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이렇게 추진됩니다

제주 제2공항

이렇게 추진됩니다

05｜제주도에 2개 공항이
꼭 필요한가요?

제주도민에게 공항은 대중교통입니다.
제주공항 이용객은 3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공항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래 항공수요는 4천만 명 이상입니다.
항공수요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정합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제2공항 건설이 최적 대안입니다.
제2공항은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15｜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4천만 명을 수용하려면 기존공항 확장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제주공항은 구조상 한계로 용량증대에 제약이 많습니다.
보조활주로 활용은 장래 수요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조활주로 연장(600m)은 해양환경의 대규모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세계 4천만 명 공항 중 단일 또는 교차활주로는 3곳 뿐입니다.
교차활주로 운영은 안전문제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제주공항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단기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DPi 권고안 대부분 추진하고 있지만, 용량증대는 제한적입니다.
ADPi 권고안 중 4개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ADPi 권고안으로는 장래 항공수요 처리가 곤란합니다.
제주공항을 첨단화해도 장래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 제주공항 확장은 안전을 고려할 때 추진할 수 없습니다.

C O N T E N T S
30｜성산이 제2공항
최적지인가요?

공항을 선정하는 입지선정은 고려할 사항이 많고 복잡합니다.
제2공항 입지는 국제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성산지역이 제2공항 최적 입지로 확인되었습니다.
항공기 운항경로 간섭이 적고 기상조건이 양호합니다.
장애물이 없고 개발중첩 없어 공항개발에 적합합니다.
타당성재조사 결과 원점 재검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41｜제주 제2공항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제2공항에 5조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환경을 우선하는 친환경적 공항으로 추진됩니다.
동굴·숨골 등 보전가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조류·법정보호종 보호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바다방향 이착륙 절차를 수립합니다.
제2공항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제2공항과 연계하여 도민이익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제2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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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2개 공항이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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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에게 공항은
대중교통입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은 90년대부터 제주도민들의 오래된 염원입니다.

1990년
교통부, 제주 신공항 건설 검토

1992년
제주도의회, 정부에 제주국제공항
조기 이설 건의

2012년
제주도, ‘제주공항 개발 구상
연구’ 시행
정부에 공항인프라 확충
조기추진 건의

2014년
국토교통부, 제주항공수요 조사

2015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제2공항 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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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2개 공항이 꼭 필요한가요?”

제주공항 이용객은
3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제주공항 이용객은 1985년 2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35년간 꾸준히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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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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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능력(만명)

10년

15년

19년

이용객(만명)

1987년 제주공항 이용객이 수용능력을 초과한 후
30여 년 간 제주공항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이용객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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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제주공항 이용객은 2019년 3131만 명으로, 전국 14개 공항(인천
제외) 중 최초로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2019년 2,877만명)보다 많습니다.

제주공항은 ‘19년 아·태지역 중형공항 중 효율성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이미 포화된, 가장 혼잡한 공항을 의미합니다.

제주공항은 전 세계적으로 게이트, 터미널 면적, 종사자 대비
효율성이 최대이지만 가장 혼잡한 공항입니다.
HKG(홍콩)
CJU(제주)
GUM(괌)
HKG(홍콩)
CJU(제주)
GUM(괌)
HKG(홍콩)
CJU(제주)
GUM(괌)

단위 : 여객/게이트

809,622
1,558,124
176,190

단위 : 여객/터미널면적㎡

86
305

ICN(인천) 71
GMP(김포) 192

52

단위 : 여객/종사자 대비

31,489
122,332
17,874

ICN(인천) 508,869
GMP(김포) 929,627

ICN(인천) 47,103
GMP(김포) 58,105
출처 : ATRS : Air transportation Research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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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활주로 용량은 2019년 이미 초과(102%)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상이 나쁜 날이 1년의 1/3에 달하고, 태풍·강풍 등에 따른 결항률도
높은 수준이며,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인한 복행도 빈번합니다.
5년간 기상관련 결항건수 및 결항률 : (제주) 5,585건 0.66%, (인천) 267건 0.01%
19년 운항 1만회 당 복행건수 : (제주) 31, (인천) 12.3, (김포) 10.4, (김해) 20

제주공항의 불리한 기상여건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저해 요인이
됩니다.

09

장래 항공수요는
4천만명 이상입니다.
제주도의 장래 항공수요는 모든 수요조사 결과 최소 4,000만 명 이상
예측되었습니다.
구분

사타조사
(15년)

5차 종합계획
(15년)

예타조사
(16년)

기본계획
(19년)

국내선

4,000만명

4,000만명

3,700만명

3,795만명

국제선

557명

587명

347만명

313만명

합 계

4,457만명
(43년)

4,587만명
(35년)

4,047만명
(55년)

4,108만명
(55년)

인구감소, 고령화 추세 등을 반영하더라도 오히려 소득수준 상승,
여가활동 증가, 1인 통행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제주의 항공수요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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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수(만 명)

2000년

2019년

연평균증가율

대한민국 인구

4,773

5,185

0.44%

고령인구(65세 이상)

336

803

4.69%

제주 국내선 이용객

879

2,865

6.42%

“제주도에 2개 공항이 꼭 필요한가요?”

항공수요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정합니다.
항공수요는 단기 수요변동이 아닌 30년 장기적 관점에서 추정합니다.
과거 메르스, IMF 금융위기 때도 단기간 내 수요 회복 후 성장하였음
항공수요 추정과정에서 단기적·일시적 수요 변화 반영 시 수요 예측결과의 왜곡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항공기 탑승률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탑승률이 연평균 개념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시간대는
만석임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비행기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세계평균

80.0%

80.5%

80.4%

81.5%

81.9%

82.4%

제주공항

84.9%

86.3%

89.6%

90.7%

89.4%

90.8%

항공권 구매가 어려워 제주 방문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했음.
(14년 국토교통부의 제주항공수요조사 시 현 이용객의 10% 수준이 제주방문 포기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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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제2공항 건설이 최적 대안입니다.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 기존공항 확장 ▲ 신공항 건설 ▲ 기존공항+제2공항 건설
3가지 안을 놓고 비교 평가한 결과
제2공항 건설을 최적 대안으로 결정했습니다.

1안

2안

3안

기존공항
확장

신공항
건설

기존공항 +
제2공항건설

기존공항 확장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

단일공항 운영으로
효율성이 높으나,
바다를 매립해야하는 등
확장성 한계와 사업비
과다로 대안에서 제외

현 제주공항을 폐쇄하고
새로운 지역에 신공항 건설시
제주시 공동화를 우려하여
검토과정에서 생략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사업비 최소,
제주도내 동·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 방안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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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은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제성 분석 (B/C) 1.23

(1.0 이상이면 타당)

종합평가(AHP) 0.664

(0.5 이상이면 타당)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은 수요조사,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11.10)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발표
(‘16.12. 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18.9~‘19.6.17) 사전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 운영 ※ 공개토론회 3회
(‘19. 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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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015

4천만 명을 수용하려면
기존공항 확장만으로는 불가합니다.
평행활주로 추가는 대규모 해양환경 훼손 등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보조활주로를 활용하더라도 연간 4천만명 이상의 장래 항공수요
처리가 어렵습니다.

평행활주로 추가

보조활주로 활용

하수처리장 이전, 도두봉 절취,
해안매립 등 현실적으로 곤란

활주로 연장(600m), 확폭, 매립두께
40m 등 대규모 해양생태계 불가피

단일활주로에서 무리하게 수요를
처리할 경우 항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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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은 구조상 한계로
용량증대에 제약이 많습니다.
제주공항 시설은 활주로와 계류장간의 짧은 거리, 협소한 유도로·
계류장, 짧은 보조활주로 길이(1900m) 등 구조상 한계로 용량증대에
제약이 많습니다.
공항확장도 주변지역이 도심화 되어 쉽지 않으며, 대규모 해양매립
(해양오염), 하수처리장 이전, 소음증가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가
산적합니다.

하수처리장 이전 및 부지확보 한계

협소한 시설로 적정용량 확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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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활주로 활용은
장래 수요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조활주로는 1900m로 길이가 짧아 이·착륙 시에 위험합니다.
주력기종이 안전하게 운항하려면 최소 2,500m 이상 활주로가 필요
합니다.

활주로 길이 부족으로
이·착륙시 위험

항행안전시설, 등화시설 등
설치공간 부족

8NM → 4.5NM
악기상으로 복행시
도심상공 비행 불가피

항공기 분리 간격
축소는 현실적 곤란

보조활주로에는 LOC(방위각), GP(활공각), 유도등(시정확보)과 같은
항행안전시설이 없고, 설치공간이 부족하여 위험합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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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활주로 연장(600m)은
해양환경의 대규모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보조활주로를 600m 연장하는 것은 해안 매립에 따른 절대보전
지역인 해양환경의 대규모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대규모 해상매립으로
어업권 및 해양생태계 훼손 심각

3면 바다인 해상에
구조물 설치 시 안전문제 우려

교량형으로 연장하면 매립에 비해 안전상 취약합니다
비행기 착륙시 하중으로 인한 진동, 교각노출로 안전상 취약합니다.
태풍 등 기상여건에 취약하고 바다로 추락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복행시 도심방향으로 비행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규모 콘크리트 기둥 설치로 절대보전지역인 해양 오염이 심각합니다.

보조활주로를 연장하더라도 용량은 시간당 40회로 장래 필요한
용량(58회)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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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천만 명 공항 중 단일 또는
교차활주로는 3곳 뿐입니다.
단일활주로는 영국의 개트윅 공항이 유일합니다.
제주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이 2.1배로 훨씬 넓으며, 평행유도로 2개,
주기장은 2.9배로 제주공항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입니다.
BBC(‘17), 포브스(‘20) 등에서 ‘혼잡한 최악의 공항’으로 선정

교차활주로는 필리핀의 마닐라·인도의 뭄바이 공항 2곳입니다.
제주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1.4배, 주기장은 2.3배 등 여건이 우수함에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뭄바이 공항 : 혼잡악화로 세계 최대 연착공항 오명(‘18, Economic Times)
마닐라 공항 : ‘19년 세계에서 가장 지연이 많은 공항 1위(‘20, Travel Base Online)

단일활주로

교차활주로

영국 개트윅 공항

필리핀 마닐라,
인도 뭄바이 공항

시설

영국
개트윅공항

필리핀
마닐라공항

인도
뭄바이공항

제주공항

부지

760만㎡

530만㎡

500만㎡

350만㎡

평행유도로

2개

2개

2개

1개

주기장

119개

97개

72개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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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교차활주로 운영은
안전문제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미국의 라과디아 공항은 교차활주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기상이 좋고, 네 방향 모두 이착륙이 가능하며, 평행유도로 6개, 주기장 1.8배,
연간 시계 비행 기상상태 82%로 제주보다 여건이 매우 유리합니다.
라과디아 공항

제주공항

라과디아는 교차지점이 활주로 양 끝단에 위치해, 안전하게 항공기 간
짧은 분리 가능
제주공항은 보조활주로 중간에 위치해 항공기 간 충돌 우려

라과디아 공항은 확장이 어려운 도심에서 무리하게 운행하고 있으며,
5년간 항공안전 장애가 44회 발생한 공항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우리
나라와 기준이 다릅니다.
라과디아공항 : ‘18년 미국 최악의 공항 3위(정시율 66%), ‘19년 지연율 24.5%
최근 5년간 라과디아공항은 항공안전장애(활주로침범) 44건, 제주공항은 2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항공안전을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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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단기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대책이 마련되는 2025년까지 사전타당성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 1단계 (15년~19년)
주요시설 확충 : 고속탈출유도로(3개소)·대기구역(2개소)·주기장(7개소)
- 기상·시설한계·공역 등으로 증대효과 미미 (시간당 35회)
여객터미널 확충 : 증축 29,957㎡, 리모델링 19,841㎡
- 터미널 여객처리능력이 연 2,589만명 → 연 3,175만명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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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단기대책 2단계 (20년~)
추진목적 : 단기대책 1단계 사업이후 제2공항 개항 이전까지 현 제주공항의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혼잡완화
주요시설 개선 : 교통시설 개선, 터미널운영 개선, 주차장 시설확충
- 중복투자 방지 위해 운영 효율화 하는 방안으로 대책 추진
- 여객터미널 처리능력 향상에는 영향 없음

단기대책 사업은 제2공항 개항 전까지 공항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운영
개선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어 장래 항공수요 처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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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Pi 권고안 중
대부분 추진하고 있지만,
공역분야
1 항공기 흐름관리지원시스템(AMAN, FMP) 도입

- ’16년 시범운영 후 ’21년 운영예정, 가시적 수용량 증대 곤란
2 ｜ 3 북측 지역 비행절차 재설계 / 군사작전구역 간격 조정

- 군공역 조정 협의중, 제주공항 여건 상 비행절차 설계만으로 용량증대 한계
4 민·군 공역의 유연한 운영

- ‘유연한 공역사용 개념’ 적용해 군공역(MOA) 이용 중
다만 국내 안보여건 상 ADPi 제안처럼 민·군 간 구분없는 공역 활용은 곤란

관제·운영 분야
5 민·군 관제인력 합동 근무

- 현재 상호 관제인력 파견 협조 중. 근본적 수용량 증대는 한계
6 제주공항 관제인력 확충

- 관제인력 지속 충원 중. 동시투입 관제사는 정해져 있어
관제 용량은 한계
7 ｜ 8 여건변화에 대응한 교육 훈련

- 맞춤형 훈련·전문교육 추진 중.
근본적 수용량 증대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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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용량증대는 제한적입니다.
9 출발흐름 개선 시스템(DMAN) 도입

- ’21년 적용 예정. 수용량 증대는 곤란
10 지상관제 개선(지상관제석/계류장내 분리)

- 21년 김포공항 시범운영 후 적용 검토예정, 수용량 증대는 곤란
11 주기장배정 표준규칙 수립

- 표준규칙으로 주기장 배정 중. 활주로·유도로 근본개선 없이 용량증대 한계
12 지상관제절차 재검토 및 신규시스템 도입

- 야간·저시정시 유용. 수용량 증대와 직접 관련성 낮음

시설분야
13 ｜ 14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 유도로 이중화 및 이륙대기구역 신설

- 이미 고속탈출유도로(3개소)·대기구역(2개소) 신설.
항공기 점유시간이 크게 줄지 않아 용량증대 한계
15 원격주기장 등급 조정 및 이중유도선 도입

- 이미 주기장(C급용) 7개 증설. 근본적 시설한계 극복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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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Pi 권고안 4개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ADPi의 권고안 중 15개는 추진 중에 있으며, 4개는 제주공항의
악기상, 공항시설 제약, 국내 안보상황 등으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1 분리간격 축소
2대 연속 출발·도착으로 분리간격 10→8NM로 축소
제주공항의 이·착륙 패턴은 출발-도착-출발-도착 형태. 2대 연속 출·도착은 많지 않음.
공항 접근 단계에서 이미 8NM

2 독립평행항로 신설
새로운 독립 평행항로 신설, 항공로 복선화
7개의 군공역 조정해야 하는데, 국내 안보상황 고려시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
항로 복선화는 단일활주로인 제주공항 수용력 증대에는 기여하지 않음

3 교차활주로 운영
동풍 60%·서풍 40% 가정, 저시정 연간 10일, 짧은 활주로 보완
EMAS 설치, 분리간격 4.5NM
기상가정 불일치(북풍계열 강풍은 착륙시 활주로 방향변경 필요, 저시정 연간 16일)
EMAS는 1회성 제동보조시설로 짧은 활주로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님
제주의 악기상, 공항시설 한계로 분리간격을 7NM이하로 축소시 위험

4 주기장 대폭 증설
주기장 개수를 용량의 1.2배(60회시 72면) 확보
공항주변 시가지 발달로 인한 확장한계로 추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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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ADPi 권고안으로는
장래 항공수요 처리가 곤란합니다.
ADPi는 권고안 대다수가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19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국내 여건상 모두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9개 권고안 중 15개는 부분적으로 추진중이며, 안전성·효율성·정시성 향상은
기대되지만, 용량증대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19개 권고안 중 4개는 제주공항의 악기상, 공항시설의 제약, 국내 안보
상황 등으로 현실적 추진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주공항 상황에서 ADPi가 제안한 시간당 60회 처리는 제주특성
감안시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40회 미만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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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을 첨단화 하더라도
장래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공항에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스템을 도입 중이며, 이를 통해
항공 안전, 관리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공항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스템 적용 추진상황>
AMAN(도착관리) : 상공에 떠 있는 여러 대의 항공기 착륙순서 관리, ’15년 도입
DMAN(출발관리) : 도착공항의 혼잡 등 반영하여 출발단계부터 관리, ’21년 도입
A-CDM(협력적의사결정) : 항공기가 예정된 시간에 이륙할 수 있도록 관리, ’21년 도입

항공교통흐름관제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제주공항의 단순한 출도착
흐름, 짧은 지상경로 등 공항여건을 감안하면, 수용량 증대효과는
미미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항공기 지상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출발단계부터 항공기 흐름
관리하며 CO2 배출감소·공중체공 감소 등 효과
용량증대 효과는 일부 있으나(개트윅 등 유럽사례에서 10% 내외 수준 증대)
효과 미미

제주공항은 항공교통흐름관리시스템 적용 이외에도 관제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지상감시레이더 개량(ASDE, ’21), 관제탑 신축(’23)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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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현 제주공항 확장은
안전을 고려할 때 추진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안전은 도전과제가 아니며,
정부는 안전하지 않은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혼잡하여 포화된 상태로,
무리한 확장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현 제주공항 확장은
악기상, 포화, 공항시설한계, 안전 제도상 한계 등
안전하지 않아 추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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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성산이 제2공항
최적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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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을 선정하는 입지선정은
고려할 사항이 많고 복잡합니다.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입지선정 작업은 그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떠한 교통시설보다도 고려할 사항이 많고 복잡
합니다.
제주도의 토지이용규제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제2공항의
입지선정은 난이도가 높은 분석임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ICAO가 제시한 평가항목
Aviation Activity 장애물
Presence of other airports 공역
Atmospheric conditions 기상조건
Accessibility to ground transport 접근성
Environment 소음, 환경성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 주변개발계획
Availability of land for expansion 확장성
Topography 지형조건
Availability of utilities 공공지원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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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이 제2공항 최적지인가요?”

제2공항 입지는
국제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표준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총 3단계의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공항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건인 공역, 운항, 환경 및 건설환경 등
다양한 입지조건이 고려됨

제2공항 입지평가는 총 31개 후보지를 3단계에 걸쳐 진행했으며,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전 단계보다 세부적·구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31개

10개

4개

1단계

2단계

최종 1곳 선정

3단계
33

성산지역이
제2공항 최적 입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공항사업과 비교할 때 1단계부터 항공안전(공역,기상, 장애물)과
환경(소음, 환경성)이 중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경관보전지구 1등급,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 등 토지이용규제지역,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곶자왈 등 자연환경 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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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평가에서도 안전(공역), 환경관련 항목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평가되었습니다.
단계별 종합평가한 결과 항공기 운항조건이 양호하고, 관리보전지역
훼손이 최소인 ‘성산’이 최적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35

항공기 운항경로 간섭이 적고
기상조건이 양호합니다.
공 역
성산지역은 기존공항 및 비행장과의 항공기 운항경로와 간섭이 거의
없습니다.
제주공항의 07-25 활주로의 진입표면과 후보공항의 진입표면 중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기 상
성산후보지 안개일수가 연간 17일로 가장 적고, 최근 10년간 강풍
(15kt 이상) 관측빈도도 낮아 성산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산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제주공항보다 높으나, 일 최대·1시간 최대
강수량은 낮아 재해관리에 유리하며 강풍도 더 적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성산) 연평균강수량 2,082㎜, 일최대 294.5㎜, 1시간최대 75.7㎜
(제주) 연평균강수량 1,486㎜, 일최대 420㎜, 1시간최대 90.7㎜
강풍(15kt 이상) 관측빈도 제주 3.3%, 성산 1.7%로 성산이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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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이 없고 개발중첩 없어
공항개발에 적합합니다.
장애물
진입표면 내에 장애물은 없으며 수평표면에 있던 대수산봉도 항공기 간
고도분리를 통해 절취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수산봉 등 10개 오름은 절취하지 않고 보존할 계획입니다.

환경성
유네스코지정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곶자왈 등
주요환경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과 중첩이 없습니다.

주변개발계획
주요 개발지역과 중첩이 없어 공항개발에 적합합니다.
기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인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휴양형주거단지,
서귀포관광미항,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 등과 중첩 없음

제주의 안전과 환경가치 등을 고려할 때
성산이 최적입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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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재조사 결과 원점 재검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책사업으로는 유례없이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근거와 필요성은 부족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타당성재조사 : 국가재정법상 수요 30%이상 감소, 사업비 15%이상 증가할
경우 시행
제주 제2공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타당성재조사 시행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도 구성하여 총 5개월 동안 14차례
운영하였으며, 토론회도 3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선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쟁점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재조사 검토위 주관 공개토론회 : 3회
방송토론회(KBS 주관) 개최 : 2회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 : 비공개 3회, 공개 4회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토론회(MBC 주관)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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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제2공항은 사전연구(사타·예타)에서 군시설 관련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민공항과 군공항은 기준이 달라 군공항으로 활용하려면 계획단계부터 군 기준
검토가 필요한데, 검토하지 않음.

제2공항 면적은 다른 민간공항의 적정 수준입니다.
국내 민·군 겸용 공항(비행장)은 대부분 활주로 2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 제2공항은 항공수요가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활주로로 계획
되어 공군이 이용할 수 있는 활주로 용량이 없어 이용 불가

군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군 단독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며 국토부와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추진방향도 ‘순수 민간공항 건설’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민간항공기 운항기준(ICAO)으로 장애물, 비행절차, 공항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군용기 겸용 여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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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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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에
5조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제주 제2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국토부는 2019년 6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10월에
기본계획(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일원

사 업 비 : 5조1천2백억 원
시설규모
부지면적 : 5,456,437㎡ / 여객터미널 : 167,380㎡
활 주 로 : 3,200×45m(1본)
평행유도로 : 3,200×23m(2본), 고속탈출유도로 : 623×40m(4본)
계 류 장 : 44개소(여객계류장 37, 제빙계류장 7)
주 차 장 : 1단계 2,815대 → 2단계 3,252대

제2공항 건설로 제주에는 약 5조3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2조4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만44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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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은 환경을 우선하는
친환경적 공항으로 추진됩니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주변 오름절취 없고,
동굴·조류 보전, 소음피해 최소화 등 친환경적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다른 어떤 SOC국책사업보다 충실하고 면밀하게
검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년 9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와 협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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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숨골 등 보전가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용암동굴 여부, 지하수 함양, 오염물질 배출방지, 홍수예방 등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질·지반·수자원 분야 전문가 및 유관학회
자문,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열화상 촬영, Lidar 등 최첨단 기법과 정밀지형도 분석을 통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항부지내 서궁굴 보존 예정, 신방굴은 공항부지에서 배제, 칠낭궤는 부지
밖에 위치하여 공항에 영향 없음
숨골 가능성 있는 튜물러스 등에 대한 조사도 시행 중

3D스캔

숨골조사

지하수 함양, 홍수위험, 오염물질 배출 방지, 주민민원 등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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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법정보호종
보호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KEI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추가 조류조사를 완료하고, 조류충돌
위험성을 분석 중입니다.
봄·가을 5차례 조사에 이어 20년 1월~5월 동안 20차례 추가 현지조사 실시
미국-캐나다 모델 등으로 분석한 결과 조류충돌 위험은 낮다는 분석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 이동하며, 공항부지를 가로지르는 조류이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

맹꽁이·두견이·황로 등 법정보호종은 먹이터, 서식지 등을 조사하여
대체서식지 등 보호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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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바다방향 이착륙 절차를 수립합니다.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피해 보상, 바다방향 이·착륙 절차 수립,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다양한 소음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남쪽으로 이·착륙 80%, 북쪽으로 이·착륙 20%
‘24년까지 노후 대형기종 퇴역시키고, 중소형 중심의 저소음 항공기로 교체
계획 중

홍수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시 저류지
설치 등 저감대책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차질없이 추진하겠
습니다.
최하류부 유출구 지점에 저류지 설치, 하류부 소하천 개수 및 배수시설 확대,
투수성 포장 등 유수 유출 저감시설 계획

영구형 저류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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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함양시설(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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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수용력 제고를 위해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도시문제가 없도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생활인구 예측(상주인구 + 유동인구, 천명)
1,000
800
600
400

835 898 934 966 987 000 000 000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제주 생활인프라 확충 계획('55년 수용량, 천명)
구분

상주인구 대응

유동인구 대응

총 수용량

상수도

827

463

1,290

하수도

827

463

1,290

폐기물

827

425

1,252

노후상수관 정비(‘25년까지 2,976억원), 8개 하수처리장 증설, 소각시설 신설 등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생활SOC, 노후SOC 개선 등 도시문제 솔루션을
통해 교통·방재·방범·물관리 등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통해 선순환 소득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소음대책사업 및 주변지역 발전대책을 위한 상생방안 용역(공항공사,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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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과 연계하여
도민이익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제2공항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주변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제주도, 5.9억)

제2공항 주변마을 5개리를 중심으로 한 성산읍 전지역의 주민참여,
이익공유,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기본
계획 고시 이후 지역주민 상생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9.5.~‘20. 6.) 주민소통형·참여형 계획 수립 거버넌스 운영
(‘19.7.~‘20. 6.)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발굴보고회
(‘20.8.) 제2공항 상생방안 의견 1,535건 접수
(‘20.9.~)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부와 협업체계 구축

제2공항 종사자 및 이주대상자 등을 위한 주거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용역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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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제2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안전은 도전과제가 아닙니다.
제주공항은 가장 혼잡하며 포화된 상태로
무리하게 확장할 때 안전사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장래수요를 감안할 때
현 공항 확장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제2공항 추진은 필수입니다.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자원을 고려하여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제2공항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더욱 높이고,
공항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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