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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검토위원회 
진행경과 

1차 회의 
2018. 9. 19. 15:00 
핚국공항공사 

검토위원 상견례, 위원장 선출 

2차 회의 
2018. 10. 04. 10:00 
설문대여성센터 

운영규정 채택, 읷정과 의제 논의 

3차 회의 
2018. 10. 18. 10:00 
핚국공항공사 

재조사용역팀 1차 보고 및 토의.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수요예측 vs 사회경제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 

4차 회의 
2018. 11. 01. 10:00 
제주 웰컴센터 

각 대앆별 세부평가 부재, 기존 공항 확장앆 평가 부재 
쟁점 논의. 첫번째 얶롞 브리핑. 

5차 회의 
2018. 11. 15 10:00 
핚국공항공사 

싞도후보지 홗주로 위치 변경 문제 제기, 토의. 
평가항목과 기준, 배점 등 방법롞 문제 토롞 

6차 회의 
2018. 11. 22 10:00 
제주 

싞도2 후보지 위치 변경, 정석 후보지 평가 문제 토의 

공개보고회 
2018. 11. 22. 15:00 
제주농어업읶회관 

검토위 경과와 주요 쟁점 요약 설명, 질의 응답 

7차 회의 
2018. 11. 29 10:00 
핚국공항공사 

정석 후보지 평가 등 입지선정 주요 쟁점 토의 

8,9차 회의 
2018. 12. 13. 10:00 
핚국공항공사 

8차(오젂) 정석 및 성산 후보지 평가, 방법롞 등 기존 
쟁점 정리 및 추가 쟁점 제기 / 9차(오후) 검토위 연장 
여부 논의. 국토부의 연장거부로 파행 종결.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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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위의  

쟁점 개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의  

신뢰성 검증 

1.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규모, 어떤 방법으로? 

 - 수요예측 vs  생태적, 사회경제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 

 

2. 대안간 비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현 제주공항 확장의 여러 대안과 각각의 수용능력, 신공항 대안 배제 문제 

 

3. 절차적으로 정당했는가? - 주민참여와 수용성 

 

4. 제2공항 입지선정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했는가? 

• 평가항목과 기준, 적용 방법은 적절한가? 

• 신도 후보지 평가 : 위치, 소음,  환경성 평가 등 

• 정석 후보지 평가: 기상(안개일수), 환경성, 공역, 공공시설 지원 등의 평가기준과 근거, 부소오름 절
취 문제 

• 성산 후보지 평가: 공역, 기상(안개일수), 장애물(오름 절취 은폐), 동굴 조사, 철새도래지 문제 등 

5 



검토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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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위원회 일방 
종결에 대한 
강영진 위원장의 
입장(1) 

ㅇ 검토위 운영규정(제1조 목적)에 의거하면, 검토위의 기본 임무는 다음 네 가지로 규정돼 있음  

   1. 타당성 재조사 용역 연구진의 연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 

2.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함 

3. 도민들의 의견수렴과정 실시  

4.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 실시 

 

ㅇ 위 네 가지 임무 면에서 검토위 활동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점검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음 

 

1. 재조사 연구 모니터링 :  

- 재조사연구진의 용역수행기관과 검토위 활동기간이 어긋나는 바람에 연구진행과정에서의 모

니터링은 이뤄지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용역진의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추가보완지시를 하는 

식으로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음 

강영진 위원장은 
국토부 추천위원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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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문제점들 검토 :  

- 사전타당성조사 및 재조사연구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단히 활발하게 제기되었으며, 검

토작업을 진행하는 상태였음 

 

3. 도민들의 의견수렴과정 :  

- 검토위 운영규정 3조⓺항은 “검토위는 공개적 방법에 의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 지역주민과

의 소통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토위 차원에서 도민여론수렴 관련 활동을 한 것은 지난 11월 22일 도민설명회를 한 것이 유

일했음 

- 그 자리에서 위원장 등 주최측에서는 도민들에게 차후 토론회 등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 약속한 바 있는데, 검토위 활동이 여기서 종료되게 되면 검토위가 도민

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 발생 

 

검토위원회 일방 
종결에 대한  
강영진 위원장의 
입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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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 

- 검토위 운영규정 상, 위 세가지 활동을 모두 수행한 후 위원들간 논의와 평의-평결작업을 토

대로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검토위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설정됨 

- 그러나, 이 네 번째 임무에 해당하는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임 

 

ㅇ 이런 상황에서, 

- 대책위 추천 위원들은 검토위 활동기간의 연장을 요구했으나,  

- 정부측 위원들의 부동의로 합의되지 않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게 되었음  

 

ㅇ 이에 따라, 검토위 활동이 이렇게 매듭지어지게 된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아쉽고, 책임을 통감함. 

검토위원회 일방 
종결에 대한  
강영진 위원장의 
입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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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위원회 구성 직젂에 국토부가 성산읍 
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 
 
- “타당성 재조사 연구기관의 조사결과, 검
토위원회 권고, 공롞조사 시행시 그 결과 모
두를 함께 존중”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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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제주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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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추진
논리와 경과 

• 최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터미널 혼잡이 발생하고 있음 
  
- 2014년 국내선은 2,094만명, 국제선은 226만명이 이용하였으며, 항공기 운항횟수는 

145,533임 
- 최근 5년간(10-14) 여객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나타남 

 
• 피크시간대에는 시간당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항공사의 운항요구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터미널 혼잡으로 여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현 제주공항의 혼잡을 완화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주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함 

  
- 제주지역은 관광객 지출이 전체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들은 거의 모두 항공교통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는데 공항의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관광객 방문에 제약이 생긴다면 제주 경제 활성화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 

사타 보고서 중 

과업의 배경 

확충필요성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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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1~’15):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방안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 조사 (‘11.1) 

 
• 제주도, 국토연구원에 용역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10.6~’12.4, ) 
  =>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조기 추진 건의(‘12.5)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대선공약으로 채택(’12.11) 
 

•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 시행(’13.8~’14.9, 항공대) 
  => ’18년경 활주로 혼잡 가중 예측,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 시행 결론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14.12~’15.12, 항공대) 
   => 최적대안으로 성산읍 일원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제시(’15.11) 
 

☑ 계획(2017년 예타 발표시): ’17~18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19년 실시계획, ’20년 

용지보상 착수/착공, ’21~24년 본공사 시행, ’25년 개항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2공항 추진
논리와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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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한국개발연구원, ‘16.1~12)  

 => 경제성 분석 결과, B/C=1.23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 결론 

 - 오름 절취 등 사타에서 누락된 문제 나타남 

 

•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18.6)  

- ’17년 예산 47억 중 전략환경영향평가(7억) 외에는 명시이월 

- 2018년으로 이월된 예산도 불용처리하고 ’19년 예산에 새로 38억 편성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구성/운영(’18.9.19-12.13) 

- 현재 9차 회의까지 진행하고 국토부의 연장 거부로 파행 종료됨 

 - “항공정책 지속가능성, 장래 주변국의 항공정책 방향, 국제유가의 변동 가능성 등 제주도 

항공수요에 영향을 줄 있는 정책적 변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항시설 확충의 규모와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예비타당성 보고서> 정책제언) 

제2공항 추진
논리와 경과 

확충필요성과 규모 

그 동안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문제제
기와 투쟁으로 2년 
가량 지체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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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추진
논리와 경과 

확충필요성과 규모 

년도 
운항(편수) 여객(명)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1997 31,576 31,558 63,134 4,868,081 4,951,048 9,819,129 

1998 25,494 25,485 50,979 3,710,129 3,759,851 7,469,980 

1999 24,987 24,991 49,978 4,107,425 4,134,709 8,242,134 

2000 27,838 27,837 55,675 4,545,454 4,580,485 9,125,939 

2001 30,300 30,297 60,597 4,646,367 4,673,970 9,320,337 

2002 34,334 34,347 68,681 4,936,757 5,002,943 9,939,700 

2003 38,495 38,574 77,069 5,379,102 5,423,887 10,802,989 

2004 38,011 38,064 76,075 5,524,141 5,580,200 11,104,341 

2005 36,752 36,804 73,556 5,646,483 5,708,442 11,354,925 

2006 39,265 39,346 78,611 6,029,981 6,079,855 12,109,836 

2007 46,498 46,575 93,073 6,111,772 6,184,654 12,296,426 

2008 47,840 47,831 95,671 6,172,323 6,275,761 12,448,084 

2009 49,633 49,690 99,323 6,780,872 6,862,491 13,643,363 

2010 51,665 51,761 103,426 7,806,027 7,918,333 15,724,360 

2011 56,332 56,364 112,696 8,552,775 8,649,103 17,201,878 

2012 60,361 60,338 120,699 9,175,005 9,268,042 18,443,047 

2013 65,223 65,231 130,454 9,975,453 10,079,785 20,055,238 

2014 72,746 72,787 145,533 11,586,871 11,610,925 23,197,796 

2015 79,336 79,355 158,691 13,121,331 13,116,231 26,237,562 

2016 86,316 86,427 172,743 14,846,593 14,860,771 29,707,364 

2017 83,642 83,638 167,280 14,793,321 14,811,042 29,604,363 

2018 77,024 77,042 154,066 13,585,655 13,613,757 27,199,412 

* 2018년은 11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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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필요성과 규모 

제2공항 추진
논리와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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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필요성과 규모 • 수요 예측은 정확한가? 

  

- 2045년 기준 사타에서는 연간 여객수요 4,500만, 운항횟수 29.9만회,           
                   예타에서는 연간 여객수요 4,043만, 운항횟수 24.7만회 예측 

- 500만명(10%이상) 차이: 사타의 예측이 인구변수(출생률, 고령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 

- 다른 공항의 경우에도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경우가 많음 

 

• 예측되는 수요만큼 공급(공항 확충)해야 하는가? 

 

- 세계적 관광지들이 과잉관광의 폐해를 겪으면서 진흥(promotion)에서 
관리(management)로 전환하는 추세 

- 단순히 예측되는 수요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적정수요 목표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확충 규모와 방법을 정해야 

- 주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놓고 제주 섬의 환경/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수용능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수요 예측  
 

vs.  
 

수용력/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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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 수 급증 이후 주산업이 농업에서 관광서비스업으로   넘어가고 1980년대 
GDP의 약 80%가 관광에 의존 

▪ 관광객 유치만을 위하여 무계획적인 도시 건설과 인프라 확충 

▪ 해안선이 사라지며, 비옥한 토지가 황폐화 => 호텔과 레스토랑, 카페 등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섬 

▪ 무분별한 개발로 섬이 가지고 있던 매력 감소/제거하는 역설 => 값싼 관광객으로 
넘침 

▪ 여행의 질적 향상 움직임도 발생 - ‘마요르카=저렴한 여행’ 이미지 결합 현상은 
깨어지지 않음 

“여름 시즌이면 알코올과 고성방가, 거리에서의 비키니 혹은 웃통 벗고 배회 등 - 독일에서는 할 수 없고, 할 엄두도 내지 못하던 - 

통제를 벗어난 행위가 밤낮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이 발러만을 즐기기 위해 마요르카를 찾는 (대부분 젊은) 독일 

관광객들로 넘쳐 나고 있다. 이런 하위문화는 사실 대량 관광의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했으나 2000년 이래 급 상승선을 그리다 

세계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2008년 이후의 시기에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 마요르카는 당시 소위 ‘질적 관광’을 고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돈벌이’를 위해 관광객에게 모든 것이 허용된 것이다. 이는 관광지와 관광객 간의 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을 

대변해 준다.”(이성주, <독일인 대량관광에 의한 스페인 휴양섬 마요르카의 변화상>) 

과잉관광의 사례 1 - 마요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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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관광의 사례 2 - 베니스 

“이제 더 이상 도시는 삶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임대료에 집을 구할 수도 없고 가게를 운영 

할 수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도시에서 진짜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베니스는 단지 

5시간 남짓 머물고 떠나는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5일간 생활하고 일하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 쇼핑카트를 들고 나와 거리를 메우고 대량관광 
반대 시위를 벌이는 베니스 시민들(2016.9) 

“베네치아에 하루 들어오는 관광객이 주민 전체 수보다 훨씬 많은 7
만여 명인데, 시에서는 1만5천 명을 지속가능한 최대치로 보고 그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베네치아 시의회의장 
19 



과잉관광의 사례 3 - 바르셀로나 

이건 관광이 아니라 침공이다! 

20 



과잉관광의 사례 4 - 하와이 

“하와이의 노숙자 증가는 제한된 섬이라 생활비는 

많이 드는데 임금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주 

정부 대변인 신디 맥밀리언에 따르면 현재 집계된 

노숙자 수는 7,620명에 달하는데 그 중 30%는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월급으로는 살인적인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다.” (2015. 11. 17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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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관광의 사례 5 - 몰디브 

“마지막 파라다이스라는 몰디브의 리조트와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살아가는 몰디브의 수도 

말타입니다. 극소수 자본을 가진 토호들과 

관광객들은 지역주민들과 격리된 

파라다이스와 같은 리조트와 같은 환경에서 

지내겠지만, 대부분은 몰디브 주민들처럼 

건물로 빼곡한 바다만 파란 저런 섬에서 

티격태격 보내겠죠. 이게 성장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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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2011): 숙박요금, 지역별로 등급별로 차등. 0.5~7유로  

▢ 그리스(2018.1): 숙소 등급별 0.5~4유로 

▢ 오스트리아: 지역별 차등 부과되는 숙박세(비엔나 호텔로 3.02% 이내) 

▢ 벨기에: 지역별로 차등 부과되는 숙박세 

▢ 불가리아: 도시세(숙박세)와 휴양지세(입장료) 

▢ 프랑스: 품질과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숙박세(0.2~4유로) 

▢ 독일: 숙박세(지역에 따라 0.5~5유로 범위 또는 숙박비의 5%) 

- 독일 프랑크푸르트(2018): 휴일 관광객에 4유로 입장료 

▢ 헝가리: 1일 숙박비 4% 

▢ 크로아티아: 4등급 4계절 차등 부과하는 숙박세 

▢ 네덜란드: 호텔 등급별 숙박료의 일정%(암스테르담 2017년 5%→ 6%로 인상) 

▢ 슬로베니아: 지역 호텔 등급별로 0.6~2.5유로 

관광세 도입 국가
와 지역들 급증 

확충필요성과 규모 

과잉관광에 대한 
대응 

 
- Promotion에서 
Managemen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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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리스본(2016/1):  1인당 1일 1유로 지자체 관광세 부과. 

- 포르투갈 포르투(2018.3): 1인당 1일 2유로의 관광세 도입 

▢ 스페인 발레아레스 섬(2016.7): 숙박세 1일 최고 2유로 (휴일관광은 2배) 

- 스페인 이비자 마요르카: 고급호텔 1인당 1일 4유로, 중급호텔 3유로, 아파트/크루

즈선 2유로, 캠핑/호스텔 1유로 

- 스페인 바르셀로나: 5스타 2.25유로, 4스타 1.1유로 등 숙박세 

▢ 스위스: 1인 1일당 숙박세 지역별 등급별 차등부과 

- 미국 사이판: 입도세 5달러 

- 미국 48개 주: 숙박비 1%~ 12.5% 

- 미국 캘리포니아 페블비치: 드라이빙 요금 10달러 

관광세 도입 국가
와 지역들 급증 

확충필요성과 규모 

과잉관광에 대한 
대응 

 
- Promotion에서 
Managemen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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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탄: 외국인은 비자 발급 시 관광프로그램을 구입해야 입국허가. 성수기 250달러, 

비수기 200달러중 65달러는 관광세, 나머지는 숙박, 식사, 교통, 가이드 비용 

▢ 일본(2019.1): 사요나라세(출국시 항공요금에 1천엔 부과) 

- 일본 오키나와(2019): 입도시, 렌트카이용시, 숙박시 부과 

- 일본 홋카이도(2019): 입국시, 렌터카이용시, 숙박시, 대중교통이용시, 주차시, 선

물구입시 부과(6가지 관광세) 

▢ 말레이지아(2017.8): 외국인 관광객에 숙박시설 등급에 따라 방 하나 당 1일 2.3링

깃(600원) -20링깃(5200원)부과. 

▢ 중국 저장성우전시: 도시입장료 150위안(약 25,000원) 

※ 제주도(2020예정?): 숙박(1,500원), 승용렌터카(1일 5,000원), 승합렌터카(1일 1만

원), 전세버스 이용요금 5% 

관광세 도입 국가
와 지역들 급증 

확충필요성과 규모 

과잉관광에 대한 
대응 

 
- Promotion에서 
Managemen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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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오버투어리즘 현상과 대응방향>, 2018. 10 

제주도 이미 과잉관광! 
 
▶전문가 35명 진단 
 
- 중기+말기: 68.6% 
- 심각+매우 심각 56.2% 

확충필요성과 규모 

26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면적 인구 연간 관광객수 

제주 1,833 km² 68만명 1,580만명(2016) 

하와이 28,337 km² 143만명 865만 명(2015) 

오키나와 2,281 km² 143만명 861만명(2016) 

발리 5,700 km²  310만명 570만명(2017 외국인) 

마요르카 3,640.11 km²  87만명(2011) 1,180만(항공편) 

<세계의 주요 섬 관광지 비교> 확충필요성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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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확충필요성과 규모 

구                  분 2015년  2016년  증감율(%) 2017년 증감율(%) 

총                  계  13,664,395   15,852,980  16.0   14,753,236  -6.9 

내국인 

소         계    11,040,135   12,249,959  11.0   13,522,632  10.4 

개 별 여 행    8,424,404   10,153,104  20.5  11,304,702 11.3 

부분패키지    1,750,211     1,281,249  -26.8    1,436,918  12.1 

패  키  지       865,520        815,606  -5.8  781,012 -4.2 

외       국       인    2,624,260     3,603,021  37.3  1,230,604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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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1975 1987 2010 2013 2016 2018.6 

33.5만 

41만 

50.5만 
57만 

60만 
65만 

68.6만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제주도 인구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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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순이동 인구 추이> 

지난 15-20년 사이 이주민 인구가 15만 내외로 추정됨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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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체증 

  

인프라의 과부하와 
환경 파괴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  
 
 
▪ 평균시속: 26.6km(’17) → 23.1km(’18) 
→  18.9km(’20) 
 
▪ 교통혼잡비용: 4,285억원(’16) → 
 6,561억원(’25) 증가 예상 

31 

▢ 제주도 자동차 등록대수: 500,197대  
 
▪2017년말 현재 승용 39만9597대, 승합 2
만703대, 화물 7만8728대, 특수자동차 1169
대 등 50만197대 
 
▪ 기업민원 서비스 추진에 따라 다른 시도
에서 제주도에 등록하는 자동차 12만9935대
를 제외하더라도 37만262대 
 
▪10년전인 2008년 23만3518대에 비해 무
려 114% 증가 



• 오폐수 방류 – 해양 환경오염  

인프라의 과부하와 
환경 파괴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하수처리장으로 발생 오수를 이송해 처
리해야 하지만 유입인구 증가 등으로 하수 
유입량 증가에 따른 처리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만 하더라도 관련 
행정절차와 공사 시행기간까지 포함하면 
족히 6~7년 이상은 걸리는 사업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을 비롯해 도내 하
수처리장 대부분이 유입량에 비해 처리량
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 

 
출처 : 제주경제신문(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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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구, 관광객 및 쓰레기 

제주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 현상이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7.1. 

인프라의 과부하와 
환경 파괴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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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제주시 회천동의 홖경시설관리소에 쌓여 있는 5
만여 개의 압축 쓰레기 

▪ 2017년 제주도 생활폐기물은 하루 
1332t 

- 2011년 764t의 2배 육박 

- 1인당 배출량 하루 1.92kg으로 전국 최
다 

- 관광객 1회 용품 사용 영향 

 

▪ 특히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량이 2011
년 198t에서 319t으로 급증 

- 도내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치
는 200t 수준 

- 반출비용: t당 18만원(운송비 포함) 

- 질이 낮아 품질인증 받지 못해 반출 처
리 어려움   

인프라의 과부하와 
환경 파괴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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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파괴와 경관훼손  

인프라의 과부하와 
환경 파괴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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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읍 취수허가량은 1일 총 21만
3000t으로 지속이용 가능량(10만4000t)
보다 215% 초과 

- 함양량 21만6000t에 육박 

▪ 한경면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총 15
만2000t으로 지속이용 가능량(7만
3000t)보다 무려 224% 초과 

- 함양량 14만8000t도 초과 

▪ 한림읍은 지하수 취수허가량(12만t)
이 지속이용 가능량(11만4000t)보다 
119% 초과 

▪ 애월읍 취수허가량이 1일 총 11만
6000t으로 지속이용 가능량 6만8000t
에 비해 184% 초과 

 
출처 : 제주일보 2018.10.24 

(http://www.jejuilbo.net) 

인프라의 과부하와 
환경 파괴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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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의 과부하와 
환경 파괴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 대기, 녹지, 소음 등 전반적인 환경 여건 악화 체감 

▶앞으로도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 

37 

제주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 현상이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7.1. 



제주도 지역총생산(GRDP) 추이 

1970 

240억원 

1980 

3,492억원 

1990 

19,237억원 

2000 

55,824억원 

2015 

138,941억원 

579배 증가 

경제는 성장, 
체감 소득은 하락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1970 

6.6만원 

1980 

74만원 

1990 

380만 

2000 

1,065만원 

2015 

2,390만원 

362배 증가 

제주도 1읶당 지역총생산(GRDP)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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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제주지역 1읶당 실질 GRDP <그림 2-8> 제주도민의 소득에 대핚 주관적 읶식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경제는 성장, 체감 소득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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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성장, 
체감 소득은 하락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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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땅값 상승률은 2015년 7.57%, 2016년 8.33%를 기록해 2년 연속 젂국 1위 
▪ 2017년에는 5.46%로 세종과 부산에 이어 3위  

부동산 폭등: 축복
인가 재앙인가?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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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섬의 수용력과 
지속가능성 

부동산 폭등: 
축복인가, 재
앙인가? 

▪ 2017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제주는 41.1%에 불과(젂국 평균 59.3%)  

▪ 단독주택도 제주가 43.1%로 최저(젂국 평균 51.9%) ▪ 공동주택도 68.3%로 젂국 최저(젂국 평균 70%)  

(2018) 

42 



부동산 폭등: 축복
인가 재앙인가?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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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제1878호 
 (2016.10.12~10.18) 

개별공시지가 홗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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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 

주거비  
상승 

영세상읶 
몰락 

주택가격 
상승 

상가임대
료 상승 

세금/복지
부담 증가 

농지 매각 
농업기반 

약화 

과잉관광 

난개발 

제주 매력 
상실 

싸구려  
관광 

관광의존 
심화 

대자본  
이익 집중 

과잉관광은 생태적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경제적 지속가능성도 
위협핚다! 

부동산 폭등: 축복
인가 재앙인가?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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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기간 
(2014.12.~2015.11.)  
성산읍 토지거래: 총 3767건, 
734만2392㎡ 
 
- 2014년(1751건, 404만8327

㎡)에 비해 건수는 115%, 면
적은 81.4%  증가 
 

- 제주 2공항 건설 부지에 포
함된 성산읍 고성리와 난산
리, 수산리, 신산리, 온평리 
5개 마을의 토지( 2465필지 
586만1000㎡) 중에 
33.7%(830필지), 
46.5%(272만8000㎡)가 외
지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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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공동체적 유대관계는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었음 

- 농촌에서도 전통적인 수눌음(품앗이) 관계 점진적 해체 → 노동시장으로 대체 

 - 개발지역과 비개발지역, 개발지역내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분화 

 

• 이주민의 급증 

- 지난 15년 정도의 이주민 15만~20만 명 추정. 제주 인구의 1/4이상 

- 과거 이주와 차이: 지역 공동체와 분리된 생활 기반과 문화 차이 

- 농촌마을에 살아도 기존 주민공동체와 괴리된 이질적 집단 

 

• 다양한 사회갈등 요인 잠재 

- 관광/개발 수혜지역(집단)과 비수혜지역(집단), 토박이와 이주민, 관광객과 주민 등 

 

• 공동체와 개인의 정체성 위기 

- 단기간에 공동체와 개인의 존재(정체성)를 구성하는 자연환경과 인문∙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 정체성 혼란, 삶의 불안정성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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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이주민에 대핚 읶식 <그림 2-15> 이주민에 대핚 부정적 읶식의 이유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제주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 현상이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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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강력 절도 폭력 지능 교통 

제

주 

발생

건수 
54.2 0.6 6.8 8.8 6.8 23.1 

비중 100 1.2 12.5 16.2 12.5 42.6 

전

국 

발생

건수 
35.6 0.5 4.7 5.9 6.0 11.4 

비중 100 1.4 13.2 16.4 17.0 32.1 

2011년 2015년 

순위 지역 발생량 지역 발생량 

1 광주 43.5 제주 54.2 

2 제주 42.9 광주 41.6 

3 대구 38.4 부산 40.0 

4 경남 36.4 대구 39.8 

5 강원 35.8 울산 38.0 

읶구 1000명당 범죄발생건수 비교(2015년) 읶구 천명당 범죄발생률 상위 5개 시·도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제주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 현상이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7.1. 

49 



제주도민의 사회앆전(범죄)에 대한 인식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 : 경찰청 

제주도 범죄발생회수 

제주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 현상이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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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에서 관리로,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급 

확충필요성과 규모 

제주의 수용력
과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투어리스트피케이션 현상 해소와 제주도민의 궁극적인 삶의 질 향

상 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관광산업의 정책적 측면에서 ① 입도세 부과 및 ② 무비자 정책에 대한 제고 및 관리

방안 강화 및 ③ 관광객 수 제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④ 관광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 배분, ⑤ 여가 활성화를 통

한 정서적 삶 안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관광객들을 위한 ⑥ 공정여행에 대한 인식과 ⑦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의 소통의 장 확대를 통해 관광정책에 있어 지역주민을 참여확대를 

지적하였다.  

 

<제주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 현상이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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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필요성과 규모 

적정 규모와 대안 
재검토 

▢ 단순 수요 예측 

  

- 2045년 기준 사타에서는 연간 여객수요 4,500만, 운항횟수 29.9만회,           
                   예타에서는 연간 여객수요 4,043만, 운항횟수 24.7만회 예측 

- 예타는 인구변수(출생률, 고령화) 등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함 

- 2016년까지는 급증하여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2017년, 2018년 2년 연속 감소세 

- 특히 2018년에는 내국인 관광객도 감소 

- 따라서 단순 예측치로도 4천만 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적정 규모 검토 

- 2018년 도지사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제주도가 수용 가능한 연간 관광객 
수를 2천만 명 미만으로 제시함 

- 선박을 이용한 관광객수가 200만 명 이상(2016년 국내여객선 160만 명, 
국제크루즈 120만 명 등 280만 명)  

- 따라서 연간 1,700만~1,800만 명(공항 여객 수요 기준 3,500만 명 내외)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 확충 방안을 마련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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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 

제주 공항 확충 대안 검토  

 

– 기 검토된 기존공항 확장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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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타당성 용
역의 기존공항 확
장안 

: 1,310m 이격 독
립 활주로 건설 

: 활주로 사이 매립
하여 터미널 건설 

 

=>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와 

해양환경 파괴로 부적

합 결론 

확충 대안 검토 

▶보고서 총 321쪽 중 단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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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321쪽 중 단 1쪽 

사젂타당성 용역 

의 싞공항 건설앆 

 

▶제주도지사의 요

청으로 대앆 평가 

제외  

확충 대안 검토 

※ 각 대앆별 세부 
평가 및 최적 대앆
을 선정하라는 과
업지시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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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평균 여객수
(176명) 기준시  
연간 37,312,000명 수용 

▢ 사타의 기존공항 
확장 검토안(1)  
 
: 210m 이격 평행 활
주로 신설(보고서 미
수록) 

확충 대안 검토 

※운항횟수당 평균 여객수 
 
2014년 159명, 2015년 165명 
2016년 172명, 2017년 176명 
2018년 176명 
 
▶사타에서는 2013년(153명) 기
준으로 여객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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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의 기존공항 
확장 검토안(2) 
 
: 400m 이격 평행 활
주로 신설(보고서 미
수록) 

확충 대안 검토 

▶ 2017년 평균 여객수
(176명) 기준시  
연간 37,312,000명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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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의 기존공항 
확장 검토안(2) 
 
: 보조활주로 600m 
연장(보고서 미수록) 

확충 대안 검토 

활주로 건설 없는 단기확충 방안보다 왜 용
량이 적냐고 지적하자 212.5천회로 정정함 

▶ 2017년 평균 여객수
(176명) 기준시  
연간 37,312,000명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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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m 이격 평행활주로 건설 
 
- 시간당 용량 30% 증가 

- 연 17.2만 -> 22만회로 증가 

- 보상비 포함 1조 2천억원 소요 

※ 2017년 회당 평균 여객수 기준시 
연 38,720,000명 

▢ 760m 이격 평행활주로 건설 
 
- 시간당 용량 50% 증가 

- 연 17.2만 -> 25만회로 증가 

- 보상비 포함 3조 2천억원 소요 

※ 2017년 회당 평균 여객수 기준시 
연 44,000,000명 

▢ <제주개발 개발
구상 연구>(2012) 
기존공항 확장안 

확충 대안 검토 

※운항횟수당 평균 여객수 
 
2014년 159명 
2015년 165명 
2016년 172명 
2017년 176명 
2018년 176명 
 
▶사타에서는 2013년(153
명)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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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m 이격 엇갈림 평행활주로 
 
- 시간당 용량 50% 증가 

- 연 17.2만 -> 25만회로 증가 

- 보상비 포함 3조 8천 5백억원 소요 

※ 2017년 회당 평균 여객수 기준시 연 
44,000,000명 

▢ 1310m 이격 평행활주로 건설 
 
- 시간당 용량 100% 증가 

- 연 17.2만 -> 34.4만회로 증가 

- 보상비 포함 5조 7천억원 소요 

※ 2017년 회당 평균 여객수 기준시 연 
60,544,000명 

▢ <제주개발 개발

구상 연구>(2012) 

기존공항 확장앆 

확충 대안 검토 

독립활주로(1,310m이
격)의 경우에도 매립과 
비용 최소화를 위해 교
량 연결 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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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 평행활주로와 교차
활주로의 용량 산정 문
제 
 
▶2012년 제주공항 개
발구상 용역: 이격 거리
에 따라 연간 22만회
~25만회 
 
▶2009년 인천공항 용
역: 22.6만회(360m)~24
만회(414m) 
 
▶사타에서는 거리 관계 
없이 212.5천회 
 – 근거 불명확 
 

확충 대안 검토 

▶ FAA 기준: 근접 평행활주로(또는 교차활주로)+평행유도로의 경우  
                    연간 수용량은 236,000회 

▶2017년 회당 평균 여객수(176명) 기준시 41,536,000명 

▶적정수요는 물론 예타에서 예측한 수요를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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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확충 방안 
 
 
▶ 2017년 평균 회당 
평균 여객수 기준으
로  계산하면 ,  연간 
33,264,000 명  수 용 
가능 
 
  
▶ 제2공항 건설을 
서두를 이유 없다!! 

확충 대안 검토 

※ 영국의 게트윅 공항은 단일 활주로로 시간당 50회 이상 운행  

• 시간당 슬롯(이착륙 횟수)을 늘리려면 시설∙장비∙인력 충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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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한국교통연구원/한국종합기술, 2017.12) 

▢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연
구>에서는 2025년 
회당 여객수를 200명 
내외로 예측 
 
▶ (활주로 신설 없는) 
단기확충 방안만으로
도 3,800만 명 수용 
가능 
 
189,000회x200 = 
37,800,000 

 
▶ 서두를 이유 없다!! 

확충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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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한국교통연구원/한국종합기술, 2017.12) 

▢ 관제시설, 장비, 인

력의 확충 시급 

 

▶ 안전 문제는 슬롯수가 

아니라 아니라 장비와 인

력 문제 

 

※ 2019년 국토부 예산

안에 들어 있던 관제탑 

신축 (212억 ), 관제장비 

교체(338억),  윈드 시어 

관측 장비(30억) 예산 기

재부에서 전액 삭감 

확충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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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게 강행되

는 제2공항은 제주의 

헬게이트가 될 것 

 

- 잘 되면 제주가 망

가지고 

- 안 되면 혈세 낭비 

- 강정 해군기지 이

상의 갈등과 상처 

불가피 

서두를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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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3]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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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입지 평가의  

주요 쟁점 

▢ 신도 후보지 평가 

 ▪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 이동(1단계->2단계) 

   : 최적화를 위한 이동? 소음과 환경성 평가 등  점수 하락  

 ▪ 최적조건인 신도 해안쪽을 후보지에서 배제: 2012년 용역에서 검토했음에도 근거 제시 없이 배제 

 

▢ 성산 후보지 평가 

 ▪ 공역 평가: 군작전공역 중첩 평가 제외 

  ▪ 기상평가: 연평균 안개일수 조작(17일 → 12일)  

  ▪ 지반(동굴) 정밀조사 방기 

  ▪  철새도래지(버드스트라이크) 

 

▢ 정석 후보지 평가 

 ▪ 기상평가: 연평균 안개일수 조작 

 ▪ 공역 평가  

 ▪ 환경성 평가 

 ▪  공공지원지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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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소음 평가 
 
▶ 적용기준과 평가방법 

 
- 제주공항의 2014년 수요 기준  

 
- 배치된 활주로 방향에서 소음권 

75WECPNL이상의 건축물 면적
으로 상대평가 
 

- 소음권에 포함되는 건축물 면적
을 10등급 척도법으로 평가하여 
6등급 이하는 탈락시킴 
 

▶2/3단계에서는 피해 가옥수로 평
가함 

 
▶건축물 면적 기준의 소음 평가는 
전례가 없는 비과학적 기준: 소음 피
해는 건축이 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1단계에서는 타당성 없
는 평가기준(건축물 면적)을 적용했
는가? 

(사타 p.183)  

1단계 평가에서 
 
 신도1은 소음 문제

로 탈락함 
 

 신도2는 최종 3단
계 후보까지 진출 
 

- 3단계에서 소음과 
환경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신도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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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출발: 
신도2 소음등고선
(3단계) 

▢ 이 소음등고선에 따
르면 신도1은 소음으로 
탈락할 수 없다! 
 
▶싞도1은 싞도2 왼쪽
(해앆방향): 싞도2보다 
소음피해 적어야 
 

 
1) 신도1 탈락이 오

류일 가능성 

2) 신도1 소음등고선
일 가능성(실수? 
고의?) 
 

=> 둘 다 아니었다! (사타 219)  

* 사타 보고서에 소음등고선은 
3단계에서 처음 제시됨 

싞도1 ? 
(추정) 

신도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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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1과 신도2의  
활주로 좌표와 소음
등고선 
 
(검토위 제출)  

GRS80 좌표(수치지도상 좌표) 

후보지 홗주로 시점 홗주로 종점 

싞도-1 X=123540.7873 Y=76924.1079 X=125766.7308 Y=74625.1569 

싞도-2 X=124529.2029 Y=77875.7558 X=126688.6775 Y=75514.2585  

신도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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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도1과 싞도2 후
보지 위치(1단계) 

1단계 좌표에 따른 싞도 1,2 홗주로 위치(소음등고선 중앙) 

신도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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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도1 후보지 홗주로
와 소음등고선 
 
▶싞도/무릉/영락읷과
리, 대정 읷부 등 포함 

 
▶탈락핛 만핚 위치! 

 
▶해앆쪽으로 주거지가 
없는 들판이 있는데 왜 
하필 마을들이 있는 곳
을 후보지로? 

싞도1(1단계) 소음등고선 

신도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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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도2 후보지 홗주로
와 소음등고선 
 
 
▶고산지역 읷부를 제
외하고 대정읍 마을들
은 극히 읷부만 소음피
해지역에 포함 
 
▶건축물 면적으로 산
정핚 결과 대정 농공단
지 읷대의 공장과 창고
들이 소음피해 대상으
로 표시됨 

대정농공단지 

고산 

싞도2(1단계) 소음등고선 

신도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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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싞도2 소음등고선
이  이상하다! 
 
- 위치와 방향이 1
단계 홗주로 중심선
과 젂혀 다름 
 
 

 1단계 후보지 홗주로 좌표에 
따른 싞도 1,2 홗주로 중심선 

 사타 보고서 싞도2 소음
등고선(3단계) 

신도 후보지 평가 

74 



 1단계 후보지 활주로 좌표에 따른 
신도 1,2 활주로 중심선 

- 녹남봉이 좌측에 있음 

 사타 보고서 신도2 위치도(2단계) 
 
- 위치와 각도가 다름 
- 녹남봉이 우측에 있음 

녹(농)남봉 

신도2 후보지는 
옮겨졌다! 
 
▶위치와 방향 모두 
이동 
 
 
▶왜 옮겼는가?  

 
 최적화? 

신도 후보지 평가 

75 

사전타당성/신도1,2리_img01_2.jpg


싞도2 후보지
는 옮겨졌다! 
 
2단계에서 남서
(바다)쪽으로 이동 

 
각도도 바뀜 

 

신도 후보지 평가문제 

원래의 신도1과 신도2(노란색)와 
옮겨진 신도2(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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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 219) 

싞도2 위치/방향 
이동 - 왜? 
 

▶소음피해 지역 현

저히 증가 

 

▶ 공역도 악화 

- 제주공항과의 갂섭 

가능성 증대 

(사타 219) 

신도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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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도2와 하모1 비교 

신도2 위치/방향 
이동 - 왜? 
 
 
▶이동 후 소음 꼴찌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는? 

 
= 하모1와 성산 사이 
 
= 이동 후의 1/3 이
하(추정) 

신도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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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 220) 

신도2 위치/방향 
이동 - 왜? 
 
 
▶이동 후 소음 꼴찌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는? 

 
= 하모1와 성산 사이 
 
= 이동 후의 1/3 이
하(추정) 

신도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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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단계는 소음보
상 가옥수로 선정 
 

- 제3종 구역 가구수로 
평가 

-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은 매수청구, 이
전 보상 

- 소음법 개정으로 제2
종 구역(90~95웨클)
도 매수청구 가능 

- 제3종 구역(75~90웨
클)은 가,나,다 지구로 
나누어 각종 보상/지
원 

신도2 위치/방향 
이동 - 왜?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는? 

- 신도2 소음 피해
가구는 약 700가
구 내외로 추정됨 
 

- 소음 점수: 1.5점
에서 11~12점으
로 상승 
 

신도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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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3단계 
공항부지 
 
노란색=1단계  
공항부지(예상) 

신도2 위치/방향  
이동 – 왜? 
 
 

▶원래 위치면 환경성

도 훨씬 양호 

- 원래 공항부지에는 보

전지구 중첩 없음 

(사타 222) 

신도 후보지 평가 

※ 사타에서 환경성은 공항

부지와 보전지구(경관/생

태계/지하수)의 중첩만을 

기준으로 평가함 

▶진입표면상의 오름 절취 

등은 환경성 평가와 무관함 

81 



* 싞도2에서 중첩 지정되어 있는 보젂지구는 녹남봉임 

(사타 221) 

신도2 위치/방향  
이동 – 왜? 
 
 

▶녹남봉이 부지 밖이

면 보전지구(경관, 지하

수) 중첩면적 없어짐 

신도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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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도2 홗주로 좌표(1단계)에 따른 홗주로와 공항부지(예상)  

신도2 위치/방향 
이동 – 왜? 
 
 

▶원래의 위치일 경우

공항부지로 수용되어야 

하는 가구도 거의 없음 

 

신도 후보지 평가 

▶ 최적화? 최악화!  

: 소음, 환경성, 공역, 

사회적 영향(주거지 

수용) 등 모두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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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남권 신공

항 사전타당성 용역 

최적화 사례 

 

▶최적화의 근거와 

내용 제시함 

신도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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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지 않았다면?  

 

▶소음 1.5=>11~12 

▶환경성 4.5=>15 

▶공역도 개선 가능성 

▶ 신도2 평가 최소 20
점 이상 상승 

(사타 229)  

※ 장애물, 확장성 개
선?(재조사 용역진) 
 
▶ 개선되더라도 1~2
점 수준 

신도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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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1,2보다 더 나
은 대안도 있었다! 

신도 후보지 평가 

▢ 2012년 용역 신
도 후보지(활주로 2
본 신공항 후보) 

 
▶ 활주로 1본 시 좌
측 해안가 활주로 대
안 가능 

 
▶오름 훼손 없고 소
음피해 최소화 

녹남
봉 

좌측(해앆쪽) 홗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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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봉 인근 지질도 
- 맨 왼쪽 연한 연두색이 수월봉 응회환 

싞도1,2보다 더 나

은 대앆도 있었다! 

 

▶수월봉 화산쇄설층 

훼손 우려? 

동남쪽 이동 가능 

 

 

신도 후보지 평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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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대안도 있
었다! 

모를 수 없었다! 

 

2012년 용역 연구

책임자가 사젂타

당성 용역에 참가 

신도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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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과 결롞 

□ 신도 후보지 평가 관련 팩트 

- 1단계에서 신도1을 마을 가까이 배치하여 소음으로 탈락시킴 

- 23 단계에서는 신도2 부지를 남서쪽으로 위치를 옮기고 방향(각도)도 바꿈 

- 위치/방향 이동으로 녹남봉이 공항부지로 편입되고, 신도∙무릉∙영락∙일과리 등

이 소음등고선 안으로 편입됨 

- 이로 인해 소음과 환경성이 악화되어 성산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게 됨 

- 바다 쪽에 인접한 더 나은 대안이 2012년에 이미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타 용

역 후보지에서는 아무 근거나 설명 없이 배제됨 

 

□ 단순한 부실이 아니라 2012년 용역 당시 최적 대안이었던 신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적 조작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2단계에서 신도2 위치와 방향을 옮겨 소음, 환경성을 악화시킴 

- 신도1,2를 나누어 가능한 대안을 두루 검토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이미 검토했던 

더 나은 대안이 있었음에도 배제 

신도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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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진 답변에 
대한 검토/반박 

신도 후보지 평가 
검토위 7차 회의 보고자료 

▢ 신뢰성 문제 
 
▶ 그동안 소음 등 신
도1,2 평가에 대한 문
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위치/방향 이동에 대
한 어떤 설명도 없었음 
 
▶검토위에서 제기된 
이후에야 사실 인정하
고 최적화라고 주장 
 
▶사타 과정에서 검토
된 내용인지도 확인할 
수 없음 

▶가시오름은 진입표면 저촉되지 않으며 당산봉은 절취량이 적어지는 정도 

▶녹남봉 전이표면 저촉은 북측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회피 가능 

▶설사 녹남봉이 일부 절취되더라도 환경성 평가에는 영향 없음(부지 밖이기 때문에 부지와의 중

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지도상으로 볼 때 모든 오름을 회피할 수 있는 최적화 대안도 가능(최적화 검토 원본 자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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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진 답변에 
대한 검토/반박 

신도 후보지 평가 

▶지형과 사업비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위치/방향 이동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소음영향? 대정읍 주거지역은 소음등고선 밖에 있음.  

▶소음등고선 외부에 있는 지역의 소음피해는 평가와는 무관함.  

▶사타에서 설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기술임. 

검토위 7차 회의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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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진 답변에 
대한 검토/반박 

신도 후보지 평가 

▶위치 이동으로 수월봉 화산쇄설층과의 거리는 더 가까와짐 

▶향후 확장 시 내륙측 확장 가능성은 위치 이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사항이 아님  

▶현 제주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 부지를 선정하는 상황에서 ‘확장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수 없음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확장 가능성을 이유로 지금 당장 녹남봉을 제거하고 소음피해 지역이 대폭 

확장되는 대안으로 최적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검토위 7차 회의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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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공역평가 

성산 후보지는 군작
전구역(MOA39)과 
진입표면 중첩되는
데도 평가에 누락 

성산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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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공역평가 

▢ 군작전구역 중첩 
평가시 0.5 감점 

(난산과 동일 기준)  

 9점 

 

▶10점 등간격 평가
법에 따르면 신도2 
(8.8점)와 성산(9점) 
모두 10점이 됨  

※ 반면 더 멀리 있는 난산은 굮공역 중첩으로 감점 

성산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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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공역평가 

성산 후보지 평가 

▶가중치 적용시  
신도2와 성산은 똑
같은 30점이 됨 
 
▶성산과 신도2 간
의 3점 차이 없어지
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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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공역평가 

▢ 군공역 평가 누락
에 대한 사타(재조사
팀)의 해명은 한마디
로 넌센스 
 
▶해군 비행기는 육
상으로 비행하지 않
는다?? 

성산 후보지 평가 군공역 평가 누락에 대한 해명(검토위 8차 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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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기상 평가(사타 217) 

  안개일수 오류 
 
▶안개일수는 인근 기
상대 10년치 평균 기
준 
 
▶사타에서는 고산 28
일, 제주 16일, 서귀포 
23일, 성산 12일로 제
시됨 
 
▶비교적 가깝고 비슷
한 조건의 서귀포와 
성산의 안개일수가 큰 
차이를 보임 

성산 후보지 평가 
2단계 기상평가(사타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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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홈페이지 데이터(2004-2013)에 따른 앆개일수  

기상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연평균 사타 

제주 11 11 23 13 21 13 20 15 8 18 153 15.3 16 

고산 11 8 25 17 23 29 33 57 34 34 271 27.1 28 

성산       10 10 10 24 33 11 17 115 16.4 
12  

(-> 17) 

서귀포 29 15 29 26 20 14 23 42 15 17 230 23 23 

※  비고 : 성산 앆개일수는 2007년 4월 1일부터 관측 
※※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7년치(2004-2013)를 합산(115일)하고 10으로 나눔 

  안개일수 오류 
 
▶성산기상대의 경우 
2007년부터 측정 
 
▶7년치 합계(115일)
를 10년으로 나누어 
12일로 계산 
 
▶실제 연평균은 17일 
(모두 올림 기준임) 

성산 후보지 평가 
검토위 4차 회의 보고 ▶ 
(재조사 용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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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후보지 평가 

  안개일수 오류 
 
▢ 고의적인 조작 의심 
 
▶기상청 데이터를 검
색하면 연도별 데이터 
표시 

 
▶성산기상대 데이터
가 2007년부터 기록된 
것을 쉽게 확인 
 
▶고의적인 조작이 아
니더라도 평가에 영향
을 미치는 중대과실임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안개일수 검색(2004-13) 화면 

99 



성산 후보지 평가 

  안개일수 오류 
 
▢ 재조사 용역팀의 해
명(검토위 8차 회의) 
 
▶성산 앆개읷수 오류
사실은 읶정 

 
▶안개일수를 교정해
도 2단계 상대평가에 
별 영향에 없음을 강조 
 
▶3단계 평가에 대한 
영향은 거론 않고 회피 

재조사 용역팀 보고자료(검토위 8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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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평가 

성산 후보지 평가 ○  성산 안개일수 오류가 3단계 평가에 미칠 영향 

- 3단계에는 두 개의 수치만 존재함: 성산과 난산 12일, 신도1와 하모1은 28일 

- 상대평가만으로 평가할 경우 안개일수 차이가 1일이든 30일이든 똑같이 1점과 10점으로 평

가됨. 예컨대 성산 안개일수가 12일이든, 17일이든 점수가 같을 수 있음. 극단적으로는 27일

이라도 성산은 10점, 신도2(28일)은 1점이 될 수 있음. 

- 이는 사타의 평가방법이 전혀 과학적이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 

 

○  영남권 신공항 사타의 경우 안개일수 40일을 최대 한계치로 잡고 40일=0점, 0일=10점으로 

하여 등간격으로 평가함. 

-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도2(28일)은 3점, 성산(17일)은 6점이 됨 

- 신도2와 성산의 안개일수 점수차는 9점에서 3점으로 줄어들게 됨. 

- 영남권 신공항 사타의 평가방법이 훨씬 과학적이고 합리적임. 

 

 ※ 사타에서도 윈드 커버리지의 경우는 절대치(95)를 설정하고 상대평가로 6~10점 부여 

※ 2단계 안개일수 평가: 정석 1점, 성산 10점 => 영남권 사타의 방법 적용시 정석은 2점, 성산은 6점 

▶공정성과 과학성이 
결여된 기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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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과학성이 
결여된 기상 평가 

기상 평가 

성산 후보지 평가 ※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안개일수 평가방법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p.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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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평가 
: 오름절취 누락 

 

장애구릉 
저촉 

가능성 
비 고 장애구름 

저촉 
가능성 

비 고 

1 지미봉 미저촉 7 후곡악 저촉 약 50m 젃취필요/원추표면 

2 알오름 미저촉 8 유건애오름 저촉 약 95m 젃취필요/수평표면 

3 은월봉 저촉 약 40m 젃취필요/원추표면 9 나시리오름 저촉 약 45m 젃취필요/원추표면 

4 대왕상 저촉 약 55m 젃취필요/수평표면 10 모구리오름 저촉 약 100m 젃취필요/원추표면 

5 대수산봉 저촉 약 40m 젃취필요/수평표면 11 통오름 저촉 약 45m 젃취필요/수평표면 

6 낭끼오름 저촉 약 90m 젃취필요/수평표면 12 독자봉 저촉 약 60m 젃취필요/수평표면 

▶ 수평표면/원추표
면 좌우에 있는 장애
물을 하나도 절취하
지 않아도 된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한다면, 다
른 후보지에 대해서
도 동일한 기준 적용
해야 

성산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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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정밀조사 생략 

 
 
▶ 과업지시서: “예비조
사에서 선정된 대안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각종 
기술조사 (지반조사  포
함), 경제성 분석 등 시행” 
 
▶사타팀은 과업지시서
에 지시된 지반조사를 
하지 않고 경비 3천만원
을 반납함  예비타당성 조사 지적 사항 

- “다”급 신방굴이 매장 문화재 가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구 물리 탐사를 통한 지하동굴 존재 여부 검토와 용암동굴에 따른 지

반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성산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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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정밀조사 생략 

 

용암동굴은 단순히 

지반의 강도 문제가 

아님 

 제주도 용암동굴은 제주도만의 고유한  자연유산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 

안전성에도 영향  

- 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만일 보존 필요 동굴이 나오면 진행 불가  

=> 최초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정밀한 지반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함 

성산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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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정밀조사 생략 

 
 
※ 영남권 신공항 사
타의 지반 조사 사례 

 

영남권 공항 사타의 지반조사  

성산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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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평가 제
외 

 

▶조류 보호와 버드스트
라이크 위험 때문에 조
류 보 호 지 역 으 로 부 터 
8km 이격 권고(ICAO와 
FAA기준, 항공법 제93
조 규정) 

▶성산 후보지 인근은 
구좌 하도리로부터 오조
리로 이어지는 철새도래
지 벨트 

▶ 하도리로부터 8.6km, 
종달-시흥해변으로부터
는 약 7km, 오조리로부
터는 약 5km 이격 

성산 후보지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정보시스템 
http://nature.jeju.go.kr/ecology/nature_map.asp?code1=A04&code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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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와 예타의 

B/C(비용편익) 분석, 

무려 8배 차이 

 

사젂 타당성 예비 타당성 

▶ 총사업비 4조 8,734억원(예타) 

- 사타 4조 887억원에서 7,853

억원 증가 

 

▶사전 타당성 용역과 예비 타당

성 용역의 비용편익 분석 오차가 

800% 이상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B/C가 1 이하로 떨어질 가능

성도 있음 

성산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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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이미 공
항시설이 되어 있음 
 
▶다른 조건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결정
적인 문제(차이)만 
없다면  우선  선정 
대상이 되어야 
  
▶공동체 해체, 주
민이주 등의 사회적 
요인 최소화: 보상 
등 경제적 비용으로  
환원 불가 
 

정석 후보지 평가 

정석 후보지는 2단계에서 공역, 기상, 환경, 공공시설지원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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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공역 평가는 난이도에 따라 1과 10으로만 평가. 왜? 
- 다른 항목은 등간격 평가 

공역 평가 

▶“북측 진입 곤
란”으로 1점” 
 
▶구체적인 이유 
명시되지 않음 
 
▶제주공항 항로 
중첩?  
장애물(오름)? 

정석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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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팀 보고(6차) 

▶ 1,3단계에서는 공역도 등간격으로 평가함. 왜 하필 2단계에서만 1/10점으로 평가?  
 
▶“북측 진입 곤란＂의 사유가 장애물 때문인가?  

- 공역에서 무엇을 평가하는가? 장애물도 포함되는가? 
 
=>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음 => 7차 회의 때는 다른 이유를 제시(항로) 

정석 후보지 평가 

공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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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팀 보고(7차) 
 
제주 공항과의 간섭
으로 항로 구성 곤란 
 
▶ (제주공항 인접)으
로 표시된 두모, 인성, 
김녕1과 같은 이유?  
 
- 왜 정석만 ‘북측 진
입 곤란’으로 표시? 

정석 후보지 평가 

공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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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1의 경우 진

입표면간 거리가 정

석과 같은 8.2km이

지만 10점 통과 

 
▶ 풍향 고려 결과라
고 해명(검토위 보고) 

제주 착륙-하모1 이륙 시는? 

제주 이륙-하모1 착륙 시는? 

정석 후보지 평가 

공역 평가 

검토위 7차 회의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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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공역평가 
 
▶하모1은 제주공
항과의 운항경로 
간섭으로 최저점 
 
- 풍향 고려 없음 
 
▶ 2단계에서는 풍
향을 고려했다가 3
단계서는 뺐다? – 
왜? 

3단계 공역평가 (사타 216) 

풍향을 고려하여 배제
했다는 이착륙 방향임 

정석 후보지 평가 

공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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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문가 자문 
: “정석은 항로구성 난도 높
음. 그러나 1점/10점 평가방
식은 논띾의 여지.“ 
(7차 회의, 재조사팀 발얶) 

▶결국 정석과 하모

1은 항로구성 난이

도에서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점/10점으로 나뉜 

것임 

정석 후보지 평가 

공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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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평가(오름 절
취 문제 와 남측 이동 
가능성) 

 

□ 사타업체 의견: “(남측이동 대앆) 부지 조성을 위핚 젃성토량이 많으며, 이 경우도 현 제주공

항과의 공역 문제 해소는 어려움” 

 

□ 재조사팀: “남측이동 대앆도 현 제주공항과의 공역 중첩 문제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또핚 개략적읶 토공량을 분석핚 결과, 남측 대앆의 경우 경제성에서 크게 불리핚 것으로 판단 
▢ 사타팀과 제주도

는 정석 불가 사유

로 기상과 오름 절

취를 제시 

 

▶ 이에 대해 주민

들은 활주로 남측 

이동 가능성 제기  

정석 후보지 평가 

▶ 사타에서 남측이동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음: 용역책임자(김병종 교수) 확인 
 
▶2단계에서는 지형조건(절성토량) 평가는 있으나 경제성 평가는 없었음 => 경제성 평가는 3
단계에 가서 하면 됨 

검토위 7차 회의 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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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에서 검토했던 
정석 후보지 
 
▶ 기존 주활주로를 북
쪽으로 연장(700m가
량)하는 안 
 
=> 오름 절취 증가 
 
▶ 그래놓고 ＂오름 절
취 때문에 안된다“고 
오름을 중요시하는 것
처럼 위장 

사타2단계(200) 

홗주로 좌표 

정석 후보지 평가 

장애물 평가(오름 절
취 문제 와 남측 이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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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후보지 평가 

재조사팀 보고(7차) 

▶ 주홗주로 연장 성토량만 약 5,700만m3? 
 
- 2단계 젂체 토공량(4,640만m3)보다 많다? 
 
▶ 2km 이동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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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 2단계(212) 

2012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 
용역(p. 220) 

▶지형조건(토공량) 평가는 절토량과 성토량을 구분, 
반입량을 산출하여 평가해야 하는데 구분 없음 
 
- 3단계에서는 별도 평가 없음(사업비에 흡수)  

정석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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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후보지 평가 

남측으로 1120m 이
동하면 북측 오름 절
취하지 않아도 됨 
 
활주로 연장과 이동
을 합쳐서 활주로 남
쪽 끝점이 2km 정도 
이동하면 됨 

▢남측 1200m 이동시 충분히 짂입표면 회
피(5m 차이) 
 
 
▶홗주로~부소오름 거리 = 5600m 
 
▶ 이 거리의 진입표면 높이  
  = 3000m/50 + 2600m/40 = 125m  
 
▶ 고도 차이: 부소오름(471m)-정석비행장
(351m)=120m 
 

장애물 평가(오름 절
취 문제 와 남측 이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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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측 이동시 지형

조건(성토량)은 불리

해지지만 오름은 절취

하지 않아도 됨 

정석 후보지 평가 

장애물 평가(오름 절
취 문제와 남측 이동 
가능성) 

121 



▢ 기상데이터 출처를 4개 기상대만 표시 

 ▶ Windcoverage의 경우 성산과 동일(성산기상대 자료) 

 ▶ 안개일수는 성산과 큰 차이: 출처 표시 없이 정석비행장 자료 활용 

기상 관련 자료의 
공식성과 신뢰성 

기상 평가(안개일수) 

정석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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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비행장에는 안개 측정 자료 없어 

▶ 10년간 총 운영시간 2,377시간 중 시정과 운고 착륙최저치 미만인 213시간을 %로 환산 

 (213/23,771)ⅹ100 ≒ 9% => 1년으로 환산하여 안개일수 도출 

     365일ⅹ0.09 ≒ 33일 

기상 관련 자료의 
공식성과 신뢰성 

정석 후보지 평가 

기상 평가(안개일수) 

※ 결항율이 제주공항 
1.2%인데 정석은 9%?  

=> 공항으로 사용했을 경
우의 결향율과는 무관. 실
제 제주공항(CAT II)에서
는 시정 300~350m에서도 
이착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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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형평성)과 
과학성 결여 

1) 평가 기준(요소)의 차이, 불공정 

 

▶다른 후보지는 안개만, 정석 후보지는 ‘시정’에 ‘운고’까지 포함  

- 시정 저해 요인도 안개 외에 강수(비, 이슬비, 눈, 우박), 연무와 스모그, 황사 등 포함 

▶정석비행장의 시정 측정거리는 800m, 기상청 안개 측정거리는 1,000m 

▶상대평가에서 비교자료 다르면 자료의 성격과 한계 등 밝히고 보정 방법 찾아야. 

※ 다른 기상대에도 시정과 운고 자료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음.  

 

※ 안개일수와 비교하려면 적어도 운고는 제외해야 

 ▸ 운고를 제외하고 시정만 계산할 경우 연 143시간(6%)  

 => 사타의 방법으로 날짜 환산시 365 x 0.06 ≒ 22일   

 

2) 시간 → 일수 환산의 비과학성 

▸시정 연 143시간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이면 28.6일, 3시간이면 47.7일, 10시간이면 14.3일  

=> 평균치가 없으면 어떤 수치도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음. 

 

3) 자료의 신뢰성: 시정과 운고 10년 평균을 산정한 원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음. 가공된 데이터? 

정석 후보지 평가 

기상 평가(안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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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관련 자료의 공식

성과 신뢰성 

 

▶출처도 적용배경도 

밝히지 않음: 과업지시

서 위반 

▶과업 지시서 : “연구 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 및 외국기준 등을 조사 검토하여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적용

해야 하며,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340쪽 용역보고서 어디에도 정석비행장 출처 밝히지 않음: ‘단순오타’라고 우김 

▶기상관측 자료가 공식성을 인정받으려면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1년 두 

차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정석 비행장은 제출하고 있지 않음. 

▶안호영 질의에 대한 정석비행장 측 답변 : “비행훈련에 필요한 자료일 뿐 항공기 운항

에는 제공될 수 없는 자료” 

 국토부 관계자: “정석비행장이 항공법 제 70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한 관

제탑이 운영되고 있어, 항공법 제70조 제2항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조종사

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동법 제2조에서 항공업무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항공기

의 운항으로서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음 

정석 후보지 평가 

기상 평가(안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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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핚 해 김포공항의 기상으로 읶핚 결항편수는 총 231편이었다. 그 중 1월은 눈, 비 등 

강수에 의핚 시정악화와 함께 홗주로 결빙으로 70편의 가장 높은 결항을 보였다. 또, 복사

앆개가 주로 발생하는 가을철 중 9월이 39편 결항으로 월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핚국교통관제사협회) 

정석 후보지 평가 

기상 평가(안개일수) 

▶정석비행장을 포
함하여 제주의 안개
일수는 인천공항이
나 김포공항에 비해 
적은 편 
 
▶안개일수 등의 기
상조건은 정석비행
장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음 
 
▶사타에서도 기상
의  가중치는  매우 
낮아(100점 중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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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평가에서 지역의 
특수성 반영 필요(ICAO) 
 

정석 후보지 평가 

기상 평가(안개일수) 
▶제주공항의 경우 기상요인에 
따른 항공기 결항 요인 중 시야거
리(시정)에 의한 결항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임 
 
- 태풍과 바람에 의한 결항이 압

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최근에는 폭설로 인한 결항 증
가 추세 
 
▶따라서 제주의 경우 태풍과 바
람, 눈을 주요하게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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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후보지 평가 

 환경성 평가 

▢ 경관, 생태계, 지
하수 보전지구 중
첩으로 낮은 점수 
 
▶ 공항을 새로 짓는 
곳보다 환경 피해가 
크다? 납득하기 어
려움 
 
▶중첩지역 중에서 
이미 정석비행장 부
지에 편입된 지역 포
함 가능성 높음 
 
※사타 검토 내역 확
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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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 평가 

경관보젂지구 
 
1등급 중첩? 

2012년, 제주공항 개
발구상 연구, p. 187 

정석 후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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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젂지구 
 
1등급 중첩? 

2012년, 제주공항 개
발구상 연구, p. 188 

정석 후보지 평가 

 환경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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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자원 보젂
지구 
 
1등급 중첩? 

2012년, 제주공항 개
발구상 연구, p. 189 

정석 후보지 평가 

 환경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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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지원 
평가 

※공공지원 시설이란? =>”후보지에 전력, 급수, 통신 등을 제공하는 편리성”(재조사팀) 

정석 후보지 평가 

▶경제성 문제: 3단계
에서는 사업비에 흡수 
 
▶ 정석은 이미 기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 가능 
 
▶ 시/읍과의 거리만
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2단계에서 불필요
한 항목으로 정석 탈
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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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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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종합 ▢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해온 의문과 검토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문과 쟁점들이 대부분 

해소되지 않은 채 국토부의 연장 거부로 검토위가 종결됨 

 

▢ 특히 신도2 후보지와 성산 후보지의 평가의 문제점을 함께 놓고 볼 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최종 후보지가 변경될 수 있을 정도로 사전타당성 용역의 입지 선정 평가에 중

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음 

 

▶ 사타의 평가기준에 따를 때 신도2 후보지 위치와 방향 변경으로 소음과 환경성 평가에서 20점 이

상 감점이 발생함 

- 재조사 용역진의 해명대로 장애물 평가가 일부 상향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해도 여전히 18~19점

의 차이가 있음(가중치 적용시 장애물 평가는 5점 만점에 불과함) 

▶ 반면 성산 후보지는 군공역 평가 미반영, 안개일수 계산 오류 등으로 실제보다 높게 평가됨 

- 군공역 저촉 반영시 공역평가에서 신도2(27점)와 성산(30점) 간의 3점 차이가 없어지게 됨 

대책위 추천 검토위
원 7인의 의견 
 
강순석 위원 
강원보 위원  
문상빈 위원 
민만기 위원 
박찬식 위원 
서영표 위원 
전재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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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종합 ▢ 정석 후보지의 2단계 탈락과 관련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기준의 적용 등도 현저히 타당

성을 결여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검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검토위원들은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으며, 이에 성산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함 

 

▢ 아울러 이 재검토 과정에서 최근 과잉관광에 따른 교통난,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문제, 

자연환경과 경관의 훼손, 전국 최고 수준의 범죄율, 과도한 지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활비 상

승과 1차 산업 기반 약화 등 제주도의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공항 확충의 적정 규모와 대안을 결

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주도와 정부에 권고함. 

대책위 추천 검토위
원 7인의 의견 
 
강순석 위원 
강원보 위원  
문상빈 위원 
민만기 위원 
박찬식 위원 
서영표 위원 
전재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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