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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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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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7. 2

주 제

장소

공항인프라필요성
(수요·수용력·환경·주민수용성)
설문대

2차

‘20. 7. 9

기존공항 활용가능성(ADPi 권고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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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패널의 질문기회는 찬성, 반대, 유보의견에 따라 추첨에 의해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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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18:00 (4시간)

2차 : 7월9일

JIBS

14:00~17:00 (180분)

3차 : 7월16일

MBC

13:50~16:00 (130분)

4차 : 7월24일

KBS

120분

비고

각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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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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속토론회

1). 1차 토론회 일정표
시

간

내

-

14:00-14:10

10’
-

용

국민의례
환영사
. 박원철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위원장)
.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일정 및 진행안내

-

좌장인사 및 패널토론자 소개
. 좌장 :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교수)
. 국토교통부 2인 (김태병, 강진영)
. 비상도민회의 2인 (문상빈, 박찬식)
의제 관련 주요쟁점 발표 (각1인 10분 발표)

14:10-14:15

5’

14:15-14:35

20’

-

14:35-15:35

60’

- 패널 간 질의/응답 (상호 4개 총 8개)
* 질문 (1’)→ 답변 (3’) → 재질문 (2’)→재답변 (1’)

15:35-15:45

10’

휴

15:45-16:55

70’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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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5-17:05

17:05-17:55

10’

50’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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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토론회 발제 내용

【발제 】국토교통부
1

제주 제2공항은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제주 제2공항 연속토론회 (1차) -

제주 제2공항은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제주 제2공항 연속토론회(1차) -

1. 작은 섬에 왜 2개의 공항이 필요한가요 ?
제주도민에게 공항은 대중교통이며 대중교통은 안전과 쾌적함이 필수
현 제주공항은 국내 제 의 공항 임에도 협소한 공항부지 불리한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시설확충에도 불구하고 용량증대에 한계
불편한 제주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염원이었으며 오랜 검토 끝에

년대부터 제주도민들의

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 추진 중

현 공항은 전 세계적으로 효율성 최대인 가장 혼잡한 공항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만명 이상의 여객 처리는 어려운 실정

년에는 활주로 용량을 이미 초과
하여 운영하였으며 악기상 복행 등
으로 인한 빈번한 출 도착 지연 상습적인 혼잡으로 이용객 불편이 가중

스페인 테네리페 그리스 크레타 등도 섬 지역에 개의 공항을 운영중
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차원에서 제 공항 추진 필요
- 1 -

2. 장래 제주도 항공수요는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
항공수요 예측은 개항

년 장기수요로 불확실성이 커서 국가가 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관성있고 적정하게 예측 시행
수요예측은 사전타당성조사 공항건설 여부와 입지를 판단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등 매 사업
단계별로 목적에 맞게 전문연구기관이 수행
재정 투입 여부를 판단

사업진행에 따라 방법론 입력변수 사회경제 여건이 변화하면서 예측
결과에 차이는 있지만 모든 수요조사는 정부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
제 공항 관련 모든 수요조사 결과에서 최소
었으며 가장 최근의 전망 등을 예측한 장래수요

만명 이상이 예측되
년는

만명임

사타에 비해 기본계획 수요가 줄어든 것은 여건변화가 반영된 것으로서
정부가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수요를 추정하였다는 증거

제주항공수요가 제 공항 추진을 합리화하기 위해 과다하게 추정되었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과 다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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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정제주의 가치를 위해 환경수용력 제고와 상생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 제 공항은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 자원을 고려하여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용력 을 높여나갈 계획

환경수용력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연구가 진행중인 상황이나 현재까지
객관적인 방법론과 측정지표가 부재
유엔세계관광기구에서도 환경수용력 평가방법을 찾고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수요억제보다 수요분산 상생방안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

제주 제 공항은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제주도 환경수용력을 제고하고
공항과 지역이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
정부는 상 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수용력 제고를 위해 제주도와 지속적
으로 협력하여 도시문제가 없도록
제주도는

년까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

년까지 관광객을 포함한 생활인구 연

만명 정점은

만명 를 감안하여 환경수용력을 대폭 증대해 나갈 계획

- 4 -

년

정부는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생활

노후

개선 등 도시문제

솔루션을 통해 교통 방재 방범 물관리 등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할 예정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대 과제 기후변화 대 적응력 제고방안과 연계하여 환경수용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 병행

년에는

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등 핵심 대 배출원에서

집중 감축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통해 선순환 소득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
제주 제 공항 주변 소음 대책사업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수립
협동조합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교통 대책 정주여건 개
선 등을 포함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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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공항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항입니다 .
제주 제 공항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주변 오름절취 최소화
동굴 조류 보전 소음피해 최소화 등 친환경적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
현재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지금까지 추진했던 다른 어떤 국가
사업보다 세밀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
동굴조사 동굴 개연성이 있는 용암 지질을 최대한 파악하여 현재까지
동굴존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숨골조사 설계단계
에서도 지질 및 지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분석할 예정
방법론 사타에서는 문헌자료를 활용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문헌자료 주민 자문 현장육안조사
스캔 지구물리탐사를 통해 조사

조사결과 현재까지 동굴들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항 건설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동굴은 없는 것으로 판단 부지내 서궁굴은 보존계획
동굴명

동굴가치

위치

이격거리

길이

가지굴

영향성

비고

수산동굴

가

외부

1,164m

4,520m

없음

없음

국가지정문화재

공젱이굴

라

외부

602m

368m

없음

없음

비지정

모남굴

라

외부

275m

250m

없음

없음

비지정

신방굴

다

외부

79m

77m

없음

없음

비지정

서궁굴

라

내부(보존)

52m

34m

없음

없음

비지정

멱사니굴

영구암대가 없어, 학술적, 경관적,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검토

사시굴

현장(탐문)조사를 통해 입구 매몰 확인, 실제 입구는 확인하지 못함

수산서성굴

지하의 한 공간 형태로 규모가 협소하여 학술적, 경관적,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검토

꿰버덕들굴

문헌자료를 통해 입구 매몰 확인, 실제 입구는 확인하지 못함

난산리무명궤

영구암대가 없어 학술적, 경관적,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검토

칠낭궤

동굴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미약하나 주변 조건 등을 종합하여 학술적 중요성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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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골조사 지하수함양 오염물질 배출 홍수 예방 등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열화상촬영

등을 활용하여 상세히 조사할 계획

현황 숨골의 공식적 학술적 정의는 없으나 전략환경평가 본안의
동굴조사 과정에서는 용암동굴 가능성이 있는 숨골 개를 기 조사

물이 대량으로 침투하는 구조라고 숨골을 가정할 경우 기 조사한 용암
동굴 구조물

곳의

개 중에서도 상당수가 해당 가능성이 있음

공항예정지는 해안에서 약

떨어져 지하

에서도 염지하수가

나오는 기저지하수 부존지로 지하수 함양으로 식수활용은 불가
전수조사 지질 지반 수자원 분야 전문가 및 관련학회 자문을 거쳐
숨골정의 조사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조사 착수
용암동굴 존재 여부도 재차 확인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 홍수 지하수 함양
관련한 주민민원 등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 계획

조류 법정보호종
등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조류보완조사를 완료
하여 분석중 맹꽁이 두견이 황로 등 법정보호종 보호대책도 수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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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보완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재보완 요구에 따라
부터 월 총

월

차례 까지 이동성 현황조사를 실시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 이동해 공항예정지를 가로지르는 조류이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미국 캐나다 조류충돌위험 모델링 분석 중

재해 홍수 지진 등 재해가능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시 저감대책을 기본계획에 반영
대상지 최하류부 유출구 지점에 저류지 설치 대상지 하류부 소하천
개수 및 배수시설 확대 투수성 포장 등 유수유출 저감시설을 계획
실시계획 단계에서 협의 예정인 재해영향평가에서도 추가 검토하여
재해 가능성이 없도록 할 예정

소음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피해보상 바다방향 이착륙 절차
수립 저소음항공기도입 등 다양한 소음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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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2공항은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합니다 .
장래 수요를 감안할 때 기존공항 확장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제 공항
추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

사전타당성조사 진행과정에서 차례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에 걸친 설명회를

세부입지는 부동산 투기 지역갈등 등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비공개
국책사업으로는 유례없는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제 공항
월
월
반대단체와 함께 위원회를 꾸려 재검토 진행

타당성재조사 결과 제주 제 공항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근거와
필요성은 부족하다는 결론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한 환경수용력 제고 상생방안 등 적극적 노력 병행
관광인구까지 고려한 생활인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상 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능력을 증대하는 등 환경수용력을 제고할 계획
기본계획 안 주민 공람 건 소통센터 접수 건 를 통한
여건의
의견 수렴은 물론 추가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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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비상도민회의
2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정부는 도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 2019. 11. 19. ‘국민과의 대화’

제1차 토론회 : 공항인프라 문제
- 항공 수요예측,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주민 수용성 검토 요

약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함, 현 제주공항 첨단 현대화로 충분, 복수의 국제공항 운용 불필요

- 인구 70만의 섬에 복수의 국제공항 운용은 부적절, 세금 낭비에 제주시 상권 몰락, 강제
이주민 발생,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확대, 난개발 가속화, 독특한 환경파괴 등 문제 심화
- 도민 등 공항이용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낙후되고 좁은 시설이 문제
- 획기적 시설개선 가능하나 제2공항을 염두에 둔 국토부의 고의적 지연과 시설 투자 외면
이 문제
- 가장 시급한 여객시설의 확장개선과 관제 인력·장비·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현 제주
공항을 첨단공항으로 현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항공 수요예측은 불확실성의 근본적 한계가 상존, 코로나19는 상수

- 항공 산업은 환율, 유가, 전염병, 국제정세 등 외부적 변수 요인에 취약한 것이

기본적

특성,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여행·관광의 트렌드 변화로 더욱 심화
- 단순한 수치예측 결과에 근거한 대형투자가 아니라 변화되는 외부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항공 수요 관리가 필요
- 저가항공사 9곳이나 허가해 줘 공급과잉, 과당경쟁, 수익 악화 불러온 국토부의 항공정책
이 문제
- 제주도는 박근혜 적폐정권 시절 졸속으로 결정된 잘못된 항공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이며
희생양
제주의 환경수용력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 앞으로 2배 이상 더 많은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 제주는 이미 환경수용력의 한계에 도달한 상태, 지금 수준에서 관리해야
- 제주 지하수의 지속가능 이용량 초과, 고갈로 인한 주민 피해 가속화될 것
- 관광객의 증가와 인구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범죄율 증가, 교통 체증 등 사회적
병폐 증가,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모든 부담 짊어져야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은? 국토부는 문재인대통령의 제주도민 선택 존중 지원방침 따라야

- 군공항 이전 설치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시대, 도민에게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매
우 큰 불편과 피해를 주는 공항 시설을 주민 의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갈등 조장

- 삶의 현장에서 모든 부담과 불편을 감수하며 대대손손 살아갈 사람은 제주도민, 감수하고
공항을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과 결정 여부는 도민에게 있음, 문재인대통령은 작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서 제2공항 '찬반ᆞ공론화' 무엇이든 도민선택 존중하고 지원방침 밝혀

1. 항 공 수 요 예 측 : 바람직한 미래는 없고 단순 통계만 남아

■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은 항공 산업의 기본적 특성
● 항공 산업은 기본적으로 환율 및 유가, 전염병, 테러, 국제정세 등 사회·환경적 요
인에 따라 수요의 변동이 큰 산업
● 현재 항공정책 수립에 기준이 되는 「항공정책 기본계획」 및 「공항개발 중장기 종
합계획」의 항공수요는 수송실적 위주의 단순통계를 모델에 반영하고 있으며, 주기
또한 5년 단위로 발표되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시시각각 대응 불가
● 항공운송산업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막대한 선행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기관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정책수립 및 사업수행에 앞서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을 토대로
정책 및 경영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며, 만약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수요예
측 방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항공정책 및 사업들은 과대 또는 과소 투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더욱이 항공수요는 갑작스런 경기변동, 유가 및 환율 변동, 국내외 다양한 항공정책
변화 등의 외부적 요인들로 인한 수요변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항공운송 특성과 환
경변화를 감안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항공수요 관리가 필
요(“항공수요 예측분석 연구”,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2012.)
● 기본적으로 과거의 추세를 기반으로 GDP 성장 등을 고려하여 장래의 수요를 예측함
(forcasting), 수요예측의 실패로 인한 혈세낭비 사례로서 무안공항, 양양공항 등 무
수히 많음, 고의적인 왜곡이 아니더라도 수요예측은 방법론과 변수 적용에 따라 편차
가 크게 나타남. 따라서 특정한 방법과 변수에 기초한 수요예측은 공항확충 규모를
결정할 때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음

■ 제주 항공수요 예측의 문제점
● 사타 당시 ’45년 기준 4,557만명 수요예측을 절대기준으로 제2공항 건설계획 결

정하였으나, 예타에서는 4,043만명(24.7만회), 기본계획에서는 3,891만명(24.4만
회)으로 감소
● 정부의 수요예측만 보더라도 사전타당성 당시의 과도한 수요예측을 근거로 결정

된 제2공항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함
● 제주의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의 증가 추세를 반영함

- 대규모 관광 개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정책 등 양적 팽창 중심의 관광정책
-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저가항공(공급)이 수요를 견인: 현재 저가항공사(LCC) 9개
로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세계 최다(인도 7개, 독일, 영국, 태국이 6개)1)

1) 2019년 8월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과 관련한 항공 사업법 제8조 중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을 ‘항공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해 사업이 이용자
의 편의에 적합할 것’으로 ‘과당경쟁 우려’ 항목을 삭제 수정한 개정안 통과.

사전 타당성
(’14)

예비 타당성
(’16)

기본계획
(’19)

년도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이용객(만명)

3,939

4,424

4,549

4,557

4,557

4,557

4,557

운항횟수
이용객(만명)
운항횟수
이용객(만명)
운항횟수

259,000 290,000 298,000 299,000 299,000 299,000 299,000
3,391

3,616

3,839

3,999

4,043

4,068

4,047

212,540 225,752 238,053 246,359 247,362 247,335 244,551
3,441

3,569

3,697

3,834

3,891

3,975

4,109

216,026 224,108 232,131 240,747 244,124 249,302 257,564

● 저가항공 과잉공급으로 인한 비정상적 가격과 수요증가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 배나 기차보다 싼 비정상적인 항공요금 -> 도민할인 무의미, 선박이용 감소 초
래
- 2019년 최다 운항횟수에도 대부분 적자, 20년 코로나 사태로 바닥 드러남(줄도산 위기)
- 코로나사태 이후 저가항공사 통폐합 등으로 항공요금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2045년 이후에도 국내선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55년 4,109만에 이른다는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은 2030년 이후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저성장 시대 진입 등
의 변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과잉예측일 가능성이 큼
●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확충규모와 방법 전면 재검토 필요!

- 제주도의 환경사회적 수용력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현 수준(관광객 1500만,
공항이용객 3000만)에서 수요를 조절, 관리하는 것이 적절
- 제2공항 계획은 4,500만 수요 전제 - 그 미만은 모두 제척 (피크시점 용량
100% 충족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문제: 과잉시설)
- 사정변경(2025년 수요 3,890만에서 3,440만으로 축소)을 이유로 현 공항 단기
확충 2단계 계획을 축소조정하고 있음
- 사정변경을 이유로 2단계 확충 규모를 축소 조정할 것이 아니라 현 공항 개선
으로 3500만~4000만 수용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야
● 더구나 제주도의 항공수요는 대부분 관광객이므로 관광을 둘러싼 주변 국제정

세, 특히 남·북 관계의 변화로 인한 유라시아 철도 연결, 그 외 돌발적 상황이나
사건, 코로나 19 감염병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수요 변동의 진폭이 크
며 관광정책의 목표와 관리적 대응에 따라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함2)
● 국토부의 수요예측과 공항확충 규모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적·사회적 측면

에서 제주도의 관광수용력에 대한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
- 2015년을 이후 과잉관광, 난개발, 관광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은 도민사회뿐 아니
라 도정과 공식기관에서도 주요 정책현안으로 등장했으며 관광정책의 변화에 대
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있음3)
2) “관광정책 목표와 관리적 대응에 따라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량적인 분석만으로 미래수
요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2019.1)
3) “제주는 섬관광지로 관광객 수 증가에 의존하는 양적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를 지속

3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2017.12. 제주대학교)
○ 제주의 경우, 상주인구의 증가와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상하수도, 에너지, 폐기물
수용력의 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관광자원에 대한 기본적 시각
이 ‘보호’를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관광자원의 수급불균형 상황에서
관광자원의 수용력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2019.1, 제주관광협회)
○ ... 철저히 지역주민 입장에서 지역 내로 유입되는 관광객으로 인해 삶의 질에 영향
을 주는 교통, 물가, 안전(범죄), 소음, 혼잡도 등의 변수들이 고려된 사회적 수용력 개
념이 도입되어 관광수용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항공수요 검토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진 섬 지역의 사회적 환경적 수용력에 대한

검토는 누구의 책임인가?
● 오직 과거 추세에 근거한 계량적인 수요예측 하나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세

워 공항확충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임
- 지역사회의 폭넓은 공감대에 기초하여 관광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질적
관광 중심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 나간다고 할 때, 과거 양적 팽창에 주력하던
시기의 추세에 기반한 수요예측 자체가 타당성을 갖기 어려움
- 정부도 과거의 관점을 고집하며 중앙정부의 판단과 결정을 강요하기보다는 지역
의 현실과 우려를 이해하고, 제주도민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2. 환 경 수 용 력 : 공 항 보 다

제 주 가 포 화

■ 대규모 관광개발과 저가항공이 과잉관광 초래
● 제주도개발특별법(’91)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01) 이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를 설립하고 외자유치 중심의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 추진
- 골프장 1,300만평, 유원지 포함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1,000여만평
- 중국 등 외국자본이 개발 주도: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오라관광단지, 분마이
호랜드, 예래휴양형관광단지(중단), 섭지코지 오션스타, 송악산 뉴오션타운 등
적으로 추진할 경우 관광수용력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제주의
양적 성장과 자원중심 개발, 가격 중심의 경쟁구도, 관광수용력 한계로 인한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
키고 있다. 제주는 질적 성장과 가치창조 중심의 관광개발방식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제주특
별자치도, 「제주미래비전-청정과 공존사회를 향한 제주의 전략」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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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항공 취항과 맞물려 관광객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증함: 2005년 500만

명 -> 2013년 1,000만 명 -> 2016년 1,500만명
- 제주의 관광객 수는 세계적인 섬 관광지와 비교해도 과잉

제주
하와이
오키나와
발리
마요르카

면적
1,833
28,337
2,281
5,700
3,640

km²
km²
km²
km²
km²

인구
68만명
143만명
143만명
310만명
87만명

연간 관광객수
1,580만명(2016)
865만 명(2015)
861만명(2016)
570만명(2017)
1,180만(항공편)

● 전문가와 일반국민들도 제주도가 이미 과잉관광 상황이라고 인식4)

-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오버투어리즘을 경험한 장소
로 제주도를 1위로 꼽음: 제주도(24.5%) > 북촌한옥마을(10.5%) > 전주한옥마을
(9.5%) > 감천문화마을(5.2%) > 해운대(3.1%)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악화
● 대규모 관광개발과 관광객 폭증은 수많은 타운하우스 등 투기적인 난개발, 막개발

을 초래함
●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30% 훼손

- 곶자왈 지대 127개 사업장: 박물관·승마장 등 관광지 20개소, 골프장과 대규모 숙
박시설 포함한 관광리조트 7개소, 공장 용지 16개소, 토석 채취용 채석장 6개소,
마을 운동장, 종교시설 등
● 해안 및 중산간 경관 훼손, 동식물상 등 자연생태계 파괴
● 교통체증과 주차난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시내 평균시속 ’17년 26.6km->’20년 18.9km 예상
- 교통혼잡비용은 ’16년 4,285억 -> ’25년 6,561억 예상
● 쓰레기 대란

-

생활폐기물: ’11년 764t에서 ’17년 1,332t으로 증가
1인당 배출량 하루 1.92kg으로 전국 최고: 관광객 1회용품 사용영향
회천동 환경시설관리소 등에 소각도 매립도 못한 압축쓰레기 10만t 야적
반출비용: t당 18만원(운송비 포함), 질이 낮아 품질인증 받지 못해 반출 처리 어려
움.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다가 재반출.
- 동복리 자원순환센터 가동: 지역주민과의 갈등, 읍면 지역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해결 과제
- 2021년 서귀포시 색달동에 광역음식물처리시설 조성 예정
4) “전문가조사: 과잉관광 중기 이상 68.6%, 심각도 보통 이상 93.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오버투
어리즘현상과 대응방향>,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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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쓰레기 매립장 현황(2018)
매립장명 조성면적(㎡) 매립용량(㎥) 기매립량(㎥) 매립가능량(㎥) 평균(t/일) 사용예정기간

포화상태

계

315,002

3,410,812

3,099,950

310,864

447.6

90.88%

회 천

203,320

2,319,800

2,214,294

105,506

200

‘18.5월

95.45%

서 부

20,500

98,236

95,133

3,103

35.0

‘18.5월

96.84%

동 부

7,290

47,265

38,025

9,240

13.5

‘18.12월

80.45%

추 자

2,000

8,834

1,585

7,249

0.4

‘24.12월

17.94%

우 도

2,790

10,739

9,409

1,332

0.4

‘19.6월

87.61%

색 달

60,824

812,868

651,454

161,414

188.1

‘19.2월

80.14%

남 원

6,350

49,733

41,093

8,640

3.0

‘20.6월

82.63%

성 산

5,362

34,085

32,071

2,014

1.9

‘19.6월

94.09%

표 선

6,566

29,252

16,886

12,366

5.3

‘20.12월

57.73%

● 하수대란: 오폐수 방류

- 제주지역 하수처리장 포화: 일일 처리율: 2017년 83.92% -> 2018년 91.49%
- ’17년 완공된 성산만 54.77%로 양호, 제주 99.89%, 서부 99.34%, 색달 95.81%,
대정 94.06%, 비오는 날은 100% 초과로 정화되지 않은 물 방류.
- 도두하수처리장 수질 초과일수: ’14년 2일 -> ’15년 79일 -> ’16년 141일
- ’15~’25년 사이 하수처리장 8곳 증설 작업 추진: 1곳(성산)만 완공, 5곳은 주민 반
발로 중단되거나 설계 단계
- 하수관 노후로 누수 지하수 오렴 우려: 4,206km 중 20년 넘은 하수관이 1,690km
● 먹는 물도 위기: 지하수 허가량, 지속가능 이용량의 240%

- 대정읍: 취수허가량 1일 21만3000t으로 지속이용 가능량(10만4000t)보다 215% 초
과, 함양량 21만6000t에 육박
- 한경면: 취수허가량 1일 15만2000t으로 지속이용 가능량(7만3000t)보다 무려
224% 초과, 함양량 14만8000t도 초과.
- 한림읍: 취수허가량 12만t으로 지속이용 가능량(11만4000t)보다 119% 초과
- 애월읍: 취수허가량 1일 11만6000t, 지속이용 가능량(6만8000t)보다 184% 초과

■ 사회·경제적 삶의 질도 저하
● 경제(GRDP)는 성장했지만, 도민의 체감소득은 감소함

- ‘여유있음’은 18%에서 7%로 줄고, ‘모자람’은 48%에서 61%로 증가(’11년->’15년)
- 소득증가보다 생활비 더 빠르게 증가한 탓
● 지가폭등의 악순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

- 제주지역 땅값 상승률은 2015년 7.57%, 2016년 8.33%를 기록해 2년 연속 전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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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017년에는 5.46%로 세종과 부산에 이어 3위. 최근에는 하위권.
-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6~18년 전국 1위.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41.1%로 전국
(59.3%)에 훨씬 못 미쳐 -> 추가상승 불가피
- 지가폭등은 도민의 삶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앙

● 범죄 증가 - 범죄발생률 전국 1위
● 공동체적 유대의 해체와 정체성의 위기: 사회적 지속가능성 위협

- 관광개발의 가속화로 제주의 공동체적 유대관계가 약화·해체되고 있음
- 단기간에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사회문화적 이질성 증가
- 관광/개발 수혜지역(집단)과 비수혜지역(집단), 토박이와 이주민, 관광객과 주민 등
다양한 갈등 요인 누적
● 결론적으로 2010년 이후 제주는 과잉관광과 난개발로 자연환경과 인문·사회 환경

모두 급격한 변동을 겪으면서 정체성(제주다움)을 잃고 사회적 불안정에 직면
- 제2공항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
- 제2공항 계획을 중단하고 제주의 환경적·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과학
적인 조사·연구와 제주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선행해야

■ 3. 환 경 :
공항이 들어서면 제주에서도 경관이 가장 뛰어난 동부오름군락과 일출봉지역
이 비행기 소음피해 지역으로 전락

■ 철새도래지 보호와 조류충돌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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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새도래지 문제가 항공안전과 환경가치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임이 전략환경영향평

가 과정에서 확인됨, 그러나 입지선정 평가항목에 반영되지 않음: 영남권 사타에는
포함됨
● 성산 후보지는 부지 주변 8km(철새도래지 등 이격 기준) 이내에 하도, 종달, 오조,

성산-남원 철새도래지 등이 밀집된 철새도래지 벨트로 공항 부지로 부적절

■ 소음평가 문제
● 기본계획에서는 제주의 주풍인 북서풍과 정반대의 남쪽으로 80%를 항공기 이착륙

항로 설정 => 항공기 안전 문제와 더불어 실제 운용시 북쪽으로의 이착륙 절차를
더 많이 실행할 수밖에 없어 거짓·부실 소음평가
● 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가의 소음피해는 과소평가되어 있음

- 70웨클 이상 기준으로 현 제주공항의 소음등고선 길이는 28.5km인데, 성산 제2공
항 소음등고선 길이는 14.2km로 절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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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횟수와 여객수가 비슷한 2012년 제주공항의 소음등고선과 비교해도 과소평가

- ’12년 제주공항 연간 운항횟수 12만회(여객 1,840만명) vs ’55년 제2공항 연간
운항횟수 11만7천회(여객 1,898만명)
- 75웨클 기준 소음등고선 길이: ’12년 제주공항 17km vs ’55년 제2공항 8.5km

■ 동굴과 숨골
● 성산 일대는 화산 용암동굴과 숨골 밀집 지역
● 숨골은 홍수 예방, 지하수 함양 등 중요한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숨골 8곳 -> 주민 자체조사에서는 156곳 발견
- 조례상 숨골은 지하수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제주도에서 조사, 지정하지 않음
●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항 예정지 내에 숨골이 8개 있다고 명시, 실제 좌표

에 표시된 곳에서 숨골 위치 확인 불가, 숨골 조사를 했는지조차 의문

4. 주 민 수 용 성 :
제2공항 건설 결정부터 지금까지 절차적 정당성 결여, 도민결정권 보장해야

■ 절차적 정당성의 핵심은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도민) 참여
● 국가 또는 지역사회 전반적으로는 필요하나 해당지역에는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

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
- ICAO나 FAA에서도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와
의견수렴을 권고
- ICAO: “마스터플랜 이전, 그리고 마스터플랜이 진행되는 동안” 개별시민, 지역 및
전국 조직들, 공항이용자, 환경단체, 육상교통 관계자, 권리소유집단, 항공 관련 집
단 등 다양한 사람과 조직으로부터 의견 수렴 권고
● 공항 건설 결정에 대한 주민의 실질적 참여방안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

- 현행법상으로는 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이 되어야 주민참여(공람, 설명회,
공청회등) 기회 제공
- 입지선정 등 중요한 결정은 국토부의 자체 용역(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형식적인 설명회, 공청회 외에 실질적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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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항 이전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시대, 민간공항인 제2공항의 결정과정
에서 주민(도민)은 완전히 배제
● 2014년 용역 착수 당시 제주도는 제주공항 확충방안과 제2공항 건설방안의 장단점

에 대해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도민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으나 도민의 의견을 묻
는 절차를 밟지 않음
- 현 제주공항 확충방안에 대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결과를 은폐함
● 제2공항 입지선정도 피해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함
● 2018년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 구성 당시 국토부와 성산주민대책위는 재조

사 용역 결과와 검토위원회 권고, (제주도나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할 경우) 공론
화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음
- 검토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제2공항의 필요성, 규모, 입지타당성 등에 대해 해당지
역 주민과 도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을 내세워 강행하려고 하고 있음
-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형식적인 통과의례만으로 간주하는 태도로 불신 심화
● 결과를 열어놓고 검증할 것은 검증하고, 최종적으로는 도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만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 국토부는 문재인대통령의 어떠한 결정이든 제주도민 뜻 존중하고 지원한
다는 방침 따라야
● 제주의 공항시설 확충 문제는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도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는 사안, 공항확충에 따라 삶의 현장에서 모든 부담과 불편을 감수하며 대대손손
살아갈 당사자는 제주도민
● 따라서 제주의 공항시설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확충할지는 제주도민들이 판단하

고 결정해야 함
- 군공항 이전 문제도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
-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도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
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강정해군기지보다도 더 심각한 갈등을 피할
수 없음
- 도민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에 부합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 문
제는 제주도민의 뜻에 따르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공개토론회는 도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 문재인대통령의 방침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국토교통부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 국토

교통부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대로 공개토론회 이후 도민의견 수렴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모아진 제주도민들의 합리적 판
단을 존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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