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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개요

보고서의 의의

본 보고서는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다섯 번째로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로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공사의 지속가능한 추진노력과 성과를 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리서치를 통해 공사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의 관심사항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의미 있는 

정보제공으로 이해관계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범위와 기간

본 보고서는 2012년 1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의 공사의 지속가능 

경영 주요 현황 및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일부 정량성과는 3개년 데이터를  

제공하여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도 보고서 검증 시 발견된  

전년도의 오류사항은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범위는 본사 및 지역본부

(김포, 김해, 제주공항)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사이며, 보고주기는 1년 입니다.  

보고서의 작성 및 검증 기준

본 보고서의 보고항목은 GRI 3.1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 

내용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제 3자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을 실시 

하였습니다. 검증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부록에 수록된 검증 

의견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추가정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되는 보고서의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고서에 대한 의견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www.airport.co.kr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메일 : sustainability@airport.co.kr

전화 : 02-2660-2447

팩스 : 02-2660-2440

담당부서 : 한국공항공사 상생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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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사말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8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지속적

으로 최고의 경영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그리스 재정위기 촉발, 세계 각국의 양적 완화 정책 가속

화로 혼돈의 경제상황을 초래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전 임직원의 땀과 열정을 통해 역경을 딛고, 매출 6,500억 원

과 당기 순이익 1,380억 원이라는 설립 이래 최고의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로 설립 3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경영 

평가 최고등급을 받으며 선두 공기업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ASQ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여 세계

적인 공항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공사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는 2008년 최초 보고서를 시작으로 올해 5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간되는 보고서

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올바르게 소개하고 함께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2년 ‘부패발생 ZERO 및 청렴문화 확산으로 공기업 윤리경영 선도’라는 목표를 세우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윤리경영을 추진한 결과, 2년 연속 ‘청렴선도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비즈포트(Biz-port)로의 전환과  

사업 다각화를 추진했던 김포국제공항이 경쟁력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세계항공교통학회에서 ‘공항 운영 효율성 

아·태지역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공사는 ‘저탄소 녹색공항 구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탄소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김포국제공항은 전  

세계 단일공항 중 2번째로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지열 활용, LED 항공등화 개발, 탄소 

중립의 숲 조성 등 환경보전 활동을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ACI총회에서 Green Airports Recognition ‘환경경영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사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추진한 결과, 2012년 사회공헌기업대상 다문화가정 지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특별 상여금 일부를 동반

성장 실천의 의미로 자발적으로 기탁하여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특별상생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공항운영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가치가 배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영해 나갈 한국공항공사의 미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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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한국공항공사는 기관평가 A등급, 기관장평가 우수등급, 상임감사위원 

평가 우수(A)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식경제부 ‘지속가능경영대상’ 최우수상 수상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지속가능경영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청렴선도기관’ 2년 연속 단독 선정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하는 ‘청렴선도기관’으로 2년 연속 단독 선정

되어 청렴 공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항공교통학회(ATRS) ‘공항운영효율성’ 

아시아태평양지역 1위

김포국제공항은 특화된 상업시설 운영 등 생산성을 제고하여 ‘운영 

효율성(Operating Efficiency)’ 아·태지역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사회공헌기업대상’ 다문화복지 부문 3년 연속 수상

노사공동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기업대상’을 다문화복지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내 최초, ACI Green Airports 

Recognition ‘환경경영 은상’ 수상

국제공항협의회(ACI) 아·태지역 총회 

에서 지구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환경경영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01

02

04 07 0803

동반성장 성과공유 

확인제 지식경제부  

인증 획득 

성과공유제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 

하여 공정한 성과 배분을  

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성과 

공유확인제’ 인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06

김포국제공항,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3년 연속 1위 달성

김포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중규모 공항(여객 1,500만

~2,500만명)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05

기관평가 기관장평가 상임감사위원 평가

국민과 함께
더 높이 날겠습니다

우수

01

03

02

04

05

0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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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회사개요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과 항로시설본부, 10개 항공무선표지소 및 항공기술훈련원을 운

영하고 있는 공항운영전문 공기업입니다. 32년간의 축적된 공항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공항안

전과 고객만족을 책임지는 글로벌 공항 리더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영역

KAC 전국 공항 네트워크

(2012년 12월 말 기준)

기업명 한국공항공사

본사소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사장 성 시 철 

설립목적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

설립일 1980. 5. 30

임직원수 1,655명

조직 본사 : 3본부 1센터 10실(단) 30팀

지사 : 16지사, 8단(실) 57팀 

(2013년 8월 기준)

총자산

3,676,888
(단위: 백만 원) 총매출

650,637
(단위: 백만 원) 당기순이익

138,238
(단위: 백만 원)

제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울산공항

사천공항

여수공항

광주공항

군산공항

 3      6

 1      2

 3      14

 1      3

 1      3

● 국제

● 국내

 취항국가

 취항노선

 10      29

원주공항

포항공항

회사소개  |  지배구조  |  청렴·윤리경영  |  이해관계자 참여

 취항도시

•일본 :  도쿄(하네다), 오사카, 나고야

•중국 : 북경,상해

•대만 : 쑹산

 취항도시

•중국 : 북경, 상해

 취항도시

•일본 :  나고야, 도쿄(나리타), 

오사카

•중국 :  북경, 상해, 대련,  

심양, 항주, 영파,  

장춘, 하얼빈, 홍콩

•대만 : 타이페이

 취항도시

•중국 : 북경, 항주, 심양

 취항도시

•중국 : 북경, 항주, 심양

 취항도시

•일본 :  도쿄(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삿포로, 기타큐슈

•중국 :  북경, 상해, 홍콩, 심양,  

청도, 위해, 항주, 광주,  

시안, 난징, 마카오

•필리핀 :  마닐라, 세부, 칼리보,  

클라크

•베트남 : 호치민, 하노이

•태국 : 방콕

•대만 : 타이페이

•독일 : 뮌헨

•캄보디아 : 씨엠립

•미국 : 사이판

•러시아 : 블라이보스톡

항공기, 여객, 화물처리 시설 

및 공항운영상 필요한 시설 등

의 신설, 증설, 계량사업

공항의 관리, 운영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공항시설 건설, 관리, 운영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공항 건설, 관리 및 운영 관련 해

외공항사업과 항행장비의 제작, 

판매 및 수출 

소음방지 방음시설 대책사업 중 

방음시설 설치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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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경영전략

KAC VISION 2020

공사는 2010년 6월 ‘KAC VISION 2020’을 선포하고, ‘Biz & 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한국공항공사는 Vision 2020과 연계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ISO26000 7대 주제에 기

반한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실행과제를 성실

히 추진하여 ‘국민과 함께 지속발전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더

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로드맵

지속가능경영 추진조직

공사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책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사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모든 지속가능경영활동은 사회책임위원회에 보고

되어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며, 2012년에는 총 4회 개최되어 2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사안은 각 담당부서에서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생경영팀에서 전

체 추진현안들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활성화 및 실행력 강화를 통해 지속

적인 성과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및

성장동력 구축

역량기반 중심의 공항사업

영역 확대

Biz-Life를 창조하는

World Class 공항기업

•매출 7천억 원

•신사업 매출비중 8%

•자기자본이익율 4%

•매출 1조 2천억 원

•신사업 매출비중 27%

•자기자본이익율 8%

•매출 1조 5천억 원

•신사업 매출비중 30%

•자기자본이익율 10%

기존사업위주의

공항운영사업자

2013년

신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공항비즈니스 

사업자

2017년

World-Class

공항기업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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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효율적 

건설·운영으로 

항공수송 원활화, 

국민복지 기여

미션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

슬로건

Biz & 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

비전

전략방향

운영 성장 상생 기업

공항운영 고도화 신성장사업 강화 고객가치 창조 경영인프라 혁신

비전목표

매출액 1조 5천억원 신사업 비중 30% ROE 10% 국민평가 최상위

국민과 함께 지속발전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 

지속가능한
공항 운영

친환경 
녹색공항 실현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공항

• 지속가능경영 

성과 평가

•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 

명문화

•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소비자 

(End-User) 

대상 프로그램 

운영

• 공정 운영 

세이프 가드 

구축

• 지역공항/ 

협력사 추진 

지원 강화

•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해 

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구축 

및 확대

• 커뮤니티 참여 

및 개발

• 사회 책임 활동 

홍보 강화

•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전사적 

확대

• 저탄소 녹색 

소비 캠페인

비전

전략 방향

전략 과제

ISO26000 7대 영역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사회책임위원회

(위원장 : 사장)

위원 :  상임이사 4,  

감사위원 1,  

외부자문위원 1

사무국장 : 운영보안실장

실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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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한국공항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상임이사 6인과 비상임이사 7인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이사 선임 시 독립성이 확보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 

역은 비상임이사가 수행하도록 하여 기관장에 대한 건전한 경영견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

다.  공사는 이사회 내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안건과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이

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장·감사·상임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이사회 운영

공사는 월 1회 정기 이사회 및 수시 이사회 개최를 통해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 경

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모바일 이사회 연락방을 구축하고, 이

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회 보고항목을 확대하는 등 비상임이사의 경영참여 확대 및 이사

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총 16회의 이사회 개최를 통해 34건의 안건이 의결되었 

습니다.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

공사는 이사회 산하에 소위원회(감사위원회, 경영전략위원회, 예산·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2012년 4월에는 인사·조직 분야에 대해 경영전략위원회로 심의기능을 통합하고 

예산·투자위원회에 신성장사업 투자 검증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

였습니다. 그 외 비상임이사회의, 임원추천위원회, 외부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등의 운영을 통

해 경영견제 기능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역할강화

공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항공물류, 공항운영, 법률, 회계 등 각 분야

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위해 공사의 경영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대외 주요사업 

현장시찰 및 국제행사 참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활용 극대화를 

위해 2012년에는 간담회 형식의 멘토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통문화 확산 및 자문기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의 경영제언을 공사 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참여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이사회 개최횟수 회 13 15 16

의결안건 건 32 37 34

보고안건 건 42 36 39

이사회 참석률 % 98.8 96.3 99.5

비상임이사 참석률 % 98.9 96.2 99.1

비상임이사 발언비중 % 70.1 73.4 74.0

비상임이사 경영제언 반영 현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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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고려 유휴시설 활용

• 지자체 공조하여 지방공항 활성화  

추진

•공항운영 경험 등을 상품화 및 홍보

•LCC와 지방공항 연계 검토필요

•핵안보 회의관련 여객불편 최소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한 홈페이지 

구축 추진

• 사회공헌관련 지표 효과적  

관리필요

•비상임이사-직원간 소통기회 확대

•여유시설 개발 DB 구축 및 활용

• 공항별 이해관계자 공동참여  

활성화

•공항운영 노하우 상품화 용역추진

•신규사업관련 전단 TF구성·운영

•언론홍보, 전광판 설치 등 안내 확대

• 항공사 의견 수렴, 상담DB 구축 

검토

• 다문화지원사업 확대, 동반성장  

추진 TF팀 구성

•현장이사회(2회), 멘토링제도 시행

공항운영

고도화

신성장사업 

강화

고객가치

창조

경영인프라 

혁신

전략방향 주요 경영제언 정책반영 사항 

사장

상임감사위원

부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운영본부장

시설안전본부장

이사회 의장 (현)인하대 경영학과 교수

입법정책연구 부회장

(현)매일경제신문 매경이노센터 소장

(현)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설비공제조합 이사장

(현)제원회계법인 이사 

성시철 박기찬

이철수 이종욱

장성호 정인철

안광엽 이상복

허태윤 이영식

이진구 박용수

(2013년 8월 기준)

상임 비상임

* 비상임이사 1인 공석

조직/인사, 항공물류

조직/법률

기획, 인사

법률, 소송

공항시설, 안전

재무/회계 비상임이사 경영제언 반영건수 (단위: 건)

2012

2011

2010 10

14

23

구성 : 상임이사 2인, 비상임이사 3인

역할 : 경영전략 및 조직·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제언

실적 : 2012년 총 4회 개최, 신규사업 로드맵 수립(안) 등 4건 심의 

구성 : 상임이사 2인, 비상임이사 3인

역할 : 예산·운영계획 및 신성장사업 투자에 관한 사항 심의·제언

실적 : 2012년 총 4회 개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 등 4건 심의 

구성 : 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2인

역할 : 업무·회계감사 및 관련사항 심의·의결

실적 : 2012년 총 13회 개최, 행동강령 개정(안) 등 24건 심의 

경영전략

위원회

예산·투자

위원회

감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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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경영

청렴·윤리경영 시스템

추진전략

공사는 ‘부패발생 ZERO 및 청렴문화 확산으로 공기업 윤리경영 선도’를 2012년 목표로 삼고, 

KAC 청렴윤리경영 시스템 개선 및 실행력 제고를 통해 Clean KAC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 노력하였습니다.  

평생 윤리학습 시스템 구축

공사는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임직원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재 양성 및 강사 인력풀 확보를 위해 윤리전문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연대 윤리문화 정착 프로그램

공사는 협력업체 관련 부패발생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2년 ‘공항시설위탁관리 운영·감

독기준’을 비롯한 관련 제도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윤리경영 촉진을 위해 다양

한 연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조직 

윤리경영 최고의결기구인 ‘사회책임위원회’와 반부패·청렴추진 조직으로 ‘반부패·청렴추진

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윤리경영 실천동력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인 ‘사회책임추

진 실무단’을 신설함으로써 정책수립, 실천, 점검, 피드백에 이르는 완결된 시스템을 구축 하였

습니다. 

실천 프로세스  

공사는 윤리경영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제도구축, 교육·실천, 모니터링, 평가·개선의 4단계로 

구성된 실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각 단계별 세부 실행 프로그램 및 담당조직을 마련하고 있습

니다. 

청렴선도기관 2년 연속 단독 선정

한국공항공사가 청렴선도클럽(Clean Champion Club) ‘청렴선도기관’으로 2년 연속 단독 선정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결성된 청렴선도클럽은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

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반부패경쟁력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과 우수시책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공사는 2009년 이후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매우 우수’ 및 반

부패 경쟁력평가에서 4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

아 청렴선도기관으로 2년 연속 단독 선정되는 쾌거를 올림으로써 청렴 공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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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
개

선

제도구축

교
육

·
실

천

모니터링

실천 

프로세스

최상의 투명·윤리준수 확보를 통한 World-Class Clean KAC 실현

윤리경영 시스템 고도화

•윤리경영 전담조직 보강

•자율적 제도개선 내실화

•윤리규범 및 사규의 철저한 관리

•경영진의 반부패청렴 활동

• 각종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실시

• 협력업체 대상 윤리문화  

정착 노력 

전사적 윤리경영 실천

윤리비전

2012년 목표

전략

실행과제

부패발생 ZERO 및 청렴문화 확산으로 공기업 윤리경영 선도

* KEVIX (KAC Ethics Vision Index) : KAC 윤리경영지표

윤리경영

반부패

사회책임 위원회

반부패·청렴
추진단

정책수립 실천 점검 피드백

사회책임추진
실무단

반부패·청렴
실천단

윤리실천, 사회 
공헌, CS 리더 등

행동강령 책임관

KEVIX 지수

청렴문화지수

•동반성장 협의체 및 협력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윤리의식 전파 (총 96회)

•동반성장 사이버지원센터에 자가진단 프로그램 및 윤리교육 자료 게시

•공사, 공항 내 유관기관/업체와 Clean Airport 캠페인 활동 전개

•동반성장 협의체 시행 시 윤리청렴협약서 체결 

교육실시

실천활동

•윤리청렴실천 UCC 등 청렴컨텐츠 공모에 협력업체 직원 참여 확대

•협력업체 제출 작품 중 우수작에 대해 별도 포상 실시
공모참여

임직원 윤리교육 실적 (단위: 시간)

2012

2011

2010 29

25

32.7

•전 임직원 : 연 7회 의무교육 실시

•취약부서 : 연 2회 특별교육 실시

일반직원

•퇴직예정자 : 퇴직 전 5시간 특별교육

•퇴직자 : 청렴레터 발송 등 1년간 관리

퇴직자

•임용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 교육

•공직자 기본자세, 행동강령 이행

신규임용자

•중간관리자 역할, 부패사례 대처법 등

•승진 전 5시간, 승진 후 매년 5시간 교육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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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한국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

한국공항공사는 임직원, 정부 및 유관기관, 고객, 지역사회, 협력업체를 공사의 주요 이해관계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의 이해관계자와 공사의 지속가능 이슈를 공유하고 대처해 나

가기 위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EO현장방문 대화

•노사 뉴스레터

•설명회/워크숍

•스카이넷(CEO 우체통, 토론광장)

•직원제안/공모 등

• 소음피해지역 주민협의체

•간담회

•소음지역 주민만족도

•다문화가정 지원

•동반성장협의회 운영

•간담회

•설문조사

•업무보고 및 부처 현안사항 협의(수시)

•국정과제 완수

•정책토론회

•공청회

● 총 1,655명

정부 및 유관기관

• 공항이용객: VOC 시스템/VOC 우수 

고객초청 강의, 알리오(Alio)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경영공시

• 항공사 등: 공항운영협의체  

운영회의체, 저비용항공사 사장단  

간담회, 이동지역 간담회, 설문조사

● 국내외 항공 승객

●  공사의 가치를 전달하는 고객 

(공항시설 이용하는 항공사, 세관,  

법무, 검역소 등 상주기관, 상업시설)

● 소음대책지역 주민 포함

●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등

● 주차, 환경미화, 보안검색 등

임직원

• 소음대책 및  
일자리 창출

• 공항이용객:  
신속, 편리한 공항

• 항공사 등: 저렴한  
    공항이용료,  
        쾌적한 공항 시설

•일과 삶의 균형

•공정한 성과보상체계

•글로벌 인재양성

•상생의 노사문화

•경영효율화

•경영선진화

•지방공항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음대책 강구

•저탄소 녹색공항 조성

•고객서비스 증대

•최상의 공항안전 구현

•공항운영 및 관리 효율화

•신성장사업 추진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차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확대

•공정사회 구현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고객

협력업체

회사소개  |  지배구조  |  청렴·윤리경영  |  이해관계자 참여

• 안정된 계약관계

•공익적 역할

•안정된 고용

• 일과 삶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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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공사는 다음과 같은 구조화된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중요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반영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

견수렴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외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도출된 과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보고주제의 우선순

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내부이슈 확인

•경영현황 분석

•임직원 설문

•임직원 인터뷰 

이해관계자 관심도 분석

•이슈별 빈도 분석

•이해관계자 중요성 분석 

외부이슈 확인

•미디어분석 

•우수기업 벤치마킹 

•외부 이해관계자 설문

•외부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조직에 대한 영향력 분석

•전략적 중요성 분석

•사안의 시급성 분석 

STEP 01

중대성 
평가 

STEP 02

STEP 03

고

고저

내부 이해관계자 평가

외
부

 이
해

관
계

자
 평

가

①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확보

②  공항수요 증대 노력 및  

지방공항 활성화

③ 해외사업 진출 확대

④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R&D 강화

⑤ 항공안전 및 보안 관리

⑥  협력회사 동반성장 및  

안전보건경영 지원

⑦  청렴·윤리경영 고도화 및  

공정거래 선도

⑧ 상생의 노사문화 구현

우선순위 
선정

이슈 확인

⑦⑧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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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활동 

경제 분야에서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R&D 강화, 공항수요 증대 및 지방공항 활성화 부문이 우

수영역과 개선영역 모두에서 순위에 올라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활동

사회 분야에서는 청렴·윤리경영 고도화 및 공정 거래 선도 부문에 대한 평가가 타 부문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났고, 개선영역에서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현, 임직원의 다양성 및 일과 삶의 균형 보장 등

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환경적 활동

환경 분야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 절약, 항공안전 및 보안 관리 등에 대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소음 및 유해환경 관리의 경우 우수한 영역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

아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가 나타났습니다. 

2013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개요

공사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들

의 주요 관심사항 및 의견을 지

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3 이해관계자 설문조

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조사

는  2013년 5월 13일 부터 2013

년 5월 31일까지 총 18일간 진행

되었으며, 내부 이해관계자 334

명과 외부 이해관계자 2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들

의 평가와 개선에 대한 의견을 

향후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영역

●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확보

●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R&D 강화

● 공항수요 증대 및 지방공항 활성화

(단위: %)

16.7

17.1

21.2

우수한 영역

● 청렴ㆍ윤리경영 고도화 및 공정 거래 선도

● 협력회사 동반성장 및 안전보건경영 지원

● 서비스 품질 강화

(단위: %)

16.0

16.8

34.8

우수한 영역

● 에너지 및 자원 절약

● 항공안전 및 보안 관리

● 소음 및 유해환경 관리

(단위: %)

17.8

23.0

24.7

● 공항수요 증대 및 지방공항 활성화

●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강화

●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R&D 강화 

개선이 필요한 영역 (단위: %)

13.7

15.1

21.9

● 상생의 노사문화 구현

● 임직원의 다양성 및 일과 삶의 균형 보장

● 협력회사 동반성장 및 안전보건경영 지원

개선이 필요한 영역 (단위: %)

17.3

22.0

22.4

● 소음 및 유해환경 관리

● 환경보호 및 자연서식지 복원 노력

●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노력

개선이 필요한 영역 (단위: %)

14.9

19.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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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지속가능경영 
 핵심 이슈 07

01. 지속가능한 성장

02. 고객가치창조

03. 기후변화대응 노력

04. 항공보안 및 안전운항 강화

05. 지역사회참여 강화

06.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07. 임직원만족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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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ssue Sustainable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
공항운영 고도화 

핵심공항 경쟁력 강화

항공여객 5천만 명 시대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공사는 공항운영 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김포, 

김해, 제주의 3개 핵심공항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즈포트로 육성되고 있는 김포

공항은 2012년 여객운송 1천 9백만 명 달성과 동시에 국제여객 4백만 명을 최초 돌파하였으며, 

김해·제주공항 역시 특화된 성장전략으로 전년 대비 항공여객 6.5%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

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  고객가치창조  |  기후변화대응 노력  |  항공보안 및 안전운항 강화  |  지역사회참여 강화  |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  임직원만족경영

항공여객 안정적 정착

5천만명 시대

한국공항공사는 민간항공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항공진흥협회의 4개 회원사 중 회장사를 맡아, 항

공진흥협회와 정책제언 및 국가행사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는 국

내외 항공노선 확대 및 비공항수익 확보 등 성공적인 공항마케팅전략을 통해 높은 사업성과를 창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공항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

하고 그에 따른 체질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내에 급성장

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 비즈니스항공, 일반항공, 항공레져 등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시설

확충, 제도간소화, 접근교통로 등)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벌 공항기업으로 도약하기 위

해 공항보안, 항행장비사업, 공항환경사업, 공항안전사업 등과 같은 부대사업을 수출할 수 있는 준비도 필

요하다고 봅니다. 채성희 차장 한국항공진흥협회

 Interview

단거리 국제노선 확충

•쑹산노선 개설로 동북아 수도권 황금노선 구축

김포기점 LCC 모기지화 추진

•국내외 LCC 유치 및 인프라 확충

•LCC 노선 및 공급석 증대로 여객의 선택권 및 시장점유율 확대 

Biz-oriented  환경구축

•여객처리시설 효율화를 통한 수속시간 대폭 단축

•CIP/FBO 시설 건립추진으로 자가용항공이 수요확대 기반 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항철도 직통열차 운행 추진

김해공항, 국제노선 강화로 제2관문 공항 구현 

•국제노선 활성화로 국제여객 4백만 명 최초 돌파

•중장거리 주요 Hub 공항을 연결하는 전략노선 유치

제주공항, 관광 & 국제자유 공항 구현

•중국노선 확대 등 관광공항 집중 육성으로 국제여객 51% 증가 

김포공항

비즈포트 

육성

김해·제주

공항

특화전략 

시행 

*  LLC(Low Cost Carrier): 저비용항공사, CIP(Commercially Important Person): 기업인전용라운지, FBO(Fixed Base 

Operation): 비즈니스항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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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활성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2012년 7월 지방공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KTX영향권공항과 수요취약공항으로 지방공항을 분류하여 공항유형별 전략과제를 수

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응과제 추진으로 4개 노선 여객 평균감소율이 2011년 대비 

7.7%p 완화되는 등 지방공항 경쟁력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포국제공항, 공항운영효율성 아·태지역 1위 수상

2012년 6월 김포국제공항이 세계항공교통학회(ATRS : Air Transport Research Society)의 

‘공항운영효율성(Operating Efficiency 2010)’부문 아·태지역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ATRS는 

1955년 발족하여 세계항공교통 관련 인프라와 정책이슈 등에 대해 연구하는 단체로서, 매년 전

세계 공항의 운영효율성을 평가하여 공항 규모별 최고의 효율적인 공항을 선정·발표하고 있습

니다. 인천공항 개항에 따라 김포공항이 국제노선을 전부 이관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국제노선에 집중한 비즈포트(Biz-port)로의 전환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해 안정

적인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요취약공항 잠재수요창출

신성장사업 강화 

항공분야 R&D 

|  차세대 항행감시시스템  I  2012년 12월 공사는 2010년부터 추진해 오던 차세대 항행감시시

스템(ADS-B: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의 시작품(Trial Product) 개발

에 성공하였습니다. ADS-B는 GPS 위성을 이용하여 항공기와 항공기, 항공기와 지상 관제기

관 사이에 감시 데이터를 공유하여 조종사의 상황인식 능력과 관제사의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

는 차세대 항공감시기술로, 차세대 항행장비 운영 기술을 축적하여 미래 수익기반을 확보할 것

으로 기대됩니다. ADS-B는 시작품 제작 및 검증을 거쳐 2014년 최종 완료될 예정입니다. 

|  LED 항공등화  I  공사의 대표적인 기술개발 성과인 LED 항공등화 기술이 미 연방항공청

(FAA)으로부터 LED형 유도로 등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고, 노르웨이 및 이란에 첫 수출됨으로

써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본 기술은 기본의 할로겐 등화에 비

해 전력사용 70% 절감, 수명 약 50배 연장이 가능하여 2020년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국내

공항 전체에 적용이 완료되면 연간 670tCO2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친환경 기술입니다. 

항행장비사업

2004년까지 전량 수입 사용하던 항행안전장비의 국산화 개발 이후, 국산화 장비의 국내 공항 설

치와 더불어 해외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항행장비 사업 매출은 53.1억 원으로 전

년 대비 178% 증가하였고, 2008년 이후 국내 항행장비 사업을 100% 수주하고 있어 향후 7년 내 

국산화율 100%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필리핀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터키 항행안전장비 사업 등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2012년 

해외 수주액은 2011년 대비 370% 증가한 62.9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해외공항사업

공사는 국내 14개 공항에 대한 건설, 운영의 노하우와 실적을 기반으로 해외공항사업에 적극 참

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콜롬비아 북동부 6개 공항 컨설팅 사업수주를 시작으로, 2012년은 리

비아 정부의 국가 재건사업의 일환인 베니나·미쓰라타 공항 여객청사 신축사업에 국내 민간기

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2014년까지 공항운영 IT 솔루션 구축관련 총 32

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공항운영 핵심 노하우 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맞춤형 솔루션 

제공 기반을 구축하여 해외진출의 양적 확대 및 수익 증대를 점진적으로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공항주변지역개발사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공항주변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

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김포공항 SkyPark의 정상적 추진으로 243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지

방세수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 

추진된 김포공항 외곽 대중체육시설 조성사업의 행정인허가 승인 등을 완료하여 민간사업자선

정을 통해 2014년에 착공, 2016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LED 항공등화사용시 전력사용량

70 % 절감

차세대 항행감시시스템 개발

2014 년 

최종 완료

SkyPark 조기 안정화

243 억 원 

수익 창출

전년대비 
178%

2012년 항행장비사업 매출 

53.1억 원

지속가능한 성장  |  고객가치창조  |  기후변화대응 노력  |  항공보안 및 안전운항 강화  |  지역사회참여 강화  |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  임직원만족경영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

32 억 원 

수익 창출

차별화된 가격정책 제공 

• 항공운임 할인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운임 및 주차료 할인 

• 울산공항 : 김포노선의 기업인 승객 30% 할인제도 연장 

• 포항공항 : 김포, 제주노선에 대한 이벤트성 항공요금 할인행사 

접근교통 및 서비스 개선

• 울산공항 : 공항경유 시내버스 확대 및 시외버스 정기정차

•  포항공항 : 포항공항 ⇄ 경주 리무진 버스노선 신설, 고객주차장  

무료 개방(2013 ~)

• 여수공항 : 여수엑스포 단체관람객수송 항공편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양양공항 집중육성 

• 개항 이후 국제선 최다 운항으로 2011년 대비 국제여객 306% 증대 

• 하얼빈, 대련, 대북, 상해노선 운항 및 네이멍구, 블라디보스토크 취항 

예정 

• 평창스페셜올림픽을 활용한 공항홍보 및 노선유치 기반 확보

부정기노선 유치를 통한 니치마켓 확대

• 국제행사, 시즌별 관광자원과 연계한 부정기노선 유치 및 소형항공기 

취항으로 항공네트워크 구축 및 공항 활성화 추진

• 2012년에 여수포항공항에 국제선 부정기 32편 최초 유치

KTX영향권공항 

수요회복

수요취약공항 

잠재수요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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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Instrument Landing System): 계기착륙시설

• DVOR(Doppler VHF Omnidirectional Range) 

: 전방향무선표지시설

• DME(Distance Measuring Equipment) 

: 거리측정장비

•FTS(Field Test Set): 지상점검장비

1 3 백만 원천

4 6백만 원천

6.8 억 원31.7 억 원

22.2 억 원

40 억 원

16.3 억 원

3.4 억 원

20.5 억 원약

Norway

Iran
Bangla-

desh
Libya

Columbia

Fiji

Phili-
ppines

Indonesia

막탄-세부공항 마스터플랜 및 신규 여객터미널 

타당성조사 PMC용역

•사업구분 : 컨설팅사업

•사업기간 : 2010~2012

•사업규모 : 약 0.5억 원

•사업내용 :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여객터미널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등

EDCF 사업 수주(ILS/DVOR/DME)

•사업구분 : 항행장비사업

•사업기간 : 계약 후 총 15개월

•사업규모 : 약 20억 원

•사업내용 :  라긴딩간 공항 항행안전장비 공급 및 설치 

•의의 : EDCF사업 첫 수주 

필리핀 리비아

리비아 베니나, 미수라타 공항 여객청사  

IT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구분 : IT시스템 건설

•사업기간 : 2012~2014

•사업규모 : 31.7억 원

•사업내용 :  공항운영 컨설팅 및 IT 솔루션 제공

콜롬비아 북동부 6개 공항 컨설팅 사업

•사업구분 : 컨설팅사업

•사업기간 : 2010~2025 (15년간)

•사업규모 : 40억 원

•사업내용 : ICAO 기준에 맞는 공항운영컨설팅

콜롬비아

항행안전장비사업(ILS)

•사업구분 : 항행장비사업

•사업기간 : 2012.07~2013.07

•사업규모 : 22.2억 원

•사업내용 :  제파/반/아스팔타공항 항행장비 설치 및 운영

•의의 : 3년 연속 수주

터키

LED 항공등화

•사업구분 : 항공등화 수출

•사업기간 : 2012.06

•사업규모 : 4천 6백만 원

•사업내용 : BOJNORD 공항 항공등화 공급  

•의의 :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이란

항행안전장비사업(DVOR/DME)

•사업구분 : 항행장비사업

•사업기간 : 2011.12~2012.06

•사업규모 : 6.8억 원

•사업내용 : DVOR/DME 1식

•의의 :  방글라데시 항행시장 첫 진입

방글라데시

항행안전장비사업(DVOR/DME)

•사업구분 : 항행장비사업

•사업기간 : 2012.05~2012.12

•사업규모 : 16.3억 원

•사업내용 : 나디 및 나우소리공항 DVOR/DME 각 1식

•의의 : 피지 항행시장 첫 진입

피지

LED 항공등화

•사업구분 : 항공등화 수출

•사업기간 : 2012.06

•사업규모 : 1천 3백만 원

•사업내용 : OSLO 공항 항공등화 공급

•의의 :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노르웨이

항행안전장비사업(DVOR/DME)

•사업구분 : 항행장비사업

•사업기간 : 2012.03~2013.03

•사업규모 : 3.4억 원

•사업내용 : TIMIKA 공항 DVOR/DME 1식

•의의 :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 마련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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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명 ● 사업 규모

해외사업 추진현황

Turkey

김포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원주공항

군산공항

광주공항

무안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

여수공항

울산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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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성과

경제가치 창출 및 분배

재무 현황

주요 운영 실적

주요 경제성과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매출액 4,885 5,685 6,506

영업이익 542 1,268 1,641

당기순이익 498 1,032 1,382

주요 재무지표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성장성지표 매출액증가율 12.64 16.38 14.44

순이익증가율 97.39 107.09 34.01

수익성지표 총자산순이익률 1.48 2.95 3.76

자기자본순이익률 1.6 3.23 4.18

안전성지표 유동비율 320.46 394.16 282.58

부채비율 8 9.49 11.06

자기자본비율 92.59 91.33 90.04

생산성지표 총자본투자효율 9.79 11.18 12.21

* 재무지표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및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경영공시 메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사업별 매출비중 

주주

정부

임직원지역사회

협력회사

배당

389 억 원

구매

1,057 억 원

급여 및 복리후생

1,528 억 원

지방세 및 사회공헌 투자

492 억 원

법인세

403 억 원

여객수송량 (단위: 천 명)

국내선

2012

2011

2010 40,406

41,990

43,174

국제선

2012

2011

2010 7,316

8,334

9,609

항공운송사업 30.5%

컨세션사업 56.2%

해외공항사업 0.1%

부동산개발 등 3.7%

R&D 사업 0.8%

기타 사업 8.7%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자산 유동자산 4,443 5,685 6,510

비유동자산 29,115 29,287 30,259

자산총계 33,558 34,972 36,769

부채 유동부채 1,386 1,442 2,304

비유동부채 1,100 1,588 1,359

부채총계 2,486 3,030 3,663

자본 자본금 20,914 20,924 20,933

기타 10,157 11,017 12,173

자본총계 31,071 31,941 33,106

* 공시기준 변경에 따라 일부 수치가 2012 보고서 대비 수정되었습니다.화물수송량 (단위: 천 톤)

국내선

2012

2011

2010 516

555

522

국제선

119

146

2012

2011

2010

158

운항횟수 (단위: 편)

국내선

2012

2011

2010 288,599

298,131

305,212

국제선

2012

2011

2010 46,476

55,884

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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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가치창조02
고객만족경영 추진체계 

한국공항공사는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제고와 공항서

비스 향상을 위해 전사적인 고객만족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지속적

인 CS활동 추진에 힘입어 2012년에는 5년 연속 고객만족경영 종합대상 수상을 차지하는 쾌거

를 이루었습니다.  

통합 VOC 시스템 운영 

공사는 2008년부터 고객의 요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하늘소리’ VOC 게시판을 운

영해오고 있습니다. ‘하늘소리’에 등록된 의견은 48시간 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진행 상황

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자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분류된 VOC는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 사원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고객과 소통하는 브리지 역할을 톡

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하늘소리’를 통해 총 1,43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평균

처리시간은 22시간 8분, 48시간 내 처리율은 98.14%, VOC 처리 만족도는 85.48점으로 나타났

습니다. 2012년 12월에는 외국인 VOC 수집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의 VOC 채널을 오

픈하였고, QR코드를 개발하는 등 VOC 채널 확대를 통한 수집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고객만족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설레는 만남과 미래를 이어주는 공항

국민평가 최상위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3위
공공부분

CS 경영 선도

CS추진 인프라 고도화 CS경영 실천력 강화 터미널 운영효율화

CS 비전

전략 목표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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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객만족경영 종합대상 수상

5년 연속

현대백화점은 한국공항공사의 CS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와 소통의 협력관계를 긍정적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CEO와 전 임직원이 고객지향적 CS 마인드를 바탕으로 서비스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실천해온 서비스 대표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고객헌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항운

영전문기업으로서 안전하며 편리한 공항은 물론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수행하는 등 고객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공사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가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

고 고객가치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 서비스 이행표준을 보다 고객의 관점에서 심플하고 명확하며 인지

하기 쉽게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이를 고객과의 약속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고객만족 최우수 기업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 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정연 차장 현대백화점

 Interview

VOC 처리만족도 (2011년 대비)

3.48 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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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제고 

전국공항 통합컨택센터 오픈

2012년 9월 한국공항공사 컨택센터가 운영을 시작하여 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인

천공항 제외)에 대한 고객 상담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공항 별 ARS안내를 전면 폐지하고 모

든 상담안내업무를 전문상담원이 직접 응대함은 물론,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도 상담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전국 단일의 1661-2626으로 통합함으로써 한 번의 전화

로 항공기 운항정보, 공항까지의 연계교통 등 모든 공항에 대한 표준화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상담 업무를 전국공항으로 확대하여 365일 24시간 운

영하고 있으며, 상담원들을 외국어가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외국인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홈페이지 개편

2012년 12월 한국공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14개 공항을 하나

의 화면에 묶은 포탈형태의 메인화면을 도입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출발

공항과 도착공항을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시간 운항정보 

조회, 예상 주차요금 계산과 실시간 교통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도착지의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공항을 중심으로 한 통합 여행정보 페이지로의 변신을 꾀하였습니다.

 

CS페스티벌 개최

2012년 11월 서비스개선 우수사례와 고객만족 활동수기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CS페스티벌이 개

최되었습니다. 전국 공항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및 상주기관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하였고, 총 100

여 건이 응모된 가운데 「제주공항 렌터카하우스 신설」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페스티벌 개

최를 통해 모든 참여기관들이 고객 접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임산부 가방고리 캠페인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김포국제공항에서는 ‘임산부 가방고리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임산부 승객들에게 ‘임산부 표시 가방고리 엠블렘’을 

현장에서 나눠주고, 임산부 전용 창구에서 바로 검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

산부 승객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제주국제공항-교통약자도우미, CS천사 

제주국제공항은 하계성수기인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노약자, 장애우 등 교통약자들을 위

한 ‘CS천사’를 운영하였습니다. CS천사는 출발장 안내서비스부터, 도착장 출구나 렌터카 하우

스 안내까지 종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들이 불편없이 자유롭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공항서비스 향상

모바일 탑승서비스 시행

고객에게 빠르고 편리한 탑승수속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4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

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와 공동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탑승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항공사 앱 또는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항공권을 예약·결제한 후 모바일 탑승권을 

다운로드하면 공항에서 항공사 카운터를 들러 체크인하기 위해 대기할 필요가 없어, 탑승수속 

시간이 Zero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중장기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승객이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미래형 공항으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ASQ 보안검색 대기시간 Global Top3 달성 

신속한 보안검색을 위해 보안검색 운영방식 및 시설 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보안검색바구니 

회수대 17대를 설치하여 사람에 의해 회수되던 것을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하였고, 김포·김

해·제주공항에 짐 없는 고객전용 검색대를 각 1개소 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상시

에 검색기 1기당 검색요원이 1명 배치되던 것을 피크시에는 검색기 2기당 3명을 배치하도록 하

여 처리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보안검색 대기시간 단축으로 고객만족도 제고는 물론, ASQ 보안

검색 대기시간 부문 만족도 세계 3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SMART 주차서비스 기반 구축

2011년부터 노후화 된 공항 주차관제시스템을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능

형 주차관제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는 ‘주차장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제도를 완비하고, 주차요금 면제대상 차량 사전등록제 수

립 등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소프트웨어 분야 개선을 완료 하였으며, 주차관제 시스템개선 등의 

하드웨어 분야는 201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탑승서비스 화면 통합컨택센터

KAC 홈페이지

CS페스티벌

임산부 가방고리 캠페인

 CS천사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1위

김포국제공항이 2012년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동규모 공항 28개 중 1위를 차지하였습

니다. ASQ에 최초로 참여한 2010년 이후 2012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여 더욱 더 의미가 

있습니다. ASQ는 세계 179개국 공항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매년 공항 운영 및 시설

분야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2012년 전 세계 199개 공항에 대해 전 세계 항공여객

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김포국제공항은 총 34개 항목 중 30개 항목에서 동규모 1위

를 차지하였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은 노후화된 공항시설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소리(VOC)를 공

항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안내 및 보안검색 등 현장에서의 서비스 품질 혁신활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최신시설과 장비를 갖춘 공항과의 서비스경쟁에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향

후 낙후된 시설 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을 실시, 최신시설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을 통하여 고객중심의 동북아 대표 비즈니스 공항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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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ing Climate Change

기후변화대응 노력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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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추진체계 

탄소경영 비전

한국공항공사는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탄

소경영 비전을 선포하고 2010년 전담조직인 녹색공항팀을 구성하여, 전국 14개 공항에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구환경 보존과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친환경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ISO50001) 취득 

2012년 2월 김포국제공항이 스페인 마드리드공항에 이어 전 세계 단일공항 중 두 번째로 에너

지경영시스템(ISO50001)을 취득하였습니다. ISO50001은 ISO가 기업경영에 에너지절감 계획과 

실행,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6월 새롭게 발효한 국제 인증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

론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환경영향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금

번 인증취득으로 김포국제공항은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저탄소 녹색공항” 구현
(Low Carbon Green Airport)

2015년까지 기준배출량(2007 ~2009년 평균) 대비
공항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계획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공항

지구환경
친화적인 공항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항

비전

목표

전략

Issue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ISO50001

DNV는 한국공항공사의 환경경영 활동의 근간이 되는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의 인증심사를 매년 실

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심도있는 영향평가를 통해 각 분야별 환경영향을 도출하여 리스크를 관리하

고 있으며, 각 분야별 우수인재 육성을 통한 체계적이고 원칙적인 시스템 경영의 실천 및 적극적인 법

규준수 노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더불어 협력사 평가 시 협력업체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통하

여 상호 윈윈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공사는 사고예방과 사회적 책임경

영의 중요한 범주를 확보해 나아가는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위험 등급 이

상의 리스크를 갖고 운영 중인 협력업체 서비스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이나 

OHSAS(Occupational Health & Safety Assessment Serie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도입을 통

한 시스템적 접근관리 기법의 적용을 검토함으로써 환경 및 안전경영에 대한 성과를 제고해 나아가시길 

기대합니다. 김동환 인증심사팀장 DNV 인증원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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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공항 운영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시설 설비의 효율적 운영,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고효율·친환경 기기의 순차적 도입 및 임직

원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활동 등을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물 절약

체계적인 물 사용량 관리를 위해 2011년 시범 도입한 ‘물 절약 목표관리제도’를 2012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평균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11%의 절감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전국 16개 지사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물 절약 실적은 에너지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으며, 본 제도 운

영을 통해 2012년에는 전년대비 약 93,792톤을 절약하여, 60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었

습니다. 

ACI 그린 에어포트 은상 수상

한국공항공사는 2012년 5월 싱가포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국제공항협회(ACI) 아·태

지역총회에서 친환경 녹색공항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2011년 Green Airport Recognition’ 은상

(Silver)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경영을 모토로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고효율 설비 도입, LED 항공등화 개발 

(R&D분야) 등 공항시설에 대한 친환경기술 적용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의 숲 조성 등 적극적인 

환경보전 노력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아 공항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본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

대적으로 최첨단 인프라를 갖춘 중국, 일본, 인천 등 최신공항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수상이었습니다. 

2012년 주요 성과

• 태양광 발전 시스템  

: 울산공항(20kW), 

  사천공항(10kW)

• 태양열 급탕 시스템  

: 제주공항(97㎡), 

  군산공항(38㎡),  

  항로시설본부 표지소(16㎡)

• 냉난방설비  

: 김포공항 

(흡수식냉동기 900RT*1대),  

김해공항 

(고효율보일러 7ton*1대)

• LED 조명 : 

32,431개(누적교체율 36.8%)

• 그린터치  

: 179,533kWh/년 절감

• 개별 냉난방기 운영 개선  

: 610,389kWh 절감

신재생에너지 기기 도입 고효율 기기 도입 그린오피스

*  그린터치 :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절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사용 후 바로 절전효과(전기량, 탄소량)을 확인할 수 있

는 에너지 절약 생활실천 프로그램

온실가스 배출 저감

I  공항 탄소포인트 제도  I  전국 14개 공항의 상주업체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공항 탄소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그에 따

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탄소포인트로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온누리상품권)을 제

공하는 것으로, 본 제도를 통해 2012년 공항에서 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52tCO2 감축

하였으며 실적이 우수한 73개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I  탄소중립의 숲 탄생  I  탄소 상쇄 활동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탄소중립의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경기도 부천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강동 선사유적공원 일원

에 산수유 등 13종 3천 여 본을 식재하여 탄소중립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환경영향 최소화

I  대기오염 관리  I  김포공항은 대기질 자동측정망 설비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으며, 2012년 김

포공항의 대기질 측정 결과 SO2, NO2, CO, O3, PM-10에서 모두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공사 현장에는 세륜 시설 및 방진망 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를 줄

이고 있으며, 이동지역 운행 차량 및 장비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I  실내 공기질 관리  I  여객청사 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터미널 공기정화설비의 필터 교

체주기, 미세먼지 농도 모니터링 횟수 및 실내청소 상태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

년도 전국 공항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7.1㎍/㎥으로 법적기준의 18%에 해당하며, PM-10, 

CO2, HCHO, CO 측정 결과도 모두 환경기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I  수질관리  I  공사는 상수도, 중수 및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취수로 인한 환

경영향은 보고 및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해 공

항별로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김포·제주공항에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외부 전문측정업체를 통해 각 공항별로 수질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관리하고 있으

며, 2012년 기준으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I  폐기물관리  I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폐유, 폐산 등의 지정

폐기물은 종류별로 별도의 보관시설을 갖추어 보관한 후 허가된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

습니다.

I  토양오염 관리  I  항공유, 난방용 보일러등유 등 유류저장시설 운영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

지하기 위해 탱크 및 배관부위와 주변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누출검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

시하고 있으며, 상시적 안전점검을 통해 검사결과를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관찰 및 보고된 토양오염사례는 없었습니다. 

I  생태계 보존 활동  I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공항인근 지역의 생태변화 및 항공기와 조류의 충

돌 가능성을 대비해 상시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 더욱 관심과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기 도입 : 1,048tCO2/년

•고효율 냉난방장비 도입 : 340tCO2/년

•LED 조명 교체 : 1,188tCO2/년

•그린터치 : 84tCO2/년

•개별 냉난방기 운영 개선 : 284tCO2 (2012년 실적 기준)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연간)

2,944 tCO2 감축

물 절약 목표관리제도 (2012년)

60 tCO2 감축

공항 탄소포인트 제도 (2012년)

52 tCO2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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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성과

에너지 사용 (단위: TJ)

198

211

243

917

913

955

1,115

1,124

1,198

2012

2011

2010

직접에너지 간접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단위: tCO2e)

10,965

11,689

13,345

47,592

47,265

47,172

58,558

58,954

60,517

2012

2011

2010

직접온실가스 간접온실가스

환경투자 (단위: 억 원)

녹색 기술개발

고효율·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52.1

69.8

27.3

2012

2011

2010

7.8

286.3

95

2012

2011

2010

26.3

22.3

19.1

2012

2011

2010

4.2

1.3

2012

2011

2010

그린빌딩 조성

녹색 구매

16.5

14.4

15.3

2012

2011

2010

용수 사용 재활용률 (단위: %)

KAC 2012 Green Campaign

용수 사용 (단위: 톤)

지하수식수 중수

1,027,769

1,121,561

1,198,515

2012

2011

2010

169,917

161,431

183,393

327,442

591,098

530,410

369,032

645,89736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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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녹색명절만들기 Me First   02. 에너지 절감 부채나눔 행사   03.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참여   

04. 에너지절약 사례집 발간   05. 종이컵 수거 캠페인   06. 녹색성장주간 행사   

07. 에너지의 날 행사   08. 부천 ‘탄소중립의 숲’ 조성 

080706

03 04

351

492

132

2012

2011

2010

폐수 배출 (단위: 톤)

* 배출량 산정 범위 : 김포, 제주, 청주공항

폐기물 배출 (단위: 톤)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2,757

3,409

3,139

2012

2011

2010

106

124

68

2,651

3,285

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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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Aviation Security and Safety

항공보안 및 안전운항 강화04
Issue

체계적인 보안관리 

첨단 전자출입시스템 구축

공사는 최고 보안수준을 자랑하는 얼굴인식 전자출입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까지 제주공항에 6개소를 시범 설치 하였고 2014년까지 김포, 김해 등 6개 공항에 설치를 확대

할 예정입니다. 본 시스템은 기존의 생체나 전자인식시스템을 향상 통합한 시스템으로써, 검색

실패율 ZERO, 에러율 0.00005%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 도입을 통해 타인출입

증 도용에 의한 보호구역 비인가자 출입 및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원천 제거되었으며, 공사는  

6년 연속 보안사고 ZERO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테러요소 탐지능력 향상 

김포·김해·제주 등 공항의 테러대응력 향상을 위해, 테러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첨단 위해물질 탐지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위해물질

분석기는 고체폭발물, 유독화학물질 등 총 1만 종 이상을 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테러

물질 탐지분석시간은 30초로 기존 X-RAY 촬영기보다 속도가 한층 개량되었습니다. 

항공보안교육센터 동북아 최초 ICAO 인증 획득 

항공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항공보안교육센터가 2010년 동북아 최초

로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인증을 획득하였습니

다. ICAO는 UN산하 전문기구로서 세계민간항공산업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항

공보안교육센터는 지금까지 18,000명 이상의 국내 항공보안 검색요원과 공항경비요원 등 뿐만 

아니라, 200명 이상의 국제항공보안교관, 감독관 등을 양성하였습니다. 전 세계 항공보안 수준

향상에 적극 기여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승객, 승무원, 공항이용자 등을 전부 포함하는 민간항공을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보호

하기 위하여 국내외 제 규정을 준수하고 최고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항공보안

사고 ZERO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 소속 항공보안교육센터에서는 보안검색요원을 비롯하여  

ICAO 항공보안교관 등 국제수준의 항공보안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운

항하는 민간항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민간항공에 대한 테러 등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항공보안을 선도하기 위해서 공사의 역

할과 책임이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첨단 보안장비를 활용하여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항공보안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남순민 과장 한국공항공사 

 Interview

핵심공항 테러요인 탐지시간

30초 단축40 분

보안사고 ZERO 달성

6년 연속

보안사고 ZERO 달성

6 년 연속

(2007년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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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운항 

항공교통 관리체계 구축 

전국 공항의 운항 정시성을 개선하기 위해 결항 및 지연 원인과 시설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중장

기 이·착륙 능력 향상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6개 공항의 피뢰침 

설치 및 3개 공항의 계기착륙시설(ILS) 신설 등 이·착륙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제

주공항에 제설장비와 김포공항에 제빙장비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탑승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검

토를 추진하였습니다. 

조류충돌 예방활동 

항공기와 조류간 충돌 발생이 안전 운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조류

충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철새 이동 감시초소를 운영하

고 철새 이동경로를 관제탑에 제공하여 항공기 회피비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5개 공항에 9명의 

조류퇴치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등 자원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항행시설 서비스 개선

2012년 시설, 서비스, 전파품질의 3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자체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항행

시설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항정보방송시설 개선 등 54건의 노후시설 현

대화가 추진되었고, 전파혼신 추적 제거 등 5건의 주파수 보호활동이 전개되어 총 70건의 항행시

설 및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항공정보 스마트 통합 관리

공사는 항공 유·무선 글로벌 네트워크 선점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 네트워크 

부문에서는 항공종합통신망(ATN)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분산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항공종사자에게 고품질의 항공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부문에서는 항공관제 방식을 음성에서 데이터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22개소의 공항별 

무선통신망 설치현황을 분석하고 설치 후보지 및 운용주파수를 지정하였으며, 유럽·미국 등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최적의 차세대 항공이동통신망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였습니다. 

 

3D 다목적 전파 측정시스템 개발 

항행시설 성능측정시간 단축을 위해, 무인 모형비행체를 이용하여 항공기 착륙유도시설을 점검

하는 3차원 다목적 전파 측정시스템(MMS, Multi Measuring System)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지향

적 종합점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본 시스템 개발로 항공기 진입로에 대한 전파측정 및 고도

별 전파분석이 가능한 지상과 상공의 통합 측정체계(3D)로 개선되었고 항행시설 성능측정시간

이 2011년 61분에서 2012년 10분으로 83%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험예보 SMS 화면

날씨경영인증

KAC 공항안전 
우수성 대외 
입증

대한민국 안전대상 

(2012. 11)

핵안보회의 대통령표창

 (2012. 12)

절전경영 우수기관

 (2012. 6)

안전한 공항을 위한 시설 관리 

위험예보제 도입

2012년 8월부터 내일의 잠재위험 요인을 미리 알려주는 ‘위험예보제도’ 콘텐츠를 개발하여 도입

하였습니다. 과년도 발생한 사건사고를 분석하여 월 1회 해당월 과거위험사례와 안전사고 예방

요령 등을 담당자 스마트폰으로 전송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 운영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는 2년 연속 ZERO를 기록하였습니다. 

위해요인 발굴 제도화  

공항 이용자 누구나 전화, 우편, FAX,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안전위해요인을 제보할 

수 있는 위해요인 발굴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내부 379건, 외부 27건이 보

고되어 보고건수가 전년대비 14.3% 증가하는 등 자발적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노력으로 공사는 2012년 지상안전사고 발생건수 ZERO를 달성하였습니다.  

날씨경영체제 도입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날씨경영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날

씨정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위기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기상청과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기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에는 기상청 주관 인증심사에서 W마크를 취득함으로써 날씨경영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진 EAP 구축

공사는 공항 이용객 보호를 위해 지진 EAP(Emergency Action Plan, 비상대처계획)를 구축하

였습니다. 재난관리사(BCS, Business Continuity Specialist) 자격을 보유한 내부 인력을 활용

하여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16개 여객터미널에 대해 위험분석, 비상조직운영 등이 포함된 지

진 대피절차를 수립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소방방재청을 통해 대외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항공기 정시운항률

94.61% 달성

항행안전시설 이용자 불편사항 

63 % 감소

전년대비

항행시설 성능측정시간

83 % 단축

전년대비

지속가능한 성장  |  고객가치창조  |  기후변화대응 노력  |  항공보안 및 안전운항 강화  |  지역사회참여 강화  |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  임직원만족경영

항공기 회항편수

50 % 감소

전년대비

결항 및 지연편수

30.8 % 감소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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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 Engagement and Communication

지역사회참여 강화05
Issue

소음대책사업 

주택방음시설 집중 투자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방음 및 냉방시설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김포공항지역 4,898호에 주택방음시설을 설치하였고, 교육청과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개 

학교에 냉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개 학교 및 211세대에 대해 하절기 냉방전기료를 지원하였

습니다. 이에 소음환경개선율이 목표치 대비 2%p 초과한 68%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능형 소음측정망 구축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항공기 소음측정망 작동상태를 24시간 원격감시 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

을 개발하여 김해공항에 구축하였습니다. 실시간 시스템 가동상태 확인이 가능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소음감시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소음대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요구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SMS 알리미 서

비스를 확대하고 신청서류 일체를 공사에서 일괄 발급하는 등 다양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강화로 만족도 제고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방음창호 설치가옥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2012년 소

음대책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4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책임시공을 위해 시공업

체 담당자 사진명함을 사전에 배포하고 시공업체 사전 서비스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시공 시 주

민일정에 맞춰 시공일정을 SMS로 공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시공사의 유

지보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누수 등 민원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주택방음시설

지능형 소음측정망 구축

시간

한국공항공사와 대한적십자사는 2010년 5월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사업 시행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올

해 사업수행 4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2013년 현재까지 총 302가구의 1,905명에게 모국방문의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다문화가족 교육지원과 다문화 2세대에 대한 멘토링, 언어소통 능력을 갖춘 결혼이주여성 

채용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공사의 폭넓은 지원활동은 앞으로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의 선도적 모델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나눔·교육나눔·환경나눔의 3대 영역 중 교육나눔 영역의 활동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

다. 현재 진행 중인 다문화아동·청소년 부모님 나라방문 캠프, 학습지원 멘토링, 공부방 설치 등의 교육

환경개선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경쟁력을 갖춘 다문화세대들이 우리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한국공항공사에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혜숙 팀장 대한적십자사

 Interview

Before After

전직원 사회공헌활동 강화

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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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 

중장기 추진전략 

한국공항공사는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여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

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3년까지는 경영전략과 연계된 사회공헌전략 체계 재구축을 통

해 대표 브랜드 개발, 운영 시스템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며, 2014년부터는 新 공익사

업 추진, 글로벌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하여 2020년 한국공항공사가 사회적 책임 실천의 World 

Leader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 정비

봉사의 전문화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2012년 사회공헌활동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2011년 24개의 사회봉사단과 2개의 연합봉사단이 2012년에 각각 25개와 13개로 확대되었습니

다. 2012년 3월 발대한 재능나눔봉사단은 내부직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세무·회

계·외국어 등 7개 분야의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AC 특화브랜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지속·확대 추진함으로써 KAC 사회공헌활동 특화브랜드로 집중 육성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다문화 2세대의 경쟁력 확보 및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

화 이중언어 교실’을 시범 추진하여, 베트남 다문화 2세대 학생 27명에 대해 베트남어 및 한국

어 무료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모국방문 후원을 통해 7개국 151가정의 574명이 모국방문

의 기회를 가졌고, 청소년 해외캠프, 멘토링 활동, 아동 공부방 개선, 다문화 영어마을, 다문화 

수기 공모전 등을 통해 2012년 총 804명에 대해 5.7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공사는 다

문화가정 지원을 통해 조화롭고 다양한 사회 구현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3대 핵심분야 나눔활동

행복나눔, 교육나눔, 환경나눔을 사회공헌활동 3대 핵심분야로 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주요 활동 및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직원 봉사참여 강화 

공사는 공기업 최고수준의 임직원 봉사참여를 통해 사회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단체 및 개

인포상, 사회공헌 BP대회, 실적관리(S-mile) 시스템 운영 등과 같은 자율적 참여 촉진제도를 

통해 봉사참여 의식을 내재화 하고 있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모금 및 기부를 독려하여 이웃사랑

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전체 임직원의 96%가 사내 매칭그랜트 제도를 활용하여 기

부에 참여하였고, 사내 CS강사들이 자발적으로 강사료를 모금해 협력업체에 5백만 원을 기탁

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총 봉사시간은 32,341시간으로 1인당 봉사시간은 19시간, 봉사참여

율은 88.3%를 기록하였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민 기업 실현

전략체계 재구축
(~2013)

공공기관 선도모델
(2014~2017)

World Leader
(~2020)

비전

중장기 로드맵

단장 (CEO)

부단장 (부사장)

운영
위원회

NGO 
협의체

사회봉사단
(25개)

재능나눔
봉사단

공항연합
봉사단 (13개)

사회책임
위원회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주택 리모델링(10세대)

•사랑의 김장김치(27,600kg) 및 쌀 나눔(250명)

•소외계층 위문(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수급가정 등)

•1지사 1촌 결연 봉사활동 및 생산품 구매 등

• 항공 우수인력 양성 및 산학상생을 위한  

한국 항공대·한서대 후원(실습기자재 구축, 각 1억)

•저소득층 어린이 초청 공항·제주 현장체험학습

•공항 인근 중·고등학교 발전기금 후원, 우수운동부 지원

•초등학생 공항 그림그리기 대회 (25개교 151명 참석)

• 공항이용객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구환경 조성활동 

전개

• 탄소 흡수원(숲) 조성(부천시, 잣나무 외 2,838주)

• 오수처리시설 발생 슬러지의 지렁이 퇴비화 기술 적용

행복 

나눔

교육 

나눔

환경 

나눔

국민 행복 증진

교육차별 해소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공헌기업대상 3년 연속 수상

한국공항공사는 2012 사회공헌기업대상 다문화가정지원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면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사회공헌기업대상은 기업들의 사회공헌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04년부터 제정되었습니다. 본 수상은 공사가 2010년부터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특성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후원사업’이 모범적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례로 자리잡았음을 인정받았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사는 앞으

로도 공기업으로서 국민과 함께 성장하면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사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나눔경영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인당 봉사시간

21.8 % 증가

(2011년 대비)

봉사참여율

1.8 % 증가

(2011년 대비)

총 봉사시간

23.1% 증가

(2011년 대비)

2011년대비 110% 2011년대비 68%

총 수혜인원 총 수혜금액

804 5.7명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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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어린이 미래 항공직업 체험행사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공항관련 지식을 나누고 체험을 통해 항공 전문가로의 꿈과 희망을 키워줌

May

사회공헌 캘린더

1월 공항인근 초등학생 영어캠프

김포공항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무상 영어 교육

Jan.

3월 우수봉사자 포상 및 재능나눔 봉사단 발대

우리공사 사회봉사활동을 전문화하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봉사참여 문화 내재화를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 도모Mar.

9월 다문화가정 아동공부방 개선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기회

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내 공부방 개선,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과 발달을 도모

Sep.
4월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후원행사

다문화가정의 행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

는 KAC만의 특화된 사회공헌 브랜드

Apr.

10월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주택 리모델링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저소득 보훈가족에게 주택 개보수

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자긍심 제고 및 품위유지에 

기여

Oct.

6월 다문화가정 청소년 해외캠프

다문화 청소년들이 어머니 나라의 역사·문화 체험을 통

해 글로벌 세계관 형성, 이중언어의 중요성 인식 등과 함

께 자아정체성 확립

Jun.
12월 다문화 이중언어 교실

다문화 2세대의 자아정체성 확립 및 미래역량 강화를 위

해 어머니 나라인 베트남의 언어와 문화 학습기회 제공Dec.

2월 다문화 영어마을 ‘Kids English Club’ 후원
•결혼이주여성에게 영어강사 일자리 제공•저소득층 아동에게 무료 영어학습 지원

Feb.

8월 항공관련대학교 발전기금 후원

항공분야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항

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항공대와 한서대에 

각 1억씩 후원

Aug.7월 다문화가정 멘토링 활동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가족화합 및 행복 추구에 기여, 다문화 2세대의 잠재력과 학습능력 향상

Jul.

11월 글로벌 나눔활동

글로벌 나눔활동을 통하여 KAC 사회적 책임을 해외로 확

대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 인근 중학교)

Nov.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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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과 상생협력06
Issue Joint Growth and Win-Win Cooperation

동반성장 문화 확산

공정거래 문화 선도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및 하도급계약에만 

적용되었던 ‘공정거래협약’을 2012년부터는 일반용역 등 모든 계약 건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

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등을 업체 평가에 반영하도록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개정하였으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도와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을 위해 대금지급확인 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또한 입찰관련 보관금 반환 고지절차를 신설하고, 계약업체 편의 증대를 위해 대금 지

급 시 사전안내 SMS 서비스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협력업체와의 성과배분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해 서비스수준평가(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시

행하고 있습니다. SLA는 과업 수행범위에 대한 업무 수준을 협력업체와 상호 협약하여 과업 

수행결과를 측정하고, 성과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지급하는 성과공유제도입니다. 

2012년에는 SLA를 통해 총 38개 업체에 전년 대비 100%가 증가한 15억 원이 인센티브로 지급

되었으며, 55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6건의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상생문화 조성

공사는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소통 및 스킨십을 상생문화 조성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채

널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의 16개 지사와 54개 협력업체 대표로 구성된 

동반성장 협의체를 반기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해 동안 총 16회의 ‘CEO와 함께하는 릴

레이 워크숍’을 개최하여, 협력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토론과 공유를 통한 상생경영

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12년 11월에는 ‘소통, 공감,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협력업

체 현장대리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위탁업무 개선방향 등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CEO와 함께하는 릴레이 워크숍

협력업체 종사원 대상

특별상생
성과급 지급

㈜심지이엔씨는 김포공항의 수하물 시설, 탑승교 시설, 항공기 급유시설 등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업

무를 수행하면서, 한국공항공사와 협력과 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2년 연속 공기업 

청렴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ASQ 2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발되는 등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그 어

느 공기업보다 돈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비전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항, 이

해관계자 참여강화, 친환경 녹색공항 실현’이라는 목표와 그에 따른 추진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World-class 공항기업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사들도 

공사의 중요 이해관계자로 적극 참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동반성장협의회를 주축으로 각종 간담회 

등의 운영을 통해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와 협력사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협력과 

이해를 통한 동반성장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황승연 소장 ㈜심지이엔씨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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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지원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협력업체 종사원의 CS역량 강화를 위해 VOC, CS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로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방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협력업체 종사원 현장별 CS코치

를 10명 양성하여 6개 공항, 316명을 대상으로 현장코칭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의 생

산성 경영시스템(PMS,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구축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

공하고 있으며, 직무향상교육 및 기술교류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복지 프로그램 운영 

협력업체 종사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지속 시행해오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주요자재 분리발주 및 직접구매를 100%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기술

개발 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력 강화

를 위한 공공구매론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품가 연동제를 시행하여 물가변동에 따

른 계약금액의 변동분을 100% 보장하고 있으며, 특허 공동출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종사원 특별상생성과급 지급 

공사는 나눔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 강화를 위해, 임직원들이 2011년 정부의 경영자율형 공기업 

경영이행 실적 평가 1위와 경영실적 초과달성으로 받은 경영성과급을 협력업체 직원들과 나누어 

현금과 엑스포입장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전국 14개 공항 등 16개 사업장에는 보안, 안내, 환경

미화, 시설유지보수 등의 업종에 약 3천 여명의 협력업체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공사 임직원

들은 특별상여금 중 30%를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공사 측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매칭그랜트 형식으로 지원하여 협력직원에게 지급할 특별상생성과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업체와의 동반자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여 공공부문의 상생경영

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CS코칭 프로그램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금융지원 (단위: 억 원)

144

571

561

2012

2011

2010

13.4

8.1

-

2012

2011

2010

선금지금

공공구매론

지원대상 기업

해외수출 지원 

82.8

82.7

45.5

2012

2011

2010

수출계약 상담금액

(단위: 개)

(단위: 억 원)

건수

공동 연구개발 지원

24

24

8

2012

2011

2010

24

14

6

2012

2011

2010

128.3

56.9

37

2012

2011

2010

참여기업

R&D 예산

(단위: 건)

(단위: 개)

(단위: 억 원)

총 구매액

중소기업 제품 구매

1,962

1,737

1,666

2012

2011

2010

83.8

80.6

68.7

2012

2011

2010

구매비율

(단위: 억 원)

(단위: %)

사업건수

시장 공동진출

148.6

89.9

83.4

2012

2011

2010

협력민간기업 수

사업규모

(단위: 건)

(단위: 개)

(단위: 억 원)

동반성장 추진성과 
협력업체 종사자 만족도                                              (단위: 점)

만족도

68.5

64.9

60.1

2012

2011

2010

지원 건수

역량강화 지원 (단위: 건)

10

4

1

2012

2011

2010

2

1

1

2012

2011

2010

6

3

5

2012

20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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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20개 업체, 20명 (2012. 9. 20 ~ 23)

•내용: 중국 베이징, 푸동 공항 시설 및 운영시스템 견학

•규모 : 3개 업체, 250명

•내용 : 뇌·심혈관질환 예방, 금연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 예방 

•휴양소 운영 (총 206박 지원)

• 협력업체의 날  

(9천 2백만 원 지원)

•체력단련비 지원 (1억 2천 3백만 원 지원)

• 대기실 비품지원  

(40개 현장, 1억 7천 9백만 원 지원)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복지향상

프로그램

5

6

2012

2011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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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 Satisfaction Management

임직원만족경영07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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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현황

2012년 말 기준 한국공항공사에는 정규직 1,655명과 비정규직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

는 성별에 따른 인사상의 모든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며, 남녀 직원의 기본급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법정 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은 276%입니다. 

열린채용

학력, 나이, 성별차별을 철폐하고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하며, 철저한 능력중심 인재채용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소음대책지역거주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에 대해 채용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총 48명을 신규 채용하

였으며, 이 중 여성 35.4%, 지역인재 33.3%, 이공계는 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특히 고졸공채가 첫 시행된 해로, 총 11명의 고졸사원이 채용되었습니다. 고졸공채 

시행에 앞서 고졸자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전 부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사적 의견수렴을 거

쳤으며, 인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년인턴 경력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시

험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마련하여 정규직으로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전체 정규직 명 1,643 1,630 1,655

비정규직 명 9 13 22

양성평등 여성 임직원 비율 % 5.72 6.13 7.01

여성 관리자 비율 % 0.24 0.25 0.30

사회적 약자 장애인 비율 % 2.3 3.4 3.3

이직률 % 0.43 0.43 0.36

* 정규직은 육아휴직자 포함한 현원 기준,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제외하여 산출함

최초 고졸공채 시행

11명 채용

노사커뮤니케이션 만족도

84.5%

정부 통제하의 공기업으로서 자율적인 노사협의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한국공항공사와 노동조합

은 서로를 배려하며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구조

조정으로 정원이 축소되고 노동 강도가 강화되어 근무여건이 갈수록 힘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는 만연한 초과근로를 지양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삶의 질과 업무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이나 사측에 대한 요구만 하지는 않습니다. 전국 14개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

을 다하는데 노조도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사측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바탕으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조직의 미래와 발전, 그리고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이시우 노조위원장 한국공항공사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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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 

전문인력 육성제도 내실화  

임직원 역량진단을 통해 교육니즈를 발굴하고,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역량개발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전문인력 육성제도 확대 및 내실화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육성분야에 

항공교통관제 분야를 신규로 도입하고, 50명의 전문인력 Pool을 79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능

력개발지원금 인상, 해외사업 관련 자격증 응시료 지원, 분야별 집중육성 프로그램 실시 등 각

종 지원을 확대하였고, 성과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성과미흡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조기전력화 프로그램 운영 

신입사원들의 조직 내 연착륙을 돕고 조기전력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입사 후 1년 간에 걸친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 2주와 집체교육 6주로 총 8주간에 걸친 신입사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임교수제를 운영하여 소통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1 멘토

링, 현장 OJT, 전국 순회교육 과정을 통해 직무적성을 파악하여 배치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입사 1년 후 신입사원 Follow-up 과정을 통해 개인목표 및 액션플랜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및 보상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공사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업무단위별 목표설

정에서부터 최종 근무성적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상호작용

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및 프로세스를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평가자의 평가 수

용도 제고와 연중 상시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와 보상체계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최초 승진인사 도덕성 검증 

2012년 공공기관 최초로 팀장(2급, 부장)이상의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도덕성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승진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부승진 대상 직원들은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여부, 세금체납 등 도덕성 검증을 받게 되며 검증결과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승진대상

자에서 제외됩니다. 공사는 도덕성 검증 프로그램 도입으로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방지는 물

론 외부생활에 있어서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부가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

니다.  

일과 삶의 균형 지원 

전사 GWP 추진계획 수립  

직원들의 니즈와 전사전략방향에 맞춘 GWP(Great Work Place, 임직원 만족경영) 추진 시스

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소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임직원 신뢰 구축, 임직원 자부심 제고를 통한 

업무만족도 향상, 전사가 함께하는 GWP 활동을 통한 조직문화 쇄신을 주요 전략방향으로 삼

고,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제 시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사항

을 발굴하였습니다. 재량근무형,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의 3개 유형을 신설하여 총 8종

으로 근무유형을 확대하고, 절차 정비를 통해 신청자의 편의와 제도 운영의 유연화를 꾀하였습

니다. 2012년에는 시간제 근무 10명, 탄력 근무 29명으로 활용인원이 대폭 증가하였고, 활용 만

족도 역시 60%가 긍정적이라고 답하여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 

공사는 철저한 법과 원칙 준수를 기본으로 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성공모델을 구축하며, 높은 

대외 신인도를 얻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성공적 운영모델을 대외기관에 

전수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KAC 노사관계의 명성을 드높이는 한해였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 소통을 통해 노사간 스킨십을 더욱 강화하고자 노

력하였습니다. 현장과의 교감을 실행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면대면 대화 활성화를 통해 격

의 없는 쌍방향 소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도 노사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전년 대

비 23.5% 상승한 84.5%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6월에는 노사대표자 12명이 400인분의 비빔밥

을 함께 비벼 구성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노사화합의 비빔밥’ 퍼포먼스를 시행함으로써 노사

간 결속력을 더욱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

신규분야 도입 및 선발

지원제도 확대

육성 강화

성과관리 내실화

임직원 교육실적

83.2 시간

(2012년)

1인당

*청경제외

노사화합의 비빔밥 행사

변화와 도전을 통한 즐거운 일터 만들기

임직원이 신뢰하는 
‘Trust KAC’

자부심 높은 
‘Pride KAC’

즐겁고 활기찬 
‘Fun KAC’

• CEO 소통리더십  
실천

•직원 소통의날 운영
•칭찬릴레이 운영

• 직장인 지원프로그램 
(EAP*) 시행

•성과에 따른 보상
•임직원 건강지키기

• 일·가정 균형 추구
•정시퇴근제 실시
• GWP 게시판 운영 및 

다각적 활동전개

GWP 비전

GWP 전략방향

Action Plan

*EAP  :  Employee  Assista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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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부록

조직도/연혁

수상·인증 및 단체가입 현황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

지속가능경영 성과

제 3자 검증의견서

GRI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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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수여 및 인증기관 

수상 

김포공항, ASQ 동일규모 1위(2년 연속) ACI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국무총리 기관표창  국민권익위원회 

2012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 포브스코리아 

“2011 Green Airports Recognition” 은상 수상 ACI 

절전경영 일류기업 단체표장 (지식경제부장관상) 에너지관리공단 

공항운영효율성(Operating Efficiency 2010) 아·태지역1위 세계항공교통학회(ATRS) 

2012 국제비지니스대상(IBA),최고 사외보 금상(출판부문) 

국제비즈니스대상(IBA) 2012 국제비지니스대상(IBA),올해의 기업 은상(운송부문)  

2012 국제비지니스대상(IBA),올해의 최고경영자 은상(경영부문)  

2012 제2회 한국 리모델링 건축대전 대상 

- 국토해양부장관상 (제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한국리모델링협회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 한국품질경영학회 

2012 한국의 경영대상,고객만족경영 종합대상 KMAC 

지속가능경영대상 최우수상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주최 ‘대한민국안전대상’ 운수 부문 행정안전부 

핵안보정상회의지원 ‘대통령 표창’ 수상 행정안전부 

김포공항, ASQ 동일규모 1위(3년연속) ACI 

대한민국 안전대상(운수분야 우수기업상) 소방방재청

인증 

2011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등급 기획재정부 

2011 자율경영 이행실적평가 1위 기획재정부

2011 공공기관 경영평가 ‘S등급’ 획득 기획재정부

재난관리평가 교통수송분야 최고 등급 획득 행정안전부

2012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AAA’ 획득 산업정책연구원

반부패경쟁력평가 최상위(1등급) 달성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기획재정부

국민체감도 상위기관(20%) 기획재정부 

조직도/연혁 수상·인증 및 단체가입 현황 

수상·인증 실적

조직도/연혁  |  수상·인증 및 단체가입 현황   |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  |  지속가능경영 성과  |  제 3자 검증의견서  |  GRI Index

조직도 

연혁

(2013년 8월 기준)

05.03   

국제공항관리공단 설립 

1990

06.28    

대구지사 등 9개 공항 

인수·운영 

01.15    

항공무선표지소 

인수·운영 (안양 등 8개소)

11.08    

무안국제공항 

인수·운영

06.01   

항공기술훈련원 설립 
12.13    

항로교통관제시설 

인수·운영 

03.02   

한국공항공사 설립 
07.08    

울진 비행교육훈련원 

 인수·운영

인사관리실

사회공헌팀

인적자원팀

노무복지팀

경영관리실

자산계약팀

재무회계팀

정보관리팀

운영단

지원총괄팀

재무관리팀

운영계획팀

고객서비스팀

보안관리팀

시설단

항무팀

토목조경팀

건축시설팀

기계시설팀

플랜트시설팀

환경관리팀

기술단

전력시설팀

항공등화팀

항공통신팀

 ILS팀

레이터관제팀

사장

부사장

경영지원본부

서울 지역본부

비서실

기획관리팀

경영전략팀

투자기획팀

R&D 사업센터 IMFACC 추진단

항공연구소

ENG사업팀

사업팀

추진팀

비

상

계

획

실

이사회

상임감사위원

감사위원회

감사기획팀

감사팀

기획조정실

경영평가실

홍보실

시설안전본부

시설안전실

녹색공항팀

안전환경팀

항무계획팀

건설사업실

공항계획팀

건설사업팀

항행계획팀

중규모지사(7)

운영팀

시설팀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양양

포항, 사천, 군산, 원주

향로시설본부

자원총괄팀

항행통신팀

항행전자팀

시스템정보팀

표지소

항공기술훈련원

인재개발실

교육지원팀

교육기획팀

글로벌교육팀

소규모지사(4)

마케팅 운영본부

마케팅실

마케팅팀

해외사업팀

컨세션사업팀

운영보안실

운영CS팀

항공보안팀

상생경영팀

운영단

경영지원팀

운영계획팀

고객서비스팀

보안관리팀

시설단

항무팀

토목팀

건축설비팀

전력시설팀

항행안전팀

부산 지역본부 제주 지역본부

감사실

통합연대

1980 1999 2007

1984 1994 2002 2010

단체가입 현황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일반회원 

해외건설협회 특별회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일반회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일반회원 

한국항행학회 특별회원 

공기업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일반회원 

ACI(국제공항협회,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아·태지역 이사회임원 

한국통합물류협회 일반회원

EAAA(동아시아공항협회, East Asian Airports Alliance) 일반회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직무 및 일반회원 

한국건설관리학회 일반회원

한국항공경영학회 특별기관회원 

한국공기업학회 일반회원

한국항공진흥협회 일반회원

윤경SM포럼 일반회원

한국감사협회 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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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

UNGC Index 

한국공항공사는 2007년 10월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입 이후 매년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10대 원칙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고, 이해관계자 대화를 촉진하고자 ‘Communication on Progress(COP)’ 규정을 정교화하였으며, 공사는 

새롭게 발표된 COP 규정에서 정한 ‘Advanced Level’ 기준에 따라 201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ISO26000

ISO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11년 11월에 제정·발표한 사회적 책임의 표준화된 국제종합지침으로 모든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공동체 참여와 발전 등 7대 핵심주제와 경영통합에 대한 기존의 수많은 지침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ISO26000을 준수하고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UNGC Advanced Level GRI 3.1 페이지

1 글로벌콤팩트 이행의 전략적인 측면에 대한 최고경영층 및 이사회 수준의 논의를 서술합니다. 4.1~4.8 12, 14, 18~19, 59, 66 

2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4.9~4.10 13~15 

3 모든 중요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서술합니다. 4.14~4.17 18~21 

4 폭넓은 유엔 목표와 이슈를 지지하기 위한 활동을 서술합니다. 4.12 64~65 

5 인권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HR1, HR3~HR4, LA4, LA9 53, 66~67 

6 인권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HR11 67

7 인권 원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SO4 67

8 인권에 대한 표준화된 성과 지표(GRI 포함)를 적용합니다. HR3~HR4 67

9 노동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LA1, LA3~LA4 57, 59, 66 

10 노동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LA9 66

11 노동 원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LA4 66

12 노동에 대한 표준화된 성과 지표(GRI 포함)를 적용합니다.
LA1~LA2, LA4, LA7~LA8, 

LA10~LA11, LA13 
14, 47, 54, 57~59, 66 

13 환경경영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EC2 27, 38~39 

14 환경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EN26 37~39 

15 환경경영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EN26 37~39 

16 환경경영에 대한 표준화된 성과 지표(GRI 포함)를 적용합니다.
EN3~EN5, EN8, EN11, EN16, 

EN18, EN22, EN27, EN30 
38~40 

17 반부패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SO4 67

18 반부패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SO2~SO3 16~17 

19 반부패의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HR11, SO4 67

20 반부패에 대한 표준화된 성과 지표(GRI 포함)를 적용합니다. SO2~SO4, SO7~SO8 16~17, 67 

21 가치사슬 내에서 글로벌콤팩트 원칙 이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HR1, HR2, HR3 53, 67 

22 기업의 프로필과 운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1~1.2, 2.1~2.10 
5, 10~11, 28~29, 

62~63, 66 

23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시를 포함합니다. 3.1~3.13 2, 20, 68~69, 70~73 

핵심주제 주요 이슈 관련 GRI지표 공개수준 

6.2 조직 거버넌스 6.2.3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구조 1.1, 1.2, 2.3, 4.1~4.17 ◐ 

6.3 인권 

6.3.3 실사 HR1, HR2, HR5, HR6, HR7 ●  

6.3.4 인권 위험상황 HR5, HR6, HR7 ● 

6.3.5 공모 회피 HR1, HR2, HR3, HR5, HR6, HR7, HR8 ● 

6.3.6 고충처리 HR1, HR4, HR9 ● 

6.3.7 차별과 취약그룹 보호 HR4, HR6, HR7, HR9, LA13, LA14 ● 

6.3.8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HR5, HR9 ● 

6.3.9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SO1, PR1, PR2, EC8, EC9  ● 

6.3.10 근로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HR4, HR5, HR6, HR7, Labor DMA, LA4, LA14 ● 

6.4 노동관행 

6.4.3 고용과 고용관계 
HR2, HR4, HR5, HR8, LA1, LA2, LA3, LA4, LA5, 

LA13, LA14 
● 

6.4.4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LA3, LA4, LA5, LA14, EC5 ● 

6.4.5 사회적 대화 HR5, LA4, LA5 ● 

6.4.6 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LA6, LA7, LA8, LA9 ● 

6.4.7 근로에서의 인적 개발과 훈련 LA10, LA11, LA12 ● 

6.5 환경 

6.5.3 오염 방지 EN19~EN24 ◐

6.5.4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EN1~EN10, EN25, EN26, EN27, EN29 ● 

6.5.5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EC2, EN16~EN18 ● 

6.5.6 자연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EN11~EN15, EN25 ◐

6.6 공정운영관행 

6.6.3 반부패 SO2, SO3, SO4 ● 

6.6.4 책임있는 정치 참여 SO5, SO6 ● 

6.6.5 공정 경쟁 SO7 ● 

6.6.6 Value Chain 상 사회적 책임 촉진 HR2, HR8, PR1, PR2, EC6, EC9, EN26, EN29 ● 

6.6.7 재산권 존중 HR9, SO1, SO7, SO8, EC9  ● 

6.7 소비자 이슈 

6.7.3 공정마케팅, 편파적이지 않은 정보와 계약 관행 PR3, PR4, PR6, PR7 ● 

6.7.4 소비자 보건 및 안전 보호 PR1, PR2, PR3, PR4, PR5 ● 

6.7.5 지속가능소비 PR1, PR2, PR3, PR4, PR5, EN26, EN27 ● 

6.7.6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 해결 PR3, PR4, PR5, PR6, PR7, PR9 ● 

6.7.7 소비자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PR8 ● 

6.7.8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PR5, EC9  ● 

6.7.9 교육과 인식 PR3, PR4, PR5, PR6, PR7 ● 

6.8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6.8.3 지역사회 참여 SO5, SO6, LA8, EC1, EC8  ● 

6.8.4 교육과 문화 LA8, EC8  ● 

6.8.5 고용 창출과 기능 개발 SO1, LA11, EC6, EC7, EC8, EC9  ● 

6.8.6 기술 개발과 접근성 EC8, EC9  ● 

6.8.7 부와 소득 창출 SO1, SO8, EC1, EC6, EC7, EC8, EC9  ● 

6.8.8 보건 LA8 ● 

6.8.9 사회적 투자 EC1, EC8, EC9  ● 

● 완전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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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프로필

주주현황 (2.6)
(단위 : 억 원)

주주명 납입자본금 법정자본금 지분율(%)

기획재정부장관 11,401 54,460 54.46

국토교통부장관 9,532 45,540 45.54

계 20,933 100,000 100.00

지배구조, 책임, 참여

리스크 관리 (4.11)

재무위험과 비재무위험에 대한 사전·진행·사후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대응체계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있

습니다. 운용자금 관리와 관련한 리스크와 횡령 등 금전사고를 주요 재

무위험으로 정의하고, 재무위험관리(FRM)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ICS), 

리스크분석시스템(CBS)을 통해 시장·유동성·운영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

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을 비재무위험으로 정의하고, 발생 빈

도·발생가능성·영향력을 고려한 사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

연금지원 범위 (EC3)

임직원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확정급여(DB)형 또는 확정기여(DC)형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

며, 보험, 증권, 은행업권 별로 각 2개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직원의 성향

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수혜 실적 (EC4)
(단위 : 억 원)

2010 2011 2012

정부 보조금 187 200 183

환경

제품,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환경 영향 (EN29)

출퇴근버스 및 공항 내 셔틀버스 운행, 임직원의 차량 요일제 운행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용 차량은 친환경차량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임직원 이동에 따른 중대한 환경영향은 발생하지 않았습

니다.

노동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LA4, HR5)

법률과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

장하며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비조합

원인 경우에는 고충처리 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 기준 노조 

가입률은 61.8%입니다.

중요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 기간 (LA5)

다양한 노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회사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여 직

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ILO 삼자협약 및 UNGC 등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이행사항을 준수합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인력운용, 근로조건에 

관한 주요방침 및 계획의 수립과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여 근로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노사간의 상호신뢰를 높이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LA6)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사를 포함한 

총 5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

을 조정심의 또는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개최실적

은 본사 1회, 서울지역본부 4회, 부산지역본부 4회, 제주지역본부 4회, 항

로시설본부 2회 입니다.  

산업재해발생률 (LA7)
(단위 : %)

2010 2011 2012

산업재해발생률 0 0 0

건강관리 프로그램 (LA8~LA9)

임직원과 직원가족의 보건 및 안전을 위해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의 고위험 연령대를 대상으로 기본검진 

외 정밀검진을 추가실시하고 있으며,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 및 지도, 금

연관리, 질병예방 영양관리 프로그램 등 ‘내몸에 맞춤’ 건강플러스 프로그

램 운영으로 직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직원 (LA12)
(단위 : %)

2010 2011 2012

성과평가 적용비율 100 100 100

육아출산휴가 후 업무 복귀율 및 보유율 (LA15)

구분 2010 2011 2012

육아휴직 신청자(명) 4 2 4

육아휴직 신청 남자직원(명) - 1 1

육아휴직 복귀율(%) 100 100 100

인권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교육 (HR3)

남녀 차별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직장 내 소수인력인 여

성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HR4)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직원들을 차

별하지 않으며, 국제노동기구 협약 NO.111(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차별로 인한 법

적조치나 제재를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아동노동 및 강제 노동 근절 (HR6, HR7)

국제노동기구(ILO)의 ‘아동노동금지협약’ 및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노동 

표준 분야 원칙을 준수합니다. 설립 이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정책

을 위반한 사례는 없으며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HR8)

업무수행 중 인권침해소지가 큰 보안업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절

차 및 요령습득과 헌법 및 형사법이 규정한 인권보호조항 교육을 받도록 

하여 인권침해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2012년 총 324명의 보안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집체교육 6회와 동영상 

및 온라인교육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권 감독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 및 수 (HR10)

본사, 지역본부 및 지사 전체를 대상으로 협력업체 관계 등에 대한 외부청

렴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

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인권 및 공정성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불만전달 메커니즘을 통해 제기된 인권관련 불만사항

의 수(HR11)

청렴 옴부즈만 등의 채널을 통해 다양한 불만사항들을 청취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동안 인권관련 불만접수 건수는 0건이었습니다.

사회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SO4)

부패신고 활성화 및 윤리기준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부패방지 활동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근절

하고자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업무처리가 확인될 경우 

인사·징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적발될 부패사건은 0

건 이었습니다.

항공산업

적용가능한 규제기준을 반영한 빗물의 수질 (AO4)

강우 시 계류장 지역 등에서 발생되는 유분을 포함한 초기 빗물을 처리하

기 위하여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김포공항의 경우 

수질자동측정망을 통해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2012년 

수질분석 결과, SS가 6.1㎎/ℓ, COD가 5.2㎎/ℓ로 나타나 내부 수질관

리 기준인 120㎎/ℓ과 130㎎/ℓ 이하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2010 2011 2012

SS 8.2 6.1 6.1

COD 4.9 4.9 5.2

소음 영향권 지역 거주민(AO7)

각 공항별로 소음영향권의 지자체를 파악하여 해당 구역 내 소음피해가

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대상 지자체는 총 13개(김포공항 7개, 김

해공항 2개, 제주공항 1개, 울산공항 2개, 여수공항 1개) 입니다. 해당 지

자체들과 협약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

년 소음영향권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연중 10,000회의 항공기 이동마다 발생하는 야생동물 충돌횟수 

(AO9)
(단위 : 건)

2010 2011 2012

조류충돌 55 28 45

지속가능경영 성과

김포공항 수질측정 결과 (단위: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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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3.1 지표설명 페이지 보고율 추가정보

비전 및 전략

전략및 분석

1.1 CEO의 지속가능경영관련 선언문 5 ●

1.2 주요 영향, 위험 요인 및 기회 5 ●

조직 프로필

2.1 조직 명칭 10 ●

2.2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0 ●

2.3 조직 구조 10, 62 ●

2.4 본사 및 본부 소재지 10, 62 ●

2.5 영업 중인 국가 수 28~29 ●

2.6 소유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66 ●

2.7 대상 시장 10~11, 28~29 ●

2.8 조직 규모 10, 62 ●

2.9 조직규모 및 소유 구조의 변화 - ● 보고기간 중 중대변화 없음

2.10 보고 기간 중 수상 내역 63 ●

보고 매개변수

3.1 보고 대상기간 2 ●

3.2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 일자 2 ●

3.3 보고주기 2 ●

3.4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보고 2 ●

3.5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 20 ●

3.6 보고 경계 2 ●

3.7 보고 범위 또는 보고 경계 상의 제한사항 2 ●

3.8 합작 및 자회사 등에 대한 보고 기준 2 ●

3.9 성과 지표 등 데이터 측정 기준 2 ●

3.10 이전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재기술 효과 2 ●

3.11 보고서의 범위 및 경계 상의 변화 2 ●

3.12 보고서 내에서 표준 공시 사항의 위치 70~73 ●

3.13 보고서의 검증과 관련된 사항 68~69 ●

지배구조, 책임, 참여

4.1 기업 지배구조 14, 66 ●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 여부 14 ●

4.3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구성원의 수 14 ●

4.4 주주와 직원이 이사회에 조언하는 매커니즘 18~19, 59 ◐

4.5 이사회에 대한 보상과 조직성과 간의 연계 14 ●

4.6 이사회내의 충돌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14 ●

4.7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및 전문성 기준 결정 방법 14 ●

4.8 내부 미션/핵심가치, 행동강령 및 원칙 12 ●

4.9 이사회가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관장하는 절차 13~15 ●

4.10 이사회의 경제/환경/사회 성과 평가 방법 13~15 ●

4.11 사전예방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및 방식 66 ●

4.12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64~65 ●

4.13 협회 및 국가별/국제적 정책기구 멤버십 63 ●

GRI 3.1 지표설명 페이지 보고율 추가정보

지배구조, 책임, 참여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8~21 ●

4.15 참여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기준 18~21 ●

4.16 참여 유형,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18~21 ●

4.17 이해관계자 핵심 주제와 관심사 및 대처 18~21 ●

경제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30 ●

EC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 위험과 기회 27, 38~39 ●

EC3 연금지원 범위 66 ●

EC4 정부 보조금 수혜 실적 66 ●

EC5 법정 최저 임금 대비 신입 사원 임금 비율 57 ●

EC6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 N/A

EC7 현지인 우선 채용 및 현지 출신 고위 관리자 - N/A

EC8 공익을 우선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46~51 ●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25~26, 30 ●

환경

EN1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 N/A

EN2 재생 원료 사용 비율 - N/A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40 ●

EN4 2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40 ●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38 ●

EN6 에너지 절감 및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감축량 38 ●

EN7 간접 에너지 절약 사업 및 성과 38 ●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40 ●

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39 ●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40 ●

EN11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토지 39 ◐

EN12 사업활동으로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39 ●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39 ◐

EN14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 조치 및 향후 계획 39 ●

EN15 IUCN 및 국가지정 멸종위기 종의 수 및 멸종 위험도 - N/A

EN16 직·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40 ●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40 ●

EN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39 ●

EN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39 ◐

EN20 NOx, SOx 및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39 ●

EN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39~40 ●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40 ●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 ● 발생 건수 없음

EN24 바젤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폐기물량 및 해외 반출 비율 - N/A

EN25 폐수 배출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 상태 및 생물 다양성 가치 39 ●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37~39 ●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 N/A

GRI 3.1 Guideline
● 완전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 완전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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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3.1 지표설명 페이지 보고율 추가정보

환경

EN28 환경 법규 위반 사례 - ● 발생 건수 없음

EN29 제품,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환경 영향 66 ●

EN30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40 ●

노동

LA1 고용유형, 고용계약 및 지역별 인력현황 57 ●

LA2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 57 ●

LA3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59 ●

LA4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66 ●

LA5 중요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 기간 66 ●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 직원 비율 66 ●

LA7 부상, 직업병, 손실일수, 결근 등 재해 건수 66 ●

LA8 질병관련 직원,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관리 프로그램 47, 54, 59, 66 ●

LA9 노동조합과의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66 ●

LA10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58 ●

LA11 지속 고용과 퇴직 지원 교육 및 평생학습 57~59 ●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직원 66 ●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 현황 14, 57 ●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비율 57 ●

LA15 육아출산휴가 후 업무 복귀율 및 보유율 67 ●

인권

HR1 인권 보호 조항 포함 또는 심사 통과한 협약 건수 및 비율 53 ●

HR2 주요 공급 및 계약업체의 인권 심사 비율 53 ●

HR3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시수 67 ●

HR4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67 ●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66 ●

HR6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67 ●

HR7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67 ●

HR8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67 ●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 N/A

HR10 인권 감독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 및 수 67 ●

HR11 공식적인 불만전달 메커니즘을 통해 제기된 인권관련 불만사항의 수 67 ●

사회

SO1 지역사회 영향 평가 및 관리 프로그램 47~49 ●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16~17 ●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 교육 이수 직원 비율 17 ●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67 ●

SO5 공공 정책에 대한 입상, 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활동 참여 - ●
공공기관으로서 로비활동은 

금지되어 있음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기부총액 - ● 발생 건수 없음

SO7 부당 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그 결과 - ● 발생 건수 없음

SO8 법률 및 규제 위반 부과 벌금 및 제재 건수 - ● 발생 건수 없음

SO9 지역사회에 잠재적이거나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의 존재 여부 47 ●

S010 사업장에서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 및 보호하기 위한 장치 47 ●

GRI 3.1 지표설명 페이지 보고율 추가정보

제품책임

PR1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건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프 사이클 상의 단계 43~45 ●

PR2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 발생 건수 없음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 N/A

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 발생 건수 없음

PR5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등 고객 만족 활동 33~35 ●

PR6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33~35 ●

PR7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 발생 건수 없음

PR8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 관련 제기된 불만 건수 - ● 발생 건수 없음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 ● 발생 건수 없음

항공산업 부가지표

AO1 연간 이용승객 수 30 ●

AO2 연간 항공기 이동 횟수 30 ●

AO3 수하물 총 톤수 30 ●

AO4 적용가능한 규제기준을 반영한 빗물의 수질 67 ●

AO5 규제제도의 오염농도에 따른 대기질 수준 39 ●

AO6 항공기와 포장도로의 제빙액/방빙액 - N/A

AO7 소음 영향권 지역 거주민의 수와 비율(%) 변화 67 ●

AO8
공항운영자 또는 이를 대표하는 정부 및 기타 독립체에 의해 자발적/비자발적, 물리적/경제적으로  

변화를 겪은 이주민의 수와 이들에게 제공된 보상
- ● 발생 건수 없음

AO9 연중 10,000회의 항공기 이동마다 발생하는 야생동물 충돌(wildlife strikes) 횟수 67 ●

● 완전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 완전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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