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을
띄우다

2015 한국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Biz & 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으로 나아가려는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 

하고자 제작한 7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작성기준

본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Core 옵션에 따라 작성되었으

며, 보고기준에 대한 세부 현황은 Appendix 파트의 GRI Inde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 기간과 범위

본 보고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매년 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의 

경우 2015년 상반기 성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세 파악을 위해 3개 연도의 정량 

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는 본사 및 지역본부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사입니다. 이전 보고 기간 대비 보고범위 및 경계, 측정방식 상의 큰 변화는 없

으며, 이전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수정 및 재작성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검증기준

본 보고서는 국제 검증표준인 AA1000AS(2008)을 기준으로 제3자 외부검증을 시

행하였습니다. 객관성 및 독립성을 갖춘 제3자 외부검증을 통해 보고서의 신뢰

성을 높였으며, 검증에 대한 세부 결과는 Appendix 파트의 제3자 검증의견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추가정보

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포함한 보고서와 기업 개요 등을 확

인할 수 있으며, 국·영문으로 발간된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airport.co.kr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메일  sustainability@airport.co.kr

전화  02-2660-2824

팩스  02-266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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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35년 

동안 전국 14개 공항의 운영자로서 효율적인 공항의 건설, 관리, 운영과 원활한 항공수송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선

사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본업인 항공수송 분야에서는 지난해 KTX 등 경쟁교통수단의 확충과 엔저현상 등의 불리한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핵심공항 차별화 육성전략과 지

방공항 맞춤형 활성화 노력을 통해 항공여객 수송에서 6,166만 명을 기록(전년 대비 11.7% 증가)하여 전 국민 항공교통시대 개막이라는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저비용항공사 지원책을 통해 LCC 여객분담률이 대폭 확대되었고, LCC의 지방공항 취항 확대로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영평가, 서비스, 효율성 NO.1,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공항공사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공항공사는 정부가 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2014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A등급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임직원의 높은 윤리의식과 체계적인 업무 수행방식을 인정받아 질서경제학회가 수여하는 ‘윤리경영대상’을 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공항협회(ACI) 주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김포공항이 5년 연속 세계 1위 달성으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였으며, 항공업계의 

노벨상이라는 세계항공교통학회(ATRS)의 공항운영효율성 아시아 지역 평가에서 제주공항 1위, 김해공항 2위, 김포공항 4위로  한국공항공사가 운

영하는 핵심공항 모두가 상위권에 랭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공항운영기업에서 항공산업의 리더를 꿈꾸는 월드클래스 기업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공사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공항운영전문 기업을 넘어 공항분야 신성장 사업 진출이라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항공수요와 항공편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절대적인 조종사 인력난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항공조종인력 양성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해외공항 건설사업, 항행안전장비 수출, 국적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지원을 위한 항공 급

유업과 항공 정비업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청렴·윤리경영, 기후변화대응, 사회공헌,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임직

원 근로문화 개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은 2015년, 교통약자 차별 없는 젠틀(Gentle) 경영 선포

2015년에는 시스템과 직원마인드 등 모든 측면에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우선, 장

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을 아무런 불편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5년은 공항 이용의 장벽을 제거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객과 이해관계자는 물론 경쟁 관계에 있는 누구를 대하더라도 격조 있고 신사적인 마인드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경

영평가 A등급에 걸맞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는 한국공항공사는 이미 ‘Biz & Life를 창

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이라는 큰 비전을 제시하였고,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안전하고 편안한 국민행복의 날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과 혁신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의 내일을 향한 힘찬 도약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 석 기

대한민국을

띄우다

한국공항공사 임직원 모두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힘을 모아 나갈 것이며, 항상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국민행복의 날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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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띄우다

(2015년 하계 정기편 기준) 국제공항    국내공항    취항 국가수    취항 노선수

대구국제공항

취항 도시

•일본: 오사카

•중국: 베이징, 상하이(푸동), 심양

 2     4

김해국제공항

취항 도시

•일본:   도쿄(나리타), 나고야, 오키나와, 

오사카, 치토세, 후쿠오카

•중국:   베이징, 상하이(푸동), 홍콩, 

광저우, 난징, 마카오, 시안, 

석가장, 심양, 연길, 연대, 장가계, 

청도, 항저우

•필리핀: 마닐라, 세부, 칼리보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다낭

•태국: 방콕

•대만: 타이페이, 카오슝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캄보디아: 씨엠립

•미국: 괌, 사이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10     34

김포국제공항

취항 도시

•일본 :   도쿄(하네다), 오사카, 나고야

•중국 : 베이징, 상하이(푸동)

•대만 : 쑹산

 3     6

무안국제공항

취항 도시

•중국:   베이징, 상하이(푸동), 심양, 천진

 1     4

청주국제공항 

취항 도시

•중국:   베이징, 상하이(푸동), 대련, 심양, 

연길, 하얼빈, 항주, 홍콩

 1     8

제주국제공항

취항 도시

•일본:   도쿄(나리타),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중국:   베이징, 상하이(푸동), 대련, 심양, 

항저우, 영파, 장춘, 하얼빈, 천진, 

정주, 홍콩, 심천, 창사, 연길, 우한, 

온주, 푸저우, 샤먼, 충칭, 난징, 

광저우, 시안, 진지앙, 난닝, 구이양

•대만: 타이페이

 3     25

Company Profile

공사 소개

공사는 'Biz & Life'를 창조해 나가는 공항운영 전문 공기업으로서, 1980년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설립된 

이래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며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공사는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공항의 효율적 건설과 관

리, 운영 및 항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으로 항공수송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국공항 네트워크

원주공항

군산공항

광주공항

사천공항

여수공항

울산공항

포항공항

조직구조
본사는 4본부 1사업본부 9실 38팀으로, 지사는 16지사 8단(실) 5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로시설본부 

및 항공기술훈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취항 도시

•중국 : 상하이(푸동)

 1     1

주요 연혁

1980

1983

1984

1985

국제공항관리공단 설립 & 김포국제공항 인수, 운영

김해국제공항 인수, 운영

항공기술훈련원 설립

제주국제공항 인수, 운영

1990

1992

1997

1999

대구공항 등 9개 공항 인수, 운영

목포, 군산공항 인수, 운영

청주, 원주공항 인수, 운영

항공무선표지소 인수, 운영

1980’s 1990’s

2000’s 2010’s

2002

2003

2007

2008

한국공항공사 설립 & 양양공항 인수, 운영

김포 – 하네다 노선 신설

무안공항 인수, 운영

연구개발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해외공항사업 추가

2010

2011

2014

2014

울진 비행교육훈련원 인수, 운영

ICAO 인증 항공보안교육센터 개관

설립목적 확대 및 항공종사자 양성사업 추가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추가

화물 수송실적

20132012 2014

(단위 : 천 톤)

654680
734

운항실적

20132012 2014

(단위 : 편)

391,265
370,926

416,644

여객 수송실적

20132012 2014

(단위 : 만 명)

5,5195,280

6,166

기업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석기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설립근거 한국공항공사법 (2002. 01. 14, 법률 제6607호)

설립일 1980.5.30

총자산 41,968억 원

매출액 7,621억 원

당기순이익 1,735억 원

임직원 수 1,809명

본사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공사 개요

(2014년 동계 정기편 기준)취항 항공사, 취항 국가, 취항 도시

개사33

취항 항공사

개국10

취항 국가

개 도시(82개 노선)49

취항 도시

사장

서울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항로시설본부

중규모 및 소규모 지사

항공기술훈련원

마케팅운영본부

마케팅실

항공마케팅팀

사업개발팀

운영보안실

운영계획팀

FBO운영팀

CS상생팀

항공보안팀

안전시설본부

공항안전실

안전환경팀

공항시설팀

항무계획팀

건설사업실

공항계획팀

건설기술팀

건설사업팀

항행계획팀

미래창조사업본부

글로벌사업실

해외기획팀

해외사업팀

신기술영업팀

ENG사업팀

항공연구소

R&D팀

경영지원본부

인사관리실

지원총괄팀

인적자원팀

노무복지팀

경영관리실

자산계약팀

재무회계팀

IT전략팀

정보보안팀

비
상
계
획
실

이사회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

감사실

감사기획팀

감사팀

청렴감찰팀

부사장기획관리팀

경영전략팀

투자기획팀

항공조종인력양성지원팀

항공산업지원사업팀

전략기획본부

경영평가실

홍보실

지속가능경영팀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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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영역

공사는 공항의 건설, 관리, 운영부터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항공기 취급업, 정비업까지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위 구축

공사의 사업은 기반사업, 확장사업, 시장개척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공사의 핵심 주력사업인 기반사업은 

공항시설 및 운영과 관련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확장사업은 

기반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운영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이며, 시장개척사업은 새로운 고객과 시

장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전략 사업 단위별로 추진과제를 수립·이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공항건설

•리모델링
기반사업

•  Biz & Life Complex 

개발
확장사업

•  시설 관리

•  운항 관리

•  항공노선 지원

•신기술 개발

•해외공항 사업
시장개척사업

공항운영

•  상업시설 운영

•  광고물 및 부대 시설 

운영

•  추가사업 발굴 가능 

영역

컨세션

•  조종인력 양성

•  지상조업

•  FBO

•  교육 등

•  추가사업 발굴 가능 

영역

운항지원 글로벌사업

전략사업 단위별 주요 사업사업분류

Special caSe01

공사법 개정을 통한 항공산업 발전의 원동력 확보

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 의의

2014년 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공사의 설립목적이 확대되었으며 

항공종사자 양성사업,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이 공사 사업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공사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분야

공항 관리·운영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

공항 및 공항시설 

건설·관리·운영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 

정비업

공항건설 및 운영 등 해외사업 

및 투자 사업, 기술개발 장비의 

제작·판매 및 수출

항공기, 여객, 화물처리 

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의 

신설·증설·개량사업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

항공산업 육성·지원,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복지증진에 기여

설립목적 달성

KAC 전략 추진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

효과적 의사소통, 적극적인 대국회·정부 설득 노력

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 (2014년 2월, 11월) 제2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2014년 12월)

공사법 개정, 항공정책 반영

항공종사자 양성사업 항공기 정비업 항공기 취급업

사업영역 확대

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2014년 2월 공사법 개정에 이어 11월에는 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공사법 설립목적 확대 •  공항의 효율적 건설·관리·운영을 통해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복지증진에 기여

•  공항의 효율적 건설·관리·운영 및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수행으로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복지증진에 기여

시행령 신공항 참여 기반 마련 •  기존 공항 건설사업만 할 수 있는 공사법  

단서조항 존재

•  해당 조항 삭제로 인해 울릉도, 흑산도 등 신규 공항 건설·운영이 

가능

※ 공사법 개정으로 인해 설립목적이 확대되면서 항공산업 육성·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1)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양성사업 추가 : 우수 조종인력 양성지원으로 LCC 항공조종 인력난 해소, 항공운송시장 확대에 기여

2)항공기 취급업, 정비업 추가 : 공익적 차원에서 저렴한 조업비를 제공하여 LCC의 지방공항 취향 유도

Compan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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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이용객 6,000만 명 돌파 (2014. 12)

저비용 항공사 취항 유도, 국제노선 확대, 공항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공항 이용객의 만족도

를 높였으며 그 결과,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

항의 연간 이용객이 6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이를 기념하여 공사는 김

포공항에서 6천만 돌파 기념식을 열고, 

6천만 번째 승객에게 꽃다발과 기념

품을 전달했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A등급 획득  

(2015. 06)

공사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에서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KTX 등의 경쟁교통수단 확충

과 엔저 현상과 같이 불리한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창

립 이래 최초로 여객 수송 6,000만 명을 돌파하였

고, 대구공항과 같이 만성 적자이던 지방공항

을 흑자로 전환 시킴으로써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4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4. 12)

공사는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2014 국가

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에서 102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

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각

종 재난에 대비한 경영진 재난관리 지휘카

드, 개인별 재난 임무카드, 모바일 앱 개발

을 통한 인명구조 역량 강화 등을 높이 평

가받았습니다. 

세계항공교통학회  

‘제주공항 효율성 아시아 1위’ 

(2015. 07)

항공교통 및 운송분야 전문가, 공항관

계자 등 700여 개 회원으로 구성된 세

계항공교통학회는 2002년부터 매년 아

시아, 태평양, 북미, 유럽 등 대륙별로 

공항운영 효율성 부문을 측정하고 있

습니다. 세계항공교통학회의 측정 결

과, 공사가 운영하는 제주(1위), 김해(2

위), 김포(4위)공항이 아시아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공항으로 선정되었습니

다. 특히 공사가 운영하는 핵심공항 모

두가 아시아 4강에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 ‘The Green World Awards 국제부문 은상 수상’ (2014. 11)

2013년 LED 항공등화 개발로 ‘2013 The Green Apple Awards’에서 금상을 받았던 공사는 

2014년 지상에 대기 중인 항공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지상전원공급장치(AC-GPS)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 The Green World Awards 국제부문’ 은상을 받았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상’ 수상 (2014. 10)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상'에서 상공회의소 회장상을 받았

습니다.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상'은 지속가능경영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민간, 중소기업, 공공기관을 평가

하여 선정하는 정부포상제도로 이번 수상은 공사의 경영 능력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중규모 공항 부문 5년 

연속 1위 및 명예의 전당 입성 (2015. 02)

김포국제공항이 세계공항서비스평가 중규모 공항(여객 1,500

만~2,500만)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여 명예의 전당

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공항서비스평가는 국제공항협의

회(ACI)가 주관하고 전 세계 267개 공항이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항 서비스 평가로서, 공사는 스마트 여객처

리시스템 구축 등 무인탑승환경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전국 공

항의 대합실의자 표준화사업, 안내카운터 및 보안검색 등 고

객 접점에서의 서비스 강화 노력 등을 인정받아 세계 유수의 

공항들만 가입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34주년 기념, 새로운 공사 캐릭터 ‘포티’ 발표 (2014. 06)

공사는 34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새로운 공사 캐릭터 '포티'를 공개했습니다. 공항을 떠올릴 

때 가장 대표적 이미지인 비행기를 모티브로 하여 꿈과 희망의 상징인 

종이비행기와 함께 형상화된 포티는 공항(Airport)과 안전(Safety)을 합

친 이름으로, 만화가 이현세와 손을 잡고 개발한 캐릭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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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중요성 평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공항 운영의 안전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공항을 구현하겠습니다.

임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해 편리한 공항 서비스와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를 제공하겠습니다.

동반성장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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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전문가 인터뷰

Q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하면서 한국공항공사가 특히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A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협업’, ‘균형’, ‘소통’의 실천”

박기찬 교수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크게 ‘협업’, ‘균형’, ‘소통’의 세 단어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공사는 항공 네트워크 산업의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객 7천만 명 시대를 맞아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

해 24시간 깨어 있는 공항서비스 뒤에는 공사 직원은 물론 항공사와 공항

에 입주한 모든 기관 종사자들의 굳건한 ‘협력’ 체제가 있습니다. 이런 협

력에는 경찰과 외교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김석기 사장의 신뢰풍토 조성

과 현장중시 경영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국내 14개 공

항을 운영하는 공사는 지역별 특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균형’ 성장을 보

입니다. 울진공항의 비행훈련사업, 청주와 사천 및 김해공항의 항공정

비MRO사업, 김포와 제주공항의 대중국 전진 기지화 및 저비용항공사

(LCC) 지원 활동 등이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

사와 항공사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선도하

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소음문제나 120

개가 넘는 공항 입주기관과의 임대료 문제, 그리고 저비용항공사 지원이

슈 등을 상호 소통으로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항공기 이착륙료 

수입의 대부분을 소음대책비로 투자하고, 지역주민과 입주기관에 찾아가

는 서비스로 소통하는 공사의 노력에 무엇보다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A    “  지방공항 활성화 및 우수한 대외 평가 실적”

장대철 교수

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국내외 지속가능경

영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전반적으로 수준 높은 지속가능경영

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특히 우

수하다고 판단되는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주 공항, 무안 공항

과 같이 어려운 지방 공항을 되살린 점입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측면

에서 공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어진 본업인 공항을 잘 운영하여 활

성화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양, 무안 등 수요가 줄어

든 공항을 폐쇄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지방공항을 살려낸 측면

은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5

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핵심 이해관계자인 고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

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의 상생, 동반성장, 사회공헌의 측면

에서도 의미 있는 노력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상,’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수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앞

으로도 꾸준히 지방공항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성

실히 이행하여 국내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공항기업으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Q    한국공항공사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함에 중점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    “안전문화 기반 구축과 상생경영” 

박기찬 교수

공사의 경쟁력은 ZERO ACCIDENT를 구현하는 ‘안전’ 확보에서 찾아야 

합니다. 약 30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공항

은 항공기 정비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활동에서 6시그마 수준의 완벽

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요구되는 플랫폼이 안

전에 대한 직원들의 일상적 태도와 사고예방 조치입니다. EUROCON-

TROL(유럽항행안전센터)에서도 공항의 첫 번째 사명인 무사고 안전관리

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 관련 규정 및 안전풍토의 확립을 들

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에도 더욱 노력을 쏟아야 합니

다. 공항에는 국가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다양한 정부기관과 상업시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을 위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 노사협력과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해 상생경영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미래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형 조직은 그 노력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조직

입니다. 대외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사명실천, 대내적으로 권한위임에 의

한 책임경영, 그리고 매년 전년보다 10%씩 더 도전하는 목표관리를 강조

하고 또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Q    지속가능경영 홍보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A    “Together for Tomorrow” 

박기찬 교수

홈페이지에 ‘함께 열어가는 미래’를 슬로건을 바탕으로, 크고 작은 참여

와 상생의 사례를 내·외부 이해관계자 모두로부터 받아 소개하는 공간

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설렘과 시간을 선물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설렘을 주는 이벤트를 소개하고 시간을 선물하

는 데 필요한 장소와 시각을 혼신을 다해 준비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광고

로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A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사례 수록”

장대철 교수

윤리경영, 동반성장, 환경경영 등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우수사례를 선

정하여 Special page로 구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주, 학계, 투

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러한 사례는 학계 등과 연계하여 홍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

다고 판단됩니다. 

A    “  한국공항공사의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확장”

장대철 교수

공사는 본업과 관련된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소음 등의 기본적인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소음지역 장학금 수여, 소음완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 

해당 주민들의 공항 초청 등을 통해 우수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2014년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듯이 소음 관련 직접적인 외부효과는 잘 

대처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 다소 사후적이고 시혜적인 보상 측면에만 머

무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단순 지원 활

동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사회적 가치와 기업 가치의 향

상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공사는 인프라와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

하여 문화적, 교육적 지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플

랫폼적 특성을 활용하여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한다면 타사에 모범

이 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찬 교수 장대철 교수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카이스트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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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한민국을

띄우다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공사는 사업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룹을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임직원, 정부 및 유

관기관, 고객, 지역사회, 협력회사로 나누어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

해 내실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직원

정부 및 유관기관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2014년 이해관계자별 주요 소통 실적

협력회사

지역사회

고객

임직원

정부 및 유관기관

•국내외 항공 승객

•항공사

•  세관, 법무, 검역소 등 상주기관 

상업시설 

이해관계자 구성

•공항이용객 

-   VOC 시스템/KAC 컨택센터

- 규제개선 신문고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항공사 등 

- 공항운영협의체 운영 회의체 

- 저비용항공사 사장단 간담회

- 이동지역 간담회

- 설문조사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해관계자 소통 우수 사례

공사는 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외채널로 규제개선신문고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KAC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신문고를 개설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

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21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우수작 7건에 대해 포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하면서 경험한 감동 사례에 대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이용한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함으로써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친절한 공항 주차장 관리인부터 분실물 센터, 의무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감동사례

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우수작 6건에 대해 포상하였습니다.

•정부부처 

•국회

•지자체 

이해관계자 구성

•업무보고 및 부처 현안사항 협의(수시) 

•국정과제 완수

•정책토론회

•공청회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해관계자 소통 우수 사례

공사는 정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 대정부·국회·전문가 집단 대상 수

시 설명회(170회), 언론홍보활동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협력 유지와 정책반영, 공감 형성

을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활동들은 공사법 개정, 김포공항 활성화 MOU체결(KAC-강서

구-SH공사), 조종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KAC’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에는 대구공항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이 완화되었고 정부-

지자체-KAC 협력으로 양양·청주·무안·대구공항이 무비자 환승 공항으로 신규 지정

되었습니다. 

•본사 근무 임직원

•전국 각지 공항에 근무하는 임직원

이해관계자 구성

•경영전략회의(분기 1회)

•현안토론회(주 1회)

•CEO 현장방문 대화

•노사 뉴스레터 설명회/워크숍

•  스카이넷(CEO 우체통(500여 회), 

토론광장) 

•직원제안/공모 등

•규제개선 추진 위원회(3회)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해관계자 소통 우수 사례

공사는 임직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CEO 우체통’과 ‘호프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CEO 우체통’은 직원이 사장에게 직접 전자 메일을 보내 1:1로 소통하는 제도이며, 

‘호프데이’는 사장과 호프(hof)를 마시며 희망 사항(hope)을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초기에

는 직원이 사장과 직접 소통한다는 것이 다소 파격으로 여겨졌으나,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로 2014년 4월에는 ‘CEO 우체통’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공사 화장실에 붙

어 있던 ‘정보판’을 교체했습니다. 당시 화장실 정보 판에는 ‘이름과 얼굴을 건 깔끔한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청소 담당자의 이름, 사진 등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근무자들

의 신상정보 공개가 오히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건의사

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즉시 이뤄진 결과 현재는 담당 직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NGO 

•학계 

•소음대책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구성

•소음대책위원회 

•  간담회(김포공항 발전 토론회 주민 

300여 명 참석)

•소음지역 주민만족도

•소음대책지역 소외계층 나눔활동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해관계자 소통 우수 사례

공사는 지난 2014년 8월에 열린 ‘김포공항 발전토론회’에서 지역 주민 등 총 300여 명을 초

청하여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김포공항의 명칭 

변경과 김포공항 배후 지원 단지 개발 계획(국립항공박물관 건립, 골프장 및 주민체육시

설 조성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소음도 75웨클 이상의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주민들과의 관계개선 및 

유대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 지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비 및 

생필품 지원, 소음대책지역 내 모범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환경미화 

•보안검색 직원 

이해관계자 구성

•동반성장운영위원회(수시)

•설문조사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해관계자 소통 우수 사례

공사는 협력회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협력회

사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학 및 기술자격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위탁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자기계발을 선도하여 직무전문성을 향상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학 스피킹 자

격과 기사, 산업기사 등의 기술 자격을 신규 취득할 경우에 10~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

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소 협력회사 직원 중 22명이 새롭게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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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슈 GRI G4 Aspect KAC Sustainability Issues

① 공항수요 증대 노력 및 지방공항 활성화

② 미래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 확대

③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사업 진출 확대

•경제성과

•시장지위
#1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④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 및 시설 관리 •고객 안전보건 #2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공항 운영의 안전성을 높여가겠습니다.

⑤ 선진 환경경영체계 구축

⑥ 기후변화 대응 노력 

•용수

•대기배출
#3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공항을 구현하겠습니다.

⑦ 일과 삶의 균형 강화 (임직원 복지 강화)

⑧ 인재 육성 체계 강화

•고용

•훈련 및 교육
#4 임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⑨ 공항서비스 품질 강화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5 고객만족을 위해 편리한 공항 서비스와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를 제공하겠습니다.

⑩ 협력회사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 - #6 동반성장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⑪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 전개

⑫ 공항주변 소음대책 사업 추진

•간접 경제효과

•지역사회

•소음

#7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을 제공하겠습니다.

중요성 평가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대한민국을

띄우다

공사는 보고서에 담을 주요 핵심이슈를 선정하기 위해 매년 중요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요성 평

가는 비즈니스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영향도는 GRI 

G4를 비롯한 각종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가이드라인, 미디어 분석, 벤치마킹, 내부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

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영향도는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합니다. 중요성 평가 결과 총 12

개의 핵심이슈가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공사의 활동 및 성과를 본 보고서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Business Impact

비즈니스 영향도는 개별 이슈와 공사가 영위하는 사업과의 연관성 및 조직의 전략·정책·프로세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가이드라인, 미디어 분석, 벤치마킹, 내부자료 분

석 등이 있습니다.

Influence on Stakeholder

이해관계자 영향도는 개별 이슈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이슈에 대한 이

해관계자의 관심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공사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

집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 결과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가이드라인

목적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국제적 트렌드 및  

중요 이슈 파악

대상  GRI G4 가이드라인, ISO 26000, UNGC

벤치마킹

목적    동종업계 보고서를 분석하여 산업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파악

대상    Munich Airport, Fraport, Paris Airport,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개사

미디어 분석

목적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사의 주요 

이슈 파악

대상    전국종합일간신문, 경제일간신문, TV 뉴스 등

기간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내부자료 분석

목적    공사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를 파악

대상   경영실적보고서, 뉴스레터 등

이
해

관
계

자
 관

심
도

비즈니스 영향도

공정한 성과 및 보상 체계 구축
다양성 존중 및 차별 금지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관리 및 지원 강화

지속가능경영 체계 확립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확보

고객 정보보호 강화

대기오염 및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임직원 안전 및 보건

부패 모니터링 및 반부패 활동 강화

노사관계 선진화

체계적인 항공보안관리 

물부족 대응 노력

생태계 보존 활동 추진 (폐기물 & 토양오염 등)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비즈니스 영향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사업 진출 확대03

01

02

04

05

12

06

07

08
11

10

일과 삶의 균형 강화 (임직원 복지 강화)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 전개

미래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 확대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 및 시설 관리인재 육성 체계 강화

공항주변 소음대책 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 노력

협력회사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

09

공항서비스 품질 강화

선진 환경경영체계 구축

공항수요 증대 노력 및 지방공항 활성화

설문조사 개요
목적

공사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영역별 중요도 평가

기간

2015년 4월

대상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설문 참여 인원

473명

핵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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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여객 6,166만 명

•  중국 노선 운수권 확대

-   중국 16개 노선, 8개 항공사 신규 취항

•  김포공항 운항제약 완화

-   제2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반영

•  운항지원사업 분야 조직체계 구축 및 R&R 명확화 

- 운항지원사업 1팀 신설, 10명 증원

•  기초비행훈련 지원을 위한 무안공항 내 비행훈련 

인프라 구축

-   강의실, 훈련용 주기장, 정비·격납시설

•  연구개발 품질 안정성 확보

•  거점국가 및 진출 품목 확대

-   필리핀 라귄딩안 공항 EDCF사업 성공적 준공

-   시장진출 품목 확대(탑승교, AC-GPS)

•  O&M(Operation & Maintenance)사업 진출 기반 조성

-   한국공항공사법 개정, 사업조직 신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DMA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01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전략

중점 추진 사업

공사는 공항운영,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등 사업분야별로 중점 추진 사업을 설정하였으며, 전략적 중요성, 

사업의 시급성,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중점 사업으로는 수요증대 

및 공항 활성화 사업,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글로벌사업 등이 있으며, 그 중 신사업인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과 글로벌 사업은 공사의 기반사업과 더불어 공사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ur BusIness & sOcIal cOntext

글로벌 항공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입니다. 이로 인한 중국 공항의 여객 

및 화물 유치를 위한 장거리 노선 확대와 일본 공항의 국제선 유치 등으로 동

아시아 공항업계의 경쟁은 보다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경제의 

성장과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화하고 있는 엔저 현상 등 경영환경

의 불확실성이 지속함에 따라 공사는 발전적 대안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이 필

요합니다.

공사는 수요증대 및 공항활성화를 위해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핵심공항

의 국제선 노선을 확대하였으며 대구, 청주, 무안, 양양 등 중점육성 4개 

공항은 항공사 분산운항 및 환승 무사증 입국제도를 통해 이용객 수를 증

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영역을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까지 확

대하여 항공조종인력 양성 및 저비용항공사 대상 운항지원 종합서비스 제

공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분야의 신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

여 해외 수출을 늘리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 거점지역을 점차 확대

해 나가고 있습니다.

Our PrOgress

2014년 성과

한국공항공사에게 바란다 1

“공사법 개정은 지속성장의 발판이자 상생의 시작점”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자로서 최

근 10년간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특히나 새로운 항공 트렌드로 

자리 잡은 저비용항공사(LCC)와 상

생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

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항공교통이 

특정계층만을 위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LCC의 

등장과 함께 ‘항공교통의 대중화’ 라

는 말이 생겨나며 이제 항공교통은 국민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

었습니다. 항공교통의 대중화를 위해서 항공사뿐만 아니라 공사도 많은 지원

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에는 공사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 

취급업과 정비업에 대한 공사의 참여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 공사는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LCC에 실질적인 지원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

사가 LCC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편리한 하

늘길을 제공하는데 함께하고 국내 항공산업 성장에 든든한 협력자로서의 임무

를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티웨이항공 경영지원팀 

팀장 심창섭

수요증대 및 공항활성화 사업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확대
미래지속성장을 위한 글로벌  

사업 활성화

01 02 03

소형공항 개발사업 참여

울릉도, 흑산도 공항 건설 가시화에 따른 KAC의 공항건설과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적자 지방공항의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건설 

및 운영 참여 전략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설계, 건설 단계부터 참여하여 주변지역과의 개발 연계 강화, 소형항공사 설립지원, 

거점공항과 소형공항 간의 효율적 연계 방안 검토 등 공항의 성공적 운영모델 정립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릉도공항 흑산도공항활주로  1,200m(50인승 항공기 취항)

개항  2021년

활주로  1,200m(50인승 항공기 취항)

개항  2020년

Special caSe02

Future Plans

향후 지방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공항 슬롯 증대,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확충, 평창올림픽 대비 양양공항 시설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무

안공항의 훈련기 급유시설은 2015년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면 인프라 지원

을 시작으로 저렴한 항공유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항

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민·관·글로벌 전문훈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고등훈련과정(제트기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국내 항공산업 발

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국무총리상 수상

항공 여객수

발명대전

Our PerFOrmance

만 명

11.7% 

증가 6,166

스위스 국제 발명전시회 

대상, 특별상 수상

3.94억 원 45전년 대비               % 증가

해외공항사업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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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증대 및 공항활성화 사업 

공항 활성화 기반 마련

공사는 제도개선 및 공항 인프라확충을 통해 항공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포함하는 핵심공항의 경쟁력 강화, 중점육성공항과 지역발전공항 활성화 전략을 

세워 점차 증가하는 항공여객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확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영역 확대

공사는 LCC 경쟁력 강화, 지방공항 활성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 육성·발전과 안전하고 

저렴한 항공교통 서비스 제공을 신념으로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십 차례의 국회방

문 설명과 항공사 대상, 전방위 설득 노력으로 공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공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한계

와 틀을 깨고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종인력 양성,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 등 신규 사업들을 적

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공조종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조종인력 부족으로 저비용항공사(LCC) 운항 계획이 취소되거나 비숙련 조종사에 의한 대형 항공사고가 발

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종인력 수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 및 항공

종사자 양성을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항의 여유시설 활용, 훈련시설의 공익적 투

자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조종인력 수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조종인력 양성사업은 

저비용항공사(LCC)의 원가 경쟁력 확보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항공 교통을 제공하는 기

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비용항공사 대상 운항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공사는 저비용항공사(LCC)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상조업, 정비업 및 공용 여객처리시스템 등 운항지원 

종합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적 LCC의 성장 등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항지원 

서비스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공항에서는 LCC가 상대적으로 적은 운항횟수로 인해 고가의 조업

료를 부담하거나 조업사 선정이 어려워 신규취항에 곤란함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비업의 경

우도 초기 많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 힘들었습니다. 항공사 개별 여객처리시스템 사

용으로 비효율적 자원사용과 후발업체인 LCC에 불리한 운항환경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사는 이러

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사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공항을 단순 

관리 운영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항공산업발전과 LCC 운항지원을 위해 저렴한 조업비로 저비용항공사

(LCC)의 지방공항 취항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띄우다

비즈니스항공지원센터 건립

비즈니스항공센터(Business Aviation Center)는 자가용 항공기(비즈니

스 항공기)에 대한 출입국, 정비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항공기 전용 시설입니다. 국제행사 및 글로벌 기업의 VIP들에게 신속하

고 차별화된 출입국 서비스를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

초로 건설되는 시설로, 비즈니스 항공기 이용자를 위한 여객 터미널 및 

비즈니스 항공기용 격납고를 갖추고 있으며 2016년에 개소를 앞두고 있

습니다. 비즈니스항공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2014년 주요 활동으로는 A

검문소 이설 운영, 계류장 진입도로 신설, 격납고 기초시공, 계류장 방음

벽 이설 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항공센터(BAC)의 신축으로 김포공항은 

동북아 비즈니스 항공의 허브로서 거듭날 것입니다.

CAse stuDy

노선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주변국의 공항정책이 공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내 핵심공항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공

사는 김포공항의 근거리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노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자가용전세기 

운항제한을 완화하여 비즈니스 친화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변경에 성공하였습니다. 김해공항은 국

제노선 개설에 있어 핵심 국제회의인 Routes World 2014에서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김해공항 

및 부산시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노선개설을 유도하였습니다. 제주공항은 중국노선 운수권 확보 및 슬

롯*운영 효율화로 중국 16개 노선에 8개의 항공사가 신규 취항하였으며, 무사증 입국제도 등의 제도 개선

으로 인해 중국 관광객 입국이 전년 대비 42.6% 증가하였습니다.

중점육성공항 활성화를 통한 여객 38.8% 증가 달성

공사는 중점육성 4개 공항(대구, 청주, 무안, 양양)과 관련하여 항공사, 여행사 공략을 통한 신규노선 개설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항공회담 대응으로 중국노선의 지방공항 우선배분을 달성하여 

11개 노선(주 34회)을 신규로 확보하였으며, 환승 무사증 입국제도 확대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절차

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중점육성공항 활성화 전략 추진 결과, 4개 공항의 여객이 전년 대비 38.8%가 증가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 슬롯 :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7개 국내공항(지역발전공항)에 대한 수요 확보 노력

공사는 KTX의 영향권에 있는 노선을 대상으로 여객들이 저렴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운임할

인을 전년보다 확대 시행하여 항공교통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LCC 등 지방공항 취항을 유도하

기 위해 지상조업, 정비업 및 공용 여객처리시스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점육성 4개 공항의 여객 증가 (단위 : 명)

 대구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1,537,328 
(41.7% )

1,702,538 
(23.5 )

178,414 
(34.5% )

237,538 
(513.0% )

1,084,585 1,378,604 132,603 38,748

2,634,540

3,655,818

2013

2014

2014년 공항인프라 경쟁력 강화 성과

구분 공항 개선 사항

핵심공항 김포, 김해, 제주 •  김포공항 역할강화

•  김해공항 노선확대 및 거점화 추진

•  제주공항 취항여건 개선

중점육성공항 대구, 청주, 무안, 양양 •  지방공항별 항공사 분산운항으로 지방공항  

활성화와 LCC 성장 도모

•  환승 무사증 입국제도 확대

지역발전공항 7개 국내선 공항

(울산, 광주,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

•  KTX 운항노선 감편 방지

•  저렴한 지상조업 제공사업 추진

항공여객수

2013 2014

(단위 : 만 명)

6,166

5,519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직 신설

항공조종인력 

양성지원팀
항공산업지원사업팀

사장

부사장

전략기획본부

※   공사법 개정으로 인해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항공

조종인력양성지원팀과 항공산업지원사업팀을 신설

하였습니다. 

11.7% 증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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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사업 활성화 

항공분야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공사는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신사업 창조를 위해 항공분야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핵심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품질 안전성 확

보, 상생 및 개방 확대, 주력장비 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까지 품질경쟁력 및 세계최고수준의 주력 장비를 확보하여 글로벌 항공기술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 거점지역 확대를 통한 신기술개발사업 강화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거점지역을 확보하고 사업 모델 다각화, 마케팅 및 사업관리를 강화하

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거점지역인 터키 8개 공항에 항행장비 설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수행 및 현지 기술 지원을 통해 터키 6개 공항사업을 추가 수주함으로써 5년 연속 사

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필리핀 라귄딩안 공항에 항행장비를 성공적으로 설치하여 동남

아시아 지역의 거점을 확보하였으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공항사업 파트너로서

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항운영기업 도약을 위한 O&M 사업추진 역량 강화

축적된 공항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로 해외공항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 분야

의 토털솔루션 제공이 가능해 공항건설·운영·시설관

리와 함께 항공보안 및 항행안전장비를 통합적으로 제

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해외사업 추진 시 발생하

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관리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법률·

회계 자문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공항터미널사, 휴스턴 공항개발

공사 등 글로벌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O&M(Op-

eration & Maintenance)사업을 추진함으로써 KAC 브

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중점육성 분야 선정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분야의 신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내부여건, 

시장 상황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중점육성분야 및 5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

였습니다. 그 결과 고정용 TACAN, LED-PAPI, 차세대 지상감시 레이더, 탑승교 신기술, 활주로 포장기술 

등을 개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탑승교 신기술은 첫 수출 계약에 성공하였고 앞으로 900억 

규모의 수주가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을

띄우다

R&D 

핵심역량 준비

핵심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항공기술 선도

~2013 2014~2016 2017~2020

매출액 증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신사업 창조”전략방향

단계과제

추진단계

•품질경쟁력 확보

•상생/개방 고도화

•  세계최고수준 주력장비· 

기술 확보

•품질안정성 확보

•상생 및 개방 확대

•주력장비 경쟁력 강화

•안전·서비스 R&D 확대

•  연구개발 전담조직 설립

(항공연구소)

•항행안전장비 개발

•R&D 협력체계 구축

공항 

위탁운영사업

(O&M)

공항건설

·개발

공항

시설관리

공항운영

·서비스

공항

안전관리

항공보안

항행장비

·IT시스템

필리핀

라귄딩안공항 사업 (’13.3월 ~ ’14.11월)

19.5 억 원

도미니카 

출입국시스템 구축사업

1.5 억 원

연간

+ 순수익

콜롬비아 

1.3 억 원

6개 공항 컨설팅사업

(’10.11월 ~ ’25.10월 (15년))

1 %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부탄
라오스

피지

필리핀

쿠쿠타

리오하차
산타마르타

바예두빠르

부카라망가

바랑카메르메하

이란

사우디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모리셔스말라워

터키

계약이행사업 확대 : 총 4건

•캄보디아 민간항공교육센터사업

•도미니카 출입국시스템 구축사업

•콜롬비아 6개 공항 컨설팅사업

•리비아 베니나공항 IT 구축사업

타깃국 거점화

1.   터키 거점  

→ 중동, 아프리카, 유럽시장 진출

2.   필리핀 거점  

→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신규사업 참여 추진 : 총 4건

•우간다 엔테베공항시설개선사업(ODA)

•에콰도르 CATC사업(ODA)

•사우디 킹칼리드공항 IT구축사업

•사우디 타이프 공항 사업

신기술사업 매출 추이

20132012 2014

(단위 : 억 원)

105

53
69

해외공항사업 매출액

20132012 2014

(단위 : 억 원)

1.6

6.4

3.9

글로벌 사업 추진 현황 

캄보디아

억 원21.2
민간항공교육센터사업

터키

항행장비사업

30억 원

아프리카 수단 엘제니나

공항사업

13억 원

리비아

베니나공항 IT 구축사업  

(’12.12월 ~ ’14. 5월) 

13.4 억 원

•  충분한 성능시험 및 글로벌 

협업을 통한 고정용 TACAN 

시제품 개발 성공 

→   국토교통부 비행검사 합격, 

모든 구성품 국산화 성공

•  미래시장을 대비한 최신기술 

집약형 차세대 지상감시 레이더 

개발 

→   X Band ASDE 시작품 개발 

성공

항행장비

항행안전시설

•  LED-PAPI 개발 성공으로 

“항공등화 전 품목 LED형으로 

개발 완료”

→   LED 항공등화 상용화를 통한 

중소기업 매출 30억 원(누적) 

창출 및 에너지 70% 절감

LED 항공등화

•  고객 지향의 탑승교 신기술 

상용화 

→ 국내 청주, 울산 상용화 성공  

→   2014년 발명대전 국무총리상 

수상(11월) 

→   터키공항 1식 수출계약, 

중소기업 제조 계약 창출 

(12.8억)

→   2015년 스위스 국제 

발명전시회 대상, 특별상 

수상(4월)

탑승교

•  지상에서 엔진을 정지한 

항공기에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상용전원을 항공기용 전원으로 

변환하여 항공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

•  항공기 보조엔진 대비 약 80% 

에너지 소비량 저감 및 CO2 

발생 저감

공항장비

AC-GPS

•  항공기 이착륙 안전 향상을 

위한 활주로 포장 기술 고도화 

→ 항공안전 無사고 달성

공항포장

PMS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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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최상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3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공사는 세월호 사고 대응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매뉴얼, 조직, 시스템, 훈련 측면에서 하인리히 법칙1)

에 입각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골든타임 초동조치체계를 구

축하였으며, 개인별 임무카드와 경영진 재난지휘카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재난조직 및 

운영절차 개편으로 전사적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기상정보를 활용한 재난위기상황실 및 지하시

설물 통합관리시스템(GIS) 등 24시간 재난위기 상황관리 및 재난방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상시 지

속적인 훈련 시행으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4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에서 

102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통합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서울,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굴착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필요성

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공항지하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따

라 전국공항 지하시설물 지리정보 DB 구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공사는 2012년부터 공항

지하시설물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시작하였고, 2013년에 전국 14개 공항의 GIS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GIS 데이터 신뢰도 향상을 위해 관리지침 제정, 담당자 교육, 만족도조사, DB갱신등의 유지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초동조치체계 구축

•개인별 임무카드, 재난관리지휘카드

•재난매뉴얼 모바일 웹(Web) 운영

•24시간 재난위기상황실 운영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GIS)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재난대책본부 확대 개편

•본사 재난현장 지원체계 강화

•재난대응 표준운영절차(SOP) 구축

•재난대비훈련 가이드북 제작

•공항 소방구조대 역량 강화

•재난대응훈련 및 전문성 강화

The MOST(최상의) KAC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중심의 

재난관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공항 운영의 

안전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 DMA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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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 sOcIal cOntext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

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사후 복구중심에서 사전 예방중심, 중앙중심에서 현장중심의 재난관

리,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의 안전관리로 재난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

하여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 실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매뉴얼, 조직, 시스템, 훈련 측면에서 최상의 재난관리체계

를 구축하였으며 CEO 중심의 현장 안전점검활동, 안전을 상징하

는 마스코트 ‘포티’ 제작 등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

고 있습니다. 또한, 3대 핵심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을 상향시키고 

선진 조류충돌 관리기법 도입, 초대형 항공기의 교체공항 추가지

정 등 항행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고

정통신망 DB 시스템 완성, 위성항법시스템으로의 전환 준비, 차세

대 항공이동통신망 구축을 통해 차세대 항행기술을 확보하고 있습

니다.

Our PrOgress

Our PerFOrmance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 위험요인 발굴 개선 건수

안전사고 발생 ZerO

(3년 연속 최고등급)

102개 공공기관 중        위

대통령 표창 수상

재난피해  

발생건수 2 ZerO년 연속 

안전사고  

발생건수 4 ZerO년 연속 

매뉴얼(Manual)

시스템(System)

조직(Organization)

훈련(Training)

초동조치체계의 고도화, 재난대응역량 강화 등 최상의 재난관리체

계를 구축하고 CEO 중심의 사내 안전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

니다. 그리고 항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 인프라 투자를 늘려

나갈 계획이며, 글로벌 항행기술 발전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 및 미

래 항공교통 증가에 대비하여 항공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항행시설 관리수준의 성과 측정을 위해 공항별 평가기준점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안전성숙도 평가를 수행하겠습니다.

Future Plans

재단법인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은 자연재난 

및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사회 전

반에 걸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연구개발,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운영

과 관련된 안전관리 연구, 컨설팅 서비스 

및 안전진단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난

관리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 전

문가 또는 활동가를 육성하는 다채로운 교

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

사는 다양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공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항비상계획 같은 공항안전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는 국제 기준에 비추어봐도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위험까

지 고려하는 포괄적 개념의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측면을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공사

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공항공사는 공사만의 맞춤형 위기관리 컨설팅과 재난관리교육을 통해 재난안전 

취약지역을 개선해간다면 세계 제1의 안전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게 바란다 2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송창영

1

GIS 구축 성과

골든타임 초동조치체계 확립

지사

•사고발생 접수

•상황보고, 전파

•직원 비상소집

•상황반 운영

•대책본부 운영

•지사지원 검토

•언론동향 파악

•  인력, 장비, 예산 

지원 

•직원 비상소집

•인명대피, 응급복구

•대책본부 운영

•사상자 처리

•유가족 지원

•시설물 복구

본사

10분 이내

•인명구조, 화재진압

•여객대피 지시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체계적인 자료 관리

•  종이문서, 종이지도, 담당자 기억에  

의존하던 자료 → 체계화된 DB구축

•자료의 중복관리 방지

•자료출력, 저장공간 축소

업무의 정확성 증대 

•  기존 자료의 부정확을 GIS도입으로  

정보의 정확성 향상

•  문자 → 공간도형으로 관리 

(위치정보 정확성)

•업무처리의 오류발생 건수 및 빈도 감소 

안전사고 예방

•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굴착공사  

안전사고 예방

•  항공사진 및 GIS 분석기능을 통해 재해 

위험지역 사전에 파악/예방

업무처리의 신속성

•  수작업 방식에서 GIS를 활용하여  

검색/조회, 출력 등을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타 부서 시설물 정보 신속 조회 가능
공항 지하시설물  

통합지리정보  

시스템

12.7                      % 

초과 달성 (602건) 

목표대비 

“잠재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위험관리가 필요”

※   1)하인리히 법칙 :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으로, 사소한 문제점이 

발견될 시 이를 면밀히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해야 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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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안전문화 정착

공항안전 마스코트 ‘포티’ 제작

창립 34주년을 맞아 공사의 안전중시 경영철학이 반영된 새로운 마스코트 ‘포티’를 제작하고 선포식을 개

최했습니다. 포티(PORTY)는 공항(Airport)과 안전(Safety)의 합성어로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공사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사 차원의 안전점검, 관리를 위해 비상안전대책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사장, 부사장, 본부장 및 안전·보안업무의 부서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에

는 총 6회에 걸쳐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논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김해공항 항행안전시설 보완대책, 

인천 아시안게임 대비 보안강화, 사고 취약지역 안전확보 방안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위원회 운

영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CeO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노력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안전정책 및 목표 수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EO 현장방문은 현장 안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CEO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멘토링을 실

시하는 활동으로서 조직 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의 안전을 최선의 

가치이자 목표로 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안전정책 및 목표 수립에 CEO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상

안전사고, 비행장시설 기능 장애, 항행안전시설 운영중단 등에 대해 안전정책을 보완하였으며, 그 결과 4

년 연속 안전사고 ZERO를 달성하였습니다.

안전활동 홍보를 통한 공항종사자 및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

공사는 공항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화재·보안감시, 상황전파체계에 대한 안

전점검 요령을 담은 안전점검 수칙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소방방재

청에서 제작한 국민행동요령 동영상을 방영하고, 재난안전 우수사례 발표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적극적인 안전활동 홍보를 통해 공항종사자와 국민의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안전위험요인을 사전에 제

거하고 있습니다.

재난 모바일 웹(Web) 운영

언제, 어디서나 개인 휴대폰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재난대응절차, 임무,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재난매

뉴얼 모바일 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웹에서는 본사 및 지사의 재난 매뉴얼, 개인별 재난대응 임

무카드, 경영진 재난관리지휘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상의 임직원 전용창을 통해 재난 콘텐츠를 

전자화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재난 모바일 웹은 매뉴얼 개정 시 재난정보 업데이트가 용이하고 스마트

폰으로 실시간 열람, 저장, 인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웹을 개발함으로써 재난대응 정보

의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해소하였으며 재난대응 절차, 임무, 역할 숙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공사는 대형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평상시 다양한 분야의 안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항공기사고에 대비하여 민관군 합동 항공기 사고 수습 종합훈련, 항공기 실제 화재 진압훈련, 소방대

원 전문교육을, 보안·대테러와 관련하여 민관군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에 대비하여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풍수해 상황관리훈련, 제설작업 모의훈련을,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

여 항행시설 장애복구훈련, 비상관제 전환훈련, GPS 전파교란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전과 

같은 안전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평상시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안전법규 준수 및 예방대책 강화

안전법규 준수

공항 내 종사자 수, 항공기 운항 횟수, 등록 차량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공항 내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증

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항안전운영기준(AOS), 비행장시설설치기준 등 관련된 법규, 규정 등을 철저

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감독기관의 안전점검 수검준비에 대비하여 항공교통 안전점검(14개 공

항, 연 3회), 공항운영증명 정기검사(9개 공항, 연 1회), 비행장·항행·등화 관리검사(14개 공항, 연1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 강화

공사는 외부전문가 안전컨설팅을 시행하여 위험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동지역 운영협의회 및 명

예 안전관리자를 운영함으로써 공항안전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용 GPS를 기반

으로 고위험 지역 및 안전시설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개선

공사는 위험발굴 → 위험보고 → 위험성 평가 → 개선환류의 프로세스에 따라 이동지역 종사자의 안전사

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위험보고제도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한 결과 위험성 평가·개선 실적이 전년 

대비 38.7% 증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띄우다

공항안전 마스코트 ‘포티’

튼튼하고 커다란 날개는  

안전을 강조하는 책임과 의지를,

날개를 감싸는 시원한 라인은  

공항의 특징인 활주로를,

바퀴 겸 다리는  

신뢰받고 창조적인 공기업을,

눈과 고글은  

큰 시야로 안전함을 살피고 미래를 지향하는,

주조색인 파란색은  

청렴과 혁신, 안전하고 편안한 하늘 길을,

머리 위 노란 비행기는  

꿈과 열정의 기업 철학을 표현하였습니다.

위험성 평가·개선 실적

2013 2014

(단위 : 건)

602
434

38.7% 증가

위험발굴

•  이동지역 종사자 

위험발굴 활동

위험보고

•  안전관리시스템 

(SMS) 등록

위험성 평가

•가능성, 심각도 평가

•위험제거, 안전조치

개선환류

•위험저감대책 수립

•우수사례 전사공유

공항 안전의식 고취 활동

안전지킴이 

운영

안전점검 

수칙카드 제작

국민행동요령 

동영상 방영

성과공유 활동

•공항종사원의 안전사고, 보안 등 감시체계 구축으로 공항안전 강화

•전국공항 항공사 등 558개 기관, 업체 569명 안전지킴이 선정·운영

•화재·보안감시, 상황전파체계 등 안전점검 요령 숙지

•항공사, 상주기관, 업체에 점검카드 24,000장 배포, 소지

•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소방방재청 국민행동요령 동영상(응급조치요령 등 16종)  

여객터미널 방영

•공공기관 안전세미나, 항공안전세미나 등 공사 재난안전 우수사례 발표, 공유

- CEO 안전중시 경영활동, 재난관리체계 구축 사례 등

비상안전대책위원회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공항 운영의 안전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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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3대 핵심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 단계별 상향

공사는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주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김포 및 

김해공항은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개 등 악기상에 대비하여 운영시설

을 보완함으로써 항공기의 결항률을 감소시키고 안전운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항행 기술 확보

항공고정통신망 DB 시스템 완성

항공정보(항공기상, 비행계획, 항공전문통계 등)를 이용자 중심으로 제공하기 위해 ICAO 정책을 반영한 

항공통신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12∼’14년)하여 통합 항공정보관리체계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기존에

는 분산된 시스템에서 항공정보를 개별 관리하여 항공정보 분류별 검색 및 통계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통합 항공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항공정보의 세부 항목별 검색 및 통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기반의 항공정보 제공에서 그래픽 기반(GUI)의 항공정보 제공으로 바뀜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위성항법시스템(GBAS)으로의 전환 준비

공사는 항공기술 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로 위성항법시스템 비행검사 및 운영 절차 개

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는 국내 공항환경에 기반을 둔 위성항법시스템 운영 절차 개발을 담당하였으며 

항공우주연구원은 지상시스템 구축 환경조사, 지상시스템 성능점검 절차 연구, 핵심 알고리즘 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성항법시스템의 안정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절차, 운영 기

술 및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항공이동통신망 (VDL) 구축

기존에는 운영 측면에서 음성통신 사용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통신주파수 부족으로 용량에 한계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도 시스템 간 호환성 부족으로 관제시스템 처리능력 저하 및 국제 연

결 제한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국내외 이동통신망 분석 및 국내 이동통신망 구축계획을 수

립하였고, 2014년에는 통신망 전파환경 측정 및 지상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속한 데이

터 통신 및 효율적 항공교통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띄우다

※   CAT : 활주로 운영등급 Category(CAT)는 항공기의 정밀 이착륙을 지원해 주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에 따라,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최저 

시정거리로 구분되며 CAT 등급이 높을수록 시정거리가 줄어들고 결항률도 낮아집니다.

※ 활주로 운영등급(최저 착륙기준치) : CATⅠ(550m)→ CATⅡ(300m)→CATⅢa(175m)→ CATⅢb(50m)→ CATⅢc(0m) 

CATⅠ→ CATⅡ(’14년) →  

CATⅢa(’15년)
CATⅢa → CATⅢb(’15년) CATⅠ→ CATⅡ(’15년)

중기 목표 

•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을 위한  

필수시설 설치 완료(’13년)

   - CAT- 항행안전시설 설치

•  CAT-Ⅱ운영개시(’14.2월)

   - 저시정 운영 시설 보완

   - 저시정 절차 수립 및 훈련 시행

•CAT-Ⅲa 추가 상향 추진

•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을 위한  

필수시설 설치 완료(’14.2월)

   - 항공등화시설(3식) 교체

   - 항공등화제어시스템 설치

•  외부 전문검증팀 및 공인기관을 

통해 종합적 운영체계에 대한  

신뢰성 및 유효성 검증

•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을 위한  

필수시설 설치 완료(’14.12월)

   -   유도로 중심선등 및 저시정  

운영 안내 전광판 설치

   - 저시정 운영절차 수립

※(국토부) 진입등 연장 사업

   - 720m → 900m(’15년)

2014년도

공항별   

추진 사항

제주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선진 조류충돌 관리기법 도입을 통한 조류충돌건수 17% 감소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운항빈도가 높은 핵심 3개 공항에 대해 조류생태환경 연구조사 및 선진 조류충돌 

관리기법 개발을 위한 사계절 조류생태환경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 및 분석, 해외 선진사례 파

악을 통한 과학적 관리기법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 조류충돌 건수가 2013년 48건에서 2014년 40건으로 감

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초대형 항공기 수용 교체공항 추가 지정

A380 등 F급 초대형 항공기의 도입이 최근 3년간 3배 이상(2011년 5기·2014년 17기) 증가함에 따라 공사

는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및 제주공항에 이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주공항 

추가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로 인해 초대형 항공기의 국내공항 수용 능력이 증대되었으며, 항공기 운항

의 안정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조류충돌건수 감소

2013 2014

(단위 : 건)

40
48

8 17건, % 감소

•김포, 김해, 제주공항 서식조류 생태환경 연구조사

   - 범위 : 공항 내, 외곽(5Km)

   - 시간 : 사계절 풀타임

•서식·유입조류 분석 및 DB화

현장조사 및  

분석

•선진공항 벤치마킹 실시

   - 대상 : 벤쿠버, 시애틀공항

   - 기간 : ’14.10.20~10.26

•조류퇴치 매뉴얼, 위험성 평가기법 및 교육자료 입수

해외 선진사례  

파악

•KAC형 위험성 평가기법 및 조류충돌 관리기법

•조류퇴치장비 유효성 검증

•체계적 교육훈련으로 전문가 양성

•위험성 평가에 따른 효율적인 조류 퇴치 실시

과학적  

관리기법 개발

01

02

03

VDL 구축 효과

VDL 구축 효과

신속한  

데이터 통신 

안정적 통신  

연계

효율적  

항공교통관리

•  음성통신에서 데이터링크를 이용한 문자통신으로 전환

   - 정보 전달 정확성 향상

   - 통신처리 속도 13배 향상

•처리능력 증대 및 지연 저감

•  공역의 최적화 활용 및 활주로 점유시간 저감

•글로벌 표준 통신체계 확보

•  전 세계 국가간 통신정보 연계 시스템 운영 가능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공항 운영의 안전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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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공항을 

구현하겠습니다.

> DMA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03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전략 추진

공사는 2009년 저탄소 녹색공항 구현이라는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4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설비, 그린빌딩 조성 관련 약 1,100억 원을 투자하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등 변화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사전 대응하고자 2014년 ‘기후

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World-Class 공항 구현’이라는 신규 비전을 수립하고, 3대 전략과제를 선정해 2020

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관리체계 고도화

공사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관리를 위해 공항별로 에너지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

니다. 2014년에는 온실가스 시스템을 ERP와 연계하여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고 외부검증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배출원별(Scope 1, 2, 3)로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임차업체 

배출량을 관리업체와 비관리업체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에 더

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정확하게 전송함으로써 16개 지사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Our BusIness & sOcIal cOntext

전 세계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환경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기업들은 모든 

사업에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

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친환경 제품 개발과 서비

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 기

업이 앞다투어 친환경 기술을 강화해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등 기

업의 또 다른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평가

함에 있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환경 성과를 반영하는 부분이 늘어나

는 추세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뿐만 아니라 명성까지 평가하는 등 기후변

화 대응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에 전략수립 및 인벤토리 구축을 완료

하고 현재까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

에는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임대업체별 에너지 사용량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주업체의 자발적 절약을 유도하는 탄소포인트제

도 운영, 협력회사까지 참여하는 전사 녹색아이디어 공모전 등 내·외부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정부 목표를 4년 연속 초과 달성하였습

니다. 또한 LED 항공등화(’13), 지상 전원공급장치(’14) 등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절감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그린 인

프라 구축으로 이어져 공항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Our PrOgress

Our PerFOrmance

친환경성과 수상

그린월드 어워드 은상 대한민국 녹색경영

에너지절약 유공 

대상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중장기 감축 로드맵 수립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운영 고도화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탄소 성과관리 체계 확대

온실가스 관리체계 고도화

규제대응에 맞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기후변화 역량강화로 

온실가스 관리체계 고도화

•신재생 에너지 도입

•고효율 설비 도입

•친환경 차량 도입

•친환경 건축물 확대

•탄소저감기술 발굴, 적용

지속가능 친환경 인프라 구축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경영을 위한 지속가능 

친환경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World-Class 공항구현

•탄소경영 정보공개 확대

•타 공항과 정보교류

•임대업체와 협력강화

•고객 및 지역사회와 교류

•기후변화국제인증 취득

신뢰받는 친환경 기업 구현

탄소정보 공개 및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친환경기업 

구현

비전

목표

전략

과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제

2020년 까지 기준배출량(2012~2014년 3년 평균) 

대비 10% 감축
2020년 까지 2013년 배출량 대비 13% 감축

공사는 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재생설비, 고효율 친환경설비, 그

린빌딩 조성 등을 위해 약 2,456억 원을 투자해 9,470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2015~2017년을 기후변화 대응 1차연도로 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중장기 전략 및 감축목표 신규 수립,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양성, ACI 공항 탄소인증 취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2020년

까지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에 따라 LED 조명 100% 교체,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운영체제 정착 등 공항 탄소관리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Future Plans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

을 통해서 에너지 및 온실가스를 절

감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4년 연속 초과 달성한 한국공항

공사 관련 담당자들의 노력에 감사

를 드립니다. 정부의 감축제도에 대

한 대응뿐 아니라 친환경 공항 구축

이라는 자체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

인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LED등 

고효율 설비와 태양광발전설비 등

을 도입한 것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은 타의 모범이 되었

습니다. 그러나 공항이용객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

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립된 장기 감축 로

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기술 및 정보 등을 끊임

없이 발굴·적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한국공항공사의 목표인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공항 구축’은 공사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다양

한 주체가 이용하는 공항의 특성상 각 이용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항 탄소포인트제도와 같은 사업들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게 바란다 3

에너지관리공단 건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팀장 김창식

온실가스 감축

4       년 연속 

정부 목표 초과 달성 

(기준년도 대비 20.5% 감축)

* 기준년도 : ’07~’09년 평균배출량 대비

대통령  
표창 수상

사용자

사용자

공항공사 온실가스관리 시스템

F
ra

m
ew

o
rk

JSP HTML5(IBSheet7) Chart(IBChart)

Struts 2.0, Spring, iBatis

J2EE/JAVA

Web Application Server (Tomcat 7.0)

Operating System (Windows Server 2003)

온실가스 DB(Oracle 11g)

조직경계

활동량

규제대응

목표관리

배출원

배출량통계

탄소자산관리

시스템관리

사업장

사용자

본사

관리자

시
스
템 

메
인

업
무
영
역

타 시스템

정보공개

연료사용량

차량운반구

조직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임차정보

ERP(현 시스템)

홈페이지(현 시스템)

RFC

데이터 

인터페이스

“친환경 공항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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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4년 연속 감축목표 초과달성

서울지역본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외 13개 공항 및 2

개 지사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본부는 매년 협상을 통해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부여받고 있으며, 나머지 지사는 2015년까지 기준연도 평균(’07~’09) 배출량 대비 20% 감

축을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을 위해 에너지원별, 계절별 배

출량 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항시설, 항공기 운항편 수, 이용여객 등이 매년 늘고 있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문화 조성

전 직원 및 협력회사 참여를 통한 녹색아이디어 공모

공사는 전 직원 및 협력회사 직원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동참과 우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11년부터 

‘녹색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저탄소 녹색공항 마인드 확산과 에너지 절약이라

는 주제로 공모를 진행하였고, 서울 플랜트시설팀의 ‘탑승교 Glass Wall 단열코팅을 통한 에너지 절약’ 아

이디어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5건의 우수아이디어를 선정하여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고객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친환경 캠페인

2009년부터 전개한 녹색발자국 남기기 운동의 연장선으로, 2011년부터는 환경부와 그린스타트와 함께 공

항이용객을 대상으로 녹색여행 만들기 캠페인을 시행하였으며, 2012년에 녹색명절만들기를 추가로 시행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2010년부터 소음대책지역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의 숲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을 중심으로 게릴라 가드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게릴라 가드닝 행사

로 김포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인 부천시 고강동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정화를 시행하고 골목담장의 벽화

작업, 버려진 화단에 화초 및 식목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위한 공항 탄소 포인트 제도 시행

전국 14개 공항에 상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항 

탄소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이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를 419tCO2 감축하

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우수한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하여 참여

를 더욱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띄우다

※   게릴라 가드닝’은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버려지거나 돌보지 않은 땅을 가꾸어 ‘땅을 땅답게 사용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공사는 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20132012201120102009

직원 직원 공항 이용객 공항 이용객 공항 이용객 지역사회

•갖기, 끄기, 지키기

•개인 컵, 부채 갖기

•필요없는 전원 끄기

•  적정온도,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에너지절약 실천 홍보물 배포

•온실가스 감축실천 서약서 작성

•친환경 손수건 및 보자기, 장바구니 배포

•소음피해지역 쓰레기 청소

•나무와 꽃 심기

•벽화 그리기

녹색발자국 남기기 운동 게릴라 가드닝녹색여행·녹색명절 만들기

상주업체

전기절약 인센티브

한국공항공사

포인트 산정

온실가스 감축량

공항 탄소 포인트 제도

20132012 2014

(단위 : tCO2)

65

52

419

419
391

412

참여업체 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기준(김포공항 제외) (단위 : tCO2)

31,273

9,036

664

26,764 26,562 25,904 25,612

6,2446,961 6,9147,454

763 659 672 688

40,974

34,981 34,182 33,490 32,544

2014201320122011기준배출량
(’07~’09 평균배출량)

전기

연료

자동차

▵14.5% ▵16.5% ▵18.2% ▵20.5%
▵11% ▵13% ▵15% ▵17%

4년 연속 목표 초과달성

감축달성성과 (감축목표)

실적

목표

공모건수

녹색 아이디어 공모건수

20132012 2014

(단위 : 건)

70

51

116

33

5

도입건수

① 녹색명절 만들기

② 게릴라 가드닝

②

①

물 사용 절감량 28만 5천 톤 달성(기준 사용량 대비 20.5% 절약)

공사는 물 사용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2011년 물 절약 목표관

리제도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평가

항목에 물 절약 실적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지사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사 및 협력회사 직원 교육, 물 

절약 아이디어 발굴, 절수장치 설치 등을 통해 2014년에는 기준 사용량 대비 20.5%를 절약하였습니다.

2014년 

물 절감량

28   5만     천 톤

온실가스 감축

182 tcO2

가족 1년 물사용량2,260
(4인가족 평균 346L/일 사용)

소나무 필요65,700 주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공항을 구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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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띄우다

약                 시간1,000할로겐 사용시

45~300W

약                     시간50,000LED 항공동화 교체시

3~100W

LED

할로겐

80%절감

 활주로       항공기       공항건물 및 시설

그린 인프라 구축 

공사는 2009년부터 신재생 및 고효율 설비 구축, LED 조명, 친환경 차량 도입, 그린빌딩 조성 등 2014년까

지 1,111억 원을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5,877tCO2 감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World-Class 공항’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신재생 및 고효율 설비 도입, LED 조명 100% 도입, 친환경 

차량 도입, 그린빌딩 조성 등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2,456억 원을 투자하여 9,470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내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계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설비

신재생에너지 17 24.2 34.3 18.5 8.7 - 102.7

고효율 설비 32.8 104.6 160.6 47.2 106.8 16.4 468.4

그린빌딩 조성 김포 국내선 리모델링 356.2 372.8 87.6 - - - 816.6

김포 FBO 신축 142.6 - - - - - 142.6

김해 국제선 증축 261.8 114.2 - - - - 376

지방공항 시설개선 로드맵 254.9 145.4 39.1 33.1 54.5 - 527

기술개발 및 적용 공항포장 수명연장 연구 0.5 0.5 0.5 0.3 - - 1.8

AC-GPS 도입 - - - 5.4 8.7 7 21.1

합계 1080.8 761.7 307.1 104.5 178.7 23.4 2456.2

그린 인프라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에너지 절감형 탑승교 설치

•  공항 건물에서 항공기를 연결해 주는 기능 (Loading Bridge)

•  유리마감으로 되어 있는 탑승교는 외부 온도 및 바람에 취약하므로 

가동터널에 방풍장치를 설치하고, 유리 및 지붕층에 특수 

단열페인트 코팅을 실시해 에너지를 절감  

(하절기 실내온도 4℃ ↓, 외부 표면온도 10℃ ↓)

AC-GPS(Air Craft Ground Power Supply) 개발

•  항공기 보조발전엔진(APU)를 대체해 연료절감과 탄소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설비로  

201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3년 개발 완료

•  개발제품은 현재 김포공항 국제선 및 한서대학교에 설치 운용하고 있고, 대한민국 공군도 KAC 개발장비 3식을 

사용중에 있으며, 2015년 말 김포공항 FBO 격납고에 2식이 추가 설치될 예정임

LeD 항공등화 개발

•  LED 항공등화 개발 

•  야간이나 악천후에 대비하여 항공기 안전을 

돕는 비행장의 모든 조명으로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4년 개발 완료

•  기존 할로겐과 비교해서 전력량 70% 절약, 

수명은 50배까지 증가

•  2014년까지 국내공항 및 해외(이란, 

노르웨이)에 2,882개 설치

녹색포장 연구

공항 아스팔트 포장의 수명연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에 착수,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공항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도 적용되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GPU AC GPU(A330항공기 보조발전 엔진 주유 대비)

온실가스 최대        감축80%

그린빌딩 조성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설비

①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리모델링

②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증축

③   김포국제공항 비즈니스제트항공기  

지원센터(FBO) 신축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리모델링]

친환경 건축 분야

•고성능 유리 등으로 단열 보강

•햇빛 자동차단 시스템 도입

•천창 설치를 통한 자연채광

•  벽면녹화, 옥상정원 조성으로 공간  

환경 개선과 단열 효과

전기·기계설비 친환경 시스템

•  고효율 기자재 인증 변압기와 

소프트스타터 등 고효율  

기기 도입

• 고효율 LED조명 설치로 조명에너지 

요구량 약 20% 절감 예상

•공조기 인버터 및 전열교환기 적용

•중수 재활용 및 우수설비 도입

•빌딩 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도입

•친환경 고무발포 보온재

신재생 에너지 분야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

•지열 냉난방시스템 도입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증축]

친환경 건축 분야

•외벽과 창호 단열성능 향상

•햇빛 자동차단 시스템 도입

전기·기계설비 친환경 시스템

•공조기, 펌프 등 고효율기기 설치

•LED조명 설치

•빌딩 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도입

신재생 에너지 분야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

•지열 냉난방시스템 도입

[김포국제공항 비즈니스제트항공기 

지원센터(FBO) 신축]

친환경 건축 분야

•외벽과 창호 단열성능 향상

•  마감재, 접착제 등 환경표지인증자재 

사용

•햇빛 자동차단 시스템 도입

전기·기계설비 친환경 시스템

•고효율 전열교환기, 지열 히트펌프 설치

•LED조명 설치

신재생 에너지 분야

•지열 냉난방 시스템 도입

[태양광/태양열]

김포, 김해, 울산, 무안, 여수, 포항, 

군산, 사천공항, 표지소

[고효율 냉난방장비]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공항

[지열]

김포, 제주공항

① ②

③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공항을 구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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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DMA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04

소통하는 일터, Trust KAC

CeO가 찾아가는 온·오프라인 소통

주요 현안에 대해 CEO의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CEO우체통에 게시하고 있으며 명절, 포상, 경영 정상화 등

에 대해 편지 형식으로 격려 및 축하, 사기진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 및 임원이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과 면대면 대화를 하는 CEO 릴레이 워크숍, 젊은 직원이 중심이 되어 CEO와 만남을 진

행하는 Phi(Provision of Huge Innovation, 아이디어 협의체)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2014년에는 16개 지사

에서 총 27회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원과의 거리감을 없애고 공감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공사는 전국 16개 지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게시판에 

노사현안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 제안, 질문, 의견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직원소통주

간을 정하여 다양한 주제로 직원들 간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소통주간을 통해 가족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법, 타 부서 및 외부기관과의 소통의 벽을 허무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자부심 있는 일터, Pride KAC

업무 효율을 높이는 유연근무제

업무의 효율성 및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RP 시스템

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 및 인사부서 결재를 함께 처리함으로써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시신청이 가능하

도록 하였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임직원은 자기계발 및 업무효율 증대를 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

과 유연근무제 만족도가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2013년 4.29점 → 2014년 4.44점)

공사는 더욱 나은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복리

후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제근무 및 탄

력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임

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위해 임신단축근로제를 도입했습

니다. 둘째, 임직원의 스트레스 및 건강 관리 차원에서 스

트레스 검사, 맞춤형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임직원 개개인의 자기 계발 욕구

를 충족시키고,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공항리더 양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HRD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직무전문성부터 리더십 향상까지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전인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Our PrOgress

Best Workplace in Asia

공사는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 향상 등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

하는 환경을 구축하여 조직과 구성원 모두가 성장하는 대

한민국 최고의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건

강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통해 직원 삶

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항리더를 

양성하고자 전략적 HRD 체계를 구축하여 비전 2020을 실

현해 나가겠습니다.

Future Plans

Our BusIness & sOcIal cOntext

급변하는 21세기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스스로가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사 임직원이 기업의 성장

에 대한 목표와 의지를 갖추고 자발적으로 회사 공동의 목표 달성에 참여하도

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GWP(GREAT WORK PLACE) 구축 및 체

계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이 최근 기업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

다. 임직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제도 및 HRD 프로그램은 임직원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장기적 

존속을 끌어낼 것입니다.

Our PerFOrmance

아시아 일하기 좋은  

기업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1인당 평균 교육예산 총 교육인원

한국공항공사 소속의 항공기술훈련원은 국내 유일의 민간항

공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공항 및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가를 양성하고, 전 세계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문 CS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또한 개발도상국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국제교육을 실

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관제사 입문과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CEO의 인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경영목표 달성 및 글로벌 공항산업 선도를 

위하여 ‘GLOBAL AIRPORT BUSINESS CONTRIBUTOR’

라는 HRD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전략은 다

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 핵심인재를 선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핵심인재는 엄격

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현재 23개 분야 1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정원의 약 20%

인 320명까지 선발할 계획입니다. 둘째, 모든 직원에 대한 역량진단을 시행하고 자기 계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시스템인 ‘E-HRD’을 활용하여 가치, 관계, 직무 등의 부족 역량을 파악한 후 교육

과정을 매칭하여 추천함으로써 조직 발전과 자기 성장을 함께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

째, 상시 학습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OJT, 워크숍, 부서주관 집합교육 등 비정형 학습활동을 교육

시간으로 인정하여 부서장 중심의 현장교육을 활성화하고 CoP(학습조직)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아이디

어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넷째, 직원교육에 있어 비전 2020 및 핵심가치 교육을 가장 중시하

고 있습니다. ‘Biz & 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객지향, 

도전추구, 상생경영 등 3대 핵심가치를 내재화하는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게 바란다 4

항공기술훈련원 

원장 임귀섭

공공부문 2년 연속 대상 Best Workplace  
in asia 

GWP 구현

GWP 추진체계

공사는 ‘변화와 도전을 통한 즐거운 일터 만들기’라는 GWP 비전 아래 직원들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

기 위해 소통하는 일터(Trust), 자부심 있는 일터(Pride), 신명나는 일터(Fun)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

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을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사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우수 인력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정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시간제 근무 10 14

탄력 

근무제

시차출퇴근형 60 71

근무시간선택형 52 41

집약근무형 7 6

“항공 전문가를 육성하는 민항공분야 세계 TOP수준의 교육기관”

변화와 도전을 통한 즐거운 일터 만들기GWP 비전

GWP 전략방향

GWP 추진활동

소통하는 일터(Trust) 자부심 있는 일터(Pride) 신명나는 일터(Fun)

•직원가족 축하 및 지원

•생일축하 미션 

•칭찬릴레이

•유연근무제

•임신단축근로제 

•EAP

•휴가예고제

•정시퇴근 독려

•CEO 우체통

•CEO 릴레이 워크숍

•Phi

•직원소통주간

39.4
전년 대비                        

% 증가

(6,918명)
6.7
전년 대비                        

% 증가 (15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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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임신단축근로제

가족친화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임신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

신 초기부터 12주까지, 36주부터 출산까지의 기간에 한해 임신 중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일 6시간으로 

단축해주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는 모성보호 신고시스템을 통해 임신 사실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원에게도 평등하게 같은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지원프로그램,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시행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및 수준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개인,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근무 의욕 제고 

및 일·가정의 양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휴가예고제 시행

분기마다 부서 직원이 모여 각자의 휴가계획을 공유하고, 누적피로 해소 및 재충전을 위해 하계휴가의 연속 

5일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서원 휴가보장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시퇴근 독려·시행

매주 수요일(건강의 날), 금요일(가족의 날)에는 모든 임직원이 정시퇴근하도록 부서회식 등 일과 후 공식, 

비공식 행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정시퇴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진이 직접 퇴근 방

송을 진행하고 정시퇴근이 우수한 부서는 평가에 반영하여 사내 정시퇴근 문화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명나는 일터, Fun KAC

직원가족 축하 및 지원

공사는 초등학교 입학자녀 및 대학입시 수험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에 대해 간단한 선물을 증정하고 있습

니다. 직원가족에 대한 배려, 축하활동을 통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높이고 CEO에 대한 신뢰 및 공사 이

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생일축하 미션

구성원 간 가족적인 분위기와 유대감 형성을 위해 생일축하 미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서 매월 생일자 명단을 게시하여 함께 공유하고, 생일 축하미션을 수행한 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 직원이 함께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칭찬릴레이

직원 간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칭찬 인물을 선정하여 칭찬릴

레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월 칭찬인물로 선정된 직원이 다음 칭찬인물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칭찬인물뿐만 아니라 칭찬인물 알림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준 동료 직원에게도 소정의 상품을 제공

하여 모두가 즐거운 칭찬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띄우다

‘허리둘레 5% 줄이기’ 프로젝트

한국공항공사 류종석 과장

허리둘레 5% 줄이기 프로젝트를 통해 82kg이던 몸무게가 

77kg으로 줄었으며 허리둘레도 90cm에서 85cm로 줄었습니다. 

이전에도 살을 빼기 위해 운동도 하고, 여러 시도를 해보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의 일대일 영양 

상담, 구내식당 식단관리 등 환경개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니 더욱 손쉽게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무조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실 때는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등의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살이 빠지니 몸도 

가벼워지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 등 삶의 활력을 다시 찾아 

매우 기쁩니다.

* 2014년 공공부문 신뢰경영지수(TI) 평균 : 59점

*   TI조사 : GWP KOREA 주관으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뢰경영지수(Trust Index)  

평가이며, 조직의 믿음, 존중, 공정성, 자부심,  

재미 등을 측정 

신뢰경영지수(TI) 조사

2013

64

2014

66

(단위 : 점)

(단위 : 점)GWP 활동을 통한 직원만족도 상승

개인측면

조직측면 

2013 2014

4.50
4.39 4.39

4.32

추진배경 및 개요

‘허리둘레 5% 줄이기’ 프로젝트는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복부비만,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삶과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직원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전 직원 대상

사전검사 실시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전 혈액 

검사와 체력검사 등 건강 및 

체력상태를 점검하여 고위험군 

직원 33명을 확인하였습니다.

3단 콤보(의료, 영양, 

운동관리) 교육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건강관리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의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식환경 개선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자문,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칼로리별 식판 샘플 배치, 건강 

포스터 부착, 천천히 먹기 캠페인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스트레칭

사무실 내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긴장을 완화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스트레칭 동영상을 활용하여 

팀별로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전 사후 비고

대사증후군 호전율 19명 7명 63.2% 호전

허리둘레 전체 85.6cm 84.5cm 1.1cm 감소

고위험군 92.9cm 88.5cm 4.4cm 감소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개수변화

전체 1.8개 1.0개 0.8개 감소

고위험군 3.4개 1.9개 1.5개 감소

프로젝트 추진결과

3개월에 걸쳐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대사증후군 호전율, 허리둘레,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개수 등 모든 영역에서 향상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사증후군 고위험군 직원이 일반 직원보다 건강증진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고위험군 대상

개인영양상담 및 소그룹 영양교육

외부 전문 영양사에 의한 소그룹 영양교육 및 1:1 영양관리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사증후군,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개인별 식습관 파악에 따른 맞춤형 식생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맞춤 운동프로그램

사전검사 및 체력측정결과를 반영한 1:1 운동지도, 단체 운동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고위험군 33명 및 

신청자를 대상으로 매주 화, 목요일 저녁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 성과자 소개

임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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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띄우다

글로벌 공항리더 양성

HrD 체계

공사는 전사 경영전략 및 인적자원관리 전략과 연계된 HRD 비전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배려인, 전문인, 융합인을 공사의 인재상으로 정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HRD 전략목표 및 

실행과제를 도출·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진단, 교육만족도 평가, 현업적용도 평가, 교육운영위원

회 등을 통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장 선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4년 ICAO 현장실사(8개 분야, 207개 항목)에서 권고 및 지적사항 0건을 기록하여 

2015년 1월에 성공적으로 국제육기관 준회원(Associate Member)를 취득하였고, 2015년 5월에는 ICAO 

TRAINAIR PLUS(국제 항공 교육의 표준화 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STP(표준교육교재)의 자체개발에 성공

하여 정회원(Full Member)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직무전문성 고도화

공사는 직원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영지원, 공항운영, 시설/기술, 법정교육 등 사업분야별 맞춤형 

사내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lobal Airport Business ContributorHRD 비전

인재상

역량진단 / 교육만족도 평가 / 현업적용도 평가 / 교육운영위원회 등점검체계

글로벌시장 선도 직무전문성 고도화 평생 학습조치 구축
경영성과 기여 역할 

고도화
HRD 전략 목표

전략 및 실행과제

글로벌 리딩을 위한 전문인력 구축 및 신성장 

사업수행능력 강화, 현업중심 교육수요 파악 및 

현업적용도 강화 등 8개 전략과제

글로벌 교육사업 및 상시학습 조직문화 구축, 

글로벌 육성체계 정립, 역량 진단체계 고도화 등 

21개 실행과제

배려인 전문인 융합인

ICAO인증 항공보안교육센터 개관

사업분아별 사내 교육과정 실적 및 세부내용

실적

19 개 과정(19회)

교육 내용

•  자산, 계약, 물품, 예산 

등 경영지원 실무

•  IT, 보안 및 전략적 

사고와 기획력 강화

경영지원

실적

5개 과정(6회)

교육 내용

•  상업시설 및 POS 이해 

등 컨세션 관리 

•  항공수요예측 등 

공항설계 분야 및 LCC 

경쟁력 강화

공항운영

실적

7개 과정(7회)

교육 내용

•  항행기술의 이해 등 

고졸사원 

역량강화(기초이론)

•  공항설계 및 개발, 

공항플랜트, 

공항토목과정 등 안전 

및 재난 교육

시설/기술

실적

18개 과정(27회)

교육 내용

•  항무, 안전, 

기술·시설분야 등 

직원역량 과정 시행

법정교육
여성직원

→ 핵심과정 지원을 통한 여성 리더십 향상

여성가족부 분기별  

특강 이수

 5명

여성리더십 향상과정 

개발·시행

 24명

장기위탁교육생  

선발시 우대

 4명

평생 학습조직 구축

비정형 학습 활성화

기존의 정형화된 교육과정 외에 각종 비정형적 학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서 워크숍, OJT 

등을 학습시간으로 정식 인정해 줌으로써 현장중심의 교육 문화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가, 자격증 취득과 같은 개인학습 장려로 전사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조직(CoP) 운영

전사적 이슈 및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습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급, 직렬

이 융합된 수평적 협업그룹을 구성하도록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학습조직 활동실적이 2013년 15개 팀에서 

2014년 32개 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학습조직은 공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에 크게 기여하

고 있으며 구성원 간의 상호 역량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학습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 기여 역할 고도화

전문인력 선발 확대

전문인력 선발 확대는 핵심인재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인력의 채용을 확대하

는 것입니다. 2014년 공사는 기존에 100명이던 전문인력 Pool을 140명으로 늘리고 미래경영리더 4명을 신

규로 선발했습니다. 조직운영 능력 및 리더십이 뛰어나고 미래 사업 성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문인력을 선발함으로써 각 분야 계층에서의 입체적 성과 창출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   핵심인재 : 조직운영 능력 및 리더십이 뛰어나고 미래 사업 성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인재

여성 핵심리더 교육지원 확대

여성 중간관리자 리더십과정을 개설하여 여성 핵심리더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여

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국내 및 해외대학 석사 학위 취득 등의 교육지원을 수행하고 있습

니다. 2014년에는 총 24명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전문인력

→ 역량개발 통한 전사적 사업추진 실행력 강화 

직무 및 어학능력 

개발 지원

 100만 원/인

해외 프로젝트 참여

캄보디아 교육컨설팅 

사업 등

개인별 성과평가에  

따라 인센티브  

및 Pool-out 시행

임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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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을 위해  

편리한 공항 서비스와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를 

제공하겠습니다. 

> DMA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05

공사는 국제선 항공기 신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탑승절

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공용 셀프체크인 장비를 신규 설치함

으로써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차

장, 대합실 등 고객 접점별로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노약

자, 시각장애인, 외국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내 그림, 트릭아트 작품 전

시 등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를 제공하여 고객의 볼거리를 확

대하고 있습니다.

Our PrOgress

Our PerFOrmance

편리한 탑승 환경

지능형 공항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공항 이용객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항 내 혼잡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4차 공항개

발 중장기 종합계획1), IATA FAST TRAVEL2) 등 여객수속 자동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여객흐름관리시스템, 무인수하물시스템 등 지능형 공항운영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최신 IT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한 공항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공항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무비자 환승제도 도입 추진

외국 관광객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공사는 지방공항에 대한 무비자 환승제도의 확대를 정

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4월부터 양양, 청주, 무안공항이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환승 무비

자 공항으로 지정되었으며 9월에는 대구공항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비자 환승제도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의 지방공항 이용이 편리해졌으며 양양, 청주, 무안, 대구공항 등 4개 지방공항의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38.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 신분확인 시스템 구축

공사는 e-탑승권(홈/모바일 탑승권) 자동 체크인을 위한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 신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

여 탑승수속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체크인 카운터 방문 절차가 생략되었으며, 육안으로 확

인하던 탑승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 항공법 제89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장기 공항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적계획으로 공항 개발에 관한 최상위 계획

2)   IATA FAST TRAVEL :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20년까지 여객의 80%가 셀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공사는 향후 스마트한 공항 운영을 위해 여객흐름관리시스

템, 무인수하물시스템, 공항운영 데이터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

약자들이 공항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

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문화공항으로 나아가

기 위해 공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

를 중규모 공항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Future Plans

Our BusIness & sOcIal cOntext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

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공항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고객이 공항 서비스

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경영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고객

의 불만에 대한 미흡한 대응은 공항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 추가적인 비용 발생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고객만족은 단기적으로 커뮤니케

이션 비용을 절감해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안

정적인 수익 창출의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스마트경영연구소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

으로 서비스와 마케팅에 관한 컨설팅 업무와 자

문, 강의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공

항공사의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인연이 되어 공사의 CS 추

진활동에 대해 조언해주었으며, 이후에 CS 추진

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로 고객의 소리(VOC)평

가를 1년여에 걸쳐 담당하였습니다. 한국공항공

사의 고객접점(MOT)은 대부분 50~60여 개의 협

력회사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

력회사의 서비스가 곧 한국공항공사의 서비스 품질 수준이기도 합니다. 안전, 서비스, 청결 

등은 이들 협력회사의 조직과 역할에 따른 접점 매뉴얼에 의해 치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중심 경영 시스템은 공사 CS팀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현대의 수준 높은 고객은 표준적이고 매뉴얼적인 서비스만으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시스템의 기반 위에서 자연스러우면서도 개별적인 친근감이 넘치는 ‘휴먼 터치’ 서

비스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감동과 혁신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상위 수준에 도달

한 공사의 고객만족도 수준을 고려해보면, 향후 고객 경험관리를 통한 체감만족도 향상노

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CS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순 고객 

추천지수(NPS), 고객경험관리(CEM) 컨셉 도입, 마이크밸류 마케팅적인 요소 등을 가미하

여 한국 CS 선도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에게 바란다 5

스마트경영연구소 

소장 장정빈

김포공항 ASQ(세계공항서비스평가)

중규모공항 부문     년 연속    위5 1
KAC 컨택센터 

KS인증  

취득

공기업 고객만족도

97.1점

마스터플랜 추진 로드맵

단기

(~2015)

•  탑승객 신분확인 

시스템

•  공용여객 처리 

시스템

•  여객흐름관리 

시스템

•  무인수하물 

시스템 구축

•  공항운영 

데이터 통합 

분석시스템 

구현

중기

(~2018)

장기

(~2020)

공용 셀프체크인(KIOSK) 장비 성능개선

기존 체크인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장애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크타임 시 체크인카운터가 번잡해지는 현

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사양의 공용 셀프체크인 장비 5대를 신규로 설

치했습니다. 그 결과 시간당 수속 처리능력이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는 체크

인카운터 10개를 증설한 효과에 해당합니다.

김포공항 여객 출국 소요시간 단축

구분 2013 2014

출발전체 5분 27초 5분 16초

국내선

* 체크인+신분검색+보안검색

구분 2013 2014

출발전체 9분 06초 7분 32초

국제선

* 체크인+신분검색+보안검색+출국심사

전화, 인터넷

카운터, KIOSK

탑승정보 육안 확인

E-탑승권

체크인 카운터 방문 절차 생략

탑승정보 자동 확인

기존 개선

출국장 진입

예약

체크인(발권)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CS 선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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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띄우다

다채로운 문화 행사

착시미술 포토존 

공사는 공항 이용객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전국 공항마다 착시미술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멀리서 보

면 평면으로 보이지만 앞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착시미술 포토존은 공항 이용객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다소 길게 느껴졌던 비행기 탑승 대기 시간이 추억의 시간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예술 공연

제주공항에서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마다 한국 팬플루트 오카리나 강사협회에서 오카리나, 우쿨렐레, 플

루트 합주와 같은 소규모 음악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제주도립무용

단과 함께하는 ‘해녀춤’, ‘물 허벅춤’ 등 제주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회와 무

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공항 이용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화가를 만나다

양양공항에서는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중국 내몽고 진욱미술사범학원’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전시되었던 그림을 양양공항에 전시함으로써 공항을 중국과의 문화 공유의 장

으로 바꾸었으며, 이는 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로맨틱 홀리데이 이벤트

제주공항에서는 프러포즈 등 고객 사연을 공모, 선정한 후 영상메시지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로맨틱 홀리

데이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인 간의 추억을 선물하는 로맨틱 홀리데이 이벤트를 통해 공항이 단

순히 거쳐 가는 터미널이 아닌 특색있는 공간으로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공항서비스 품질 향상

고객 접점별 이용 편의 개선

공항에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은 재방문 또는 타인추천 활동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주차장, 대합실, 영유아 편의시설 등 공항 내 주요 장소마다 고객의 편의 향상

을 위해 다양한 개선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춰 실시간 주차장 운영 현황 및 주차

요금 정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약자 및 시각장애인 배려 서비스

제주공항은 홀로 공항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약자를 위해 실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만 65세 이상의 노약자에 대해 항공기 발권부터 탑승까지 동반안내를 해줌으로써 주변 가족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수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

공항의 화장실 7개소에 냉/온수 안내 표식과 수온 선택을 위한 점자 안내를 설치하였습니다. 수전 점자는 

공사 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타 공항으로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

공사는 외국인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을 위해 홍보 자료를 안내데스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내 긴급사항 발생 시 외국어 통역이 원

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어 가능 접점 인원을 확대 배치하였으며, 공항 내 판매시설, 판매품목에도 

다국어 표기를 확대하여 외국인 고객의 혼란을 줄이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이용객 편의 증대

기존 시외버스 이용객의 불편(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불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전국시외버

스연합회, 전국시외버스터미널연합회와 연계하여 김포공항 국내선과 국제선에 무인 승차권 발매기를 설

치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선에는 별도의 환불데스크를 설치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승차권 

발권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일 평균 2,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공사는 이용객 증가 추세에 따라 발권기를 

추가 도입하고, 적용되는 시외버스 노선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기업 고객만족도(PCSI)

20132012 2014

(단위 : 점)

96.3
91.9

97.1

김해공항 국제선 2층

착시미술 포토존 사례

문화가 숨 쉬는 공항

Culture port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공사는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부응하고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항 내 문화공간을 조

성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현황조사, 이용고객 설문조사, 우수사례 조사 등 기초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공

항별 대표 문화 프로그램, 문화 이벤트 등 관련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타깃별 홍보채널 활용방

법, 마케팅 프로그램 추진전략 등 체계적인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여 공사의 Culture port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분석/ 사례연구

•내·외부 현황조사

•이용고객 설문조사

•우수사례 조사

•  공항별 대표 랜드마크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시 

•  전국공항 문화이벤트 컨셉 및  

방향 수립

•  공항별 즐길거리 아이디어 및  

트릭아트 테마 제시 등

문화이벤트/공간구성 아이디어 도출

•  체계적 마케팅 방안제시

   - 타겟별 홍보채널 활용방법

   - 마케팅프로그램 추진전략

마케팅/ 홍보전략 수립

도착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대합실

영유아 편의시설

발권

탑승 

대기공간

편의공간

•  국내선 지상주차장 주차면별 고유 식별번호 

(ex. A-11) 지정(김포공항)

•실시간 주차장 운영 현황 정보 제공 (여유, 혼잡)

•만차 시 사용 가능한 공항 인근 주차장 정보 제공

•주차요금 정보 제공

•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전용 모니터를 체크인카운

터에 설치(김포, 김해공항)

•  충전포트(USB, 220V) 탑재 등 고객 친화적  

대합실의자 도입(제주공항)

•  유아침대, 기저귀교환대 등 시설 개선 

(청주, 광주 등 10개 공항)

•영유아 편의시설 점검, 관리 기준 수립(전국공항)

주차장

모바일 앱(모두의 주차장)

개선사항

김포 개소

김해 개소

제주 개소

청주, 양양 개소

대구, 울산, 무안, 

광주, 여수, 사천, 군산

개소

3

4

6

2

1

공항별 착시미술 포토존 설치 현황

고객만족을 위해 편리한 

공항 서비스와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를 제공하겠습니다.

Issu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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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DMA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06

동반성장 추진체계

공사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를 설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동반성장 활동을 추

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및 사업모델 개발, 성과공유를 통한 협력회사 성

장동력 확보, 중소기업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확립, 동반성장 문화조성을 4대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이

에 따른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및 사업모델 개발

조직 개편을 통한 동반성장 실행력 강화

공사는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반성장운영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동반성장운영위원회에서는 동

반성장 정책공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각종 애로사항 논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팀을 신설하였습

니다. 지속가능경영팀은 동반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이행, 동반성장 문화 확

산을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추진 홍보 강화

공사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홈페이지, 언론보도, 사보 게재, 카드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

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의 의미가 내재한 핵심가치, 경영방침, 전략방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협력회사 대표 간담회 개최, 협력회사 직원 대상 글로벌 연수 시행 등 주요 활동에 대해 보도자료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사보 Airport Focus의 7~8월 호에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신기술 탑승교의 

터키 공항 수출 성과를 담았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협력회사 대표를 대상으로 상생 의지를 피력한 메시지 

카드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동반성장 홍보 활동을 통해 공사의 의지와 철학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성과공유를 통한 협력회사 성장동력 확보 

업무 수준 도달형 성과공유제(SLA)

업무 수준 도달형 성과공유제는 공사와 협력회사 간 합의를 통해 업무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사는 인센티브 지급, 계약연장, 포

상휴가 등의 형태로 성과공유를 시행하여 협력회사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중소협력회사의 장기적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운영위원회 및 지속가능

경영팀을 신설하여 동반성장 추진 인프라를 강화하였으며 적

극적인 대외 홍보를 통해 공사의 동반성장 의지를 이해관계자

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의 성장동력을 강화하

기 위해 업무 수준 도달형, 보유기술 이전형 등 다양한 성과공

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질서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

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매 확대, 어학 및 기술자격 인센

티브 제도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ur PrOgress

Our PerFOrmance

공사의 동반성장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

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동반성장 전략 및 로드맵을 새롭게 수

립할 계획입니다. KAC형 성과공유 모델 개발 및 확산 방안 도

출, 매뉴얼 제작 및 교육을 포함한 성과공유제 운영기준 개정,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 환류 및 모니터링 체계를 정

립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Future Plans

Our BusIness & sOcIal cOntext

중소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은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

다.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최근에는 국가 차원의 제도로 이를 

규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역량을 끌어 올려야 합니

다. 불공정 거래 관행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수많은 중소협력

회사를 병들게 하고 나아가 시장 경제의 질서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을 지

니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형식적 동반성장이 아닌 협력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추진하여 공급망 상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수이엔지는 공항 장비 생산 및 유지·보수를 

하는 순수 공항설비 전문회사입니다. 현재 한

국공항공사 운영 공항의 탑승 수속장 계량기의 

유지·보수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계량기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항공

사와 협업하여 중앙아시아 계량기 수출과 해외 

공항 BHS(수하물 처리 시설)프로젝트 동반 진

출 건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우수이엔지는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무대

로의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는 한국공항공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

안 BHS 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에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중소기업

에 부족한 경험이나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계설계

나 제작에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제품 결함률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제품 테스트 공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반자적 마인드로 시제품 개발에 여유를 주고, 비용 부담까지 함께한다면 진

정한 의미의 동반성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이 기술과 제조 두 부분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급 인력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게 바란다 6

우수이엔지

대표이사 엄우종

신설

성과공유제 과제 수행 실적

업무 수준 도달형(SLA)           건

보유기술 이전형       건

신제품 공동 개발형          건

협력회사 제안형       건7 7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동반성장운영위원회

투자기획팀장 건설사업실장

홍보실장 글로벌사업실장

운영보안실장 지역본부(지사)장

경영관리실장 항공연구소장

공항안전실장 인재개발실장

위원장: 부사장

간사:  

지속가능경영팀장

SLA 참여업체 수

20132012 2014

(단위 : 개)

43
38

48

SLA 성과공유 실적

구분 성과공유 형태 성과공유 실적

인센티브 계약금액의 6% 이내 총 18.2억 원 지급

계약연장1) 2년 이내/ 1회 계약연장 10건

1)계약연장 :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을 1회(2년 이내) 연장

공공부문 동반성장의 선도적 역할 수행목표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및 사업모델 개발

성과공유를 통한 

협력회사 성장동력 확보

중소기업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확립

협력회사 경쟁력  

강화
전략방향

동반성장 
운영위원회 

“공사의 풍부한 노하우가 동반성장의 힘”

48 11

34
전년 대비                        

% 증가 (278,709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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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우다

보유기술 이전형 성과공유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공사보유 특허기술 총 14건을 허여하고 공동출원 및 허여를 통한 테스트

베드 및 기술력 제공, 개발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동 개발사와 워크숍, 회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공사에 납부하는 각종 로열티의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LED 항공등화 

공군, 해군기지 납품 및 인천공항 3단계 확장 설치)

신제품 공동 개발형 성과공유제

공사는 중소기업과 신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기

업과 공동으로 해외 진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제휴를 통해 수주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에 성장의 기

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과의 신제품 공동 개발사례로 세계최초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로툰더형 

탑승교가 터키, 알제리, 싱가포르, 필리핀 등 해외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AC-GPS는 형상변경, 원가절

감형 성과공유 과제수행을 통하여 사업화에 성공하였습니다. 

협력회사 제안형 성과공유제

성과공유과제 발굴을 위해 협력회사 직원 7명 및 공사의 직원 9명으로 구성된 성과공유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연구회를 통해 발굴된 주요 성과공유과제로는 승강기 시설 모바일 원격 감시제어시스

템 구축, 원격지 주요전력(부하) 감시기술 개발, FIDS LED 보드 램프 전원 자동 ON/OFF 기능 구축 등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공동의 노력을 도모함으로써 공사는 시설개선 및 운영비 절감 효과를, 협력회사는 평

가 시 가점 획득 및 다양한 인센티브, 포상을 얻게 됩니다.

중소기업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확립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구매 확대

정부는 내실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중증장애 및 용사

촌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매실적을 매

년 늘려가고 있으며, 구매 품목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찰참여기회 확대

입찰 및 계약업무에 대한 제기준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공

사 분야, 용역 분야, 물품 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한 제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여 입찰참여의 공정성을 확보

하고 개별 중소기업에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구매실적 관리 및 모니터링

공사는 체계적인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나라장터 및 ERP 시스템 등 

구매실적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에 대한 주요 점검사

항으로는 SMPP 구매실적 점검 및 미진분야 대책강구, 연초 수립한 구매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중소기업

제품 추가변동 여부 점검, 중소기업지정 현황 관리 등이 있습니다. 나라장터 및 ERP 시스템의 주요 점검

사항은 기술개발제품 구매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적극 이행 여부, 여성기업인증 및 가점 적용 여부, 해

당분야 정보검색 등이 있습니다. SMPP는 주간 단위로, 나라장터 및 ERP는 월간 단위로 점검을 시행하여 

효과적으로 중소협력회사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경쟁력 강화

어학 및 기술자격 인센티브 제도 시행

위탁분야 인원현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학 및 기술자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어학 지원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피킹에 대해 4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

득할 경우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며 기술자격 지원은 기사 이상 신규 취득 시 20만 원, 산업기사 이상 신

규 취득 시 1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총 22명의 협력회사 직원이 자격을 취득

하여 직무전문성 향상 및 자기계발을 실현하였습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협력회사 직원의 견문 확대, 역량 강화를 위해 총 5일간에 걸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들은 대만 쑹산 공항 및 홍콩 첵랍콕 공항을 방문하여 공항시설과 운영시스템, 서비스수준 등 각 공항의 

특성과 국제적 트렌드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전년 대비 10명이 늘어난 30명의 협력회사 직원

이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협력회사 BP 대회 개최

공사는 업무혁신, 서비스 개선 분야의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협력회사 BP 대회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41개의 협력회사가 BP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이 중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타 협력회사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BP 대회를 통해 각 

협력회사가 가진 보유역량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식자원화 시스템 운영

공사는 협력회사가 가진 핵심 노하우 및 역량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식자원화 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협력회사가 가진 현장노하우, 업무매뉴얼 등을 시스템에 등재하여 평가, 보상

할 뿐만 아니라 개별 협력회사가 가진 지식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지식자원화 시스

템의 도입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스템 기

능개선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지식제안범위 역시 2013년에는 업무 매뉴얼로 제한적

이었으나 2014년부터 업무 매뉴얼, 운영사례, 성과공유, 동반성장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식자원화 시

스템의 고도화, 지식제안범위 확대를 통해 현장노하우 발굴건수는 전년 대비 157% 이상 증가하였습니

다.(2014년 : 4개사 11건 발굴)

우선구매분야 성과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3 2014

중소기업 207,972 278,709

기술개발 4,631 6,675

여성기업 26,680 30,930

사회적기업 1,769 2,067

중증장애인 1,558 2,048

자활용사촌 220 256

전체 구매액 261,121 341,713

협력회사와 함께하는 연합취미회

공사는 위탁관리 협력회사 및 공사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취미회 운영을 통해 상호 친밀감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합취미회는 지역본부 단위 공사 직원 및 협력회사 

종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력회사 종사원의 구성비율이 50%를 넘게 함으로써 협력회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등산, 축구, 족구, 볼링 등 스포츠 외에도 낚시, 영화감상, 

합창단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공사와 협력회사로 구성된 KAC 연합합창단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기적 

교류를 통해 위탁업무 시너지를 창출하고 협력적 동반성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Special caSe03

① 협력회사 해외연수

② 협력회사 BP 대회

②

①

협력회사 제안 개선과제건수

2013 2014

3

11

13

22

업체 수

과제 건수
267% 증가

69% 증가

동반성장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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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을 

제공하겠습니다. 

> DMA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07

Our BusIness & sOcIal cOntext

공항업은 소음 발생 등 업의 특성상 지역사회와 갈등이 있을 만한 요인이 다수가 존

재합니다. 기업들은 해당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

다. 특히 최근에는 수익 창출과 같은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돌봄과 같

은 사회적 책임도 기업 운영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단순

한 자선·기부 활동을 넘어 업의 특성과 연관된 전략적 사회공헌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을 단순한 비용 지출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삼아 효과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공사는 교육나눔, 행복나눔, 환경나눔을 사회공헌 3대 전략

방향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습

니다. 교육나눔 활동으로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하늘누리 

장학금 수여, 탈북 학생 멘토링,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기

부, 개발도상국 국제교육 등이 있으며, 행복나눔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지원 및 KAC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주변 지역 환경정화활동,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Our PrOgress

Our PerFOrmance

교육나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장학금 수여

공사법 개정으로 인해 항공종사자 양성 사업이 가능해지고, 조종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인재 양성의 필요

성이 커짐에 따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하늘누리 장학금을 6개 대학, 150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기존 관

제실습장비, 소형 무인 항공기 등 기자재 중심의 간접적인 후원에서 벗어나 장학금 지원 등 직접적인 인력 

양성 중심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대, 한서대 외에 항공전문학교, 교통대, 경운대, 극동

대를 추가로 후원하는 등 후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탈북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꿈 날개 프로젝트

탈북 학생의 탈선을 방지하고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탈북 대학생 5명 및 탈북 청소

년 5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장학사업인 ‘꿈 날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탈북 대학생 

장학금 지원, 탈북 대학생과 청소년의 1:1 멘토링, 공사 직원과 탈북 대학생의 1:1 멘토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진로·진학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기부 확대

공사는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원 및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항공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

다.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약 44%가 늘어난 2,871명의 학생이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2015년에는 이를 더

욱 확대하여 총 3,200명 이상의 학생에게 교육기부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직원의 전문지식 나

눔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비전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항공전문가로서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사는 기존의 교육나눔, 행복나눔, 환경나눔 등 3가지 전략

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공헌에 대한 지원을 꾸준

히 증대하여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선도모델을 확립해 나가

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사회

공헌 대표기업으로 발돋움하고, 공사만의 사회공헌 특화브

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Future Plans

소음대책사업비

기부금액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하늘누리 장학금 수여

150 명

대한적십자사의 다양한 사업들은 인도주의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사람이 적십자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

항공사와 대한적십자사는 2010년 5월, 다문화가

정 모국방문사업 시행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올해로 모국방문사업수행 6년 차를 맞이하였습

니다. 2014년까지 공사로부터 총 14억8천 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양사가 공동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고 선정하여 현재까지 647가구 2,375명에

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을 다하고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방적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수혜

자의 눈높이와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일반인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비영리단체, NGO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해관계자들이 공사에게 바

라는 점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 띄지 않는 소외계층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져 수요자 중심

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확한 수요 정보 파악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소통을 통한 나눔으로 함께 한다면 CSR 선도 기업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게 바란다 7

대한적십자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팀 

팀장 하재성

3년 연속 대상 수상

다문화 사회공헌 분야 

개발도상국 국제교육

글로벌 공항운영 전문기업으로서 공사의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공사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발도상국 항공인력을 대상으로 

국제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 항공인력 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전 방향 무선표지 시설, 거리 측정 시설, 차세대 항행 정책, 항공보안 감독관, 계기 착륙 시설 유지보수, 레이더 및 항행 안전 

시설, 차세대 항공등화, 레이더 접근 관제 등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개발도상국 

국제교육은 2014년까지 총 106개국, 7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Special caSe04

교육기부 활동

내 꿈을 띄우는 하늘캠프

교육대상

강사

교육내용

중/고

전문직원, 외부강사

•모의관제 시뮬레이션 실습

•모형항공기 제작 실습

대학생 항공인력 양성 지원

교육대상

강사

교육내용

대학생

전문직원

•R&D항행안전시설 견학

•항행 장비별 기능교육

이공계 진로찾기 항공현장 견학

교육대상

강사

교육내용

초/중/고

전문직원, 상주기관

•항행안전시설, 소음감시센터 견학

•항공교통 관제사 강연

생생 공항체험

교육대상

강사

교육내용

초/중/고

전문직원

•항공기 항행절차 이해

•관제탑·레이더 등 견학

공항 직업체험

교육대상

강사

교육내용

초/중/고

전문직원, 상주기관

•  보안검색·소방대·상주기관 

업무체험 등 직업체험

개발도상국 국제교육 성과

교육횟수 

참여국가

교육인원

60회

106 개국

778명

(2001~2014년 누적)

“수요자 눈높이를 고려한 사회공헌활동 필요”

55,638백만 원

(착륙료 수입의 75% + 정부보조금)

34
전년 대비                        

% 증가 (2,63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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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

다문화가정 초기정착 지원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초기에는 모

국방문 후원 및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가구

당 4인 이내로 왕복 항공권, 체재비를 지원함으로써 다문

화 가족의 모국방문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215가구 792명의 다문화가정이 모국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11개국 35가정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금액 및 대상가정을 지속해

서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멘토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및 자립지원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교육하고, 스스로 자립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국의 

역사 및 문화를 알려주는 청소년 해외캠프, 다문화 아이들

의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학습기회 증진을 위한 공부방 

개선, 결혼이주여성에게 영어강사 일자리 제공 및 소외계

층 아동들에게 무료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힐링 영어

마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역량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가

정의 장기적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띄우다

‘도와주고 싶어요’ 확대 시행

지역사회 또는 이웃의 나눔이 필요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

리면 CSR 리더 및 지속가능경영팀이 차수별로 3~4건을 

선정하여 나눔실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눔실천 

활동 후에는 실천결과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을 수행함으

로써 향후 개선방향을 찾고 나눔실천 활동의 실효성을 높

이고 있습니다. 공사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봉사직원 

육성뿐만 아니라 직원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교육 및 홍보 활성화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교육을 시행하여 전문

성을 향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통해 공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교육과 관련

하여 외부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열린 특강을 개최하고 있

으며 사회공헌 사내 교육과정도 신설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의 워크숍, 교육에도 활발히 참석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회공헌 홍보를 위해서 굿모닝 베트

남, 동아일보 등 해외 및 국내언론에 지속적인 보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우수사례를 선정, 외부 발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KAC 가족봉사단 운영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봉사활동 실적을 쌓

고 가족 간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사

회공헌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AC 가족봉사단은 봉

사단별로 참여가족을 모집하여 직원과 가족의 봉사활동 실

적을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24개 가족, 50명

이 가족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확대 성과

2013 2014

2차수 운영 4차수 운영

차수당 최대 300만 원 지원

(건당 최대 100만 원)

차수당 최대 600만 원 지원

(건당 최대 200만 원)

①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후원사업

② 보훈가족 주택개보수 사업

③ 부모님나라 바로알기

④ 다문화 및 새터민가정 아동 공부방 개선

⑤ 외부 유명인사 초청 사회공헌 특강

⑥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성과

2013 2014

834

1,159

수혜인원 (단위 : 명)

2013 2014

597,500

738,000

지원금액 (단위 : 천 원)

②

③

① ④ ⑤

⑥

24 % 증가39 %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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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띄우다

환경나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 활동

제2차 공항소음방지1) 중기계획 추진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된 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이 마

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제2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

립하고 있습니다. 제1차 중기계획은 항공기소음 차단 효과가 큰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민들의 의견에 부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해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민 유대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

다. 공사는 제2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

니다.

소음대책위원회 운영

소음대책위원회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계획, 시행방법, 사업시행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

토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위원회는 인근 지역주민 대표, 지방자치단

체, 공사 지역본부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11회 개최되어 소

음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1)   제2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주관으로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

소음대책위원회 구성내역

김포 위원장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 본부장

부위원장 :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 국장

위원 : 주민대표, 전문가, 지자체 소속공무원(총 18명)

김해 위원장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 본부장

부위원장 :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장

위원 : 주민대표, 전문가, 지자체 소속공무원(총 9명)

제주 위원장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 본부장

부위원장 :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장

위원 : 주민대표, 전문가, 지자체 소속공무원(총 9명)

울산 위원장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부위원장 : 부산지방항공청 울산공항출장소장

위원 : 주민대표, 지자체 소속공무원(총 6명)

여수 위원장 :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장

부위원장 : 부산지방항공청 여수공항출장소 비행정보실장

위원 : 주민대표, 지자체 소속공무원(총 6명)

소음방지 중기계획 수립 절차

국내외 

여건분석

•1차 계획 성과 분석

•지역의견 조사

대안 도출
•이해관계자 요구 분석

•소음 저감 방안

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 방안 수립

•사업별 배분 방안

중기계획(안) 

제시

•공청회, 전문가 자문

•최종 보고회

정부 소음대책 조직도

계획시달 계획시달국토교통부

자문 협의

소음대책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천 

국제공항

한국 

공항공사

서울지방 

항공청

부산지방 

항공청

제주지방 

항공청

승인

계획수립

소음정보시스템 운영

소음에 대해 지역주민의 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소음관리를 위해 소음정보시스

템(ANIS, Airport Noise Information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음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정부 및 공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업대상가옥 정보를 비롯하여 항공기 소음정보, 소음위치 및 누적 데이터를 제공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항공소음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소음민원

을 신속히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사업 시행절차 개선

소음대책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해 소음대책사업 시행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

민 유대 활동 지침, 냉방시설 설치기준, 주민지원사업 지침, 냉방시설 전기료 기준 등 관련된 각종 지침, 

기준에서 대상 지역 및 심사대상, 징수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한 사업비 배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업비의 적절한 분배에 따른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 이행함으로써 주택환경개선율1)이 목표 대비 9% 

초과한 94%를 달성했습니다.

소음부담금 징수 시스템 개선

공사는 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소음부담금 부과 시 오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기존

의 복잡한 소음부담금 징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전체 운항정보를 운항목적에 따라 분류

하고 톤당 단가로 착륙료를 산정하는 등 시스템을 체계화한 결과, 항공사 소음부담금 징수액이 전년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소외계층 나눔활동

공사는 소음대책지역 소외계층 나눔활동으로 결식노인 무료급식, 소외계층 위문, 주민행사 지원, 장학금 

지원, 문화행사 개최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소음대책지역 내 3개의 복지시설, 종교

단체의 결식노인 40,80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였으며, 결식학생 247명, 복지시설 6개소, 경로

당 109개소를 대상으로 위문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소음대책지역의 10개 지자체에서 경로잔치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학생 27명에게 총 3.3억 원의 장학금

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15년째 공항그림기 대회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공항그림그리기 대회는 김포국제공항 전망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국

토교통부 장관상, 한국공항공사 사장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캠페인 및 주변 지역 환경정화활동 

에너지의 날 행사 참여

에너지의 날 행사는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것으로 오후 9시를 전후해 전등을 소등하는 행사입니다. 

2014년에는 11번째 에너지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공사를 비롯하여 서울 청계광장 일대를 포함한 전

국 24개 랜드마크와 50여 개의 아파트단지, 549개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기업이 완전 또는 부분 소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은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5분까지 35분간, 그 외 지역은 오후 9시부터 9시 5분까지 

5분간 소등하였습니다. 공사는 에너지의 날 행사 참여를 통해 임직원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정화활동

본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각 지역본부에서 활발하게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진행된 주

요 환경정화활동으로는 망운면 일대 새봄맞이 환경정화활동, 전남체전 경기장 주변 환경정화활동, 공항 

인근 레이더 주변 환경정화활동 등이 있습니다. 공사는 전국 각지에 걸친 지역사회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친환경 공항으로서의 이미지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1) 주택환경개선율 : 소음대책지역 대상 가옥의 방음공사 실적 누계 비율

주택환경 개선율

2014년 목표 2014년 실적

(단위 : %)

85
94

① 소음대책지역 장학금 지원

② 공항그림그리기대회

②

①

소음부담금 징수액

2013

79

2014

86

(단위 : 억 원)

* 소음부담금 징수 주체 : 해당 지방항공청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을 제공하겠습니다.

Issu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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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 VISION 2020

공사는 “Biz & 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성장 전략인 “KAC VI-

SION 2020” 전략체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국정과제 및 정부 정책을 KAC 중장기 경영전략에 반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와 객관적인 외부평가를 바탕으로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재설정하였습니다. 공사는 매출액, 글로벌사업 매출액, 항공여객, 국민의 공

기업 등 4대 비전목표를 더욱 도전적이고 높게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방향, 16대 전

략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전략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 전략

공사는 비전 2020과 ISO 26000의 7대 영역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지속가능경

영 리더십 발휘, 건전하고 투명한 공항 운영, 이해관계자를 위한 제도 개선, 친환경 녹색공항 구현을 지속

가능경영 전략방향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공사는 전략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추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국민과 함께 지속발전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

지속가능경영

리더십 발휘

건전하고 투명한  

공항 운영

이해관계자를 

위한 제도 개선
친환경 녹색공항 구현전략방향

비전

Biz & 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핵심가치

고객지향     |     도전추구     |     상생경영

경영방침

신뢰와 창조로 함께 뛰는 KAC

매출액

1조 5천억 원

(EBITDA 8,000억 원)

글로벌사업 매출액

1,300억 원

항공여객

8,000만 명

국민의 공기업

(안전, 서비스, 청렴 최상위)

미션

슬로건

비전

비전목표

신공항가치 창조 공항운영 고도화 글로벌사업 강화 고객가치 확대 개방형 경영혁신5대전략방향

1.   성공적 신공항 

개발모델확립

2.   항공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3.   Biz & Life Complex 

개발

4.   공항 인프라 경쟁력 

강화

5. 항공마케팅 강화

6. 공항 서비스 차별화

7. 공항 컨세션 고도화

8.   글로벌사업 수익창출 

기반 강화

9.   연구개발 품질 및 

안전성 확보

10.   최상의 안전/보안 

구현

11.   사회적 신뢰·책임 

구현 강화

12.   상생·협력 기반 

강화

13.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

14.   창조적 조직역량 

확보

15.   지속가능경영 

인프라 강화

16.   열린 기업문화 실천
16대전략과제

비전목표의 배경 및 의미

매출액 글로벌사업 항공여객 국민의 공기업

항공수송원활화를 통한  

KAC 지속 성장 추구

글로벌 공항기업 수준의  

매출액을 목표로 설정

해외공항 건설 운영,  

KAC 자체개발 항행장비  

판매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가경제발전 지원

항공운송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신규수요를 창출하여  

항공운송시장 확대

국민의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 상 추구

사회책임위원회 조직도

기획관리팀

지속가능경영팀 

(지배구조,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팀 

(지역사회의 참여와 

발전)

공항시설팀 

안전환경팀 

(환경경영)

CS상생팀 

(소비자이슈)

노무복지팀 

(노동관행)

인적자원팀 

(인권)

청렴감찰팀 

(공정운영관행)

사회책임위원회 (위원장: 사장)

위원 : 상임이사 4, 감사위원1, 외부자문위원 1

사무국장 : 지속가능경영팀장

사회책임위원회

사회책임위원회 구성

사회책임위원회는 CEO를 위원장으로 하여 상임이사 4명, 감사위원 1명, 외부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경영팀장이 사무국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로 

기획관리팀, 지속가능경영팀, 공항시설팀, 안전환경팀, CS상생팀, 노무복지팀, 인적자원팀, 청렴감찰팀이 

실무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위원회 역할

사회책임위원회에서는 윤리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 지배구조, 인권, 노동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실무단으로부터 추진실적 및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2014년 주요 안건으로는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개정, 윤리경영 리더회의 개최 등이 있으며, 이

를 통해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임원의 윤리규범을 강화하고 소통, 공감의 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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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는 상임이사 6인 및 비상임이사 7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 이사회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개최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15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30건의 의결안건과 31건의 보고안건이 논의되었으며, 논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4~201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김포국제공항 이마트 지역 활용계획,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대

한 노사 합의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수행

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독립성 확보

공사는 사내 경영진과 비상임이사 간에 상호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7명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정 사안에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균형적이고 객

관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경영 참여 활성화

공사는 공항운영부터 법률, 재무, 회계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이들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

사가 전략과제 및 부서별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비상임이사 멘토링 제도를 운영함으

로써 보다 능동적인 경영 참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공기업 감사위원회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설

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임이사 1인과 비상임이사 2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비상임이사가 담

당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사에게 영

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 선임을 위해 비상임이사와 외부위원 7인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 심의, 의결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2회 개최

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임감사위원 1인 및 비상임이사 1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현황

구분 이름 직책

상임이사 김석기 사장

정오규 상임감사위원

윤왕로 부사장

김종형 경영지원본부장

김찬형 마케팅운영본부장

박담용 안전시설본부장

비상임이사 양창호 비상임이사

정기웅 비상임이사

김종상 비상임이사

양지청 비상임이사

이연호 비상임이사

최범서 비상임이사

조국행 비상임이사

이사회 개최현황 (단위 : 회, 건)

개최횟수 의결안건수 보고안건수

2014

39

14

41

31

20132012

34 30

1516

33

감사위원회 개최현황

구분 2012 2013 2014

개최횟수 13 11 13

의결안건 10 13 12

보고안건 14 11 13

(단위 : 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현황 (단위 : 회)

20132012 2014

33 2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체계

공사는 재무구조와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리스

크, 유동성 리스크, 자본투자 리스크 등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 제도, 규정, IT시스템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시장 리스크

시장 리스크 요인으로는 금리, 주가, 환율 위험 등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시장과 

연계하여 리스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가치 하락폭에 대해 4단계 대응지침을 마련하

여 시장변화에 즉각 대응하고 있으며, 일간, 월간, 분기, 연간으로 VaR*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변동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및 분기별로 금융자산 운용성과를 평가한 후 이를 자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시장 변화에 따른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리스크

공사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비하여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유동성 관리 관점에서 유

동성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자금운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유동성 관

리 범위를 1년에서 중장기로 확대하여 자금 운용 스케줄링의 효율화를 모색했습니다. 또한 연, 월, 일 단

위의 자금유입과 유출을 고려한 유동성 관리로 자금수지 계획을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연간 자금운용계획

은 FRM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정유동성 규모(CFaR)를 산출하고 있으며, 월·일 단위의 자금운용계획은 

계획 대비 실적을 분석하여 연간 자금운용계획 재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본투자 리스크

공사는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리스크 관리를 제도화하여 사업관리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리스크 점검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신규사업진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검토 

단계에서는 내부검토사항을 매뉴얼화하여 사업 관련 정보수집, 기초 타당성 검토 작업을 시행합니다. 사

업선정 단계에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타당성 등에 대해 전문가의 심층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를 3인 이상 참석시킴으로써 자문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

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핵심 투자사업 리스크를 평가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3단계에 걸친 신규 투자사업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운영함으로써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시스템(erM)

위험관리 대상 핵심위험지표 (KPI) 제도 . 규정 IT시스템

시장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자본투자 

리스크

VaR, EaR 위기대응 매뉴얼 통합재무위험 

관리시스템 

(FRM&ALM)

경영분석 (EIS)

내부통제시스템 

(ICS)

매
뉴
얼
·
지
침

금리/주가/ 

환 위험

CFaR, 유동비율
자금운용지침, 

리스크관리지침
유동성 위험

ROIC (영업투하자본)  

WACC (평균자본비용)
내부회계 관리제도투자손실 위험금융자산 리스크 단계별 정의

단계 상황

관심 VaR비율 ≤ 10% 또는  

1개월 환 변동성 ≤ 3%

주의 VaR비율 ≤ 30% 또는  

1개월 환 변동성 ≤ 5%

경계 VaR비율 ≤ 50% 또는  

1개월 환 변동성 ≤ 7%

심각 VaR비율 ＞ 50% 또는  

1개월 환 변동성 ＞7%

*   VaR : Value at Risk, 정상적인 시장 여건 하에서 일

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이란 의미

로, 금융자산의 시장위험 예측 지표로 사용됨

신규 투자사업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

사업선정 내부검토

사업관련 정보수집, 기초 타당성 검토

사업검토단계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업타당성 등 전문가 심층자문

사업선정단계

투자심의위원회

핵심 투자사업 리스크 평가

사업 의사결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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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위험 개선실적

추진방향

공사는 2014년 윤리경영 목표를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회복으로 국민의 공기업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윤리경영 운영체계 재정립, 윤리청렴 조직문화 확립, 체계적 윤리교육 시행으로 의식 

개선, 윤리경영 우수사례 전파를 4대 전략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경영 추진 성과에 대해서

는 공공기관 및 자체 청렴도 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다음 연도 윤리경영 추

진계획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체계적 윤리 교육 시행으로 의식 개선

공사는 대상별로 특화된 맞춤형 윤리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는 청렴 외

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화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리더십 확립을 위해 집체교육, 워크숍을 시행하

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자에 해당하는 차장급에게는 상임감사위원과의 대면 교육, 항공기술훈련원 윤리청

렴 리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 예산, 회계, 계약 등 부패 취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는 실제 부

패사례를 접목한 참여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윤리청렴 업무 담당자에게는 권익위 등 외부교육기관의 

윤리청렴 정책 전문과 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우수사례 전파

윤리경영 실천 우수사례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UNGC 등 외부협회 회원사 활동, CEO의 윤리경영 메시

지 발송, 윤리청렴 실천의 날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대내외에 공사의 윤리경영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

사는 지속해서 윤리경영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국내 공공기관의 윤리청렴 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윤리경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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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운영체계 재정립

•윤리경영 전담조직 강화 및 실적평가로 실행력 제고

•윤리규범 개정을 통한 임직원 행동기준 확립

윤리청렴 조직문화 확립

•정기적 진단 실시로 부패취약분야 관리

•경영진의 솔선수범을 통한 실천공감대 조성

체계적 윤리 교육 실시로 의식 개선

•대상별 특화된 윤리청렴교육체계 운영

•주제별 심의체계로 윤리경영 학습 및 평가 패러다임 전환

윤리경영 우수사례 전파

•윤리경영 실천 우수성 대·내외 전파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피드백

전략 및  
실행과제

목표

비전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회복으로 국민의 공기업 구현

부패,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

사건개요

지난해 공사의 연구개발 사업센터 소속 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독점사업을 하는 공사의 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는 비리 관행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청렴TF를 청렴감찰팀으로 정규 직제화하여 위상제고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통한 부정부패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점사업의 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된 내부통제 기능 또한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개발 및 검증을 동일 부서에서 시행 검증기준에 미달하는 장비의 합격 가능성 상존 개발부서와 검증부서를 분리

고가의 전문장비 구입시 구매의뢰자가 검사 구매의뢰자가 검사 수행으로 투명성 미흡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사 인력 POOL 제도 운영

개발업체담당자와 잦은 접촉 향응접대, 선물요구 등 비위행위 가능성 상존
이해관계자 접촉 시 청렴 후견인 입회, 매월 장비제작 

업체와의 클린콜·면담

국외출장 시 개발 업체와 동행 숙박비, 식비 접대 가능성
출장계획과 결과보고에 동반업체 및 직원현황, 

활동내용 상세 기록

연구개발 과제선정 기준 및 절차 미흡 경제성이 없거나 타 기관과 중복 연구과제 선정 가능 연구개발 타당성 검증 기준 제정

윤리경영 우수사례 전파

홈페이지 내 윤리청렴 활동 공개

외부협회 회원사 활동 

(UNGC 한국협회 등)

CEO 윤리경영 메시지 

윤리청렴 실천의 날

207총            건

18총       회

200명 발송

1월     회

Special caSe05

윤리경영 운영체계 재정립

공사는 체계적인 윤리경영 시스템 확립을 위해 우선으로 윤리규범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부

당한 행위를 선제로 차단하고자 직무관련자 협찬요구 금지,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 확대, 인사 부당개입 

금지, 물품 강매 금지 등 행동강령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책임위원회와 반부패 청렴 추진단을 중

심으로 효율적인 윤리경영 실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ISO 26000의 영역별로 전담조직을 지정하였습니다. 

공사는 연간 윤리청렴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과급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윤리청렴 전담조직의 실

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윤리청렴 조직문화 확립

전 직원에게 정기적인 자가 윤리진단을 시행하도록 하여 부패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사청

탁, 직무회피, 품위유지 등 행동강령 내용을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고 매월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시작 전에 자가진단(5문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집계로 결과 분석을 수행하고 부패 

취약분야 도출 및 반복적 진단으로 내부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과 간부의 솔선수

범을 통해 윤리청렴 실천 공감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원직무청렴계약 및 간부 청렴 사직서약서를 작성

하고, 임원과 간부의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공시함으로써 경영진의 청렴 리더십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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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분석

전년 대비 유동부채 총액은 큰 차이가 없으나 유동자산 총액이 다소 증가

하면서 유동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자산의 증가 이유는 단기금융상

품이 전년 대비 1,215억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공사의 단기금융상품은 

정기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매출의 증가 및 기말 시점에 회

수된 채권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안정성 지표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유동비율

%

282.58 469.03 522.51

부채비율 11.06 10.65 10.43

자기자본비율 90.04 90.38 90.56

수익성 분석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인해 급여 및 복리후생비가 전년 대비 감

소하여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기간 인식

한 이연법인세부채의 실현 및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증가로 

인해 법인세비용이 전년 대비 매우 증가하여, 매출액순이익률의 증가폭

은 매출액영업이익률 대비 작았습니다.

수익성 지표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매출액영업이익률
%

25.22 21.98 28.16

매출액순이익률 21.25 18.84 22.77

성장성 분석

경영성과 측면에서 2014년 연간 이용객이 6,000만 명을 돌파하고,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감소하면서 매출액 증가율 및 순

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매우 증가했습니다.  

성장성 지표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매출액증가율
%

14.44 4.93 11.62

순이익증가율 34.01 -6.97 34.94

운영성과

여객 수송량

2014년 공사는 사상 최초로 여객 수송량 6,00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여객 수송량은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객수송실적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국내선

만 명

4,319 4,468 4,944

국제선 961 1,051 1,222

합계 5,280 5,519 6,166

화물 수송량

2014년 화물 수송량은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선 및 국제선의 화물 수송량은 각각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화물수송실적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국내선
천 톤

522 496 557

국제선 158 158 177

운항 횟수

여객 수송량 및 화물 수송량의 증가로 인해 운항 횟수도 국내선, 국제선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및 국제선의 운항 횟수는 각각 

전년 대비 6%, 10% 증가하였습니다.

운항실적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국내선
편

305,212 316,862 334,734

국제선 65,714 74,403 81,910

정부보조금

공사가 수령한 정부보조금은 소음대책사업비에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수령액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정부보조금 억 원 183 160 151

경제적 가치 창출

Key Performance 재무성과

재무제표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3 2014

유동자산 768,546 879,865

비유동자산 3,285,839 3,316,969

자산총계 4,054,385 4,196,834

유동부채 163,858 168,393

비유동부채 226,356 227,896

부채총계 390,214 396,289

자본금 2,355,690 2,357,766

기타 1,308,481 1,442,779

자본총계 3,664,171 3,800,545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3 2014

매출 682,739 762,089

매출원가 475,292 484,243

판매비와관리비 57,376 63,254

영업이익 150,071 214,592

기타수익 10,316 8,977

기타비용 9,607 8,524

기타이익(손실) (106) (869)

금융수익 21,709 23,557

금융원가 4,553 4,966

세전이익 167,830 232,767

법인세비용 39,230 59,230

당기순이익 128,600 173,537

수익성 지표

2013

18.84

2014

22.77

2013

21.98

2014

28.16

(단위 : %)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여객수송실적

2013

1,051

2014

1,222

2013

4,468

2014

4,944

(단위 : 만 명)

국내선 국제선

운항실적

2013

74,403

2014

81,910

2013

316,862

2014

334,734

(단위 : 편)

국내선 국제선

특허출원건수

2013

114

2014

149

(단위 : 건)

특허출원건수(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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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항공분야 신기술 연구개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항공분야 신기술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와 효

율적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항행안전, 항공등화, 공항 포장, 

터미널 설비 부문을 중점 육성하여 글로벌 연구 기관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높낮이 자동조절 기술 등 탑승교 신기술 발명 및 특허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35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누적으로 149건의 특허출원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건수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특허출원건수(누적) 건 72 114 149

r&D 및 미래 사업

공사는 신성장사업 및 R&D 사업 매출 증가를 위해 매년 R&D 및 미래 사

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4년 R&D 및 미래 사업 투자금액은 151억 원

입니다.

r&D 및 미래 사업 투자금액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R&D 및 미래 사업 투자금액 억 원 88 164 151

환경적 가치 창출

Key Performance 친환경 인프라 조성

친환경 공항환경 관리

전사적인 공항환경 관리를 통해 친환경 공항운영을 시행해오고 있습니

다. 공항 내 수질, 대기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청정한 공항 

구현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 친환경 투자 내역

친환경 녹색공항 구현을 위한 환경투자로서 고효율·신재생에너지 설

비 도입 부문에 36.3억 원을 비롯하여 LED 조명사업 21.4억 원, 녹색구매 

17.7억 원 등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 투자 금액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고효율·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억 원

14.9 31.1 36.3

LED 조명사업 26.3 8.8 21.4

녹색구매 26.3 22.4 17.7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에너지 사용량 절감 노력

에너지 지킴이를 선정하고 에너지 낭비와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등을 

감시,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전사 에너지 사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전기 부문에 한정되어 있던 에너지 지킴이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에너지 지킴이 활동의 체계화를 통하여 에너지 사용 절감을 촉진하고 있

습니다. 

에너지 낭비요인 발굴 및 절감 성과

구분 단위 에너지 낭비요인 발굴 및 절감량 

전기 kWh/년 295,403

유류 리터 8,400

물 톤 805

에너지 사용량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전체 에너지 사용량

TJ

1,119 1,090 1,071

직접에너지 연료 175 170 162

차량 25 26 25

간접에너지 전기 919 893 884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tCO2

58,558 57,145 56,075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10,966 10,878 10,27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47,592 46,267 45,803

* 김포공항 등 16개 지사(임대업체 배출량 제외)

용수 사용 관리

물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하기 위해 2011년에 물 절약 목표

관리제를 전사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중장기 절약목표를 설

정하여 물 절약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기존 제도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객수의 증가에도 불

구하고 감축목표를 4년 연속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용수 사용량 감축 목표 및 실적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감축 목표
%

11 14 17

감축 실적 15.8 18 22.1

▶대내적 성과

-   ASDE-X 시작품, TACAN 시제품 

개발

- 차세대 항행시장 진입 토대 구축 

- 탑승교 신기술 상용화 성공

-    고객 서비스 향상, 매출 창출 기반 

확대 

- 활주로 포장기술 고도화 및 현장적용

- 항공안전 無사고 달성 기여

▶ 대외적 성과

- 혁신적 탑승교 신기술 대외 인정 

- 2014년 발명 대전 국무총리 상 수상

-   항행안전장비 개발품 국토교통부 

비행검사 합격

- 신기술 상용화로 중소기업 성장지원

- LED항공등화 매출(누적) : 30억 원

- 탑승교 제조 수주(’14년) : 12.8억 원

계획 수립
•공항환경 관리 계획 수립

•환경경영 목표 수립 및 실적 점검

환경 질 관련  

법규 준수
•측정결과 분석 및 향상 방안 강구

•환경시설 관리 운영상태 점검

환경 질 측정 및  

분석 실시

•오·폐수 처리시설 모니터링

•여객청사 실내공기질 분기별 모니터링

•토양오염 검사 및 오염방지

환경관리 지도 및  

점검

•제방빙액 관리감독 지시

•폐기물 보관 및 처리방법 전파

•잔류성 유기물 관리 방법 전파

에너지 낭비요인 발굴 및 절감 성과

친환경 투자 금액

805

295,403
8,400

전기 

(단위 : kWh/년)

유류 

(단위 : 리터)

물 

(톤 : 리터)

용수 사용량 감축 목표 및 실적 (단위 : %)

(단위 : 억 원)

2013

18

2014

22.1

2013

14

2014

17

감축 목표 감축 실적

폐기물 배출량

2013

3,073

2014

2,960

2013

3,160

2014

3,049

(단위 : 톤)

전체 배출량 일반 폐기물

2013

8.8

2014

21.4

2013

31.1

2014

36.3

고효율·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LED 조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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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창출

Key Performance용수 사용 및 재활용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용수 사용량 전체

톤

1,027,769 1,041,303 1,102,980

시수 327,442 310,051 345,100

지하수 530,410 573,332 593,546

중수 169,917 157,920 164,334

용수 재활용률 % 16.5 15.2 14.9

오염물질 관리

폐수배출 및 수질관리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해 공항별로 오수처리시

설을 갖추고 있으며 김포, 청주, 제주공항에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외부 측정업체를 통하여 수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있으며 김포공항의 경우 수질자동측정망을 통해 수질을 측정하고 있

습니다.

폐수량 및 수질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전체 폐수량* 톤 351 369 396

SS**
㎎/ℓ

6.1 6.3 3

COD** 5.2 7.6 7.6

* 데이터 산정 범위: 김포, 제주, 청주공항

** 데이터 산정 범위 : 김포공항

폐기물 배출

청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과 폐유, 폐산 등의 지정폐

기물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의 경우 종류별로 별도의 

보관시설에서 보관 후 허가된 처리업체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위탁처리하

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량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전체 배출량

톤

2,757 3,160 3,049

일반 폐기물 2,651 3,073 2,960

지정 폐기물 106 87 89

* 항로시설본부, 항공기술훈련원 제외

건축물 석면 종합관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공항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하여 전지사의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

구분 단위 석면 무석면 비석면 

건축물 동 67 58 33

비율 % 42 48 37

실내공기 관리체계 강화

미세먼지로부터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공기 관리체계를 강

화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환기구 청소를 통한 오염원의 제거, 공조기 관

리, 공사현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 환경친화적 건축자재 사용 등 총괄

적인 개선 및 유지계획을 수립하여 실내공기 질을 자체적으로 분석, 점

검하고 있습니다. 법 준수를 뛰어넘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높아지는 

고객 눈높이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결과(전국공항 평균값)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미세먼지(PM 10) ㎍/㎥ 27.0 25.8 27.0

* 법적 기준치 : 150

총 육아휴직자 협력회사 금융 지원

2013 2013

4
14

2014 2014

7
17

2013 2013

4

151

2014 2014

7 295

(단위 : 명) (단위 : 억 원)

신청 선금지급사용 공공구매론

임직원 교육 협력회사 역량강화 지원

2013

2013

102.5

20

2014

2014

128.6

22

(단위 : 건)

1인당 교육시간

(단위 : 시간)

총 교육인원

(단위 : 명)

역량강화 지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기부금액

중소기업 제품 구매

2013

2013

2013

2013

우수등급

4,961

0.29

80%

2014

2014

2014

2014

A등급

6,918

0.35

81%

2013 2013

2013

96.3
1,962

2,079

2014 2014

2014

97.1 2,630

2,787

(단위 : 억 원)

PCSI 점수

기부금액

(단위 : 백만 원)

총 구매액

등급

매출액 대비 비율

(단위 : %)

구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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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

인력현황

2014년 말 기준 전체 임직원 수는 전년 대비 80명 늘어난 1,809명입니다.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직원의 수를 최소화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여성, 장애인, 고졸자 등 소수자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

습니다.

임직원 현황

(2014.12.31 기준)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전체 임직원

명

1,683 1,729 1,809

고용 유형 정규직 1,655 1,705 1,779

무기계약직 6 7 13

비정규직 22 17 17

연령 10~19세 9 22 28

20~29세 67 131 209

30~39세 237 237 253

40~49세 865 817 773

50~59세 504 522 545

60세 이상 1 0 1

소수자 여성 임직원 113 144 166

여성 관리자 5 5 6

장애인 55 58 54

채용 전체 48 122 158

장애인 - 3 4

여성 17 28 26

고졸 11 24 34

이공계 25 71 101

지역인재 17 55 57

이직 이직률 % 0.36 0.23 0.64

열린 채용

고졸 채용 확대

고졸자가 수행 가능한 단순업무에 대한 위탁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직무

의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분야, CS, 시설 유지보수 등 고졸 적합직무를 추가 발굴하여 고졸 

채용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졸자의 고졸직무 지원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사후발견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고졸자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셜리크루팅 시스템

지원자의 자격 조건이 아닌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하기 위해 소셜리크루팅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학교성적, 어학, 자격증 등의 자격 조건과 상

관없이 모든 응시자가 성명, 생년월일 등의 기본정보만으로 온라인 입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SNS)을 통해 주어진 미션(과제물)에 대한 

성과물을 검토하여 해당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의 공

정성을 높이기 위해 미션당 최소 3명의 위원이 평가에 참여하며, 평가는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됩니다.

열린 채용 성과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여성

명

17 28 26

장애인 - 3 4

지역인재 16 55 57

고졸자/특성화고 11/10 24/21 34/28

비정규직 고용 안정 도모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의 전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운용부서에서 근무실적 평가서

와 함께 전환에 대한 의견을 인사관리실에 제출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이

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R&D 전문연구원 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보안검색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6명이 무기계약직으

로 전환되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을 돕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변화를 반영하여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신

청자 전원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도록 허가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총 육아휴직자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신청
명

4 4 7

사용 4 4 7

남성 육아휴직자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남성 육아휴직자 수 명 1 1 2

육아휴직 복귀율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육아휴직 복귀율 % 100 100 100

임직원 안전보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

업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건과 관

련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2014년 개최실적은 본사 1

회, 서울지역본부 4회, 부산지역본부 4회, 제주지역본부 4회, 항로시설

본부 4회입니다.

산업재해 발생률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산업재해 발생률 % 0 0 0

임직원 교육

직원의 자발적인 역량개발 동기부여를 위해 HRD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사 필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교육시간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1인당 교육시간 시간 102.4 102.5 128.6

직급별 교육인원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1급

명

88 89 148

2급 304 325 513

3급 858 974 1,397

4급 1,625 1,956 2,682

5급 이하 1,012 1,316 2,015

기타 682 301 163

전체 4,569 4,961 6,918

고용 관련 법규 및 국제표준 준수

공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에 따라 모든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임직원의 인권보장 

및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등 

임직원 인권 관련 정책을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다. 

노사관계

공사는 1988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3급 이하 직원 및 3급 

팀장을 제외한 전 직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률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노동조합 가입률 % 99.5 99.6 99.9

공정한 성과평가

공사는 평가,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 전반에 성과 및 역량 요소를 강화

하고 비리 발생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성

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BO(목표관리제)를 통한 연중 지속

적인 개인성과 관리를 수행하여 평가에 관한 직원만족도가 2013년 4.30

점에서 2014년 4.33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성과평가 적용비율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성과평가 적용비율 % 100 100 100

고객만족경영

고객만족도 조사

공사는 공항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를 지속해서 

향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97.1점을 받

음으로써 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구분 2012 2013 2014

PCSI 점수 91.9 96.3 97.1
등급 우수등급 우수등급 A등급

여객출국소요시간

최신 IT 기술을 기반으로 공항운영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출국에 걸리

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인탑승환경 구축을 통

한 출국시간 단축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여객출국소요시간

구분 2012 2013 2014

여객출국소요시간 11분20초 8분3초 8분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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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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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 분석 및 개선활동 추진

현장 VOC 수집기능, 중간답변 기능, 외국인 VOC 접수기능, VOC 공개/

비공개 전환기능 등 다양한 추가기능을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인 VOC의 

수집,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VOC 운영실적

구분 2012 2013 2014

평균 처리시간 22시간8분 23시간13분 25시간21분

평균 처리시간 준수율 98.14% 97.88% 98.10%

동반성장

협력회사 현황

2014년 말 현재 41개의 협력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며 신규 협력회

사는 2개입니다.

협력회사 수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주요 협력회사
개

44 42 41

신규 협력회사 5 10 2

협력회사 거래 실적

2014년 공사의 물품 구매 금액은 3,417억 원이며 하도급 계약 금액은 979

억 원입니다. 전체 거래 금액은 4,396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8% 증가하

였습니다.

물품 구매 및 하도급 계약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물품 구매

억 원

2,340 2,611 3,417

하도급 계약 1,075 1,113 979

합계 3,415 3,724 4,396

중소기업 제품 구매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총 구매액 억 원 1,962 2,079 2,787

구매비율 % 84 80 81

협력회사 지원 실적

공사는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금융, 역량 강화, 시장 공동진출, 

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소 협력회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건수 건 24 22 16

참여기업 개 24 23 16

R&D 예산 억 원 128.3 96.8 32.5

금융 지원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선금지급
억 원

144 151 295

공공구매론 13.4 14 17

역량강화 지원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역량강화 지원 건 10 20 22

시장 공동진출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사업건수 건 5 12 14

협력 민간기업 수 개 6 13 14

사업규모 억 원 148.6 169.9 97.4

해외수출 지원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지원대상 기업 개 2 9 3

수출계약 상담금액 억 원 82.8 121.9 114.1

사회공헌

공사는 지속적인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총 

봉사시간 및 기부금액은 33,828시간, 2,630백만 원입니다.

봉사시간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총 봉사시간
시간

32,341 34,973 33,828

1인당 봉사시간 19.0 20.2 19.3

기부금액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기부금액 백만 원 1,929 1,962 2,630

매출액 대비 비율 % 0.30 0.29 0.35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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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결 론

검증활동을 수행한 결과, DNV GL 은 보고서가 2014 년 한국공항공사의 방침, 활동 및 성과를 신뢰할 만하고 공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GRI 

G4.0 의 ‘Core option’에 따른(Inaccordance with Core option) 공시 항목에 대한 검증여부는 한국공항공사로 제출한 검증 보고서 상에 기재되어 있습니

다. 검증원칙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성

한국공항공사는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임직원, 정부 및 유관기관, 고객, 지역사회, 및 협력업체로부터 파악하였습니다.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

항을 도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보고서에 포함하고 있으며, 각 이해관계자 그룹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대성

한국공항공사는 국제표준, 벤치마킹, 미디어리서치 등을 통해 관련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파악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측

면의 중요성을 결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중요성평가 프로세스를 통하여 중요한 이슈를 명확히 도출하였습니다.

대응성

한국공항공사는 중요성 평가에 기반하여 우선순위 이슈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 측정 하여 보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균

형있게 포함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성과뿐 아니라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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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공됩니다.

•  한국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정보와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문서화된 내부 절차(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DNV GL 은 지속가능보고서 검증을 포함한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NV GL 의 환경 및 사회 검증 심사 전문가들은 전세계 약 

100 여개 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DNV GL 은 본 성명서를 제외하고 보고서 작성내의 기술내용과 데이터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

다. DNV GL 은 검증 프로세스 동안 이해관계자 면담 시 중립성을 유지했습니다. 본 검증은 자격이 부여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2015 년 7 월 서울, 대한민국

(주)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서 문

(주)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이하 “DNV GL”)은 한국공항공사의 2015 지속가능경영성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해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

청 받았습니다. 검증은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 관련 경영 프로세스, 보고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보고서에 실린 모든 정

보의 수집, 분석, 취합,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DNV GL 의 책임은 계약 내용 및 합의된 업무 범위에 한정됩니다. 검증은 DNV 

GL 에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본 검증 성명서의 독자는 공사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

로 하고 있습니다.

검증 범위

DNV GL 의 검증 범위는 한국공항공사의 2015 지속가능경영성보고서의 내용에 한정됩니다. DNV GL 의 검증 활동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GRI G4.0 에 따른 사회책임보고서 내용 및 품질 정의 원칙에 대한 평가

•  AA1000 Assurance Standard (2008)에 따라, 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 Standard

   (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Accountability 원칙 준수에 대한 평가(중간 수준의 보증, Type 1)

•  GRI G4.0 의 보고 수준 검토

제한사항

보고서에 명시된 한국공항공사의 중요한 통제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직, 공급업체, 협력사 및 제 3 자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보고 관행 등은 본 검증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 GL 은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의 경영실적보고서 및 공시자료 그리고 재무관

련 근거자료는 금번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무 데이터를 포함한 경제 성과는 한국공항공사의 내부 문서와 회계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

표와 대비하여 검증되었으며, 검증팀은 경제성과 작성을 위한 데이터 취합 및 산정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시험했습니다. 또한 환경 및 사회데이터의 경우, 

취합데이터의 확인의 형태로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GRI Content index 의 정성적인 보고에 대해서는 보고 여부만을 검증하였습니다.

DNV GL 은 본 성명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조직에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검증 방법론

검증 활동은 DNV GL 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프로토콜(VeriSustainTM 4.1) 및 AA1000 Assurance Standard(2008)에 따라 실시되었습니다. 검증 활

동의 일부로 검증 심사팀은 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관련 문구 및 주장에 대해 확인하였고, 보고서에 활용된 데이터 관리시스템, 정보의 흐름과 통제의 견고

성을 평가했습니다. 검증 심사팀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공한 문서, 데이터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고 검토하였으며, 업무 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

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표본추출 방식의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보고서 내용의 중요성 결정 프로세스

•  보고서에 포함된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 생성, 수집 및 관리 프로세스

•  검증 대상 데이터의 정확성

•  검증활동은 2015년 6월 한국공항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진행

안 인 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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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General Standard Disclosures Specific Standard Disclosures

지표 지표설명 페이지 외부검증

Strategy and Analysis

G4-1 CEO 메시지 4~5 78~79

Organizational Profile

G4-3 조직 명칭 6

78~79

G4-4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8

G4-5 본사의 위치 6

G4-6 보고 조직이 영업 중인 국가 수,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문제와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는 국가명 7, 25

G4-7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6

G4-8 대상 시장 (지역별 구분, 사업 분야, 고객/수익자 유형) 7~9

G4-9 보고 조직의 규모 6, 68

G4-10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74

G4-11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75

G4-12 보고 조직의 주요 활동,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공급망의 주요 특징 48~51, 76

G4-13 보고 기간 중 규모, 구조 또는 소유 구조 상의 중대한 변화 6, 9

G4-14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채택 방식에 대한 설명 63

G4-15 경제/환경/사회 정책,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85

G4-16 다음과 같은 협회 (예: 산업 협회) 및 국가별/국제적 정책기구 멤버십 획득 현황 85

Identified Material Aspects and Boundaries

G4-17 주요 사업부서, 운영 회사, 자회사, 합작 회사를 비롯한 보고 조직의 조직 구조 6~7

78~79

G4-18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 18~19

G4-19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에서 확인된 중요성 측면 18~19

G4-20 조직 내 측면경계 18~19

G4-21 조직 외부의 측면경계 18~19

G4-22 이전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재 기술로 인한 효과 및 재 기술 사유 2

G4-23 이전 보고 기간 대비 보고서의 범위, 경계 또는 측정방식 상의 큰 변화 2

Stakeholder Engagement

G4-2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4~17

78~79
G4-25 참여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기준 14~17

G4-26 참여 유형,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현황 14~17

G4-2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이에 대한 대처 방식 14~17

Report Profile

G4-28 보고 대상 기간 2

78~79

G4-29 최근 발간 보고서 년도 2

G4-30 보고 주기 2

G4-31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2

G4-32 보고서 내에서 표준 공시 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80~82

G4-33 제 3자의 검증에 대한 정책과 최근 관행 78~79

Governance

G4-34 조직의 지배구조 62 78~79

Ethics and Integrity

G4-56 경제/환경/사회 성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마련한 미션/핵심가치 행동 강령 및 원칙 60~61 78~79

지표 지표설명 페이지 외부검증

CATEGORY : ECONOMIC

Economic Performance

Generic DMA 20~21

78~79EC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68

EC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32~37

Market Presence

Generic DMA 20~21

78~79
AO1 연간 이용승객 수 6, 22, 69

AO2 연간 항공기 이동 횟수 6, 69

AO3 수하물 총 톤수 6, 69

Indirect Economic Impacts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52~53
78~79

EC7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서비스 지원의 개발 및 영향 52~57

CATEGORY : ENVIRONMENTAL

Water

Generic DMA 72

78~79
EN8 수원별 총 취수량 72

EN10 재생 및 재사용 용수의 비율과 총량 72

AO4 적용가능한 규제기준을 반영한 빗물의 수질 72

Emissions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32~33

78~79
EN15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 71

EN16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 71

AO5 규제제도의 오염농도에 따른 대기질 수준 72

Noise

Generic DMA 56~57
78~79

AO7 소음 영향권 지역 거주민의 수와 비율(%) 변화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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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

지표 지표설명 페이지 외부검증

CATEGORY : SOCIAL

LABOR PRACTICES AND DECENT WORK

Employment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38~39

78~79
LA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연령별, 성별, 지역별) 74

LA2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38~41

LA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74~75

Training and Education

Generic DMA 38~39

78~79
LA9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성별, 근로자 범주별) 75

LA10 지속적인 고용을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유지하고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42~43

LA11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성별, 근로자 범주별) 75

SOCIETY

Local Communities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52~53

78~79
SO2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지역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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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에게 제공된 보상
56~57

PRODUCT RESPONSIBILITY

Customer Health and Safety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26~27
78~79

AO9 연중 10,000회의 항공기 이동마다 발생하는 야생동물 충돌(wildlife strikes) 횟수 30

Product and Service Labeling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44~45
78~79

PR5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46

GRI Index

Specific Standard Disclosures 공사는 2007년 10월 UN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가입한 이후, 매년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UN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하는 10대 

원칙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UN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촉진하고자 ‘Communication 

on Progress(COP)’ 규정을 Advanced Level로 정교화하였으며,  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UN글로벌콤팩트의 Advanced Level이 요구하는 23개 기

준에 대한 실천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분 원칙 GRI 페이지

1 조직의 기능과 사업 단위에 대해 서술합니다. G4-4, 6, 8 7~9, 25

2 가치사슬 내에서 글로벌콤팩트 원칙 이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G4-12 48~51, 76

3 인권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G4-56, SO2 52~57, 60~614 인권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5 인권 원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6 노동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LA1~3, 9~11 38~43, 74~757 노동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8 노동 원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9 환경경영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EN8, 10, 15~16, AO4~5, 7 56~57, 71~7210 환경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11 환경경영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12 반부패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G4-56, SO2, AO8 52~57, 60~61 13 반부패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14 반부패의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15 핵심사업이 UN의 목표와 이슈에 공헌하는 바를 서술합니다. EC1~2, EN8, 10, AO1~5, 7~9 6, 30, 32~37, 56~57, 68~70 

16 전략적 사회 투자와 사회공헌활동(자선활동)을 서술합니다. EC7 52~57

17 정책적 지지와 공공정책의 참여를 서술합니다. G4-15~16 85

18 파트너십과 협업 활동을 서술합니다. G4-12 48~51, 76

19 CEO 성명서와 리더십을 서술합니다. G4-1 4~5

20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G4-34 62

21 모든 중요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서술합니다. G4-24~27 14~17

22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시를 포함합니다. G4-3~13 6~9, 25, 48~51, 68~76

23 외부 COP 평가를 포함합니다. G4-33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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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6000 수상·인증 및 단체가입 현황

ISO 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발표한 사회적 책임의 표준화된 국제종합지침으로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공동체 참여와 발전 등 7대 핵심주제에 대한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ISO 26000을 준수하고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ISO 26000 Index 핵심 주제 주요 이슈 2014 주요 활동 페이지

6.2 6.2.3 조직 지배구조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구조 사회책임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61~62

6.3

6.3.3

인권

실사

윤리규범 개정, 윤리청렴 전담조직 구성

정기적인 자가윤리진단 실시

대상별로 특화된 맞춤형 윤리교육 실시

윤리경영 우수사례 전파

R&D사업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64~65

6.3.4 인권 리스크 상황

6.3.5 연루/공모회피

6.3.6 고충 처리

6.3.7 차별 및 취약집단

6.3.8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6.3.9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6.3.10 근로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6.4

6.4.3

노동 관행

고용과 고용관계

고졸 채용 확대 등 열린 채용 실시

임신단축근로제, 유연근무제 등 근무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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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명 수여기관(업체)

2014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지속가능경영부문) 

장관표창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상공회의소 회장상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2014 SPOTLIGHT AWARDS 동상 미국커뮤니케이션 연맹

제1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제주,대구,무안) 소방방재청

2014 에너지절약 유공 대통령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발명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한국발명진흥협회

2014 그린월드 어워드 국제부문 은상 수상 The Green Organisation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공공부문  

2년 연속 대상
GWP코리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상 GWP코리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최고등급” 획득,  

대통령표창 수상
국민안전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 우수기관 표창 국토교통부

대외수상 실적

수상명 회원구분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일반회원

해외건설협회 특별회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일반회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일반회원

한국항행학회 특별회원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일반회원

(사)한국감사협회 일반회원

(사)공공기관 감사포럼 일반회원

ACI(국제공항협의회,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아·태지역
이사회 임원

ACI(국제공항협의회,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세계위원회
일반회원

EAAA(동아시아공항연합, East Asia Airports Alliance) 일반회원

(사)한국항공경영학회 특별기간회원

한국항공진흥협회 일반회원

윤경 SM포럼 일반회원

(사)항행안전시설기술협회 특별회원

한국항공보안학회 학회장역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일반회원

단체가입 현황

수상명 수여기관(업체)

2013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등급 획득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AAA(최고등급) 획득 산업통상자원부

KS 서비스인증(콜센터 부문) 한국표준협회

근로자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고용노동부

청소년수련활동인증(내 꿈을 띄우는 하늘캠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한국서비스품질 인증 산업통상자원부

ISO 14001 DNV

2014 공기업 경영평가 A등급 획득 기획재정부

2014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A'등급 획득 기획재정부

TRAINAIR PLUS PROGRAMME 정회원(Full member) & 

STP(표준교육교재) 인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인증 실적

수상명 수여기관(업체)

2014 사회공헌기업대상 한국경제신문

ASQ 중규모 공항부문 4년 연속 1위 세계공항협의회(ACI)

ATRS 효율성 아시아 1위 (김해공항) 세계항공교통학회(ATRS)

ATRS 수익원 다각화 부문 1위(김포공항) 세계항공교통학회(ATRS)

항공안전 상시평가 세계 1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014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언론인협회

2014 안전문화대상(김해공항) 부산시,안전보건공단

ASQ 중규모 공항부문 5년 연속 1위 수상 및  

명예의 전당 입성
세계공항협의회(ACI)

ATRS 제주공항 효율성 아시아 1위 세계항공교통학회(ATRS)

스위스 국제 발명전시회 대상, 특별상 수상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Best Workplace in Asia 2015 美 GPTW

2015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기후변화대응 부문) 

장관표창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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