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보내주신 내용은 전문가가 1차
분석을 실시하여 위험성 및 긴급성 여부를 검토하고,
항공보안 위험요인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ㆍ시행하게 됩니다.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자율신고를 통해 접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항공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항공보안 : 항공기 납치·폭파, 공항시설 파괴 등
불법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말합니다.

신고한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고접수
접수 및 긴급·일반
사항 확인

관계기관 통보
중요보안위험 및
개선사항 통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일반업무 종사자_공항 및 항공기 안팎에서 업무 수행
중에 항공보안 분야에 도움이 될 사항 등을 신고해 주세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2

사실여부 및
위험성 평가

3

정책 및 제도개선

4

보안대책 수립 등
정책반영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팩스,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방법 :
➊ 홈페이지(avsec.ts2020.kr)→ ➋ 온라인 신고하기→
➌ 신고서 작성→ ➍ 접수
· 이메일 : avsec@ts2020.kr
· 우 편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 담당자 귀하
· 팩 스 : 054-459-7149
· 전 화 : 054-459-7384

「항공보안법」 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자와 신고내용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자율신고 내용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고자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내용은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항공보안 관련 내용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항공보안에 대한 위해요인, 제도 개선 및 불편사항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정밀분석

승객(공항이용자)_여행 중에 항공보안에 관한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내용 등을 신고해 주세요.
보안업무 종사자_업무 수행 중에 항공보안 위해요인 및
항공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신고해 주세요.

무엇을
신고하나요?

1

신고제도의
기대효과는?

신고해 주신 내용은 보안 운영체계 전 분야에 대한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보안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 항공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avsec.ts2020.kr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 담당자 귀하
Tel: 054-459-7384 / Fax: 054-459-7149
E-mail: avsec@ts2020.kr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및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 안내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금지물품은 홈페이지(avsec.ts2020.kr)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절 또는 마비시키기 위해 고안된 장치

3
전자충격기,
호신용 스프레이

기내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검색해 보세요!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이더라도 공항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또는 승객•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1
(모방) 총기,
가스총, 활, 표창
다트, 새총 등

2
도끼, 칼,
송곳, 가위
맥칼 등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발사 기능의 장치
객실 No

위탁수하물 Yes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객실 No

위탁수하물 Yes

가위는 날의 길이가 6cm 이하인 경우에는 객실 가능

위탁수하물 Yes

전자충격기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유•무 확인 후 전원을
끈 상태로 위탁 반입, 보조배터리(파워뱅크) 기능의 제품은
반입 불가

7
액체,겔,
분무류
(국제선 해당)

전체 : 1L 이하
개별용기 : 100ml 이하
100ml
이하

객실 Yes

호신용 스프레이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에는
1인당 1개(100ml 이하)까지만 가능

칼
동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객실 No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4
드릴(드릴부품),
스크루드라이버,
망치, 톱, 렌치 등

5
야구방망이,
아령, 볼링공,
빙상용 스케이트,
무술 장비 등

6
실탄, 폭죽,
조명탄,라이터,
인화성 액체,
농약 등

전체 : 1L 이하
개별용기 : 100ml 초과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공구
객실 No

위탁수하물 Yes

렌치, 스페너, 펜치류는 총길이가 10cm 이하,
끌, 정, 스크루드라이버류는 날의 길이가 6cm 이하인
경우에는 객실 가능

100ml
초과

전체 : 1L 초과
개별용기 : 100ml 이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둔기 또는 스포츠용품
객실 No

객실 No

위탁수하물 Yes

객실 No
100ml
이하

폭발성•인화성 물질 또는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객실 No

위탁수하물 No

실탄류는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라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수하물 가능
소형 라이터는 1인당 1개 객실 가능, 위탁수하물 불가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
겔류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 한해 반입 가능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유아식은 유아동반 승객에 한해,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