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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의 필요성
국내 공항개발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정부 재원 위주
로 시행되는 등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또한, 공항개발사업은 지역간 유치 경쟁이 존재
하는 동시에, 지역 내부에서는 환경, 소음, 거주이전 등으로 인한 반대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최근 국내 공항개발사업은 정체, 계획 변경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외 항공선진국의 공항개발사업 추진 절차 및 재원, 갈등 사
례 등을 조사하여 국내 공항정책 수립 및 보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해외 공항개발 추진 절차 및 갈등 사례
본 연구에서는 호주, 영국, 미국 및 일본의 공항개발사업 관련 정책적, 제도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법적·실질적 사업 계획, 시행, 운영 등의 주체와 의사결정과정 및 재원 분담 근거
와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다.
해외 공항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는 미국, 호주, 영국은 법(Act) 또는 제도(Order)로 규정하
고 있으며, 크게 네 단계(① 마스터플랜 수립, ② 상세 개발계획 수립, ③ 의견수렴 및 보완,
④ 사업 시행)로 요약된다. 특히, 네 나라에서 “③ 의견수렴 및 보완”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
하여 지역사회 및 공동체 전반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 나라에서
공항개발사업의 주체는 중앙정부(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외에도 민간 및 공공의 공항
운영자 등 다양하였고, 미국, 호주, 영국의 경우 공항운영자가 공항의 마스터플랜 수립, 공
항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을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항개발사업의 재원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법·제도에서 중앙(연방)정부의 부담 비율을
공항의 종류 또는 역할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호주와 영국은 재원 분담에 대해
법에서 따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공항개발 사례를 볼 때 기존 공항의 개발(확장)사업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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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인 민간 공항운영자가 100%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공항개발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갈등은 많이 관측되어 왔고,
갈등에 의해 공항개발 지체, 계획변경 또는 취소되는 사례도 관측되었다. 하지만, 공항개발
사업 중 강력한 갈등을 경험한 일본 나리타국제공항은 인근 지방정부 및 주민들에게 공항개
발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역활성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등 공항 인근 공동체 설득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확장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 결론 및 정책 제언
국내 공항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수행한 사례가 없는데
반해, 해외는 다양한 사업 주체를 허용하고 실제 사업 수행한 사례도 많다. 국내 공항개발
추진 주체 및 재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민간 기업도 공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및 허가하는 형태를 제안한다. 또한, 공항
개발 재원 역시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정부와 공항운영자 등이 분담하도록 하여 공항개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국내 공항개발 추진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가들과 비교
해 명확하지 못하고 방법적 다양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항개발과 관련한 갈등
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리나라에 맞는 공식적인 대중 의견수렴 단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의견수렴 일정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사업 주체가 책임있게 공항개발
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공항개발 추진 절차는 항공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 순서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유사
한 업무가 중복 수행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서 제언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국내
공항개발 추진 절차 및 재원 등을 검토하는 연구 수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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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q 신공항 개발 사업의 다양성 부재

◦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국내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하고, 사
업시행자는 공항개발 공사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확인 받음

◦ 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국내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없고,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정부의 역할만 요구되는 등 공항개발 사업의 다양성 부재

q 신공항 개발 사업의 갈등

◦ 공항은 지역 거점 시설이고 핌피(PIMFY) 시설로서, 부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유치 경
쟁이 존재하는 동시에, 지역 내부에서는 환경, 소음, 거주이전 등으로 인한 반대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

◦ 신공항 건설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주2공항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부
지 결정 등의 신공항 건설 결정 과정은 수년 동안 논란을 야기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슈로 남아있음

q 해외 사례연구 부족

◦ 해외 항공선진국의 공항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국내연구 미흡
◦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외 신공항 추진 절차 및 재원, 갈등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공항정책 수립 및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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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 해외 문헌, 자료조사 및 전문가를 활용한 해외 주요 국가의 신공항 개발 및 공항 확장
사업 추진 관련 정책적, 제도적인 사항을 검토
- 법적·실질적 사업 계획, 시행, 운영 등의 주체와 의사결정과정 및 재원 분담 근거와
사례 조사

◦ 해외 공항 건설 추진과정의 주요 갈등 및 해결 사례에 대한 기존연구1) 이후 해외 공
항개발 관련 주요 갈등 및 해결 상황에 대한 조사 수행

◦ 해외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공항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3. 연구의 범위
◦ 신공항 추진 절차 및 재원 관련 사례 조사 국가는 항공운송산업이 발달 및 안정된
항공분야 선진국 중에 대륙별 대표성을 감안하여 미국, 영국, 호주, 일본으로 선정

◦ 신공항 개발 관련 갈등 사례는 기존연구1)에서 조사한 사례 중에 최근 새로운 환경변
화가 있었던 멕시코시티 공항과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한정하여 사례 조사

1) 한국공항공사(2017), ‘신공항 건설 관련 갈등 사례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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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 공항개발 추진 절차 및 사례
ㅇ 해외 항공분야 선진국의 공항개발에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여 공항개발 추진 주체,
절차 및 재원 분담 방식 등을 조사. 또한, 각 국가의 공항개발 사업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조사하여 요약·제시함(자세한 사례 조사 내용은 부록 참조)

1. 호주
q 공항 계획 및 개발 절차
ㅇ 호주 공항법(Airports Act2))은 호주 공항을 규제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호주 민간항공
의 발전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항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함
ㅇ 공항법에서는 다양한 공항운영자가 주요 공항을 운영토록 함과 동시에 호주 자본 지
분이 다수인 운영자로 제한하기도 함
- 민간 공항운영자의 지분 중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 항공사 지분은 5% 이하 등의
제약으로 최소한의 공익성 보호 장치 마련
ㅇ 호주내 21개의 주요 공항에 대해 소유권은 정부가 보유하고, 공항운영권을 민간에
장기 임대(최초 50년 + 49년 선택)함
- 운영권을 임대한 공항은 정부가 건설·소유하고, 1988년 정부가 세운 Federal
Airports Corporations(FAC)가 운영하던 21개 공항으로, 1997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권을 민간에 임대함
- 민간 기업은 공항 운영권 장기 임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공항 부지 전체(랜드
사이드/에어사이드 포함)에 대한 운영권 가짐
ㅇ 민간 공항운영자는 공항법에 따라 5년마다 해당 공항의 향후 20년에 대한 전략 비전
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수립함. 마스터플랜은 토지이용, 공항개발
및 건설 계획, 소음과 환경영향 및 환경 이슈에 대한 전략을 포함
ㅇ 민간운영자는 예비 마스터플랜을 대중에 공개하고 의견수렴 단계를 거친 후 수정된
마스터플랜을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그림<2-1> 참조)
- 의견수렴은 공항운영자,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역사회와 공역운영자 등이 참여하

2) Australian Government(2020), Airports Ac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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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기적인 모임(CACG, Community Aviation Consultation Group & PCF,
Planning Coordination Forum) 외에도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
ㅇ 또한, 민간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터미널 건설 및 건설비 2천5백만 호주달러(AUD)
이상 소요되는 공항내 개발 사업에 대해 주요 개발 계획(Major Development Plan,
MDP)을 수립하고, 대중의 의견수렴을 거쳐 장관에게 승인 요청

<그림 2-1> Airport Planning Framework (호주)

q 호주의 공항개발 사례
ㅇ 호주의 최근 공항개발 사례로 멜버른 공항 제3활주로 건설사업과 웨스턴 시드니 공항
건설사업을 조사(<표2-1>)
- 멜버른 공항 제3활주로 건설사업은 민간 공항운영자가 100% 재원을 투자하는 것
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해관계자 및 대중 의견수렴 단계
- 반면, 웨스턴 시드니 공항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연방정부가 개발계획 수립 및
100% 재원 투자를 결정하고 공항개발사업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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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호주 공항개발 사례
구분

멜버른 공항 제3활주로 건설

사업주체

웨스턴 시드니 공항 건설

공항 운영자(민간)

연방정부

(Australia Pacific Airports Melbourne)

사업비

15억 AUD

53억 AUD 미만

재원분담

공항 운영자(민간) 100%

연방정부 100%

진행상황

주요개발계획 의견수렴 중(’22.2∼5)

부지 발표(’14), 계획 발표(’16)
공사 착수(’18), 개항(’26 예정)

2. 영국
q 공항 계획 및 개발 절차3)
ㅇ 영국은 Planning Act에서 고속도로, 공항, 댐, 송유관 등 국가적 중요 인프라 사업
(Nationally Significant Infrastructure Project, NSIP)을 정의하고, NSIP 수행을 위한
개발동의서(Development Consent Order, DCO) 획득 절차를 규정
- DCO 획득 절차는 국가적 중요 인프라 사업이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 함
ㅇ

DCO

획득

절차는

총

6단계로

구성:

Pre-application,

Acceptance,

Pre-examination, Examination, Recommendation and Decision, and Post
decision(<그림 2-2>)
- 사업 주체는 공항개발 제안서 작성, 이해관계자 및 대중의 의견 수렴 후 DCO 지원
서 제출
- Planning Inspectorate(PINS)는 DCO 지원서 검토
-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등록 및 검토기관(Examining Authority) 결정
- PINS와 검토기관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사업 제안서 및 DCO 지원서 검토
- PINS는 권고사항 포함 검토결과를 사업관련 장관에게 제출, 장관은 DCO 승인여
부 결정
- DCO 승인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3) UK Government(2021), Planning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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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영국의 개발동의서(Development Consent Order, DCO) 획득 절차

ㅇ 공항개발과 관련한 DCO의 획득은 안전, 경제 규제 및 공역 변경,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은 법적 의무와 관련하여 영국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 CAA)의 법적
자문을 거쳐야 함
-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재해, 건강, 소음 및 지역 사회문제부터 생물의 서식지와 같이
개발 시 예상되는 중요한 환경영향을 평가
- CAA는 법적 자문위원으로서 Planning Inspectorate(PINS)를 보조하고 PINS는
DCO를 검토하여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교통부 장관에 권고내용 제출

q 영국의 공항개발 사례
ㅇ 영국의 DCO 획득 절차를 따르는 공항개발 사례로 히드로 공항 확장사업과 맨즈턴
공항 재개항 사업을 조사
- 히드로 공항의 제3활주로 건설을 포함한 확장사업은 민간 공항운영자인 HA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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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소음과 환경 문제로 DCO 획득
절차 지연
- 운영 중단된 맨즈턴 공항을 재개항하기 위해 민간의 공항 소유자가 DCO 획득을
추진하고 교통부 장관도 DCO를 승인. 하지만, 법원의 DCO 효력 정지 판결로 추
가의견수렴 및 추가 설명/설득 진행중

<표 2-2> 영국 공항개발 사례
구분

히드로 공항 확장(제3활주로 등)

맨즈턴 공항 재개항 사업

공항 운영자(민간)

공항 운영자(민간)

(Heathrow Airport Holding Limited)

(RiverOak Strategic Partners)

사업비

160억 파운드

미정

재원분담

공항 운영자(민간) 100%(자본+부채)

공항 운영자(민간) 100%

공항 확장사업 의견수렴(’19), 개발절차

DCO 지원서 제출(’18), DCO 승인 불가

중단 판결(’20.2), 개발절차 재개

권고(’19), DCO 승인(’20), DCO 효력 정지

판결(’20.12), 현재 개발제안서 작성 단계

판결(’21), 현재 추가 의견수렴 및 설득 단계

사업주체

진행상황

3. 미국
q 공항 계획 및 개발 절차4)5)
ㅇ 미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미국내 대중이 이용하는 공
항 중 국가교통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 3,300여개의 공항을 국가공항계획
(National Plan of Integrated Airport System, NPIAS)에 포함
- FAA는 매 2년마다 향후 5년에 대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통합된 공항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항개발계획과 비용을 포함하여 NPIAS 수립함
- NPIAS 내 개발계획들은 공항운영자가 수립한 공항 마스터플랜 또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수립한 공항체계계획(Airport System Plans)을 기반으로 함
ㅇ NPIAS에 포함된 공항들은 공항발전프로그램(Airport Improvement Program, AIP)을
통해 연방재원을 요청 할 수 있고, FAA는 AIP 펀드 한도 내에서 매년 주요 공항개발
사업을 선택하고 연방재원 투자를 결정함

4) FAA(2019), Order 5090.5 - Formulation of the NPIAS and ACIP
5) FAA(2020), National Plan of Integrated Airport Systems (NPIAS) 202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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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IP(Airport Capital Improvement Plan)는 NPIAS에 포함된 개발계획들에 체계
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향후 3년의 재무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AIP 펀드
투자 결정의 기초가 됨
- 또한, 상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의 경우 PFC(Passenger Facility Charge) 프로그
램을 통해 재원 확보도 가능함(단, 공공의 공항운영자에 한함)
ㅇ AIP는 NPIAS에 포함된 공항개발계획을 위해 개발사업 주체(Airport Sponsor)에게 연
방재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 주체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가능
- AIP를 통한 재원 조달은 공항계획, 공항개발, 소음저감계획 및 소음저감사업에 해
당하는 프로젝트에만 국한됨
- AIP는 개발사업비용 전부를 연방재원으로 사업 주체에게 제공하지는 않으며 공항
종류에 따라 주요공항(대형, 중형 허브공항)은 최대 75%, 그 외 공항(소형, 일반항
공 등)은 최대 90%까지 연방재원 제공

<그림 2-3> 미국의 공항개발계획 추진 절차 (U.S. Order 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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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의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별도로 공항개발사업에 대해 재원 투자를 하고, 재원 투
자 결정을 위한 체계를 보유
- 예로, 플로리다 교통국(Florid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DOT)은 공항개
발사업 주체의 관점에서 연방 및 주정부의 재원으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8 단계
의 절차를 <그림 2-4>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6)
ㅇ 플로리다주의 경우 공항계획 및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정부 재원은 상업서비스 공
항은 연방정부 재원을 제외한 사업비의 최대 50%, 일반항공 공항의 경우 연방정부
재원을 제외한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가능

<그림 2-4> 플로리다주 공항개발 추진절차 (FDOT)

6) FDOT, Eight Steps to Building a New Airport with Federal ans State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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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공항개발 사례
ㅇ 미국의 공항개발 사례로 노스다코다주 윌리스턴 베이슨 공항 건설사업을 조사
- 지방정부인 윌리스턴 시가 공항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하고,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하여 공항 건설함

<표 2-3> 미국 공항개발 사례
구분

노스다코타 윌리스턴 베이슨 공항

사업주체

윌리스턴 시(City of Williston, North Dakota)

사업비

2.7억 USD

재원분담

연방정부(FAA) 43%, 주 정부 19%, 윌리스턴 시 38%

진행상황

타당성조사·입지선정(’14), 환경영향평가(’15), 공항계획 승인(’15),
토지 매입(’16), 개항(’19)

4. 일본
q 공항 계획 및 개발 절차
ㅇ 일본의 경우 2002년부터 일반 공항의 활주로 신설·연장사업을 대상으로 대체수단의
검토를 포함한 필요성 검증, 후보지 선정, 공역 검토 등의 공항정비계획 구상·계획단
계부터 투명성 향상을 위해 대중참여(Public Involvement, PI) 도입 검토
ㅇ 국토교통성 항공국은 PI 프로세스, 공항의 정비방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통
해

「일반 공항의 새로운 공항 정비 프로세스(안)」가이드라인을 발표(<그림 2-5>)

7)

<그림 2-5> 일본의 공항 개발 프로세스(안)

7) 국토교통성 항공국(2003), 일반 공항의 새로운 공항 정비 프로세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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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의 28개 주요 공항(예, 도쿄, 나리타, 후쿠오카 등)들은 정부 주도로 계획 및 건설
됨. 19개 공항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나리타, 주부, 간사이, 오사카, 4개 공항은
각각 공항관리 회사가 있으며, 나머지 5개 공항은 지자체가 관리함8)
ㅇ 일본의 공항법9)에 따르면 공항개발 재원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공항 종류(역할)
별로 공항 시설별로 상이함. 제1종 공항의 경우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등의 기본시
설과 공항내 도로, 주차장, 조명시설 등 부대시설 모두 정부가 100% 투자함
- 제2종 공항 중 정부가 관리하는 공항의 경우 기본시설 건설시 정부는 비용의 2/3
을 부담하고 부대시설 건설비용은 100% 투자함. 제2종 공항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 정부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의 55% 이내에서 재원 분담

q 일본의 공항개발 사례
ㅇ 일본 주요공항의 개발사례로 하네다, 나리타, 주부공항을 조사
- 하네다공항 확장사업 중 활주로 정비사업은 정부가 직접 실시하되, 지방정부에 사
업비 일부 요청하고, 터미널과 주기장 등 정비사업은 민간이 투자하여 건설하고
’38년까지 민간이 운영
- 나리타공항은 정부 소유의 공항운영자 주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정부 재원을 요청
하고, 인근지역 주민 합의를 통해 사업 진행중
- 주부공항은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 투자하여 건설하고 운영중

<표 2-4> 일본 공항개발 사례
구분

하네다공항 확장

나리타공항 확장

주부공항 건설

사업주체

정부+민간

정부

정부+지자체+민간

사업비

9000억 엔

5000억 엔

5950억 엔

재원분담

정부 64%, 지자체 14%,
민간 22%

정부 100%

정부 65%, 지자체 7%, 민간
28%

정부·지자체 합의(’18)
진행상황

착공(’08)

사업계획 허가(’20)

개항(’05)

완공 예정(’28)

8) 국토교통성, https://www.mlit.go.jp/singikai/koutusin/koku/seibi/8/images/sankou1.pdf
9) 국토교통성(2008), 空港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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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공항개발 관련 갈등 사례
ㅇ 2017년 한국공항공사가 수행한

『신공항 건설 관련 갈등사례 조사·연구』에는 해외

의 다양한 공항개발 관련 갈등사례들이 조사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조사된 사례들 중에 갈등관련 새롭게 진행된 내용만을 조사함

1. 멕시코시티 신공항
q 기존 갈등 경과10)
ㅇ 멕시코시티의 기존 국제공항은 노후 및 포화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 2002년 비센테
폭스 대통령은 멕시코시티 외곽지역에 새 국제공항을 건설 계획 발표
ㅇ 지역 농민들은 정부의 토지매입을 거부하며 반발 지역 관청을 점거하는 등 강력히
저항함. 이에 정부는 기존의 공항 건설 계획 취소를 발표
ㅇ 2014년 엔리케 니에토 대통령이 새로운 부지에 국제공항 신설 계획을 발표하고 2017
년 당시 추진 중이었음
- 멕시코시티의 전반적인 여론은 긍정적이나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부
지 매입과정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발, 신공항 관련 갈등이 지속되는 상태

q 이후 갈등 현황11)
ㅇ 2018년 10월 공사 시작 이후임에도 전국 538개 지방자지단체에서 진행된 의견수렴
절차에서 유권자들의 약 70%가 새로운 공항 건설을 반대
- 대신, 기존 베니토 후아레스 공항과 멕시코 주 톨루카에 위치한 공항의 재정비와
산타 루시아 공군 기지의 활주로 증설에 찬성
ㅇ 2018년 10월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자는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신공항 건설
의 취소 예정을 공식발표, 동년 12월 취임 이후 공사 중단
- 2020년 멕시코 정부는 공항이 건설되고 있던 공간을 텍스코코 호수 생태공원으로
전환하여 생태복원지역 개발계획 발표

10) 한국공항공사, ‘신공항 건설 관련 갈등사례 조사·연구’, 2017
11) https://en.wikipedia.org/wiki/Mexico_City_Texcoco_Airport#cite_not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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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나리타국제공항
q 기존 갈등 경과
ㅇ 하네다 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소음피해가 극심해지자 일본 정부는 신공항 검토
시작하여, 1963년 운수성 항공국은

「신도쿄국제공항」 검토자료 발행 이후 다수의

신공항 입지를 검토한 후 1965년 치바현 토미사토 지역으로 결정
ㅇ 인근 지역 대표들은 반대입장 표명, 지역주민들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강
력히 반대함. 정부가 건설사업을 강행하자 주민‧반대단체들과 경찰 간에 대규모 충
돌사태가 빈번하게 발생
ㅇ 1978년 나리타국제공항 개항 이후에도 인근 주민들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일부
과격 단체들은 간헐적으로 습격사건 등을 일으키며 계속 저항함
ㅇ 1980년대 공항 설비가 과포화로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확장사업이 필
요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토지매도 거부로 기존의 확장계획을 실행 못함
- 제2터미널, 제2활주로 및 유도로 등이 기존의 계획보다 축소되거나 비 정상적인
형태로 건설됨
ㅇ 나리타국제공항의 제2활주로 확장 계획(2,500m→3,500m)은 2014년부터 검토 및 추
진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수행은 정체됨

q 이후 갈등 현황12)
ㅇ 나리타국제공항공사는 제2활주로 확장과 제3활주로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성, 치바
현, 공항인근 9개 지자체와 2015년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
ㅇ 총 200회 이상의 주민설명회(총 1만 명이상 참가) 등을 개최하여 나리타공항의 국제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 소음 문제에 대해 근처 주택에 대한 방음 작업, 야간 비행 제한 검토 등 지역사회와
조율하고,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 과정을 거침
ㅇ 2018년 4자 협의회에서 공항확장사업에 대해 합의하였고, 2020년 사업 착수함

12) 나리타공항 4자 협의회(2018), https://www.narita-kinoukyouka.jp/document/180313_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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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치바현, 나리타공항에 관한 4자 협의회

<그림 3-1> 나리타국제공항 확장사업 검토 프로세스

ㅇ 나리타국제공항의 기능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언론, 팸플릿과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
하여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필요성을 홍보. 지역활성화사업 추진을 목표로

」

「나리타

공항 활용협의회 를 설립,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 제시함13)

1. 생활환경의 향상
(1) 지역에서 공항/항공 관련 비즈니스 인재 배출을 촉진
(2) 기능 강화를 고려한 주거 환경 등의 정비
① 「생활」의 시점에 근거로 한 마을 만들기
② 기능 강화를 고려한 주택 등의 정비
(3) 9개 시·정(지자체)에서 나리타공항으로의 접근성 향상
(4) 나리타공항과 지역연계를 통한 지역 방재력 향상
2. 산업 진흥
(1) 앞으로의 공항과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산업 진흥 등
① 공항을 활용한 지역 산업·중소기업 진흥
② 향후 공항과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기업 유치
(2) 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관광 진흥책 추진
(3) 공항과 근접한 지역 특성을 활용한 농림수산업의 진흥
① 강력한 산지 만들기와 판매력 강화
② 농업용수와 농지의 정비
3. 인프라 정비
(1) 공항과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도로의 정비
(2) 공항 주변의 하천 정비

<나리타국제공항의 지역활성화 실시플랜>

<그림 3-2> 나리타국제공항 지역활성화 사업

13) 나리타공항4자협의회(2020), https://www.narita-kinoukyouka.jp/document/200327_50-1_chib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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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항개발 추진 주체 및 절차

◦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가에서 공항개발사업의 주체는 중앙정부(연방정부), 주정부, 지
방정부 외에도 민간 및 공공의 공항운영자 등 다양함
- 미국, 호주, 영국의 경우 공항운영자가 공항의 마스터플랜 수립, 공항개발계획 수
립 및 시행을 주도함. 호주와 영국의 공항운영자는 대부분 민간기업이고, 미국의
경우 중앙(연방)·주·지방정부, 민간기업 등으로 다양함
-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공항을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소수의 공항만 개별 공항운영
자가 운영중이지만, 대부분 정부 소유의 공기업으로 생각됨

◦ 공항개발 추진 절차는 미국, 호주, 영국은 법(Act) 또는 제도(Order)로 규정하고, 절차
단계는 나라마다 크게 다르지 않음.

① 마스터플랜 수립, ② 상세 개발계획 수립, ③

④ 사업 시행 순으로 요약됨
- 모든 국가에서 “③ 의견수렴 및 보완”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의견수렴 및 보완,

지역사회 및 공동체 전반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함

<표 4-1> 해외 공항개발 주체 및 재원분담 사례 요약
국가
호주

영국
미국

일본

공항 사업

개발 추진 주체

재원 분담

멜버른 공항(확장)

공항운영자(민간)

공항운영자(민간)

웨스턴 시드니 공항(신설)

중앙정부

중앙정부

히드로 공항(확장)

공항운영자(민간)

공항운영자(민간)

맨즈턴 공항(재개항)

공항소유자(민간)

공항소유자(민간)

윌리스턴 공항(신설)

지방정부(윌리스턴 시)

공동(중앙+주+지방)

하네다 공항(확장)

중앙정부+민간

중앙정부+민간(운영자)

나리타 공항(확장)

중앙정부(공공운영자)

중앙정부(공공운영자)

주부 공항(신설)

중앙정부+민간

공동(중앙+지방+민간)

q 공항개발 재원 분담

◦ 공항개발 사업의 재원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법·제도에서 중앙(연방)정부의 부담 비
율을 공항의 종류 또는 역할에 따라 달리 규정함. 반면, 호주와 영국은 공항개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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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에 대해 법에서 따로 규정하지는 않음
- 호주와 영국의 공항개발 사례를 볼 때 기존 공항의 개발(확장)사업은 사업 주체인
민간 공항운영자가 100%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됨

q 공항개발 갈등 사례

◦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공항개발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갈등은 많이 관측되어 왔
고, 갈등에 의해 공항개발 지체, 계획변경 또는 취소되는 사례도 나타남

◦ 반면, 공항개발사업 중 강력한 갈등을 경험한 일본 나리타국제공항은 인근 지방정부
및 주민들에게 공항개발사업의 필요성 홍보와 지역활성화 사업계획 제시 등 설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갈등 해결

q 정책 방향 제언

◦ 해외 공항개발 추진 절차 및 갈등 사례 조사를 토대로 국내 공항정책 수립의 방향성
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i) 공항개발 추진 주체 및 재원의 다양성 확보
- 국내 공항개발 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주체는 실질적으로 국토교
통부장관 외의 사례가 없고, 공항개발 재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중앙정부 중
심으로 부담하는 상황임
- 해외 사례 검토 결과 국가별로 또는 한 국가 내에서도 공항개발사업의 주체가 민
간,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매우 다양하고, 재원 확보 역시 정부 뿐 아니라 민간
운영자가 100% 부담하는 등 다양하게 조사됨
- 항공 선진국 사례를 볼 때, 개별 공항개발 사업은 지방정부, 공항운영자, 민간 기업
등이 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전반에
대한 관점에서 수립된 개별 공항개발 계획을 심의 및 허가하는 형태 제안
- 또한, 공항개발 재원은 국가재정 외에 공항시설 이용료 부과 등과 같은 다양한 재
원 확보 방안 검토와 지방정부, 공항운영자 등도 함께 분담하도록 하여 공항개발
에 대한 책임 공유 방안 검토 제안
ii) 공항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정립
- 공항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경우 관련한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사업은
지체되거나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함.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가들의 경우 공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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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초기부터 의견수렴 방식과 기간에 대해 명확히 제시
- 국내 공항개발 추진시 대중의 의견수렴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갈등 전문가들은 의견수렴 방법, 시기, 기간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시
-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가들처럼 공식적인 의견수렴 일정과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공항개발 사업의 대중 의견수렴 단계를 정립하고, 사업 주체가 다양한 방법을 통
해 책임있게 공항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도록 함
iii) 공항개발 절차에 대한 검토
- 국내 공항개발 추진 절차는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이후 ‘사전 타당성 검토’, ‘예
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순서로 진행
- 이는 다른 국가의 마스터플랜/개발계획 수립과 계획의 타당성 조사 후 국가 차원
의 공항계획 포함 또는 관련 장관의 허가 순서와 상이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유사
한 타당성 조사를 중복 수행한다는 문제 제기 가능
- 앞서 제언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국내 공항개발 추진 절차, 주체 및 재원 등을 전반
적으로 검토하는 연구 수행을 제언

q 향후 연구 방향

◦ 본 연구는 가능한 다양한 국가의 공항개발 추진 절차 및 재원 분담 사례 조사를 목적
으로 하였으나, 제한된 시간과 자료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사례의 다양성과 내용의
구체성에 한계 존재
- 국내 공항개발 여건/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 조사된 국가 내에서 다른 공항개발 사례 추가 조사와 조사된 사례에 대한 추가 자
료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내용 보완 필요

․기존 공항의 확장개발 사례 외에 신공항 개발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
․미국의 경우 다양한 공항개발 주체 및 재원 분담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
․도서지역/소규모 공항의 개발 사례 조사
- 조사된 국가 외 나라의 다양한 신공항 개발사례에 대한 조사

․우리나라의 지리, 사회, 경제 등의 여건과 유사한 국가에 대한 조사 필요

- 공항관련 갈등이 해결된 사례 중 해결 방안에 대한 상세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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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해외 공항개발 사례
q (호주) 멜버른 공항 제3 활주로 건설사업

◦ 멜버른 공항은 Australia Pacific Airports Corporation(APAC)이 소유한 Australia
Pacific Airports Melbourne(APAM)이 임대 운영하고 있음
- APAC는 총 5개의 기관투자 펀드가 소유14)
ㅇ 멜버른 공항의 운영자 APAM은 제3 활주로 건설사업 진행을 위해 2022 Master Plan
과 제3 활주로 예비 주요 개발계획(Draft MDP)을 수립하여 2022년 2~5월 대중에 공
개하고 의견수렴
- 멜버른 공항 제3 활주로 건설은 2013 Master Plan에서 동-서 방향으로 제안하였고
연방정부로부터 승인받음
- 2018년에 예비 주요 개발계획(MDP)을 수립하고 공개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기
술적 문제로 승인 요청 연기, 최종적으로 제3 활주로는 남-북 방향으로 결정하고
MDP 재수립
ㅇ 제3 활주로 건설은 2022년에 시작, 2025년 완공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지연되고 있
음. 예상 총공사비는 15억 AUD로 멜버른 공항운영자인 APAM이 투자하는 것으로 계
획함(기존 활주로 확장 포함)
q (호주) 멜버른 공항 접근로 개선사업
ㅇ 멜버른 공항 내에 고가차로 건설로 대중교통과 개인 교통을 분리하여 공항 접근로
혼잡 감소를 목표로 함
- 총 2단계로 나누어 건설사업을 계획하였고, 2019년 연방정부로부터 접근로 개선

14) Utilities of Australia, SAS Trustee Corporation, AMP, IFM Investors, Future Fund
(https://www.melbourneairport.com.au/Corporate/About-us/Corporate-Information/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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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단계 MDP 승인 받음
- 현재 COVID-19의 영향으로 사업이 일시 중지되었음. 2022년에 1단계 사업 재개
하여 2023년 완공, 2025년 2단계 사업 완공 목표로 함
ㅇ 예상 사업비는 총 4억 AUD로 Melbourne Airport 부채(Debt Finance)로 사업비 조달
계획

q (호주) 웨스턴 시드니 공항 건설 사업15)
ㅇ 연방정부는 2014년 시드니 공항의 용량 부족에 대비하여 시드니 서쪽 Badgerys
Creek을 신공항 부지로 공표하고, 2016년 공항 계획(Airport Plan)을 발표
- 초기 공항은 3.7 km 단일 활주로, 연간 여객 천만 명 수용 가능한 터미널을 계획하
고, 추후 활주로 및 터미널 확장이 가능토록 계획
ㅇ 연방정부는 2017년 공항 건설을 위해 Western Sydney Airport(WSA Co)를 설립하고,
최대 53억 AUD 투자(Equity Finance, 자본투자) 계획함
ㅇ 2018년 1단계 공사를 시작하였고, 1단계 주요 공사에는 지반공사, 포장과 Airside 토
목공사, 터미널 및 Landside 등이 포함됨
- 2026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초기 지반공사를 완료(2020)하고 주요 지반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2년 활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임

q (영국) 히드로 공항 확장사업16)17)
ㅇ 장기적으로 런던과 영국의 남동부 지역 공항의 용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2012년
연립정부는 공항 위원회를 설립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항 용량과 그 시기에 대한
검토 수행
ㅇ 위원회는 환경적, 지역적 검토를 기반으로 히드로 공항의 북서쪽 활주로 건설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정부는 이 대안을 예비 공항 국가 정책으로 선언(Draft
Airports National Policy Statement, Airports NPS)
- 2017년 예비 Airports NPS는 의견수렴을 위해 대중들에게 공개되었고, 의회의 검
토를 거쳐 2018년 공항 국가 정책으로 지정

15) Australian Government(2021), “Western Sydney Airport – Airport Plan”
16) Department for Transport(2018), Airport National Policy Statement: new runway capacity and
infrastructure at airports in the South East of England
17) Heathrow(2019), Heathrow Airport Expansion – Consultation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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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히드로 공항은 제3 활주로 건설을 포함한 히드로 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2019년에 수행하였으나, 2020년 법원은 새 활주로 건설은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 변
화에 대한 정부의 약속과 다르기에 불법이라고 판단
ㅇ 2020년 말 법원은 새 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고 개발 동의서(DCO,
Development Consent Order) 획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COVID-19
로 인해 사업 진행은 중단됨
- DCO 획득 절차 중 Pre-application 단계로서, 히드로 공항 확장사업의 DCO 획득
에 최종 결정까지 14개월 이상 소요 예상
ㅇ 히드로 공항은 Heathrow Airport Holdings Limited(HAL)이 소유하고 운영중으로
HAL은 스페인, 카타르, 캐나다,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 자본의 컨소시엄(FGP
Topco Limited)이 소유함
ㅇ 히드로 공항 확장사업의 예상 비용은 160억 파운드로 히드로 공항 운영자(HAL)가 자
본과 부채 혼합 방식으로 재원 마련 계획
q 맨즈턴 공항(Manston Airport) 재개항 사업
ㅇ 영국의 남동쪽에 위치한 맨즈턴 공항은 군 공항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민·군 공용공
항, 민간 공항 이후 2000년대 저비용 항공사 허브 공항을 목표로 정규 노선 유치하였
으나, 2014년 공항 운영 적자 확대로 공항 운영 중단
ㅇ 맨즈턴 공항 소유자인 RiverOak Strategic Partners(RSP)가 맨즈턴 공항을 항공화물
허브와 관련된 비즈니스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으로 재개항하기 위해 2015년
DCO 획득 절차 신청을 공표
ㅇ RSP는 맨즈턴 공항을 연간 만회 이상의 화물기 운항을 처리하는 공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백만 파운드를 15년에 걸쳐 투자하는 계획 수립
- 개발계획에는 활주로 및 유도로 업그레이드, 화물터미널, 관제탑 및 행거 건설, 여
객처리시설 확장, 공항 주변 개발 등이 포함
ㅇ Pre-application 단계를 거쳐 2018년 맨즈턴 공항 사업 DCO 획득을 위한 지원서를
PINS가 승인, 조사기관(Examining Authority)은 맨즈턴 공항 사업 DCO 지원서를 검
토한 후 교통부 장관에게 DCO 승인하지 않토록 권고함(2019)18)
- 조사기관은 교통부 장관이 맨즈턴 공항 사업에 DCO를 승인할 경우에 대비한
DCO의 권고내용을 같이 제시함

18) PINS(2019), Manston Airport - Examining Authority’s Report of Findings and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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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기관의 권고내용과 반대로 2020년 교통부 장관은 맨즈턴 공항 사업에 DCO를
승인하였으나, 2021년 고등법원은 교통부 장관의 DCO 승인에 대한 설명부족을 이
유로 DCO 효력을 정지시킴
- 법원의 결정 이후 교통부 장관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
고, DCO 승인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진행중

q (미국) 윌리스턴 베이슨 공항 건설 사업(Williston Basin Airport, ND)19)
ㅇ 노스다코다의 정유산업의 발전과 윌리스턴 시의 슬루린 필드 국제공항(Sloulin Field
International Airport)의 제약사항(활주로 재포장, 확장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공항 건설이 계획됨(‘11)
- 윌리스턴 베이슨 공항은 두 개의 크로스 활주로와 연간 35만명의 여객 처리가 가
능한 소규모 공항으로 계획
ㅇ 타당성 조사/입지선정(2014), 환경영향평가(2015), 공항 Layout Plan 승인(2015), 토
지매입(2016)을 거쳐, 약 2년여의 공사를 통해 2019년 개항
ㅇ 건설비용은 약 2.73억 미달러(USD)로 FAA가 1.12억 USD(43%), 노스다코다주가 0.55
억 USD(19%), 윌리스턴시가 1.05억 USD(38%)를 투자함

q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재확장사업
ㅇ 하네다공항 재확장사업은 <그림 1>과 같이
등 정비사업,

① 활주로 정비사업, ② 터미널, 주기장

③ 기타 공사로 사업을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면서 민간 자

본 활용하여 사업 추진

① 활주로 정비사업은 정부의 직할 사업으로서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
의 약 20%인 1,300억엔(무이자 대출 등)을 요청, ② 터미널, 주기장 등 정비사업은
민간 자본 유치, ③ 기타 공사는 수요 동향에 맞춰 단계적 개발 계획
ㅇ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방법으로 진행된 ② 터미널, 주기장 등 정비사업은
-

착공시점인 2008년부터 2038년까지 BOO(Build-Own-Operate)방식으로 운영
* 민간투자사업(PFI)은 민간 자본으로 공공 인프라의 재원을 공급하여 민관파트너쉽
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호주와 영국에서 시작

19) Baker, C. and M. Short(2020), The New Williston Basin Internation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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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성, 하네다공항 재확장사업 및 수도권 제3공항

<그림 1> 하네다공항 재확장사업

q (일본) 나리타국제공항 확장사업
ㅇ 나리타국제공항 확장사업은 제2활주로(B) 연장 및 제3활주로(C) 신설(<그림 2>)을 포
함한 공항시설 변경사업으로 연간 출도착 횟수 50만회를 목표로 함
ㅇ 나리타국제공항은 일본 정부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나리타국제공항주식회사
(NAA)가 운영중. NAA는 나리타국제공항 기능강화사업 총 사업비 약 5,000억 엔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융자 4,000억 엔을 요청함

자료: 치바현, 나리타공항에 관한 4자 협의회

<그림 2> 나리타국제공항 제2활주로 연장, 제3활주로 신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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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NAA는 2018년 국토교통성, 치바현, 공항인근 9개 지자체와 공항확장사업에 대해 합
의함. 공항주변 소음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고 공항확장사업은 2028년 완공
을 목표로 사업용지 취득 및 이전보상 진행중

q (일본) 주부국제공항 개발사업20)
ㅇ 2005년 개항한 주부국제공항은 일본 중부 나고야에 위치한 거점공항으로 주부국제공
항주식회사가 운영
- 주부국제공항주식회사는 정부(국토교통성) 40%(335억엔), 지방정부 10%(84억엔),
민간기업이 50%(418억엔)의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
ㅇ 주부국제공항은 약 5,950억엔의 총 사업비로 완공
- 총사업비는 정부 보증채 및 대출금 약 65%, 민간 차입금 20%와 자본금 14%로 구
성됨. 사업비 투자 주체별로는 정부가 총사업비의 65%, 지자체가 7%, 민간기업이
28%를 투자함(<그림 3>)

<그림 3> 주부국제공항 건설 사업비 분류

20) 주부국제공항주식회사(2009), https://www.centrair.jp/assets/doc/corporate/ir/kessan_setsumei20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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