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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국토교통부
【발제 】비상도민회의
1

2

1

연속 토론회 운영

1). 공개 연속토론회 배경

○ 2020년 3월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하여 사실관계
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에 관련정보가 서로 다르거나, 관련 정보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를 둘러싼 갈등을 선차적으
로 해결하기 위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연속토론회가 제안됨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련하여 4/23, 5/7, 5/28 등 3차에 걸쳐 찬, 반 의
견을 가진 국토부와 비상도민회의의 비공개 토론회를 통해 공개 연속토
론회를 위한 쟁점사안을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공개 연속토론회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사)한
국갈등학회가 주관

2). 공개 연속토론회 목적

○ 제주 제 공항 건설을 둘러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사실관계를 둘러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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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간의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소함

○ 제주 제 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을 모아 제주 지역사회
2

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
*

쟁점해소를 지향하나, 쟁점해소가 어려울 경우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합의 사항과 이견에 대한 근거와 해석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정리함.

3). 전체일정

○ 토론 주제 및 일정은 이해관계자간 사전토론회 합의사항에 기초
일시
1차
2차

‘20. 7. 2
‘20. 7. 9

주 제

장소

공항인프라필요성
(수요·수용력·환경·주민수용성)
기존공항 활용가능성(ADPi 권고안 포함)

설문대
여성문화
센터

3차

‘20. 7. 16

4차

‘20. 7. 24

2

입지선정의 적절성(성산, 신도, 정석)
종합 토론

KBS

연속토론회 진행

1). 토론자 구성 및 진행

○ 사회자, 국토부 및 비상도민회의 등 찬‧반 양측 2명(1명 고정)으로 구성
사회 :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전 한국갈등학회장)
서정철 (한국갈등학회 이사)

○ 진행 순서 (총 4시간)
개회 → 대표발표(찬, 반 입장설명) → 패널 간 토론 → 도민패널과
질의응답 → 패널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

○ 발표순서 또는 토론 순서는 당일 이해관계자간 논의에 의해 결정
○ 참여한 도민패널의 질문기회는 찬성, 반대 측에 질문을 원하는 도민 패널
의 신청을 즉석에서 받아 추첨에 의해 찬, 반 동등한 질문 기회 적용

○ 토론회의 투명성제고 및 정보 확산을 위해 도내 방송사의 생방송과
제주도 유튜브, 제주도의회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 도내 방송사 방송시간
토론회 일시

방송사

생방송 가능시간

1차 : 7월2일

KCTV

14:00~16:00 (4시간)

비고

각 방송사
2차 : 7월9일

JIBS

14:00~17:00 (180분)

3차 : 7월16일

MBC

13:50~16:00 (130분)

4차 : 7월24일

KBS

120분

생방송 및
유튜브
전체중계

방송토론

2). 토론회 참여단 구성

구분

인원

대상 및 구성방법
∘추천(20명) : 찬/반 양측 매회 10명씩

도민
패널

50명

∘추첨(30명) : 만19세 이상 제주도민대상 선착순 접수
찬/반/유보 의견, 지역, 연령, 기준 분류 후 추첨

관계자

40명

∘대상 : 제주도(10), 도의회(10), 비상도민회의(10),
국토부(10)

* 참가자 마스크착용, 및 마스크 미착용 방문객 출입거부, 참가자 명부작성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 참석자제 공지 등 정부
생활속거리두기 지침 준수하여 토론회를 운영합니다

3). 도민 패널 신청서 접수현황 (29일 마감현재 총 115명 )
구분

찬성

반대

판단유보

총 인원

1차

18

16

4

38

2차

20

16

5

41

3차

18

17

1

36

○ 29일 마감시간 이전 신청서 접수 지원자 전원 참여
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일 참여시 이름과 동일 신분증확인

4). 토론회 운영 및 참여규칙

○ 소모적 쟁점 확대가 아닌 합의와 이견 정리에 충실히 참여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연속토론회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 참여자들은 차이 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 동일 발언 횟수 부여 및 시간 준수 등 좌장과 진행 방식에 협조한다.
○ 토의 집중성을 위해 의제와 직접 연관이 없는 토의는 지양하며,
당일 의제 관련 발언(주장) 및 근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는 공개토론에서 즉답을 원할 경우에
사전에 통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확인을 거쳐 답변한다.

○ 매회 연속토론회 끝난 후 사회자, 국토부, 비상도민회의 대표 각1인이
참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원만한 연속토론회 진행을 위해
연속토론회 기간 동안 개별인터뷰는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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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속토론회

1). 2차 토론회 일정표
시

간

내

용

14:00-14:05

5’

- 좌장인사 및 패널토론자 소개
. 좌장 :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교수)
. 국토교통부 2인 (김태병, 김성관)
. 비상도민회의 2인 (박찬식, 박영환)

14:05-14:25

20’

- 의제 관련 주요쟁점 발표 (각1인 10분 발표)

14:25-15:25

60’

- 패널 간 질의/응답 (상호 4개 총 8개)
* 질문 (3’) → 답변 (4’)

15:25-15:40

15’

15:40-16:50

70’

휴

식

- 도민패널과 토론패널 간 질의응답
. 찬·반 도민 7개 (총 14개)
* 질문 1개당 참여단 질문 (2’) → 패널 답변 (2’)

16:50-17:05

17:05-17:55

휴

15’

50’

식

- 좌장 토론결과 요약 (10’)
* 의제 관련 공통점/차이점 등
- 토론결과 요약에 대한 패널 간 종합발언 (40’)

17:55-18:00

5’

18:00-18:30

30’

- 좌장 토론결과 정리 및 폐회
- 언론브리핑

2). 2차 토론회 발제 내용

【발제 1】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은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제주 제2공항 연속토론회 (2차) -

안전과 장래수요 처리를 위해 제주 제2공항이 필요합니다.
- 제주 제2공항 연속토론회(2차) -

1. 기존공항 확장으로는 장래수요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구 분

강풍

윈드시어

저시정

운고

뇌전

태풍

호우

대설

황사

비고

발생일

37.8

98.6

16.0

13.0

11.8

2.0

2.2

0.8

0.2

발생건

40.8

178.2

18.8

14.2

13.6

2.0

2.4

0.8

0.2

악기상
연평균 124일

- 1 -

- 2 -

2. ADPi 아이디어는 계약조건에 따라 공개하였으며, 대부분 추진 중입니다.

3.8 CONFIDENTIALITY
The Consultant shall not disclose to any person anything contained in this
Agreement without the prior written authority of the Sub-Consultant.

- 3 -

- 4 -

- 5 -

참고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계획

◇ `25년까지 급증하는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년까지 1단계, `25년까지 2단계 단기
대책을 추진하기로 계획(`15.6월)

~

- 6 -

3. ADPi의 보조활주로 (안 )*은 제주공항 여건상 채택이 곤란합니다.

- 7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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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과 장래수요를 감안할 때 제주 제 2공항은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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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분야

ADPi 19개 권고안 추진현황
진행
여부

진행상황

① 항공기 흐름관리지원시스템
(AMAN,FMP) 도입

진행중

AMAN, FMP 시범운영 후 미사용 중,
향후 DMAN, A-CDM과 연계 운영 예정

② 항공기간 분리간격 축소
(10NM→8NM)

국내 공역‧항로 상황을 감안하여 접근
미시행 관제구역내 이미 8NM 간격 적용 중이
어서 실효성 미미

권고내용

공역
(6) ③ 신규 독립 평행 항로 신설
④ 북측 지역 비행절차 재설계

미시행 군공역조정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진행중

⑤ 군사작전구역 간격 조정

군공역(MOA24, 25H)조정 협의중이나
진행중 (‘15.8~), 협의 난항

⑥ 민-군 공역의 유연한 운영

진행중

⑦ 민-군 관제인력 합동근무

진행중 상호 관제 인력을 파견하여 협력중

⑧ 제주공항 관제인력확충

진행중 필요인력 지속 충원 예정

제한된 공역(지역)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간에만 일부 운영 중

⑨ 여건변화에 대응한 교육 훈련 진행중 실무중심 훈련 및 시뮬레이션 교육 진행
⑩ 출발흐름 개선(DMAN 도입)

관제
․ ⑪ 지상 관제 개선
운영
(지상관제석/계류장관제 분리)
(8)
⑫ 주기장배정 표준규칙 수립

진행중

현재 개발 중(~‘20.8.31 예정)으로,
AMAN, FMP, A-CDM과 연계 운영 예정

예정

김포공항 시범적용(계류장관제 분리)후
제주공항 적용 검토 예정

완료

현재 표준규칙에 따라 배정 중,
향후 A-CDM 연계 주기장 운영 예정

⑬ 여건변화에 대응한 교육 훈련
실무중심 교육훈련 도입 및 모의훈련
진행중
(9번과 동일)
장치 교육 진행 중
⑭ 지상관제절차 재검토 및
신규시스템도입

예정

ASDE 장비 개량(~‘22년),
A-CDM 도입(’21년) 예정

⑮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완료

고속탈출유도로(3개소) 설치 완료
(‘17.12월)

⑯ 주활주로와 보조활주로 공동운영

미시행

-

시설 ⑰ 유도로 이중화 및 활주로
(5)
말단 양측 이륙대기구역 신설

일부
완료

이륙대기구역(2개소)설치 완료(’17.12월)

⑱ 원격주기장 등급 조정 및
이중유도선 도입

일부
완료

일부 주기장 조정(D급 4개소→C급 6개소)
이중유도선은 실효성 저하로 미도입

(①유도로 연장 ②제동시스템 설치)

⑲ 주기장을 시간당 운항횟수의
1.2배 확보

미시행 주기장 7개 만들었으나 1.2배 확보는 곤란

- 11 -

참고2

AMAN, DMAN, A-CDM

AMAN

- 12 -

참고3

해외공항 비교

시설

개트윅

제주공항

부지

약 760만m2

약 350만m2

활주로

3,316×45m

3,180×45m

평행유도로

2개

1개

주기장

119개

42개

SLOT

55회

35회

분리간격

최소 4.5NM

8NM

- 13 -

시설

마닐라공항

제주공항

부지

약 530만m2

약 350만m2

활주로

주: 3,737 x 60m
보: 2,258 x 45m

평행유도로

2개

1개

주기장

97개

42개

SLOT

40회

35회

시설

뭄바이공항

제주공항

부지

약 500만m2

약 350만m2

활주로

주: 3,660m×60m
보: 2,871mx45m

주: 3,180×45m
보: 1,900×45m

평행유도로

2개

1개

주기장

72개

42개

SLOT

45회

35회

주: 3,180×45m
보: 1,900×45m

참고4

현부지내 추가시설 설치 시 문제점(부지 협소)

- 14 -

【발제 2】비상도민회의

제주는 하나의 공항으로 충분
국토부는 안전을 말 할 자격이 없어

무능과 무책임을 안전을 핑계로 덮을 순 없다
현 공항 첨단 현대화로 개선하면 모두 해결

제주 제2공항 연속토론회 2차 토론자료(비상도민회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항 이용, 현 공항 확충으로 충분합니다
1. 제2공항(성산) 건설은 최악의 대안입니다

제2공항은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과잉시설
⚫ 두 개의 공항을 합친 수용력은 최소 6천만 명 이상
- 현 제주공항 1단계 확충으로 수용력 연간 3200만 명으로 증가
- 제2공항의 평행유도로, 계류장, 터미널 등은 현 공항보다 더 큰 규모
구분
부지면적
활주로
평행유도로

제주공항

성산 제2공항(기본계획)

2

350만 m (106만평)
3,180m×45m
1,900m×45m(보조)
3,180m×30m 1본
2

계류장

45만m

터미널

126,089m2

500만 m2(152만평)
3,2000m×45m
3,200m×23m 2본
48만m2
167,390m2

- 국토부의 수요예측(4100만)을 50% 이상 초과하는 과잉시설로 혈세 낭비
⚫ 불필요하게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파괴하는 나쁜 공항
- 공항부지, 연계도로 건설·확장, 숙박과 레저시설 등 주변개발로 자연녹지와 농지 상실
- 세계자연유산인 일출봉과 동부 오름군락의 경관 악화와 철새도래지, 오름, 동굴, 숨골 훼손

다수 도민과 관광객의 공항이용 불편 초래
⚫ 제주공항과 가까운 80%의 도민에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항공편이 절반 가
까이 줄어드는 결과
⚫ 기존의 숙박시설 등을 고려하면 도민뿐 아니라 관광객도 불편
⚫ 동부지역에 숙박 등 편의·위락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설 경우 환경파괴뿐 아니라 공급
과잉으로 출혈경쟁 초래

사회적 비용과 공항운영 비용 증가로 경제적으로도 불리
⚫ 도민과 관광객, 직원의 육상이동을 위한 시간과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증가
⚫ 공항의 이원화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 -> 두 공항 모두 적자 전환 가능성
※ 예비타당성 검토 시 비용에서 제외된 육상이동 시간·비용(영남권 사타에는 포함)과 이용객 수 감소
(2500만명->1900만명)에 따른 편익감소를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는 사업(B/C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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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구에서도 복수의 공항은 제주도의 실정에 부적합 결론1)

⚫ 버지니아텍 자문보고서(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도 2개의 공항 시스템은 ① 항공자
산의 중복 ② 많은 항공서비스(CIQ를 포함)의 중복 ③ 공역의 잠재적 중첩 가능성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

2. 현 공항으로 충분하다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검토 결과를 은폐하고 제2공항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장기수요(4500만)에 대비한 확충 대안
⚫ 공항인프라 확충의 세 가지 대안
대안

내용

참고

현 공항 확충

해상매립을 통한 독립 평행활주로 대규모 매립에 따른 과도한 비용과 해
건설(1310m 이격)
양환경 훼손을 이유로 폐기

신공항 건설

기존공항 폐쇄, 활주로 2본 신공항 건설 제주도의 요청으로 배제

2개의 공항

기존공항 최적개선방안 + 제2공항

기존공항 최적 개선방안에 따라 제2
공항 규모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음

⚫ ‘2개의 공항’ 대안은 기존공항 활주로 용량증대 대안을 비교·평가하여 최적 개선방
안을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 제2공항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었음2)
- 1단계: 2020년까지의 수요(3,200만) 대비 => 단일활주로 활용 극대화 방안
- 2단계: 2025년까지의 수요(3,940만) 대비 => 연간 25.9만회(시간당 50회 이상) 수
용력 확보 방안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공항 개발구상 연구」(2012, 국토연구원), 275쪽
2)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115쪽),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발표자료(’14.12.28),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회의」발표자
료(’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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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공항 용량 증대방안(1,2단계) 검토를 위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선정
⚫ (선정이유와 목적) “과업성과 향상 및 연구의 공신력 확보”, “최근 해외 공항개발
경향을 반영한 공항인프라 개선방안 수립”, “기존공항 용량 확대규모별 대안 수립”,
“현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도출”
⚫ (선정기준) “해외 대형공항 마스터플랜 수입 및 연구실적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기관 선정”, “국내 프로젝트 유경험 기관을 우선 검토”
⚫ 이러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관이 ADPi
- 당시 10년간 전 세계 500개 공항 프로젝트 수행, 인천공항 프로젝트 참여,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수행
- 단순자문인 버지니아텍과는 달리 과업 분담수행 역할: 전체 비용의 20%
⚫ 계약서의 과업 내용: ① 기존공항의 시간당 용량에 대한 논쟁(40회 vs. 34회) 해결
② 유럽 공항 방문 주선 ③ 기존공항의 25%(50회) 용량개선 대안 ④ 기존공항의
50% 용량개선 대안(시간당 60회) ⑤ 한국 내 미팅 참가
ADPi는 현 공항 개선으로 장기수요(4500만)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제시
⚫ 자료조사 외에 직접 방한하여 현장조사, 사전타당성 연구진과의 워크숍, 국토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회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시장이 주재한 제주공항 단기 용량 확충 관련 해외자문기관
(ADPi) 회의(’15.03.20)에서 중간보고 제출하고 토론3)
- (1단계 단기확충 관련)고속탈출유도로 증설, 대기구역 신설 주활주로 개선과 관제
개선, 적절한 훈련으로 시간당 40회 이상(최대 46~50회) 가능
- (2단계 추가 용량증대 관련) 400m 이격 평행활주로 건설 시 시간당 75~80회, 보조
활주로 최적화 시 시간당 60회 이상(최대 70회) 가능
3) ADPi, “Technical assistance for expanding Infrastructure of JEJU Airport”(’15.03.20); 국토교통부, 「제주공
항 단기 용량확충 관련 해외자문기관(ADPI) 회의 결과」(’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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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 2차 회의를 열어 평행활주로 건설 및 보조활주로 활용에 대해 상세 검토 발
표하기로 함4) => 2차 회의는 열리지 않음
⚫ ADPi 최종보고서 제출(’15.05.28): 활주로 용량증대 최적 대안은 보조활주로 활용5)
- 공역(6개), 관제(8개), 시설(5개) 등 3개 분야 19개 개선사항 권고
- (주활주로 개선방안) 고속탈출유도로와 대기구역 신설, 관제 개선 등으로 시간당 44
회, 장기적으로는 46~50회 가능
- (활주로용량 추가증대 방안) 보조활주로 활용이 시간당 최소 60회 이상 운항으로
장기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대안
※ (365m 이격한 평행활주로) 용량 확보는 가능하나 도두봉 훼손 가능성, 하수처리장 등 시
설 이전 필요 등의 이유로 권장하지 않음

현 공항 활용으로 충분하다는 ADPi의 연구결과를 누가, 왜 폐기하고 은폐했는가?
⚫ 현 공항 활용으로 충분하다는 ADPi의 연구결과는 4년 동안 은폐됨
- 보고서는 물론 연구내용조차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음
-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의견이 다르더라도 연구내용을 소개하고 채택하지 않
은 이유를 밝혀야 함
-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서 국내 연구진이 검토했던 제주공항 확장방안은 공개하면서
도 ADPi의 과업분담 사실과 연구내용은 철저히 함구함
- ADPi의 보고서는 언론, 검토위원, 국회의원들의 공개요구로 쟁점화된 이후 검토위
원회 종료 직전인 ’19년 5월 10일에야 공개
⚫ 전후 맥락을 볼 때 ADPi 연구결과 폐기를 결정한 주체는 연구진이 아니라 국토교
통부
- ’15년 3월 20일 해외전문기관 ADPi 자문회의를 용역 연구책임자가 아니라 국토교
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주재
- ADPi의 중간보고서도 국토교통부 보고로 명시(Initial vision of MILIT Presentation)
- 따라서 5월에 열기로 했던 ADPi 2차 회의를 취소하고 연구결과를 폐기하기로 결정
한 것도 국토교통부라고 볼 수밖에 없음
- ’15년 5월 29일 열린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협의체(TF) 전체회의’(최종회의): 보조활
주로 활용(연장)방안에 대해서는 ‘단기-2에서 추가 검토 예정이며 외국기관 연구결과
를 포함하여 분석결과 도출’ 하기로 결정6)
- 그러나 이후 보조활주로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활주로 용량증대 방안(단기-2)에 대한
검토가 중단되고, 연간 2,500만명 수용 규모의 제2공항 입지선정으로 넘어감: 연구
책임자(김병종 교수) 확인
⚫ (ADPi 연구결과 폐기 이유) 두 개의 공항 건설 대안의 일환으로 기존공항의 개선방
안(주활주로 개선방안과 활주로용량 추가 확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의뢰
하였으나, ADPi가 기존공항 개선으로 장기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자 폐기한 것

4) 국토교통부, 「제주공항 단기 용량확충 관련 해외자문기관(ADPI) 회의 결과」(’15.03.24.)
5) ADPi, “Jeju Airport System: Technical assistance for the preparation of alternate scenarios to
accommodate traffic growth, Final Report - jeju capacity assessment”(’15.05.28)
6) ‘제주공항 운영효율화 및 인프라 확충 협의체 운영성과 보고’ 발표자료(국토교통부, ’15.5.29.), 「제주 공항인프라 확
충협의체(TF) 전체회의 결과」(국토교통부, ’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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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항 활주로 용량증대 대안을 비교·평가하여 최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업 자
체가 폐기되고 제2공항 규모가 자의적으로 결정됨
⚫ ADPi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진도 기존공항 활주로 용량증대 방안을 검토했음: 검토
위(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
- 검토한 대안: ① 210m 이격 근접평행활주로 신설 ② 400m 이격 근접평행활주로
신설 ③ 보조활주로 600m 연장
- 세 가지 대안들은 장기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2개의 공항 건설 대안
의 일부로 기존공항 최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검토한 대안들
- 기존공항에서 장기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확충대안은 처음부터 독립평행활주로
(1,310m 이격) 신설 하나밖에 없었음7)
⚫ ADPi의 연구결과는 물론 국내 연구진이 검토하던 기존공항 개선방안도 모두 폐기
⚫ 기존공항 최적 개선방안에 따라서 제2공항의 규모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연간 2,500만 수용 규모(230만평)의 제2공항 건설방안이 제시됨
- 당시 국내 연구진은 세 가지 대안의 용량을 연간 236,000회(시간당 50회)로 산정
- 제2공항은 전체 항공수요(운항횟수) 299,000회 중 남은 6만회를 처리하는 소규모
공항이면 됨: 여수·양양·울산공항 수준
공항

연간 운항횟수

규모

여수

6만회

40만평

양양

4만3천회

75만평

울산

6만회

28만평

무안

14만회

81만평

⚫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서는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검토했던 2개의 근접 평행활주로
신설 대안과 보조활주로 연장 대안의 연간용량을 236,000회가 아닌 212,500회로 거
짓 보고8)
- 재조사 연구진은 유신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했으나 유신 관계자는 그런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함 => 둘 중 하나는 거짓말
- (거짓보고 이유) 사전타당성 연구진이 제시한 용량만으로도 예비타당성 검토의 수요
에 근접하여 제2공항 필요성이 부정되기 때문
※ 2017년 발표된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장기수요는 4천만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평균 탑승객
수는 165명으로 증가 => 필요한 연간용량은 최대 24.7만회로 감소
※ 현재 평균 탑승객 수를 적용하면 국내 연구진이 제시한 용량으로도 4천만 명 이상 처리
가능: 236,000×174명(지난 5년 평균) = 41,064,000명

7)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발표자료(’14.12.28),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제1차 지역설명회」 발표자료(‘’15.07.29),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전문가 자
문회의」 발표자료(’15.10.20),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115쪽),
8)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최종보고서」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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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때문에 현 공황 개선이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근거 없이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짓 선동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예로 들어 제주공항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안감 조성
⚫ 94년 제주공항 활주로 초과주행 폭발사고
- 복행 여부를 둘러싼 기장과 부기장의 의견 충돌(기장은 착륙 시도, 부기장은 복행
주장), 기장 허락 없이 부기장이 조종간 작동, 정상 착지지점을 한참 벗어난 지점(정
상 300m, 당시 1,733m)에서 정상속도를 훨씬 초과한 속도(정상 147노트, 당시
185노트)로 착륙, 착지 이후에도 부기장의 복행 시도 등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
져서 발생한 황당한 사고
- 지금은 기장과 부기장 중 한 명이라도 복행을 선언하면 무조건 복행해야
⚫ 77년 북 테네리페 공항 참사
- 활주로에서 이동 중이던 팬암 747항공기가 같은 활주로 반대쪽에서 이륙하던 KLM
747 항공기와 충돌하여 583명이 사망한 역사상 최악의 항공 참사
- 둘 다 카나리아섬의 라스팔마스 공항으로 가는 도중 폭탄테러 예고 전화로 공항이
일시 폐쇄되어 테네리페 공항에 착륙했는데 유도로가 다른 비행기들로 꽉 차서 활
주로를 이용하여 이동
- 안개로 관제탑 시야가 흐려진 상황에서, 팬암기는 지시받은 탈출로를 통해 활주로
를 나가지 않았고, KLM 기장은 관제승인(스탠바이)을 이륙허가로 오해하여 활주로
가 비워지지 않았다는 기관사의 지적에도 이륙을 강행

- 북 테네리페 공항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기상여건 때문에 60년대부터 신공항을 추
진했고, 사고 이듬해인 1978년 개항(남 테네리페 공항)
⚫ 2013년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에서 보듯이 공항시설이 여유
있고 날씨가 좋은 상황에서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음
⚫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제주공항이 위험성이 높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황당한 사고를 끌어들여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
- 1948년 취항 이후 94년 사고 외에 제주공항에서 대형사고나 사망사고 기록 없음
운항횟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의 낡은 관제 장비와 시스템을 방치한 국토부가
국민안전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가?
⚫ 제주공항은 주요 관제장비의 노후화로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9)

9) 2018년 박홍근 의원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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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수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관제장비에 대한 기술점검 결과, 7개 항목 오류 확인
- 레이더 관제장비(항공기 이동 감시)와 음성통신 제어장치(관제시설간 통신 통제 기
능)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상태로 관제통신 중단 사태가 발생함.
- 2019년 6월 내구연한이 도래한 주파수 통신장비(관제사와 항공기 기장간 교신)도
관제 중 혼선과 잡음이 발생하고 있음.
- 이들 장비 중 일부는 부품이 단종돼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도 없는 실정임
- 2010년 이후 교통량 증가(2배)에 따라 관제장비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10)
<제주국제공항 주요 관제장비와 설치예정 장비 현황>
구 분

장비명

ARTS
Automated Radar
Terminal System

ASDE
레이더
관제장비

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

MLAT
Multilateration

비상통합
관제장비
VCCS

※

음성통신
제어장치

주파수
통신장비

Voice Communication
Control System

EVCS
Emergency Voice
Communication Switch

출도착
흐름관리

설치

2식

’07.12

1식

’03.11

태
(’17.12)

•상시 오류발생

비

고

•울진공항용 도입,
제주 설치/운영
•실시설계용역 完

(’17.11)

•추가 계획

•ASDE 개량사업 동시병행 추진

•추가 계획

•’19년 설치예정(2 Sector 이
상)

•관제통신 중단발생

1식
’04.06

5CH

비상송수신기

9대

•내구연한 초과

(’15.12)

(’17.6)

•각 장비별 단기개선방안 검토
•특별점검 수행(분기별 1회)

•단종, 부품수급 불가

1식

UHF 수신기

D-MAN

상

•주장비 부분개량 完

•내구연한 초과

0

10CH

레이더
Simulator
관제탑
Simulator
A-MAN

현

•예비장비 단종, 부품수급 불가

0

VHF 수신기

(URC-200)

모의관제
훈련

수량

•내구연한 도래
’04.06

(’19.6)

•관제 중 간헐적 혼선/잡음 발생

•각 장비별 단기개선방안 검토
•수신안테나 위치변경 장소 검
토

•정상훈련 불가

•ARTS 개량 시 사업추진 계획

0

•추가 계획

•설치공간 확보 후 추진 계획

0

•추가 계획

•설치공간 확보 후 추진 계획

0

•추가 계획

*‘22년 운영계획 (국가 R&D 사업)

1식

’07.12

⚫ 관제인력도 현원 42명으로 국제기준(65명)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관제사들의 과로
야기(’17년 5월 기준)11)
⚫ 제주지방항공청의 「제주공항 안전도 및 효율성 향상방안 보고」(’18.06.29.)
- “그간 공항수용능력 개선을 위해 시설확충에만 주로 치중하였으며, 시설장비·관제·
조종분야를 망라한 종합적 방안은 부재”
- “지난 10년간 항공교통량 증가(약 2배)에 따른 공역혼잡이 만연”, “공역 개선 없는
이·착륙 항공기편 증가는 접근관제업무 난이도 증가 및 교통혼잡을 초래, 항공안전
에 부정적 영향”
- “증가하는 교통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관제사의 기량에 의존하는 관제
방식으로는 공항수용능력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중·장기적 관
10)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한국교통연구원/한국종합기술, 2017.12)
11)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한국교통연구원/한국종합기술,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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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국내외 연구·검증된 관제장비(A-CDM, 출도착관리시스템, 레이더 기능개선,
모의관제훈련장치 등)를 도입, 이와 연계하여 관제운영방식 개선 검토·추진”
⚫ 결국, 2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고속탈출유도로, 대기구역 신설과 계류장 확장
등 활주로 시설과 터미널을 확장했음에도 공역과 관제 개선을 방치한 국토부의 무책
임과 무능으로 공항수용력 제한, 지연 증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

4.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제주 공항시설 확충 대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용객 수요예측과 필요한 공항수용력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
⚫ 국토부 수요예측: 4,500만명에서 4,000만명 수준으로 축소
⚫ 제주도의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 관광정책이 양적 팽창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하고, 코로나19 사태, 미중관계, 남북관계 등 외부변수에 따라 관광객
수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
⚫ 관광객의 일시적인 증감에 대한 대응과 여유 있고 쾌적한 공항 이용을 위해 공항시
설을 확충하더라도 연간 3,500만명 규모면 충분
⚫ 연간 수요 3,500만명~4,000만명 기준 시 필요한 공항수용력은 연간 20만~24만회,
시간당 43회~51회 수준으로 대폭 감소함. (※ 사전타당성 용역: 연간 29.9만회, 시간당
68회)
연간 수요

3500만

4000만

평균탑승객수

연간 운항횟수

시간당 운항횟수**

174명*

201,149회

43회

170명

205,582회

44회

165명

212,121회

45회

174명*

229,885회

49회

170명

235,294회

50회

165명

242,424회

51회

* 174명은 공항분야 예비타당성 지침에 따른 지난 5년 평균 탑승객 수
** 시간당 운영횟수는 국토부의 공항시설 계획기준(미국 연방항공청 표준용량 계산법) 적용12)
12)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공항시설 계획 기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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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운항횟수 = 시간당 운항횟수(피크타임) × 350(d) × 13.5(h)

제2공항 기본계획의 필요 수용량(운항횟수)은 과다 산정되었음
⚫ 기본계획의 연간 운항횟수는 타당성이 없는 기준으로 과다산정됨
- 지난 10년(’09~’18)의 평균 탑승률 기준으로 국내선 162명, 국제선 137명 산정
- 지난 5년 평균 탑승률을 기준으로 삼는 공항 분야 예비타당성 지침에 배치
- 공항 규모는 수요가 최대에 이르는 포화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포화시점
에서는 탑승률이 상승: 탑승률이 낮았던 10년 전 탑승률을 포함하면 타당성 없음
- 포화 시 대형항공기 인센티브 등 정책적 대응에 따라 평균 탑승객 수 증가 가능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의 공항시설 계획 기준
-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활주로의 연간용량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계획 수립
시기의 운항 스케줄을 반영한 D, H 값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수요가 증가하여
활주로 용량이 최대한 활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계산된 값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공항계획 수립단계에서 asv 평가를 위한 D값으로는 FAA가 제시한 값의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인 ‘350’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 첨두시 운항횟수도 과다하게 산정됨
- 기본계획: ADPM-PH 일반식 보정 또는 별도모형을 이용하여 첨두시 운항횟수를
58회로 산정
- 첨두시 58회를 적용하면 연간 표준용량은 274,000회로 같은 계획에서 제시한 연간
257,000회를 훨씬 초과함: 58(Cw) × 350(D) × 13.5(H) ≒ 274,000회
- 기본계획의 계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2019년 첨두시 용량은 42회로 실제(35~36회)
와 큰 차이를 보임
<기본계획의 공식을 적용한 첨두운항 계산(2015-19년)>
연도

연간운항수

첨두집중율

일반식

보정비율
(1.031) 적용

2015

158691

0.0002347027

37.25

38.40

2016

172743

0.0002310867

39.92

41.16

2017

167280

0.0002324497

38.88

40.08

2018

168331

0.0002321835

39.08

40.29

2019

175366

0.0002304503

40.41

41.66

2055

257624

0.0002147873

55.3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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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모형 적용
0.000241412×158691=
38.31
0.0002380963×172743
=42.13
0.0002393467*167280=
40.04
0.0002391025*168331=
40.25
0.0002375121*175366=
41.65
0.0002230787*257624=
57.47

5. 세계적 추세는 항공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항공교통시스템 첨단화를 통해 수용력 확
대, 안전 제고, 지연율 감소 등을 동시 달성!

전세계적으로 항공교통 시스템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여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항공교통관리(ATM)와 항공교
통관제(ATC)를 중심으로 차세대 첨단 항공교통 시스템이 연구·개발·적용되고 있음
-

(미국)차세대항공교통계획(NextGen, ’08~’25), (유럽) 미래항공기본계획(SESAR,
’08~’20), (일본) 항공교통시스템혁신계획(CARATS, ’12~’25), ICAO의 ASBU 등

⚫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의 핵심은 항공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공역과 공항이 모두 혼
잡해지는 상황에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수용력 증대, 지연감소, 안전 제고, 연
료절감과 CO2 배출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임
우리나라도 국제민항기구(ICAO)의 항공교통시스템 업그레이드계획(ASBU)에 발맞추어
2015년부터 차세대 항공시스템 구축계획(NARAE)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2018년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NARAE의 성능목표: 2025년까지 ① 지상 및 공중 교통에 대해 현재 수준의 3배 이
상 수용력 증가 ② 항공안전도 5배 이상 향상 ③ 환경 영향 10% 감소, ATM 서비
스 비용 10% 감소
⚫ 계획의 많은 부분이 시스템 첨단화를 통한 공항수용력 증가 및 지연감소와 관련되
어 있음13)
⚫ 장기적으로는 활주로마다 설치해야 하는 현재의 계기착륙시설(ILS) 대신에 공항에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 위성착륙시스템(GLS)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
- GPS 등 위성신호의 정밀도를 높이는 지상보강시스템 도입
- 미국은 이미 Cat-1 수준의 GLS 배치, ’25년까지 Cat 2 수준 배치 목표(현 제주공
항 수준)
⚫ 3D 운영체제에서 4D(3D+시각) 운항체제로 전환으로 관제사-조종사 인적 요소보다
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될 전망14)

13)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2018.07)
14) 「한국형 위성항법 및 차세대 항행 기반기술 연구」(한국항공우주연구원/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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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 유럽: 활주로와 공항수용력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젝트(The SESAR 2020 PJ02
– EARTH)에 따라 12개의 활주로 수용력 솔루션 패키지 구성
- “The SESAR 2020 PJ02-EARTH (유럽의 공항수용력 확장) 프로젝트의 목적은 안
전과 환경을 보존하면서 인프라와 교통처리량을 증대하기 위한 운용 및 기술적 개
선을 달성하는 것이다. 특히, 서로 다른 장래 교통수요, 미래 항공기의 능력, 공항
구성에 맞추어 후방와류, 기상, 환경, 소음을 고려하여 활주로와 공항의 처리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15)
- 활주로 처리량 증가와 지연감소를 위해 최종접근 분리간격 및 활주로 점유시간 단
축에 초점
- 항공기 최소 분리간격을 단축하는 새로운 표준(RECAT EU와 RECAT Pairwise):
활주로 처리량 최대 10% 향상, 접근실패 감소: 라이프찌히공항, 툴루즈공항 실행,
파리드골공항, 런던 히드로공항, 빈공항 등에 적용
- 중형 항공기가 많은 공항에 적용하는 ROCAT은 활주로 점유시간 단축에 초점: 점
유시간을 조금만 단축해도 활주로 수용력에 큰 영향(5초 단축 시 2슬롯 증가)
- RECAT Pairwise와 ROCAT을 결합하면 활주로 처리량 15% 증가: 취리히공항, 바
르셀로나공항 등에 도입
- 에어버스가 개발한 브레이크 시스템(BTV)은 활주로 점유시간을 30%까지 단축
- 유럽은 포화상태에 이른 16개 공항을 대상으로 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용력 증
대 추진 계획(“2018 성장의 도전” 연구)
⚫ 미국: NextGen에서 혼잡공항들을 대상으로 지상이동 개선, 분리간격 축소, 공역에
서의 흐름관리 개선 등을 통해 공항 활용 극대화 추진
- 공항수용력 프로파일에 공항마다 운항조건(시계 또는 계기비행)에 따른 현재의 수용
력과 더불어 최근의 공항수용력 개선상황과 장래 개선계획을 제시16)
⚫ 런던 개트윅 공항(영국)
- 단일활주로로 운영하면서도 시간당 55회, 연간 28만회 운항, 연간 4,600만명 이용
-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A-CDM) 도입으로 큰 효과
15) https://www.eurocontrol.int/project/increased-runway-and-airport-throughput
16) https://www.faa.gov/airports/planning_capacity/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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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수용력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과 운영 측면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항
공기별 활주로 점유시간(ROT) 프로그램을 AIP에 명시하여 운영
- 2019년 5개년 투자계획 발표: 북터미널 피어(Pier) 6 연장, 탑승 자동화, 고속탈출
유도로 추가와 시간기반 관리로 활주로용량 증대
⚫ 런던 히드로 공항(영국)
- 시간기반 분리간격 적용으로 강한 역풍 시 시간당 2.9 운항 추가하고 역풍에 의해
야기된 지연을 60%까지 감소
⚫ 파리 드골공항(프랑스)
- AMAN, DMAN을 활용하여 항공기 순서배정, 시간대별 교통량 예측·조정 등
- 유럽의 후류 분리 재분류(RECAT-EU)에 따라 접근 항공기 간 안전한 분리간격을
조정하여 활주로 처리량 5-10% 증가 달성
⚫ 제네바공항(스위스)
- 단일활주로로 연간 19만회 운항 중
- 공간 부족, 지형(주라산맥과 알프스산맥), 항공기 혼합의 이질성 등 불리한 조건에
도 현재의 시간당 40회 운항을 2030년 47회로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 진행
⚫ 취리히 공항(스위스)
- 실시간 시뮬레이션에서 활주로용량 14% 증가와 안전도 향상 확인
⚫ 슈트트가르트 공항(독일)
- 단일활주로이나 2본의 평행유도로 운영으로 시간당 53회 운항
⚫ 멜버른공항(호주)
- 교차활주로 운영: ’19년 연간 246,210회 운항, 3,700만 이용
- 활주로 점유시간 단축계획 추진 중
⚫ 인도 뭄바이공항
- ’10년에 물리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인식되었으나, 영국 NATS의 컨설팅을 통해 활
주로 수용력 29% 증대(’15년): 협력적 의사결정시스템(A-CDM), 도착관리시스템
(AMAN), 공항수용력관리시스템(ACM) 등 데이터기반 의사결정과 자동화 도입 성과
⚫ 뭄바이와 비슷한 연구가 인도의 뉴델리·라지브간디·방갈로 공항, 호주의 퍼스·브리
즈번·멜버른·시드니 공항, 터키의 아타투르크 공항, 중국의 홍콩과 싱가포르 공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 카타르 도하 공항,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 등에도 진행
⚫ 홍콩 공항
- 도착 항공기간 최소 분리간격을 3nm로 축소(’19.2.28)
※ 가시거리 5km, 최종접근/도착실패 구간 운고 3000f 이상, 배풍 5kt 미만, 측풍 15kt 미
만, 마른 활주로표면 등 기상과 활주로 조건 충족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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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 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 첨단화와 보조활주로 이용으로 수용력 증대와 안전, 소음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ADPi는 공역과 관제, 지상인프라 등 분야별로 수용력 증대를 위한 개선사항들을 장
단기로 나누어 권고함(19개)
분야

공역

관제

지상
시설

개선 권고사항

기간

비고

①도착관리시스템(AMAN)과 항공교통흐름관리 시
즉각
스템(ATFCM) 도입

AMAN 시험운영. 항공교통통제
센터 구축.

②항로-접근 관제이양 시 분리간격 축소(10nm->8nm) 즉각

시행 중(?)

③독립 평행항로 신설(2차에서 4차로)

장기

교통량 증가 대응. 2공항도 동일

④공역 용량증대를 위한 북쪽 절차 재설계

장기

필요. 2공항 건설시 어려움 가중

⑤독립 평행항로 신설을 위한 군공역(MOA) 조정

중기

⑥민과 군 공역의 탄력적 활용

중기

⑤와 ⑥ 중에 선택
탄력적 사용 일부 시행, 국가공역
체계 개편 논의 중

⑦민군 상호협조체계 구축(관제인력 공동배치)

단기

추진 중

⑧제주공항 관제인력 증원

중기

반드시 필요, 점진적 증원 중

⑨ 관제사 교육훈련 시행

단기

반드시 필요

⑩ 출발관리도구(DMAN) 도입 및 운영

단기

2022년 도입 예정

⑪ 지상관제 방식 개선(계류장 관제탑 분리 또는
중기
별도 관제직 신설)

인천공항 계류장관제 분리

⑫ 표준화된 주기장 배정규칙 수립 및 협력적 의사
단기
결정시스템(A-CDM) 구축

도입 준비 중, 시험운영

⑬ 관제방식 변화 수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반드시 필요

단기

⑭ 계류장 관제절차 재검토, 수동 정보입력 부담 해소 단기

A-CDM 등 도구 도입과 병행

⑮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단기

완료

⑯ 보조활주로 운용 개선 위한 시설

중기

방기

⑰ 평행유도로 이중화 및 대기구역 설치

중기

⑱ 계류장 개선(C급 주기장 중심 재구성, 이중유도선) 단기

대기구역 설치 완료, 평행유도로
이중화 가능
부분 개선, 추가 확장 필요

⑲ 주기장 수 확대(특히 C급)

시간당 35->47대 확대, 추가 필요

단기

ADPi의 19개 권고 중에서 제주공항의 수용력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사항이 있는가?
⚫ 가장 어려운 공역 문제, 특히 군공역 조정은 제주공항을 개선하든 제2공항을 건설
하든 제주의 항공교통량이 증가하면 하늘길 혼잡해소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
- 공항의 수용력을 아무리 늘려도 공역의 혼잡이 해소되지 않으면 소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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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항공교통량 증가(약 2배)에 따른 공역혼잡이 만연, 공항 수용능력 증
가에 대비하여 개선이 시급
- 공역 개선 없는 이·착륙 항공기편 증가는 접근관제업무 난이도 증가 및 교통혼잡
을 초래, 항공안전에 부정적 영향 우려17)

- 군 공역의 탄력적 이용은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공역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18)
- 더구나 군공역 조정이 어려울 경우 제2공항은 운영 불가

우리나라의 군작전공역

⚫ 관제와 관련된 개선사항들은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NARAE)에 포함되어
이미 시행되거나 추진 중임
- (예) 공항운영 개선 부문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19)

17) 「제주공항 안전도 및 효율성 향상방안 보고」(제주지방항공청, 2018.6.29.)
18) 「국가공역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교통연구원, 2018), 「항공교통 업무수행 및 공역체계 개선방안 연
구」(2019, 렛츠정보통신/공군)
19)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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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시설과 관련하여 수용력 증대를 위해서 평행유도로 이중화와 계류장 확대는 필
수 => 터미널 서쪽 오일장 방향에 이를 위한 추가부지 확보 가능
⚫ ADPi의 핵심적인 권고사항인 보조활주로를 최적화하여 교차활주로로 활용함으로써
공항수용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실현 불가능한 난관은 존재하지 않음
- 더구나 ADPi도 ‘이러한 용량증대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인프라 구축, 새로운 관제절차와 도구 도입, 관제사와 조종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거쳐 점진적으로 진전되어야 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ADPi가 보고서를 낸 2015년 이후 최근에도 세계의 항공교통시스템은 빠르게 발전
하여 장기적으로는 수용력 증대와 지연감소, 안전도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
들도 도입할 수 있음
보조활주로를 적극 활용하면 수용력 증대뿐만 아니라 안전과 소음 개선도 가능
⚫ 보조활주로 활용시 활주로 수용력은 시간당 60회 이상으로 증가함
- 10% 이내인 대형항공기(D급, E급)는 지금과 같이 주활주로에서 이착륙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조활주로를 출발 전용(31활주로)으로 활용: 동남풍 5노트 이
상(연간 5~6%)의 경우에만 착륙(13활주로)
- 도착항공기가 교차점을 지나거나(25착륙), 활주로를 탈출(07착륙)하면 곧바로 이륙
- 출발항공기 간 분리간격 2분 사이에 모든 항공기 도착 가능: 이 경우 도착항공기
간 분리간격은 평균 4.5nm으로 안전여유 충분20) => 시간당 60회
※ 교차활주로 용량 계산 사례(버지니아텍 Dr. Antonio A. Trani): 09도착/36출발
=> 혼합모드(출발+도착)일 경우 출발 33회 + 도착 31회

⚫ 주활주로(동서)만 사용할 때에 비해 바람에 대한 탄력적 대처로 안전도 향상
- 북/서풍계열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더 안전하게 이륙, 남동/동남풍이 강하게 불 때
13활주로로 더 안전하게 착륙 가능
- 제2공항은 주풍과 반대로 남쪽(19활주로)으로 80% 이착륙 계획 => 이에 비해 보조
활주로(31)는 주풍인 북서풍에 맞추어 사용하므로 안전하고 효율적
20) 후방와류 회피를 위한 레이더 분리간격: 중형항공기(B737 등 C급) 뒤에 중형항공기나 대형항공기(B747 등 D/E
급))이 뒤따를 경우 3nm, 대형항공기 뒤에 중형항공기가 뒤따를 경우 5nm. 제주공항의 경우 C급이 90% 이상이므
로 분리간격은 평균 4nm 미만. 출발 분리간격은 같은 항로일 경우 2분, 항로가 바로 분리될 경우 1분임. 제주공항
의 경우 김포노선이 많으므로 90%가 동일항로로 운항한다고 가정하면 출발항공기간 평균 분리간격은 10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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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상대 바람장미도(2010~19)

⚫ 90%가 보조활주로(31)로 출발할 경우 주활주로 동서방향 소음이 크게 줄어 전체적
으로 소음피해가 감소
- 소음영향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피해가옥 수가 현재의 22,013호에서 13,154호로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조활주로(31) 출발 90%를 가정한 소음등고선도 변화
(청색은 현행, 적색은 변화된 소음등고선)

- 다만, 보조활주로 배후의 일부 지역의 소음피해는 증가할 수 있어서 피해주민들과
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해야
⚫ 문제는 관제: 교차활주로 관제를 위한 장비, 시스템 도입과 교육훈련 필요
- 우리나라는 교차활주로 공항이 없어서 별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 ADPi는 물론 자문기관이었던 미국의 버지니아텍도 해외 관제훈련 필요성 제시
- 관제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와 시스템 도입, 교육훈련을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활
용을 늘려가면 됨
⚫ ADPi는 현재의 보조활주로를 그대로 활용해도 안전하게 시간당 60회 이상으로 늘
릴 수 있다고 했으나 필요하다면 바다 쪽으로 연장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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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활주로 연장은 오래전부터 검토해온 방안
- ’76년에 남북활주로를 바다로 1,000m 연장하는 방안 검토: 해양환경 훼손과 비용
문제로 포기하고 현재의 주활주로 연장방안 선택
-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도 600m 연장안 검토하다가 중단
- 건설기술의 발전으로 교량형 등 해양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연장 가능
- 제2공항 건설에 비해 환경훼손과 비용이 훨씬 적은 방안

안전 때문에 제주공항의 수용력 증대가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
⚫ ADPi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
- 안전을 무시한 대안은 대안이 아니며, 개선할 수 없는 안전문제를 가진 대안을 제
시하는 전문가도 있을 수 없음
-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첨단 관제·운영 시스템을 이용한 공항수용력 증대방안들
도 모두 안전을 전제로, 안전을 더 높이는 것과 병행하는 대안들임
⚫ 활주로 시설을 개선했지만, 공항수용력은 늘지 않았다?
- 활주로용량은 시간당 35회에서 40회로 늘어남
- 핵심적인 요건인 관제개선을 방치하여 관제용량이 35회에 머물고 있어 수용력 제약
⚫ AMAN, DMAN, A-CDM 등 최신 관제·운영 시스템은 안전성 제고와 지연방지가 주
목적이며, 용량증대와는 연관이 적다?
- 유럽, 미국 등의 첨단 관제·운영시스템 도입 계획에서는 안전 제고와 지연방지와 더
불어 공항수용력 증대를 중요한 목표로 강조
- 국내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에서도 수용력 증대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국토부가 공식문서에 제시한 목표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임
1. 전략 목표 및 추진방향21)
⚪ 위성기반 접근절차를 활용하여 공항 접근성 개선
⚪ 항공기 간 분리 기준 세분화 및 간격 축소를 통한 활주로 수용력 증대
⚪ 항공기 출발 및 도착시간의 체계적 관리 및 조절을 통해 항공기 지연 최소화
및 교통흐름 효율성 제고
⚪ 지상 충돌위험 예방 및 지상이동 흐름의 효율적 조정
⚪ 공항 이해관계자 간 의사결정의 적시성 및 공항운영 효율화 달성

21)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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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행안전시설 설치와 착륙대 확장 등 보조활주로 활용을 위한 시설 설치 곤란?
- ADPi는 저시정(연중 10%)의 경우 주활주로만 사용 제안: 계기착륙시설 및 착륙대
확보 불필요
- 장기적으로 계기착륙시설 설치 가능(31활주로 부근):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최소
180m 이상 이격 기준에 따라 공항 내 설치 가능.
- 장기적으로 착륙대 폭 확대와 이에 따른 일부 시설 이전 불가능할 이유 없어
- 착륙등은 바다에 설치하면 됨(하네다 공항 라과디아 공항, 강릉공항의 예)
- 어려움이 없는 대안은 없음: 어려움을 불가능으로 치환하여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대안을 배제
⚫ 보조활주로를 운영하려면 LAHSO(착륙 후 잠깐 대기) 절차 수립해야 한다?
- LAHSO는 항공기가 착륙한 후에 다른 (교차)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를 위해 교
차 지점 전에 잠깐 멈춰서 대기하는 절차
- 미국에서만 공항수용력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운영하는 절차로 교차활주로 운영에
필수적인 절차가 아님
- LAHSO 요청을 수락할지 여부는 조종사 책임: 우리나라 항공사는 LAHSO 요청 수
락을 금하고 있음
- 교차활주로의 시간당 60회 운항에는 여유시간이 충분하므로 LAHSO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없음
⚫ 제주공항은 기상여건 때문에 안전하게 수용력을 증대하기 어렵다?
- 제주공항의 기상조건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더라도 수용력 증대가 불가능할 정도로
나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음
- (제2공항 기본계획) 제주공항의 기상에 의한 지연과 결항은 낮은 편으로 확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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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기상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성산 예정지는 제주공항보다 기상여건이 더 나쁨22)
￭ 가장 문제가 되는 윈드시어의 경우 제2공항 예정지가 제주공항에 비해 높은 날이
35.6%나 되고, 경계 윈드시어(>0.06) 이상 발생빈도도 16% 높음
￭ 태풍, 강풍 등으로 공항이 폐쇄된 경우에도 성산 예정지의 바람이 제주공항에 비
해 강함
￭ 강설과 강우 등 강수량도 성산이 제주공항보다 많음
- (공항별 복행 발생 현황) 운항횟수를 고려할 때 제주공항의 복행 발생은 타 공항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며, 특히 기상으로 인한 복행은 상대적으로 적음: 특히 김해공
항에 비하면 현저히 적음23)

⚫ (2015년 공항공사 시뮬레이션) 교차활주로 활용 시 시간당 40회에 불과하다는 시뮬
레이션 결과는 전혀 근거 없는 분리간격을 입력하여 도출한 엉터리 결론
- 도착(07)-출발(31)-도착(07): 도착항공기 간 분리간격 7nm로 단일활주로 사용 시
(6.5nm)보다 더 길게 설정하여 시간당 40회 도출
- 도착(25)-출발(31)-도착(25): 도착항공기 간 분리간격 6.5nm로 단일활주로 사용 시
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시간당 46회 도출
- 주활주로에 도착하고 보조활주로에서 출발할 때 도착 항공기 간 분리간격을 7nm
또는 6nm로 산정한 근거가 전혀 없음
- 라과디아 공항: 양호한 기상조건에서는 착륙-이륙-착륙 시 착륙항공기 간 분리간격
3nm로 시간당 80회, 기상이 좋지 않은 계기비행 조건에서는 이륙항공기 활주시작
시 착륙항공기 2nm 이상 분리로 시간당 74~76회 => 슬롯 75회(일반항공 3회 포
함)24)
- 출발/도착을 분리할 경우 도착항공기 간 분리간격은 레이더 최소 분리간격(3~5nm)
이상이면 안전: 출발항공기와 도착항공기 사이에 후방와류 영향은 없음

22) 「제주 신공항 예정지 바람환경 특성 분석 결과보고」(국립기상과학원, 2019.02.14.)
23) 「2017 항공안전백서」(국토교통부, 126쪽)
24)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국외 전문가 자문결과」(공무원 해외출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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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근거자료 없이 불안감을 조장하며 제주공항 수용력 증대 불가를 주장할 것
이 아니라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밟아야
⚫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ADPi를 선정한 이유는 ‘과업성과 향상 및 공신력 확보를 위
해’, ‘최근의 해외 공항개발 경향을 반영한 공항인프라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것25)

⚫ 실제로 최근 첨단 관제·공항운영 시스템 발전 경향을 반영하여 제주공항의 활용 가
능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전문가적인 보고서는 ADPi의 보고서가 유일함
⚫ 그런데 국토부는 ‘과업성과 향상과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의뢰한 세계적인 전문기
관의 연구결과를 부정하고 은폐함으로써 과업성과와 공신력을 스스로 추락시킴
⚫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검토한 근거자료도 없이 안전 때문에 현 공항의 수용력을 증
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임
⚫ ADPi의 보고서가 현실에 옮기기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면 제주공항 수용력 증대 가
능성과 개선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달라고 의뢰하면 됨
- 이미 기본적인 연구가 축적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가능
⚫ 전 세계가 급증하는 항공수요를 공항 신설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의 인
프라로 안전하게 수용력을 높일 수 있을 방안을 찾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런데 외국에서 이미 검증되고 실현되고 있는 개선방안들을 우리는 20~30년 후에
도 불가하다며, 작은 섬에 2개의 공항을 짓는 최악의 대안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
임과 무능을 자인하는 것임
⚫ 현 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세계적인 전문기관의 연구결과가 있는데 전문적인 검
증과정도 없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제2공항을 강행하는 것을 제주도민은 납득할 수
도, 인정할 수도 없음
- 국토부가 최소한의 신뢰라도 얻으려면, 안전과 지연감소를 전제로 제주공항의 수용
력이 어느 정도까지 증대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밟은 다음에 도민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함

25)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발표자료(’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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