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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인천국제공항 제방빙 매뉴얼은 인천국제공항내에서 수행되는 항공기 제방빙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및 조업사가 수행하여야 할 절차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제방빙 매뉴얼은 인천국제공항의 제방빙 및 조업절차의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항공우주 엔지니어와 관련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SAE International 글로벌 협회의
AS6285, AS6286, ARP6257 규정을 기반으로 관련 국제 표준과 권고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종사자는 공항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방빙 품질이 국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참고하여
안전한 공항운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방빙 매뉴얼에서 기술된 절차에 따라 항공사와 조업사는 자체 절차를 수립하여
야 하며 매뉴얼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 수행업무와 차이점이 발생되거나, 적용 불가
능하거나, 비실용적이라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방빙 매뉴얼은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가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http://www.airport.kr)에 공개되어 있으며, 기타 문의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류장관제팀(전화 032-741-2606, 전송 032-741-26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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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본부장

인천국제공항 제방빙 매뉴얼

Rev 6 (2021.12.06.)

매뉴얼 개정 현황
구분

개정일

근 거

Rev 1

2017.11.27

운항지원처-4729(2017.11.27.)

Rev 2

2018.11.22

운항지원처-4232(2018.11.22.)

Rev 3

2019.05.30

운항지원처-2639(2019.05.30.)

Rev 4

2019.11.26

운항지원처-6237(2019.11.26.)

Rev 5

2020.11.05

운항지원처-6463(2020.11.05.)

Rev 6

2021.12.06

비 고

인천국제공항 제방빙 매뉴얼

목

Rev 6 (2021.12.06.)

차

제1장 개요 ········································································································ 1
1. 목적 ········································································································· 1
2. 적용범위 ································································································· 1
3. 역할과 책임 ··························································································· 1
4. 관련근거 ································································································· 1
제2장 제방빙장 및 제방빙조업장비운영 ······················································ 2
1. 제방빙장 개요 ······················································································· 2
2. 제방빙상황 준비 및 운영단계 발령 ·················································· 3
3. 제방빙장 배정 ······················································································· 4
4. 제방빙조업장비 대기 ··········································································· 5
5. 제방빙조업장비 배치 ··········································································· 5
6. 제방빙조업 중 정보교환 ······································································ 6
7. 제방빙조업진행 및 조업우선순위 ······················································ 6
8. 다목적주기장 제방빙 운영절차 ·························································· 7
제3장 제방빙조업 ···························································································· 9
1. 제방빙 일반 ··························································································· 9
2. 제방빙 안전수칙 ··················································································· 9
3. 제빙 ········································································································· 9
4. 방빙 ········································································································· 9
5. 용액 ······································································································ 10
6. 제방빙조업 주의사항 ········································································· 11
7. 확인사항 ······························································································· 12
8. 통신절차 ······························································································· 14
9. 엔진-온(Engine-On) 제방빙 절차 ·················································· 16

인천국제공항 제방빙 매뉴얼

Rev 6 (2021.12.06.)

10. 항공기 분사 금지구역 ····································································· 20
제4장 제방빙 우발계획 ·············································································· 21
1. 목적 ······································································································ 21
2. 제방빙 우발상황 ················································································· 21
3. 악기상 ··································································································· 24
제5장 제방빙조업 품질점검(Audit) ···························································· 25
1. 품질점검의 일반사항 ········································································· 25
제6장 용액검사 ······························································································ 26
1. 목적 및 개요 ······················································································· 26
2. 권장 검사 주기 ··················································································· 26
3. 검사 방법 ····························································································· 27
제7장 강설시 비상대응조직(A-CDM Cell) ··············································· 32
1. 목적 및 개요 ······················································································· 32
2. 소집 및 구성 ······················································································· 32
3. 소집의 해제 ························································································· 32
제8장 인천공항 항공교통량 조절 ····························································· 33
1. 목적 및 개요 ······················································································· 33
2. 각 기관별 역할 ··················································································· 33
제9장 부록 ······································································································ 31
1. 제방빙장 진출입 동선 상세도면 ······················································ 35
2. Anti-Icing Code Report (for Airlines & Deicing/Antiicing
service Providers) ·························· 36
3. 제방빙조업 표준소요시간 ································································· 37
4. 표준 통신용어(Standard Phraseology) ······································· 38
5.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음법 및 사용 예 ································ 39
6. Iceman과 조종사간 통신용어 예 ··················································· 40
7. 제방빙장비 이동 동선 ······································································· 49

인천국제공항 제방빙 매뉴얼

Rev 6 (2021.12.06.)

8. Engine-On 제방빙 시 장비 진입 위험구역 ································· 60
9. 항공기 분사 금지구역 ······································································· 66
<표 차례>
<표1> 제방빙장 현황 ······················································································ 2
<표2> 제방빙 운영단계(De/Anti-icing phase) ········································ 4
<표3> 엔진-온 제방빙 가능 항공기 ·························································· 17
<표4> 용액 점검 방식 ·················································································· 27
<표5> 용액 점검주기 및 대상 ···································································· 27
<표6> A-CDM Cell 구성 ············································································ 32
<그림 차례>
<그림1> 제방빙지역(Zone) 위치 ·································································· 2
<그림2> 제방빙장 마킹 ·················································································· 3
<그림3> TC zone 제방빙항공기 정대 ························································ 8
<그림4> 엔진-온 제방빙 시 진입 제한 구역 ··········································· 18
<그림5> 엔진 흡입구 제한 구역의 예 ······················································· 19

인천국제공항 제방빙 매뉴얼

Rev 6 (2021.12.06.)

인천국제공항 제방빙 매뉴얼
제1장 개요
1. 목적
본 절차는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내에서 수행되는 항공기 제방빙조업과 관련
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 및 항공사/조업사에게 권고되는 절차들을
수록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방빙이 시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항공기 제방빙조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항공사 및 항공사/조업사에게
적용한다.

3. 역할과 책임
3.1. 공항공사는 본 매뉴얼의 배포 및 개정의 관리책임을 가진다.
3.2. 공항공사/항공사/조업사는 본 매뉴얼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각
주체의 제방빙조업과 관련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3.3. 항공사/조업사는 추가, 개정 및 삭제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공항공사/항공사/조업사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4. 관련근거
4.1. 본 절차의 인천공항 제방빙시설 및 그 운영에 대한 내용은 항공정보간행물
(이하 “AIP”) 및 인천공항이동지역안전지침(이하 “ASM”)을 근거로 하며 본
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한 이 근거를 따른다.
4.2. 본 절차는 항공기 제작사 및 제작사 감항당국에서 명시한 제방빙 관련기준
및 각 항공기 별 제작사의 매뉴얼을 따르며, 본 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한 이 매뉴얼을 따른다.
4.3. AS6285D ‘Aircraft Ground Deicing/Anti-icing Processes’
4.4. AS6286B

‘Aircraft

Ground

Deicing/Anti-icing

Training

and

Qualification Program’
4.5. FAA ‘Standardized International Aircraft Ground Deice Program’
4.6. AMS1424 ‘Fluid, Aircraft Deicing Anti-icing, SAE Type Ⅰ’
4.7. AMS1428

‘Fluid,

Aircraft

Deicing

Non-Newtonian(Pseudoplastic), SAE Type Ⅱ,Ⅲ, and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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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방빙장 및 제방빙조업장비 운영
1. 제방빙장 개요
1.1. 인천공항 제방빙장의 진/출입 통제권한은 인천계류장관제소(제1/제2계류장
관제소 포함, 이하 “계류장관제소”)가 갖고 있다.
1.2. 인천공항 제방빙장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지역(Zone)
Alpha

주기장번호(Pad #)

South

821, 822, 823, 825

(A380) 823
(B748) 823,825

South

831, 832, 833, 834

831

North

551, 552, 553, 554, 557

South

841, 842

(A380) 842
(B748) 841,842

North

851, 852

(A380) 852
(B748) 851,852

Center

814, 815, 816, 817

Mike

Delta

Terminal

F급 주기장

Central De-icing

301, 302, 303, 304

(A380)(B748)
551,552,557

(A380)(B748)
302,303,304

<표1> 제방빙장 현황

1.3. 제방빙장은 ‘지역(이하“Zone”)’과 ‘주기장번호’로 구분하고 그 위치는 아래
<그림1>와 같다.

<그림1> 제방빙지역(Zone)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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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각 제방빙장별 상세도면 및 항공기 진출입 동선은 부록1을 참조한다.
1.5. 제방빙장 내 상세 마킹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제방빙장 마킹

2. 제방빙상황 준비 및 운영단계 발령
2.1. 이 절에서는 제방빙상황 준비 및 운영단계 발령 시 계류장관제소가 조치하여야할
내용을 명시한다.
2.2. 계류장관제소는 통합운영센터로부터 강설예보를 접수하면 각 항공사/조업사의
통제부서에게 제방빙 상황 대비를 위한 정보를 유선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제공한다.
2.3. 계류장관제소는 제방빙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항공교통의
소통상황을 고려하여 제방빙 운영단계(이하 “De/Anti-icing phase”)를 발령한다.
2.4. 계류장관제소가 발령하는 De/Anti-icing phase의 발령기준 및 상세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항공사는 이를 참고하여 승객에게 운항정보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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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De/Anti-icing
Phase

발령기준(EOBT – ATOT 평균치)

비고(Remark)

1단계 (Blue)

평균 소요 시간 60분 미만 발생

지연심화 예상 시
2단계 발령가능

2단계 (Yellow)

평균 소요 시간 60분∼120분 미만 발생

지연심화 예상 시
3단계 발령가능

3단계 (Orange)

평균 소요 시간 120분∼240분 미만 발생

지연심화 예상 시
4단계 발령가능

4단계 (Red)

평균 소요 시간 240분 이상 발생

<표2> 제방빙 운영단계(De/Anti-icing phase)

2.5. 계류장관제소는 제방빙항공기에 대한 제방빙장 배정정보를 인천국제공항
통합정보시스템(이하 “IIS”)을 통하여 각 항공사/조업사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3. 제방빙장 배정
3.1. 이 절에서는 제방빙조업을 위한 제방빙장 배정과 관련한 계류장관제소가
조치하여야할 내용을 명시한다.
3.2. 계류장관제소는 항공사/조업사에게 관할 제방빙장에서의 제방빙조업 수행을
위하여 제방빙장(또는 ‘Zone’)을 배정한다.
3.3. 계류장관제소는 제방빙장 배정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3.3.1. 전반적인 항공교통량 처리의 효율성
3.3.2. 제방빙항공기의 적절한 이동경로
3.3.3. 조업사 장비운영의 효율성
3.3.4. 항공교통흐름관리(이하 “ATFM”)으로 인한 항공기 출발순위
3.3.5. 항공기 제방빙완료 후 출발활주로까지 최적의 이동경로
3.3.6. 기타 고려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3.4. 계류장관제소는 제방빙항공기가 배정받은 제방빙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
한 이동경로를 지시하고,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3.5. 계류장관제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제방빙항공기에게 이미 배정된 제방빙장을
변경할 수 있다.
3.5.1. 전반적인 항공교통량 처리상 필요한 경우
3.5.2. 제방빙장의 조업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3.5.3. 인근의 제방빙장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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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항공사/조업사의 불가피한 요구가 있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 경우
3.5.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6. 계류장관제소는 필요한 경우 제방빙장 배정에 대한 변경내용을 가용 통신망
(제방빙TRS 등)을 사용하여 조업사에게 통보한다.
3.7. 계류장관제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각 ‘Zone’별로 ‘대기주기장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제방빙장은 제방빙조업구역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된다.
3.7.1. ATFM으로 인한 출발우선순위 조정 항공기의 대기 필요 시
3.7.2. 제방빙완료 항공기의 특정사유(정비문제 등)로 인한 지연요인 발생 시
3.7.3. 기타 제방빙완료 항공기의 제방빙장 이탈이 불가한 사유 발생 시
3.7.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방빙조업장비 대기
4.1. 이 절에서는 제방빙조업장비의 대기와 관련한 조업사가 조치하여야할 내용을
명시한다.
4.2. 각 조업사는 제방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에는 원활한 제방빙
운영을 위하여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제방빙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한다.
4.3. 각 조업사는 제방빙조업 준비를 위하여 계류장관제소와 구성되어 있는 통신
망(제방빙TRS 등)을 최상의 상태(송수신가능상태)로 유지한다.
4.4. 각 조업사는 제방빙조업이 예상된다는 정보(기상예보, 계류장관제소 또는 항
공사의 작업예정 통보 등)를 입수하면 가능한 신속하게 제방빙 장비운영을
준비한다.
4.5. 각 조업사는 제방빙 장비의 전개준비가 완료되면 즉시 다음의 정보를 제방빙
통제센터에 유선 통보 한다.
4.5.1. 제방빙 장비의 대기위치
4.5.2. 대기 중인 제방빙 장비의 수량
4.5.3. 제방빙장까지 전개(이동) 예상 소요 시간
4.5.4. 조업사 ICE-MAN 투입인원 및 응소시간
4.5.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5. 제방빙조업장비 배치
5.1. 이 절에서는 제방빙조업장비의 배치와 관련한 계류장관제소/조업사가 조치하
여야할 내용을 명시한다.
5.2. 계류장관제소는 공항교통량과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조업사의 제방빙 장비가
조업을 수행할 제방빙장(또는 제방빙Zone)을 배정하고 가용 통신망(제방빙TRS 등)을
통하여 각 조업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5.3. 각 조업사는 계류장관제소가 배정한 제방빙장(또는 제방빙Zone)으로 장비를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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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방빙조업수행을 준비하고 부득이한 경우 계류장관제소와 별도 협의를 통하여
제방빙장 배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5.4. 각 조업사는 배정된 제방빙장(또는 제방빙Zone)에 제방빙 장비가 배치되어 제방빙
조업수행 준비가 완료되면 즉시 가용 통신망(제방빙TRS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계류장관제소에 통보한다.
5.5. 조업사별 장비배치는 매년 동절기 도래 전 공항공사/항공사/조업사 간 협의에 의하여
당해 연도 장비 배치 방안을 결정한다.
5.6. 당해 연도 조업사별 장비배치는 효율적인 공항운영과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계류장관제소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조업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6. 제방빙조업 중 정보교환
6.1. 이 절에서는 제방빙조업 중 계류장관제소/조업사 간 관련정보의 교환에 필요한 내
용을 명시한다.
6.2. 제방빙조업 중 계류장관제소와 조업사 간의 통신망은 전용TRS(이하 “제방빙TRS)
및 유/무선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6.3. 조업사의 대체통신수단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것 이므로 조업사는
제방빙TRS의 정상복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6.4. 각 조업사는 원활한 정보소통을 위하여 제방빙TRS망 대기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제방빙TRS망 유지가 불가할 경우,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6.4.1. 대체통신수단(유/무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계류장관제소에 통보
6.4.2. 제방빙TRS망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장비교체/정비요청 등)
6.4.3. 제방빙TRS 복구 시 계류장관제소에 통보

6.5. 계류장관제소는 원활한 제방빙조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업사에
게 전달할 수 있다.
6.6. 각 조업사는 제방빙조업 중 변동 상황(장비의 이동상황, 장비의 철수 등)이
발생 할 경우, 즉시 계류장관제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
한다.
6.6.1. 발생한 상황의 개요(예, 용액보충, 인원교대, 제방빙 상황 종료 등)
6.6.2. 일시적 이동일 경우 예상되는 원상복귀시간(예, 약 00분 소요예상 등)
6.6.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6.7. 계류장관제소와 조업사는 제방빙조업 중 발생하는 특이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정보를 상호교환 한다.

7. 제방빙조업진행 및 조업우선순위
7.1. 이 절에서는 제방빙조업진행단계에서 조업사가 조치하여야할 내용 및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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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와 관련한 계류장관제소/조업사가 조치하여야할 내용을 명시한다.
7.2. 각 조업사는 대기 중인 제방빙장으로 항공기가 진입 할 경우, 항공사와 협
조하여 항공기 주기 및 제방빙조업을 위한 적절한 지상안전 조치를 실시한 후,
제방빙조업을 수행한다.
7.3. 제방빙조업의 우선순위는 제방빙장 진입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우
선순위를 변경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계류장관제소에 통보 하
여야 한다. 필요시 계류장관제소에서는 해당 항공기 운항승무원에게 본 내
용을 통보한다.
7.4. 각 조업사는 제방빙조업준비의 미비로 인하여 항공기의 제방빙장 진입 후 제방
빙조업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계류장관제소에 통보한다.
7.5. 계류장관제소는 제방빙조업지연의 사유가 항공사에게 있을 경우 해당 제방빙주
기장의 제방빙조업장비를 다음 우선순위의 제방빙장으로 이동하도록 조업사에
통보하고, 조업사는 계류장관제소에 적극 협조한다.
7.6. 계류장관제소는 항공사의 귀책사유(정비사부재 등)로 제방빙조업이 지연되는
항공기의 조업 우선순위를 낮추어 다른 항공기에게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8. 다목적주기장 제방빙 운영절차
8.1. 이

절에서는

제2여객터미널(Apron3지역)

중앙부에

위치한

다목적주기장

(Terminal Center Zone,#814~#817)의 제방빙 운영절차에 대하여 명시한다.
8.2. 다목적주기장(이하 ‘TC zone’)에서의 제방빙을 실시한 B747-400, B777-300ER
기종은 제방빙 완료 후 후면 주기장이 비어있을 경우에만 출발이 가능하다.
8.3. TC zone에서 제방빙을 실시하는 항공기는 제2여객터미널 인근 조업인원에
대한 후류영향 방지를 위하여 아래 그림3과 같이 항공기 기수를 제2여객터미널 방향
(#814~#815:동쪽, #816~#817:서쪽)으로 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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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TC zone 제방빙항공기 정대

8.4. 계류장관제소는 제방빙 운영상황 또는 지상교통상황 등의 사유로 기수방향을
달리하여 운영해야 할 경우 동 사항을 조업사에게 통보하고, 해당 항공기의
출발 시 후류영향이 없도록 조종사에게 조언(Minimum Power사용 등) 한다.
8.5. 조업사는 제방빙조업인력 및 장비가 작업 중인 항공기의 후미를 통과하여 이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후방 제방빙장에서의 항공기 자력출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출발이 예상 될 경우 이동이 금지된다.
8.6. TC zone내 동편(#814~#815)/서편(#816~#817) 제방빙장 사이의 조업차량 이
동은 GSE도로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8.7. 다만, 제방빙조업 관련 장비/차량에 한하여 계류장관제소의 허가사항을 조업
사 통제부서로부터 전달받아 RB 유도선을 횡단할 수 있으며 최단거리로 신속
하게 이동 하여야 한다.

- 8 -

인천국제공항 제방빙 매뉴얼

Rev 6 (2021.12.06.)

제3장 제방빙조업
1. 제방빙 일반
1.1. 이 장에서는 제방빙조업의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각 항공사 및
조업사는 해당 내용을 참조하여 각사의 규정을 마련하고 준용하여야 한다.
1.2. 제방빙조업과 관련한 모든 기술적인 기준 및 절차는 제1장 4절 ‘관련근거’
에 명시된 매뉴얼 및 절차서의 기준을 따른다.

2. 제방빙조업 안전수칙
2.1 조업 인원은 규정된 복장과 안전 도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조업대나 고소
장비 위에서 조업할 경우 반드시 안면 보호구, 안전벨트, 안전모 등의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2.2 용액의 혼합비 및 용액 종류는 항공사 및 조업사간의 협의 또는 계약에 의
해서 사용하며,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3 제방빙조업 완료 후 장비 및 인원은 장비대기장소로 이동해야 하고, 항공기
가 완전히 제방빙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장비대기장소 내에서 대기한다.
2.4 수작업에 의한 제방빙 시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항공기 표면을 두들
기거나 찍고 긁어서는 안된다.
2.5 항공기 표면의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끝이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6 제방빙조업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수행하고, 조업 완료 후 발생된 모든 FOD
를 제거해야 한다.
2.7 조업 중 제방빙용액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제방빙장안으로 유도하
여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한다.

3. 제빙
3.1. 가열된 물 또는 가열된 물과 혼합된 제빙 용액을 사용하여 항공기 외부에 쌓
여있는 눈, 서리, 얼음 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3.2. 제빙방법, 제빙용액 도포기준/방법, 각종 제한사항 및 제빙 후 항공기 상태
등의 관련 내용은 제1장 4절 ‘관련근거’에 명시된 매뉴얼 및 절차서의 기준
을 따른다.

4. 방빙
4.1. 항공기 외부 표면에 눈, 서리, 얼음 등이 쌓이고 결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액 또는 물과 혼합된 혼합용액을 항공기 외부에 분사 또는 도포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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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방빙 방법, 방빙용액 도포기준/방법, 각종 제한사항 및 방빙 후 항공기상태
등의 관련 내용은 제1장 4절 ‘관련근거’에 명시된 문서의 기준을 따른다.
4.3. 제방빙과 병행하여 방빙을 수행할 시, 인천공항에서는 TWO-STEP만 적용한다.
4.4. Hold Over Time(방빙 지속시간)
항공기 표면에 분사 또는 도포된 용액이 항공기 표면에 눈, 서리, 얼음 등의
재결빙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4.4.1. Hold Over Time은 항공기 표면에 남아있는 방빙 용액에 의해 결정된다.
ONE-STEP 제방빙의 경우 조업 시작 시 Hold Over Time이 적용되고,
TWO-STEP 제방빙은 두 번째 단계인 방빙 용액을 도포하기 시작하는 시점
부터 Hold Over Time이 시작된다.
4.4.2. Hold Over Time은 Hold Over Time 시간이 경과하거나, 항공기 표면에 결
빙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만료된다.

5. 용액
5.1. 제방빙 용액(이하 ‘용액’이라 한다.)은 항공기 표면의 얼음, 눈, 진눈깨비, 서리
등을 제거하고 빙점을 낮추어 일정 시간동안 표면에 얼음, 눈, 서리 등이 축적되
는 것을 어렵게 하는 화학용제를 말한다.
5.2. 제방빙 용액은 제1장 4절 ‘관련근거’에 명시된 문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용액만
사용하여야 한다.
5.3. 용액의 종류
5.3.1. TypeⅠ용액
5.3.1.1. 제방빙 및 Two-Step의 첫 번째 단계에만 사용한다.
5.3.1.2. 각 조업사는 적합한 희석비에 따라 용액을 희석하여 준비한다.
5.3.1.3. AMS1424에서 권고하는 용액의 색을 사용한다.
5.3.2. Type Ⅳ 용액
5.3.2.1. 방빙 및 Two-Step의 두 번째 단계에서만 사용한다.
5.3.2.2. 조업사는 항공사와의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해 용액 혼합비를 결정하나,
100% 원액 사용을 권고한다.
5.3.2.3. AMS1428에서 권고하는 용액의 색을 사용한다.

5.4. 용액의 취급
제방빙 용액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화학제품이므로, 용액 취급 도중 불필요
한 누출을 예방하고 국가의 환경/보건 법규 및 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준수해야 한다.
5.5. 용액의 보관 및 관리
5.5.1. 다른 종류의 용액에 의한 오염 방지를 위해 TypeⅠ과 Type Ⅳ 용액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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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관한다.
5.5.2. 용액은 저장 전용 탱크에 보관되어야 하며, 탱크는 용액 제조사에 의해 권고
된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5.5.3. 오염 방지를 위해 용액 저장 탱크에 용액의 타입, 제품명, 농도, 유효기간 등
이 포함된 라벨을 부착한다.
5.5.4. 조업사는 저장 탱크의 부식 및 오염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만약 부식이나
오염의 징후가 발견되면 저장탱크를 수리 또는 교체한다.

5.6. 제방빙 용액의 유효 기한은 용액제작사가 지정한 기간을 따른다.
5.7. 용액 이송 시스템
Type 4 용액은 기계적 작용 및 화학적 오염에 의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호환 가능한 펌프, 제어밸브, 배관, 호스, 노즐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용액
이송 시스템은 다른 타입의 용액이나 다른 제조사의 용액이 섞이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공급부와 배출부에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5.8. 제방빙 용액은 용액 제조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열 되어야 하고, 가열된
용액은 주기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5.9. 용액 보급 및 이송 시 오염/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용액 제조사의 권
고사항을 참고하여야 하며, 사용 장비는 용액 오염을 막기 위해 제방빙 용
액으로 최초에 채워지기 전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10. 용액 품질관리 점검
제방빙조업 관련 필수적인 허용범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표면 제방빙
에 사용되는 용액은 관련된 사양과 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용액을 실질적으
로 저장/보관하는 조업사는 용액 제조사의 권고사항에 따라 오염도, 산성
도, 점성, 굴절률 등의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모든 시험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6. 제방빙조업 주의사항
6.1. 항공기는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동일하게 대칭적으로 조업되어야 한다.
따라서 항공기 기체의 한쪽만 조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양쪽을 동일하게 조
업하여야 한다.
6.2. 다음 부위에는 용액을 직접 분사하지 않아야 한다.
6.2.1. 배선단자함, 전자부품(각종 연결구 등), 브레이크, 바퀴, 배기구, 역추진장치
6.2.2. 차압계, 정압계, 공기 속도/압력/각도 감지기 등
6.2.3. 엔진(엔진 코어 및 센서 등), APU, 흡/배기구 등
6.2.4. 항공기 조종석 및 승객 창문

6.3. 제방빙조업은 연속적이어야 하고, 가능한 짧은 시간에 수행되어야 한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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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조업이 중단되면 운항승무원에게 즉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6.3.1. 조업 중단 사유
6.3.2. 조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
6.3.3. 조업 지연 예상 시간
이후 조업 재개 전 운항승무원과 협의 후 조업을 수행한다.

7. 확인사항
7.1. 제방빙 후 항공기 기체 요건
제방빙조업이 완료된 후 이륙하기 전 항공기의 다음의 주요 기체 표면에는
서리, 눈, 살얼음, 얼음 축적물 등이 없어야 한다.
7.1.1. 날개, 꼬리, 조종면
7.1.2. 차압계, 정압계, 기체 센서
7.1.3. 엔진 등
7.1.4. 공조기 흡입구 및 배출구
7.1.5. 랜딩기어 등
7.1.6. 연료 탱크 환기구
7.1.7. 항공기 기체
7.1.8. 조종석 창문 및 노즈

7.2. 제방빙 전 오염도 확인
오염도 확인은 항공기 제조사가 권고한 대로 6.1항에서 언급된 항공기 기체와
기타 기체 표면 및 부품에 대해 진행되어야 한다. 충분한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발견된 모든 오염 요소는 제방빙에 의해 제거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방빙을 수행한다.
7.3. Post De-icing/Anti-icing check
7.3.1. Post De-icing/Anti-icing check(이하 “Post check”)는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
하여 제방빙조업이 이루어진 부위에 대한 충분한 시계가 확보된 위치에서
(예, De-icing/Anti-icing vehicle 탑승, 사다리 또는 다른 적정한 접근수단
필요) 수행되어야 한다.
7.3.2. 제방빙조업을 마친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이륙 전 Post check가 수행
되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Post check을 통한 육안점검이 수행되지 않
았을 경우 운항을 위한 출발을 할 수 없다.
7.3.3. Post check에서는 날개, 수평 안정기(위/아래 모든 면), 수직 안정기, 차압계,
정압계, 온도계, 각도계를 포함한 기체 전체 및 제방빙조업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어 조업이 수행된 모든 부위에 서리, 눈, 얼음, 살얼음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방빙조업이 끝난 기체 표면이 방빙 용액으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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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코팅되었음을 확인해야한다.
7.3.4. Post check에서 발견된 결빙물은 운항승무원에게 즉시 보고되어야 하며, 추
가적인 제방빙조업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추가 제방빙조업 후 Post check는
다시 수행되어야 한다.
7.3.5. 특정기종의 항공기는 Special clear-ice check(Wing 촉각점검 등)과 같은 추
가점검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 점검은 Post check로 대체될 수 없
으며, 각 항공사는 해당 특별점검을 위한 점검자를 지정하여 수행하여야 한
다.
7.3.6. 조업사에서 Post check을 수행할 경우, 제방빙조업과 분리된 별도의 절차로 운
영할 수도 있으나, 제방빙조업에 포함시켜서 수행할 경우 다음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또한 조업사는 항공사가 요구할 경우 당해 동절기에 사용되어질
Post check 수행방법을 제공 하여야 한다.
7.3.6.1. 제방빙조업 중 Spray man은 모든 결빙물(항공기 제작사 및 감항당국에서
허용한 Cold-soaked fuel frost on the lower surface of wings, 항공
기 제작사 및 감항당국에서 허용한 동체 Light frost 제외)이 제거되고
있는지 여부를 항공기 표면에 근접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방빙 작업
에서는 충분한 양의 용액이 적절히 도포되어 방빙용액 층을 이루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7.3.6.2. 동체에 대한 제방빙조업요청이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체 상 결빙물
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항공기 제작사 및 감항당국에서 허용한
Light Frost제외)
7.3.6.3. 허용치를 초과한 결빙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하
고 추가적인 제방빙조업으로 해당 결빙물을 제거한 후 Post check를 다
시 수행하여야 한다.
7.3.6.4. 제방빙조업 완결 후, 조업사는 결빙물이 모두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
여 제방빙조업이 수행된 부위에 대하여 근접육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다.(서리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 기상상황에서 서리를 제거한 작업을
실시한 경우 본 절차는 생략될 수 있다.

7.4. 이륙 전 확인
운항승무원은 제방빙조업 후에도 기상조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륙 전에 운항 승무원은 Holdover Time의 유효성 여부와 기체에
결빙오염물이 제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항공기 조종석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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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신절차
8.1. 일반 사항
8.1.1. 항공기 운항승무원과 통신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영어 구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8.1.2. 통신을 위한 표준용어 등의 정보는 부록4 표준 통신용어 및 부록5 국제민간항
공기구 발음법 및 사용 예를 참조한다.
8.1.3. 운항승무원과 제방빙조업인력간의 통신은 서류 또는 구두 형식이 사용되어야
하며,

항공기

Door가

닫힌

후

필요한

조치를

위해

Flight

interphone(Headset) 또는 VHF Radio가 사용될 수 있다. Electronic
message board 또한 ‘Off stand’상황 시 사용될 수 있다.
8.1.4. Iceman
제방빙조업 시 VHF Radio를 사용하여 항공기와의 통신을 진행하는 근무자로,
제방빙장 내 항공기의 정지, 작업차량 및 작업자의 안전 진출입 및 특이사항을
모니터하며 관련 정보를 조종사 및 제방빙 조업인력에게 전달한다.
Iceman과 조종사 간 통신용어는 부록6 Iceman과 조종사 간 통신용어 예를
참조한다.
8.1.5. ‘All clear’ 신호 외 수신호는 사용할 수 없다.
8.1.6. 운항승무원이 도착하기 전 서리제거를 위한 제방빙작업을 하였고, 더 이상 서
리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 본 절차는 생략될 수 있다.

8.2. 제방빙조업 시작 전 통신절차
8.2.1. 제방빙장 진입
제방빙장에 진입하는 모든 운전자들은 조업사 자체 통신 또는 Ice Man과 통
신 가능한 TRS(채널: KAS Iceman, AAP Iceman, SHP Iceman, SPI
Iceman)를 소지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조업인력이 제방빙장에 진입하는 경
우에도 Ice Man과 통신 가능한 TRS를 소지하여야 한다.
8.2.2. 제방빙조업을 시작하기 전 항공기 운항승무원은 제방빙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항공기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제방빙조업 필요부위, 방빙 필요
여부, 특별요청사항 등) 조업사는 조업 시작 전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상태 확인 완료를 기다려야한다.
8.2.3. 운항승무원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제방빙조업을 수행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지
정된 인원이 상기 절차를 수행한다.

8.3. 제방빙조업 중 통신절차
8.3.1. 제방빙조업인력은 Ice Man 및 조업사에 항공기 비정상상황이나 작업 중 특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조업사는 이를 계류장관제소에 알린다.
8.3.2. 제방빙조업이 중단된 경우(용액보충 등의 사유), 조업사는 중단사유, 조치사항,
중단 예상시간을 운항승무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조업을 재개 할 때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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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했던 항공기 표면은 반드시 다시 제방빙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이전의 제방빙
조업의 Holdover Time은 재작업 시 유효하지 않다.

8.4. Post De-icing/Anti-icing 통신절차
8.4.1. 운항승무원이 Anti-icing Code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전달받지 않은 경우, 항
공기는 운항을 위한 출발을 할 수 없다.
8.4.2. Anti-icing code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며, 제방빙조업 완료 후에는 결빙물이 모두 제거되었고, 제방빙조업이 완
료되었으며, 모든 장비가 항공기 주위에서 제거되었음을 포함한다.
8.4.3. 또한 방빙이 수행된 경우, 기상상황에 따른 Holdover time을 계산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도 전달되어야 한다.

8.5. Anti-icing Code
8.5.1. Anti-icing code를 구성하는 정보들은 기록 및 운항승무원에게 통보 되어야
하며, Two-step의 마지막 단계(방빙) 작업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8.5.2. Anti-icing code는 Holdover time 적용이 불필요한 상황에서는 생략될 수
있다.(예,

Local

frost

prevention

in

cold-soaked

wing

areas,

Symmetrical local area de-icing, 특정부위 De-icing(Leading edges의
impact ice 제거 등)
8.5.3. 이러한 상황에서는 운항승무원에게 제방빙만 수행되었고 Holdover time 적용
이 불요하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또한 Post check가 완료되었음을 통
보 하여야 한다.
8.5.4. Anti-icing code report는 다음 사항으로 이루어진다.(부록 1. 참조)
8.5.4.1. The fluid Type(Type Ⅰ,Ⅱ,Ⅲ, or Ⅳ)
8.5.4.2. 필요 시 The Fluid name(사용된 방빙 용액의 제작사 및 용액 명칭) –
TypeⅠ 용액에 대한 본 정보는 불요하다.
8.5.4.3. 용액 희석비(예, 100% = 100% fluid, 75% = 75% fluid and 25%
water)
8.5.4.4. TWO-STEP의 마지막 단계(방빙) 시작시간(출발공항 현지시간,

Hours

and Minutes)
8.5.4.5. 제방빙조업에 사용된 장비명, 조업인원, 사용된 용액의 양
8.5.4.6. 수행일자(예, YYYYMMDD, 20170609) - 본 정보는 기록, 보관용으로 운
항승무원에게 전달 여부는 선택 적용한다.
8.5.4.7. Post De-icing/Anti-icing check 완료 여부 – 특정 기종에서 요구되는
특별 점검에 대한 추가적인 완료 여부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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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Appendix 1양식/Sample 참고)
The last step of a de-icing/anti-icing procedure is the application of
a mixture of 75% TypeⅡ fluid and 25% water, made by the
Manufacturer as Brand X, commencing at 13:35 local time on 20
February 2016, is reported and recorded as follows: “TYPEⅡ/ 75%
/MANUFACTURER,

BRAND

X/

1335

/

20FEB16

/

POST

DEICING/ANTIICING CHECK COMPLETED” - Anti-icing code를 운항승
무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다음의 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다.(예, written on
paper, EMBs, ACARS, EFBs, etc)

8.6. 제방빙 사후 확인 및 Anti-code 전달
항공사는 어느 회사가 제방빙 사후 확인 및 Anti-code 전달을 수행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제방빙 조업과 제방빙 사후 확인을 서로 다른 회사가 담당한다면,
제방빙 사후 확인을 완료하기 전에 Anti-code를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방빙 조업을 담당하는 회사는 제방빙 사후 확인을 담당하는 회사에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방빙 사후 확인을 담당하는 회사는 제방빙 조업
을 담당하는 회사의 조업 결과에 대해 전반전인 책임을 갖는다.
8.7. All clear signal
8.7.1. 운항승무원은 모든 De-icing/Anti-icing 처리 수행이 완료되었고, 항공기 재
배치 또는 이동전에 모든 인원과 장비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하는 정보를 지상
직원으로부터 접수 하여야 한다.
8.7.2. 운항승무원은 지상에 어떤 장애물도 없음을 확인한 후 제방빙장 이탈을 위한
지상이동 허가를 요청한다.

9. 엔진-온(Engine-On) 제방빙 절차
9.1. 목적
9.1.1. 이 절의 목적은 인천국제공항의 Engine On 항공기 제방빙 수행 방법과 절차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9.1.2. 이 절에 설명된 절차는 Light to Moderate 강설 상황의 제방빙 조건 하에서 사

용될 수 있다.

9.2. 엔진 가동 상태의 항공기 제방빙
9.2.1. 일반
제방빙 용액의 Holdover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는 특정 항
공기들이 엔진 가동 상태에서 제방빙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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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공항 당국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업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9.2.3. 항공사
항공사는 자사의 승인된 프로그램/절차 내에 Engine On 제방빙 운영에 대
한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허용되는 경우, 운항승무원들은 해당 절차(비
행 매뉴얼, 비행운영매뉴얼 등)에 따라 항공기를 Engine On 제방빙 상태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제방빙은 Engine Off 상
태에서 시행돼야 한다.

9.3. 장비
9.3.1. 승인된 장비
조업사는 Engine On 제방빙 장비들을 자체 승인하여야 한다. Engine On
제방빙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장비가 엔진 후방에서 Idle Power의 엔진후류
를 견뎌낼 수 있음을 Live 조건에서 테스트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장비에 본래 부착된 장치들(번호판, 장애등 등)이 안전하며 분리되지 않을 것
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Live 조건에서 테스트한 뒤, 부착 장치들을 고정하기 위해 장비에 대한 추
가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엔진유입 및 FOD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방빙 트럭 운전자는 트럭에 느슨
한 물체나 고정되지 않은 장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트럭 운전자는 또한 후
드를 포함해 트럭의 모든 문, 창문, 점검판을 잠그고 적절히 고정해야 한다.
Bucket Operator는 모든 느슨한 물체와 장비를 제 위치에 집어넣고 고정해
야 한다.
9.3.2. 인천공항 내 엔진-온(Engine-On) 제방빙이 가능한 항공기는 <표3>과 같다.
엔진-온 제방빙 가능 항공기
A318, A319, A320, A321,
Airbus
A330, A350, A220
Boeing
B737, B757, B767, B777, B787
<표3> 엔진-온 제방빙 가능 항공기

9.4. 제방빙 지역 및 제방빙장
인천공항 내 모든 제방빙 지역(Zone) 및 제방빙장에서 Engine On 제방빙이 가능
하다. 항공사/조업사는 Engine On 제방빙 작업 시 바닥에 있는 눈 또는 용액 등
의 이물질이 엔진으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5. 제방빙장비 운항 유의사항
모든 작업자는 작동 중인 항공기 엔진 주위에서 작업할 때 극도의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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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여야 한다. 엔진 배출구뿐 아니라 흡입구에도 위험구역이 존재한다. 배출구
주위는 소음, 바람, 열과 같은 지각적 단서 때문에 더 쉽게 위험을 자각할 수
있다. 반면 흡입구 주위에서는 위험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흡입구 와류는 보통 물 또는 증기 배출이 있을
때만 육안으로 볼 수 있다.
9.5.1. 엔진 배출구
제방빙 장비는 IATA Airport Handling Manual (AHM 913 – Basic safety
requirements for aircraft ground support equipment) 에 명시된 것과
같이 엔진 후류속도 20m/s (40Knots) 이하구역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엔진
후류속도 20m/s (40Knots)이상 33m/s (65Knots)이하에서 작업 시에는
추가적으로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자가 작업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엔진 배출구 구역 바깥 위치에서 꼬리 또는 동체 제방빙조업이 거리상 불가
능한 경우, 작업자들은 허가된 엔진 배출구 구역에 진입할 수 있다.

<그림4> 엔진-온 제방빙 시 진입 제한 구역

안전 문제 때문에 모든 작동중인 엔진은 Ground Idle Thrust 상태로 유지돼
야 한다. 이는 Ice man의 명시적 허가 없이 변경이 불가능하다. 엔진 추력
증가를 야기하는 그 어떤 엔진 시스템도 명시적 허가 없이 사용될 수 없다.
9.5.2. 엔진 흡입구
Engine On 제방빙조업 시 제방빙장비는 엔진 흡입구 중심에서 각 기종별 제
작사 매뉴얼에 따른 안전거리(Ground Idle Power 기준)를 유지해야 하며, 모
든 작업자는 엔진 정면 및 측면의 위험구역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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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엔진 흡입구 제한 구역의 예

9.5.3. 항공기 주변 제방빙장비의 이동
9.5.3.1.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방빙조업을 위해서는 항공기 주변 장비 이동 패턴을
사전에 정하고 지켜야 한다. 사전에 정해진 이동 패턴을 통해 작업자들은
제방빙조업 시 일관성 있게 장비를 다룰 수 있다.
9.5.3.2. Frost 또는 Very Light Snow(≤1cm dry snow)의 경우, 용액의 열에너
지로 인해 접촉 즉시 오염이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날개 또는 안정기 틈
새로 들어갈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방빙장비는 날개 뒤에 위
치할 수 있으며, 용액은 표면 캠버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가장 낮은 지점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내는 방식(light sweeping motion)으로 도포한다.
9.5.3.3. 제방빙용액 도포 부위 및 제방빙장비 투입대수에 따른 항공기 Code 별 일
반적인 장비 이동 패턴은 부록 6을 참조한다.
9.5.3.4. Engine On 제방빙 시 항공기 기종별 장비 진입 위험구역(Ground Idle
Power 기준)은 부록7을 참조한다. 이는 각 기종별 제작사 Airport
Planning Manual 상의 엔진 흡입구 안전거리, 엔진 배출구 구역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제방빙 장비 운영자의 편의를 위해 시각적 참조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 만일 실제 제방빙조업 현장에 반영이 어려운 경우 현장 근
무자의 판단이 우선된다.

9.6. 통신 시 유의사항
9.6.1. SAE ARP5660에 따라, Engine On 제방빙조업 중에는 Ice man은 VHF
Radio(Call sign : Iceman)를 이용하여 조종사와 통신을 하여야 한다.
9.6.2. Ice man은 Engine On 제방빙조업 동안 음성 및 시각 통신을 모두 사용하여
모든 인원과 장비가 안전하게 떠날 때까지 항공기 위치를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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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전체 제방빙 프로세스 동안 지속적이고 중단되지 않는 통신이 확립되고 유지
되어야 한다.
9.6.4. 제방빙장 진입
제방빙장비 및 조업인력의 제방빙장의 진입 시작은 Ice Man이 항공기의 완전
한 정지를 TRS를 통해 알린 시점부터 가능하다.
9.6.5. 제방빙장비 이탈
제방빙조업이 끝난 후 모든 장비와 인원이 제방빙장으로부터 철수가 완료되
면 제방빙조업인력은 TRS를 통해 장비 및 인원의 철수 완료 여부를 Ice
Man에게 전달한다. 제방빙조업인력은 Ice Man에게 장비 및 인원 철수를 알
린 이후 재진입을 원할 경우 Ice Man에게 진입 가능여부를 문의하여야 하며
Ice Man의 확인 없이는 절대 재진입하여서는 안 된다.
9.7. Engine On 고려사항
Engine On 제방빙은 보통 Frost, Light and Medium Snow 상태에서 수행된다.
심각한 기상조건의 경우에는 잠재적 안전 및 경제적 (연료연소) 우려사항을 감안
해 Engine Off 제방빙 진행을 조업사와 항공사가 고려해야 한다.
강풍경보가 발효되거나 돌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항공기 Engine Off 제방빙 진행
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 풍속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제방빙장비 제조사의 문서 참조)
날개 아래 표면이나 강착장치에 제방빙 등 특수한 작업이 이 필요한 경우, 항공기
엔진은 반드시 꺼야 한다.

10. 항공기 분사 금지 구역
항공기는 각 기종별로 제/방빙 용액의 분사 금지구역과 요구사항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부록8 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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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방빙 우발계획
1. 목적
이 장은 제방빙과 관련하여 계류장관제업무 및 제방빙업무의 예상치 못한 중단
에 대비하여 인천공항 제방빙업무 우발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제방빙 우발상황
2.1. 기본 원칙
제방빙조업 도중 인명 피해 또는 장비 손상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비정상상
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2.1.1. 조업 인원들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해당 지역으로부터 벗어난다.
2.1.2. 조업사는 해당 상황을 항공기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 이때, Engine-On 제방빙의
경우, Ice Man은 항공기에 즉시 Engine Shutdown을 지시해야 한다.
(예시) (aircraft call sign), Ice Man, SHUT DOWN ENGINES due to
equipment failure/ truck inoperative/ truck overturned.
2.1.3. 조업사는 해당 상황을 즉시 계류장관제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2.1.4. 계류장관제소는 조업사로부터 비상상황을 통보받은 경우 비정상상황 관련 절
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조업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2.1.5.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조업사는 제방빙조업을 다시 시작한다.
이 때 모든 제방빙조업은 Engine-off로 진행한다.

2.2. 제방빙조업 차량 고장
2.2.1. 제방빙조업 차량 운전자는 차량 고장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멈추고, 조업사에
이를 통보해야한다.
2.2.2. 만약 고장 난 제방빙조업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은 장비대기
장소 밖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다른 차량이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
2.2.3. 만약 고장 난 제방빙조업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조업사는 차량 고장
위치와 제방빙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제방빙조업을 계속 수행할지 여부를 결
정해야한다.
2.2.4. 조업사는 즉시 해당 상황을 계류장관제소에 통보하고, 계류장관제소는 진행 상
황을 고려해 이후 패드배정에 반영한다.

2.3. 제방빙조업 차량과 항공기 근접/접촉
2.3.1. 제방빙조업 차량이 항공기에 근접/접촉하였을 때, 제방빙조업을 즉시 중단한다.
2.3.2. 조업사는 해당 항공기 운항승무원에게 기제 접촉 부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야한다.
(예시) (aircraft call sign) BE ADVISED EQUIPMENT PROXI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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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ION ON (significant point on aircraft).
(예시) DAMAGE (description of damage) OBSERVED. SAY YOUR
INTENTION.
2.3.3. 제방빙 장비는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섣불리 철수 하여서는 안 된다.
2.3.4. 외부로 드러난 기체 손상부위가 있는지 육안으로 검사해야 한다. 육안으로 확
인되는 외부 손상이 없는 경우, 기장의 재량에 따라 제방빙조업이 재개 될
수 있다.
2.3.5. 조업사는 즉시 해당 상황을 계류장관제소에 통보하고, 계류장관제소는 진행 상
황을 고려해 이후 패드배정에 반영한다.

2.4. 통신 장애 발생
2.4.1. 제방빙조업 차량 운전자는 외부와의 TRS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제방빙조업
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다만, Engine Off 제방빙일 경우 일시적인 통신 장애이
거나 차량 운전자에 의해 제방빙 작업에 위험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
어질 시 제방빙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2.4.2. 제방빙 시 Ice Man과 조종사 간 VHF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2.4.2.1. Ice Man이 통신 장애를 발견 한 경우 이를 계류장관제소와 조업사에 통보
한다. 조업사는 제방빙조업 차량을 장비대기장소로 이동시키고 엔진온 제
방빙의 경우 인터폰으로 조종사에게 엔진 시동을 끄도록 지시해야 한다.
2.4.2.2. 조종사가 통신 장애를 발견한 경우 조종사는 즉시 엔진 시동을 끄고, 모든
항공기 외부 조명을 켜야 한다. Ice Man과 제방빙조업인원은 항공기 엔
진 시동이 꺼지는 것과 항공기 외부 조명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면 제방빙
조업을 중단하고 제방빙조업차량을 장비대기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2.4.3. 계류장관제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조업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
다.
2.4.4.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조업사는 제방빙조업을 다시 시작한다.
이 때 제방빙조업은 Engine-off로 진행한다.

2.5. 항공기 화재
2.5.1. 제방빙조업 도중 항공기 화재를 인지한 즉시 조종사는 VHF를 통해 보고한다.
이후 조종사는 상황에 따라 항공기를 적합한 장소로 이동시킬지, 항공기에서
탈출할지 결정한다.
2.5.2. Ice Man이 항공기 화재를 기장으로부터 최초로 인지한 경우 Ice Man은 즉시
조업사와 계류장관제소에 통보한다.
2.5.3. 계류장관제소가 항공기 화재를 기장으로부터 최초로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조업사에 알린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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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조업사는 제방빙조업 중단 및 조업인원을 해당지역에서 벗어나도록 한 후 정
상적인 공항 운영 복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한다.
2.5.5. 화재 항공기 및 근접한 항공기를 적합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경우 계류장관
제소는 항공기에 이동 지시를 내린다.
2.5.6. 조종사는 비상 탈출이 필요한 경우 항공사의 비상 절차에 따른다.
2.5.7. 비상 탈출 시, Ice Man은 화재 발생 항공기와 근접한 패드 내 Engine-on 제
방빙을 진행 중인 항공기의 근접한 엔진 정지를 지시한다.

예) 833 패드 항공기 화재 시, 832 패드 항공기의 오른쪽 엔진과 834 패드
항공기의 왼쪽 엔진 정지

2.6. 항공기 폭발 위협
2.6.1. 조업사에서 폭발물탑재 및 테러관련 정보를 직접 인수한 경우 정보제공자의
신원 및 연락처를 요청하여 회신(Recall)에 의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테러 상황실과 계류장관제소에 즉시 통보한다.
2.6.2. 조업사는 대테러 상황실과 계류장관제소 등 관련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
한다.
2.6.3. 조업사는 제방빙조업 중단 및 안전구역으로 조업 인원의 이동을 지시한다.
2.6.4. 폭발물 설치자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 경우 침착하게 대응하며 폭발물의 설치위
치, 폭발시간, 폭발물의 종류, 폭발물의 설치 이유 등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
다. 이 통화는 가능한 장시간이 되도록 유도한다.
2.6.5. Ice Man은 항공기와 교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조종사에게 지체 없이 위협 내용
을 전달한다. 이때, Engine-on 제방빙의 경우, 항공기에 Engine Shutdown을
지시한다. 그러나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계류장관제소에 즉시 알린다.
2.6.6. 사건 종료 후, 조업사는 공항 운영자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한다.

2.7. 항공기 불법 간섭
2.7.1. 조업사에서 항공기 불법간섭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계류장관제소에 통보한다.
2.7.2. 조업사는 제방빙조업 중단 및 안전구역으로 조업 인원의 이동을 지시한다.
2.7.3. 조업사는 계류장관제소 등 관련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2.7.4. 사건 종료 후, 조업사는 공항 운영자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한다.

2.8. 의료 비상상황
2.8.1. 조업사는 제방빙조업 도중 의료 비상상황을 확인하는 즉시 계류장관제소에 해
당 상황을 보고하고, 해당 항공기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2.8.2. 필요 시 조업사는 계류장관제소의 지시에 따라 지상 지원 장비를 항공기로 가
져올 수 있도록 준비한다.

2.9. 지상 장비 화재
2.9.1. 조업 인원은 제방빙 패드 내 장비 관련 화재를 확인하는 즉시 항공기 주변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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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차량 내의 인원을 해당 지역을 벗어나도록 대피시킨 후 이를 공항소방대와
조업사에 알린다.
2.9.2. 가능하다면 화재가 발생한 해당 장비를 항공기로부터 멀리 이동시킨다.
2.9.3. 조업사는 해당 상황을 항공기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 이때, Engine-On 제방빙의
경우, Ice Man은 항공기에 즉시 Engine Shutdown을 지시해야 한다.
2.9.4. 조업사는 계류장관제소에 비상 사항을 통보하고, 계류장관제소는 진행 상황을
고려해 이후 패드배정에 반영한다.

3. 악기상
3.1. 기본 원칙
3.1.1. Heavy Snow는 Hold Over Time을 0시간으로 간주한다.
3.1.2. Engine-on 제방빙은 Frost, Light Snow, Medium Snow 등의 경우에 진행
된다. Heavy Snow 혹은 강풍 경보 시 Engine-off를 고려해야 한다.
3.2. 갑작스런 악기상 조우 시
3.2.1. 강풍
3.2.1.1. 제방빙조업 중 항공기상청 40knot 이상 강풍이 관측되는 경우 제방빙조업을
즉시 중단하고, 제방빙조업을 계속 수행할지 여부를 조업사에서 결정한다.
3.2.1.2. 강풍 경보가 해제되고 계류장관제소가 Engine-on 제방빙조업의 재진행을
승인할 경우 조업사는 사람, 장비 및 항공기의 안전을 항상 유지하고 조업
인원을 지정된 안전구역으로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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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방빙조업 품질점검(Audit)
1. 품질점검 일반사항
1.1. 인천공항에서 제방빙조업을 수행하는 조업사는 양호한 제방빙조업 품질유지
의 책임을 갖는다.
1.2. 품질점검은 제방빙조업을 수행하는 조업사의 제방빙조업 품질이 허용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상대 당사자인 항공사
가 수행하거나 항공사로부터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제3자가 수행한다.
1.3. 품질점검의 종류, 수행절차, 수행일정, 결과처리 등에 대한 상세한 절차는 항
공사/조업사 간 계약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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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용액검사
1. 목적 및 개요
1.1. 인천국제공항에서 제방빙조업을 수행하는 조업사는 항공기 이륙 안전을 위
해 제방빙 용액 유효성 검증의 책임을 갖는다.
1.2. 모든 용액 검사의 방법 또는 시행 주기는 용액 제조사의 권고 사항, 관련
국내법과 국제 표준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3. 조업사는 용액 검사에 앞서 용액 제조사가 권고한 용액 유효기간을 확인하
여, 유효기간이 초과된 용액은 폐기하여야 한다. 단, 밀봉된 드럼에 보관된
용액은 실험실 점검 결과 용액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경우 기존 유효 기한에
서 2년(1년+1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1. 밀봉된 드럼에 보관된 용액: 2년
1.3.2. 가열되지 않은 희석 용액: 6개월
1.3.3. 가열된 원액 용액: 3개월
1.3.4. 가열된 희석 용액: 2주

1.4. 모든 검사는 문서화 되어 보관 되어야 한다.

2. 권장 검사 주기
2.1. 인천국제공항 내 제방빙 조업사의 용액 검사는 최소 다음과 같은 주기로
검사하는 것을 권장한다.
2.1.1. 제방빙 시즌 전 검사
2.1.1.1. 용액 샘플 저장 용기에 포함된 용액은 시즌 시작 전에 실험실 분석 및 재
인증을 위해 용액 제조업체로 보내야 한다.
2.1.1.2. 각 제방빙 장비의 노즐에서 분사된 Type IV용액에 대해 실험실 분석을 통
해 용액이 제조사가 권고한 사양을 충족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확
인해야 한다.
2.1.2. 제방빙 시즌 중간 검사
2.1.2.1. 해당 검사는 모든 용액 저장고와 장비 탱크의 Type I 용액 저장고와 장비
노즐에 있는 Type IV 용액이 제조사 권고 사항과 국제 표준에 부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2.1.3. 용액 인증 검사
2.1.3.1. 용액의 인증은 용액 제조사의 지침과 하단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
야 하며, 유체 시료를 채취하여 저장,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
다:
(i) 문서 검토
(ii) 용액 색상과 선명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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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굴절 점검
(iv) pH(산도) 점검
(v) 현장 점성 점검 (Type IV만 해당)
2.1.4. 일일 검사
2.1.4.1. 모든 제방빙 장비 및 용액 충전소 내 포함된 Type I 및 Type IV용액에
대한 굴절 점검을 일일 수행하여야 한다.
2.1.4.2. 장비에 내장된 Type I 혼합 시스템에 저장된 용액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
야 한다.
2.1.5. 주간 검사
2.1.5.1. 모든 Type I 및 Type IV 용액이 저장된 용액 탱크의 굴절 검사를 매주
시행해야 한다.

3. 검사 방법
3.1. 용액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점검 항목

점검 방식

오염도

육안 점검

산성도

pH 검사기 또는 pH 테스트 지

점성

흐름컵 점성계

굴절률

굴절계

*제방빙 용액 점검 시 외기온도(OAT)가 낮은 상황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용액 제작사 권고에 따라 용액의
온도가 약 20℃ (68℉)인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4> 용액 점검 방식

점검 주기

점검 항목

점검 대상

매일

굴절률

제방빙 장비의 노즐에 통과된 용액

매 2주

굴절률

제방빙 장비 탱크 내 보관된 용액

매 1달

오염도, 산성도, 점성도,
굴절률

저장 탱크 또는 개봉된 배럴, 장비 노즐에
통과된 용액 (Type IV)

* 점성 점검은 제방빙 용액 Type IV 만 해당됨.
* 동계 시즌이 아닌 기간에는 별도로 상기 점검을 수행하지 않아도 됨. 하지만 동계 시즌 (01/NOV ~ 31/MAR)이 아닐지라도
제방빙 조업이 수행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상기 점검이 실시 되어야 함.

<표 5> 용액 점검주기 및 대상

3.2. 용액 인수 점검
3.2.1. 제조사에서 운송된 용액이 주문한 용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2.1.1. 용액 제조사 문서에 명시된 제품의 농도가 운송된 용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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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3.2.1.2. 운송 컨테이너/탱크를 확인해야 한다.
3.2.1.3. 운송된 용액의 브랜드와 농도가 기존 저장 탱크 및 장비 탱크에 부착된 브
랜드명, 농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2.1.4. 각 운송 컨테이너/탱크에 용액 인증서(COC)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1.5. COC는 아래에 나열된 항목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시험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3.2.1.6. 용액 제조사는 각 컨테이너 및 탱크/트레일러의 상태에 대한 보증을 제공
한 것은 조업사가 확인하여야 한다.
3.2.1.7. 모든것은 증명서 또는 화물운송 문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3.3. 용액 샘플 점검
3.3.1. 컨테이너/트레일러 현황에 대한 COC가 없는 경우, 조업사는 아래의 항목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3.3.1.1. 운송된 용액을 저장 탱크 혹은 장비 탱크에 최초로 투입하기 전, 각 컨테
이너/탱크로부터 샘플을 채취하고, 아래와 같이 점검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i) 색상 및 이물질 오염에 대한 외관 점검
(ii) 굴절률 검사에 의한 농도 점검
(iii) 산성도(*)
(iv) Type 2, 3, 4 용액에 대한 점성도 점검
3.3.2. 모든 결과는 용액 제조사에서 설정한 제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3.4. 실험실 검사
3.4.1. 항공기에 도포되는 제방빙 용액은 용액 제조사의 사양을 충족해야 하며, 제방
빙 용액의 안전한 사용 및 성능 지표 준수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방법은 실험실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다.
3.4.1.1. Type 1 용액 (Type I Fluid) 점검은 반드시 실시 되어야 하며, 제방빙 시
즌 시작 전에 점검을 마쳐야 한다.
3.4.1.2. 각 제방빙 차량에 대하여 시즌 중 노즐 샘플 검사를 최소 한 번 실시 해야
함. 또한, 용액 오염 혹은 품질 저하가 의심될 때, 장비 혹은 저장 탱크에
대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3.4.1.3. 제방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농도의 상태인 모든 제방빙 장비의
용액 분사 노즐 및 사용 중인 모든 저장 탱크에서 용액 샘플을 채취해야
한다. 용액 혼합 시스템이 없는 장비의 경우, 용액이 균일하게 혼합되었음
을 확인한 후 차량 탱크에서 바로 채취할 수 있다. 용액 샘플에 대하여 다
음의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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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외관 검사
(ii) 굴절률
(iii) 산성도(*)
3.4.2. Type 2, 3, 4 용액 (Type II, Type III, and Type IV Fluids) 점검 또한 반
드시 실시 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Type I 용액과 같이 제방빙 시즌 시작 전에
점검을 수행해야 함.
3.4.2.1. 각 제방빙 장비에 대하여 시즌 중 노즐 샘플 검사를 최소 한 번 시행해야
한다.
3.4.2.2. 용액 오염 혹은 품질 저하가 의심될 때, 차량 혹은 저장 탱크에 대해서 시
행되어야 한다. 용액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 펌프 및 분사 시스템
교체/유지보수 작업 후 실시해야 한다. 용액 샘플은 사용 중인 모든 저장
탱크 및 제방빙 장비 노즐에서 농도별로 채취되어야 한다. 용액 샘플에 대
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i) 외관 검사
(ii) 굴절률
(iii) 산성도(*)
(iv) 실험실 점성도

3.5. 용액 샘플 점검 요건
3.5.1. 육안, 굴절률, 산성도 검사에 대한 결과는 용액 제조사가 설정한 제한 기준 내
에 포함되어야 한다.
3.5.2. 용액 저장/취급 및 장비를 이용한 도포 작업 중 발생하는 점성도 저하가 고려
되어야 한다.

3.6. 실험실 검사 부적합 시 조치사항
3.6.1. 실험실 점검 수행 후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3.6.1.1. 용액의 품질 부적합 사항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야 하며, 장비에서 채취된
용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과 연관된 차량 장치, 분사
노즐, 용액 탱크와 용액 이송 경로 등을 검사해야 한다.
3.6.1.2. 저장 탱크에서 채취된 용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액과 이송 경
로, 이송장치 등을 점검해야 한다.
3.6.1.3. 확인된 문제점은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는 용액의 품질점검(육안, 굴절률, 점성도, 산성
도)을 재수행하여 용액 품질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3.6.1.4. 품질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용액은 절대로 사용 되어서는 안 되며, 유관
부서에 통보 후에 지정된 장소에 폐기처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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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일일 농도 검사
3.7.1. 용액 혹은 용액/물 혼합 샘플은 장비가 사용 중일 때 매일 제방빙 장비 노즐
에서 채취해야 한다.
3.7.2. 채취한 샘플에 대해서는 굴절률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샘플은 외부 강수와
같은 물리적 상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7.3. 히터와 트럭은 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서만 작동해야
한다.
3.7.4. 용액 혼합 시스템이 없는 장비의 샘플은 노즐이 아닌 탱크로부터 채취해야 하
며, 용액이 균일하게 혼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7.5. 용액 혼합 시스템이 있는 장비는 용액양과 압력에 대해 설정을 해야 하며, 샘
플 채취 전 농도 안정화를 실시해야 한다.
3.7.6. 용액 혼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 장비는 시스템 설계를 준수하여 조업사에
서 설정한 굴절률 검사 주기를 준수하여 시행해야 한다.
3.7.7. 노즐의 Type I 용액
3.7.7.1. 노즐에 있는 Type I 용액은 최대 허용 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7.7.2. One-step 및 Two-step 제방빙에서 방빙용도로 사용 시, 용액의 희석 농
도는 외기온도 보다 10℃(18°F) 이상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
3.7.7.3. Two-step 제방빙에서 제빙용으로 사용 시, 용액의 희석 농도는 어는점이
외기온도 이하가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3.7.8. 용액 탱크에 있는 Type I 용액
3.7.8.1. 용액의 농도는 제조사에서 설정한 ‘사용 적합’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3.7.9. Type II, III, IV 용액
3.7.9.1. 노즐과 탱크 안의 용액의 농도는 제조사에서 설정한 ‘사용 적합’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3.7.9.2. Type II, III, IV 용액/물 혼합물(50/50 또는 75/25)은 제품에 따라서
0%~7%의 차이를 적용 가능하다.
3.7.10. 가열된 Type II, III, IV 용액의 직/간접 확인
3.7.10.1. SAE Type II, III, IV 제방빙 용액을 직/간접으로 가열 시 저장 및 사용
중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열되어야 한다. 가열에 따른
용액의 무결성은 주기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3.7.11.1. 용액의 검사 빈도를 결정할 때 가열 속도 및 가열 시간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용액 제조사의 권고 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3.8. 채취 용액 샘플 라벨링
3.8.1. 최소한 다음 정보는 채워진 즉시 각 샘플 병에 알아보기 쉽고 지워지지 않도
록 기록해야한다.

- 30 -

인천국제공항 제방빙 매뉴얼

Rev 6 (2021.12.06.)

(i) 용액/물 희석율(예: 100/0, 75/25, 50/50)
(ii) 시료 채취 당사자 이름, 회사/출처명 및 주소
(iii) 시료 채취일
(iv) 시료를 채취한 탱크의 이름/위치
(v) 시료 채취 시 탱크내 용액량
(vi) 샘플 채취 장소: 탱크 상단, 중간, 하단 또는 샘플링 밸브
(vii) 용액 및 제품 유형의 브랜드 이름

3.9. 용액 검사 시 유의 사항
3.9.1. 검사의 정확성과 유효성에 하자가 없음을 위해, 용액을 채취한 시간과 시험한
시간 사이에 적절히 취급해야 한다. 제조사의 권고사항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3.9.2. 용액 샘플은 다음과 같이 취급해야한다:
(i)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병을 봉인해 두어야 한다
(ii) 햇빛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iii) 고온 또는 저온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iv) 지나치게 흔들지 말아야 한다

3.10. 현장 점검 부적합 시 조치사항
3.10.1. 현장 점검 수행 후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3.10.1.1. 용액의 품질의 부적합 사항의 근본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3.10.1.2. 신규 도입된 용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 문의 및 실험실 점검
을 의뢰해야 한다.
3.10.1.3. 차량에서 채취된 용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과 연관된
차량 장치, 분사 노즐, 용액 탱크와 용액 이송 경로 등을 점검해야 한다.
3.10.1.4. 저장 탱크에서 채취된 용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액과 이송 경
로, 이송장치 등을 점검해야 한다.
3.10.1.5. 확인된 문제점은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0.1.6.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는 용액의 품질점검(육안, 굴절률, 점성도, 산성도)
을 재수행 하여 용액 품질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3.10.1.7. 품질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용액은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유관
부서에 통보 후에 지정된 장소에 폐기처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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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강설시 비상대응조직(A-CDM Cell)
1. 목적 및 개요
1.1. 강설로 인한 대량지연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해
인천공항 A-CDM Cell(대응반)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2. A-CDM Cell은 강설로 인한 대량지연 발생 시 Cell 구성원 간에 제방빙 운영
정보 및 항공기 운항지연 정보 등을 공유하여 인천공항 수용량 감소에 따른
항공사의 자발적인 스케쥴 조정 등 공항혼잡과 수용량 관리를 위해 협력한다.

2. 소집 및 구성
2.1. A-CDM Cell은 인천공항 A-CDM 운영소에 위치하게 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 설치될 수 있다.
2.2. 공항공사는 제방빙 단계 중 4단계(Red) 발령 및 추가지연 예상시 또는 필
요 판단시 A-CDM Cell을 소집할 수 있다.
2.3. 제빙상황반A-CDM Cell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담당부서

비고

운항계획팀

-

계류장관제팀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인천관제탑 유선 참여

항공사

운항(종합)통제실

KAL, AAR, JJA, JNA,
TWB, ESR, ASV

AOC-I

사무국

필요시

조업사

조업통제실

필요시

공사

<표6> A-CDM Cell 구성

3. 소집의 해제
3.1. 공항공사는 더 이상 A-CDM Cell의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A-CDM Cell 소집해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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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인천공항 항공교통량 조절
1. 목적 및 개요
1.1. 동절기 제방빙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천공항 운영을 위한 교통량 조절을
시행한다.
1.2. 인천공항의 조정 수용량 검토 및 시간대별 예상 수용량을 공유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CDM 회의”를 실시한다.
1.3. 항공교통량 조절은 지상교통흐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시행한다.
1.4. 관련기관은 항공기 혼잡·지연 경감 및 국제흐름제한사항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각 기관별 역할
2.1. 인천공항 CDM 회의
2.1.1. 동절기 강설 예보 시(강설예보확률이 70%이상이고 교통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4시간 이전∼최대 10시간 이전 또는 非예보 강설
시작 시) CDM회의가 개최되며, 조정 수용량을 결정한다.
2.1.1.1. 인천공항 CDM 개최시기는 공항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1.2. 인천관제탑은 활주로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수용량을 제시할 수 있다.
2.1.3. 서울접근관제소는 항공기 출도착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수용량을 제시할 수 있다.
2.1.4. 인천공항 제1계류장관제소는 제방빙상황을 고려하여 인천공항 조정수용량을
제시할 수 있다.
2.1.5. A-CDM 운영소는 주기장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수용량을 제시할 수 있다.
2.1.6. 인천공항 CDM회의(서울접근관제소)는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인천공항 ‘조정
수용량’을 항공교통통제센터(이하 ‘ATCC’)에 통보한다. 인천공항의 기상상태가 강설
종료된 후라도 인천공항 CDM회의에 따라 교통량 조절은 지속 적용할 수 있다.

2.2. ATCC
2.2.1. ATCC는 인천공항 CDM회의를 통하여 협의된 인천공항 조정수용량을 전체
CDM을 통해 재조정 및 최종결정을 하며, 요청받은 도착항공기 교통량 조절은
FIX별 간격 분리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2.2. ATCC는 인천공항의 강설기상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인천공항의 요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교통량조절을 시행할 수 있다.

2.3. ACC
인천공항 강설시 교통량 조절이 시행되는 동안, 인천/대구 ACC는 ATCC와
협의하여 인천공항 도착편의 시간분리(ATFM적용)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통
분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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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항공사
항공사는 인천공항 강설시 교통량 조절이 시행되는 동안 발부되는 해당 출발편의
CTOT를 고려하여 승객 탑승시간을 조절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하여
CTOT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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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방빙장 진출입 동선 상세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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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ti-Icing Code Report
(for Airlines & Deicing/Antiicing service Providers)
작업일자
(Date)

(YYY/MM/DD)
Station :

Reg No :

Flt No :
First Step :
Type ( )

Frost□
작업구분
(Operation)

외기온도 :
℃(OAT)

Fluid
Type

작업인원
(Number of
Worker)

용액사용량
(Fluid quantity)

Beginning Time

Complete Time

Beginning Time
of Final Step

:

:

:

Fluid
Mix.
Rate

Final Step :
Type ( )

Snow□
장비명
(Type of
Equipment)

Pad No :

Service
Provider

First Step :
%
Final Step :
%

Type(

)

(Liter/LB)

Type(

)

(Liter/LB)

확인자
(Operator)

Mechanic Signature
(Spray Man)
& Report to Captain

<Sample>
작업일자
(Date)

(YYY/MM/DD)
2013-02-13

Station : ICN

Reg No : HL7777

First Step :
Type ( 1 )

Frost□√
작업구분
(Operation)

외기온도 : -3
℃(OAT)

Fluid
Type

Final Step :
Type ( 4 )

Snow□
장비명
(Type of
Equipment)

Elephant
Beta-15

작업인원
(Number of
Worker)

Flt No :KE000

용액사용량
(Fluid quantity)

6

Fluid
Mix.
Rate

Pad No : 801
First Step :
30 %
Final Step :
100 %

Type( 1 )

400 (Liter/LB)

Type( 4 )

600 (Liter/LB)

Beginning Time

Complete Time

Beginning Time
of Final Step

Service
Provider

확인자
(Operator)

Mechanic Signature
(Spray Man)
& Report to Captain

9:30

10:15

9:35

KAS

홍길동

838828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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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방빙조업 표준소요시간
아래 시간은 제방빙조업 시 참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Engine-off 제방빙 시
A/C Code

Frost

Dry snow

Wet snow

C

0:25

0:25

0:30

D

0:25

0:25

0:30

E

0:30

0:30

0:35

F

0:30

0:30

0:35

2) Engine-on 제방빙 시
A/C Code

Light Snow

Moderate Snow

C

0:08

0:08

D

0:10

0:10

E

0:20

0:20

- 37 -

Heavy Snow

Engine-off
제방빙 시행

인천국제공항 제방빙 매뉴얼

Rev 6 (2021.12.06.)

4. 표준 통신용어(Standard Phraseology)
용 어(Phraseology)

Acknowledge
Affirm
Approved
Break
Break Break

의 미(Meaning)
Let me know that you have received and understood this message
Yes
Permission for proposed action granted
I hereby indicate the separation between portions of the message
I hereby indicate the separation between messages transmitted to different
aircraft in a very busy environment

Cancel

Annul the previously transmitted clearance

Check

Examine a system or procedure

Cleared

Authorized to proceed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Confirm

I request verification of: (clearance, instruction, action, information)

Contact

Establish radio contact with ...

Correct

True or Accurate

Correction

An error has been made in this transmission (or message indicated)
The correct version is ...

Disregard

Ignore

How do you read
I say again

What is the readability of my transmission?
I repeat for clarity or emphasis

Maintain

Continue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 specified or in its literal sense

Monitor

Listen out on (frequency)

Negative

No or Permission not granted or That is not correct or not capable

Over

My transmission is ended and I expect a response from you

Out

This exchange of transmission is ended and no response is expected

Read back

Repeat all, or the specified part, of this message back to me exactly as
received

Recleared

A change has been made to your last clearance and this new clearance
supersedes your previous clearance or part thereof

Report
Request
Roger
Say again
Speak slower
Stand by
Unable
Wilco

Pass me the following information
I should like to know ... or I wish to obtain ...
I have received all of your last transmission
Repeat all, or the following part, of your last transmission
Reduce your rate of speech
Wait and I will call you
I cannot comply with your request, instruction or clearance
I understand your message and will comply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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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음법 및 사용 예
국제민간항공기구 발음법(ICAO Phonetics)
A

Alfa (al-fah)

S

Sierra (see-air-rah)

B

Bravo (brah-voh)

T

Tango (tang-go)

C

Charlie (char-lee)

U

Uniform (you-nee-form)

D

Delta (del-ta)

V

Victor (vik-tah)

E

Echo (eck-oh)

W

Whiskey (wis-key)

F

Foxtrot (foks-trot)

X

X-ray (ecks-ray)

G

Golf (golf)

Y

Yankee (yang-key)

H

Hotel (hoh-tel)

Z

Zulu (zoo-loo)

I

India (in-dee-ah)

0

Zero (zee-ro)

J

Juliet (jew-lee-et)

1

One (wun)

K

Kilo (key-loh)

2

Two (too)

L

Lima (lee-mah)

3

Three (tree)

M

Mike (mike)

4

Four (fow-er)

N

November (no-vem-ber)

5

Five (fife)

O

Oscar (oss-cah)

6

Six (six)

P

Papa (pah-pah)

7

Seven (sev-en)

Q

Quebec (keh-beck)

8

Eight (ait)

R

Romeo (row-me-oh)

9

Nine(r) (nin-er)

사용 예(Sample)
10

One zero (wun, zee-ro)

75

Seven five (sev-en, fife)

100

Hundred (hand-red)

1000

Thousand (tau-send)

Frequency

131.900 One Three One Decimal Niner Zero Zero

Time

09:20 Zero Nine/Two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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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gine-off 제방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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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gine-on 제방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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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방빙장비 이동 동선

< “C”급 항공기 - 날개&꼬리 도포 시 트럭 1대 운용 이동 동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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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급 항공기 - 날개&꼬리 도포 시 트럭 2대 운용 이동 동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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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급 항공기 - 전체 도포 시 트럭 1대 운용 이동 동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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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급 항공기 - 전체 도포 시 트럭 2대 운용 이동 동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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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급 항공기 - 전체 도포 시 트럭 4대 운용 이동 동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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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꼬리 도포 시 트럭 1대 운용 이동 동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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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꼬리 도포 시 트럭 2대 운용 이동 동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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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꼬리 도포 시 트럭 4대 운용 이동 동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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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도포 시 트럭 1대 운용 이동 동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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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도포 시 트럭 2대 운용 이동 동선 >

- 58 -

인천국제공항 제방빙 매뉴얼

< “E”급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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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도포 시 트럭 4대 운용 이동 동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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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ngine-On 제방빙 시 장비 진입 위험구역

AIRBUS A318
Airbus A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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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US A320
Airbus A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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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US A220
AIRBUS A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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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US A350
BOEING B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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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ING B757
BOEING B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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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ING B777
BOEING B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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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방빙 매뉴얼
9. 항공기 분사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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