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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보고서의 의의

본 보고서는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여섯번째로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경

제, 사회, 환경에 대한 공사의 지속가능한 추진노력과 성과를 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리

서치를 통해 공사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을 수렴하여 반영하였

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의미 있는 정보제공으로 이해관계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범위와 기간

본 보고서는 2013년 1월 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의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주요 

현황 및 성과를 담고 있으며, 일부 내용의 경우 2014년 상반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량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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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내용의 신뢰

성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제 3자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부록에 수록된 검증의견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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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의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고서에 대한 의견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airport.co.kr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메일 sustainability@airport.co.kr

전화 02-2660-2825

팩스 02-266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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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지난 성과를 발판 삼아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국민의 공기업, 한국공항공사의

힘찬 내일을 지켜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World-Class 공항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공항공사의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소개해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사는 지난 

34년 동안 효율적인 공항의 건설, 관리, 운영과 원활한 항공 수송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에 대한 쇄신요구 등 다양한 외

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공사는 10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오고 있

으며, ‘여객수송실적 5,500만 명’이라는 공사 창립 이래 최고의 성과

를 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협회(ACI)가 주관하는 세

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김포국제공항이 같은 규모 공항 중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세계항공교통학회(ATRS)가 선정하는 ‘공항운

영효율성’부문 아·태지역 1위를 수상(‘10년, ’12년, ‘13년)하는 등 대

외적으로도 공사의 공항운영능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난 성과를 발판 삼아 ‘국민의 공항공사, 제2의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재도약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청렴과 윤

리경영, 안전경영, 사회공헌, 동반성장 등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

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방침을 ‘신뢰와 창조로 함

께 뛰는 KAC’로 정하고, 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기존의 역할 뿐만 아

니라 항공산업 전반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항공 안

전과 보안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사전예방 중심의 활동을 비롯해 항

공안전시스템의 세계화, 차세대 항행기술 선진화 등을 통해 안전운항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많은 자랑거리 중 하나는 ‘청렴도 선도기관’이라는 평가

입니다. 최근 일련의 이슈로 인해 공사의 청렴도 순위가 하락하였으

나,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청렴과 윤리를 공사의 생존과 직

결되는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청

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

니라, 거래관계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모니터

링을 강화함으로써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정

거래를 지향함과 동시에 다양한 협력업체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을 통해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협력업

체 임직원의 만족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2013년 공공구매 최우

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항 주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항운영과정에서의 소음문제

에 대해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

여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음문제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해 다양한 규제로 대표되는 다양한 대내

외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여러 글로벌 기

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지

속적으로 유지해온 결과, 공항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LED

항공등화를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EU에서 권위 있는 친환

경상인 ”2013 The Green Apple Award” 국제부문에서 금상(Gold)

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다

문화가정 지원’을 비롯해 소음지역 주민들을 지원 등 공사는 업무 특

색에 부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기업대상 4년 연속 

수상을 비롯해 대내외적으로 그 활동의 우수성을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역 맞춤형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추진함으로 

공사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 

공사는 World-Class 공항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을 해 나갈 것이며, 공

사가 만든 가치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업시민

으로서의 역할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공사의 미래를 지켜봐 주시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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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사장 취임

2013년 10월 김석기 사장이

취임하였으며, 공사의 발전을

위한 미래 과제 해결과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하여 경영방침을 

‘신뢰와 창조로 함께 뛰는 KAC’

로 정하였습니다.

아시아 최고 효율성
공항 1위 수상

세계항공교통학회(ATRS)는

매년 전 세계 180여개 공항의 

운영효율성을 평가하여 대륙별

로 최고의 효율적인 공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김포국제공항이 아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항으로 선정된 

데 이어, 14년 김해국제공항이 

1위로 선정되어 작지만 내실

있는 공항으로서의 역량을

과시하였습니다.

ICAO 항공안전
상시 평가 세계 1위

공사는 2013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상시평가(CMA)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안전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공항서비스평가
(ASQ, 동규모) 4년 연속 1위

Smart Airport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김포국제공항은 세계공항

서비스평가에서 중규모 공항

(여객 1,500만~2,500만명)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

했습니다.

2013 The Green Apple 
Award 국제부문 금상 수상

공항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LED항공등화 

개발 프로젝트로 2013년 

11월 ”2013 The Green Apple 

Award”* 국제부문에서 금상

(Gold)을 수상하였습니다. 

2013년 공공구매 
최우수기관 선정

우선구매품목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업체, 

사회적기업, 자활용사촌, 여성

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 등을 

통해 2013년 공공구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일과 삶이 양립가능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특히, 2013년 공사 가족친화

제도의 현 수준에 대하여 여성

가족부의 외부 검증을 통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13 사회공헌 기업대상 4년 
연속 수상(다문화가정 분야)

다문화가정 포용을 위한 

가정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과

 국가와 지역사회가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회공헌기업대상’을 다문화

가정 부문에서 4년 연속 수상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3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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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지배구조 청렴·윤리경영 중요성평가

sustainability
overview

51,66

48,34

회사소개

회사개요

Biz & 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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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공항운영전문 공기업입니다. 34년간의 축적된 공항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공항 안전과 

고객만족을 책임지는 글로벌 공항 리더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방법

공사는 전국 14개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운영하며, 항공 수송을 원활히 하는 고유의 사업

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창의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을 실현하고 있

으며, 사업의 성과를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 복지의 증진에 기여합니다.

주요 사업영역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 설립 

목적에 따라 공항시설 관리에서부터 주변지역의 소음방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일반현황주주현황

기업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석기

설립목적
공항의 효율적 건설·관리·운영 및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으로 항공수송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 

설립일 1980.5.30

총자산 40,543억원

총매출 6,827억원

당기순이익 1,286억원

임직원수 1,729명

조직
본사 : 3본부 1사업본부 10실 34팀

지사 : 16지사 8단(실) 57팀 

본사소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 주요 사업영역

•공항 관리·운영사업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항공기, 여객, 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의 신설·증설·개량사업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 

•공항 및 공항시설 건설 · 관리 · 운영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건설 및 운영 등 해외공항사업 및 투자사업, 기술개발 장비의 제작·판매 및 수출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KAC 전국 공항 네트워크

(2014년 6월 기준) 국제공항    국내공항    취항국가 수    취항노선 수

 취항도시

•중국 : 북경, 항주, 심양

청주국제공항  1    3

양양국제공항

원주공항

포항공항

울산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

군산공항

김포국제공항  3    6

 취항도시

•일본 :  도쿄(하네다), 오사카, 나고야

•중국 : 북경,상해

•대만 : 쑹산

김해국제공항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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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베이 

•독일 : 뮌헨

•캄보디아 : 씨엠립

•미국 : 사이판

•러시아 : 블라디보스토크

대구국제공항  1    3

 취항도시

•중국 : 북경, 항주, 심양

제주국제공항

 취항도시

•일본 :    나고야, 도쿄(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중국 :    북경, 상해, 대련, 심양, 항주, 

영파, 장춘, 하얼빈, 홍콩

•대만 : 타이베이

 3    14

무안국제공항  1    2

 취항도시

•중국 : 북경, 상해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관리, 운영

원할한

항공 수송

윤리경영

사회공헌 창의혁신

국민복지증진

국가경제발전

항공산업 육성, 지원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단위: %,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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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전략

비전과 전략

KAC VISION 2020

공사는 지속적 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전략을 수립하고 책임경영체계 등을 강화하여 효과적 전략 체

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항공산업육성, 지원 사업의 중점 목표인 “여객운송량” 목표 도입과 정부의 정

책의 수행을 위해 “국민의 공기업” 목표를 신규 도입하여 4대 비전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방향, 16대 전략과제를 수립 및 추진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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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실행과제를 성실히 추

진하여 ‘국민과 함께 지속발전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비전

5대 전략방향

16대 전략과제

슬로건

비전목표

공항의 효율적 건설·관리·운영 및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으로 항공수송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

1.   성공적인 신공항 
개발모델 확립

2.   항공산업발전 
인프라 구축

3.   Biz&Life 
Complex 개발

4.   핵심공항 
경쟁력 제고

5.   전략적 노선 
마케팅 강화

6. 지방공항 활성화
7.   공항컨세션 

고도화

8.   차세대기술 
리더십 확보

9.   글로벌사업 
진출 확대

10.   고객서비스 
고도화

11.   최상의 안전/ 
보안 구현

12.  사회적 신뢰, 
 책임구현 강화

13.   상생, 협력 
기반강화

14.   창조적 
조직역량 확보

15.   지속가능경영 
인프라 강화

16.   열린 기업문화 
실천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

Biz&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

핵심가치

고객지향 도전추구 상생경영

경영방침

신뢰와 창조로 함께 뛰는 KAC

매출액
1조 5천억원

(EBITDA 8,000억원)

글로벌사업 매출액
2,000억원

여객수송량
6,600만명

국민의 공기업
(안전, 서비스, 청렴 최상위)

新공항가치 창조 공항운영 고도화 글로벌사업 강화 고객가치 확대 개방형 경영혁신

국민과 함께

지속발전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

비전

ISO26000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지속가능경영 체계

•지배구조
•윤리경영

•동반성장
•사회공헌
•고객만족
•인권/노동/인재경영

•환경경영

   
   

   
   

   
   

   
   

   
   

   
   

   
   

   
   

   
   

   
   

 전

략
과

제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 및 관리 강화

•고객 정보보호체계 개선

•인권 보호 및 다양성 존중

•안전보건 정책 고도화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구축 및 책임 강화

•지속가능경영 대외 협력체계 구축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윤리경영체계 고도화

•에너지 사용량 관리 및 절감 추진

•환경 투자/비용 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철저

건전하고 투명한
공항 운영

지속가능경영
리더십 발휘

친환경
녹색공항 구현

이해관계자를
위한 제도 개선

전략방향

sustainability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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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overview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감사위원회, 경영전략위원회, 예산·투자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비상임이사회의 등 총 5개 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가 수행하도록 하여 기관장에 대한 건전한 

경영견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이사회 내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

해 안건과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사선출의 투명성과 전문성

이사 선임 시 독립성이 확보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임원 선임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항공물류, 공항운영, 법률, 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비상임이사

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비상임이사에게 공사의 경영현황 및 주요 현안, 최신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대외 주요 사업 현장시찰 및 국제행사 참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

니다. 이를 통해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활동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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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2013년 총 14회의 이사회 개최를 통해 74건의 안건이 의결·

보고되었으며, 이사회 참석률은 98.9%, 비상임이사 참석률은 98.9% 입니다.

공사는 이슈와 현안 과제 중심의 안건 발굴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이사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임이사회의 등을 통해 모든 의결안건을 이사회 전 대면 설명하

였으며, 주요 사규 개정 시 소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소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공항시설 안전에서부터 재무회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 현직 비상임이사 Pool을 구성하여 공사

경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임 비상임이사를 초빙하여 경영현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

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의 경영제언을 공사 전략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참여를 제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5대 전략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CSR경영에 대한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반부패청렴 활

동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과 소비자 이슈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CEO와의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비상임이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제도

를 통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으며, 현장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담회

를 비롯하여 전문분야 특강, 지역발전 토론회, 연구과제 관련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활동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현황

구분 이름 직책

상임이사

김석기 사장

이철수 상임감사위원

장성호 부사장

김종형 경영지원본부장

김찬형 마케팅운영본부장

박담용 안전시설본부장

비상임이사

이영식
대한설비공제조합

이사장 

이종욱 입법정책연구 부회장

박용수 제원회계법인 이사

양창호
인천대 동북아

물류대학원 교수

정기웅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상 사회적경제네트웍 대표 

양지청
성결대 도시계획부동산 

학부 교수 

이사회 산하 위원회 현황 및 2013년 주요 활동

소위원회
2013년 운영실적 및 성과

개최 참석률 안건

경영전략

위원회
2 100

직제규정 개정(안) 등

3건

예산·투자

위원회
5 100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 등 5건

감사

위원회
11 100

행동강령 개정(안) 등

24건

임원추천

위원회
7 100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

(안) 등 7건

비상임

이사회의
6 100

2012년 결산(안) 등

19건

비상임이사 경영제언 반영 현황 (2013)

전략방항 정책반영 사항주요 제언

新공항가치 창조
• 공사 시행 시 색상, 디자인 반영 (’14년)

• 지방공항의 비행교육훈련 활용 검토

•FBO건립 시 한국적 디자인 반영

•조종인력 양성 사업 적극 추진 등 3건

공항운영 고도화
• 지방공항 활성화 위한 기관협력 강화

• 김포국제선 환원 시 편의시설 확충 등 4건

• 지방공항활성화 협의회 운영(4월)

• 특화 문화시설 기본계획 반영검토

글로벌사업 강화
• 터키 연락사무소 운영 시 역할 다각화

•해외사업 계약 시 면밀 검토 등 3건

• 주변지역 입찰정보 등 마케팅 임무 부여

• 전문법무법인 자문후 추진 (4월,7월)

고객가치 확대
• 사회적 형평인재 채용 확대검토

•사회책임분야에 지속관심 노력 등 7건

• 장애인 등 지속적으로 채용확대 추진

• 사회책임위원회를 통한 지속점검

개방형 경영혁신
• 홍보활동 강화 및 예산 확대

•경영평가 우수사례 전파 등 7건

• 패션종결자 등 홍보기획 확대 등

• 타기관 경영 컨설팅 지원(9월)

일시 안건

3.28

•윤리경영 추진계획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환경경영 추진계획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

•GWP 향상 추진계획

7.25

•상반기 동반성장 주요 추진실적

•상반기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 상반기 반부패·청렴정책추진 실적 및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상반기 환경경영 추진실적 보고

사회책임위원회

사회책임위원회

공사는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회책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사회책임경영 활동사항을 보

고함으로써 주요 사회책임경영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사장

을 위원장으로 하여 상임이사 및 외부 자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다 효과

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회책임 추진 실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단에서는 사회책임위원회

에서 다루어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사회책임경영 관련된 대외 수상 준비, 각종 인증 대응,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책임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중대성 평가와 각 이슈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간될 지속가능경영보고

서의 발견 여부를 최종 승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별 윤리경영 서약 실시와 윤리경영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의칙을 고취하였

으며, 윤리경영 딜레마 사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사적 윤리실천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대외 수상 및 인증에 참여하여 공사의 지속가능 의지를 대 내외에 천명함은 물론,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임직원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등 윤리 문화 확산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사회책임위원회 주요 활동과 계획

2013년 내부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등 총 11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행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전담

조직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 추진을 비롯하여,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윤리규범의 정기적 개정, 임

직원의 직장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대내외 공

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 강화 등을 2013년 주요 추진방향으로 삼고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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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경영

윤리경영 및 반부패 청렴 체계 강화

2013 윤리경영 체계 구축

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Clean KAC 실현’을 목표로 삼고, 4대 전략과 실행과제를 수

립 및 추진하였습니다.

윤리규정 체계 재정비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내외 환경 및 공사 실정을 대폭 반영하여 그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행동강

령을 구체화한 것을 비롯하여 간부의 도덕서 강화, 해외 출장 시 품위 유지, 공사 업무 시 준수사항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 수수를 지시하는 행위, 

건전한 공직풍토를 저해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구체화하여 간부의 도덕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원의 청렴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범위

를 확대하고, 제재사유의 시효를 연장하는 등 임원직무 청렴계약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윤리, 청렴 문화 조성

윤리경영 프로그램의 확대

경영진의 윤리경영 활동 참여로 솔선수범의 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사회에 윤

리문화를 전파하고자 CEO 서약식에 참여하여 윤리경영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으며, 각종 조회

사, 창립기념사 등을 통해 부패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직원들과의 “청렴토크”를 실시

하여 의견을 수립하여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있으며, 윤리실천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과 

윤리청렴 딜레마 사례 공모전을 실시하여 청렴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Clean Airport 구현

•행동강령에 공사 특성 대폭 반영

•임원직무 청령계약규정 개정

•윤리청렴 교육의 차별화 및 활성화

•전년도 청렴도 미흡분야(예산, 부당한 업무지시) 개선

•자율적 제도개선 활성화

윤리비전 최상의 투명·윤리수준 확보를 통한 World-Class Clean KAC 실현

13년 목표

전략 및 실행과제 윤리경영 및 반부패청렴체계 강화 업무추진의 투명성 확립

•윤리경영 합습 조직 및 프로그램 운영

•윤리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반부패 수범사례 대외 확산

•사회책임경영실적 이사회 보고

•청렴옴부즈만 활동 강화

•주요 정책의 국민 감시 체계 마련

솔선수법 윤리실천 및 문화 전파 부패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확립

교육을 통한 윤리청렴문화 정착

행동강령의 개정을 통해 임직원의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

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 리더십 확립을 위해 간부급 이상 임직원에 대한 맞춤형 청렴특강을 실시하였

습니다. 또한, 워크숍, 회의,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학습조직에 대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제도개선 활성화 및 부패 예방

부서별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법령과 관행, 사규 등을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3년 자율적 제도개선 공모제를 통해 총 30여건을 발굴하였으며, 공사 감독규정을 비

롯하여 주택 냉방시설 설치 세부 기준 등 총 6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부패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

공사의 다양한 윤리, 청렴 활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주한 방음창호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을 묵인해주고, 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공사는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방음창호 공사업무와 같이 부패 발생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감독자의 교육 강화를 비롯하여 공사 감독업무

의 장기 수행을 금지하고,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를 도입하여 관계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 시 파면 조치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는 

등 부패 처벌 기준을 정부 지침보다 강화하여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과

정에서 부적정한 집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신고할 수 있

는 Hot-Line을 설치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윤리위반 행위에 대한 자발적 신고 활성화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 및 금품수수 등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비리양심 자진신

고제를 도입하여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세부조항을 마련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을 마련하여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렴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공사의 사업분야 중 취약한 분야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감시, 평가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 청렴옴부즈만 대상 주요 사업의 선정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차관리시스

템 구축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전반적인 확인을 위한 특정 감사 요청 등 2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국민 감시 체계 마련

공사는 주요 정책의 자발적 공개로 국민 감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반부패·청렴정책 등 윤리경영 

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 공개와 함께, 행동강령 준수여부에 대한 복무감사 등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OA기구 구매 등 수의계약 현황 공개를 비롯해, 업무추진비를 기존 임

원에서 지역본부장, 지사장까지 확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용후 1년내 5시간

•행동강령, 바람직한 근무자세 등

신규 임용자

•승진후 1년내 5시간

•중간관리자 역활, 부패사례 대처법 등

간부승진자

•매년 5시간

•청렴, 윤리, 공직자의 자세 등

간부 

•매년 5시간

•노블리스 오블리제, 청렴 리더십

임원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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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평가

중요성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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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에 반영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외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

여 도출된 과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보고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였습니다.

이슈의 내, 외부적 경계와 영향

중요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핵심이슈와 일반이슈를 중심으로 CSR보고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각의 이슈에 대해 내, 외부적 경계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그 영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직접적 영향     간접적 영향

이슈 페이지
KAC의 내, 외부적 영향

GRI 측면 지속가능경영 이슈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

핵심이슈

미래사업 및 R&D - Issue 1

해외사업 진출 -

공항수요 및 지방공항 활성화 ● 간접 경제효과 Issue 2

안전운항을 위한 시설 ● 고객 안전보건
Issue 3

항공보안관리 ● 고객 안전보건

공항서비스 품질 ● - Issue 4

공항주변 소음대책 ● 지역사회, 제품 및 서비스 Issue 5

동반성장 확산 ● 경쟁저해행위 Issue 6

노사관계 ● 노사관계 Issue 7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 Issue 8

재무건전성 ● 경제성과 Sustainability Overview

일반이슈

고객만족도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Issue 4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배출 
Issue 5

대기오염 및 실내공기 관리 ● 배출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 지원 ● -
Issue 6

협력사 CSR ● -

인재 육성 ● 훈련 및 교육

Issue 7
임직원 복지 ● 고용

다양성 존중 ● 다양성과 기회 균등

안전, 보건 ● 산업안전보건

지배구조 건전성 ● -

Sustainability

Overview

반부패 활동 ● ● 반부패

윤리경영 체계 ● ● 반부패

이해관계자 참여 ● ● ● ● ● -

내부자료 검토

글로벌 벤치마킹

미디어 리서치

중요성 평가 결과

이해관계자 영향과 사업 및 지속가능경영 연관성을 고려하여 총 11개 측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보고서에 우선적으로 보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선별된 핵심측면은 각각의 페이지를 통해 중점적으로 

보고하며, 이와 함께 기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기타 측면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Im
pa

ct

핵심주제

보고주제

잠재적 주제(모니터링)

Relevance

일과 삶의 균형

고객 정보보호

SM체계

협력사 CSR 기후변화 대응

지배구조 건전성다양성 존중

안전, 보건

대기오염 및 실내공기 관리

인재 육성

공항주변 소음대책 공항서비스
품질

안전운항을 위한 시설

SH 참여

임직원 복지

고객만족도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

반부패 활동

윤리경영 체계

동반성장 확산

항공보안관리

해외사업 진출

미래사업 및 R&D

공항수요 및 지방공항 활성화

재무건전성

노사관계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 지원

RM
생태계 보존 활동

물부족 대응 

환경경영체계

이슈 풀 구성(32개 주제 Pool) 주요 이슈 평가 핵심이슈 선정

국제표준 분석

Evidence of ‘Relevance’

동종사, 표준, 미디어,

Document Analysis 결과

Evidence of ‘Impact’

이해관계자 직접조사

(설문/임직원 인터뷰)

주요이슈 도출 및
보고서 구성

11개 중요이슈 도출

sustainability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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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
신공항 가치창조

Our Business & Social Context

항행장비를 전략 외신제품으로 운영하게 되면 예비품 

조달 지연 등의 문제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며, 

고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외화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자들의 저가 전략 및 견제가 심해지고 있습

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세계 공항사업에 대

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Biz & Life 개

념으로의 공항 역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Our Approach & 2013 Efforts

공사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외화절감을 위해 항행장비 

국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

외수주 등 해외사업 성과 창출 및 확대, 공항주변 지역

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

고,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항공기술 연구개발

•공항인프라 연구개발

•해외 공항사업

•Biz & Life Complex

Future Action

단기적으로 핵심분야 연구개발 강화와 패키지형 사업 

진출, 투자형 해외사업 진출, 지방공항 주변개발 확산 

등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으로 공항기술 토탈 솔루션화 및 패키지 사업 진출 확

대, 투자형 해외사업 진출 확대, Biz & Life의 공항가치 

제고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의 토대를 다지고 있

습니다.

차세대 항공기술 연구개발

차세대 항행감시시스템

공사는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항행분야의 미래시장 진입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

다. 우선, GPS 위성을 이용하여 항공기와 항공기, 항공기와 지상 관제기관 사이에 감시 데이

터를 공유하여 조종사의 상황인식 능력과 관제사의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항행감시

시스템(ADS-B: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시제품을 개발 및 제작하

였으며, 운용평가센터 구축 및 자문단 운영을 통해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DS-B는 시험운영과 성능검증을 거쳐 2014년 최종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며, 2015년부터 

발생하는 국내 수요에 대비하여 차세대 수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상감시레이더

공사는 차세대 지상감시레이더(ASDE-X: 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 Model 

X)의 시제품(Trial Product)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ASDE-X는 지상감시 레이더와 차세대 

항행감시시스템(ADS-B), 다변측정 감시시스템*(MLAT) 등의 멀티센서 정보를 융합 처리하

는 차세대 지상관제 레이더 시스템으로 차세대 항행시장으로의 진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   다변측정 감시시스템: 이동체로부터 3개 또는 그 이상의 수신기로 전송된 신호의 도래 시간차를 정확하게 계산

해 물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

LeD항공등화 개별제어감시시스템

미 연방항공청(FAA) 인증을 획득하는 등 공사의 대표적인 기술개발 성과인 LED 항공등화 

기술과의 연동을 통해 LED 항공등화 개별제어감시시스템(LED-ILCMS: Individual Lighting 

Control & Management System)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LED-ILCMS는 전력선 통신기

술을 활용하여 항공등화를 개별적으로 제어 및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성능향상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시제

품 제작을 시작으로, 현장운용 시험을 거쳐 성공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성장사업 매출 비율

5.184%

R&D사업화 매출액 

105.3억원

해외공항사업 신규 수주금액 

22.7억원

항행장비사업

공사는 터키와 필리핀을 거점으로 항행장비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

다. 특히, 터키의 경우 4개 공항의 항행장비사업을 진행하여, 지속적

인 기술지원과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장점유 1위(계기착륙시설 

부문)를 차지하였습니다. 2013년 사업 대상의 준공을 통해 24.6억원

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수주액 또한 46.5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항행장비사업 준공 등을 통

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 마케팅 

활동을 통해 아프리카 감비아 항행장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공항인프라 연구개발

공항인프라 신기술 연구개발

공사는 로튠다 높낮이 조절 장치를 개발하여 터미널 운영의 패러다임

을 전환하였습니다. 기존의 로튠다의 경우 높이 조절이 불가능해 규모

가 각각 다른 항공기 사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로튠다의 높낮이 조절을 

통해 탑승교 1대로 모든 항공기가 접현이 가능하고, 2개층 탑승구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높낮이 조절 기술과 냉난방장치 등에 

대한 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일부 기술에 대한 특허 이전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하였습니다.

공항포장 연구개발

공항운영에 따른 공항포장의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을 강화하

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보수에 따른 평탄화 작

업, 고압 살수 작업시에 골재이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항포장 

상태지수 및 보수보강 결정기준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녹색공항 재

포장 시공공법 개발 등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중

심의 연구개발을 통해 전국공항의 포장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있습니

다. 2013년에는 골재표면에 균열을 유발하는 ASR현상(Alkali-Silica 

Reaction), 골재와 아스팔트 바인더가 분리되는 포장박리 현상, 덧씌우

기 등과 같은 이슈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외부 평가자의 입장에서 지난 10여년간의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경영은 체계화

의 단계를 넘어 성숙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는 고객만족경영 

과정 속에서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감

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객만족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

고 빠른 대응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승차거부 등 택시 이용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장거리와 단거리로 구분했던 택시 승강장을 통

합하여 운영함으로 공항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최근 들어, 모바일시

스템 구축을 통하여 스마트폰 발권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의 대기시간 및 출입국 

시간을 단축하는 등 트렌드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다른 외부고객인 지역사회, 협력업체 등에 대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

고 있는데, 공항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다문화가정 지원 활동을 비롯해 입주 협

력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활동, 공항 교육 프로그램 등은 이들에 최적화된 프로그

램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만족하게 하는 활동과 불만에 대한 사

전대비책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불만 억제 및 높은 고객만족도 유지 등 CS노하우

를 인정받아 공사는 한국의 경영대상 명예의 전당에 입성함은 물론, 세계공항서비

스평가(ASQ, 동규모) 4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최근의 고객만족 경향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진행되

며, 제기된 불만을 해결하는 과정보다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과정을 미리 예상하여 

대응하는 과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사 또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보완점을 개선하며, 빅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

용하여 고객의 요구서비스 혹은 고객도 모르는 서비스를 사전에 찾아내어 제공한

다면 이해관계자의 만족과 공사의 꾸준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석빈 교수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Interview

Large Aircraft : 2개층 탑승구 사용가능

Small Aircraft : 모든 항공기 접현가능 탑승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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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원주공항

군산공항

무안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
여수공항

울산공항0.1억원

Norway

22.2억원

Turkey

13.4억원

3.4억원

40억원

20.5억원

1.5억원

Libya

Indonesia
Columbia

Phili-ppines

Dominican Republic

4천 6백만 원

Iran

6.8억원

21.2억원

Bangla-desh

Cambodia

김포국제공항

광주공항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 공항사업

중남미 시장 확대

공사는 2011년부터 콜롬비아 북동부 6개 공항에 대해 공항운영 컨설

팅을 진행하고 있고, 2013년, 도미니카 공화국 자동출입국관리시스

템 구축사업 등 중남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공

항사업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공사법을 개정하여 BOT*(built Operate 

transfer), O&M(Operation & Maintenance, 관리운영), 지분투자 등 

다양한 사업모델 확충을 통하여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BOT (built Operate transfer)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시행자(건설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

개도국 ODA사업 개발

국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지원하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게 공사가 가진 공항건설, 운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제공하여 수여국가의 공항 인프라 구축에 적극 기

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착수한 캄보디아 민간항공 교육센터 건립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사업관리자문) 및 관리역량 

제고 사업은 2017년까지 캄보디아의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보안 전

문가 국가양성체계를 구축하여 후원국의 공항운영 수준을 높이는데 크

게 기여할 것입니다. 공사에서는 향후에도 정부에서 지정하는 국가협

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항 

ODA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Biz & Life Complex

공항 외곽에 체육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공항 

주변 지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김포공항 주변지역을 개

발하는 ‘Sky City Proje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완공예정인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스카이파크의 원활한 운

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와 공사의 안정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젝트를 통해 공항주변 개발, 사회공헌 프로그램

의 도입,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지방공항의 개발 여건분석을 통하여 유치 

가능시설을 파악하여 여유시설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국가명   ● 사업 규모
항행장비 기업으로의 도약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현지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한 전사적 마케팅을 수행함으로 터

키 항행장비사업을 5년 연속(2014년 기

준) 수주하였으며, 수주액 또한 전년대비 

89%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사의 성과는 터키 항행장비(계

기 착륙시설 부문) 시장점유율 1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항공 방위산업 항행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

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에게 지상 기지국으로부터의 거리 및 각

도를 제공하는 TACAN(Tactical Air Navigation)을 준공하여 매출

액의 증대와 함께,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3

년 10월 세계 유일의 이동용 TACAN을 준공한바 있으며, 이를 통

해 72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국내실적 확보는 물론 글로벌 

TACAN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향후 1,000억원대의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터키사업 4년 연속 수주 (수주액, 단위: 억원)

5.7

2010 2011 2012 2013

13.8

24.6

46.5

Case Study

이동용 TACAN

16.3억원

Fi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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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공항운영

Our Business & Social Context

KTX를 비롯하여 경쟁교통수단과 인프라가 발달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의 허브 전략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

공항의 위기 상황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

내적 상황에 반해, 국내외 저비용항공사가 급격히 성

장하고 있으며, 중국 관광객의 비자면제가 시행되는 

등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고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Our Approach & 2013 Efforts

공사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활성화 정

도, 가능성, 규모에 따라 핵심공항, 중점육성공항, 지

역발전공항으로 분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특화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여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

다.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공항을 운영하기 위해 효율

적인 컨세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고객이 요구를 반

영한 상업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핵심공항 경쟁력 강화

•지방공항 활성화 

•전략적 노선 마케팅 강화

•공항운영의 효율화

Future Action

단기적으로 여객 5,561만명 유치를 비롯해 타깃노선

에 대한 유치 확대, 공익공항의 개념을 확산할 계획이

며, 공항운영을 고도화하기 위해 컨세션 운영역량을 

강화를 비롯한 지방공항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여객 6,605만명 달성과 함께, 김

해공항 제 2 허브화, 보편적 항공교통 접근성 확보 등

을 통해 지방공항을 보다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총 항공 여객수

5,519만명

LCC 항공시장 점유율

48.9% 21.1%

임대수익

3,836억원

(국내선) (국제선)

핵심공항 경쟁력 강화

공사는 ‘공항운영고도화’ 전략으로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핵심공항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

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을 비즈니스 중심공항(Biz-Port)으로, 김해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

로, 제주공항을 관광/국제 자유 대표공항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김

포공항은 2013년 국내·국제여객 운송 합계 1,990만 명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하였고, 

세계항공교통학회가 선정하는 아시아 최고 효율성 공항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

한, 김해공항은 국제여객 440여 만명을 기록하였고,제주공항 역시 여객운송 2,000만명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포 국제공항 비즈니스 중심공항(Biz-Port) 경쟁력 강화

•비즈니스항공 지원센터 FBO(Fixed Base Operator) 건립 추진

•비즈니스 통신 인프라 개선

•신속한 출입국 강화

•편의시설 개선

김해 국제공항 동남권 관문공항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장거리 노선 개설

•관문공항을 위한 국제선 시설 확충 

•LCC(Low Cost Carrier,저비용항공사)거점공항육성

제주 국제공항 관광/국제 자유 대표공항을 위한 인프라구축

•중국 노선 활성화

•항공수요증대에 따른 시설용량 확대 

지방공항 활성화

중점육성 공항 국제선 활성화

대구, 청주, 무안, 양양 등 잠재가능성이 높은 지방국제공항을 중점육성

공항으로 분류, 공사 자원의 집중적 투입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활성화

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국제행사·관광 성수기와 연계한 전세편 유치, 

중국 관광객 72시간 무비자입국 추진 및 공항접근성 개선 등 노선개설

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여  ’13년 국제선 여행객 수가 전년대비 29% 증

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내노선 여객이탈 방지

지방공항은 KTX등의 육상교통의 발달로 항공수요가 감소하고 노선이 폐

지되어 여객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나, 국민의 교통선

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사에서는 지방공항의 노선존립

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항노선 항공운임할인, 

공항 주차료 감면 등 여객을 대상으로 한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행사 기간 

동안 탑승객 수가 전년대비 8.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비용항공사 지원을 통한 항공서비스 대중화 실현

보다 저렴한 가격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LCC(Low Cost 

Carrier, 저비용항공사)의 저비용, 저운임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LCC의 원가경쟁력을 지원하여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향상하고자 항공기 지상조업사업, 항공유 공동구매 

사업, 공용 여객처리시스템 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뿐만 아니라, LCC 사장 간담회 등 소통채널을 통해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확대, LCC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시

행, 공용카운터 확대, 사무실 추가임대와 같은 다각적 지원의 결과로 

LCC의 항공시장 점유율이 국내선의 경우 43.9%에서 48.9%로, 국제

선의 경우 16.0%에서 21.1%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으

며, 지방공항 활성화 등 공사의 발전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공항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보다 거시적 차원의 접근과 사고의 전환

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도권 복수공항으로서 인천과 김포의 역할을 경쟁 상대가 

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도심과의 

접근성, 자원의 효율적 활용측면을 고려한 이용자 편의증진과 공항의 경쟁력측면

에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방공항 활성화는 수요 증대 특히, 지방의 특성을 고

려한 국제선 수요 증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륙노선의 한계는 이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속철도나 고속도로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울릉도와 흑산도 비행장 건설을 통한 새로운 항공서비스

를 통한 항공수요 창출과 이로 인한 항공산업의 구조적 발전도 기대해 봅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공항을 단순한 지방의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변지역개발을 통해 기능과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소한

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항 지사의 지원책은 마중물 역할

을 잘해 왔습니다. 여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공항간 차별화된 목표와 전략, 

이를 평가할 방법도 모색해야 합니다.

김제철 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정책기술본부Interview

대구, 청주, 무안, 양양공항

•주변공항으로의 이탈수요 회복

•지역 내 신규 항공수요 창출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업강화

울산, 광주,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공항

• 지역민 항공수요 수용 및 지역경제에 기

여하는 공익공항 기능 유지

•지역 수요에 적합한 소형항공기 활성화

•지상조업의 안정적 지원

중점육성 공항 지역발전 공항

항공산업발전을 위한 6개사 CEO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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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공항 활성화

공사는 사안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

단을 구성하고 여기서 도출된 의견을 공항 

수요증대와 활성화 등 경영활동에 반영하

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기관, 지자체, 항공

사, 관광/물류업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된 공항활성화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반

기에 한번 공사사업추진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전문가적 자문을 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로 LCC사장단 및 간부회의를 통해 LCC 

활성화를 위한 의견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해공

항 장거리 노선 유치 협의회, 울산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단, 여수 광

양만권 공항활성화 협의회 등 각 공항 별로 구성되어 있는 활성화협

의회는 항공청, 지자체, 항공사,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어,다각적 시각을 반영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뿐만 아

니라 각 공항별 주요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Case Study

공항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노선기반 마련

공항간 협력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해 노

선개발 기회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ACI(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국제공항협의회), EAAA(East Asia 

Airports Alliance, 동아시아공항연합)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북경수도공항, 일본 하네다 공항 등과 자매결연협정 

체결을 통해 전략적 제휴기회를 발굴하고, 노선개발 노하우를 공유

하고 있습니다. 공항 뿐만 아니라 항공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잠

재고객 확보는 물론, 국내 공항으로의 취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Routes Asia 2013에 참여하여 해외항공사 대상 국제선 유치 마케

팅을 펼치고 국내 공항의 해외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Case Study노선 마케팅 시스템 고도화

공사는 경쟁력 있는 노선개발을 위해, 기존 항공통계에서 진일보한 

BSP*기반의 데이터베이스 확보 및 항공여객특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과학적 마케팅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시장 분석에 

기반한 노선개발 선정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김해, 제주공항의 주요 50

개 노선의 수요 분석을 통해 5대 타깃 전략노선을 발굴하여 보다 설득

력있고 효율적인 노선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시행하는 항공여객 판매
대금 집중결재 및 판매 보고 절차 표준화 방법

공항운영의 효율화

컨세션 운영 효율화

최적의 상업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임대수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상업시설 매출관리시스템(SKY-POS) 안정화

를 조기 정착시켰으며 그 결과 전년대비 5% 상승한 총 3,836억원의 

임대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제주공항의 경우 관관공항의 특성을 살려 

'하늘올래' 브랜드 몰을 도입하여 연간 26억의 임대수익을 거두고, 고

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상업시설

공사는 고객이 더욱 편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경우 국제선에 푸드코트, 한식당 등

의 식음시설을 추가 유치하여 여객의 이용편의성을 높였으며, 김해공

항 또한 지역 맛집을 유치하여 지역적 특색을 부각하는 한편 지역경제

와의 상생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업체들에게 기

존의 공항이미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을 설계지원 함으로써 

청사미관을 관리하고, 컨세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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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및 안전운항

Our Business & Social Context

샌프란시스코공항의 착륙사고와 니가다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등 최근 항공기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 교통안전을 강화하

고, 현행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0년까지 위성

항법 기술기반의 차세대 항행시스템 구축을 각 국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우와 강설 등 기상

이변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요인과 불

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안전과 보안강화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Our Approach & 2013 Efforts

공사는 항공안전시스템의 글로벌화, 차세대 시스템 구

축/도입을 통한 항행기술 선진화 등을 통해 항공기 안

전운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중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공항 안전과 보안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성과에 대한 대외 검증을 통해 그 객관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공항시설 안전관리

•항공기 안전운항

•창조적 보안체계로 전환

Future Action

공사는 단기적으로 신 공항안전체계 발굴을 비롯해 공

항시설 관리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항공안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공항시설의 안전관

리를 지속할 것입니다.

공항시설 안전관리

시설관리 통합망 구축

공사는 상·하수관을 비롯해 공항내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

하시설물 관리시스템(GIS)을 구축하여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뿐만 아

니라, 공항 운영의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함께 공항

여건에 적합한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함으로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

다. 시설관리 통합망 구축과 제설장비를 보강하여 제설시간을 단축하는 등 공항시설관리에 

대한 신기술 개발과 확충을 통해 안전운항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3년 연속 사고 Zero를 달성하였고,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사고예방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ICAO 항공안전 상시 평가

세계 1위

공항안전사고 

3년 연속 ZERO 
항공기 정시운항률 

99.03%

3년 연속 안전사고 ZERO

재난관리평가 최고 등급

공사는 기상 모니터링, 대응 매뉴얼, 상황실 운영을 통해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재난피해 발

생 건수 0건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산악

지역에 위치한 공항시설 및 인명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불

시 우선 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연재해에 대비한 영향분

석 및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환경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

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가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

두었습니다.

항공기 안전운항

항공안전시스템 선진화

공사는 항행시설 주요 중장기적인 예비품 관리 계획수립, 통합구매 시

행, 예비품표준화, 비인가부품 차단 등을 위한 생애 주기별 관리체계

(Life-Cycle Management)를 도입, 효율적인 자원공급 채널을 확보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비품 보유율을 101.3%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관리 시스템

김포, 무안, 울산공항의 장애물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모바일 

시스템 도입과, 이를 통한 공항 주변의 건축관련 민원 처리시간을 최소

화하며 신뢰도 향상과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행시설관리자의 안전문화, 정책, 기준, 절차 

및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글로벌 수준을 평가하는 안전성

숙도 평가모델(ASMA, ANSP Saftey Maturity Survey) 구축을 통해 

평가 시스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3년, ICAO(국

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상시평가(CMA)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

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안전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항 지원체계 개선

항공기 안전운항에 방해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항공기 이착륙시설을 

비롯한 승객탑승시설과 제설장비 등 인프라를 개선하여, 항공기 정시

운항율을 전년대비 0.69% 개선한 99.03% 수준으로 달성하였습니

다. 특히, 항공기 운항의 큰 위협요소인 조류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공항별로 전년도의 조류충돌 사고를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

립하였습니다. 실제,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 결과, 조류충돌로 인한 비

정한 운행편수가 2012년 6건에서 2013년 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강우 강설시 활주로 표면의 마찰 상태를 측정

하여 항공기 착륙의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마찰측정장비를 개조하여 활

주로의 이, 착륙 시 안전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항행 안전을 위해 항행 시설을 잘 유지 보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주도로 ICAO의 항행안전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에 산업계, 학계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에 힘써왔다고 

생각합니다. 항행 시설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CAO의 이행 체계에 맞추

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신규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운용함으로써 

시설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설치된 항행 시설 등은 조기에 안정

화를 시키고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되어야 하며 장비의 교체 연한이 되었을 때는 지

체 없이 최신의 장비로 교체되어야 항공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행 안전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시설과 연동이 잘되도록 신규 시

설 설치 시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 공항 공사가 가지

고 있는 항행 시설의 장기적인 구축 계획이나 유지 보수 관련된 내용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일어난 한국공항 공사와 하청업체의 불미스러운 일

은 앞으로 한국 공항 공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자체 감사팀의 철저한 감시 제도가 필요하며 직원들의 도덕성

에 대한 정기적이며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최근 ICT 기술이 발전하

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 기술의 적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한국 공항 공사의 항행시설 및 관리는 세계 초 일류가 되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정재학 교수 
인하대 전자공학과Interview

중장기 계획 수립

통합구매 시행

예비품 표준화

비인가 부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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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핵심 항행기술 확보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전파를 제거하기 위해 상시 위치추적이 가능한 위

치추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청각에 의해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항공주파수 운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음성신호를 시각화하

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항공과 지상측정 등 비행검사 점검

체계 과학화를 통해 비행검사 100% 합격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계

기착륙시설 활주로 사용방향과 항공등화 사용방향이 다를 경우 조종사

에게 혼란을 야기해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활주로 계기착륙시설과 항공등화를 통합하는 감시시스템을 구현하였

으며,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차세대 항행 플랫폼 구축

보다 안전한 공항을 만들어가기 위해 2015년을 목표로 차세대 공항데

이터 통신망을 도입하고 있으며, 망의 도입을 통해 통신 속도를 기존 

2.4Mbps에서 31.5Mbps로 13배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위성에서 제공되는 신호를 활용하여 항공기가 더욱 정밀하

게 이·착륙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세대 항법시설인 지상기반 위성항

법시스템(G-BAS)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김포공항에 G-BAS를 시범

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에 이어 운용 및 점검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항공기 안전은 물론, 최단거리 접근을 통해 항

공기의 유류절감 등 친환경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항공안전위원회

국내 항공기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

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항공안전 전반에 대

한 문제를 진단하고 종합적이고 보다 강화

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공항, 

항공사, 연구기관 등 항공전문가 외에 언

론,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

며 안전총괄분과, 운항분과, 정비기술분과, 시설관제분과 등 4개 분

과에 실무위원 27명을 포함, 총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 및 진단하고 세

미나, 현장 방문,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항공안전종합대책(40개 과

제)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공안전종합대책 주요내용은 

1. 세계 최고수준의 대형항공사 안전도 달성 

2. 저비용항공사 안전경쟁력을 대형사 수준으로 제고 

3. 헬기, 소형기 안전관리체계 확립 

4. 국내취항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검증 강화 

5. 관제운영 및 공항시설 현대화 

6. 정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특히, 공사는 저비용항공사 안전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종사 양성

을 통한 조종사 수준향상, 정비고 등 안전인프라 확충, 종합훈련센

터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항시설 현대화를 위해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을 위한 계기착륙시설, 등화시설, 착륙대 등 안전시설

을 보강하여 활주로 운영등급을 상향시키고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

(레이더 등) 확충하고 있습니다.

Case Study

aviation security 
and safety
operation

창조적 보안체계로 전환

항공보안시설의 강화

전국 공항의 항공보안 체계를 강화화고 보안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CCTV의 보강을 비롯하여 철조망, 탈주방지용 가시캡 설치 등을 

통해 공항 외부로부터의 불법 침입 방지에 주안점을 두던 공항 보안의 

패러다임을 외부로의 불법 탈주 방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

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성

공적으로 준비하는 등 항공보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네

덜란드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고객만족 실현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 건의

하고, 보안검색방법을 개선하여 승객의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2013

년부터, 호신용 스프레이, 손톱깎이, 의료용 산소통 등에 대한 기내 반

입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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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 Social Context

정부의 철도중심 교통정책의 강화 등으로 인해 국내 

항공 교통서비스가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

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와 저비

용항공사의 급성장에 힘입어 국내 공항의 이용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출입국 시간 

단축과 주차 서비스 개선, 모바일을 활용한 공항 이용 

편의 증진 등 공항 서비스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은 보

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Our Approach & 2013 Efforts

공사는 Smart Airport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등 공

항운영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전국 공

항 주차관리시스템 구축과 고객 접점에서의 고객만족

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화된 문화이벤트를 

결합한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탑승환경

•공항 서비스

•고객만족도 체계 개선

Future Action

Smart Airport를 구현하기 위해 공항운영에 활용되는 

데이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Smart Signage 맞춤형 정

보기반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지방공항의 시설개선 로

드맵을 수립하여 지방공항 활성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

을 도모하고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탑승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상의 공항 인프라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최적의 탑승환경

Smart Airport

공사는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여객 탑승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최적의 탑승환경을 만들

기 위해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공항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 

항공사, 유관기관 등과 함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여객의 경험과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을 중장기 전략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1단계로 2015년까지 CUTE(Common Use Terminal 

Equipment), KIOSK*를 확대하는 등의 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기로는 국내선 

BGR(Boarding Gate Reader) 시스템 공용화로 탑승교 이용률을 높여 탑승객의 편의증진

과 공항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한다.

* KIOSK: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96.3점

여객 출국 소요시간

29% 단축

세계공항서비스평가
(ASQ, 동규모) 

4년 연속 1위

Smart Airport 로드맵

자동탑승서비스 활성화

공사는 공용체크인 시스템인 CUTE, KIOSK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

니다. 우선, 체크인 카운터 운영을 기존 항공사별 전용 카운터가 아

닌 운영시간대별로 카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CUTE(Common User 

Terminal Equipment)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LCC를 지원함과 동시에, 

고객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

니다. 또한, 위탁수화물이 없는 승객들이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체크

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인 KIOSK를 각 공항에 확대 설치하여 항공기 

운항 피크 시간대 체크인카운터의 복잡함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3년 국제선 출국 평균 소요시간은 8분 3초로 전년대비 29% 단축

하였습니다.

출입국시설 현대화

보다 신속한 출입국심사 처리를 위해 심사대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자동 

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하여 출입국 수속시간 단축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2013년 김해와 제주공항의 출입국 심사대를 확대하여 수속능력

을 강화하였으며, 가변형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기능을 강화하였

습니다. 그 결과 2013년 국제선 평균 출입국 심사 소요시간은 3분 35

초로 전년대비 3분 30초 가량 단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 검

색에 활용되는 X-ray 장비의 고장 시 기존에는 인력으로 수화물을 다른 

X-ray 장비로 이동하던 것을 자동운반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수화물 관

련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항 서비스

전국공항 주차관리시스템

기존 노후화된 주차관제장비를 개선하고 차량번호와 경차 여부를 자동

인식 가능한 최신의 주차장비 도입으로 입출차 처리속도가 향상되는 등 

이용이 편리해졌으며, 차량의 4방향 촬영 영상분석을 통해 주차장내 차

량사고에 대한 파악이 수월해져 보다 안전한 주차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졌습니다. 또한 전국공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통합주차관리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장비의 장애관리, 주차 여유대수 파악이 수월해졌고 

주차수요에 대한 데이터분석이 용이해져 향후 주차시설 공급에 대한 계

획설계가 더욱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고객 접점 운영제도

택시이용 및 수하물카트 등 고객 접점의 서비스를 개선하여 공항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 영상 수집을 통한 승차거부 고발 증빙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장·단거리 택시 승강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택시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8월부

터는 기존에 카트의 비치, 관리 및 광고운영을 모두 광고업체가 하던 방

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카트의 구매 및 비치는 공사가 

담당하고 카트의 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및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광고는 경쟁입찰을 통해 전문광고업체가 운

영하여 업무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외부 평가자의 입장에서 지난 10여년간의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경영은 체계화

의 단계를 넘어 성숙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는 고객만족경영 

과정 속에서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감

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객만족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

고 빠른 대응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승차거부 등 택시 이용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장거리와 단거리로 구분했던 택시 승강장을 통

합하여 운영함으로 공항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최근 들어, 모바일시

스템 구축을 통하여 스마트폰 발권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의 대기시간 및 출입국 

시간을 단축하는 등 트렌드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다른 외부고객인 지역사회, 협력업체 등에 대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

고 있는데 공항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다문화가정 지원 활동을 비롯해 입주 협력

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활동 공항 교육 프로그램 등은 이들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만족하게 하는 활동과 불만에 대한 사전대

비책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불만 억제 및 높은 고객만족도 유지 등 CS노하우를 인

정받아 공사는 한국의 경영대상 명예의 전당에 입성함은 물론, 세계공항서비스평

가(ASQ, 동규모) 4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최근의 고객만족 경향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진행되

며, 제기된 불만을 해결하는 과정보다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과정을 미리 예상하여 

대응하는 과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사 또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보완점을 개선하며, 빅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

용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 혹은 고객도 모르는 서비스를 사전에 찾아내어 제

공한다면 이해관계자의 만족과 공사의 꾸준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석빈 교수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Interview

•KIOSK, CUTE 확대 구축
• 출발게이트 진입확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주기장 자동배정 시스템

•Smart Signage 시스템

•여객흐름관리 시스템 구축

•위치기반 모바일 서비스

•국내선 BGR, 무인수하물 구축

• 공항운영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 완성

• Smart Signage 맞춤형 

정보기반 완성
(’14~’15년)

(’16~’18년)

(’19~’20년)

단기

중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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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ervice 
Innovation
전국공항 유실물 정보제공

공사는 경찰청, 안전행정부와 협력하여 고객이 더욱 편하게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공항의 유실물 정보를 제공

함은 물론, 유실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김

포공항에서만 분실한 물품만 검색 할 수 있던 기능을 전국 공항으로 확

대하고, 공사를 비롯한 경찰청 유실물센터에서도 실시간 검색 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체계 개선

고객만족 체계

2012년 운영을 시작한 컨택센터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

내반입 금지물품이나 세관업무 등 전문교육과 테스트 등을 통해 상담원

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공유 창구의 일원화 등을 중심으로 정

보수집을 보다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인력감시에 의한 장

애대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네크워크 장비의 실시간 장애감시가 가

능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NMS, Network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였으며, 컨택센터 운영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현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다양한 고객만족에 대한 노력 뿐만 아니라, 고객 접점에서의 목소리를 

경영 전반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 공공기

관 고객만족도는 전년대비 4.4점 향상된 96.3점으로 나타나는 등 공사

의 서비스 품질은 대·내외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공

항서비스평가(ASQ)에서 4년 연속 동규모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을 비

롯하여, 한국의 경영대상(고객만족 경영부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

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사를 비롯한 3개 지역본부는 산업통상자

원부로부터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갱신하는 등 전사적 고객

만족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공항으로 변신

l Wow Culture 계획 l

문화융성을 위해 참여 확대, 문화 및 예술

의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이라는 국정

기조에 발맞추어 Wow Culture 계획을 수

립하였습니다. Wow Culture 계획은 각 지역 공항의 특징을 반영한 

문화이벤트 컨셉을 수립하고, 문화 이벤트 정기 개최, 트릭아트 포

토존 구성 등을 통해 문화 공항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l 공항에서 문화공간으로 변신 l

공사는 지역 특성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연, 이벤트 등을 

추진하여 공항 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고객에게 불거리, 즐길거리

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팝페라, 재즈밴

드,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공연을 비롯하여, 과메기 무료시식 등 지

역적 특색을 반영한 이벤트, 전통 공예품 관람회 등 전시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Case Study

골프퍼팅 이벤트 트릭아이 포토존

l 대한민국을 띄우다 캠페인 l

공항에서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항패션종결자, 웃음 

콘서트 등을 실시하여 차별적 서비스 만족도를 제공하였습니다.

공항패션 종결자 웃음콘서트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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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책임 강화

Our Business & Social Context

소음문제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항운영 과정

에서의 필수적인 관리 사안 입니다. 최근 글로벌 공항

운영 기업은 소음원인을 파악함은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 지역별 소음측정치와 사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소

음정보시스템을 제공하여 지역주민 만족도를 높이며,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녹색공항 추진 전략을 수립 및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2015년부터 서울지역 본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적용 받게 되는 등 공사를 둘러싼 규제는 

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Our Approach & 2013 Efforts

공항 소음원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 사업시행 절차 개선 등을 통해 항공기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목표

관리, LED 교체 사업, 그린 ICT 도입을 통해 저탄소을 

녹색경영을 추진함과 동시에 글로벌 정보교류를 활성

화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사업

•기후변화대응

•대기 및  실내공기질 관리

Future Action

소음관리 정보화 구축을 비롯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완

료할 예정이며,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

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경영을 고도화하

고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높여 저탄소 녹색공항을 실현

할 계획입니다.

소음대책 사업

소음대책 정보화시스템, ANIS 구축

한국공항공사는 소음대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소음관련 정보요구 증가와 더불어 대국민 서

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간 정보화시스템인, ANIS(Airport Noise Information System)를 구

축하였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사업대상가옥 정보를 비롯하여 항공기 소음정보, 소음위치 및 

수치를 제공하며 소음관련 자료제공과 실시간 사업정보 공유 기능, 정부와 공사간 소통채널

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비롯하여 선진 

공항운영 기관의 벤치마킹,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적의 구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누적 

데이터 관리와 사업신청 등 기능을 제공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항공 소음관련 의문점 

해소와 소음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활용

하는 등 소음대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소음 발생원 차단을 통한 소음도 감소

항공기 운항횟수 증가에 따른 소음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내 주요공항에 소음 측정

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음 데이터 베이스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여 항공기 

소음식별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음 항공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김포

공항의 경우 고소음 항공기의 적발 건수가 전년 47건에서 올해 14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항공기 운항횟수가 전년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도가 75.8에

서 75.2웨클*로 감소하였습니다.

*   웨클: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주민만족도 

5년 연속 A등급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대비 

693tCO2 감축

그린애플 어워드 국제부문

금상수상

www.airportnoi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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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한 소음문제 해결

공항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공사의 소

음문제 대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비롯한 정부, 학계, 공군이 참여하는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보교류의 확대는 물론, 선진공항의 소음대책 

사례 조사와 우리 공항의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택방음시설 품질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만족도 개선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주택방음 및 냉방

시설에 대한 집중투자를 진행하였고, 반복적인 불만사항에 대해 체계

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방음에 대한 품질향상 노력으로 

4.2% 차음효과를 향상시켰으며,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역주민의 만

족도 또한 92%를 유지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음문제 해결

공사는 소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습

니다. 냉방시설의 경우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전기료 지원을 검토하

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냉방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2012년 

81.0%에서 2013년 86%로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5분을 초과하는 민원에 대해선 공사가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Happy Call-Back’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는 냉방시설 

설치 기준에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유

대 활동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유대활동 지침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

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위원회 운영 

공사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주민 및 전문가 등

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이해관계

자들, 즉 지방항공청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소음대책지역주민, 

전문가 등 총 49명으로 구성된 소음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비롯한 시행방

법, 우선순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문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총 11회

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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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녹색 미래를 위한 준비

공사는 2015년부터 시행 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응하기 위

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에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고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고도화는 에너지사용량을 건물별, 임차업체별, 

장비별로 기존보다 더욱 세분화해 관리하고, ERP와 시스템을 연계하

여 에너지 사용량을 자동으로 전송하며,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이력

관리를 통해 장비의 효율 분석 등 공항의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한층 강

화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격 검침이 가능

한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

현을 통해 실시간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

리로 장비운영에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린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기반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공항 운영

공사는 친환경공항 구현을 위해 2009년부터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고효율 냉난방 장비 교체, LED조명등 

교체, 친환경 차량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해 창측 조명 및 각종 조명의 회로분리, 센서조명 

설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화장실비데 및 음수기 타이머설치, 개별

냉난방기 운영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건물의 환기시설 개선을 

통해 냉방장비 가동을 최소화 하고 있고, 상주임직원 및 공항이용객을 

대상으로 녹색캠페인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텍스트가 넘칩니다

소음대책위원회 회의

green apple award

해외로부터 인정받은 공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공사는 공항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LED항공등화 개발 프로젝트로 

2013년 11월 12일 영국 국회의사당에

서 개최되는 ”2013 The Green Apple 

Award”* 국제부문에서 금상(Gold)을 수

상하였습니다. LED항공등화 프로젝트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

을 돕는 비행장의 모든 조명시설 항공등화를 기존의 할로겐램프에

서 LED램프로 개발한 기술로서 전력소모가 적어 기존과 비교하여 

70%의 온실가스 감축과 30～50배에 이르는 수명 연장이 가능합

니다. 공사는 전 세계 공항에 적용이 가능한 LED항공등화를 개발하

여 공항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인정

받아 이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5개 공항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및 이란을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공항으로 설치

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The Green Apple Award”는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The Green 
Organization에서 매년 전 세계의 친환경 우수사례 중 환경적 성과와 기술
혁신이 뛰어난 기업에 시상하는 것으로서 1994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유럽연합(EU)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친환경상입니다.

Case Study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부천시 고강동은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문제를 처음

으로 제기하였으며, 여타 공항 지역에 소음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

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를 이행하는 ‘고강동소음대책위원

회’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진행하는 주

민들의 대표 단체이자 소통 채널입니다.

1997년 국가로부터 소음 피해를 인정받은 것을 비롯해, ‘소음 및 진동관리법’ 재

정에 기여하는 등 피해를 공적으로 담론화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항공기의 소

음 제한과 주민들의 소음 피해 감소를 위한 방음창 설치, 항공기로 인한 주택의 외

관손상에 대한 보수 등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해결하였습니다. 최근, 혹서기에 항공소음으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는 불편함

을 해소하기 위하여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소

음에 대한 문제는 단지 삶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리 침해, 주민들의 난청문제, 항공기의 조명과 항공기 착륙 시의 고도에 따

른 심리적 문제 등 다방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는 장학제

도(고등학교 120명, 대학생 40명)를 비롯한 생활이 어려운 가정 돕기, 노인 무료

급식 지원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소음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고강동 주민들이 얻은 가장 큰 성과 중 하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초기 소통채널의 

부재로 공론화 하기 힘들었던 문제를 공적으로 인정받음은 물론, 서울지방항공청, 

김포공항본부장, 공항 인근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소음대책협의회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항공기 이착륙 안전지역설치를 대표적 사항으로 건

의했습니다. 공사는 그동안 주민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지속

적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만, 소음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

며, 중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변용순 부천시 고강동 소음대책위원회 
소음대책위원회 위원, 전 부천시 의원

권경자 부천시 고강동 소음대책위원회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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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녹색 경쟁력 강화 노력

World-Class 공항기업으로 도약하고 국제적 역량의 공항전문가를 육

성하기 위해 유럽 공항의 친환경 경영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경영전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 전문가 양성 및 글로벌 교류를 통해 역

량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감축실적 검증 등과 같은 과정 이수를 통해 

녹색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술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공

항연합(EAAA) 워킹 그룹 등 다양한 글로벌 포럼에 참여하여 해외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대기 및 공기 오염

대기오염 관리

김포공항은 대기질 자동측정망 설비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으며, 2013

년 김포공항의 대기질 측정 결과 SO2, NO2, CO, O3, PM-10에서 모두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공사 현장에는 

세륜 시설 및 방진망 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를 줄이고 있으며, 이동

지역 운행 차량 및 장비에 대해서도 분기/연도별로 배출가스를 측정하

고 있습니다.

* SO2 : 이산화황, NO2 : 이산화질소, CO : 일산화탄소, O3 : 오존, PM-10 : 미세먼지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실내 공기질 관리 

여객청사 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터미널 공기정화설비의 필터 교체

주기, 미세먼지 농도 모니터링 횟수 및 실내청소 상태 등을 철저히 관리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전국 공항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5.8㎍

/㎥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관리법상 기준에 17%에 해당하

며, 기타 유지기준 항목인 CO2, HCHO, CO 측정 결과도 모두 환경기

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PM-2.5(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농도를 측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 CO2 : 이산화탄소, HCHO : 폼알데하이드

참여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

지난 기간 동안 기념품을 나누며 홍보하는 

단순한 형태의 녹색캠페인을 벗어나 참여

(in)하고 함께(with)하는 한 단계 업그레

이드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 속에 방치된 땅에 꽃

과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게릴라 가드닝

(Guerrilla gardening)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지역

에 방치된 공유지 11개소에 대해 쓰레기 청소를 비롯하여 나무심

기, 벽화 그리기 등을 진행하였으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대

상을 수상한 정원사친구들과 함께 벽화 및 조경 디자인을 함께 진행

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녹색 캠페인을 진행함으로 공사의 이

미지 제고는 물론, 기후변화와 저탄소에 대한 메시지를 확산하고,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김포공항을 비롯해 김해, 제주, 대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

에서 녹색명절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귀성객이 집중된 

명절 연휴 공항 내에서 환경사랑 장바구니와 남은 음식 활용 그린 

레시피를 나눠주는 등 적극적인 녹색생활실천 제시하였습니다.

Case Study

게릴라 가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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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Our Business & Social Context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동반성장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

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다양한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각종 지속가능경영 표준 

및 평가 기준에 동반성장과 관련된 쟁점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범위 또한 협력회사로까지 확대되

고 있습니다.

Our Approach & 2013 Efforts

공사는 공정한 상생 협력관계 형성으로 지속가능경영

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문화 조성, 중소기업 활성화 지

원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의 핵심역

량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협력업체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지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상생문화 정착

•공정거래질서 확립

Future Action

공사는 협력업체 지원을 비롯한 중소기업 활성화, 상

생문화 정착 등 공정한 상생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공정

한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협력회사와의 

소통확대를 통해 협력회사의 요구 사안들을 경영활동

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협력업체 지원

협력업체 4대 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비

롯해 기술교육, 경영혁신기법, 사이버어학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혁신기법의 경우, 협력업체의 현재 수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혁신과 기술교육 등 맞춤

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지원

임직원의 역량 강화는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공사는 협력업체 임직원

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벤치마킹을 비

롯하여 기술습득 지원, 서비스 역량 교육, CS코치 양성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

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사이버 어학교육을 전체 협력회사로 

확대하였으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세계적 공항의 시설과 운영 흐름을 파악하도

록 돕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 

80%

협력업체 종업원 만족도 

82.5점

2013년 공공구매 

최우수기관선정

협력업체 4대 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

•공항간 상호교류

•우수시설물 견학

•제작사 단기교육

•전문강사 초빙교육

•경영수준 진단

•맞춤형 컨설팅

•어학능력 자기계발

•외국어 능력향상

경영혁신기법

협력업체 보유역량 발굴·확산

협력업체가 가진 핵심역량을 발굴하고, 지식의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자원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협력업체가 가진 현

장노하우, 업무매뉴얼 등을 시스템에 등재하여 이를 평가 및 보상할 뿐

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현장 노하우를 발굴하고 개별 협력업체가 가

진 지식이 사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BP(Best Practice) 대회를 진행하여 보유

역량을 발굴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협력업체 간 상호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도 확대

KAC형 4대 성과공유 모델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하여 성과공유제를 확

대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수준도달형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바탕으로 기

존 38개 업체에서 43개 업체로 지원업체의 수를 확대하였으며, 인센티

브의 지급과 함께 업체와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성과공유연구회를 구성하여 협력업체가 제안하는 

성과공유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업체가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

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직접 참여 확대

중소기업의 항행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탑승교 냉난방 장치, 탑승교 장비 등 신기술 개발과 기술의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시장진출과 해외수출을 함께 진행하고 있

으며, 이미 LED-PAPI(진입각 지시등) 공동개발, 터키/필리핀 항행안전

장비 수출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입찰참가 제한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집행이나 선금지급을 매년 확대하고 있

습니다.

공공구매 지원 강화

우선구매품목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업체, 사회적기

업, 자활용사촌,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총 302.5억원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13년 공공구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생문화 정착

협력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협력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통해 상생문화를 정착하고 있습니

다. 대표적으로 42개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

며, 반기 1회의 회의를 통해 공정거래 협약 체결, 정책공유, 건의사항 

등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스킨십 경영 강화를 위해 상생워

크숍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래를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협

력사 Day를 지정하여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위문활동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동반자적 인식을 강

화하고, 2013년 총 3,300여명의 공사 및 협력업체 임직원이 활동에 

참여하는 등 상생문화의 가치를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CNS 자산관리(이하 ‘기업’)는 김포공항 국내선, 국제선, 공사 본사 등 3곳의 전

력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대금지급에서부터 각종 복지에 이르기까지 

공사는 협력업체에게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급지급

에 대한 부분은 기업의 지속가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거래 기간 중 한번도 

이를 거스른 적이 없을 정도로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

라 각종 복지에 있어서도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장 근로자의 

피복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에 있어서도 탁월한 기능을 지닌 것으로 기업 임직

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공사 임직원과 차별을 두지 않는 현장에 대한 복

지 지원은 협력회사 현장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부심마저 들게 합니다. 이중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공사의 안전 기준 제시와 각종 산업재

해에 대비한 훈련 및 장비구매등의 노력을 통해 2013년 본사의 중대재해는 한 건

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협력회사와의 커뮤네케이션에 대해서도 적극적입니다. 동반

성장협의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갖추고 있으며, 공사 임직원과 협

력사 간의 협력사DAY 등의 진행을 통하여 공항의 공동체로 느끼도록 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공사와의 지속적 협력관계를 통해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함께 

참여하길 바라며, 다문화 가정 지원 등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공헌활동에도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정종서 과장
㈜CNS자산관리 현장대리인Interview

기술교육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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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을 위한 컨세션 임대 제도 및 유치

공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역량 있는 사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개선하

였습니다. 기존 최고가 낙찰방식에서 나

타난 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 입찰가격과 함께 사업계획을 고려

한 종합심사방식 입찰제도를 도입하였습

니다. 동 제도를 통해 상업시설 운영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어 사

업부실화를 방지함은 물론 공항이용객의 가격, 품질 등의 불만사항

을 해소하여 공사 전체의 서비스 품질의 보장과 사업의 내실화가 기

대됩니다. 또한, 정부의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따라 중

소, 중견 면세사업자를 김해, 제주, 양양공항에 유치하여 동반성장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는 한

편, 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Case Study

양양공항 면세점 인테리어 시안

협력업체 임직원의 복지향상

공사는 협력업체 임직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복지 프로그램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임직원이 보다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공

항 내 협력업체 임직원 대기실의 비품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 디자

이너를 통해 근무복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기존 3개사 173

명에서 5개사 240명으로 확대함은 물론, 뇌·심혈관 질환 및 근골격계질

환 예방과 금연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

니라 기본급 인상을 비롯해 휴양소 운영, 체력단력비 지원 등을 통해 협

력업체 임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 2013년 협력업체 만족도는 전년대비 20.4% 높아진 82.5점을 달

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질서 확립

제도개선을 통한 투명한 계약제도 강화

수의계약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실무위원회 위원과 외부평

가 위원 선임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제안평가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약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담합 방지를 비롯해 평가

기준의 명확화, 임금체불 금지 등 입찰 및 계약업무 기준을 정비하였습

니다. 또한, 공사는 “공정거래 협약서”를 계약 전 분야에 걸쳐 체결함으

로 계약 공정화의 표준을 마련하였으며, 동반자적 업무관계, 부당·불공

정한 계약관행 근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 실무 유경험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의 위촉을 통

해 계약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불법하도급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인 

Clean Airport를 개설하였으며, 포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도급 거래

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금거래 과정에서도 온라인 대금지

급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여 편법적 대금거래를 차단하고 상시 모니

터링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공항의 건설공사와 관

련된 32건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현황에 대한 특별 점검과 

계약대금 지급 실태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5년 연속 ‘전

국공항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ZERO”와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접수건’ 

“ZERO”를 달성하였으며, ‘계약대금 지체율’ “ZERO”를 달성하여 중소기

업 자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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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 Social Context

뛰어난 인재 확보전략 만큼이나 인재들이 건강하게 성

장할 수 있도록 소통을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충

하는 것을 단연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과 삶

의 균형과 가족친화경영,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

과 더불어,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과도한 복지에 대한 부

정적 시각에 따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Our Approach & 2013 Efforts

공사는 일과 삶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을 바탕으로 업무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HRD

비전을 재정립하는 등 전략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하

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간의 양방향 소통, 현장의 목

소리를 듣는 등 전사적 소통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노사가 상생하는 공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임직원의 소통 강화

•인재 육성

Future Action

‘소통하는 일터’, ‘자부심 있는 일터’, ‘신명하는 일터’라

는 GWP 전략방향에 부합하여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임직원과 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을 전계 할 것 입니다. 또한, 전략적인 인재

육성과 이러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문화기반을 창조

한 후, 경영비전 달성에 기여한 인적자원을 개발 할 계

획입니다.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일과 삶의 균형

GWP(Great Work Place, 임직원 만족경영) 추진 시스템을 개선하여 일과 삶이 양립가능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모성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비롯하여 공사 

가족친화제도의 현 수준을 진단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

을 획득하였습니다.

유연근무제 활용 임직원 

230% 증가

노사 소통 만족도 

85.6%

1인당 교육 시간

108시간

(2012년 대비)

2013 GWP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GWP 비전 변화와 도전을 향한 즐거운 일터 만들기

GWP 전략방향

중점 추진과제

점검체계

소통하는 일터

Trust KAC

자부심 있는 일터

Pride KAC

신명나는 일터

Fun KAC

•소통채널 확대

•직원 소통주간 운영

•칭찬릴레이 지속 시행

분기 실적점검 / GWP Trust Index 조사 / GWP 체감도 조사

•가족친화기업 인증

•유연근무제 활성화

•EAP 지속 시행

•임직원 건강증진

•GWP 게시판 운영

•가족배려 프로그램

•감성 만족 활동

•정시퇴근의 날 시행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제도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2013년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임직원은 총 129명으로 전

년대비 230.8%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차출퇴근형을 

비롯해 근무시간선택형과 집약근무형을 활용하는 임직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AC 워크 

스마트(Work Smart)를 도입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창의적 업무

처리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의 확

대와 함께, 모바일 오피스, 메신저 및 이메일 보고 등 지원방안을 활성

화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안전과 보건

직장인 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t Program)의 검사내

용을 다양화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

습니다. 특히, 직무, 재정, 양육 등의 상담주제로 진행하는 '스트레스 검

사'외에 '우울수준 검사'를 추가로 확대하였으며, 2013년 총 120회의 

상담 활동을 통해 전년대비 스트레스 위험군이 9%에서 4.5%로 감소

하였습니다. 또한, 분기 1회 유소견자 관리를 비롯해 뇌심혈관계 위험

도 평가와 근골격계 질환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과 운동프로그램, 

명상힐링, 맞춤형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소통 강화

소통 채널의 다양화

임직원간 직접 소통채널 운영, 직원 소통주간 운영, 칭찬릴레이 등을 시

행하여 임직원간의 양방향 소통,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등 전사적 

소통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향식 소통채널인 CEO우

체통을 비롯해 토론광장, 제안마당, GWP공모 등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진정성 있는 면대면 소통방식을 강화해 노사간의 

공감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Hot-Line을 비롯해 ‘소통·공감, 노·

사랑 1박 2일 워크숍’ 등 소통채널을 확대,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활동

을 통해 경영현안 과제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고충처리 활성화

통합 고충처리시스템를 운영해 임직원들이 보다 쉽게 고충을 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고충별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고충해

소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3년 통합 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 

총 76건의 고충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85.5%가 처리되었습니다. 고

충처리시스템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안건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처리되

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와 지역본부 단위의 노사협의회를 갖추고 있으

며,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총 48건의 안건을 접수했으

며, 흡연실 설치에서부터 휴가사용, 경영현황 공유 등 다양한 안건을 처

리하였습니다. 

전사적 소통문화 확산

•CEO우체통(On-line)

• CEO 인턴·청년과의 대화

• 사내자문위원 

간담회(임원)

•노사랑 1박 2일 워크숍

• 매월 둘째주 

소통주간 지정

-   공사 핵심가치(고객지향, 도전추구, 상생경영)에 

대해 토론후 GWP 게시판에 게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칭찬인물 선정

- 칭찬댓글 작성

- 우수댓글 포상(3명)

- 다음 칭찬인물 선정

임직원간 직접소통 직원소통주간 운영 칭찬릴레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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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

공사는 안정과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넘어 경영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성

과중심 보수관리, 복리후생 합리성, 소통·파트너십 강화, 원칙·효율 중

시라는 4대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전략실행과제를 수립 및 실

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6년 연속 무파업을 유지하고 노

사 소통 만족도는 전년대비 1.1% 상승한 85.6%로 나타났습니다.

인재 육성

신성장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공사는 선발체계에서부터 육성·지원, 활용계획, 성과평가에 이르기까

지 전문인력 육성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해외공항사업을 비롯하여 

공항안전, CSR 등 공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전문분야를 확대하였으

며, 전문인력 역량강화 과정을 신설하는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모를 통해 전문인력을 

선발하던방식과 함께, e-HRD를 활용하여 전문가 역량지수 분야별 상

위자를 선발하여 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2013년 공사의 전문 인력 수는 전년대비 26.6% 증가한 100명

에 이르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내교육, 사외교육, 해외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임직원의 역량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Open Lecture를 확대하여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소통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Mobile-learning 체계를 구축하여 임직원들의 교육기

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 논문발표, 개인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의무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하여 학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mployees are 
responsible for 
strengthening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입사에서 퇴직까지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신입사원의 경우, OJT 매뉴얼의 표준화와 멘토링의 강화 등을 통해 

회사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로 현업

중심의 신입사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문가 양성 중심의 경

력개발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직무 전문가 중심의 목표제시로 전 직원

의 참여동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돕기 위해 2013년 성공적인 롤모델을 초빙하여 여직원 대상 특강을 개

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여성 관리자가 

멘토가 되어 초급 여직원과 교류 및 노하우를 제공하는 ‘W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공사 가족친화제도의 현 수준을 진단하

고, 공사의 가족친화경영 의지를 천명하고

자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경영 인증

을 획득하였습니다. 휴가를 비롯한 남, 여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유연근무 현황, 여

성휴게실, 출산장려금 등 공사의 다양한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사용현황과 수준을 점

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제도 활용을 더욱 강화하

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공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Case Study

가족친화경영인증

역량 중심의 열린고용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학력이나 어학, 자격증을 넘어서 

나만의 스토리, 어울림과 울림, 회복과 도

전, 탁월함과 성취를 평가하여 인재를 선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용과정에

서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류상

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리더십, 비전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차별을 해소하였습니다. 2013년 총 4명을 정규직으로 전

환하였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음대책지역 거주

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발기회를 확대하여 채용과정에서의 사

회형평을 강화하였습니다.

Case Study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노사의 상생을 위하여 서로의 신뢰를 바탕

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과의 협의를 통하여 장시간의 연장근무 시간에 노출된 현장 직원의 열

악한 근무상황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4조 3교대의 근무 체계의 도입

과 필요 인력의 충원을 통해 업무능률의 향상은 물론, 근무 피로도에 따른 안전사

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무직원의 정시퇴근을 위해 각종 캠페

인을 실시하고, 인식 저변을 확대하여 업무능력을 향상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일

과 삶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또한, 지방으로의 순환보직에 따른 주거문제

를 비롯하여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복지 처우 개선 등

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직원 모두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

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간담회 등과 같은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임직

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CEO에게 직접 전달되는 ‘CEO우체통’을 

개설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고충을 경영층과 직접 공유하여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

다. 공사 경영에 있어 경영층의 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노조 또한 경영층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요한 사안을 해결해 나가고. 공사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통과정에서 공사의 설립 목적인 공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지향하겠습니다.

나종엽 위원장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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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Our Business & Social Context

최근 사회공헌은 단순기부활동을 넘어 기업의 경영활

동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이익과 사회 

환경의 상생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은 적극적인 사회공헌 

수행을 통하여 기업과 사회 공동의 발전을 지향할 수 

있으며, 더불어 지속가능한 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

동 참여를 통해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Our Approach & 2013 Efforts

공사의 설립목적과 업무 특색에 부합하는 사회공헌활

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가항공의 활성화 등

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적 

신뢰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항특성과 항공업무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KAC 특화 사회공헌활동

•전사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

Future Action

공사는 사회공헌을 단순한 활동에 그치지 않고 공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

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지원 등을 통해 공사와 사회의 공유가치 창출을 도모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공사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

출에 발맞추어 글로벌 사회공헌활동도 보다 확대할 계

획입니다.

공항특성과 항공업무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항공기 소음지역에서의 행복한 삶 보장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TV수신료 지원, 전기료 지원 등 소음대책 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

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친화적 사회공헌활동 

전개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음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

원을 비롯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마을회관, 도서관 설치 등을 통해 

주민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로 포장, 공용창고 건립, 농업용 수로 및 양수기

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투자 금액

632억원

1인당 봉사시간

20.2시간

교육부 주관 교육기부 

대상수상 게릴라 가드닝

항공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

공사는 2011년부터 교육 기자재 지원을 통해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지

원하고 있으며, 항공산업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교육훈

련용 단발 항공기 도입 지원과 소형무인항공기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조종 우수 인력과 무인항공기 시스템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World-Class 지구촌 사랑나눔

산업 특성에 맞는 나눔 활동을 통해 글로벌 공사 이미지를 제고하였습

니다. 2001년부터 개발도상국의 항공 종사자를 초청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3년 44개국 85

명의 인력이 6개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라퀸딩간 공항 

인근에 교육시설을 지원하는 등 향후 진출지역에 대한 사회공헌을 강화

하여 공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KAC 특화 사회공헌활동

미래세대를 위한 전문지식 나눔활동

미래세대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사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오감’ 만족 교육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을 바

탕으로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3.0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주요내용 참가자

내 꿈을 띄우는

하늘캠프

관제시뮬레이션 실습 / 모형항공기 제작실습 / 

항행·통신 등 진로탐색
32명

하늘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항공기 항행절차 이해 / 비행의 원리 이해 / 

관제탑·레이더 등 견학
64명

공항별 직업체험

프로그램

김포·김해·광주공항 / 보안검색·소방대·상주기관/ 

업무체험 등 직업체험
1,855명

푸른꿈 날개달고

떠나요

김포공항 주요시설 견학 / 대한항공 통제센터, 

제주 / 정석비행장 조종실습 등
36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공항 운영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대표 사회공헌 사업입니

다. 특히, 다문화가정 공부방 개선사업과 다문화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사업을 진

행하고 있으며, 2013년 한해 동안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8세대에게 공부방을 선물하였습니다. 책상, 컴퓨터 등 아동들이 공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본 사업을 통하여, 평소 학습 시간이 30분 미만이었

던 아동들이 공부방 개선 후 책상에 앉아 평균 2시간씩 학습을 몰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013 다문화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일곱빛깔 무지개’에서

는 총 138편의 응모작이 접수되어 대상을 포함해 총 16명의 수상자가 선정되기

도 하였습니다. 수상작은 책자로도 배포되어, 우리 주변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에피소드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회공헌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매년 새로운 사회공헌활동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

는 기업이 많은 데에 비하여, 한국공항공사는 명확한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을 가

지고 기업의 특성을 잘 살린 ‘다문화가정 지원’이라는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안

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의 사회공헌 중장기 로드맵을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상생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만

큼, 현재와 같이 꾸준한 활동을 하신다면 사회공헌활동 대표 우수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실 걸로 기대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지원 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등 기업

의 사회적 책무와 기업 특성을 잘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안정화 단계에 이른 다음에는 사회공헌활동의 대상자 및 지역의 확대, 

사업 내용의 다각화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좀 더 넓혀 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라현민 팀장 
어린이재단 나눔사업팀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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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

사회복지

저소득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주택 리모델링, 사랑의 김장김치 및 쌀 나

눔, 소외계층 급식지원, 주거환경개선 및 1사1촌 마을 봉사 등 다양한 사

회복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

공항인근학교 시설 보수 및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 배구부, 육상부, 배드

민턴부 등 우수운동부 후원, 초등학생 공항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등 교

육, 문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

종이컵 재활용 캠페인, 지구촌 전등끄기, 에너지의 날 행사, 공항 이용

객과 함께하는 녹색명절 만들기 캠페인, 에너지사랑 나누기 운동 실천, 

제주올레길·문화재 보존활동 및 산·바다·하천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환경

보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자발적 모금 및 기부

사내 매칭그랜트 제도를 활용하여 기부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체 

93%의 임직이 참여하여 공사와 임직원이 9,876만원의 기금을 조성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기증품을 판매해 그 수익금으로 이

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social
responsibility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공항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잇는 물리

적 공간이자, 다양한 나라를 잇는 정서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항을 관리하고 운영

하는 공사의 특징을 살려 2010년 모국방

문 후원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다문화가

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역량이 강화됨은 물

론, 외부 고객의 24.6%가 공사의 대표 사회공헌으로 ‘다문화 지원

사업’을 꼽을 정도로 이제는 공사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공사의 다문화 지원사업은 타 기관 및 기업과 차별이 있습니다. 바

로 가정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과 국가와 지역사회가 다문화가정 

포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여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통합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Case Study

➊ 캡션요청

➋ 게릴라 가드닝

➌ 다문화 공부방

➍ 캡션요청

➎ 캡션요청

➏ 캡션요청

➊

➋

➌

➍

➎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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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
Distribution

주요 재무실적

공사는 6,827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매출액 6,506억원에 비해 4.9%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1,501억원, 당기순이익은 1,286억원을 각각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운영 실적

2013년 공사의 여객수송량은 44,653천명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으며, 운항 횟수 또한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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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재무지표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

16.38 14.44 4.93

순이익증가율 107.09 34.01 (6.97)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3.01 3.85 3.33

자기자본순이익률 3.27 4.25 3.69

안정성

유동비율 394.16 282.58 469.03

부채비율 9.49 11.06 10.65

자기자본비율 91.33 90.04 90.38

생산성 총자본투자효율 11.41 12.52 12.03

* 공시기준 변경에 따라 일부 수치가 2013 보고서 대비 수정되었습니다.

요약 재무상태표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자산

유동자산

억원

5,685 6,510 7,685

비유동자산 29,287 30,259 32,858

자산총계 34,972 36,769 40,543

부채

유동부채 1,443 2,304 1,639 

비유동부채 1,588 1,359 2,264 

부채총계 3,031 3,663 3,902

자본

자본금 20,924 20,933 23,557

기타 11,017 12,173 13,085

자본총계 31,941 33,106 36,641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여객수송량
국내선

천명
41,990 43,174 44,653

국제선 8,334 9,609 10,504

화물수송량
국내선

천톤
555 522 496

국제선 146 158 158

운항횟수
국내선

편
298,131 305,212 316,862

국제선 55,884 65,714 74,403

정부 보조금 수혜 실적

정부의 보조금은 전액 소음피해대책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경제가치 창출 및 분배

공사는 경영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가치를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고르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된 가치는 약 13,444억원 입니다.

연구개발

공사는 공항의 주요 시설인 항행시설 및 공항 인프라에 대하여 연구개발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공

항의 주요 시설 및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공항의 안전과 여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R&D 기

술의 사업화 추진을 통하여 창조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원)

이해관계자 내용 단위 2011 2012 2013

주주 배당금

억원

309 389 375

고객 매출액 5,685 6,506 6,827

협력업체 구매 및 용역 비용 3,177 3,415 3,724

임직원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1,363 1,521 1,529

정부 법인세 334 403 357

지역사회 기부금 및 사회공헌활동비용 409 525 632

전체 11,277 12,759 13,444

economic Performance & Distribution Human and Labour Rights Customer, Supply Chain,
Social relations

Environmental Management

사업별 매출비중

 항공운송사업     컨세션사업

 해외공항사업     R&D 사업     기타 사업

(단위: %)

2

0

56

30

12

2013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1 2012 2013

5,685 

6,506 
6,827 

R&D 투자예산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57
67

40

특허출원 건수 (단위: 건)

2011 2012 2013

20
27

42

2011 2012 2013

1,268

1,641 1,501

2011 2012 2013

1,032 
1,382 1,286 

2011 2012 2013

200 183

160

정부 보조금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11,277 12,759 13,444

경제가치 창출 및 분배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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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

2013년 말 기준 한국공항공사에는 정규직 1,705명을 비롯한 전체 1,7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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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력, 나이, 성별차별을 철폐하고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하며, 철저하게 능력중

심 인재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소음대책지역거

주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에 대해 채용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총 122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이 중 여성 28명, 지역인재 55명, 이공계는 7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노동 및 강제 노동 근절

국제노동기구(ILO)의 ‘아동노동금지협약’ 및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노동표준 분야 원칙을 준수합니

다. 설립 이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정책을 위반한 사례는 없으며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황

교육 현황

임직원 역량진단을 통해 교육니즈를 발굴하고,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역량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내교육, 사외교육, 해외교육, 사이버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총 4,961명이 이수

하였습니다.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교육

남녀 차별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직장 내 소수인력인 여성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

해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업무수행 중 인권침해소지가 큰 보안업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절차 및 요령습득과 헌법 및 

형사법이 규정한 인권보호조항 교육을 받도록 하여 인권침해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총 315명의 보안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집체교육 1회와 동영상 

및 온라인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 및 보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사를 포함한 총 5개의 산업안전보건위

원회를 구성하여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조정심의 또는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운영하고 있

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개최실적은 

본사 1회, 서울지역본부 4회, 부산지역본부 4회, 제주지역본부 4회, 항로시설본부 4회 입니다.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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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터 최종 근무성적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상호작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및 프로세스를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평가자의 평가 수용도 제고와 연

중 상시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출산휴가 후 업무 복귀율 및 보유율

공사는 임직원들이 임신,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유연근

무제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현황 (2013년 12월 말 기준)

Economic Performance & Distribution Human and Labour Rights Customer, Supply Chain,
Social relations

Environmental Management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전체임직원(정원)

명

1648 1683 1729

고용별 정규직 1630 1655 1705

무기계약직 5 6 7

비정규직 13 22 17

연령별 직원분포 10~19세 0 9 22

20~29세 57 67 131

30~39세 266 237 237

40~49세 880 865 817

50~59세 444 504 522

60세 이상 1 1 0

사회적 소수계층 여성 임직원 명(%) 100(6.1%) 113(6.8%) 144(8.4%)

여성 관리자 비율(%) 5(0.31%) 5(0.30%) 5(0.29%)

장애인 명(%) 56(3.4%) 55(3.3%) 58(3.4%)

신규채용 전체

명

39 48 122

장애인 3 - 3

여성 9 17 28

고졸 - 11 24

이공계 26 25 71

지역인재 15 17 55

이직 이직률 % 0.43 0.36 0.23
산업재해 발생률 (단위: %)

2011 2012 2013

성과평가 적용비율 (단위: %)

2011 2012 2013

1인당 교육시간 (단위: 시간)

2011 2012 2013

55.3

83.2
108

윤리교육 시간 (단위: 시간)

2011 2012 2013

25
32.7

19.8

2011 2012 2013

2

4 4

2011 2012 2013

1 1 1

2011 2012 2013

육아휴직 신청자 (단위: 명) 육아휴직 신청 남자직원 (단위: 명) 육아휴직 복귀율 (단위: %)

100 100 100
100 100 10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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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지원

합리적인 복리후생제도 운영

공사는 직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 및 건강증진’, ‘교

육 및 문화생활’, ‘생활안정’, ‘경조사 및 재해부조’의 분야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3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규 취득,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기업’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복지 

만족도는 4년 연속 향상되었습니다.

노사관계

법률과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을 방

해하거나 탈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고충처리 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

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공사는 경영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협력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분배하고 있습니다. 

2013년 총 2,079억 원을 구매하였으며, 전년대비 5.62% 증가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가입률 (단위: %)

2011 2012 2013

99.2 99.5
99.6

직원복지 만족도 (6점 만점)

2011 2012 2013

4.19 4.23
4.32

2011

2012

2013

1,737

1,962

2,079

80.6%

83.8%

80%

물품 구매 및 하도급 계약 (단위: 억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

협력회사 현황 

공사는 다양한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3년 공사와 계약관계

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 수는 42개 이며, 신규 협력업체는 10개 입니다.

협력업체와의 거래

구매 및 하도급 계약

공사는 경영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협력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분배하고 있습니다. 

2013년 총 3,724 억원을 구매하였으며, 전년대비 8.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협력업체 및 신규 협력업체 수 (단위: 개)

 주요 협력업체 수      신규 협력업체 수

2011

2012

2013

물품 구매 및 하도급 계약 (단위: 억원)

 물품 구매 금액      하도급 계약 금액

2011

2012

2013

3,177

3,415

3,724

2,155

2,340

2,611

1,022

1,075

1,113

42

44

42

11

5

10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건수 건 24 24 22

참여기업 개 14 24 23

R&D 기술사업화 예산 억원 56.9 128.3 96.8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사업건수 건 3 5 12

협력 민간기업 수 개 3 6 13

사업규모 억원 89.9 148.6 169.9

시장 공동진출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선금지금
억원

571 144 151

공공구매론 8.1 13.4 14

금융 지원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지원대상 기업 개 1 2 9

수출계약 담금액 억원 82.7 82.8 121.9

해외수출 지원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역량강화 지원 건 4 10 20

역량강화 지원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만족도 점 64.9 68.5 82.5

협력업체 종사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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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사용

체계적인 물 사용량 관리를 위해 2011년 시범 도입한 ‘물 절약 목표관리제도’를 2012년부터 본격

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중장기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물 절약 추진을 위해 절수장

치 설치 확대, 수압조절, 누수배관 점검 강화, 우수설비 설치, 오수처리 방류수 활용, 중수도 활용 확

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사별로 추진한 실적은 에너지 절약평가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여객 및 시설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

고 있습니다.

Customer,
Supply Chain and 
Social Relations

고객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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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습니다. ‘하늘소리’에 등록된 의견은 48시간 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진행 상황을 문자메

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자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하늘소리’를 통해 총 1,38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평균 처리시간은 23시간 13분, 

48시간 내 처리율은 97.88%, VOC 처리 만족도는 79.4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Economic Performance & Distribution Human and Labour Rights Customer, Supply Chain,
Social relations

Environmental Management

Environmental
Management

에너지 사용

2013년에도 공사는 에너지 사용설비의 효율적 운영,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친환경 기기의 도입, 

각종 시설개선과 임직원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활동 등을 바탕으로 항공기 운항편수 및 여객증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과거 년도 대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단위: TJ)

2011

2012

2013

직접에너지 (  연료     차량)     간접에너지 (  전기)

(단위: Ton)용수 사용 및 재활용

2011

2012

2013

 시수      지하수      중수

14.4%

16.5%

15.2%

에너지 사용량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공공기관고객 

만족도(PCSI)
점

96.4

(우수)

91.9

(우수)

96.3

(우수)

협력업체 종사자 만족도

*   김포, 김해, 제주공항의 평균 출국 소요시간 
(출국 소요시간= 탑승수속+신분검색+출국심사)

구분 2011 2012 2013

여객 출국  

소요시간
- 11분 20초 8분 3초

최적의 탑승환경 제공

항공안전

항공기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시설, 차량, 장비, 인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함 으로써 

2013년 지상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조류충돌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조류퇴치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0 0 0

사회공헌활동 현황 

공사는 다양한 사회공헌을 진행중입니다. 총 봉사시간은 34,973시간, 1인당 봉사시간은 20.2시

간 입니다.

*   연중 10,000회의 항공기 이동마다 
발생하는 야생동물 충돌횟수

(단위: 건)(단위: 건) (단위: %)공항안전사고 항공기 정시운항률 조류충돌*

총 봉사시간 (단위 : 시간) (단위 : 시간)1인당 봉사시간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98.69
98.34

99.03

2011 2012 2013

27

46 48

2011 2012 2013

26,269

32,341
34,973

2011 2012 2013

15.6
19 20.2

1,123

1,119

1,090

912

919

893

1,121,561

1,027,769

1,041,303

369,032

327,442

317,213

591,098 161,431

530,410 169,917

566,170 157,920

184

175

170

27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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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 및 수질 관리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해 공항별로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김포·

제주·청주공항에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측정업체를 통해 각 공항별

로 수질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

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우 시 계류장 지역 등에서 발생되는 유분을 포함한 초기 빗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김포공항의 경우 수질자동측정망

을 통해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및 생태계 보존

항공유, 난방용 보일러등유 등 유류저장시설 운영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 및 배관

부위와 주변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누출검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적 안전점

검을 통해 검사결과를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관찰 및 보고된 토양오염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 상시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연생태

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데이터 산정 범위: 김포, 제주,청주공항

** 데이터 산정 범위: 김포공항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전체 폐수량* Ton 492 351 369

SS**
㎎/ℓ

6.1 6.1 6.3

COD** 4.9 5.2 7.6

제품,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환경 영향

출퇴근버스 및 공항 내 셔틀버스 운행, 임직원의 차량 요일제 운행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용 차

량은 친환경차량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임직원 이동에 따른 중대한 환경영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항시본, 항기원 제외량

(단위: Ton)폐기물 배출량

2011

2012

2013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3,533

2,863

3,160

3,409 124

2,757 106

3,073 87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에 따른 평균(‘07~’09) 배출량

(단위: tCO2)온실가스 배출량

2011

2012

2013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공사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대응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친환경 녹색공항을 조성하여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온실가스를 매년 감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폐유, 폐산 등의 지정폐기물은 종류별로 별

도의 보관시설을 갖추어 보관한 후 허가된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58,954

58,558

57,145

11,689 47,265

10,966 47,592

10,878 46,267

환경투자

2013년 공사는 친환경을 녹색공항 실천을 위한 환경투자 금액으로 66.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효율·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부문에 31.1억 원을 비롯하여 LED 조명사업 8.8억원, 녹색구매 

22.4억원, 친환경차량 구입에 3.8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환경 투자 금액 (단위: 억원)

고효율·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LED 조명사업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50.2

14.9

31.1

13.5

26.3

8.8

녹색구매 친환경차량 구입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2.3

26.3

22.4

4.9

4.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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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주식회사 DNV 인증원 (이후 ‘DNV’)는 한국공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2014 한국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후,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

였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정보의 수집, 분석, 통합 및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DNV의 책임은 계약 내용 및 합의된 업

무 범위에 한정됩니다. 한국공항공사 보고서의 독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증 범위

DNV 검증 업무는 2013년도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DNV의 검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의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리, 사회적 이슈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관련 데이터

•GRI G3.1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용 및 품질 정의 원칙에 대한 평가, GRI 적용 수준 확인

•재무데이터의 경우, 한국공항공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로부터 재무 관련 데이터가 올바르게 추출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제한사항

검증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취합, 제공한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확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증을 위해 제공된 데이

터는 원본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으며, 주로 보고서 작성을 위해 편집된 형태였습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중 한국공항공사가 아닌 제3자의 지속가

능경영, 성과 및 보고 관행과 경제전망, 시장 예측 부분은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재무 정보 및 데이터는 금번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무 데이터를 포함한 경제 성과는 한국공항

공사의 내부문서와 회계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대비하여 검증되었습니다. 검증은 심사팀에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

하며 원본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팀의 결론은 한국공항공사 담당자에 대한 면담과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공한 표본 문서

들의 검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검증 방법론

검증 활동은 DNV 검증 프로토콜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검증 활동의 일부로 검증 심사팀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공한 문서, 데이터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표본추출 방식의 심사로 중간수준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증은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2014년 7월에서 8

월의 기간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업무 담당자들과 면담

•서울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방문

•DNV가 요청한 관련 문서, 데이터 및 기타 정보 및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공한 관련 문서, 데이터 및 기타 정보의 확인

•보고서에 기술된 지속가능경영 관련 방침의 이행과 이의 감독을 위한 한국공항공사의 체제 검토

•한국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 방식, 성과 및 방침 준수 상태와 관련된 내부 의사소통자료 및 외부 언론 보도 내용들의 검토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 통합, 분석

결론

검증활동을 수행한 결과, DNV는 보고서가 공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증 활동을 통해 DNV는 보고서

가 GRI G3.1 에서 요구하는 ‘A+’ 적용수준을 만족함을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인 의견과 관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해관계자 포괄성

한국공항공사는 지속가능경영 이슈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해관계자 목록과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

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임직원, 정부 및 유관기관, 고객, 지역사회, 협력업체의 5개 이해관계자 그룹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해관계자 그룹의 구성현황과 전략방향, 이해관계자별 관련이슈 그리고 의사소통 채널 및 그 활동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공

항공사는 직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의사소통 및 참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요성

한국공항공사는 3단계 방법론을 통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Step1에서는 내외부 이슈를 확인하고, Step 2에서 이해관계자의 관심도와 조

직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Step 3에서는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8가지의 중요이슈를 도출해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공항공사의 활동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과 이해관계자들에 관련성이 높은 이슈들에 대한 성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완전성

한국공항공사의 보고 범위는 전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요한 주제와 지표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품질 원칙 보고서 내 데

이터와 정보는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을 통한 성과 비교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다음은 한국공항공사 경영진에 제공된 관찰 및 개선사항을 추가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본 사항들은 보고서에 대한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

며, 지속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공됩니다.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공식적인 내부 평가 프로세스 수립 및 운영

적격성 및 독립성

DNV는 지속가능보고서 검증을 포함한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NV의 환경 및 사회 검증 심사 전문가들은 전세계 약 

100여개 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DNV는 본 성명서를 제외하고 보고서 작성 내의 기술내용과 데이터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

니다. DNV는 검증 프로세스 동안 이해관계자 면담 시 중립성을 유지했습니다. DNV는 본 성명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조직에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2014년 8월, 서울, 대한민국

안 인 균

대표이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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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번호 내용 Page 보고율 비고

공통지표

전략과 분석

1.1 CEO 메시지 4, 5 ●

1.2 기회와 도전
4, 5, 22, 26, 30, 

34, 37, 42, 46, 50
●

기업 프로필

2.1 기업명 10 ●

2.2 주요 제품과 브랜드 10 ●

2.3 운영 구조 10, 11 ●

2.4 본사 위치 10, 11 ●

2.5 주요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10, 11 ●

2.6 소유 구조와 법적 형태 10 ●

2.7 영업 시장 11, 24, 25 ●

2.8 기업 규모 10, 11 ●

2.9 보고 기간 중 기업규모, 조직 구조, 소유 구조에 일어난 중대한 변화 - ● 보고기간 중 중대변화 없음

2.10 수상 내역 76 ●

기업 프로필

3.1 보고 기간 About this report ●

3.2 최근 보고 일자 About this report ●

3.3 보고 주기 About this report ● 매년

3.4 보고서와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About this report ●

보고 프로필

3.5 보고 내용 결정 프로세스 18 ●

3.6 보고 경계 About this report ●

3.7 보고 범위와 경계의 제한 About this report ●

3.8 정보의 비교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고 경계 About this report ●

3.9 데이터 측정 기술과 계산의 근거 - ●
계산치나 추정치 등 특별히 주의

가 필요한 경우 주석으로 표기

3.10 이전 보고서에 제공한 정보의 재조정 - ●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

주석으로 표기

3.11 보고 범위, 경계, 혹은 측정 방법 등의 중대한 변화 - ●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

주석으로 표기

GRI 인덱스 3.12 GRI Content Index 70~73 ●

검증 3.13 제 3자의 검증에 대한 정책과 최근 관행 68, 69 ● 18, 68, 69, 70~73

지배구조

4.1 기업 지배구조 14, 15 ●

4.2 이사회 의장과 CEO겸임 여부 14 ●

4.3 이사회 구성 14 ●

4.4 주주와 종업원이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 14, 15 ●

4.5 기업 성과와 이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 간 연계 14, ●

4.6 이해관계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한 이사회 수준의 프로세스 14, 15 ●

4.7 경제, 환경, 사회 부문 전략을 이끄는 이사의 전문성 결정 프로세스 14 ●

4.8 경영 원칙 12 ●

4.9 이사회가 경제, 환경, 사회 성과를 관장하는 절차 14, 15 ●

4.10 이사회의 성과 특히 경제, 환경, 사회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14, 15 ●

외부참여

4.11 사전 예방을 위한 접근법 혹은 원칙을 달성하는 방법
22, 26, 30, 34,  

37, 42, 46, 50
●

4.12 기업이 준수하고 있는 외부의 경제, 환경, 사회 헌장, 원칙, 이니셔티브 74, 75 ●

4.13 산업, 국가, 국제 기구 가입 현황 76 ●

● 완전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N/A 해당없음 ● 완전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N/A 해당없음

4.5 : http://www.airport.co.kr/mbs/www/subview.jsp?id=www_020206000000 EC3 : http://www.airport.co.kr/mbs/www/subview.jsp?id=www_020212000000, EC5 : http://www.airport.co.kr/mbs/www/subview.jsp?id=www_020208000000

● 완전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N/A 해당없음

지표 번호 내용 Page 보고율 적용항목

경제지표

경제성과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56, 57 ●

EC2 기후 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39, 40 ●

EC3 연금 지원 범위 ●

EC4 정부보조금 수혜 실적 57 ●

시장지위

EC5 주요 사업장의 현지 법정최저임금 대비 신입 사원 임금 비율 ●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 N/A 보고범위를 국내로 한정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 및 현지 출신 고위 관리자 비율 - N/A 보고범위를 국내로 한정

간접 경제효과
EC8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과 효과(지원 형태 구분 포함) 50~53 ●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영향의 범위 포함) 26~29, 57 ●

환경지표

원료
EN1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 N/A

EN2 재생 원료 사용 비율 - N/A

에너지

EN3 1차 에너지원 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63 ● 

EN4 1차 에너지원 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63 ●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39, 40 ◐

EN6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에너지 기반 제품/서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39, 40 ◐

EN7 간접 에너지 절약 사업 및 성과 39 ◐

용수

EN8 공급원별 총 취수 량 63 ● 

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63 ●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63 ◐

생물다양성

EN11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 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 및 크기
65 ●

EN12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에서의 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65 ●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 N/A

EN14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 조치 및 향후 계획 - N/A

EN15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 자연 보존 연맹(IUCN) 지적 멸종위기(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 위기종의 수 및 멸종위험도
- N/A

대기배출물 및 

폐수, 폐기물

EN16 직, 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64 ●

EN17 기타 간접 온실 가스 64 ◐

EN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39, 40 ◐

EN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 ● 발생 건수 없음

지표 번호 내용 Page 보고율 비고

이해관계자 

참여

4.14 참여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21 ●

4.15 참여 이해관계자를 식별, 선택하는 근거 2013 SR 18, 19 ●

4.16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접근법 2013 SR 18, 19 ●

4.1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주요 주제와 관심사, 그에 대한 대응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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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번호 내용 Page 보고율 적용항목

대기배출물 및 

폐수, 폐기물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0, 41 ●

EN21 최종 배출지 별 폐수 배출량 및 수질 65 ●

EN22 형태 및 처리방법 별 폐기물 배출량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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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24
바젤 협약 부속서 Ⅰ,Ⅱ,Ⅲ,Ⅳ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반입/반출/처리량 및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 N/A

EN25
보고 조직의 폐수 방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이름, 규모, 보호 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65 ●

제품 및 서비스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37~41 ●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 N/A 산업의 특성상 관련 없음

법규 준수 EN28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 전적 제재 건수 - ● 발생 건수 없음

운송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영향 64 ●

전체 EN30 환경 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65 ●

노동지표

고용

LA1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58 ●

LA2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 (연령층, 성별 및 지역별) 58 ●

LA3 임시직 또는 시간 제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주 사업장 별) 47, 59 ●

노사관계
LA4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60 ●

LA5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 기간 ( 단체 협약 명시 여부 포함) 2013 SR 66 ●

직장보건 및 

안전

LA6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 59 ●

LA7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건수(지역별) 59 ●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상당,  

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47 ●

LA9 노동 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 사항 47, 59 ●

교육 및 훈련

LA10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59 ●

LA11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직원 지원을 위한 직무 교육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48, 49 ●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직원의 비율 59 ◐

다양성 및 

평등기회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 현황(성, 연령, 소수 계층 등 다양성 지표 기준) 58 ●

LA14 직원 범주 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비율 58, ●

LA15 육아출산 휴가 이후 업무 복귀율 및 보유율 58 ●

사회지표

지역사회

SO1
업무 활동의 시작, 운영, 종료 단계에서 지역 사회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범위 및 실효성
50~53 ●

SO9 지역사회에 중대한 잠재적 혹은 실제적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50~53 ●

SO10
지역사회에 중대한 잠재적 혹은 실제적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예방 및  

완화 수단
50~53 ●

부패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16, 17 ◐

SO3 반 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16, 17, 59 ●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16, 17 ●

공공정책
SO5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 N/A 보고범위의 특성상 관련 없음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 N/A 보고범위의 특성상 관련 없음

경쟁저해 행위 SO7 부당 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결과 16, 17 ●

법규준수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16, 17 ●

● 완전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N/A 해당없음 ● 완전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N/A 해당없음

지표 번호 내용 Page 보고율 적용항목

인권지표

투자 및 

조달관행

HR1 인권보호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협약 건수 및 비율 - N/A 산업의 특성상 관련 없음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의 인권 심사 비율 44, 45 ●

HR3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시수 (교육 이수 직원비율 포함) 59 ●

차별 금지 HR4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58 ● 발생 건수 없음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업무 분야 및 해당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60 ●

아동 노동 HR6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59 ●

강제 노동 HR7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59 ●

보안 관행 HR8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59 ●

원주민 권리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37, 38, 50 ●

HR10 인권 감독 및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 및 수 16, 17 ●

HR11 공식적인 불만전달 메커니즘을 통해 소송제기/대응/해결되는 인권 관련 불만사항의 수 16, 17 ●

제품책임

고객 건강 및 

안전

PR1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프 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30~33 ●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 발생 건수 없음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제품/서비스의 비율 - N/A 산업의 특성상 관련 없음

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 링과 관련된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결과 유형별) - N/A 산업의 특성상 관련 없음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 만족 관련 활동 36, 62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PR6
광고, 판촉, 스폰서 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34~36 ●

PR7 광고, 판촉, 스폰서 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 발생 건수 없음

고객개인정보 

보호
PR8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 ● 발생 건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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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지표

AO1 연간 이용승객 수 57 ●

AO2 연간 항공기 이동 횟수 57 ●

AO3 수하물 총 톤수 57 ●

AO4 적용가능한 규제기준을 반영한 빗물의 수질 65 ●

AO5 규제제도의 오염농도에 따른 대기질 수준 40, 41 ●

AO6 항공기와 포장도로의 제빙액/방빙액 - N/A
525톤(2013년, 김포공항  

전지역 사용량)

AO7 소음 영향권 지역 거주민의 수와 비율(%) 변화 3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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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경제적으로 변화를 겪은 이주민의 수와 이들에게 제공된 보상
- ● 이주 건수 없음

AO9 연중 10,000회의 항공기 이동마다 발생하는 야생동물 충돌(wildlife strikes) 횟수 62 ●

GRI Index

LA14 : http://www.airport.co.kr/mbs/www/subview.jsp?id=www_02020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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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 ISO 26000

한국공항공사는 2007년 10월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입 이후 매년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10대 원칙의 이행 결과

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촉진하고자 

‘Communication on Progress(COP)’ 규정을 정교화하였으며, 공사는 새롭게 발표된 COP 규정에서 정한 ‘Advanced 

Level’ 기준에 따라 201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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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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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는 ISO26000을 준수하고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No. UNGC Advanced Level GRI 3.1 Reporting Page

1 글로벌콤팩트 이행의 전략적인 측면에 대한 최고경영층 및 이사회 수준의 논의를 서술합니다. 4.1~4.8 15

2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4.9~4.10 14, 15

3 모든 중요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서술합니다. 4.14~4.17 19

4 폭넓은 유엔 목표와 이슈를 지지하기 위한 활동을 서술합니다. 4.12 74

5 인권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HR1, HR3~HR4, LA4, LA9 47, 58, 59, 60

6 인권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HR11 16, 17

7 인권 원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SO4 16, 17

8 인권에 대한 표준화된 성과 지표(GRI 포함)를 적용합니다. HR3~HR4 58, 59

9 노동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LA1, LA3~LA4 47, 58, 59, 60

10 노동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LA9 47, 59

11 노동 원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LA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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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10~LA11, LA13
58, 60, 69

13 환경경영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EC2 39, 40

14 환경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EN26 37~41

15 환경경영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EN26 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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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18, EN22, EN27, EN30
63~65

17 반부패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SO4 16, 17

18 반부패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SO2~SO3 16, 17, 59

19 반부패의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HR11, SO4 16, 17

20 반부패에 대한 표준화된 성과 지표(GRI 포함)를 적용합니다. SO2~SO4, SO7~SO8 16, 17, 59

21 가치사슬 내에서 글로벌콤팩트 원칙 이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HR1, HR2, HR3 44, 45, 59

22 기업의 프로필과 운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1~1.2, 2.1~2.10 4, 5, 10, 11, 24, 25, 76

23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시를 포함합니다. 3.1~3.13 18, 68, 69, 70~73

핵심주제 주요 이슈 관련 GRI지표 공개수준 

6.2 조직 거버넌스 6.2.3 완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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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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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완전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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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현황 조직도/연혁

대외수상 및 인증실적

대외수상 실적

수상명 수여기관(업체)

한국서비스품질인증(한국공항공사,김포,김해,제주공항) 산업통상자원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내 꿈을 띄우는 하늘캠프) 여성가족부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4년 연속 AAA(최고등급) 획득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 선정 국토교통부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가등급(최고등급)" 획득 안전행정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갱신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실적

제 3자 검증의견서 GRI Index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 수상·인증 및 단체가입 현황

수상명 수여기관(업체)

김포공항, ASQ 동일규모 1위(3년연속) ACI

2013년 공공구매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중소기업청

교육기부대상(공공기관 부문 교육부 장관상) 교육부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다문화사회공헌 분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언론인협회

사회공헌 기업대상 4년 연속 수상(다문화가정 분야) 한국경제신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전국 경연대회 최우수상(탄소저감) 환경부

그린애플 어워드 국제부문 금상  영국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금상 환경부

환경부 주최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공모전 금상 환경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 GWP코리아

전국 VE경진대회 국토교통부장관상(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터미널 증축사업 VE)

국토교통부

공항운영 효율성 아시아 지역 1위, 2년 연속 수상(김포공항) 세계항공교통학회(ATRS)

전파 및 항공등화 통합 감시 시스템 구현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

국토교통부

사고예방 경진대회 우수상 고용노동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 우수기관 표창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상시평가 세계 1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한국의 경영대상(고객만족 경영부문) 명예의 전당 헌액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공공기관 경영우수사례 선정(다국어 자동안내시스템) 기획재정부

단체가입 현황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일반회원 

해외건설협회 특별회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일반회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일반회원 

한국항행학회 특별회원 

공기업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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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RS(세계항공교통학회, Air Transport Research Society) 일반회원

EAAA(동아시아공항협회, East Asian Airports Alliance) 일반회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직무 및 일반회원 

한국건설관리학회 일반회원

한국항공경영학회 특별기관회원 

한국공기업학회 일반회원

한국항공진흥협회 일반회원

윤경SM포럼 일반회원

한국감사협회 일반회원

항행안전시설기술협회 특별회원



본 보고서는 친환경 공정에 의해 생산된 용지에

콩기름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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