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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여객터미널 무결점 그랜드 오픈

4년간의 설계, 여객의 입장에서 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터미널을 혁신하다
구 분

제1여객터미널(T1)
제2여객터미널(T2)
위탁수하물 금지물품 검색장
위탁수하물 금지물품 검색장
체크인 지역내 운영
면세구역내 운영
동･서편 출국장 각 3개소
▶ 동･서편 출국장 각 1개소

출 국

입 국
환 승
교 통

문형 검색대 운영

원형 검색대 도입

입국심사장 동･서편 각 3개소
▶
환영홀 동･서편 각 3개소
검색장-환승편의시설간 이격
▶
입국과 동일한 남색 사이니지
터미널외부에 버스승차장 운영
터미널-교통센터 223m이격 ▶
(도보 2분51초 소요)

입국심사장 동･서편 각 1개소
환영홀 동･서편 각 1개소
검색장-환승편의시설 거리 단축
환승 전용 녹색 사이니지 설치
교통센터내 버스터미널(대합실) 운영
터미널-교통센터 59m이격
(도보 45초 소요)

혁 신 효 과
체크인카운터 앞
5분대기 불필요
여객동선 단순화
인당 검색시간 단축
(22.5초→20초)
여객동선 단순화
Meeting Miss 최소화
도보 5분→1분 거리
환승안내 시인성 강화
승차장 혼잡 제거
여객동선 164m 단축
(도보 2분6초 단축)

제2여객터미널 성공적 오픈! 국민과 함께, 새로운 날개를 펴다
T2오픈 성공의 열쇠,‘국민과 함께, 여객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준비
- 국민참여(가상여객 2만명) 시험운영 총123회 시행
- 오픈전 터미널 대국민 개방으로 홍보 및 최종점검
∙CIQ기관, 항공사 및 조업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실무진 및 기관장 회의 등 CIQ 준비현황 공유 및 협의
- 항공기 간섭 조정 및 지상조업 안전확보 시험운영 82회 수행
∙여객의 공항 접근단계별 오도착방지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예 ‣ e티켓 터미널 표기
교 ‣도로표지판 91개소 신설
약 ‣ 터미널 안내 SMS발송
통 ‣버스･철도 터미널 안내방송
안 ‣ 안내서포터즈 102명 배치 홍 ‣신문･방송 광고 및 특집기사
내 ‣ 터미널안내 사이니지 강화 보 ‣공항SNS활용 오픈 홍보

T2 Grand Open (1.18)
∙일여객 5만명, 일환승객
1만명 완벽수송
∙무사고･무중단 운영
∙T2오픈이후 오도착에 따른
미탑승 여객 Zero
* 경쟁공항 싱가폴 창이
T4는 운영준비 부족으로
개항연기('17.7→10월)

신속･안전･편리한 인천공항, 평창올림픽 성공의 초석이 되다
구분
신속한
입국
안전한
수송
편리한
출국
기타
지원
추진성과

추진 실적
선수단 및 관계자 전용 입국심사대 및 세관검사대 지정
올림픽 관계자 입국후 등록데스크 운영 지원
공사･조직위･CIQ기관･군･경･항공사 합동‘출입국 대책반’운영
(항공) 인천-양양 내항기 공항시설 사용료 면제
(차량) 선수단, 전용장비 수송차량 전용 주·정차장 무상지원
(철도) 교통센터내 KTX탑승객 보안검색장 설치･운영 지원
평창･강릉 현지 사전 출국수속 진행(2.25~2.27)
- 체크인기기 30대, 검색대 5대, 카트 241대 및 인력 30명 지원
터미널내 선수단/미디어 전용 체크인카운터 및 출국장 운영
지원시설 적기설치와 조직위 재정안정을 위해 100억원 공식후원
조직위 사무실, 올림픽 홍보관 및 라이선스 상품 매장 운영 지원

평화로운 출입국 서비스 지원
T2적기 오픈을 통한 공항 용량
확대로 큰 혼잡없이 동계성수기
여객과 올림픽 인원 동시 수속
선수단 및 관계자 1만2천명 신속한
출입국 수속 지원
평창･강릉 현지 1천4백명 출국
수속으로 원활한 출국 지원
2018 국가브랜드 컨퍼런스 기업
부문‘국가브랜드 대상’수상

T2오픈으로 적기 여객 수용용량 증대(+1천8백만명) 및 혁신적 출입국 서비스 제공
평창올림픽 기간 중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 지원으로‘평화’올림픽 성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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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공항까지, 탑승수속 혁신모델 수립

집, 호텔에서 체크인 및 수하물 위탁완료, 빈손으로 공항까지! (홈백드랍 서비스)
문제점

개선모델 착안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유아동반 가족) 및
지방 여객 이동시 수하물 운반･적재 불편
부피/무게가 큰 수하물 직접 운반 어려움
공항에서 수하물 위탁 대기 및 혼잡유발

여객이 공항 출발 전
자택‧호텔에서 체크인
및 수하물 위탁 공항
內 수하물 위탁절차 생략

도입검토
법/제도, 운영자 이견 등 장애발생
운반주체/
운영자 간 보안약화 및
접수공간 확대 역할 갈등 실효성 의문

공사 주도 한계→협의체 필요

홈백드랍 도입을 위한 全 과정을 민관합동으로 규제 개선 및 사업 추진
❶ 법･제도 개선
❷ 공감대 형성
❸ 사업성 검증
❹ 운영모델 정립

기대효과

일반택배사 수하물 접수를 위한 방안 검토 (조업사 등록)
수하물 위탁장소(現 공항, 도심공항터미널)를 자택까지 확대 : 국가항공보안계획 개정 추진
유관관계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정부․항공사 합동회의 개최(10회)
홈백드랍 절차 보안이슈 및 여객이용 실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결정
항공사(제주/아시아나) 및 택배업체(1개사) 시범사업 참여 확정('18.9)
호텔→자택→지방으로 사업 범위 점진 확대('19년)
모바일/
웹체크인

백드랍
신청

방문
/위탁

운송/보관
(공항)

보안
검사

분류/
이동

출국확인
/적재

도착공항
수령

출국시간 대폭 단축 예상(40분→20분) 및 체크인카운터 혼잡도 완화 기여
지방여객, 교통약자 등 장거리 이동 및 위탁 대기시간 등 불편사항 적극 해소
물류산업 활성화(출국객 1% 이용시 연 60억원 경제효과) 등 국내산업 新성장모델 제시

생체인식, AI 등 4차 산업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출국모델 제시
서류 없는 Fast Travel,‘스마트패스’('19.下)

AI기반 기내수하물 X-Ray 자동 영상판독('19.1)

現 출국시 5회 이상 여권/탑승권 반복제시
여권, 탑승권, 생체정보를 One-ID로 결합해 출국
전 과정을 서류검사 없이 얼굴인식만으로 통과
민･관 협의체 구성 및 국제표준 기반마련('18.11)
항공보안법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19년)

現 수하물 육안판독→검색요원 20분 이상 근무 불가
반입금지 물품을 자동 탐지하는 AI 판독시스템
개발 착수(X-Ray 이미지 60만건 분석) 세계공항 최초
보안검색 정확도 향상 및 여객 대기열 감소효과
향후 터널형 보안검색 개발시 기술 활용

여객처리 시스템 국산화 및 국제인증으로 수속업무 효율성 극대화
수하물일치확인시스템(AirBRS) 국산화

외산 BRS 운영으로 조업사 등 현장 요구 대응 한계
국산기술로 AirBRS 자체개발 및 T2 성공적 운영 개시
항공사 확대 ('18.초 3개→'18.말 14개) 및 국내
BRS 점유율 59%까지 확대, 조업업무 효율성 향상

추진성과

공용체크인시스템(AirCUS) 국제인증 획득
공용체크인시스템(AirCUS) IATA 국제인증 획득
세계 10번째 자체 공용체크인 시스템 보유
참여항공사 확대('18.초 10개→'18.말 22개)
계기, 향후 新 탑승수속 프로세스 연계

민･관 합동으로 세계 최초 3無(위탁수하물, 체크인 대기열, 출국서류) 탑승모델 수립
공사 주도 출국수속 규제 적극 개선, 신산업 모델 제시로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체크인 등 필수 공항운영시스템 국산화로 기술변화 적극 대응 및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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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상이동 안전성 강화로 비행장 장애 ZERO 달성

SMS(Safety Management System) 운영확대 등 예방적 안전활동 강화
구분

SMS
운영확대
(위험관리)

위해요소 제거활동
SMS실무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위해요인(156개) 위험평가 및 경감대책 협업
참 여 확 대

중대안건 발굴(32개) 및 논의

당 서항청, 조업사, 확 서항청, 조업사,
초 대형항공사 대 대형 + LCC항공사

(안전강화) 지시마킹 추가 → 주기장 오진입 방지
(안전평가) 사고 유발요인 → 저감대책 공동논의

합동점검

우수 안전신고/제안제도 정착으로 262건 위해요인 선제조치 및 공유
- 포장, 등화 파손 등 비행장 장애발생 사전예방 및 SMS실무위 안건상정 심층논의
항공사/조업사 안전관리책임자 합동점검 →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시각의 위해요인 발굴

안전증진
(인적요인
관리)

현장밀착형 항공안전캠페인 강화 및 안전회보 협업제작 등 안전이슈 확산
사고발생 고위험군 운전자 대상 VR 시뮬레이터 교육 실시('18.4월~)
- 이동지역 지형･지물 가상체험 및 규정숙지훈련(신규 2,101회, 위규자 18회)

글로벌
역량강화

국제공인 이동지역 안전관리자 자격 인증 및 SMS관리자 글로벌교육 전파 지적반영
ICAO 아태지역 SMS교육 강사파견(`18.3월) 및 국제세미나 인천공항 유치 (SMS선도)

비행장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능동적 시설개선으로 항공기 지상이동 안전성 강화
❶ Airside 관리체계 강화

❷ 녹지 환경 관리체계 개선

❸ 협업을 통한 주행안전성 향상

A/S표지 운영현황조사('15~17년)
- 1~2mm 필링 및 탈락현상 조사
- 해외규정(ICAO, 미공군 등) 조사
A/S표지제거기준 수립('18.3월)
- 포장손상 및 FOD발생 최소화

인천공항 A/S 녹지대 기후 및
생태환경 연구('18.8~11월)
- 매립지반 특성 및 생육기반을
고려한 개선방안 도출

활주로안전팀 협업
↳ 서항청/항공사/조업사로 구성
- 무중단 활주로 포장보수를 위해
상호 협력, 항공기 흐름관리 기여
- 야간공사시간 추가확보(4→12시간)

국내･외 FOD관리 사례조사
FOD 관리개선안 수립('18.7월)
- 미 연방항공청 기준 준용, 업무개선

녹지관리 개선계획 수립
- 특성에 맞는 관리자원 확보
- 적정 잔디 깎기 주기 재산정
(현 3~5회/년 → 5~10회/년)

VDGS 제작사 협업, PIP 세계최초

구축/운영('18.7월~)
- 접현 모니터링 강화
예방
탐지
제거
분석
* PIP(Picture in Picture)
➜ 항공기조종사 시인성 개선 ➜ 규정 준수(착륙대 15cm이내) ➜ 안전한 이･착륙 환경 조성 및
➜ 포장손상 및 FOD발생 예방
및 야생동물 유인요소 제거
항공기 주행안전성 제고
* FOD(Foreign Object Debris) / VDGS(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

SMART 항공기 지상이동“기술 융합을 통한 음성대체 - 24hr Follow the Green* ”
미래 관제운영개념 세계 최초 도입 추진
조종사 및 관제사 교신오류 가능성 원천차단
- (기존) 음성의존 → (개선) 시각 확인가능
지상안전 운항서비스 획기적 개선
- 24시간 안전망 구축으로 사회적 가치 선도

추진성과

항공기 지상이동시간 단축 (편당 약 2분, 12'56''→10'41'')
사회적 연료소비 18.48% 감소(연간 약 200억원 절감)
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절감
(187.4천tCO2eq → 149.9천tCO2eq)

예방적 안전활동 강화로 Airside 규정위반 22.2% 감소, 기동지역 내 FOD 7.5% 감소
및 조류충돌로 인한 운항장애 0건 등 ｢비행장시설 기능장애발생 ZERO｣ 달성
세계 최초 24시간 시각적 지상운항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혁신적 운항 안전망 구축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항공기 지상이동 효율(운항&관제) 극대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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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심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안전 시스템 내실화

공항분야 근무특성에 적합한 근로자 산업안전 예방대책 수립
구분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분석

문제점 도출

PDCA 기반 개선대책

소속별 협력사 직원 산재발생 비율 ： 97%

협력사 관리역량 미비

원인별 작업자 부주의, 작업방법 불량 ： 69%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

형태별 넘어짐, 떨어짐, 부딪힘 재해 ： 57%

위험작업 관리체계 미비

①
②
③
④

(P)안전관리 체계성 확립
(D)경영진 등 책임성 강화
(C)실효성, 전문성 제고
(A)자율적 안전의식 함양

CEO 중심 안전강화 대책 시행을 통한 안전체계 근본개선 추진
구분

대책

P

체계성
확립

D

책임성
강화

C

실효성
제고

A

안전의식
함양

기 존

개 선

건설분야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안전강화 관련(개별)대책

운영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내외 인증('18.10)
인천공항 안전강화 종합대책(20대 실행과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사장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EO 선임

운영분야 안전보건방침 無
안전전담조직 비중미약

전사적 안전보건 경영의지 표명 및 방침 수립
조직격상 및 확대, 전문인력 추가 채용

협력사 자체적 점검 시행
현장별 작업지침서 부재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

공사･기관･전문가 참여한 안전점검 시행
고위험작업장 맞춤형 표준작업지침서 별도 제정(15종)
상시 접근가능 On-Line안전보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우수사업장 포상체계 無

우수사업장 선정(5개) 및 포상 체계 마련
SNS 및 자율안전신고제도 등을 통한 위험상황
정보공유･ 신고체계 구축
(간담회 등 안전소통채널 월 평균 61회 운영)

위험상황 신고체계 無

항공분야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OHSAS18001)국내외 인증 획득
총 48종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정립을 통한
공사-협력사 산업안전보건 통합관리체계 구축

고위험작업자 특별건강검진 / MSDS(위험물관리)
/ 밀폐작업장 안전관리 등 체계적 관리

고위험작업장 맞춤형 표준작업지침서(15종) 별도 제정을 통한 근로자 안전강화
초안 구성

외부전문가 자문

현장 근로자 피드백(2회)

제정 및 배포

지속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공단 가이드 활용
법적 기준 반영

안전보건 전문가
자문(6회)을 통한
안전전문성 확보

협력업체 근로자 등
현장 의견(57개 사항)
검토 및 반영

고위험작업장
표준작업지침서(14종)
제정 및 배포

현장 특성별 지침
수정･보완 및 추가 제정
(1종, 도로작업 지침)

상시접근 가능한 On-Line 안전보건정보 통합관리 및 공유시스템 구축
안전인증/ 검사

추
진
성
과

현장 점검 증대

산재현황 공유

외부전문가 확대

실시간 교류

위험요인 점검개선

안전점검
시정조치 및 개선

교육관리 및
정보공유

현장 안전 미흡사항 감소
안전 사고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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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통･참여를 통한 체감형 서비스 혁신

[여객 서비스] 여객 접점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추진배경

국민 소통 / 참여

사소한 불편→ 여행 만족도 좌우
여객 접점 시설/서비스 전수
점검 및 종합정비 필요
구 분

국민 제안사항 검토(41건)
국가 / 연령 / 이용목적별
여객 특성 및 니즈 분석

기 존

개선방안 도출

고객위원회 공론화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한
해결방안 강구

개 선

효 과

이용객 경제적 부담
연 3천3백만원 절감

무료
사무 서비스

상업시설 내 유료 인쇄서비스로
접근 편의↓, 심야 서비스 중단

출국장 안내데스크(9개소)에서
24시간 무료 인쇄서비스 제공

수하물 정리
공간 조성

수하물 재포장 공간 부재로
출국장 혼잡 발생 및 미관 저해

체크인 시설 인근 재포장 공간 출국소요시간 단축
및 저울 설치(4개소)
및 혼잡 완화

무료 샤워실
24시간 전환

운영인력 관리 문제로
심야시간 미운영(7시~22시)

샤워실 24시간 무료운영 전환 심야 환승여객 연간
안내/시설관리 인력 추가(6명) 2만 6천여명 추가 이용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신설

국제운전면허는 지정기관만
발급 가능, 인천공항 발급X

공항 내 국제운전면허 발급
센터 조성 (평일 9~18시)

면세품 인도장
포장재 Free

면세품 재포장으로 다량의
폐비닐 발생, 인도장 혼잡

X-Ray 판독 가능 하드 캐리어 연간 1,091톤 폐비닐↓
개발, 포장재 절감(3겹→1겹)
(약 73억원 절감)

출국여객 1만850명
서비스 수혜

[교통약자 서비스] 혼자서도 쉽고 편안한 교통 약자 배려 서비스 확충
추진배경

국민 소통 / 참여

유소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여객↑
(연간 159만명, 全여객의 5.3%)
국민 설문시, 교통복지 확충 요구↑

교통약자 VOC 검토(232건)
실제 교통약자 참여, 여객
동선 점검 및 장애요소 발굴

개선방안 도출

‘교통약자 불편 Zero
종합개선계획’수립
스마트 서비스 지원 확대

구 분

기 존

이동 지원
서비스 강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전용 시설 및 서비스 부족
단순 유인 안내에 의존

교통약자 이동권
전동휠체어(3대),히어링루프(14개),
전용승강기, 전용 배려석 등 설치
보장을 통한
전동차 픽업, Door to Door 서비스 Barrier Free 공항 실현

영유아 동반
안심서비스

공항 내 영유아 즐길거리 부족
출국/돌봄 병행으로 체력소모
미아발생시 안내방송 및
직원 전파에 의존

가족 휴게실 친환경 내장재/ 안전
장치 확충, 인기캐릭터 등 접목
유모차(94대) 및 자율대여소(19所)
비콘 기반 미아방지 스마트 밴드 지급

주차할인
서류감면 자동화

주차료 감면 증빙서류 多
현장 확인으로 인한 출차지연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연계,
무서류 자동 감면처리

공항 실내외
길찾기/챗봇

복잡하고 다양한 시설로
인한 오도착 여객 증가
대인 안내 사각지대 발생

세계최초 운항편명 기반 AR
집에서 항공기 탑승까지
길찾기 개발, 나의 할 일‘알림’
쉬운 길찾기 지원
AI 챗봇(한/영, 메신저 2종 연계)

추진성과

개 선

효 과

영유아 안전사고
Zero 달성
출차시간 단축(120→12초)
연간 82억원 편익 향상

ASQ 항목별(터미널내 이동편의, 직원도움, 대기, 편의시설) 평점 평균 99.5점 기록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이용객 증가 (이동지원･유모차 연 7천9백명 이용, 전년대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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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에 기반한 인천공항 좋은 일자리 1번지

[중장기 로드맵 수립] '22년까지 5만개의 양질의 상시고용 일자리 창출 가시화
분야
대표사업
공항인프라
면세･상업
에 어 시 티 복합리조트
물류경쟁력
물류단지
기
타
창업지원
총 계

일자리(명)
18,781
19,636
10,880
1,088
50,385

[일자리 플랫폼 구축]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체계적 구인구직 매칭 지원
민･관 합동
TF 구성
인천공항
일자리플랫폼
구축

국토부-公社-항공협회-항공사 등으로 구성(총 3회)
취업박람회, 취업포털, 취업지원센터 실행계획 수립
취업박람회 항공사, 물류업체 등 45개 기업 참가 및 9천여명 방문
취업포털

잡코리아 연계 취업포털 구축을 통한 구직정보 실시간 제공,
상주기업 소개 (복지, 현직자 인터뷰 등) 1,700여명 취업 성공

취업지원센터 12개 직무 분야 컨설팅(총 652건), 대학생 공항 현장 견학 등
기업(60개 社),대학, 고용부 등 참여 일자리 간담회 시행(11.2)
일자리 협의체
구직자의 기업 현장 방문 정례화(월1회), 영세업체를 위한
운영
맞춤형 인재추천 행사‘채용의 날’시행('19.2)

추진성과

공항산업 일자리 창출 : 5,494명
계류장, IAT 시설 등 3단계 준공
공항인프라 확충 제2터미널,
기내식 공장(게이트고메) 준공 등
파라다이스 1단계 2차 시설(테마파크, 클럽,
Air-City 구축
SPA, 스튜디오, 문화공원) 준공 등
물류경쟁력 강화 CJ, 한국도심공항, CIC로지스틱 물류창고 준공
혁신형 일자리 창출 : 208명
스마트공항･창업
안내로봇 도입, 일자리 경진대회 운영 등

신규 일자리
6,088개 창출

* 고용유발계수 적용

사회가치실현 일자리 창출 : 386명
취약계층별 맞춤 산학협력 맞춤형, 장애인 바리스타 고용 등

효과추정이 아닌,
실제 채용된 인원을
조사･집계

[정규직화] 노-사-전문가가 함께 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선도
고용안정을 위한
공사법 개정 추진

공공기관 최초 공사법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위탁근거 마련
개정안 정부통과(11.29), 現 국회 국토위 심사중('19년 상반기 개정 完)
2개 자회사 체제 구축으로 회사별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 인력관리

제2임시법인
설립을 통한
운영안정성 확보
제2기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보수체계 합의
추진성과

9천명 임금/직무 분석, 노사전회의(6개월) 지속
정규직 전환 대상자 평균 약 3.7% 임금인상
공사 정규직과 차별 없는 동일한 복지제도 운영

'18년도 총 2,751명 정규직 전환 완료로 계획대비 10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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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항 및 해외사업을 통한 국가 혁신성장 선도

BP

4차 산업 기술 도입을 통한 공항운영 혁신 및 민간 혁신성장 견인
집, 호텔에서 체크인 + 수하물 위탁

도착지 공항에서 수령

Smart
Process
(홈백드랍)

빅데이터, AI, 드론 기술 활용 스마트 항행·관제

복잡한 하늘길 안전한 운항

Smart
Operation
(스마트 항행
･

BHS)

IoT(수하물 이중적재 감지), 빅데이터 (수하물 부하 감지)
기술 활용 스마트 BHS(수하물 처리 시설) 개발
수하물처리 종합정밀도 99.9997% 달성

Smart
안내서비스

모바일 안내서비스(운항편명 기반 Navi, 나의 할 일 Push Up 알림)
안내로봇(14대), 챗봇(AI기반 24시간 대화형 안내) 혼자서도 쉬운 공항이용 지원

Smart
Test-Bed

국내 최초 공항 내 자율주행버스 운행 성공(T1-장기주차장 2.2km 운행)
드론을 통한 조류통제, 외곽경비, 항행시설 점검 4차 산업 핵심기술 시연･검증

추진성과

연간 스마트 공항 투자 175억 및 취업유발 218명(직접고용 20명), 테스트베드 2건
스마트공항 100대 과제 중 '18년 계획 23건 100% 달성(잔여과제 '23년까지 완료)

해외공항 위탁사업 수주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끊임없는 수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천공항 운영 노하우 수출 성공

사업수주

해외사업 전문인력 양성, 원가산정 표준화 시스템 구축 등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위탁운영사업 수주 성공 ('18.5)
(시험운영 및 개항, 운영･유지보수 등 5년 간 총 1,400억원)

사업수행

90일 내 시험운영 완료, 건설 미준공 상태라는 악조건에도 불구
인천공항 개항경험 및 운영 노하우로 성공적 그랜드 오픈 ('18.12)
Contract
Soft Open
Full Open
Grand Open
('18.5.8)
('18.8.8)
('18.8.15)
('18.12.5)

추진성과

최대 규모 수주 달성으로 연 280억원의 안정적 해외사업 수익 기대
최초 위탁운영 사업수주로 해외사업 다각화 및 글로벌 공항운영기업 성장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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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및 관광수지 개선

국민행복을 향한 6전 7기 도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면세점을 만나다
'02~'13년 9차례 국민의향조사 결과,

최근 관광환경과 주변국 상황변화로
입국장면세점 필요성 증대

6차례 입법 추진 도전

그러나 항공사 수익감소,
입국장 혼잡 등 우려로
번번이 좌절…

해외여행객 연7.1% 성장, 외국인관광객 증가
→ 국민불편 가중,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한계
일본, 중국 등 관광편의 등을 위해 도입･확대

국민의 행복한 여행길을 위한 입국장면세점 도입 대장정 시작
개선 방향
중소･중견
운영자격
❶ 사회적 가치
기회확대
창출을 위한
상생위한
임 대 료
운영모델 개발
부담완화
임대수익
사회가치
사회환원
전담
❷ 과거 반대논리 조직
대응 철저한 구성
보완대책 수립 정부
기관
협업

기존 모델
일반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별도 구성
최저임대료와 매출 연동
영업료 비교징수

신규 모델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최저임대료 조건 삭제
매출 연동 영업료 납부
임대수익 전액
공익목적으로 사회 환원

경영계획에 따라 운용

추진 방향
시설/운영 종합대책 수립
- 73개국 149개 공항 사례조사,
주요 3개국 벤치마킹 시행 등
규제혁신 위한 입법활동 지원
관계기관 합동 운영대책 수립
- 6개 부처 5개 기관 종합 검토

보완 대책
운영상 혼잡 완화

목적성구매로 품목제한 → 체류시간 단축
여객동선 분리, 수하물 수취대 시설개선
세관 및 검역 기능 보완

최상위감시지역 설치, 안내/지원인력 배치
보안감시시설 강화, 보안요원 증원/교육

최적 사업권 구성 및 사업자 선정
❸ 최적의 사업권 국민선호조사, 최적입지 검토 반영
구성 및 운영
사업권 구성(2개) 및 경쟁입찰 시행
안정화 추진
- T1 : 동/서 2개 매장 (380㎡)
- T2 : 중앙 1개 매장 (326㎡)

운 영
지 원
대국민
홍 보

조기 운영안정화 추진
천장, 벽면 등 기본공사 제공
정례회의 통한 운영 피드백
공항 소통채널 연계 홍보 지원
공동 프로모션과 마케팅 시행

7번째 도전 끝에 '18.12월 제364회 16차 국회 본회의 통과, '19.5월 입국장면세점 오픈 예정
국민편익 및
사회적･경제적
가치창출 효과

국민 불편 해소
·여행 중 휴대불편 해소
·기내 반입제한 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582개
·직접고용일자리 233개
·간접고용일자리 349개

생산유발효과 1,518억원*
·국제수지 개선 347억원
·외화획득 221억원

* 2023년 추정매출액 817억원 기준

추진성과

성공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형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
여객불편 해소를 통한 편의 제고 및 관광수지 개선을 통한 국내 경제 활성화 기여
정부 국정과제 부응 → 허브공항 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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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상업시설 운영모델 고도화

사회적 약자 기회확대 및 성장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터형 상업모델 개발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

진입장벽 완화 및 육성제도 마련
❶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위한 식음매장 개발
❷ 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플리마켓 도입
❸ 스타트업 기회확대를 위한 팝업매장 개선

사업자간 경쟁심화로 임대료 상승
이윤창출 중심의 브랜드 유치 경향
사업자가 브랜드 섭외 입점기회 한정

❶ 인천공항 사회적 약자 자립형 상업모델 개발 [장애인 바리스타가 있는 스윗에어 카페]

인천 거주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하여 취약계층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에 기여
운영모델 공항 주도로 이해관계자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제2여객터미널 환영홀에 매장 제공
장애인 채용과 교육 등 인력 지원
재단
공사
최저임대료, 공항 PB브랜드 지원 등
장애인 근로자 의견수렴 및 공유 (푸르메)
민간
사업자

매장 개발과 시설투자, 운영비 지원
제빵/음료 제조기술과 노하우 전수

고용창출 장애인 바리스타 5명

성실한 근로로 사회적 인식 개선
직업역량 강화 기회 획득
운영기간

’

장애인
근로자

18.12.7∼’23.12.31 (5년)

❷ 소상공인/여성기업 판로개척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인천공항에서 만나는 플리마켓]

제1교통센터 유휴공간을 활용, 소상공인/여성기업 판로개척 지원과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
판매수익 일부를 지역단체에 기부하여 지역사회 상생발전 기여
운영실적 (’18.12.28∼29) 이해관계자 협력모델 적용하여 성공적 개장
공항공사
홍보/프로모션 지원
장소 제공, 기부

상업시설 운영자
창고 등 시설 지원
통합마케팅 시행

플리마켓 운영자
셀러모집, 수익기부
마켓 설치/운영

운영성과
9 8 개 업 체 판 로형 성
매 출액 3.7억원 달 성
기부금 2천만원 출연

발전방안 정기운영 추진 및 우수판매자 대상 팝업매장 운영자 선발 시 가점 부여 검토 중
❸ 청년/취약계층 스타트업 기회확대와 성장지원 프로젝트 [Fly High @ Incheon Airport]

식음료 팝업매장을 영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 기회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해관계자 정기 간담회를 통해 운영성과 피드백, 추가 지원사항 발굴 등 스타트업 역량강화 지원
팝업매장 입점 후 공항 정규매장 및 대형 상업시설(백화점 등) 진출 사례 창출(3개 브랜드)
개선사항
입점제도
선발
운영개소
임대료
영업 영업지원
운영기간
역량강화
도약
기회확대

추진성과

1단계 ( ~'17년)
사업권 운영자 제안
2개소
매출액의 7%
최소한의 기본설비 제공
최장 6개월 이내
제도 초기 안정적 영업환경 제공
(6개 브랜드, 43명)

2단계 ('18년 현재)
사업권 운영자 제안
8개소(6개소↑)
매출액의 7%
인테리어, 유틸리티/설비 제공
최소 6개월 운영보장 이후 연장가능
제도 활성화 통한 영업기회 확대
(16개 브랜드, 96명)

3단계 ('19년 추진예정)
대국민 공모
9개소(1개소↑)
임대료 면제
CS 등 전문교육까지 제공
기본 1년 및 평가 후 1년 연장
스타트업 성공모델 수립
(팝업→정규→대형 상업시설 진출)

사회적 가치 창출형 상업 비즈니스 모델 지속 개발을 통해 상생의 장 확대
사회적 약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업모델 개발 및 제도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지속
사업자 매출 46억원
일자리 창출 101개
판로지원 1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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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및 화물 증대를 통한 글로벌 허브공항 구현

10년 연속 국제여객 증가, 세계 5위 달성
항공 네트워크 확대
슬롯용량 증대 및 운영 효율화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슬롯(항공기운항시각) 조정업무
운수권(Traffic Right) 주8회 증대 세부운영지침 개정, 피크시간대
(항공수요 약 19만명 시장 확보) (11∼19시) 시간당 65대로 증대
전략적 인센티브 활용 및 마케팅을 분산배분을 통한 가용률 93.3%
통한 신규노선 개설 및 운항증대 달성(+4.5%p), 심야/새벽 시간
(신규노선 5개, 신규취항 23개) 분산으로 스케줄 선택 폭↑

對중국 마케팅 강화
텐센트社와 MOU 체결, 위챗
인천공항 계정 생성 협의 등
SNS활용 FIT마케팅
국적사와의 협력강화, 현지 온라인
여행사와 협력 확대 등 B2C마케팅

중국 여객 회복 및 일본/유럽 등 여객 성장에
힘입어 국제여객 6,768만명 기록(+10.0%)
추진성과

국제선 여객 수

(10위권 공항 중 유일하게 두자리수 성장)

싱가포르 창이, 파리 샤를드골 공항을 제치고
국제여객 수송 세계 5위 공항으로 성장
('16년 7위 → '17년 7위 → '18년 5위)

개항 이래 최초 환승객 800만명 돌파, 허브공항 모멘텀 확보
JV/네트워크 활용 환승 마케팅 이용자 중심 환승 서비스 개편
대한항공-델타 조인트벤처(JV) 환승투어 코스/서비스 시간대
지원, 미주-동남아 환승축 강화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개편
인천공항 특화 네트워크 활용 인천 주변자원(파라다이스 등)
일본發 신규 환승수요 발굴
활용 환승 서비스 제공
역대 최다/최초 환승객 800만명 돌파
- '16년 감소 이후 2년 연속 성장
연도

추진성과

'01

'13

'16

인천공항 환승 홍보 강화
인천공항 환승 총괄 브랜드
구축(슬로건, 카피)
BT21 콜라보를 통한 환승
강점 SNS 홍보
개항 이래 환승객 실적

'18

환승객 157만 771만 716만 802만
'13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던 환승 수송을 대폭
증대하며 동북아 허브공항 고지 선점
※ 日 나리타 373만명 수준

국제화물 세계 3위 달성, 역대 최대실적 295만톤 처리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국제물류센터) 전용부지 마련
i-herb등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
(물동량 연 5만톤, 일자리 200개)

물류 인프라 개발
중소물류기업 성장환경 구축
신선/특송/환적화물 선점을
공용파렛트를 무상제공을 통한
위한 맞춤형 시설 개발
영세운송사 물류비 절감(14.9억)
3단계 물류단지 개발(新 성장 행정간소화 및 입주환경 개선
화물, GDC, 중소기업 전용)
(입주자만족도'15년65점→'18년81점)

국제화물 295만 톤 처리

추진성과

국제화물 처리 세계 3위

개항 이후 누적 4천만톤 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