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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항에서 지상조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항공기 취급업 등록이 되어야 한

다. 항공기 취급업자는 공항 지상조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조업능력을 검증하거나, 안

전관리 등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지상조업은 항공기 안전과도 직결

된 활동이며, 공항운영을 유지하는데 기초가 되

는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부의 지상조업 전담 부서와 인력은 전무하다.

또한 지상조업서비스품질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상조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의 기관이 

부재하여 항공기 정시성 및 안전사고 등 각종 

문제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항공

기 취급업 등록제로 인해 지상조업사 역량이 저

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

존 선행연구들은 지상조업사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항공사 및 조업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형태의 연구(강호준, 2012; 김인수, 2018;

김명상, 2011)가 이루어졌지만, 해외 정책 및 운

영 사례조사를 통한 지상조업 품질 개선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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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국내 지상조업 시장구조를 살펴보고, 해외 

국제기구와 선진 공항들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

여 인천공항 지상조업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

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제

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글로벌 기

준을 선도할 수 있는 선제적인 항공기취급업 서

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지상조업 체계를 변화시

킨다면 지상조업사의 역량 강화에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국내 지상조업 현황

2.1 국내 지상조업 시장 현황

현행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은 등록제로 

시행되며, 지상조업은 항공기 취급업에 해당한

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자는 항공기 취급업자로 

시장진입이 가능하며, 공항지상조업 서비스 제

공을 위한 별도의 조업능력 검증 및 안전관리 등

에 대한 사전검증 없이도 항공기 취급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항공기 취급업 규제수준은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진입 제한을 대

폭 완화하였다(법 제132조 제1항 및 제137조 제

1항). 취급업 등록기준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3억원 이

상이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 5천만 원 이상

이면 등록이 가능하며, 장비 소유는 각 업무(급

유, 하역, 지상조업)별로 상이하다.

국내 지상조업시장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항공사가 자체 조업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저비용항공

사(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도 자체 조

업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현재 항공기 취

급업자 중 원도급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재하

도급에 발주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며, 이에 따

라 지상조업 업무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에 대

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항공기 취급업

으로 등록된 국내업체는 총 39개로 이 중 급유·

하역․지상조업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업

체는 7개 회사이다. 대한항공의 지상조업 자회

사인 한국공항은 인천공항 기준 지상조업시장의 

49%를 점유하고 영업이익 중 대부분은 모기업

으로 돌아간다.

Fig. 1. 지상조업시장 구조

구분 KAS AAP SPK SHP JAS TAS
이스타

포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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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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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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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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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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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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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입사율
(%) 10.7 30.9 55.4 71.0 99.5 39.0 38.8

퇴사율
(%) 10.3 22.8 42.4 47.8 36.5 31.7 36.8

평균연
봉(’18,
만원)

5,000∼
7,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지분

소유

(’17.11)

대한
항공
59.5%

아시아
나항공

100%

스위스
포트인
터내셔
널
59%

- - - -

Table 1. The status of domestic ground
operators

항공사와 지상조업사간 일정한 형식 없이 현

지 조업환경 및 실정을 고려하여 양자 간 합의

로 일대일 계약을 체결한다. 최근에는 항공동맹

(Alliance)에 기초하여 조업계약을 유지하거나,

전문 지상조업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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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내 항공기 취급업체는 20개 내외로 

원도급 업체는 항공기 취급업 인가를 획득했으

나, 하도급(Subcontract)업체 중 에어코리아를 제

외한 나머지는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 중이다.

원도급업체는 한국공항(KAS), 아시아나에어포트(AAP),

샤프에비에이션K(SHP), 스위스포트코리아(SPK),

제주항공서비스(JAS)로 총 5개이다(박정희 & 최

유진, 2018).

한국공항

(KAS)

아시아나에
어포트
(AAP)

스위스포트
코리아
(SPK)

샤프에비에
이션
K(SHP)

Star
alliance

중국국제항
공 외 2개

아시아나
외 7개 루프트한자 에어인디아외 1개

Sky
team

대한항공
외 12개 동방항공 - -

One
world

일본항공
외 1개

에어서울
외 13개

케세이퍼시
픽항공 외
1개

영국항공
외 1개

기타

(LCC

포함)

진에어 외
8개

아메리칸

항공
에어홍콩
외 8개

피치항공
외 9개

* 자료 : 인천공항공사 내부자료(2018).

Table 2. Contract airline of incheon airport
ground operator

2.2 국내 지상조업의 시장 문제점

지상조업은 공공성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경

제성을 우선시하는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므로 

지상조업에 투입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아웃소

싱하고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시하여 업체를 선

정하고 있다.

항공사 자체 조업사 소속 인력들의 근무 환경

은 열악한 수준으로 폭염과 폭설 등 안전사고 

위협이 있는 환경에서 노후화된 조업장비 사용

으로 노동과정에서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지

상조업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형태이지만 노동 

강도가 매우 높고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여 인력 

부족 발생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항공운수사업은 필수공익사업(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 제7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 지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5개 특례유지업종

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조항(근로기준법 제59조)이 보호 조항으로 신설

되었으나, 연장 노동 상한선은 정해지지 않았다

(임규환, 2018).

항공운수
사업

자.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차.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지상전원 공급
업무

카. 항공기에 대한 제설․제빙 업무

타. 승객 승하기 시설․차량 운전 업무

파. 수하물·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 자료: 제22조의2 별표1 관련<신설 2007.11.30.>.

Table 3. Essential maintain management of air
transportation business

또한 공항이동지역 내 다수의 운전자를 고용

하고,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고 있는 지상조업

사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항운영자에는 법적

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Ⅲ. 국제기구의 지상조업 관련 규정 현황

3.1 ACI

지상조업활동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서비스품

질과 공항운영 효율성 저하에 대한 개선책을 위

하여 ACI는 지상조업체 운영관리 지침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항공기 안전과 지상조업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ACI 세계집행위원회(ACI World

Governing Board)와 안전 및 기술상임위원회

(Safety and Technical Standing Committee)에 

지상조업과 관련한 ACI 정책보고서 발간을 의

뢰하였다. 더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도 

지상조업서비스 표준화 매뉴얼 및 지침에 대한 

제정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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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

증

제

도

입

- 국가 또는 공항당국이 지상조업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여 지상조업사를 인증하는 제도

- (인증요건) 공항․항공사․지상조업사 안전관리
시스템 의무화

- (인증절차) IATA의 ISAGO와 같이 지상조업사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자격권한을 부여. 단, 비
영리 원칙 준수

* 인증절차가 적용 불가능한 경우 : 규제기관과
의 공식적인 등록절차 준수시 최소 요구사항
을 충족해야 함

면

허

발

급

- 공항에 진입하려는 지상조업사에게 면허를 발
급하는 형태로 공항당국은 지상조업규정에 따
라 지상조업사 수를 제한할 수 있음
* 공항 내 지상조업사 수가 많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률 증가

- 항공사는 공항당국이 면허 발급한 지상조업사
와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

입

찰

과

정

공

개

- EU 항공정책 지상조업서비스 지침(96/67/EC)에
의거하여 입찰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공항당
국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

(입찰기준) 유사 공항에서의 경험, 재무건전성, 보
험, 장비 자원, 직원 배치 계획, 교육 계획, 안전
관리시스템(SMS) 인증, ISAGO 인증, 사고 여부

* 자료: ACI, Ground Handling Policy(2016).

Table 4. ACI status of ground operation policy

3.2 CAA

유럽의 지상조업시장 개방이 공항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서 지상조업사 관

련 정보를 공항당국으로부터 전달받아 자체적으

로 평가한다. 조업 시장의 개방이 서비스(안전,

보안, 정시성)의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한

다는 기본 정책 하에 정부는 관련 기준을 마련

하고, 이를 통한 지상조업사의 공항서비스를 관

리할 필요가 있다. 항공청 또는 공항의 규정 이

행 여부에 따라 지상조업사의 운영을 승인하거

나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지상조업사의 공

항 내 기반시설 및 자원에 대한 사용권리를 부

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는 항공청 또는 공

항운영자에게 지상조업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

는 권한이 부여된 것을 의미한다.

주요 평가항목 분야는 보안(Security), 안전(Safety),

복원력(Resilience)으로 공항으로부터 집계된 자료

를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제한 결정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정하지 않고 CAA 정책

(서비스 품질개선, 효율성, 향후 필요성, 투명성 

등) 목적에 따라 공항과 협의할 수 있다. 공항 

규모별로 조업사에 대한 허가 정책은 다르다.

제3자 조업 자체 조업

공항 규모

연간 최대
승객
200만명
또는 화물
50,000톤의
공항

연간 승객
200만명 또는
화물

50,000톤을
초과하는 공항

연간 최대
승객
1백만명
또는 화물
25,000톤
의 공항

연간 승객
1백만명 이상
또는 화물
25,000톤을
초과하는
공항

유형 1 :

조업 행정, 여
객 조업, 항공
기 유지보수,
승무원 관리,
지상 수송, 기
내식 등 랜드/
에어사이드
분야

시장진입의
자유가
없으며,
공항이
조업에
대한 정책
결정

조업사 진입의
자유가 있으나,
정책기관(EU,
항공청)의 승인
있는 경우
공항은
공급업체를
최소 2개로
제한 가능

조업사 진입의 자유가
있으나, 정책기관(EU,
항공청)의 승인 있는 경우
공항은 조업사의 숫자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유형 2 :

화물 및 수하
물 처리, 램프
조업, 급유 등
에어사이드
분야

　

접근의
자유가
없으며,
공항이
조업에
대한 정책
결정

접근에 대한
일반적 자유가
있으나, 공항
수 제한
(a) 항공청이
승인한 경우
조업업체를
최소 2개로
제한
(b)정책기관(EU,
항공청)의
한시적 승인한
경우
조업업체를
1개로 제한

접근의
일반적
자유가
없음.
공항이
자체 조업
공항
사용자에
대한
정책을
결정

접근에 대한
일반적
자유가
있으나, 공항
수 제한
(a) 항공청이
승인한 경우
조업업체를
최소 2개로
제한
(b)정책기관(E
U, 항공청)의
한시적
승인한 경우
조업업체를
1개로 제한

* 자료 : CAA(2016).

** 공항의 조업사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CAA에 상소 가능.

*** CAA의 제한 또는 허가 결정사항은 일정 기간 후 재검토 가능(에
어사이드 : 2년, 랜드사이드 : 3년).

Table 5. CAA ground handling service permit
policy by airport scale

Ⅳ. 해외 지상조업 운영 현황1)

4.1 영국

공항운영자의 지상조업면허 승인 관련 규정을 

지상조업규정(Ground Handling Regulations:

GHRs)에 기반을 두고 수립․운영 중이다. EU

1) 국가별 사례 등에 대한 자료는 Steer Davies Gleave
(社)의 지상조업보고서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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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지상조업 시장 자유화를 위해 지상

조업사에 대한 특별한 국적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 조업시장 운영 및 독립 지상조업사 취급을 

허용하며, 지상조업 시장규제 감독 권한을 영국 

민간 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 CAA)에

서 공항운영자에게 항공기 취급 면허 승인 권한

을 위임하고 있다. CAA에서 독립조업사 또는 

공항 자체 지상조업사수를 제한할 수 있다. 지상

조업처리대상은 연간 이용객 200만 명 이상 여객

처리 공항으로 조업활동기간은 7년이다. 런던 히

드로 공항은 지상조업규정(GHRs)에 기반을 두고 

지상조업사를 운영하고 있다. 조업사는 항공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데 공항에서 발급하는 조업

면허를 획득해야만 조업할 수 있다. 조업면허 취

득조건은 첫째, 항공사와의 계약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둘째, 조업 구역의 기득권을 확보해야 하고,

셋째, 특정 조업(청소, 급유)업체도 면허를 획득

해야 한다. 또한, 공항안전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조업면허 취득절차는 AOC(항공사 협회)와 램프 

및 수하물 영향성을 검토해야 한다.

4.2 미국

시장 자유화 체제로 조업면허가 불필요하지

만, 공항 승인은 필수이다. 대부분 항공사가 직

접 또는 자회사로 지상조업시장을 형성하고 있

어 시장점유율 우위를 점하고 있다. 주요 항공

사들은 자회사 보호 차원에서 노동계약과 노동

조합 협약에 근거하여 항공사 자체 또는 자회사

로 운영한다. 공항 및 항공사는 독립 조업사와 

동일 요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형 공항

은 단 한 개의 지상조업사를 승인하고, 중대형 

공항은 항공사 자체 조업사 또는 독립 지상조업

사 시장을 형성한다. 소형 공항에서 조업사 수 

제한을 두는 이유는 교통량 및 인프라 규모가 

작아 경쟁 관계가 형성될 경우, 비용부담과 임

대 공간 축소 등 비실용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 프랑스

프랑스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공항별로 승인하

고, EU 지상조업서비스 지침을 기반으로 지상조

업 관련법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건은 

승객 수가 20만 명, 화물 2만 톤 이상인 공항으

로 유럽연합에 소재하거나 프랑스 법인으로 설

립되면 승인한다. 조업활동은 5년으로 주기적으

로 갱신해야 하는데, DGA(Direction Generate

de l’armemet: 프랑스 병기본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승인 고려기준은 총 3가지로 첫째, 제3

자 책임을 비롯하여 보험 가입 증빙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둘째, 건전한 재정 상황, 셋째, 프랑스 

노동법과 단체협약, 안전, 보안 및 환경 기준, 조

직,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 보상

에 관한 법률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상조업서비

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항이용자 위원회 

의견 동의를 통해 지상조업사들을 규제한다.

4.4 아랍에미리트

에미리트(정부)는 지상조업사를 소유, 국영체

제로 운영되어 정부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다. 개

인/외국인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법적 제재는 

없으나, UAE 연방법상 GCC 외 외국기업은 자

유무역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공항

주소유자
공항

주요

조업사

조업사

주소유자

Dubai Airports
Company

(두바이 정부)

두바이

국제공항
Dnata

에미리트 그룹
자회사

(항공사 소유)

Abu Dhabi
Airports

(아부다비 정부)

아부다비

국제공항

Etihad
Airport
Service

에티하드 항공
자회사

(항공사 소유)

Sharjah Airport
Authority

(샤르자 정부)

샤르자

국제공항

Sharjah
Aviation
Services

Sharjah Airport
Authority 자회사

(공항당국)

Department of Civil
Aviation, Fujairah

(푸자이라 민항공국)

푸자이라

국제공항

Fujairah
Internationa
l Airport

공항 자체 조업
수행

Department of
Civil Aviation,
Ras Al Khaimah

(라스알카이마
민항공국)

라스알카이마

국제공항

National
Aviation
Services

GCC(쿠웨이트)
기반 개인조업사

*자료 : Steer Davies Gleave(2016.6).

Table 6. UAE The status of ground operators
by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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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중국

제3자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법적 제재는 없

으나, 성부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외국기업이 

진출하려면 중국기업과 합작투자 형태여야 한

다. 자체 조업이 가능한 항공사도 대부분 정부 

소유이고 합작투자로 이루어진 조업사의 실질적

인 주주도 정부여서 신규 조업사의 시장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태이다.

홍콩은 공항당국에서 항공기 정비 및 조업장

비 관련 업무를 자체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별 

업무범위가 구분된다.

* 자료 : Restructure of Beijing Aviation Ground
Services Complete(2016.4).

Fig. 2. 베이징공항 지상조업 현황

* 자료 : About Chengdu Shuangliu International Airport

Ground Services Company(2016.5).

Fig. 3. The status of Chengdu Airport
ground operations

4.6 독일

EU회원국에 한하여 법적으로 시장진입을 허

용하고, 공항마다 조업사 수를 제한하고 있다.

공항당국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고품질 

서비스 제공 및 통제가 용이하다. 최소 2개 조

업사의 영업을 보장하지만, 조업시장 확대에는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으며, 신규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연방 항공당국의 승인은 필수이다. 자

격요건은 신뢰성, 전문역량, 재정적 능력이고,

모두 충족해야만 승인을 받아 영업할 수 있다.

독일 공항은 대부분 정부(연방, Kreis, cities가 

소유권 공유) 소유이며, 민간자본을 보유한 일부 

공항들도 해당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공항 운영자 1 운영자 2

프랑크푸르트

공항

직접

운영

Acciona 공항서비스

뮌헨
스위스포트

뒤셀도르프
아비아파트너

쾰른
WISAG

함부르크 WISAG

슈투트가르트

Acciona

공항

서비스

Losch 공항서비스
하노버

뉘른베르크 아비아파트너

브레멘 -

베를린 WISAG

* 자료 : German Airline Association(2014).

Table 7. Status of ground operations by
airports in Germany

Fig. 4. Status of ground operations
by airport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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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본

정부 또는 공항당국에서 지상조업사들의 신규 

시장진입을 규제하지 않지만 주요 항공사인 일

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 항공(ANA)이 각 공

항별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지상조업시장을 지배

하고 있다. 현 지상조업시장구조상 외국기업의 시

장진입은 어렵고, 항공사 자회사인 지상 조업사

가 아웃소싱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함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지상

조업사의 모기업은 경영위기 등을 이유로 지상

조업 비용 절감을 추진함에 따라 인력이 감축되

거나,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고, 이로써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

로자가 증가하며 이직률도 증가 추세이다. 아웃

소싱업체는 기내 청소 외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브라질․중국․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근로자

를 채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요약하면 대다수 정부 또는 공항

당국이 조업시장을 주도하며 시장개방을 하는데 

제한을 두거나, 진입조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실

제 독립조업사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특

히 EU 국가들은 대부분 ‘공공성’과 ‘업무의 전문

성(조업업무의 특성상 항공안전 및 보안과 직

결)’을 강조하며, 공항당국이 지상조업사를 관리․

감독하거나 직접 조업업무를 수행한다.

Ⅴ.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공항당국과 직접적으로 영향 

관계가 있는 지상조업사의 품질개선을 위해 지

상조업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대다수 국

가가 시장개방을 하더라도 시장 진입 장벽을 높

게 함으로써 지상조업사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 공항당국은 공항운영의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지상조업사 업무품질 저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서비스 저하 등으로 여객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 권한이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상조

업 품질 체계 마련을 위해 정책적 방향성을 제

시한다.

첫째, 항공기 취급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규

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공항운영자가 

항공기취급업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받아 항공

기 안전 및 운항서비스를 개선하여 항공 여객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항운영자는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 관련 규정 위반 단속에

만 개입할 수 있다. 둘째, 글로벌 기준을 선도할 

수 있고, 표준화된 항공기취급업 서비스품질기

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 우리나라의 항공기 취

급업 자격요건 중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또는 전

문성 등 지상조업서비스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시장진입이 용이하다. 따라서 

ACI에서 제안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여 조업

품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공신력과 

운영의 안정성이 높은 법정인증제를 신설하여 

지상조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한, 본 인증제도 도입시 업체의 적극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의 지원과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품질관리 

규정 지침을 마련해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

다. 법정 의무 인증 신설시 산업통장자원부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또는 IATA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ISAGO

(IATA Safety Audit for Ground Operation) 와 같

은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IATA는 ISAGO를 통해 조업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ISAGO를 등록하고 취득하는 지

상조업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ISAGO에 등록된 지상조업사는 194개로 전 세계 

320개 공항 및 212개 이상의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지상조업 인력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현행 지상조

업 품질 저하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서 비

롯되는 구조임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에서 최소

한의 임금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표

준임금체계 모델 수립 절차를 근거로 각 직종별

로 표준직무를 분류하고, 각 직무들 간 직무가

치 등을 비교하여 직무등급체계를 도출해야 한

다. 그 이후 직무등급 내 숙련 형성의 정도에 

따라 승급단계를 두고, 각 직무등급별 임금수준

을 결정하여 표준임금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임

금체계는 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 협의회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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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을 거쳐 마련한다. 넷째, 관리체계를 마련

하기 전 지상조업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부 주관하에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요구된다.

자발적 참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참여 유도

를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일수록 인센티브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Chicago Booth Review, 2016) 세

분화 된 인센티브 정책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상조업은 항공기 안전 및 보안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조업 인력이 외국인으

로 대체될 경우, 공항당국은 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국내 인력보다 업무품질 및 근무 지속성을 

보장하는데 어렵다. 따라서 지상조업사 역량 강

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따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정부를 통한 위에서

부터의 변화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업사와 항공사의 협조가 어

려워 조업역량 저하의 근본적 원인인 조업료에 

대한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

는 이를 추가하여 조사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연

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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