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시설법 제38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인천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을 제정하며 그에 따라 

공항을 운영한다.

           

             인 천 국 제 공 항 공 사

                 사 장  김 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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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 배포처

연번 배포처 부수 관리번호 연번 배포처 부수 관리번호

대외기관 20 항공사/조업사 5

1 국토교통부 3 11~13 20 대한항공 전자문서

2 서울지방항공청 12 14~25 21 아시아나항공 전자문서

3 항공기상청 3 26~28 22 진에어 전자문서

4 한국항공협회 2 29~30 23 제주항공 전자문서

24 티웨이항공 전자문서

25 이스타항공 전자문서

26 에어부산 전자문서

27 항공사운영위원회 전자문서

28 한국공항 1 31

29 아시아나에어포트 1 32

인천국제공항공사 10 30 샤프에비에이션케이 1 33

5 사장실 1 1 31 스위스포트코리아 1 34

6 부사장실 1 2 32 제이에이에스 1 35

7 감사위원실 1 3 33 에이에이씨티 1 36

8 운항본부장실 1 4

9 운항지원처 5 5~9

10 안전혁신실 전자문서

11 통합운영센터 전자문서

12 운항시설처 전자문서

13 항행처 전자문서

14 토목처 전자문서

15 공항시설처 전자문서

16 운송시설처 전자문서 협력업체

17 항공보안처 전자문서 34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전자문서

18 경비보안처 전자문서
35 한국공항(주) 인천급유시설 전자문서

19 도서관 1 10

36 항공사운영위원회 전자문서

※ 비상계획, SMGCS PLAN 및 SMS 매뉴얼의 배부처는 별책으로 발간되는 각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 공항운영규정 전자문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업무지원 – 규정 – 공항운영규정)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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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기록표 (Log of Revision)

개정

번호

개정일

(Date applicable)

근 거

(Based on)

주요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비고

Rev. A ′03.09.01 - 공항운영규정 초안작성

Rev. B ′03.10.07 - 공항운영규정 초안개정

Rev. 0 ′03.11.20 공시91270-463 공항운영규정 제정

Rev. 1 ′04.01.07 운항8100-21 정비계류장 확장

Rev. 2 ′04.07.07 공항시설과-876 공항운영규정 개정

Rev. 3 ′05.01.21 공항시설과-84 공항운영규정 개정

Rev. 4 ′05.04.02 공항시설과-377 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 반영

Rev. 5 ′05.07.20 공항시설과-789 계류장 증설 및 규정개정

Rev. 6 ′05.11.18 공항시설과-1189 안전관리체계 반영 등

Rev. 7 ′06.01.05 공항시설과-22 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 반영 등

Rev. 8 ′06.04.07 공항시설과-310 직제개편, 화물계류장 확장 등

Rev. 9 ′06.08.28 공항안전팀-161 SMGCS Plan개정, SMS 개정 등

Rev. 10 ′06.12.12 공항안전팀-516 자체안전점검프로그램 개정 등

Rev. 11 ′07.02.09 공항안전팀-169 계류장 증설 및 규정 개정

Rev. 12 ′07.06.13 공항안전팀-691 장애물현황 변경 및 SMS 개정

Rev. 13 ′07.09.13 공항안전팀-1071 SMGCS Plan 및 제설계획 개정 등

Rev. 14 ′07.11.30 공항안전팀-1389 북측화물계류장 운영사항 반영

Rev. 15 ′08.03.31 공항안전담당관-72 2단계 신규시설 및 AOS 변경반영

Rev. 16 ′08.06.12 공항안전담당관-330 제3활주로 등 2단계 신규시설반영

Rev. 17 ′08.09.19 공항안전담당관-628 이동지역 내 작업 및 차량장비 통제 보완 등

Rev. 18 ′08.12.17 공항안전담당관-232 제설계획 개정 등

Rev. 19 ′09.02.26 공항안전담당관-200 직제개편, SMGCS Plan개정

Rev. 20 ′09.04.28 공항안전담당관-384 비상계획, 제설계획 등 개정

Rev. 21 ′09.06.24 공항안전과-156 주기장 증설 및 주기장 제원 변경 등

Rev. 22 ′09.09.16 공항안전과-579 F급 항공기 운항대비 관련규정 개정

Rev. 23 ′09.12.04 공항안전과-1034 비상계획 및 SMS 매뉴얼 개정 등

Rev. 24 ′10.01.27 공항안전과-218 SMGCS Plan 개정 및 제한사항 내용 수정

Rev. 25 ′10.06.14 공항안전과-1255 비상계획 및 기타 관련규정 개정 등

Rev. 26 ′10.07.08 공항안전과-1360 활주로 정지위치 변경 등 일부 도면 변경 등

Rev. 27 ′10.08.17 공항안전과-1526 공항시설개선 등 변경사항 반영 등

Rev. 28 ′10.11. 5 공항안전과-1869 ․ 이동지역 점검 절차 수정 및 보완

․ 공사작업전 이동지역 사전협의 의무화 작업금지구역 명기

․ 항공기 주기 관련 안전절차 수정 보완

․ 이동지역 운전자, 차량,장비등록 관리절차 수정 보완

․ 이동지역 안전운행 절차 수정 보완

․ 자체안전점검, 교육훈련 조항 수정보완

․ 제한사항 수정보완(R16유도로대 미확보 삭제)

․ 제설작업 수정 및 보완(부록 3)

․ 개량형유도로중심선표지 신설(부록 7)

․ Code F항공기 운영절차 신설(부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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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번호

개정일

(Date applicable)

근 거

(Based on)

주요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비고

Rev. 29 ′10.12.27 공항안전과-2105 ․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수정 및 보완

․ 제6절 제한사항 내 ‘유예사항’ 신설

․ 비상계획 개정

․ 오기 수정

Rev. 30 ′11. 5. 4 공항안전과-544
․ 용어(빛총→지향신호등) 수정

․ 자체안전점검 개선요구서 발부 수정

․ 제설계획 수정(부록 3)

Rev. 31 ′11. 6. 3 공항안전과-645
․ 10, 17번 항공기 주기장 최대주기등급 및 주기

 가능 최대기종 변경 

Rev. 32 ′11. 9.16 공항안전과-1016

․ 유도로의 제원 분류

․ 계류장 명칭 통일

․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중복 표지 삭제

․ 항공기 주기장 최대주기기종(등급) 변경

․ 항공정보간행물(AIP) 수록문구 삭제

Rev. 33 ’11.12. 1 공항안전과-1329
․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계획(SMGCS PLAN)

  전부개정

Rev. 34 ’11.12.19 공항안전과-1414
․ 기준미달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또는 대체운영절차 

  (착륙대 내 배수로 존재) 수정

Rev. 35 ’12. 1.26 공항안전과-73

․ 공항제원 및 관련정보 수정

․ 구조소방등급 기준 항공기(A380→B747-8F) 수정

․ 이동지역 차량 및 장비통제 수정

․ 장애물 통제 수정

․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수정

․ 비상계획 수정(부록 1)

․ 제설계획 수정(부록 3)

․ 야생동물 위험관리계획 수정(부록 4)

․ 공항도면 수정(부록 8)

․ 공항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수정(부록 9)

․ F급 항공기 운영절차 수정(부록 10)

Rev. 36 ’12. 3.26 공항안전과-323

․ 제2화물계류장 확장에 따른 공항제원 및 관련정보 

수정

․ 비상계획 그리드 맵 수정(부록 1)

․ 제설계획 수정(부록 3)

․ 표지판(Signs) 관리계획 수정(부록 6)

․ 공항도면 수정(부록 8)

Rev. 37 ’12. 5.31 공항안전과-622

․ 경항공기 주기장 좌표 추가

․ 701번 주기장 최대주기등급 상향 조정

․ 정비계류장 진출입 대체운영절차 수록

․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계획 수정(부록 2)

․ F급 항공기 운영절차 수정(부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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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번호

개정일

(Date applicable)

근 거

(Based on)

주요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비고

Rev. 38 ’12.11.20 공항안전과-1301

․ 806, 807번 주기장 폐쇄에 따른 공항시설정보 수정

․ 9번 주기장 최대주기등급 상향 조정

․ 중요 장애물의 높이와 좌표정보 수정

․ 이동지역 접근통제 업무 내용 및 용어 수정

․ 공항비상계획 수정(부록 1)

․ F급 항공기 운영절차 수정(부록 10)

Rev. 39 ’13. 3.19 공항안전과-345

․ 300, 315번 주기장 추가로 공항시설정보 수정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

․ 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마찰측정 방법 변경

․ SMS매뉴얼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 공항비상계획 수정(부록 1)

․ 야생동물 위험관리계획 수정(부록 4)

․ 표지판 관리계획 수정(부록 6)

․ 항공등화 설치도면 수정(부록 8)

Rev. 40 ’13. 4.15 공항안전환경과-101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Rev. 41 ’13. 8.20 공항안전환경과-949

․ 위험물 취급과 저장 기준 및 점검 명확화

․ 이동지역 내 제한속도 변경

․ 장애물 제한표면 및 장애물 현황 최신화

․ 1차 제설구역에 D유도로 포함 등 제설지역 우선

순위 상세화

․ 자체검사 자격부여 교육기간 단축 (2주 → 1주)

․ 비상계획 수정(부록 1)

․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계획 수정(부록 2)

․ 제설계획 수정(부록 3)

Rev. 42 ’14. 3. 3 공항안전환경과-390

․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조직도 및 업무분장 

변경

․ 43번 주기장 최대주기등급 상향 조정

․ AOS 개정에 따른 공항상태정보 내용 추가

․ 항공기 결박시설 설치 주기장 현황 수정

․ 비상계획 수정(부록 1)

․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계획 수정(부록 2)

․ 제설계획 수정(부록 3)

․ (부록 5) 급유시설 관리운영계획 폐지

Rev. 43 ’14. 6. 9 공항안전환경과-1132

․ 비상계획 수정(부록 1)

 - 비부상 승객 CIQ입국처리 절차 개선

 - 항공기 사고 훈련시 단계별 헬기지원 개선

 - 3단계 IAT/BHS 공사구간 반영 그리드맵 수정



공항운영규정
(Airport Operations Manual)

공항운영규정 배포처

개정기록․유효목록표

  제정 : 2003.11.20                                      4                                     개정 : 2015. 10. 27

개정

번호

개정일

(Date applicable)

근 거

(Based on)

주요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비고

Rev. 44 ’14. 8.12 공항안전환경과-1613

․ 709번 정비주기장 등급변경(E급→F급)

․ 자기편차 증가에 따른 활주로 자방위 변경

․ 소화제 보유량 및 방사량 현황 최신화

․ 직제개편에 따른 SMS 조직구성 변경

․ 비상계획 수정(부록 1)

․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계획 수정(부록 2)

․ 제설계획 수정(부록 3)

․ 공항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수정(부록 9)

․ F급 항공기 운영절차 수정(부록 10)

Rev. 45 ’15. 3.23 공항안전환경과-535

․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조직도 및 전화번호 변경

․ 비행장시설설치기준 개정에 따른 표지규격 반영

․ 신규 소방차량 도입에 따른 물, 소화제 보유 수량 

변경

․ 계기착륙시설 계량작업에 따른 제설작업 우선순위 

변경

․ 직제개편에 따른 SMS조직체계 등 변경

․ 비상계획 수정(부록 1)

․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계획 수정(부록 2)

․ 제설계획 수정(부록 3)

․ 공항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수정(부록 9)

․ F급 항공기 운영절차 수정(부록 10)

Rev. 46 ’15. 7.22 공항안전환경과-1433

․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조직도, 전화번호 변경

․ 공항표준온도 변경 (29.1 ⇒ 29.5)

․ 여객터미널 F급 주기장 추가 (12, 15, 46번)

․ 구조소방 분야 교육훈련 내용 명확화

․ 장애물 제한구역 정밀측량 결과 반영

․ 비상계획 수정(부록 1)

․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계획 수정(부록 2)

․ F급 항공기 운영절차 수정(부록 10)

Rev. 47 ’15.10.27 공항안전환경과-2083

․ 제방빙주기장 내 계류장조명등 설치

․ B747-8 제방빙주기장 확보(802, 825주기장)를 위

한 주기등급 변경 (E급 ⇒ F급)

․ 무선통신이양지점 표지 가로길이 규격 삭제

․ 관할소방서 변경 (중부소방서 ⇒ 인천공항소방서)

․ 비상계획 수정(부록 1)

․ 표지관리계획 수정(부록 7)

․ F급 항공기 운영절차 수정(부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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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번호

개정일

(Date applicable)

근 거

(Based on)

주요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비고

Rev. 48 ’16. 2. 12 공항안전환경과-372

․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조직도 변경

․ 장애물제한표면 초과시설 목록 수정

․ 제설장비 보유현황 최신화

․ 계기착륙시설 전파보호구역 조정

․ ICAO 기준용어 표준화 적용 (Ramp ⇒ Apron)

․ 701번 주기장 정지선 이설에 따른 좌표변경

․ 장애물목록의 접근/이륙지역과 선회구역 구분 

․ 제설계획 수정(부록 3)

․ F급 항공기 운영절차 수정(부록 10)

Rev. 49 ’16. 6. 22 공항안전환경과-1460

․ 제3계류장 주기장 신설(328번, 329번) 정보 추가

․ SMGCS PLAN (주기장 신설, 항공기 이동경로 추가)

․ SMS (안전정책 문구, 조직 및 임무 변경)

․ 공항공사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조직도 변경 및 

유관기관 명칭 변경

․ (부록 1) 인천국제공항 비상계획

 - 기동불능항공기 처리지원 정보 현행화 

 - 구조소방차량 명칭 변경, 공항내 그리드맵 수정

․ (부록 8) 공항도면

 - (8-1 공항경계도면) 자기편차 정보 수정

 - (8-2 활주로 및 유도로 명칭도면) 오기수정

 - (8-4 주요시설 위치도면) Ramp ⇒ Apron

Rev. 50 ’16. 9. 12 공항안전환경과-2085

․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신설 및 기존 주기장 폐쇄

․ 급유조업사 의무사항 및 급유시설 점검표 신설

․ 제설계획 (우선제설순위, 제설장비, 업무분장 조정)

․ (부록 1) 비상계획

 - 주기장 신설 및 폐쇄 정보 변경(그리드맵)

․ (부록 2) SMGCS PLAN

 - 저시정 항공기동선 R12 삭제

․ (부록 6) 표지판관리계획

Rev. 51 ’16.11.29 공항안전환경과-2725

․ 제2여객터미널 서측 계류장 신설

․ 시각보조시설 국영문 명칭 및 설명 변경

․ 제2계류장관제탑 장애물 현황 반영

․ 전파보호구역 도면 추가(CAT-I)

․ (부록 1) 비상계획

 - 관계기관 연락처 및 대책본부 조직 일부 수정

․ (부록 2) SMGCS PLAN

 - CAT-II/III 및 전파보호구역 운영관련 시설설명 변경

․ (부록 10) F급 항공기운영절차 : 신설 주기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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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번호

개정일

(Date applicable)

근 거

(Based on)

주요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비고

Rev. 52 ’17. 2. 28 공항안전환경과-475

․ 화물계류장 주기등급 조정 (616, 636)

․ 직제규정에 따른 조직명 변경

․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부록 9)

․ F급 항공기 운영절차(부록 10)

Rev. 53 ’17. 5. 22 공항안전환경과-1105

․ 법령개정 (항공법 →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 조직명 변경(공항운영센터→통합운영센터)

․ 화물1계류장 주기등급 조정 (E급→F급)

․ SMGCS PLAN(부록 2) 

Rev. 54 ’17. 8. 16 공항안전환경과-1768

․ 주기장번호체계 변경 (200번대→300번대)

․ 중복주기장(MARS) 신설 및 주기등급 조정(8번) 

․ T2 보안울타리 철거 관련 원격주기장 폐쇄(6개소)

․ SMGCS PLAN : 저시정경로 변경

․ F급 항공기 운영절차 : 계류장내 제한동선 변경

Rev. 55 ’17. 9. 7 공항안전환경과-1932
․ T2 제빙주기장 4개소(814~817) 신설

․ 주기장 신설에 따른 제원정보 변경

Rev. 56 ’17. 11. 14 공항안전환경과-2381

․ T2 계류장시설 신설

 - 접현주기장 37개소 (중복주기장 14개소)

 - 원격주기장 3개소 (중복주기장 2개소)

 - 제빙주기장(중복주기장) 4개소

․ 구조소방 인원산정 및 배치기준 변경

․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지역 제설대상 추가

․ T1, T2 계류장 내 유도선 저시정이동경로 변경

Rev. 57 ’18. 6. 5 공항안전환경과-1260

․ 공항시설정보 변경

 - 주기등급 조정(제빙주기장 2개소, 접현주기장 1개소)

 - 정비계류장 중복주기장 8개소 삭제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분장 변경

․ 자체안전점검 운영체계 변경

․ (부록 1) 비상계획 외부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Rev. 58 ’18. 10. 26 공항안전환경과-2286

․ T2 접현주기장 4개소 주기등급 조정(E→F)

․ 소화용수 운영절차 변경 및 차량별 탑승인원 재배치

․ VDGS 개량에 따른 서비스 제공범위 조정

․ SMS 운영기구 구성변경(LCC 추가)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분장 변경

Rev. 59 ’19  4. 30 공항안전환경과-1004

․ 화물계류장 주기장 5개소 신설

․ 신규취항 항공기에 대한 위험지역 및 물의양 추가

․ 장애물제한표면 돌출 장애물 목록 현행화

․ 화물계류장 확장시설 SMGCS PLAN 반영

․ (비상계획) 기동불능항공기 처리장비 목록, 기관명칭 

등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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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번호

개정일

(Date applicable)

근 거

(Based on)

주요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비고

Rev. 60 ’19. 7. 19 공항안전환경과-1702

․ 조종사용정지선등 신설

․ 824번 제빙주기장 시설정보 삭제

․ 자체안전점검프로그램 정검표 항목 수정

․ (비상계획)

 - 사상자 분류명칭 변경, 집결지 추가

 - 지원협정 의료기관 등 정보 현행화

․ (SMGCS PLAN)

 - CAT-II/III 표지 및 표지판 등 시설정보 설명 변경

 - 관제구역 도면표시 및 교육절차 등 절차 변경

Rev. 61 ’20. 1. 2 공항안전환경과-1

․ 제2화물계류장 확장부 신설정보 반영(E급 3개소)

․ 주기장 폐쇄정보 반영(227, 228, 271)

․ 제설계획 세부시행절차 반영

Rev. 62 ’20. 4. 14 공항안전환경과-1027

․ 주기장 신설(6개소)/폐쇄에 따른 시설정보 변경

․ 비상계획 수정보완

 - 주력항공기 구조소방차량 보유대수 정보변경

 - 신규도입차량 물보유량/분사능력 정보변경

․ 항공기 결박시설 설계풍속 정보 신규 포함

․ 장애물 제한표면 돌출 장애물 정보 변경

Rev. 63 ’20. 9. 4 공항안전환경과-2299

․ (비상계획)

 - 신설 헬기장 IIA GRID MAP 반영

․ 표지 색상 표기방법 및 표기문자 표준화

․ (비상계획) 

 - 통합운영센터 MEMU 대기장소 변경

․ (비상계획) 

 - 공항소방대 대기지점 변경 반영

Rev. 64 ’21. 1. 12 공항안전환경과-117

․ 자기편차 변동값 반영(2020년)

․ VOR Check point 주파수 Radial 변경

․ Apron 4 본문표기 및 도면 반영

․ 주기장 수용등급 변동(#43,#45,#46)

․ (부록 1. 비상계획)

 - 유형별 비상전파체계 개정

 - 외부 관련기관 명칭 및 연락번호 현행화 등

․ (부록 2. SMGCS Plan)

 - 1,2,3활주로 저시정 이동동선 일부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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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번호

개정일

(Date applicable)

근 거

(Based on)

주요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비고

Rev. 65 ’21. 6. 10 공항안전환경과-1599

 

․ 제4활주로 신설에 따른 표지, 등화, 표지판, 계기  

    착륙시설 등 변경 반영

․ 제4계류장 2단계 확장구역 운영(신설주기장 5개)

․ 제빙주기장(#801, 802 폐쇄)

․ 급유업체관리업체 변경(AAP→KAS)

․ 4활주로 신설에 따른 3활주로 명칭변경

 - RWY16/34 → RWY 16L/34R

· 정비주기장(#711) 다목적주기장(711L/R) 변경 운영

· 항공기 결박시설(무어링) 설치 주기장 현황

· 장애물 제한표면에 돌출되는 신규 장애물 정보 반영

· <표6> 자체안전점검표 변경

  - ’20년 공항운영검사결과 조치사항 반영

· (부록2. SMGCS PLAN) 

 - 4활주로 신설에 따른 저시정이동동선 반영

 - <별표 5> 저시정 운영 도로체계 및 구조소방 출동경로

 - R17 횡단 GSE도로 차량정지위치등(VHPL) 운영

 - APRON 4 확장구역 진출입 동선, TCP, VHPL 반영

· (부록7. 표지관리계획)

 - 표면에 그리는 판형 진입금지 표지(NO ENTRY)

 - 표면에 그리는 판형 활주로 목적지 표지(16LDEP→)

 - 조종사용정지선(C급) 추가 설치

· (부록 8-1 공항경계도면)

 - 4활주로 및 신설유도로 반영

· (부록 8-2 활주로 및 유도로 명칭 도면)

 - 4활주로 및 신설유도로 명칭 정보 반영

· (부록 8-3 항공등화 설치도면)

 - 4활주로 및 신설유도로 항공등화 정보 반영

· (부록 8-4 주요시설 위치도면)

 - 4활주로 및 신설유도로 반영

· (부록 8-5 인근도시 위치도면)

 - 4활주로 및 신설유도로 반영

· (부록 8-6 장애물 제한표면도면)

 - 4활주로 및 신설유도로 반영

· (부록10 F급 항공기(A380, B747-8) 운영절차

 - 제3,4계류장 기종 제한 지역

 - F급 항공기 주기 가능 주기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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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v.27, Rev.37, Rev.39, Rev.44, Rev.53

5 Rev.27, Rev.44

6 Rev.27, Rev.60

목 차

1 Rev.28, Rev.41, Rev.45

2 Rev.29, Rev.41, Rev.42, Rev.44, Rev.45

제 1 장 일반사항

1 Rev.28, Rev.39, Rev.40, Rev.45, Rev.53

Rev.61, Rev.65

2 Rev.28, Rev.39, Rev.40, Rev.42, Rev.44

Rev.61

3 Rev.28, Rev.39, Rev.40, Rev.53, Rev.59

Rev.61, Rev 64

4 Rev.28, Rev.40, Rev.59, Rev.61

제 2 장 공항부지정보

1 Rev.13

2 Rev.0

제 3 장 공항시설정보

3.1 일반정보

1 Rev.26, Rev.38, Rev.46, Rev.50, Rev.62, 
Rev.64, Rev.65

2 Rev.25, Rev.39

3.2 공항제원 및 관련정보

1 Rev.28, Rev.32, Rev.35, Rev.36, Rev.44, Rev.65

2 Rev.25, Rev.32, Rev.36, Rev.54, Rev.56,

Rev.61, Rev.65

3 Rev.28, Rev.32, Rev.36, Rev.37, Rev.38 

Rev.39, Rev.44, Rev.49, Rev.50, Rev.51

Rev.55, Rev.56, Rev.57, Rev.59, Rev.61,

Rev.62, Rev.65

4 Rev.28, Rev.32, Rev.35, Rev.39, Rev.41, 

Rev.47, Rev.51, Rev.60, Rev.65 

5 Rev.28, Rev.32, Rev.45, Rev.65 

6 Rev.28, Rev.32, Rev.45, Rev.62, Rev.63, Rev.65 

페이지 개정내역번호

7 Rev.29, Rev.32, Rev.45, Rev.47, Rev.51

Rev.56, Rev.57, Rev.60, Rev.63

8
Rev.29, Rev.32, Rev.45, Rev.63, Rev.64, 

Rev.65 

9 Rev.29, Rev.32, Rev.54, Rev.56, Rev.61

10 Rev.56, Rev.61, Rev.62, Rev.65 

11 Rev.29, Rev.32, Rev.36, Rev.39, Rev.48

Rev.49, Rev.50, Rev.51, Rev.54, Rev.56

Rev.61, Rev.65 

12 Rev.29, Rev.32, Rev.36, Rev.37, Rev.38 

Rev.44, Rev.50, Rev.51, Rev.54, Rev.55

Rev.56, Rev.60, Rev.62, Rev.65 

13 Rev.27, Rev.31, Rev.32, Rev.38, Rev.42 

Rev.46, Rev.54, Rev.56, Rev.57, Rev.58

Rev.59, Rev.64

14 Rev.24, Rev.32, Rev.35, Rev.37, Rev.38 

Rev.39, Rev.44, Rev.45, Rev.47, Rev.49

Rev.50, Rev.51, Rev.52, Rev.54, Rev.55

Rev.56, Rev.57, Rev.59, Rev.60

15 Rev.19, Rev.38, Rev.54, Rev.56, Rev.61

Rev.62, Rev.65 

16 Rev.17, Rev.38, Rev.48, Rev.54, Rev.65 

17
Rev.21, Rev.42, Rev.47, Rev.51, Rev.64, 

Rev.65 

18 Rev.16, Rev.42, Rev.65 

3.3 구조․소방

1 Rev.28, Rev.35, Rev.40, Rev.42, Rev.51

2 Rev.0

제 4 장 공항운영절차

4.1 공항상태보고

1 Rev.28, Rev.39, Rev.42, Rev.45, Rev.46 

Rev.48, Rev.49, Rev.52, Rev.57, Rev.59

Rev.61

2 Rev.28, Rev.40, Rev.42, Rev.52, Rev.53

3 Rev.28, Rev.39, Rev.40, Rev.42, Rev.48

Rev.49, Rev.51

4 Rev.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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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개정내역번호

4.2 이동지역 접근통제

1 Rev.28, Rev.38, Rev.40, Rev.42, Rev.46

Rev.57, Rev.61, Rev.64

2 Rev.19, Rev.38, Rev.42, Rev.57

4.3 공항비상계획

1 Rev.20, Rev.42, Rev.45, Rev.47, Rev.49

Rev.58, Rev.65 

2 Rev.15

4.4 구조 및 소방

1 Rev.28, Rev.45, Rev.47, Rev.56, Rev.58

Rev.62, Rev.65 

2 Rev.27, Rev.44, Rev.46, Rev.49, Rev.56

Rev.58, Rev.65 

3 Rev.28, Rev.35, Rev.51, Rev.62

4 Rev.20, Rev.35

5 Rev.27

6 Rev.28, Rev.44, Rev.45, Rev.49

7 Rev.27, Rev.35, Rev.38, Rev.44, Rev.45 

Rev.46, Rev.58, Rev.62, Rev.64, Rev.65 

8 Rev.27, Rev.46, Rev.59, Rev.64, Rev.65 

9 Rev.28, Rev.46, Rev.56, Rev.59

10 Rev.28, Rev.40, Rev.46, Rev.47, Rev.52

Rev.58

11 Rev.27, Rev.40, Rev.42, Rev.45, Rev.46

Rev.58, Rev.61, Rev.62

12 Rev.27, Rev.40

13 Rev.27, Rev.59

14 Rev.27, Rev.56, Rev.59

4.5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

1 Rev.28, Rev.39, Rev.40, Rev.41, Rev.42

Rev.48, Rev.49, Rev.52, Rev.59, Rev.61

2 Rev.27, Rev.30

3 Rev.27, Rev.53

4 Rev.28, Rev.39

5 Rev.27, Rev.42, Rev.61

6 Rev.27, Rev.39, Rev.40, Rev.42, Rev.65 

7 Rev.27, Rev.40, Rev.42, Rev.61

8 Rev.27, Rev.54

9 Rev.27

10 Rev.27, Rev.35, Rev.54

페이지 개정내역번호

4.6 시각보조시설 및 전력설비 등

1 Rev.28, Rev.40, Rev.41, Rev.51, Rev.53

Rev.56

2 Rev.28, Rev.40, Rev.41, Rev.44, Rev.65 

3 Rev.28, Rev.52, Rev.65 

4 Rev.28, Rev.40

5 Rev.28, Rev.56

6 Rev.28, Rev.35, Rev.51

7 Rev.28, Rev.39, Rev.51, Rev.59

8 Rev.28, Rev.40

9 Rev.28, Rev.44, Rev.52

10 Rev.28, Rev.40, Rev.41, Rev.53, Rev.65 

11 Rev.28, Rev.40, Rev.51, Rev.54, Rev.59

Rev.60

12 Rev.28, Rev.40

13 Rev.28

14 Rev.15

4.7 이동지역 유지보수

1 Rev.28, Rev.39, Rev.42, Rev.48, Rev.49

Rev.52, Rev.59

2 Rev.28

3 Rev.28, Rev.40, Rev.65 

4 Rev.28, Rev.40, Rev.65 

5 Rev.28, Rev.40, Rev.42, Rev.44

6 Rev.28, Rev.40, Rev.42

7 Rev.28, Rev.40, Rev.42

8 Rev.28

4.8 위험물 취급과 저장

1 Rev.28, Rev.39, Rev.40, Rev.41, Rev.42 

Rev.44, Rev.45, Rev.48, Rev.49, Rev.50

Rev.58, Rev.62

2 Rev.29, Rev.39, Rev.41, Rev.50, Rev.65 

3 Rev.28, Rev.39, Rev.41

4 Rev.28, Rev.39, Rev.41, Rev.50

5 Rev.41

6 Rev.41, Rev.42, Rev.44, Rev.45, Rev.48

Rev.49, Rev.50, Rev.58, Rev.62

7 Rev.41

8 Rev.41

9 Rev.50

10 Rev.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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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개정내역번호

4.9 이동지역 작업통제 및 안전조치

1 Rev.28, Rev.40, Rev.41, Rev.53, Rev.59

Rev.61

2 Rev.27, Rev.40

3 Rev.28, Rev.40, Rev.54

4 Rev.28, Rev.54

5 Rev.28, Rev.40

6 Rev.22, Rev.58

4.10 계류장 안전관리

1 Rev.28, Rev.39, Rev.42, Rev.45, Rev.48

Rev.49

2 Rev.28, Rev.40, Rev.47, Rev.59

3 Rev.28, Rev.35, Rev.39, Rev.42, Rev.45

Rev.48, Rev.49, Rev.56, Rev.58

4 Rev.28, Rev.42, Rev.49, Rev.54, Rev.58

Rev.59, Rev.61, Rev.62, Rev.65 

5 Rev.16, Rev.47, Rev.65 

6 Rev.16, Rev.47

4.11 이동지역 차량 및 장비통제

1 Rev.28, Rev.39, Rev.40, Rev.42, Rev.48

Rev.49, Rev.53, Rev.59, Rev.61

2 Rev.28, Rev.35, Rev.59

3 Rev.28, Rev.35, Rev.54, Rev.59

4 Rev.28, Rev.35, Rev.59

5 Rev.28, Rev.35, Rev.42

6 Rev.28, Rev.35, Rev.42

7 Rev.28, Rev.35, Rev.42

8 Rev.28, Rev.35, Rev.41, Rev.42

9 Rev.28, Rev.30, Rev.35

10 Rev.28, Rev.35, Rev.41, Rev.57

11 Rev.28, Rev.35

12 Rev.28

4.12 야생동물 위험관리

1 Rev.7

2 Rev.7, Rev.42

4.13 장애물 통제

1 Rev.16, Rev.35, Rev.41, Rev.53

2 Rev.28, Rev.35, Rev.41, Rev.46, Rev.62

페이지 개정내역번호

3 Rev.27, Rev.35, Rev.39, Rev.40, Rev.41 

Rev.46, Rev.62

4 Rev.28, Rev.35, Rev.39, Rev.40, Rev.41 

Rev.46, Rev.48, Rev.51, Rev.54, Rev.59, 

Rev.62

5 Rev.62, Rev.65 

6 Rev.28, Rev.35, Rev.42, Rev.48, Rev.49

7 Rev.28, Rev.42, Rev.48, Rev.49, Rev.53

Rev.61

8 Rev.28, Rev.42, Rev.65 

9 Rev.28, Rev.42, Rev.65 

10 Rev.42, Rev.65 

11 Rev.42, Rev.65 

4.14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

1 Rev.28

2
Rev.28, Rev.42, Rev.45, Rev.46, Rev.59, 

Rev.64

4.15 제설계획

1

Rev.28, Rev.32, Rev.35, Rev.40, Rev.41, 

Rev.42, Rev.45, Rev.48, Rev.50, Rev.54

Rev.59, Rev.61, Rev.64

2
Rev.28, Rev.32, Rev.40, Rev.41, Rev.45

Rev.50, Rev.56, Rev.61, Rev.64, Rev.65 

3
Rev.28, Rev.41, Rev.47, Rev.56, Rev.59, 

Rev.63, Rev.64, Rev.65 

4 Rev.60

5 Rev.41, Rev.42, Rev.45, Rev.50, Rev.58

Rev.59

6 Rev.41

4.16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1 Rev.29, Rev.35, Rev.40

2 Rev.29, Rev.35, Rev.42, Rev.51, Rev.52

4.17 항행안전시설의 보호

1 Rev.28, Rev.44, Rev.65 

2 Rev.28, Rev.51

3 Rev.27, Rev.38, Rev.48, Rev.51, Rev.56, Rev.65 

4 Rev.0,  Rev.51, Rev.56, Rev.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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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개정내역번호

4.18 자체안전점검프로그램

1 Rev.28, Rev.35, Rev.39, Rev.42, Rev.45,

Rev.48, Rev.49, Rev.52, Rev.57, Rev.61

2 Rev.28, Rev.38, Rev.40, Rev.42, Rev.45

Rev.52, Rev.57

3 Rev.28, Rev.30, Rev.42, Rev.45, Rev.57

Rev.60, Rev.61

4 Rev.28, Rev.40, Rev.42, Rev.45, Rev.57

Rev.59, Rev.65 

5 Rev.28, Rev.35, Rev.42, Rev.45, Rev.57

6 Rev.28, Rev.42, Rev.45, Rev.57, Rev.60

7 Rev.28, Rev.42, Rev.45, Rev.57

8 Rev.42, Rev.45, Rev.46, Rev.57

4.19 교육훈련프로그램

1 Rev.29, Rev.39, Rev.40, Rev.42, Rev.45, 

Rev.46, Rev.48, Rev.49, Rev.57, Rev.61

2 Rev.28, Rev.38, Rev.40, Rev.60, Rev.61

3 Rev.28, Rev.35, Rev.40, Rev.41, Rev.56

Rev.61

4 Rev.28, Rev.40, Rev.41

5 Rev.28, Rev.40, Rev.61

6 Rev.28, Rev.40

제 5 장 공항행정 및 안전관리시스템

5.1 공항행정

1 Rev.29, Rev.39, Rev.42, Rev.48, Rev.49

Rev.52, Rev.57, Rev.65 

2 Rev.25, Rev.39, Rev.42, Rev.45, Rev.46

Rev.51, Rev.52, Rev.57, Rev.58, Rev.59

Rev.61, Rev.65 

3 Rev.25, Rev.38, Rev.39, Rev.42, Rev.48

Rev.49, Rev.57

4 Rev.28, Rev.39, Rev.40, Rev.41, Rev.42, 

Rev.45, Rev.46, Rev.48, Rev.49, Rev.52

`Rev.57, Rev.58, Rev.61

페이지 개정내역번호

5.2 공항안전관리시스템(SMS)

1 Rev.27, Rev.39, Rev.44, Rev.53

2 Rev.27, Rev.42, Rev.44, Rev.45, Rev.52

Rev.57, Rev.61

3 Rev.27, Rev.39, Rev.44

4 Rev.23, Rev.39, Rev.44

5 Rev.27, Rev.39, Rev.42, Rev.44

6 Rev.15

제 6 장 제한사항

1 Rev.28, Rev.35, Rev.40

2 Rev.27, Rev.35, Rev.52

3 Rev.29, Rev.34, Rev.36, Rev.37, Rev.38, 

Rev.42, Rev.46, Rev.53, Rev.65 

4 Rev.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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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운영규정은 대한민국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제38조 공항운영증명제도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요구된 안전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입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표준과 권고사항들도 고려하여 작성된 인천국제공항을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부와 국제기준의 변화와 신설되는 항공안전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공항운영규정은 공항비상계획,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계획(SMGCS PLAN), 제설계획, 

야생동물위험관리계획, 표지판 및 표지관리계획 등의 부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항운영규정에서 기술된 절차는 실제 수행업무와 비교해서 동일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을 

준수함에 있어 실제 수행업무와 차이점이 발생되거나, 적용 불가능하거나, 비실용적이라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담당 부서장은 절차 이행에 책임이 부여된 직원의 이행상태 및 관련 규정의 참조자료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항운영규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안 관련사항은 제한적으로 열람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운영규정에 우리나라 정부 및 국제 항공안전기준의 변화와 신설되는 항공안전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한 공항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운영 및 공항운영규정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계획팀(전화 

032)741‐2601 전송 032)741‐208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9.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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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ally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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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래에 정하지 않은 정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정의)를 기준으로 한다.

1. 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 이후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2. 계류장관리업무(Apron Management Services)라 함은 계류장에서 항공기 및 차량의 활동 또는 

이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업무를 말한다.

3. 계류장(Apron)이라 함은 공항 내에서 여객·화물·우편물의 적재, 급유, 주기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4. 공시거리(Declared Distance)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주거리를 말한다.

가.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 이륙항공기가 지상활주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

나. 이륙가용거리(TODA) : 이륙활주가용거리에 개방구역을 더한 길이

다.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 이용되는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정지로를 더한 길이

라. 착륙가용거리(LDA) : 착륙항공기가 지상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

5. 공항(Airport)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6. 공항시설(Airport Facilities)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7. 공항운영규정(Airport Operations Manual)이라 함은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로서 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인력·시설·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을 말한다.

8.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공항운영증명서(Airport Operating Certificate, 이하 "운영증명"이라 한다)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운영자가 관할하는 공항의 운영체계를 검사한 후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교부

하는 서류를 말한다.

10. 공항표고(Airport Elevation)라 함은 착륙구역에서의 가장 높은 지점의 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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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항표점(Airport Reference Point)이라 함은 공항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을 말한다.

12. 기동지역(Maneuvering Area)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3. 갓길(Shoulder)이란 포장면과 지면 사이의 연결면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장자리에 인접한 구

역을 말한다.

14. 눈(지상의 눈)이라 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건조한 눈(dry snow) : 방치해 놓으면 바람에 날리는 눈, 혹은 손으로 뭉쳐지더라도 

놓으면 다시 흩어지는 눈으로서 비중이 0.35 미만인 상태

나. 젖은 눈(wet snow) : 손으로 뭉치면 하나의 눈 뭉치가 되던가 혹은 그런 경향이 

있는 눈으로서 비중이 0.35 이상 0.5 미만인 상태

다. 다져진 눈(compacted snow) : 압축되어 단단히 굳어지고 뭉쳐서 부서지지 않던가 혹은 굳은 

채로 부서지는 눈으로서 비중이 0.5 이상인 상태

15. 대기구역(Holding Bay)이라 함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항공기를 대기

시키거나 통과시키는 지정지역을 말한다.

16.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라 함은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

싸인 구역으로서 착륙대의 상공에 위치하며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17. 비행장(Aerodrome)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18. 수평표면(Horizontal Surface)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19. 시각보조시설(Visual Aids for Navigation)이란 항공기 항행목적으로 설치하는 시각시설로서 

지향신호등과 같은 신호수단, 표지(Markings), 등화(Lights), 표지판(Signs) 및 표시물

(Markers)을 말한다.

20. 안전관리시스템(SMS : Safety Management Systems)이라 함은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의 

구성, 책임,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는  조직적 접근방법을 말한다.

21. 안전프로그램(Safety Program)이라 함은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관련 제반 법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22. 원추표면(Conical Surface)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23. 유도로(Taxiway)라 함은 항공기의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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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도로대(Taxiway Strip)라 함은 유도로상을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

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5. 이동금지구역(Unserviceable Area)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동에 부적합한 이동지역의 일부분을 말한다.

26.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을 포함한다.

27. 일시정지위치(Intermediate Holding Position)라 함은 교통관제의 목적으로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대기하도록 지시한 경우 항공기 및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해야 하는 지점을 말한다.

28. 자체검사자(Self Inspector)라 함은 공항운영자가 관할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자체점검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29. 장애물(Obstacle)이라 함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또는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의 위로 돌출되는 고정된(일시적 또는 영구적) 혹은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30. 장애물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이라 함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

행표면을 말한다.

31. 전이표면(Transitional Surface)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

한다.

32. 정지로(Stopway)라 함은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

하도록 설치된 구역으로서 이륙가용활주거리의 끝에 위치한 장방형의 지상구역을 말한다.

33. 접지구역(Touchdown Zone)이라 함은 활주로 중에서 착륙항공기가 활주로에 처음 접촉하는 

부분으로 사용되도록 활주로시단을 지나서 설정한 부분을 말한다.

가. 항공기주기장유도선

   (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

나. 계류장유도로

(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를 

횡단하는 유도경로 또는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

다. 고속탈출유도로

    (Rapid Exit Taxiway)

: 착륙항공기가 신속히 활주로를 이탈하여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 시킬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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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방빙장(De/Anti‐icing Pad)이란 항공기 제·방빙 작업을 위하여 항공기 주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35. 주 활주로(Primary Runway)라 함은 다른 활주로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활주로를 말한다.

36. 진입표면(Approach Surface)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37. 착륙대(Runway Strip)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38. 착륙복행(Balked Landing)이라 함은 장애물 회피고도/높이(OCA/H) 아래의 지점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착륙기동을 계속하지 못하고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39. 포장등급번호(PCN : Pavement Classification Number)라 함은 항공기 운항의 제한이 없는 

운영에 대한 포장의 지지강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

40. 표시물(Markers)이라 함은 장애물을 나타내거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지표상에 설치하는 

물건을 말한다.

41. 표지(Markings)라 함은 항공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문자 등을 말한다.

42. 표지판(Signs)이라 함은 항공기에게 위치 및 방향 등 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지역 내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고정식 표지판 : 하나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표지판

나. 가변식 표지판 : 여러 개의 기 결정된 정보를 표시하거나 없앨 수도 있는 표지판

43. 항공기등급번호(ACN : Aircraft Classification Nnumber)라 함은 정해진 표준 노상(Subgrade) 

등급과 관련하여 포장면 위의 항공기와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

44. 항공기주기장(Aircraft Stand)이라 함은 항공기의 주기를 위하여 계류장 위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5. 항공등화(Aeronautical Ground Lights)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을 말한다.

46. 항행안전시설(Navigational Aids)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

한다.

47. 활주로(Runway)라 함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해 육상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48. 활주로가시범위(RVR)라 함은 활주로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를 나타내는 등화 또는 활주로 중심선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49. 활주로시단(Runway Threshold)이라 함은 항공기 착륙에 사용 가능한 활주로부분의 기점을 말한다.

50. 활주로이설시단(Runway Displaced Threshold)이라 함은 활주로의 끝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활주로의 시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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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활주로정지위치(Runway holding position)라 함은 활주로, 장애물제한표면 또는 계기착륙시

설(ILS/MLS)의 임계구역·민감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탑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주행 

중인 항공기와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해야 하는 위치를 말한다.

52. 활주로조명(Runway lighting)이라 함은 항공등화 가운데 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 접지구

역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종단등을 말한다.

53. 활주로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이라 함은 접근활주로의 시단 앞쪽에 착륙하

거나 종단을 지나쳐 버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대칭

으로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54. 부러지기 쉬운 물체(Frangible object)라 함은 충격시에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도

록 부러지거나 뒤틀리거나 휘어지게 고안된 경량의 물체를 말한다.

55.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Aeronautical Study / Risk Assessment)라 함은 항공안전과 관련

하여 항공학적 검토에 참여한 자가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획되어진 검토 및 평가를 말하며 항공장애

물에 대한 차폐검토를 포함한다.

56. 위해요인(Hazard)이라 인명의 부상 사망 등 피해, 시스템·장비·재산 등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

57. 위험(Risk)이라 함은 위해요인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으로 심각도(Severity)와 발생가능성

(Probability)으로 측정되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58. 위험관리(Risk Management)라 함은 의사결정자가 모든 가능한 위험 및 손실에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타당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9. 공항운영계획 정보(Aerodrome Operational Planning information)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항행계획(Asia and Pacific Regions Air Navigation Plan, Doc9673)에 

수록하여야 하는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0. 비행장지도자료(AMD)라 함은 항공정보 사용을 위해 지도제작, 훈련, 지상운항, 사용자의 상황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수집된 비행장지도정보자료를 말한다.

61. 비행장지도 데이터베이스(AMDB)라 함은 체계적인 데이터 세트로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비행장

지도자료의 수집물을 말한다.

62. 주의지점(Hot spot)이라 함은 활주로 침범 또는 충돌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거나 실제 사례가 

있는 비행장내 이동지역으로서 조종사와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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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종사용정지선등(Pilot Stop lights)이라 함은 조종사가 원격주기장 정지위치에 유도사 없이 

항공기를 정지시킬 경우 정지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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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General)

1.1 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공항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항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

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2.1 이 규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이하 “공항공사”) 및 협력업체의 직원과 한국공항(주)

인천급유시설의 직원 및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조업사 등에 소속된 종사자에게 적

용한다.

1.2.2 이 규정은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운영과 관련하여 공항공사의 모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3 관련법률 및 적용규정

1.3.1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운영을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1.3.2 공항운영증명의 유지 및 공항의 안전운영과 공항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항공사 

및 공항공사 협력업체와 한국공항(주)인천급유시설은 다음 각 호의 관련법규를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적용한다.

1. 공항시설법(법률)

2. 공항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4. 항공기 사고조사 및 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

5. 국토교통부 고시

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나.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라.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마.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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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천국제공항공사

가. 공항비상계획(Emergency Plan)

나.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계획(SMGCS PLAN)

다. 제설계획(SNOW PLAN)

라. 야생동물위험관리계획

마. 공항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

1.3.3 1.3.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4, 11, 14, 15, 16, 17, 19권

2. Manual on Certification of Aerodromes(ICAO Doc9774)

3. Airport Services Manual(ICAO Doc9137)

4. Manual of SMGCS(ICAO Doc9476)

5. Aerodrome Design Manual(ICAO Doc9157)

6. Airport Planning Manual(ICAO Doc9184)

7. Safety Management Manual(ICAO Doc9859)

1.4 항공정보시스템과 항공정보 공표절차

1.4.1 준수

1.4.1.1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관련 모든 자료들은 항공정보간행물(AIP :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에 수록하여 발간한다.

1.4.1.2 공항공사 각 부서의 장 혹은 업무부서 책임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NOTAM 

발행의 책임이 있으며, NOTAM발행 의뢰는 서울지방항공청(항공정보통신센터, 항공정보

과)에 요청한다.

1.5 항공기 운항(Aircraft movements)의 기록

1.5.1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인천 관제탑 및 

서울접근관제소)에 의해 수집되고 기록된다.

1.5.2 이 규정에서 기술한 모든 항공기 이동정보는 관제장비와 연계된 공항공사의 통합정보시스템

(IIS,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에서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유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항공기 입·출항 정보의 기록 및 주기장 배정 등에 이용하고 있으며, 승객들에게 출·도착 

항공기의 안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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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항운영자의 의무

1.6.1 공항공사 또는 협력업체는 공항시설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을 유지하고 

공항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이 규정을 준수한다.

1.6.2 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공항안전검사관이 공항의 안전검사를 위하여 공항 

내외의 지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공항공사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따라 출입에 

협조한다.

1.6.2.1 주간에는 에어사이드 운영총괄부서의 안내와 인솔에 따라, 공항공사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따른 출입증 발급 후 에어사이드에 출입하며, 야간에는 항공보안통제실(ASC : 

Aviation Security Center)에서 인천공항공사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따른 출입증 발급 

후 에어사이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6.3 다음과 같은 활주로침범 및 충돌방지 전략에 부합되도록 공항운영규정을 작성한다.

1.6.3.1 활주로침범 및 충돌방지를 위한 안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국토교통부 예규)

2. 공항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국토교통부 예규)

1.6.3.2 공항시설을 확장 및 개량할 경우에는 활주로침범 및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6.3.3 등화, 표지, 표지판 등 시각보조시설은 활주로침범 및 충돌 방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비행장시설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6.3.4 조종사, 차량운전자, 보행자 등은 활주로침범 및 충돌방지를 위하여 1.6.3.1의 안내기준

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1.6.3.5 활주로침범 및 충돌방지에 대한 교육훈련은 이동지역 관계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1.6.3.6 공항의 시설 또는 운영절차 등 공항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공항의 물리적 특

성, 시설 및 장비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안

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6.3.7 공항시설정보가 변경되는 대규모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공사 

시행 최소 9주 전에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0조 1항 각 호의 내용을 포

함한 시행계획을 지방항공청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유

지보수작업은 관할 지방항공청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보고시기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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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공항의 물리적 특성, 시설, 장비 또는 운영절차 등에 대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개시 최소 25일 이전에 공항운영규정을 변경 신청하고, 국토교통

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득한 후 해당시설을 사용한다.

1.6.3.9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별표 1 필수공항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 내용을 제출한다.

1.6.3.1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항행계획(Asia and Pacific Regions Air 

Navigation Plan, Doc9673)에 수록하여야 하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계획 정보를 작

성하고 최신의 정보로 관리하고, 매 반기별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6.3.11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 및 공항 내 유관기관에 공항운영증명 취득사실을 알리고, 

항공정보간행물(AIP-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이하 ‘AIP’)에 공항 명칭, 

ICAO 지역부호, 공항운영증명서 발급일자, 발급기관 등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6.3.12 항공정보업무기관이 최신의 비행전정보(Pre‐Fight Information) 및 비행 중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과 협의 및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1. 공항 상태 및 공항운영증명 현황에 대한 정보

2. 관할구역 내의 관련시설, 업무,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상태

3. 운영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밖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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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항부지정보(Airport site details)

2.1 공항도면

공항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고, 공항운영을 위한 주요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공항도면은 

부록 8‐1 및 8‐4와 같다.

2.2 공항부지의 소유권

인천국제공항의 공항부지(Airside, Landside)는 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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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항시설정보(Airport dimensions and related information)

3.1 일반정보

3.1.1 공항의 명칭

인천국제공항(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3.1.2 공항의 위치

인천국제공항은 서울시청으로부터 서쪽으로 48.7Km, 인천시청으로부터 서쪽으로 23.9Km에 

위치하고 있다.

3.1.3 공항 표점의 지리적 좌표(WGS‐84) 및 자기편차(부록 8‐1참조)

3.1.3.1 인천국제공항의 공항표점(ARP)의 좌표(WGS‐84)는 다음과 같다.

1. 위도 : 37˚27´45˝N

2. 경도 : 126˚26´21˝E

3.1.3.2 인천국제공항의 자기편차는 9˚W(2020) / 연간변동률 0.093˚W이다.

3.1.4 공항표고와 지오이드 기복

3.1.4.1 인천국제공항의 공항표고는 7m이다.

3.1.4.2 인천국제공항의 지오이드(Geoid)의 기복은 21m이다.

3.1.5 활주로시단의 표고와 지오이드 기복

분 류 15L 33R 15R 33L 16L 34R 16R 34L

표고 6.9m 6.9m 6.9m 6.9m 7.0m 7.0m 7.0m 7.0m

지오이드의 기복 21.5m 21.5m 21.4m 21.5m 21.3m 21.5m 21.8m 21.9m

3.1.6 공항표준온도

인천국제공항 표준온도는 섭씨 30.3°C(2020)이다.



공항운영규정
(Airport Operations Manual)

제3장 공항시설정보

3.1 일반정보

  제정 : 2003.11.20                                      2                                      개정 :  2013. 3. 19

3.1.7 비행장등대에 관한 세부사항

인천국제공항 비행장등대는 공항 동측 주(Main)변전소 건물 옥상에 위치하고 분당 20‐30

회전으로 백색과 녹색섬광을 교차로 비추고 있으며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3.1.8 공항운영자의 연락처

1. 공항운영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 주 소 : 400‐700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전화번호 : 82‐32‐741‐2601

4. 팩스번호 : 82‐32‐741‐2085

5. Home page : http://www.airport.kr

http://www.air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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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항제원 및 관련정보

3.2.1 활주로 제원    

구분 15L 33R 15R 33L 16L 34R 16R 34L

진방위 144.66 324.67 144.66 324.67 144.66 324.67 144.66 324.67

자방위 153 333 153 333 153 333 153 333

길이 3,750m 3,750m 4,000m 3,750m
폭 60m 60m 60m 60m

갓길 12m 12m 12m 12m

경사
종단 0.0% 0.0% 0.0% 0.0%
횡단 1.5% 1.5% 1.5% 1.45%

표면유형 Asphalt / Concrete : 시단 300m / Grooved
Asphalt / Concrete : 
시단 700m / Grooved

Asphalt / Concrete : 
시단 842m / Grooved

배치상태

2활주로 1활주로 3활주로 4활주로

414m 분리된 평행 414m 분리된 평행

2,075m 분리된 평행

2,489m 분리된 평행

2,489m 분리된 평행

2,903m 분리된 평행

무장애구역
각 활주로별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항공기 항법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된다.

운영등급 CAT‐Ⅲb CAT‐Ⅲb CAT‐Ⅲb CAT‐Ⅲb CAT‐Ⅲb CAT‐Ⅲb CAT‐Ⅲb CAT‐Ⅲb

이설시단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3.2.2 착륙대의 제원 

구분

길이 폭 표면유형
15L/33R
15R/33L
16R/34L

16L/34R
15L/33R
15R/33L
16R/34L

16L/34R
15L/33R
15R/33L
16R/34L

16L/34R

착륙대 4,110m 4,360m 300m 300m 녹지(활주로 제외)

종단안전구역 240m 240m 150m 150m 녹지(정지로 제외)

개방구역 300m 300m 150m 150m 녹지(정지로 제외)

정지로 120m 120m 60m 60m Concrete

  

   

3.2.3 유도로의 제원 

구분 명칭 길이(m) 폭(m) 갓길폭(m) 표면종류 비고

평행유도로

A 3,750 30
15

포장 : 12
잔디 : 3

Concrete

B 3,750 30 Asphalt

C 3,750 30
15

포장 : 12
잔디 : 3

Asphalt

D 3,750 30 Concrete

M 4,000 30 15 Concrete

N 4,000 30 15 Asphalt

P 3,750 30 15 Asph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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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길이(m) 폭(m) 갓길폭(m) 표면종류 비고

직각 유도로

A4 80 49 12 Concrete

A5 80 49 12 Concrete

A6 80 50 12 Concrete

A7 80 49 12 Concrete

A8 80 49 12 Concrete

A9 80 49 12 Concrete

A10 80 49 12 Concrete

A11 80 49 12 Concrete

A12 80 49 12 Concrete

A13 267 49 12 Concrete

A14 283 49 12 Concrete

A15 80 49 12 Concrete

A16 257 49 12 Concrete

A18 80 49 12 Concrete

A19 80 49 12 Concrete

B1 147 45 12 Concrete

B4 147 51 12 Asphalt

B7 147 45 12 Concrete

G 798 41 12 Concrete

J 798 51 12 Asphalt

K 798 51 12 Asphalt

L 798 41 12 Concrete

M5 294 41 15 Concrete

M6 300 41 15 Concrete

M17 80 49 15 Concrete

M18 80 47 15 Concrete

M19 80 42 15 Concrete

N1 147 38 15 Concrete

N6 147 41 15 Concrete

N7 147 38 15 Concrete

S 561 40 15 Concrete

V 561 51 15 Concrete

C3 177 51 12 Asphalt

M7 80 47 15 Asphalt

M8 80 49 15 Asphalt

M9 80 47 15 Asphalt

M10 80 47 15 Asphalt

M11 80 49 15 Asphalt

M12 80 49 15 Asphalt

M13 271 47 15 Asphalt

M14 286 47 15 Asphalt

M15 80 47 15 Asphalt

M16 253 47 15 Asphalt

W 384 51 15 Asphalt

T 561 51 15 Asphalt

U 561 51 15 Asphalt

P1 147 41 15 Concrete

P12 147 41 15 Concrete

P13 147 41 15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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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길이(m) 폭(m) 갓길폭(m) 표면종류 비고

고속탈출유도로

B2 294 40 12 Asphalt
B3 294 40 12 Asphalt
B5 294 40 12 Asphalt
B6 294 40 12 Asphalt
C1 294 40 12 Asphalt
C2 294 40 12 Asphalt
C4 294 40 12 Asphalt
C5 294 40 12 Asphalt
D1 354 40 12 Asphalt
D6 354 40 12 Asphalt
N2 294 41 15 Asphalt
N3 294 41 15 Asphalt
N4 294 41 15 Asphalt
N5 300 41 15 Asphalt
P2 294 41 15 Asphalt
P4 294 41 15 Asphalt
P5 294 41 15 Asphalt
P6 294 41 15 Asphalt
P7 294 41 15 Asphalt
P8 294 41 15 Asphalt
P10 294 41 15 Asphalt
P11 294 41 15 Asphalt

계류장유도로
R8 1,441 30 15 포장 : 12, 잔디 : 3 Concrete

R9 1,441 30 15 Concrete

3.2.4 계류장의 제원 

위치 탑승교주기장(MARS) 원격주기장(MARS*) 표면유형 비고

계(242) 111(14) 131(56)

Concrete

5,369,601㎡

여객계류장 111(14) 51(20) 3,664,797㎡

화물계류장 ‐ 47(12) 908,116㎡

정비계류장 ‐ 11(2) 180,432㎡

제빙계류장 ‐ 21(22) 586,778㎡

격리계류장 ‐ 1(-) 29,478㎡
  

 * MARS : Multi-Aircraft Ramp System

3.2.5 접근절차를 위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각보조시설

3.2.5.1 진입등시스템 및 진입각지시등의 종류

구 분 15L 33R 15R 33L 16L 34R 16R 34L

진입등
시스템

등화종류 ALSF‐Ⅱ ALSF‐Ⅱ ALSF‐Ⅱ ALSF‐Ⅱ ALSF‐Ⅱ ALSF‐Ⅱ ALSF‐Ⅱ ALSF‐Ⅱ
길이 900m 900m 900m 900m 900m 900m 900m 900m

광도 고촉광 고촉광 고촉광 고촉광 고촉광 고촉광 고촉광 고촉광

진입각
지시등

등화종류 PAPI PAPI PAPI PAPI PAPI PAPI PAPI PAPI

각도 3° 3° 3° 3° 3° 3° 3° 3°

설치위치 좌측 좌측 좌측 좌측 좌측 좌측 좌측 좌측

MEHT
19.7m

(64.64ft)
19.7m

(64.64ft)
19.7m

(64.64ft)
19.7m

(64.64ft)
20.5m

(67.14ft)
20.5m

(67.14ft)
20.5m

(67.14ft)
20.5m

(67.14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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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항공등화 및 예비전원

       1. 활주로

          

구분

설치간격

활주로 시단등 종단등 활주로등
활주로

중심선등
접지

구역등
활주로
거리등

정지로등

제1활주로
15R 3m 6m

60m 15m 30m 300m 60m
33L 3m 6m

제2활주로
15L 3m 6m

60m 15m 30m 300m 60m
33R 3m 6m

제3활주로
16L 3m 6m

60m 15m 30m 300m 60m
34R 3m 6m

제4활주로
16R 3m 6m

60m 15m 30m 300m 60m
34L 3m 6m

색상 녹색 적색 백/황색 백/적색 백색 백색 적색

       2. 유도로·계류장 

          

구분 설치지역 설치간격 및 특성

유도로등 모든 유도로 곡선구간 6∼60m

유도로중심선등 모든 유도로 및 유도경로 곡선구간 : 3.75~7.5m
직선구간 : 15m

정지선등
모든 활주로 대기지점
ILS Sensitive Area 대기지점
유도로 교차지역

매립등 : 3m
노출등 : 유도로 가장자리로부터 3m 
            이상

활주로경계등 활주로 진입유도로 대기지점 유도로 가장자리로부터 5m

유도로안내등 계류장, 유도로 등 항공기 주행경로 활주로 및 유도로 가장자리로부터 11~ 21m

도로정지위치등 활주로, 유도로 횡단도로 정지위치 노출등 : 적색섬광등

항공기 주기장 안내등 1,2,3,4 계류장의 유도경로 
곡선부분 : 7.5m 이하
직선부분 : 15m 이하

시각주기유도시스템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여객주기장
기종 및 주기장 번호 표시
잔여거리 및 좌우편차 지시
E‐STOP, Stop Too Far 표출

계류장조명등
1,2,3,4 계류장, 화물계류장, 정비
계류장, 제방빙계류장, 격리주기장
(#825 제방빙주기장 제외)

설치높이 : 16m~30m
계류장조명등이 제공되지 않는 제방빙
주기장은 지상조업사의 이동식 등화
장비 대체사용

주기장식별표지등 여객계류장, 화물계류장 황색바탕 흑색문자

비상용등화 ‐ 이동형 비상활주로 등화

유도로가장자리표시물 모든 유도로 직선구간:  60m 이하

풍향등
활주로시단으로부터 300m, 
활주로 가장자리로부터 75m의 우측 ‐

일시정지위치등 계류장 항공기 주행경로 매립등 : 황색등

고속탈출 유도로지시등 활주로의 고속탈출유도로 진입지역 매립등 : 황색등

진입금지선등 탈출전용 유도로 진입 정지위치
매립등 : 3m
노출등 : 탈출전용 유도로 

가장자리로부터 3m 이상

조종사용정지선등 원격주기장 내 항공기 정지위치
매립등 : 적색등4개, 간격 1.5m, 
조종사용정지선에서 30도 
(주기장유도선 방향)

차량정지위치등 계류장 횡단도로 정지위치
매립등 : 적색등, 간격 0.75m
노출등 : 적색등, 노견으로부터 
1.5m이상 (차량용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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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비전원 가용성

          정전시 동력형 무정전 전원공급장치(D‐UPS)에 의해서 무정전 및 15초 이내 비상전원

          (CAT‐Ⅱ/Ⅲ 운영기준 충족)을 공급한다.

3.2.5.3 인천국제공항의 표지판(Signs) 시설은 부록 6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3.2.5.4 인천국제공항의 표지(Marking) 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도식화 내용은 부록 7과 같다.

       1. 활주로

          

명    칭
규          격

색    상 설    명 비    고

활주로 명칭
표지

테두리-흑색
바탕-백색

․ 활주로 방위각 표시 
․ 33L, 15R, 33R, 15L, 34R, 

16L, 34L, 16R로 표기

활주로중심선
표지

백색점선 ․ 활주로의 물리적인 중앙 표시 ․ 폭 : 90㎝, / 길이 : 30m

시단
표지

테두리-흑색
바탕-백색

․ 착륙활주로의 시작지점 표시

․ 폭 : 1.7m / 간격 : 1.7m
(1,2,3활주로), 1.8m (4활주로)․ 길이 : 30m (1,2활주로), 
  45m (3,4활주로)

목표점 
표지

백색실선 ․ 착륙시 시각적인 목표지점 표시 ․ 폭 : 10m / 길이 : 60m

시단선
테두리-흑색
바탕-백색

․ 착륙활주로의 시단 표시 ․ 폭 : 3m / 길이 : 60m

접지구역 

표지
백색실선 ․ 착륙시 착지구간 표시

․ 폭 : 1.8m / 길이 : 22.5m

․ 간격 : 1.5m

활주로 옆선

표지
백색실선

․ 활주로와 주변지형 시각적으로 구분

하기 위해 표시
․ 폭 : 90cm

활주로 갓길

표지
황색실선

․ 항공기 이동구간이 아닌 활주로 

옆 포장구역 표시
․ 폭 : 90cm / 간격 : 30m

시단이전

표지
황색실선

․ 항공기 운항목적으로 부적합한

 활주로 시단 이전 포장표면 표시

․ 폭 : 90cm / 간격 : 30m

․ 항공기 진입방향으로 역V 

 모양으로 설치

활주로 

정지위치

표지 A

황색점선

황색실선

테두리-흑색실선

․ 활주로 진입 전 유도로상의 대기

지점 표시

․ 폭 : 2.1m 실선2개, 파선2개

․ 2개 활주로 정지위치가 있는 

경우 활주로 근접 지역에 설치

활주로

정지위치

표지 B

황색실선

테두리-흑색실선

․ 활주로 진입 전 유도로상의 대기

지점 표시 

․ 폭 : 2.1m 사다리형태

․ 2개 활주로 정지위치가 있는 

경우 활주로로부터 먼 곳

에 설치(사다리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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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도로

명    칭
규          격

색    상 설    명 비    고

유도로 중심선

표지(A)

중심선-황색

테두리-흑색

․ 저시정운영절차 운영시 이동가능 

유도로 표시

․ 폭 : 30cm(황색실선 양쪽으

로 검정 테두리 폭 : 15cm)

유도로 중심선

표지(B)
황색실선 ․ 항공기 일반 유도로 표시

․ 폭 : 30cm

(단, 경항공기용 도입도출선 

폭 : 15cm)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 표지
황색점선

․ 활주로 대기지점 접근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중심선 좌우에 

점선표지 보강

․ 폭 : 15cm / 길이 : 3m

․ 간격 : 1m

유도로

가장자리표지
황색실선

․ 유도로 가장자리 표시
․ 폭 : 15cm / 간격 : 15cm

․ 두 줄의 황색실선 표시

․ 유도로의 갓길지역 표시
․ 폭 : 0.9m이상/ 길이 : 7.5m

․ 간격 : 30m(곡선부 15m이하)

일시정지

위치표지
황색점선

․ 일시정지 지시를 받은 항공기의 

정지위치 표시

․ 폭 : 30cm / 길이 : 90cm

․ 간격 : 90cm

지리적 

위치표지

문자-흑색

바탕-분홍색

테두리-백색/흑색

․ 저시정 운영시 지상이동 항공기 

이동위치 파악하기 위한 위치 

표시

․ 원직경 : 2.1m 

․ 문자높이 : 1.5m

․ 테두리(백색/흑색) : 15cm

폐쇄표시 황색
․ 영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유

도로 또는 일부에 X 모양 표시
․ 폭 : 1.5m / 길이 : 9m

판형 유도로 

방향표지

바탕-황색 

문자-흑색

․ 유도로 교차지점에 방향표지판 

설치 불가능시 설치하여, 유도

로 방향 표시

․ 문자높이 : 4m

판형 유도로 

위치표지

바탕-흑색 

문자-황색

․ 유도로정보 표지판 설치 불가능시 

유도로의 위치정보 표시
․ 문자높이 : 4m

판형 정지 

위치 표지

바탕-적색

문자-백색

․ 활주로 진입전 유도로상 정지위

치에 정지위치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거나 활주로 무단침범방지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 문자높이 : 4m

판형 활주로 

목적지표지

바탕-황색 

문자-흑색

․ 유도로 교차지점에 활주로 목적

지에 대한 방향을 표시하기 위

하여 표지판을 대신하거나 보완

하는 경우 설치

․ 문자높이 : 4m

판형 
진입금지

표지
(NO ENTRY)

바탕-적색
문자-백색

· 조종사가 대기지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위치에 설치

· 문자높이 : 4m

판형 활주로 
목적지

(출발) 표지

바탕-황색
문자-흑색

· 유도로 교차지점에 활주로      
 출발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지판을 대신    
 하거나 보완하는 경우 설치

· 문자높이 :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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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류장

명    칭
규          격

색    상 설    명 비    고

항공기 주기

보호선
적색실선

․ 지상차량과 정비장비 등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 및 해당 차량과 장비 

등의 사용구역 한정을 위해 표시

․ 폭 : 15cm

판형 게이트

식별표지

바탕-황색,

문자-흑색

․ 지정 주기장을 찾기 쉽도록 해당 

주기장 명칭을 표시
․ 문자높이 : 1.2m

계류장

가장자리표지
황색실선 ․ 계류장의 가장자리를 표시

․ 폭 : 15cm / 간격 : 15cm

․ 황색 두 실선으로 구성
장비정치장

표지
청색

․ 계류장 내 지상조업 장비와 차량 

장기간 정차 가능지역 표시
․ 폭 : 15cm

이동식 탑승교

안전선
적색실선

․ 차량 및 정비장비 등으로부터 

이동식 탑승교의 안전격리 지역 

표시

․ 폭 : 15cm

․ 안전선 내부 사선

(폭 : 15cm / 간격 : 1m 이하)
원형계류장

진입지점 표지

바탕-황색

문자-흑색
․ 해당 항공기의 주기장위치를 표시 ․ 지름 : 4.5m

주행안전선

(FMO line)
황색점선

․ 항공기 이동지역 내 장애물 안전 

이격 거리확보를 위해 설치
․ 폭 : 15cm

SMGCS 운영

차량도로

표지

점선-백색

실선-흑색

․ 저시정운영절차 운영시 차량도로 

표시

․ 교차지역 내 곡선반경이 40m 

이상인 경우

(길이:4.5m / 간격: 7.5m)

․ 교차지역 내 곡선반경이 40m 

이하일경우(길이:1m/간격:1m)

테두리-백색실선

실선-흑색

․ 저시정운영절차 운영시 차량도로 

표시

․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중앙선 

및 항공기 이동 구간을 횡단하는 

경우에 표시

  
       4. 기타

           

명    칭
규          격

색    상 설    명 비    고

급유구 위치표지 적색 ․ 급유구 맨홀의 위치 표시 ․ 폭 : 15㎝(원형 테두리)

급수구 위치표지 적색 ․ 급수구 맨홀의 위치 표시 ․ 폭 : 15㎝(원형 테두리)

차량 주차장 백색 ․ 이동지역 내의 차량 주차장 표시 ․ 폭 : 15㎝

Zipper Marking 백색
․ GSE 도로상의 항공기 주요동선 

횡단부에서 지상운전자의 특별
한 주의환기를 위한 표시

․ 점선 폭 : 30㎝ / 길이: 1.3m․ zipper 형태로 각 점선 연결

탑승교 Parking

위치표지
백색

․ 이동식 탑승교 비운행시 탑승교 
바퀴의 정지 대기위치 표시

․ 폭 : 15 ㎝․ 가로길이 : 3.6m․ 세로길이 : 0.95m

기동지역경계선 황색

․ 기동지역과 이동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설치

  (ATC service boundary / 
Maneuvering Area)

․ 실선 : 폭: 15㎝․ 점선 길이 : 1m․ 실선과 점선 간격 : 15㎝

무선통신이양

지점표지

바탕-적색

테두리-흑색

문자- 백색

․ 별도의 계류장관제업무 운영으로 
계류장 진출입지점 표시․ 계류장내 관제구역분할 무선통신 
이양지점 표시

․ 세로길이 : 5m․ 글자높이 :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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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VOR Check point의 위치 및 주파수

3.2.6.1 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 제2활주로 및 제4활주로 주변지역에는 VOR Check point는 

지정하지 않았으며, 대신 항공기 주기장(Aircraft Stand) 마다 좌표(WGS‐84)와 해발고도

를 INS Check point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하여 발간된다.

3.2.6.2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주변 유도로에 설치된 VOR Check point(2개소)의 위치 및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위 치

주파수좌표(WGS‐84)
설 명

위도 경도

37°26′45.91″ 126°26′36.62″
TWY M16에서

TWY N으로 진입하는 지점

'WNG 112.9MHz(76X)'

RDL 336°/2.5NM

37°28′01.90″ 126°25′23.70″
TWY M에서

TWY M6으로 진입하는 지점

'WNG 112.9MHz(76X)'

RDL 347°/0.9NM

3.2.7 유도로의 위치와 명칭

인천국제공항 유도로의 위치와 명칭은 부록 8‐2와 같다

3.2.8 활주로시단의 좌표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시단의 좌표(WGS‐84)는 다음과 같다.

활주로 15L 33R 15R 33L 16L 34R 16R 34L

위도 37̊29́02.20̋N 37̊27́22.97̋N 37̊28́54.44̋N 37̊27́15.21̋N 37̊28́22.11̋N 37̊26́36.29̋N 37̊28́07.71̋ N 37̊26́28.50̋N

경도 126̊26́24.56̋E 126̊27́52.82̋E 126̊26́10.82̋E 126̊27́39.08̋E 126̊24́56.06̋E 126̊26́30.22̋E 126̊24́48.18̋E 126̊26́16.45̋E

명    칭
규          격

색    상 설    명 비    고

접지봉 위치표지
테두리-흑색

표지-황색

․ 지상급유시 항공기 및 급유차량

의 접지 위치 표시

․ 흑색 외부테두리 폭 : 15㎝

․ 황색 내부테두리 폭 : 15㎝

도로양보 표지
양보표지-백/적색

항공기-백색

․ 항공기 유도경로와 횡단하는 차

량도로상의 양보 표시

․ 가로 : 2.3m /  높이 : 6.9m

․ 폭 : 15㎝(적색 외부테두리)

30㎝(백색 내부테두리)

무어링 위치표지 적색 ․ 무어링의 위치 표시 ․ 폭 : 15cm

테더링 위치표지 적색 ․ 테더링의 위치 표시 ․ 폭 : 15cm

VOR 

체크포인트표지

바탕-백색

테두리-흑색
․ VOR 체크포인트 위치 표시

․ 원직경 : 6m / 테두리 : 15cm 

․ 방향선길이 : 12m / 폭 : 15cm

․ 주기방향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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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항공기 주기장별 좌표

3.2.9.1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주기장별 좌표는 다음과 같다.

       1. 여객계류장

       

Aircraft 
Stand

Number

INS Coordinates for Aircraft Stand Aircraft 
Stand

Number

INS Coordinates for Aircraft Stand

WGS-84 WGS-84

1 37°26'59.01"N 126°27'21.53"E 101 37°27'31.17"N 126°26'57.99"E

2 37°26'59.38"N 126°27'23.37"E 102 37°27'32.40"N 126°26'56.80"E

3 37°27'00.33"N 126°27'24.14"E 103 37°27'29.61"N 126°27'00.02"E

6 37°27'01.79"N 126°27'23.98"E 104 37°27'31.69"N 126°26'55.45"E

7 37°27'02.98"N 126°27'23.02"E 105 37°27'28.47"N 126°26'58.60"E

8 37°27'03.62"N 126°27'20.95"E 106 37°27'30.28"N 126°26'54.22"E

9 37°27'03.96"N 126°27'18.19"E 107 37°27'27.37"N 126°26'55.96"E

10 37°27'04.12"N 126°27'15.38"E 108 37°27'29.12"N 126°26'51.63"E

11 37°27'04.19"N 126°27'12.44"E 109 37°27'26.01"N 126°26'53.56"E

12 37°27'06.48"N 126°27'08.52"E 110 37°27'27.40"N 126°26'49.17"E

14 37°27'09.00"N 126°27'07.74"E 111 37°27'24.37"N 126°26'50.65"E

15 37°27'11.32"N 126°27'07.15"E 112 37°27'25.76"N 126°26'46.27"E

16 37°27'13.32"N 126°27'07.12"E 113 37°27'23.01"N 126°26'48.25"E

17 37°27'14.82"N 126°27'05.90"E 114 37°27'24.79"N 126°26'43.46"E

18 37°27'15.19"N 126°27'04.57"E 115 37°27'21.35"N 126°26'46.10"E

19 37°27'13.98"N 126°27'02.66"E 117 37°27'20.09"N 126°26'43.75"E

20 37°27'13.32"N 126°27'00.96"E 118 37°27'20.81"N 126°26'36.98"E

21 37°27'11.65"N 126°27'01.52"E 119 37°27'18.68"N 126°26'41.24"E

22 37°27'10.19"N 126°27'02.56"E 121 37°27'17.57"N 126°26'38.62"E

23 37°27'07.88"N 126°27'03.21"E 122 37°27'19.02"N 126°26'34.35"E

24 37°27'05.55"N 126°27'04.60"E 123 37°27'16.21"N 126°26'36.21"E

26 37°27'01.98"N 126°27'02.98"E 124 37°27'17.52"N 126°26'31.69"E

27 37°27'00.61"N 126°27'00.33"E 125 37°27'14.44"N 126°26'33.47"E

28 37°26'58.98"N 126°26'57.90"E 126 37°27'16.02"N 126°26'29.04"E

30 37°26'59.02"N 126°26'52.99"E 127 37°27'12.93"N 126°26'31.20"E

31 37°27'00.76"N 126°26'50.75"E 128 37°27'15.04"N 126°26'26.25"E

32 37°27'02.09"N 126°26'48.30"E 129 37°27'11.95"N 126°26'28.78"E

33 37°27'03.49"N 126°26'46.48"E 130 37°27'13.78"N 126°26'24.86"E

34 37°27'04.47"N 126°26'44.84"E 131 37°27'10.96"N 126°26'27.53"E

35 37°27'03.10"N 126°26'43.40"E 132 37°27'11.83"N 126°26'26.00"E

36 37°27'01.99"N 126°26'41.98"E 231 37°27'53.50"N 126°25'53.73"E

37 37°27'00.42"N 126°26'42.00"E 231L 37°27'53.63"N 126°25'52.33"E

38 37°26'59.63"N 126°26'43.22"E 231R 37°27'53.49"N 126°25'54.22"E

39 37°26'59.22"N 126°26'45.25"E 232 37°27'50.63"N 126°25'55.11"E

40 37°26'57.92"N 126°26'47.76"E 232L 37°27'50.70"N 126°25'53.65"E

41 37°26'56.42"N 126°26'50.64"E 232R 37°27'50.51"N 126°25'55.53"E

42 37°26'52.80"N 126°26'52.08"E 233 37°27'48.07"N 126°25'56.43"E

43 37°26'50.53"N 126°26'51.16"E 234 37°27'45.25"N 126°25'57.65"E

45 37°26'48.40"N 126°26'50.48"E 235 37°27'43.43"N 126°25'58.43"E

46 37°26'46.20"N 126°26'50.12"E 236 37°27'41.63"N 126°25'59.34"E

47 37°26'44.31"N 126°26'49.97"E 236R 37°27'42.18"N 126°26'00.21"E

48 37°26'43.08"N 126°26'51.58"E 237 37°27'41.95"N 126°26'00.49"E

49 37°26'42.96"N 126°26'53.31"E 238 37°27'41.95"N 126°26'02.41"E

50 37°26'44.24"N 126°26'55.57"E 239 37°27'42.57"N 126°26'03.7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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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craft 
Stand

Number

INS Coordinates for Aircraft Stand Aircraft 
Stand

Number

INS Coordinates for Aircraft Stand

WGS-84 WGS-84
239R 37°27'43.60"N 126°26'03.66"E 311L 37°27'29.03"N 126°26'22.91"E
240 37°27'43.84"N 126°26'03.91"E 311R 37°27'29.79"N 126°26'24.25"E
241 37°27'45.11"N 126°26'04.57"E 312 37°27'28.59N 126°26'20.08"E
242 37°27'46.48"N 126°26'03.41"E 313 37°27'27.02N 126°26'17.49"E
243 37°27'48.32"N 126°26'02.55"E 314 37°27'25.66"N 126°26'15.08"E
245 37°27'48.94"N 126°26'00.76"E 315 37˚27'24.10"N 126˚26'13.57"E
246 37°27'51.45"N 126°25'59.22"E 321 37˚27'51.51"N 126˚26'40.93"E

247 37°27'55.00"N 126°25'59.73"E 322 37°27'47.79"N 126°26'39.36"E

248 37°27'57.26"N 126°26'02.24"E 323 37°27'48.43"N 126°26'36.95"E

249 37°27'58.75"N 126°26'04.92"E 324 37°27'47.07"N 126°26'34.54"E

250 37°27'59.11"N 126°26'07.52"E 325 37°27'45.71"N 126°26'32.14"E

251 37°28'01.48"N 126°26'09.77"E 326 37°27'44.35"N 126°26'29.73"E

252 37°28'03.02"N 126°26'12.43"E 327 37°27'42.99"N 126°26'27.32"E

253 37°28'04.15"N 126°26'15.83"E 328 37°27'42.44"N 126°26'24.88"E

254 37°28'03.39"N 126°26'20.27"E 329 37°27'41.09"N 126°26'22.49"E

255 37°28'00.46"N 126°26'23.80"E 330 37°27'39.46"N 126°26'21.08"E

256 37°27'58.59"N 126°26'25.00"E 331 37°27'38.10"N 126°26'18.68"E

257 37°27'57.32"N 126°26'26.21"E 332 37°27'36.74"N 126°26'16.27"E

258 37°27'56.59"N 126°26'27.91"E 333 37°27'35.38"N 126°26'13.86"E

258R 37°27'57.53"N 126°26'28.40"E 334 37°27'34.02"N 126°26'11.46"E

259 37°27'57.47"N 126°26'28.63"E 335 37°27'32.66"N 126°26'09.05"E

260 37°27'58.31"N 126°26'30.31"E 336 37°27'32.05"N 126°26'06.50"E

261 37°27'59.23"N 126°26'31.37"E 341 37°28'17.61"N 126°26'24.10"E

261R 37°27'59.96"N 126°26'30.72"E 341L 37°28'17.68"N 126°26'22.79"E

262 37°28'00.14"N 126°26'30.66"E 341R 37°28'16.61"N 126°26'23.75"E

263 37°28'01.52"N 126°26'29.98"E 342 37°28'19.79"N 126°26'22.18"E

264 37°28'02.61"N 126°26'27.99"E 343 37°28'21.77"N 126°26'20.42"E

265 37°28'04.51"N 126°26'25.12"E 344 37°28'23.69"N 126°26'18.71"E

266 37°28'06.25"N 126°26'22.61"E 345 37°28'25.46"N 126°26'17.14"E

266L 37°28'06.75"N 126°26'24.13"E 346 37°28'26.85"N 126°26'15.84"E

266R 37°28'06.14"N 126°26'22.44"E 347 37°28'27.93"N 126°26'14.87"E

267 37°28'08.33"N 126°26'19.82"E 351 37°27'53.23"N 126°25'41.00"E

267L 37°28'08.58"N 126°26'21.11"E 351L 37°27'53.15"N 126°25'42.29"E

267R 37°28'08.28"N 126°26'19.65"E 351R 37°27'54.22"N 126°25'41.34"E

268 37°28'10.50"N 126°26'17.17"E 352 37°27'55.39"N 126°25'39.07"E

268L 37°28'10.56"N 126°26'18.63"E 353 37°27'57.37"N 126°25'37.31"E

268R 37°28'10.51"N 126°26'17.04"E 354 37°27'59.29"N 126°25'35.60"E

301 37˚27'43.56"N 126˚26'48.00"E 355 37°28'01.06"N 126°25'34.02"E

302 37°27'42.93"N 126°26'45.65"E 356 37°28'02.47"N 126°25'32.76"E

303 37°27'41.57"N 126°26'43.25"E 357 37°28'03.55"N 126°25'31.80"E

304 37°27'40.15"N 126°26'40.52"E 541 37˚28'21.85"N 126˚25'29.06"E

304L 37°27'38.98"N 126°26'40.51"E 541L 37˚28'22.33"N 126˚25'28.47"E

304R 37°27'39.74"N 126°26'41.85"E 541R 37˚28'21.26"N 126˚25'29.42"E

305 37°27'38.29"N 126°26'37.44"E 542 37˚28'24.17"N 126˚25'27.00"E

306 37°27'36.87"N 126°26'34.71"E 542L 37˚28'24.64"N 126˚25'26.41"E

306L 37°27'35.70"N 126°26'34.70"E 542R 37˚28'23.57"N 126˚25'27.36"E

306R 37°27'36.46"N 126°26'36.04"E 543 37˚28'26.48"N 126˚25'24.94"E

307 37°27'35.39"N 126°26'32.36"E 543L 37˚28'26.96"N 126˚25'24.35"E

308 37°27'34.27"N 126°26'30.39"E 543R 37˚28'25.89"N 126˚25'25.30"E

309 37°27'33.16"N 126°26'28.41"E 544 37˚28’28.80"N 126˚25'22.88"E

310 37°27'31.88"N 126°26'25.88"E 544L 37˚28’29.27"N 126˚25'22.29"E

310L 37°27'30.71"N 126°26'25.87"E 544R 37˚28’28.20"N 126˚25'23.24"E

310R 37°27'31.47"N 126°26'27.22"E 545 37˚28’36.59"N 126˚25'15.99"E

311 37°27'30.02N 126°26'22.80"E 546 37˚28’38.51"N 126˚25'14.2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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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물계류장

       

Aircraft 
Stand

Number

INS Coordinates for Aircraft Stand Aircraft 
Stand

Number

INS Coordinates for Aircraft Stand

WGS-84 WGS-84

601 37°27'47.85"N 126°27'49.55"E 633 37°28'13.48"N 126°28'13.14"E

602 37°27'49.21"N 126°27'51.95"E 634 37°28'14.84"N 126°28'15.54"E

603 37°27'50.57"N 126°27'54.37"E 635 37°28'16.20"N 126°28'17.95"E

604 37°27'52.30"N 126°27'57.44"E 636 37°28'17.56"N 126°28'20.36"E

605 37°27'53.66"N 126°27'59.84"E 641 37°28'14.44"N 126°27'26.30"E

606 37°27'55.02"N 126°28'02.25"E 642 37°28'16.08"N 126°27'28.84"E

607 37°27'56.76"N 126°28'05.32"E 643 37°28'17.44"N 126°27'31.24"E

608 37°27'58.12"N 126°28'07.73"E 644 37°28'18.80"N 126°27'34.02"E

609 37°27'59.48"N 126°28'10.14"E 645 37°28'20.39"N 126°27'36.55"E

610 37°28'01.21"N 126°28'13.21"E 645L 37°28'21.42"N 126°27'36.56"E

611 37°28'02.57"N 126°28'15.61"E 645R 37°28'20.73"N 126°27'35.34"E

612 37°28'03.93"N 126°28'18.02"E 646 37°28'21.75"N 126°27'38.95"E

612L 37˚28'05.21"N 126˚28'18.18"E 646L 37°28'22.78"N 126°27'38.96"E

612R 37˚28'04.18"N 126˚28'16.78"E 646R 37°28'22.09"N 126°27'37.74"E

613 37°28'05.34"N 126°28'20.38"E 647 37°28'23.11"N 126°27'41.36"E

614 37°28'06.70"N 126°28'22.79"E 647L 37°28'24.13"N 126°27'41.35"E

615 37°28'08.06"N 126°28'25.19"E 647R 37°28'23.45"N 126°27'40.15"E

616 37°28'09.42"N 126°28'27.60"E 648 37°28′25.71″N 126°27′45.83″E

621 37°27'56.09"N 126°27'42.23"E 648L 37°28′26.59″N 126°27′46.05″E

622 37°27'57.44"N 126°27'44.64"E 648R 37°28′25.86″N 126°27′44.13″E

623 37°27'58.80"N 126°27'47.05"E 649 37°28′27.46″N 126°27′48.57″E

624 37°28'00.53"N 126°27'50.12"E 650 37°28′28.82″N 126°27′50.97″E

625 37°28'01.89"N 126°27'52.53"E 651 37°28′30.18″N 126°27′53.38″E

626 37°28'03.25"N 126°27'54.93"E 652 37°28′31.87″N 126°27′56.74″E

627 37°28'04.99"N 126°27'58.00"E 652L 37°28′33.02″N 126°27′56.81″E

628 37°28'06.35"N 126°28'00.41"E 652R 37°28′32.21″N 126°27′55.36″E

629 37°28'07.71"N 126°28'02.82"E 653 37°28‘33.51“N 126°27‘59.27“E

630 37°28'09.44"N 126°28'05.89"E 654 37°28‘34.87“N 126°28‘01.68“E

631 37°28'10.80"N 126°28'08.30"E 655 37°28‘36.23“N 126°28‘04.09“E

632 37°28'12.16"N 126°28'10.70"E

       3. 정비계류장

       

Aircraft 
Stand

Number

INS Coordinates for Aircraft Stand Aircraft 
Stand

Number

INS Coordinates for Aircraft Stand

WGS-84 WGS-84

701 37°28'38.17"N 126°25'56.92"E 707 37°28'53.25"N 126°25'43.82"E

702 37°28'40.54"N 126°25'55.13"E 708 37°28'55.44"N 126°25'41.87"E

703 37°28'42.79"N 126°25'53.13"E 709 37°28'57.64"N 126°25'39.91"E

704 37°28'45.07"N 126°25'50.82"E 710 37°28'59.91"N 126°25'37.61"E

705 37°28'47.82"N 126°25'48.37"E 711 37°29'02.40"N 126°25'35.68"E

706 37°28'51.33"N 126°25'45.53"E 711L 37˚29’02.17"N 126˚25'37.33"E

711R 37˚29’02.69"N 126˚25'35.1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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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격리계류장

       

Aircraft 
Stand

Number

INS Coordinates for Aircraft Stand

WGS-84

901 37°29'32.58"N 126°26'20.52"E

       5. 제빙계류장

       

Aircraft 
Stand

Number

INS Coordinates for Aircraft Stand Aircraft 
Stand

Number

INS Coordinates for Aircraft Stand

WGS-84 WGS-84

551 37˚28'16.56"N 126˚25'20.59"E 822 37°27'05.14"N 126°27'34.46"E

551A 37˚28'17.29"N 126˚25'20.03"E 823 37°27'07.88"N 126°27'32.02"E

551B 37˚28'15.90"N 126˚25'21.27"E 825 37°27'12.58"N 126°27'19.93"E

552 37˚28'19.34"N 126˚25'18.11"E 831 37°26'30.63"N 126˚26'48.42E

552A 37˚28'20.07"N 126˚25'17.55"E 831L 37˚26'29.79N 126˚26'49.74E

552B 37˚28'18.68"N 126˚25'18.79"E 831R 37˚26'31.88N 126˚26'47.88"E

553 37˚28'21.89"N 126˚25'15.84"E 832 37°26'33.99"N 126°26'45.57"E

554 37˚28'24.21"N 126˚25'13.78"E 833 37°26'36.43"N 126°26'43.41"E

557 37˚28'31.86"N 126˚25'06.97"E 834 37°26'38.86"N 126°26'41.24"E

557A 37˚28'32.59"N 126˚25'06.41"E 841 37°27'22.89"N 126°28'10.08"E

557B 37˚28'31.20"N 126˚25'07.65"E 841A 37˚27'23.62"N 126˚28'10.93"E

814 37°27'52.01"N 126°26'20.89"E 841B 37˚27'22.41"N 126˚28'12.00"E

814A 37°27'52.47"N 126°26'20.28"E 841C 37˚27'22.50"N 126˚28'08.93"E

814B 37°27'51.40"N 126°26'21.24"E 841D 37˚27'21.29"N 126˚28'10.01"E

815 37°27'54.52"N 126°26'18.66"E 842 37°27'25.06"N 126°28'13.55"E

816 37°27'47.26"N 126°26'12.48"E 851 37°29'06.04"N 126°26'38.35"E

816A 37°27'47.86"N 126°26'12.13"E 851A 37˚29'06.79"N 126˚26'39.17"E

816B 37°27'46.79"N 126°26'13.08"E 851B 37˚29'05.55"N 126˚26'40.28"E

817 37°27'49.76"N 126°26'10.25"E 851C 37˚29'05.65"N 126˚26'37.20"E

821 37°27'02.96"N 126°27'36.40"E 851D 37˚29'04.43"N 126˚26'38.28"E

821L 37˚27'03.14"N 126˚27'35.59"E 852 37°29'08.26"N 126°26'41.78"E

821R 37˚27'02.29"N 126˚27'36.3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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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인천국제공항 주기장별 항공기 수용등급은 다음과 같다.

1. 여객계류장(제1여객터미널)

주기장번호 최대주기등급 주기최대기종 주기장번호 최대주기등급 주기최대기종

01 C B737 27 E B744

02 C B737 28 E B744

03 D B767 30 E B744

06 E B744 31 E B744

07 E B744 32 E B744

08 F B748 33 E B744

09 E B744 34 D B767

10 F A380 35 E B744

11 C B737 36 D B767

12 F B748 37 D MD11

14 E B773 38 D MD11

15 F B748 39 E B744

16 C B737 40 E B744

17 F A380 41 E B744

18 C B737 42 C B737

19 E B744 43 E B744

20 D MD11 45 E B744

21 E B744 46 E B744

22 E B744 47 E B744

23 E B744 48 E B744

24 E B744 49 E B744

26 E B744 50 E B744

 

2. 여객계류장(탑승동)

주기장번호 최대주기등급 주기최대기종 주기장번호 최대주기등급 주기최대기종

101 D MD11 117 D B767

102 D B767 118 E B747

103 D MD11 119 D B767

104 D B767 121 E B744

105 D B767 122 F A380

106 F A380 123 E B744

107 E B744 124 E B744

108 E B744 125 E B744

109 E B744 126 F A380

110 F A380 127 D MD11

111 E B744 128 D MD11

112 F A380 129 D MD11

113 E B744 130 E B744

114 D MD11 131 E B744

115 D MD11 132 D M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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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객계류장(제2여객터미널)

주기장번호 최대주기등급 주기최대기종 주기장번호 최대주기등급 주기최대기종

231 F A380 251 E B744

231L C B737 252 E B744

231R C B737 253 E B744

232 F A380 254 E B744

232L C B737 255 E B744

232R C B737 256 E B744

233 F B748 257 E B744

234 F B748 258 C B737

2351) E A330 258R F B748

236 C B737 259 C B737

236R F B748 260 C B737

237 C B737 261 C B737

238 C B737 261R F B748

239 C B737 262 C B737

239R F B748 2631) E A330

240 C B737 264 F B748

241 E B744 265 F B748

242 E B744 266 F A380

243 C B737 266L C B737

245 C B737 266R C B737

246 E B744 267 F A380

247 E B744 267L C B737

248 E B744 267R C B737

249 E B744 268 F A380

250 C B737 268L C B737

268R C B737

 

           1) E급 항공기중 A330만 제한적으로 주기하고, 해당기종 주기시 234번, 264번 주기장 

일부기종 주기제한(B748, B744, B77L, B77W, A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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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계류장

          

구분 주기장 번호 최대주기등급 주기최대기종

화물계류장

612L/R B G450

645L/R, 646L/R, 647L/R, 6487R, 

652L/R
C B737

648L D B767

601, 602, 605, 608~615, 621, 622, 

625, 628~635, 642, 643, 645~647, 

649, 650, 651, 653, 654, 655,

E B744

603, 604, 606, 607, 616, 623, 624, 

626, 627, 636
F B748

641, 644, 648, 652 F A380

원격주기장

301, 315, 321, 336, 304L/R, 306L/R, 

310L/R, 311L/R, 328, 329, 341L/R, 

346, 347, 351L/R, 356, 357, 541L/R, 

542L/R, 543L/R, 544L/R

C B737

307, 308, 309, 345, 355 D MD11

302, 303, 305, 311, 313, 314, 322~327, 

330~335, 343, 344, 353, 354, 545, 546
E B744

304, 306, 310, 312, 341, 351, 541, 542, 

543, 544
F A380

342, 352 F B748

제빙계류장

821L/R, 841A/B/C/D, 851A/B/C/D B G450

814A/B, 816A/B, 551A/B, 552A/B, 557A/B C B737

831L/R D B767

553, 554, 814, 815, 816, 817, 821, 

822, 832, 833, 834
E B744

551, 552, 557, 823, 831, 842, 852 F A380

825, 841, 851 F B748

정비계류장

702, 703, 706, 707, 708, 711 E B744

701, 704, 705, 709, 710 F A380

711L/R C B737

격리계류장 901 F A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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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접근 및 이륙지역, 공항부근 선회구역의 중요 장애물의 좌표와 높이

구분 활주로 장애물명 고도(ft) 좌표

접근/이륙

15L/33R

15R/33L

송전탑 No 1 428 37° 32' 03.9" N   126° 22' 55.8" E

송전탑 No 2 389 37° 32' 01.7" N   126° 23' 45.5" E

송전탑 No 3 358 37° 32' 00.3" N   126° 24' 17.0" E

송전탑 No 4 367 37° 32' 00.1" N   126° 24' 22.7" E

계류장관제탑 1 230 37° 27' 22.9" N   126° 26' 40.4" E

계류장관제탑 2 337 37° 27' 59.9" N   126° 26' 07.5" E

관제탑 346 37° 27' 39.3" N   126° 26' 25.9" E

인천대교 1 788 37° 24' 56.3" N   126° 33' 45.7" E

인천대교 2 788 37° 24' 42.7" N   126° 34' 13.5" E

16L/34R

16R/34L

송전탑 No 1 428 37° 32' 03.9" N   126° 22' 55.8" E

국사봉 512 37° 32' 03.3" N   126° 20' 56.5" E

계류장관제탑 1 230 37° 27' 22.9" N   126° 26' 40.4" E

계류장관제탑 2 337 37° 27' 59.9" N   126° 26' 07.5" E

관제탑 346 37° 27' 39.3" N   126° 26' 25.9" E

선회/

공항부근

15L/33R

15R/33L

송전탑 No6 311 37° 32' 12.4" N   126° 24' 47.3" E

시도 347 37° 31' 43.3" N   126° 25' 26.5" E

구봉산 621 37° 31' 29.2" N   126° 26' 44.6" E

신불안테나 1 254 37° 27' 20.8" N   126° 28' 50.9" E

신불안테나 2 251 37° 27' 16.6" N   126° 28' 55.0" E

무의도 444 37° 24' 27.5" N   126° 24' 34.6'' E

잠진도 철탑 263 37° 25' 03.6" N   126° 24' 54.7" E

오성산 No 2 245 37° 25' 56.7" N   126° 25' 24.7" E

오성산 No 8 274 37° 27' 12.2" N   126° 24' 06.6" E

16L/34R

16R/34L

오성산 No 6 267 37° 27' 03.2" N   126° 24' 43.8" E

왕산안테나 598 37° 28' 00.2" N   126° 21' 42.2" E

교통센터 170 37° 26' 49.9" N   126° 27' 09.8" E

백운산 853 37° 29' 37.0" N   126° 30' 58.8" E

호룡곡산 818 37° 22' 40.9" N   126° 25' 18.7"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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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포장표면의 유형과 강도

인천국제공항의 포장표면의 유형과 강도는 다음과 같이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하여 

발간한다.

구 분 표면유형 표면강도 비 고

활주로 

15L/ 33R
15R/ 33L

Asphalt 88/F/B/X/T

Concrete 86/R/B/X/T SWY, 시단 300m

16L/34R
Asphalt 75/F/B/X/T

Concrete 85/R/B/X/T SWY, 시단 700m

16R/34L
Asphalt 75/F/B/X/T

Concrete 85/R/B/X/T SWY, 시단 842m

유도로

A, D Concrete 86/R/B/X/T

B, C, Asphalt 88/F/B/X/T

M Concrete 85/R/B/X/T

N Asphalt 75/F/B/X/T

P Asphalt 75/F/B/X/T

계류장

APRON1 Concrete 86/R/B/X/T

APRON2 Concrete 86/R/B/X/T

APRON3 Concrete 85/R/B/X/T

APRON4 Concrete 85/R/B/X/T

CARGO APRON1 Concrete 86/R/B/X/T

CARGO APRON2 Concrete 85/R/B/X/T

MAINTENANCE APRON Concrete 86/R/B/X/T

3.2.12 계류장에 설치된 비행전 고도계확인(Altimeter check) 위치 및 고도

공항공사는 비행전 고도계확인(Altimeter check) 위치 및 고도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하여 발간한다.

3.2.13 공시거리

인천국제공항 활주로별 공시거리는 다음과 같이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하여 발간한다.

RWY TORA TODA ASDA LDA

15R 3,750m 4,050m 3,870m 3,750m

33L 3,750m 4,050m 3,870m 3,750m

15L 3,750m 4,050m 3,870m 3,750m

33R 3,750m 4.050m 3,870m 3,750m

16L 4,000m 4,300m 4,120m 4,000m

34R 4,000m 4,300m 4,120m 4,000m

16R 3,750m 4,050m 3,870m 3,750m

34L 3,750m 4,050m 3,870m 3,7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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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계기착륙시설(ILS)의 위치

인천국제공항 계기착륙시설의 위치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하여 발간한다.

3.2.14.1 활주로 기준 설치거리                      

       

구 분 설치위치 수량(식) 비고

방위각장치
(LOCALIZER)

제1, 2, 3 활주로  : 활주로종단으로부터 295 m

제4 활주로 : 활주로종단으로부터 298 m
8

코스의 폭

3도 적용
활주로 중심선 횡거리 0 m

활공각장치
(GLIDE PATH)

제1, 2 활주로 : 활주로시단으로부터 302 m

제3, 4 활주로 : 활주로시단으로부터 320 m
8

활공각 

3도 적용
활주로 중심선 횡거리 122 m

내측마커
(INNER MARKER)

제1, 2, 3 활주로 : 활주로시단으로부터 312 m

제4 활주로 : 활주로시단으로부터 315 m
8

활주로 중심선 횡거리 0 m

중간마커
(MIDDLE MARKER)

활주로시단으로부터 1050 m

8
활주로 중심선 횡거리 0 m

         주) 각 활주로 동일 적용(활공각장치의 활주로시단 거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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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조·소방

3.3.1 인천국제공항의 구조․소방등급 결정은 우리공항에 취항하는 가장 긴 항공운송사업용 항공

기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항공기의 전장 및 항공기 최대 동체폭을 기준으로 공항안전운영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33조 <표 9>에 따라 10등급으로 결정되며, 기준 항공기는 

B747-8(전장 : 76.3m 최대 동체폭 : 6.5m) 이다.

3.3.2 3.3.1에 따라 구조·소방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규모에 적정한 

구조·소방등급을 정한 후, 공항운영규정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며, 구조·소방등급 변경시에도 동일하다.

3.3.3 3.3.1에 따라 결정된 구조·소방등급에 적합한 차량, 장비, 자재, 인원 등을 갖추고 이에 

적합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3.3.4 3.3.1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구조․소방등급을 항공정보업무기관, 항공교통업무기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 등에 알려 공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제공한다.

3.3.5 항공기가 운항하는 동안 3.3에 의하여 결정된 구조․소방등급에 따른 항공기 구조 및 소방

능력을 유지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담당부서장 또는 공항소방대장은 NOTAM을 발행

요청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 항공교통업무기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 등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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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항운영절차(Airport Operating Procedures)

4.1 공항상태보고

4.1.1 준수

공항공사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이동지역의 상태와 관련시설의 운용상태에 관한 

항공정보를 관리하고 관련 부서에 전파한다.

4.1.2 책임

4.1.2.1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항시설에 관한 일시적인 정보의 공지 및 관리

를 위한 각 부서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시설 관리부서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1.4.1항과 관련된 사항 

발생시 항공정보통신센터(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한다.

2. 공항시설 관리부서는 항공고시보(NOTAM - Notice To AirMan '이하 NOTAM‘) 발행, 

수정 및 취소 사유 발생시 항공정보통신센터(서울지방항공청)에 발행을 의뢰한다.

3. 통합운영센터는 공항시설 관리부서로부터 접수된 NOTAM 관련 정보를 대외부서에 제

공한다.

4.1.2.2 공항시설 및 운영절차의 장기 또는 영구적인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별 신설, 

변경 또는 추가 수록사항에 대해 운항계획팀에 통보, 등재를 요청하여야 하며, AIP 관

련 부서별 담당분야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부서 담당 분야 비고

운항본부장 항공정보간행물(AIP) 총괄 감독 032-741-2050

운항계획팀 항공정보간행물(AIP) 정보수집, 배포 및 관리 032-741-2601

계류장관제팀 계류장관제절차, 제빙 절차 등 032-741-2606

운항안전팀 이동지역 안전관리업무, 야생동물위험관리, 032-741-2604

소방안전팀 소방차량 제원 및 구조·소방 전반 032-741-2646

계류장운영팀 주기장 등급 및 제원 등 032-741-2629

비행장시설팀 기반시설관련 제원, 제설 관련 032-741-2684

계기착륙팀 항행안전시설 전반 032-741-2702

항공통신팀  항공정보통신 관련 주파수 032-741-2704

항공등화팀 항공등화, 표지판(Sign), VDGS, A-SMGCS 등 032-741-2806

수입총괄팀 공항시설사용료 관리 032-741-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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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법률 및 적용기준

공항공사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정보 및 공항상태정보의 발행, 수집, 전파, 용

어사용 및 발행기준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부 관련법규 및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

행하고 적용한다.

1. 공항시설법 및 공항시설법 시행령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3.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1.4 보고절차

4.1.4.1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공항상태 정보를 관리하

거나 또는 변경사항을 최초 인지한 부서는 확인 즉시 해당내용을 즉시 통합운영센터, 

해당관제기관(관제탑, 계류장관제소)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한다.

1. 공항 내 시설물의 신설 또는 보수공사

2. 활주로·유도로 또는 계류장의 요철이 있는 표면 또는 파손된 표면

3. 활주로·유도로 또는 계류장의 눈, 진창눈, 얼음 또는 서리

4. 활주로·유도로 또는 계류장 표면의 물

5. 활주로·유도로 부근 또는 계류장의 눈더미나 바람에 쌓인 눈

6. 활주로 또는 유도로 또는 계류장의 표면상의 제․방빙액 또는 기타 오염물질(진흙, 먼

지, 모래, 화산재, 오일 및 고무가 포함 될 수 있으며, 제․방빙액이 섞여 있는 얼음 위 

눈, 젖은 얼음, 얼음, 진창눈, 눈이 지속으로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기타 일시적인 위험상태(주기된 항공기 포함)

8. 시각보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고장 또는 비정상적인 운용상태

9. 상시전원 또는 예비전원 공급의 고장

4.1.4.2 공항시설 관리부서는 4.1.4.1항 각 호의 공항상태 정보 외에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

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NOTAM 발행 대상 사항 발생시 즉시 

통합운영센터 및 항공정보통신센터에 통보한다.

4.1.4.3 4.1.4.2항에서 정하는 NOTAM 발행 대상 사항의 장애가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관제기관에 직접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1.4.4 4.1.4.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적인 예방정비를 위해 공항시설의 운용을 일시 중지

하는 경우로써, AIP에 고시된 사항은 NOTAM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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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자료보존

4.1.5.1 항공정보업무 관련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NOTAM : 1년

2. NOTAM 발행신청서 : 1년

3. AIP 관련 자료 : 3년

4.1.5.2 4.1.5.1항의 지침에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료는 사고 또는 준사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4.1.6 항공정보간행물(AIP)의 변경절차

4.1.6.1 담당부서는 관련 자료의 신설, 변경사항 발생시 공항공사가 규정한 항공정보간행물 발행 

요청서를 작성, 운항계획팀에 항공정보간행물 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4.1.6.2 운항계획팀은 의뢰된 자료의 항공정보간행물 수록 여부를 검토 후 서울지방항공청 항공

정보과에 항공정보간행물 발행을 요청한다.

4.1.6.3 발효일시가 AIRAC 항공정보간행물(수정판, 보충판)을 발행하고자 하는 부서는 항공고시

보를 제외하고 해당 정보 발효일시 최소 42일 전까지 항공정보간행물이 발행될 수 있

도록 계획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계획팀은 항공정보간행물의 발간절차 및 일정을 고려하여 발효일시 최소 63일

(9주) 전까지 관련기관에 자료를 제공한다.

2. 항공정보간행물 수록 자료 담당 부서는 발효일시 최소 70일 전까지 운항계획팀에 

자료를 제출한다.  

3. AIP 수정판/보충판의 경우에는 발간일 기준 최소 21일(3주) 전까지 항공정보업무 

기관에 제출한다.

4.1.6.4 운항계획팀은 AIP 발행요청 및 발간 확인을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며, 발행된 항

공정보를 원본자료와 비교하여 올바르게 발행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1.6.5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의 2에 정하는 항공정보자료는 95%의 신뢰수

준을 확보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 별표 1의 2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생성·관리되어야 하고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실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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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동지역 접근통제

4.2.1 목적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운영상 이동지역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공항보호구역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으며, 공항 보안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엄격한 

보안설비를 유지한다. 보안의 목적은 공공의 인명과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4.2.2 책임

4.2.2.1 보안계획팀장, 보안경비팀장, 보안검색팀장 및 출입증관리센터장은 인천국제공항의 보호

구역 내 인원, 차량, 장비 및 기타 출입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에 

의거하여 출입통제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2.2.2 이동지역 접근 통제자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통제부서 전화번호 운영시간

보안계획팀 032-741-2552~3 주간

보안경비팀 032-741-2554~5 주간

외곽대테러상황실

(PCC- Perimeter Counter-terrorism Center)
032-741-3908 24시간

4.2.3 법률 및 적용기준

1. 항공보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국가항공보안계획

3.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출입증규정

4.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동지역안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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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출입통제

4.2.4.1 누구든지 허가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출입구마다 통제를 실시한다.

4.2.4.2 공항의 외곽은 콘크리트 담장, 철조망 및 보안등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비인가자의 불법 

침입시 경보를 울려주는 자동감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4.2.4.3 공항 외곽의 경고표지는 불법 출입을 막기 위해, 울타리와 이동지역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으며, 울타리와 출입구에는 인천국제공항 자체보안계획에서 정한 검색을 실시하며, 

시설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4.2.4.4 보안경비팀장은 경비보안 사건 발생 등의 경우 즉시 보안요원을 해당 지역으로 이동배

치 시켜야 한다.

4.2.4.5 보안계획팀장, 보안경비팀장, 보안검색팀장 및 출입증관리센터장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보호구역 출입통제업무를 수행한다.

1. 허가받지 않은 차량 및 인원의 보호구역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모든 차량 및 인

원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2. 모든 외곽 울타리, 출입구 및 출입문들은 인천국제공항 자체보안계획, 출입증 규정 

등의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통제한다.

3. 공항 내 모든 출입인가 종사원들은 적법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방문증 소지자는 

반드시 정규출입증 소지자의 인솔하에 보호구역을 출입하여야 한다.

4.2.4.6 보안경비팀장은 이동지역 및 공항보호구역 출입증이 없는 불법 차량 및 인원이 이동지역 

내로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구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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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항비상계획

4.3.1 공항비상계획 목적 및 관리

4.3.1.1 인천국제공항의 비상계획은 인천국제공항과 그 주변지역에서 항공기관련 사고 등, 공항비

상계획에서 정한 각종 비상사태 발생시 이에 대한 수습 절차 및 관련기관 임무를 명확히 

하여 인명과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고 최단시간 내 공항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

4.3.1.2 인천국제공항비상계획은 ICAO Annex 14 Chapter 9, Airport Services Manual(Doc 

9137) Part 7(Airport Emergency Planning) 권고기준 및 공항안전운영기준 등을 고려

하여 수립되어 있으며, 이 규정과 별도로 부록 1로 분권 관리하고, 비상계획에서 지정

한 배부처에 배부한다.

4.3.1.3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비상계획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여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4.3.2 인천국제공항 비상계획 협의회

4.3.2.1 인천국제공항 비상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검토, 발전시키기 위해 

공항 상주기관 및 항공사 등의 대표자(또는 대리인)가 참여하는 인천국제공항 비상계획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4.3.2.2 인천국제공항 비상계획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사항은 부록 1과 같다.

4.3.3 현장지휘자(On‐scene commander)의 지정

4.3.3.1 항공기 사고 발생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에 대한 초기 현장지휘 및 통제는 공항소방대장이 

담당하며, 인천영종소방서 현장지휘자가 도착하면 통제권을 이관한다. 다만, 불법행위 

등 보안관련 사고 발생시에는 보안기관의 통제에 따른다.

4.3.3.2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한 공항공사의 현장 지휘는 운항지원처장이 수행하며, 

총괄 조정은 사고수습대책본부장이 수행한다.

4.3.4 기동불능항공기 처리지원

4.3.4.1 기동불능항공기 처리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규정 4.14 및 부록 1의 “인천국제공항 

비상계획” 제3장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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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공항비상계획에는 비상상황 발생시 참여 기관 및 업체들이 신속하게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인적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1. 유관기관 및 부서 간 유기적 협조에 관한 사항

2. 기후 및 근무환경(현장지휘관 등)에 관한 사항

3. 현장활동시 주변 환경요인에 관한 사항

4. 구조․소방시 조별협동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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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구조·소방

4.4.1 목적

항공기 사고 시 생존자에 대한 구조활동 및 효과적인 항공기 화재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소방(인원, 장비 등) 능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며, 필요시 관계기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를 최소화 하는 데 있다.

4.4.2 범위

공항 내·외로 구분하여 구조·소방 비상대응체계를 갖추므로 공항의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

을 지원토록 한다.

4.4.2.1 인천국제공항 소방대는 공항 내에서의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등에 대한 대응을 주임무로 

한다.

4.4.2.2 주변지역(공항기준점으로부터 8Km 이내의 공항 외 육상지역 또는 주변해상 지역) 등 

공항 외의 항공기 사고는 관할 기관인 인천영종소방서 또는 인천해양경찰서의 해당업무를 

공항비상계획에 의거 지원한다.

4.4.3 책임

4.4.3.1 소방안전팀장은 구조 및 소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결정된 공항운영 등급에 적정한 

구조 및 소방능력을 유지하고 구조소방 운영능력에 관한 정보를 AIP에 수록한다.

4.4.3.2 공항소방대장은 비상사태 발생 시 모든 장비 및 소방대원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

리, 감독과 사고현장에서의 지휘에 관한 책임이 있다. 단, 관계법에 의한 관할소방서장

의 출동 시에는 지휘권을 이양한다.

4.4.3.3 공항소방대장은 공항운영 등급에 적정한 소방력을 유지할 수 없는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안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4.4 소방대의 설치

4.4.4.1 구조·소방업무를 위해 소방대(본대, 분소 A, 분소 B)를 설치하며 각 소방대의 위치는 

소방대 본대의 경우 1, 2활주로 동측 중앙에, 분소 A는 1, 2활주로 남단 서측에, 분소 B는 

3,4활주로 서측 중앙에 위치하며 공항 내에서 모든 구조 · 소방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대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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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출동시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방대본대와 분소 A, 분소 B를 분리하여 설치한다. 

소방대본대 및 분소 A는 1,2활주로 및 계류장을, 분소 B는 3,4활주로 지역을 우선 

출동구역으로 지정하고 출동 담당구역별로 월1회 이상 자체 출동훈련을 실시한다.

4.4.4.3 소방대 본대 및 분소에는 구조·소방업무에 필요한 소화급수전, 소화약제, 비상장비 및 

의료장비 등을 기준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구조․소방 출동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연이은 사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4.4 비상사태 발생시 원활한 구조․소방 활동을 위하여 소방차의 소화용수 보충시 소방대, 

여객터미널, 탑승동 옥외 소화전을 사용하여 소방차에 소화용수를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한다.

4.4.5 소방대원

4.4.5.1 소방대원은 인성, 신체건강, 소방에 대한 교육훈련 및 경험 등을 종합해서 선발한다.

4.4.5.2 대원 선발 시에는 직급 별로 정해진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4.4.5.3 소방대원은 4.4.10 교육훈련(초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고 즉시 직무교육을 통하여 

소방대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확보한다.

4.4.5.4 인천국제공항에 운항중인 항공기 기종을 고려하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

육훈련을 배치된 구조·소방대원에게 충분히 실시하여 신속한 출동과 장비의 효율적 사

용이 되도록 한다.

4.4.5.5 공항내 항공기사고 발생시 적정한 구조소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항소방대 최소 

인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구    분 최소 근무인원(명)

비 고
최우선 담당 활주로 1, 2활주로 3, 4활주로

소방대 본대 분소A 분소B
차량 및 인원 차량 인원 차량 인원 차량 인원

상황실 - 1 - - - -

지휘차 1 1 - - - -

항공기 구조소방차 1 2 - - 1 2

항공기 구조소방차 1 2 - - 1 2

항공기 구조소방차 - - 1 2 1 2

화학펌프차 1 3 1 3 - -

구급차 1 2 1 2 - -

스테어카 1 1 - - - -

예비인원 3 7 - - - - 기타차량 운영

계 9 19 3 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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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소방대원들은 인적요소를 고려하여 소방대원의 신체 건강에 따른 출동대 편성을 실시하

고, 장시간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투입된 소방대원의 피로도, 체력저하를 감안하여 

소방대원을 교대 투입,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4.4.6 소방차량 소방대원의 보호장비

4.4.6.1 구조·소방차량은 구조·소방등급 10등급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보유 기준대수 이상을 

확보하여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천공항의 항공기 구조소방차 보유

대수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소방차량 보유현황은 비상계획 부록 2(자원 현황)와 같다.

구조·소방등급
항공기 구조소방차  대수

비 고
최소보유 기준(대) 보유대수(대)

10 3 8

4.4.6.2 4.4.6.1항의 인천공항 구조소방등급(10등급)에 상응하는 최소 보유기준 구조소방 차량 

대수를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차량은 48시간 이내에 보완할 수 있는 차량으로 대체

하여야 한다.

4.4.6.3 4.4.6.2항에 있어 대체차량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장 또는 공항

소방대장은 NOTAM을 발행요청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 관제탑(서울지방항공청 관제관련

부서),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 등에 통보한다.

4.4.6.4 인천공항의 구조소방등급(10등급)에 상응하는 구조․소방차량, 구급차, 응급구호차 등에 

탑재되어야 하는 구조 및 구급장비 등의 최소구조장비는 다음과 같다.

구조용 장비 수량

조절형 렌치 1

도끼 (구조용, 대형, Non‐wedge 형) 1

도끼 (구조용, 소형, Non‐wedge/항공기용) 4

볼트(Bolt)절단기 (61㎝) 1

금속지렛대 : 95㎝ 1

금속지렛대 : 1.65m 1

치즐(끌) : 2.5㎝ 1

플레쉬/손전등 8

해머 :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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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 장비 수량

구조용 훅 (집게식) 1

톱 (금속절단/쇠톱, 강력한 성능, 스페어 날 처리) 1

방화 담요 3

연장형 사다리 (사용 항공기에 적합한 전체길이) 2~3

밧줄 : 15m 1

밧줄 : 30m 1

플라이어 Side Cutting : 17.8㎝ 1

플라이어 Slip Joint 25㎝ 1

각종 스크루 드라이버 (세트) 1

절단기(Snippers) : 주석 1

초크(Chocks) : 15㎝ 1

초크(Chocks) : 10㎝ 1

동력절단기(스페어 날 2개 포함)/기체형 일체식 구조끌 2

좌석 벨트/장구 절단 도구 4

방화 장갑 (개인별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8

호흡기와 실린더 근무요원 1인당 1세트

산소호흡기 1

유압/기압으로 작동되는 구조장비 1

의료 응급 키트 3

방수천 3

환기, 냉각용 팬 3

보호복 근무요원 1인당 1세트

들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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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공항소방대는 최소 비상의료장비를 확보하고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하며 품목과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가. 분류표지 500개

나. 들것 : 최대기종 좌석의 25%

다. 척추골절 환자를 위한 백보드 10개

라. 다양한 형태의 골절상을 위한 일반적 또는 부풀릴 수 있는 부목 50개

마. 지혈패드, 지혈대, 호흡튜브, 가위, 붕대 및 소독된 화상 팩 각 50개 또는 당해 품

목들로 구성된 구급키트 50개

바. 20명 이상의 부상자에게 현장에서 산소공급을 하기 위한 삽관과 산소마스크 20개

사. 자동 산소 소생기 2∼3개

아. 사망자를 위한 플라스틱 가방, 관 또는 시신 낭 : 최대기종 좌석의 25%

4.4.6.6 소방차량은 섬광등 또는 경광등을 장착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도색 및 표시를 하

여야 한다.

4.4.6.7 동절기 중 소방차량의 장비 및 소방수를 포함한 소화약제 등의 결빙으로 인한 운영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고 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한다.

4.4.6.8 구조·소방차량의 최소성능요건은 다음과 같다.

번호 기능 4,500 L 이하 차량 4,500 L 초과 차량

1 모  니  터
구조·소방 1~2등급 : 선택

구조·소방3~10등급 : 필요
필요

2 설계 특징 고방출 능력 고, 저 방출능력

3 범     위
공항에서 운용중인 가장 긴 

항공기에 적절한 범위

공항에서 운용중인 가장 긴 

항공기에 적절한 범위

4 수동 호스 필요 필요

5 트럭하부 노즐 선택 필요

6 범퍼 포탑 선택 선택

7 가 속
정상적 운용온도에서 

25 s 이내에서 80 ㎞/h

정상적 운용온도에서 

40 s 이내에서 80 ㎞/h

8 최고 속도 최소 105㎞/h 최소 100㎞/h

9 전륜 구동력 필요 필요

10 자동 또는 반자동 변속 필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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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능 4,500 L 이하 차량 4,500 L 초과 차량

11 단일 뒷바퀴 구성 구조·소방1~2 등급 : 선택
구조·소방3~10등급 : 필요

필요

12 접근과 이탈 최소각 30° 30°

13 경사(정지) 최소각 30° 28°

14 전천후 기동가능 타이어 필요 필요

4.4.6.9 현장에서 구조 및 소방활동에 임하는 모든 소방대원은 임무수행에 적합한 보호복 및 보

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4.4.6.10 4.4.6.9항의 보호복 및 보호장비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 방화복세트

2. 헬멧 및 공기호흡기세트

3. 방화방수장갑 및 구조장갑

단, 소방차를 운전하는 운전요원과 구급활동에 임하는 구급요원의 경우 보호복 및 

보호장비의 착용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안전이 확

보된 상태에서 위의 보호복 및 보호장비 중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착용을 생략 

할 수 있다.

4.4.7 소화제

4.4.7.1 화재 진압용 소화제는 주소화제 및 보조소화제를 준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소화제는 

수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보조소화제는 보통 순간적인 화재진압을 위해서 사용

한다.

4.4.7.2 주소화제는 포말로서  B등급(AFFF : 수성막형성포말)을 사용한다.

4.4.7.3 보조소화제는 건조분말(B 및 C급 분말)을 사용하되 국제표준기구(ISO)의 적정 규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만, 국내에서 ISO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기 이전

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9-60호, 2019. 12. 20. 일부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만약에 건조분말소화제를 다

른 소화제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소화제가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화재에 대하여 보

조소화제의 방재능력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소화제로만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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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소방등급에 따른 소방차량에 제공할 포말을 만들기 위한 물과 보조소화제의 기준과 인천

공항의 보유량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소방차량별 보유량은 비상계획 부록 2(자원현황)

와 같다.

구조·소방등급
물(B급 기준) 보조소화제(건조화학분말)

기준(ℓ) 보유량(ℓ) 기준(kg) 보유량(kg)

10 32,300 152,200 450 2,245

4.4.7.5 인천공항의 해당 소방등급에 따른 소화제의 기준 및 능력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소방

차량별 분사능력은 비상계획 부록 2(자원현황)와 같다.

구조·소방등급
포말(B급 기준) 분말소화제 

기준(ℓ/분) 분사능력(ℓ/분) 기준(kg/초) 분사능력(kg/초)

10 11,200 70,800 4.5 24.3

4.4.7.6 공항소방대에는 4.4.7.4의 기준량에 대하여 200%에 해당하는 포말농축액과 100%에 해

당하는 보조소화제를 소방차량에 즉시 보충할 수 있도록 비축하여야 하며, 포말농축액

의 양이 기준량을 초과하여 소방차량에 적재된 경우, 초과 적재된 포말농축액은 예비비

축량에 포함한다.

4.4.7.7 소방차량은 항시 물 및 포말탱크를 가득 채운 상태로 대기 유지하며 항공기 사고 현장

에서 신속하게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물 공급이 제공 되어야 한다. 소화전 

등을 통한 신속한 물 공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물탱크차와 같은 물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배치하여 한다.

4.4.7.8 항공기 비상착륙에 따른 활주로 포말살포는 조종사나 항공사의 공식적 요청이 있을 시 

현장여건, 활주로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실시할 경우 연이은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소방력을 제외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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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 보관 중인 포말농축액은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농도 또는 비중을 측정하여 이상 유무

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의 화재시험을 1회 실시하여 소화 능력을 확인한다. 또한 소

화제는 특성에 따른 적정온도(‐10°C ~ 30°C)로 보관한다.

화재시험 수행등급(B) 전제조건

1. 노즐(공기분사)   1. 화재발생 트레이 규격

가. 4.5㎡(원형)의 넓이, 높이 200mm 이상 

강철 소재

나. 원형의 화재차단 강철소재에 받침대가 

부착되어 있을 것

2. 점검시 적정조건

가. 기온(섭씨)     ≥15°

나. 포말온도(섭씨) ≥15°

다. 풍속(m/s)      ≤3

3. 사용연료: 물100리터 + 등유(Jet A) 100리터 

혼합연료

4. 재발화통: 내부직경 300mm, 높이 200 mm로 

2리터의 휘발유나 등유를 담는 원형

(강철소재)

5. 화재시행 전 60초간 사전 발화

   가. 분기관 UNI 86 포말노즐

   나. 노즐압력 700KPa(=7 BAR)

   다. 사용률 2.5리터/분/㎡

   라. 방사율 11.4리터/분

2. 화재규모 ≒4.5㎡(원형)

3. 사용연료 등유(Jet A)

4. 사전발화시간 60초

5. 화재시행 조건  

   가. 화재진압시간 ≤60초

   나. 전체방사시간 120초

   다. 25% 재발화시간 ≥5분

6. Ph농도 6.0~8.5

4.4.8 비상대응(출동시간)

4.4.8.1 구조 또는 소방을 위한 비상대응 시간은 최상의 시계 상태와 노면조건에서 운영 중인 

활주로의 모든 지점과 항공기 이동지역에 도달하는 시간이 3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 대응시간이란 최초로 구조나 화재진압 출동요청을 받고 나서 첫 출동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여 4.4.7.5에 해당하는 소방등급의 포말 분사율의 50% 비율로 포말을 분사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4.4.8.2 4.4.8.1에 따른 첫 출동차량 이외의 항공기구조소방차는 최초 출동 요청을 받은 후 최

소 4분 이내 출동하여 지속적인 소화제 분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4.4.8.3 비상대응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그리드맵 H12(소방대 본대 앞)부터 M12까지, 

Y17(소방대분소B)부터 U17까지, M29(소방대분소A)부터 M27까지, J2부터 J6까지, J28부터 

J32까지, L2부터 L6까지, L28부터 L32까지, V1부터 V5까지, V28부터 V32, X2부터 X6, 

X28부터 X32까지 직선도로로 설치된 비상접근도로 및 비상출입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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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위험지역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을 위한 위험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4.4.9.1 이론상의 위험지역은 항공기의 전장을 한 변으로, 동체의 길이와 폭을 더하여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으로 나타낸다.

4.4.9.2 항공기 전체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지역을 정할 때에는 항공기 전장을 고려한다.

4.4.9.3 이론적 위험지역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이에 따른 항공기 기종별 위험지역 및 포말

생성용 물의 양은 <표 9>와 같다.

전  장 이론적 위험지역(AT)

L<12m
12m ≤ L<18m
18m ≤ L<24m

L ≥ 24m

Lx(12m+W)
Lx(14m+W)
Lx(17m+W)
Lx(30m+W)

주) L = 항공기 전장, W = 기체 폭

4.4.10 교육훈련

4.4.10.1 초기교육(Initial Training)은 4.19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소방대에 배치되기 전 

신입 소방대원에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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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2 직무교육(OJT)은 4.19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초기교육을 마친 소방대원들에게 

각 팀 책임자 주관으로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통하여 실제 업무수행에 

따른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도록 한다.

4.4.10.3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은 4.19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초기교육 내용의 

재교육, 소관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 교

육(2년 주기)을 실시한다. 

4.4.10.4 소방대원들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의 규정된 표준에 적합하도록 

4.19.4.1.5  구조·소방 교육내용을 적용하여 정기교육 등을 실시한다.

4.4.10.5 항공기 운항시 근무직원 중에는 기초응급치료훈련을 받은자 혹은 응급구조사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해당직원은 4.19.4.1.6 응급구조사 교육내용

을 적용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4.10.6 모든 구조·소방직원들은 연료화재를 포함하여 매 12개월마다 최소한 1회 이상의 실제

화재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화재진압에 참가한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

4.4.10.7 구조 및 소방직원의 훈련프로그램은 팀웍과 인적 능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4.4.10.8 구조 및 소방직원 들은 공항에 취항하는 새로운 기종의 항공기 취항이 계획된 경우, 

해당항공기에 대한 제원 및 비상대응계획 등에 관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4.4.11 통신 및 경보장치

소방대는 유사시 관제탑의 경보전파를 위한 비상통신 수단으로 소방대 및 관제탑 전용의 

비상전화(Crash Phone) 및 경보장치(비상벨, 비상경보등)을 구성하고 소방대원에 이를 

전파하기 위한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며, 단독의 모든 소방차량은 통신장비를 갖추어 다음

과 같은 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1. 인천관제탑 3. 통합운영센터 혹은 지휘계통관리자

2. 계류장관제소 4. 인천영종소방서 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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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구조 및 소방등급의 조정

4.4.12.1 구조·소방등급 변경(취항하는 항공기 규모 또는 운항횟수 변경시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구조·소방등급 변경은 운항본부장이 결정하며, 담당부서는 소방안전팀이다.

2.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소방 등급을 

정한 후, 공항운영규정에 포함하여 변경인가를 받는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 취항시기 

및 AIP 발간기간을 고려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한다.

3. 구조·소방등급 변경 내용을 항공교통업무기관(ATS), 항공정보업무기관(AIS) 및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 등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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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2 4.4.12.1에 따라 구조·소방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3.3.1에 따라 구조·소방등급을 정한 

후, 공항운영규정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사전에 변경 인가를 받는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 취항시기 및 AIP 발간기간을 고려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며 변경 신

청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구조·소방등급의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

2. 만약 취항하는 최장 항공기의 규모가 상향된 경우에는 해당 구조 소방등급의 항공기의 

취항 또는 운항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만약 취항하는 최장 항공기의 규모가 하향된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해당 구조·소방 

등급의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만약 구조·소방등급과 동일한 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운항횟수가 감소하여 공항

의 구조·소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 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중 가장 교통량

이 많은 연속되는 3개월 동안에 해당 구조·소방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총 이착

륙 횟수

5. 구조·소방등급 변경에 따른 차량, 장비, 자재, 인원 등의 변경사항

6. 만약 등급을 상향하고자 경우에는 항공기 규모 상향에 따른 구조·소방 직원의 적

정한 교육 및 훈련 실시사항

7. 구조·소방등급 및 등급결정항공기 변경에 따른 협정병원, 중장비 지원, 협정 소방서 등 

지원협정상 변경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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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인천국제공항 취항 항공기 위험구역(Critical Area) 및 포말생성용 물의 양

항공기 기종
전 장

(m)

최대동체폭

(m)

At(㎡)
(이론적 

위험지역)

Ap(㎡)
(실제위험

지역)

Q(ℓ)(포말생성 물의 양)

Q1(ℓ) Q2 (ℓ) Q(ℓ)=Q1+Q2

G‐Ⅳ 26.9 2.4 387 258 1,420.6 1,065.4 2,486.0

CL‐601 20.9 2.7 306 204 1,123.6 842.7 1,966.3

A320 37.57 3.95 1,275 850 4,678 4,678 9,357

B737‐100 28.65 3.76 967 645 3,548 3,548 7,096

B737‐200 30.48 3.76 1,029 686 3,774 3,774 7,549

B737‐300 33.4 3.76 1,127 752 4,136 4,136 8,272

B737‐400 36.45 3.76 1,230 820 4,513 4,513 9,027

Fokker F100 35.53 3.3 1,183 789 4,340 4,340 8,680

BD700‐1A10 30.33 2.51 986 657 3,616 3,616 7,233

B737‐600 31.2 3.8 1,054 703 3,868 3,868 7,736

B737‐700 33.6 3.8 1,135 757 4,165 4,165 8,331

A319 33.02 3.95 1,121 747 4,112 4,112 8,224

A320‐200 37.57 3.95 1,275 850 4,678 4,678 9,357

B757‐200 47.3 3.8 1,598 1,066 5,864 7,565 13,429

B737‐800 39.5 3.76 1,333 889 4,891 6,310  11,201

B737‐900 42.1 3.76 1,421 947 5,213 6,725 11,938

A321‐100, A321‐200 44.51 3.95 1,511 1,007 5,543 7,150  12,694

TU‐204 40.19 3.8 1,358 906 4,983 6,428 11,411

주) Ap(Practical Critical Area)=0.667At(Theorical Critical Area),

Q1(실제 위험지역에서 불길을 잡을 수 있는 물의 양)=Ap×R(5.5)×T(1분)

Q2(재발화하지 않거나, 남아 있는 불을 끄는 데 필요한 물의 양)

5등급 이하 : Q1×0.7, 6등급 : Q1×1.0, 7등급 : Q1×1.29



공항운영규정
(Airport Operations Manual)

제4장 공항운영절차

4.4 구조 ․ 소방

  제정 : 2003.11.20                                      14                                     개정 :  2019. 4. 30

항공기 기종
전장

(m)

최대동체폭

(m)

At(㎡)
(이론적 

위험지역)

Ap(㎡)
(실제위험

지역)

Q(ℓ)(포말생성 물의 양)

Q1(ℓ) Q2(ℓ) Q(ℓ)=Q1+Q2

A310 46.66 5.64 1,663 1,109 6100 9,272 15,372

B747SP 56.31 6.5 2,055 1,371 7539.4 11,460 18,999

B767‐200 48.5 5.03 1,699 1,133 6232 9,473 15,705

Ilyushin IL‐62 53.12 3.75 1,793 1,196 6576.3 9,996 16,572

Ilyushin IL86 59.54 6.08 2,148 1,433 7880.4 11,978 19,859

A300‐600F 53.85 5.6 1,917 1,279 7032.3 10,689 17,721

A300‐600R 54.08 5.64 1,927 1,286 7070.2 10,747 17,817

A330‐200 58.69 5.64 2,092 1,395 7673 11,663 19,336

B767‐300, B767‐300F 54.94 5.03 1,925 1,284 7059.8 10,731 17,791

MD11F 58.65 6.02 2,113 1,409 7749.5 11,779 19,529

AN‐124 69.1 6.4 2,515 1,678 9,227 15,686 24,912

A330‐300 63.69 5.64 2,270 1,514 8,327 14,156 22,483

B747, B747Combi,
B747BC, B747F,
B747ER, B747ERF

70.66 6.5 2,579 1,720 9,461 16,083 25,543

B777‐200, B777‐200ER 63.73 6.2 2,307 1,539 8,463 14,387 22,850

B777‐300, B777‐300ER 73.9 6.2 2,675 1,784 9,813 16,682 26,495

A340‐600 73.9 6.2 2,675 1,784 9,813 16,682 26,495

AN‐225 84 6.4 3,058 2,039 11,217 21,312 32,528

AN‐124 69.9 7.3 2,607 1,739 9,565 18,173 27,737

A350 66.8 5.96 2,402  1,602  8,812  16,743  25,555  

B747‐800 76.3 6.5 2,785 1,858 10,216 19,411 29,627

A380‐800 72.7 7.1 2,697 1,799 9,894 18,798 28,692

B787-8 56.7 5.8 2,030 1,354 7,447 14,148 21,595

B787-9 62.8 5.8 2,248 1,500 8,248 15,617 23,918

주) Ap(Practical Critical Area)=0.667At(Theorical Critical Area), 

Q1(실제 위험지역에서 불길을 잡을 수 있는 물의 양)=Ap×R(5.5)×T(1분)

Q2(재발화하지 않거나, 남아 있는 불을 끄는 데 필요한 물의 양)

8등급 : Q1×1.52, 9등급 : Q1×1.7, 10등급 : Q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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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Aerodrome inspection)

4.5.1 준수

공항공사는 이동지역 내 항공기 이착륙 시설 및 지장물이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 발생시 적시에 조치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점검을 한다.

4.5.2 책임

4.5.2.1 운항안전팀장은 인천국제공항 이동지역 내 항공기 이착륙시설 및 지장물 점검에 대하여 

총괄하며, 대상 시설물의 유지보수부서에 세부적인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4.5.2.2 이동지역안전관리소는 이동지역 내 항공기 이착륙 지원시설 및 계류장 안전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점검대상 시설물의 유지보수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책임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직    책 역    할 전화번호

근무 중 운항안전팀장 점검책임자 741 – 2611 ~ 3

일과 후 근무조장 점검책임자 741 – 2611 ~ 3

4.5.2.3 이동지역안전관리소는 관련법규 및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과 비정

상상황 발생시 <표 2>와 같이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정상운영이 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

다.

4.5.3 적용기준

1.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비행장시설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훈령)

5. 공항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6. ICAO Annex 14(비행장) 및 관련 부속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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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점검수행

점검은 이동지역의 면적과 거리를 고려하여 차량 또는 도보로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차

량을 이용한 점검은 저속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5.4.1 업무일지 및 점검표

4.5.4.1.1 이동지역안전관리소는 이동지역 점검을 <표 1>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동

지역일지관리시스템에 기록 및 보존 하여야 하며, 비정상상태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후 조치결과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5.4.2 통신절차

4.5.4.2.1 이착륙시설 점검을 위하여 기동지역에 출입을 할 경우에는 관제탑과 교신이 가능한 

무선교신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4.5.4.2.2 이동지역 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채널(주파수)을 보유하여야 하

며, 계류장지역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이동지역에 출입할 경우에는 계류장관제소에

서 지정한 무선통신채널(주파수)로 교신하여야 한다.

4.5.4.2.3 점검을 위하여 활주로, 유도로 등의 기동지역과 이동지역 진출입시에는 관제탑 및 계

류장관제소의 허가를 득한 후 진출입 하여야 하며, 점검 중에도 항상 교신이 가능하

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5.4.2.4 무선교신장비의 장애 발생으로 교신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제탑 및 계류장관

제소의 지향신호등 신호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4.5.4.3 점검절차 및 주기

4.5.4.3.1 점검절차 및 보고요령

1. 이동지역 점검시 점검지역 및 예정시간 등을 관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기동지역 점검은 항공기 교통흐름에 따라 통제되며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진입, 

횡단, 진행, 개방을 하여야 한다.

3. 기동지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관제탑과 교신이 가능한 장비를 휴대하고 출입구역 

내에서는 항상 무선교신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경청하여야 한다.

4. 활주로 점검은 가급적 항공기 이착륙 반대방향으로 점검을 수행하며 부득이하게 

항공기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항공기 이착륙 방향으로 점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단 항공등화 점검시 항공등화 점등 

방향성을 고려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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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동지역 점검완료 후에는 관제탑에 유선 또는 무선통신으로 점검결과를 즉시 보

고하고 점검일지에 기록한 후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한다. 단, 비정상상황 확인

시에는 <표 2>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다.

4.5.4.3.2 포장지역 점검

4.5.4.3.2.1 포장지역 점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엔진에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물질의 존재 여부 및 고무퇴적물

2. 포장면의 균열 및 파손 여부

3. 표면의 배수상태 및 비가 온 후 침수지역의 확인

4. 등화시설의 파손 여부

5. 표지 및 표지판의 상태

6. 매립등의 상태

7. 급유구(급유전) 등의 피트(Pit)덮개 상태

4.5.4.3.2.2 포장지역 점검 중 활주로 시단지역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활주로 접지구역의 도색상태

2. 진입등시스템 및 시단등의 항공기 제트분사(Jet blast)로 인한 손상유무

3.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의 청결상태 및 지장물의 방치유무

4.5.4.3.3 비포장지역(잔디지역 포함) 점검

비포장지역을 점검하는 경우 점검내용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등화, 표지판 및 표시물의 식별장애 여부

2. 침하부분에 대한 관찰 및 식별표시

3. 보고되지 않은 항공기 바퀴 자국

4. 표지판 및 표시물의 상태

5. 포장지역과 인접한 잔디지역의 지반 상태(특히, 항공기가 이동하는 포장면에 가까운 

부분의 상태를 확인 기록)

6. 물이 고여 있는 잔디지역 확인(상습 침수구역은 우선 조치)

7. 잔디지역과 포장구역간 높이의 현저한 차이

4.5.4.3.4 이동지역 내 지장물 상태 점검

1. 이동지역 내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장물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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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장물의 신속한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제기관에 보고하여 항공기 운항이 제

한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장물에 적절한 표지 및 장애등 설치 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4.5.4.3.5 이동지역의 일일점검은 <표 1>의 점검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기로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1. 활주로 : 일 4회 (조조, 오전, 오후, 야간)

2. 유도로 : 일 2회 (강설시 적설 및 노면 결빙 상태 등을 2회 이상 별도 점검)

3. 계류장의 효율적 운영과 지상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계도 및 단속활동을 수시로 한다.

4. 비포장지역은 활주로 및 유도로 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5. 이동지역 일일점검은 항공기 운항횟수 및 운항시간대 등 항공기 운항 스케줄을 

고려하여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5.4.3.6 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시한다.

1. 비정상사태 발생시

2. 안전 이상 보고 접수시

3. 활주로 또는 유도로 폐쇄 후 개방하는 경우

4. 이동지역 내 주요 공사 완료 후

5. 제설, 제빙, 제수 작업 후

6. 관제탑 및 관계기관의 점검 요구시

7. 기타 항공기 안전 운항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5.4.4 불안전한 상태의 후속조치 절차

4.5.4.4.1 활주로 점검 중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사항의 상태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유선 또는 무선으로 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활주로 점검 중 등기구 파손 등과 같은 위험스러운 상태

2. 항공기 부분품이나 바퀴 부속품의 발견

4.5.4.4.2 활주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장애 상태를 인지한 때에는 시설유지관

리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5.4.4.3 활주로상의 장애지역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활주로 갓길 등 

바깥지역에 식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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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4 4.5.4.1항에서 정한 점검결과 조치절차에 따라 <표 2>와 같이 사내 통신망에 게시하

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공람하여 이착륙 지원시설의 상태를 인지하고 필요시 조치계

획을 수립토록 한다.

4.5.4.4.5 활주로상에 물이 존재하는 경우 표면상태 정보는 다음 각목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기

하여야 한다.

가. 습기(DAMP) : 습기에 의한 표면상태의 변화가 감지됨

나. 습윤(WET) : 표면이 젖어 있지만 웅덩이는 감지되지 않음

다. 고인물(STANDING WATER) : 항공기에게 필요한 활주로 길이와 폭 범위 내에서 

활주로 표면지역이 25%이상, 깊이 3mm이상의 물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4.5.4.4.6 활주로 상에 눈, 진창눈 또는 얼음, 서리가 존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활주로 표면상태를 평가해야 하며 활주로 표면마찰을 측정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한다.

2. 압설눈, 얼음으로 덮인 표면을 측정하는 마찰측정 장비의 성능은 표준 및 상관관

계 설정 기준을 충족한다.

3. 활주로가 눈, 진창눈 또는 얼음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들 퇴적물을 완전하게 제거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활주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마찰계수를 측정한다.

4. 활주로 상에 눈, 진창눈, 얼음 또는 서리가 존재하는 경우, 활주로 표면상태 정보

는 오염물의 깊이를 포함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용어를 사용하여 통보한다. 

   가. 건조한 눈

   나. 젖은 눈

   다. 압설

   라. 젖은 압설 눈

   마. 진창눈

   바. 얼음

   사. 젖은 얼음

   아. 서리

   자. 얼음 위 건조한 눈

   차. 얼음 위 젖은 눈

   카. 제방빙 상태

   타.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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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조한 눈, 습한 눈 또는 진창눈이 활주로 상에 존재할 때는 항상 활주로의 각각 3분

의 1 구간별로 평균 깊이의 평가는 건조한 눈의 경우는 대략 2㎝, 습한 눈은 1㎝, 진

창눈의 경우는 0.3㎝ 정도의 정확도로 하여야 한다.

4.5.5 활주로 표면의 마찰측정

4.5.5.1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표면의 마찰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주로 표면의 마찰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주로 마

찰측정을 실시한다.

1. 활주로가 신설되었거나 재포장된 경우

2. 활주로의 마찰상태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9조에서 정한 최소 마

찰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활주로의 미끄럼상태 및 

마찰상태를 측정 및 평가할 경우

3. 활주로의 경사 또는 침하 등으로 인하여 활주로 전체 또는 일부 구간의 배수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되거나 판단될 경우

4. 활주로 상의 눈, 진창눈, 얼음 또는 서리, 물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활주로의 마찰

상태가 영향을 받거나, 조종사, 항공사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등에서 마찰측정 요청이 

있는 경우

4.5.5.2 4.5.5.1항 제2호에 따라 정기마찰측정 및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항안전운영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9조 표2 정기 활주로 마찰측정 및 평가 최소주기에 

따라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마찰측정 주기는 전년도 활주로 

각 방향별 일일 항공기 착륙횟수와 전월의 일평균 착륙횟수를 고려하여 산정

된 측정주기 중 짧은 것으로 한다.  단, 항공기 전월 일일착륙횟수가 전년도 일

일착륙횟수 대비 2단계(공항안전운영기준 제29조 표2 기준) 이상 급감 할 경

우 전월 기준의 측정주기를 따른다.

4.5.5.3 활주로 마찰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1. 측정구간은 측정 속도에 따른 차량의 가속 및 감속에 필요한 거리를 제외한 전체 활

주로 길이를 연속적으로 측정

2. 측정위치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진 중심선 양쪽의 구간을 측정

3. 4.5.5.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마찰측정의 경우에는 마찰측정 바퀴에 동일한 

양(수심 1㎜)의 물을 일정하게 공급하여 건조한 활주로(Dry runway)를 인위적으로 

젖어있는 활주로(Wet runway)상태로 만들 수 있는 자동살수(Self‐wetting)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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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되고 연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측정빈도는 활주로 표면 

마찰특성의 경향을 결정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다만, 4.5.5.1 제3호의 경우에는 실제

로 비가 오는 자연적인 조건에서 추가적인 마찰측정을 실시하고, 이 경우 자연적인 

조건에서의 마찰측정 결과를 우선한다.

4.5.5.4 4.5.5.1항에 따라 마찰측정을 실시한 경우, 이착륙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표면의 마찰

상태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각 활주로별 마찰측정결과를 항공교통 업무기관과 항공정

보업무기관에 제공한다.

4.5.5.5 4.5.5.1항에 따른 활주로의 마찰측정결과를 이용하여 활주로 표면상태의 변화를 감시하

고, 활주로 전부 또는 일부분의 측정값이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9조 

표 4의 최소마찰수준 이하로 확인된 구간에 대하여는 고무제거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수행한다.

4.5.5.6 4.5.5.1항에 따른 마찰측정결과는 최소 5년간 보관한다.

4.5.5.7 이동지역안전관리소는 정확한 활주로 마찰 계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주로 마찰측정장

비를 <표 3>의 점검항목에 따라 주간, 월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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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천국제공항 이동지역 일일점검표

점검구분 조조 오전 오후 야간 시설상태

점검자

포장지역(활주로 4회/일, 유도로/계류장 2회/일)

1. 이물질/고무퇴적물

2. 균열/파손

3. 배수/침수

4. TDZ 표지 도색상태

5. RESA 청결/지장물

비포장지역(착륙대/유도로대)

1. 바퀴자국

2. 배수/침수

3. 지반/초지상태

4. 포장구역간의 단차

5. 장애물 존치 여부

시각보조시설

1. 식별장애 여부

2. 활주로 표지

3. 유도로 표지

4. 활주로/유도로 표지판

5. 활주로 등화

6. 유도로 등화

7. 풍향등

8. 표시물

9. 장애물 표지

기타

1. 급유구/급유전(2회/일)

2. 특기사항

S : 만족,      U : 불량(상태기록),     N/I :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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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점검결과 후속조치절차

‐ ASMU : Airside Safety Management Unit ‐ 이동지역안전관리소

‐ AITC : Aeronautical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Center ‐ 항공정보통신센터

이동지역점검
(일상/특별)

정   상 비정상

점검결과통보
(유/무선)

<관제탑, 계류장관제소>

점검결과통보
(유/무선)

<관제탑, 계류장관제소>

점검결과 게시
관련부서 공람

<ASMU>
운항장애 운항지속

관련기관/부서통보
<AITC/

시설관리부서>

관련기관/부서통보
<AITC/

시설관리부서>
점검기록보관

<ASMU>

NOTAM협의
<관련부서/

AITC>

유지보수계획수립
<관련부서>

유지보수계획수립
<관련부서>

작업계획제출
작업시작/작업종료

<ASMU/AITC>

정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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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활주로 마찰측정장비 점검표

점검일자 20   .    .    . 점검자  

※ 점검결과 체크 : □ (양호∨, 불량 ×)

점검주기 점검 항목 정상 조건
점검결과

C형 D형 E형

주간점검

 측정타이어 휠 상태

측정타이어의 홈깊이 2mm 이상 □ □ □

오일이나 그리스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

 유압시스템 상태

오일의 부족이나 손상이 없어야 함 □ □ □

리프팅 기계(구조) 기능의 정상유무 □ □ □

 측정컴퓨터 자가진단시스템 및 측정컴퓨터의 정상유무 □ □ □

월간점검

 하중 캘리브레이션
 Load Calibration

Test Sensor에서 확인함(130∼150kg유지)
오차범위 초과시 LOAD CALIBRATION 실시

□ □ □

 마찰 캘리브레이션
 Friction Calibration

Test Sensor에서 확인함(69∼71kg유지) 
오차범위 초과시 Friction Calibration 실시

□ □ □

 측정타이어 공기압 ASTM : 30 psi, AERO : 100psi □ □ □

 차량타이어
 공기압

운영상 측정
(Operation)

전륜 32 psi 후륜 32 psi

□ □ □
유지보수 측정
(Maintenance

전륜
SAAB : 36psi 
VOLVO : 38psi

후륜 42 psi

 기타사항 
 (교정/수리 등)

※ 점검결과 체크 : □ (양호 ∨, 불량 × )
※ 주의
 ‐ TEST Sensor는 월 1회(월간 점검시), 타이어 교체시, 주요 시스템 변경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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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시각보조시설 및 전력시설 등

4.6.1 준수

4.6.1.1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시각보조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표지(Markings)

2. 항공등화(Aeronautical Ground Light)

3. 표지판(Signs)

4. 표시물(Markers)

4.6.1.2 모든 활주로의 시각보조시설은 승인된 활주로 최저 시정치의 접근을 위하여 다음의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1. 공항시설법 및 동법 시행규칙

2.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5. 비행장시설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6. ICAO Annex14(Aerodrome Design and Operations)의 표준 및 권고기준

4.6.2 시각보조시설 및 전력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기준

인적요소원칙(Human Factors principles)에 따른 적정 유지보수 인원 확보 및 교육(유지보

수자 교육수료증 취득 대상 시설인 경우 교육수료증 취득 및 관리 포함), 유지보수 차량 

및 장비 확보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6.2.1 시각보조시설

4.6.2.1.1 항공등화유지관리

1. 최소 점등비율은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등화구분
최소 점등비율 (CATⅡⅢ) 연속 2개 등화 

장애발생금지95% 90% 85% 75%

활주로중심선등 ● ◯
활주로등 ● ◯
활주로시단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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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구분
최소 점등비율 (CATⅡⅢ) 연속 2개 등화 

장애발생금지95% 90% 85% 75%

진입등 시스템(450m까지) ● ◯
접지구역등 ● ◯
진입등시스템(450m 이후) ● ◯
활주로종단등 ● ◯
정지선등 ◯
유도로중심선등 ◯

2. 시각보조시설은 고장이 없도록 부품을 교체하거나 청결하게 관리하여 주빔의 광도

가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배광곡선 광도값에 대

하여 50% 이상 유지되도록 유지관리 한다. 

3. 항공기 착륙 예정시각의 1시간 전에 점등준비를 하고 당해 착륙 예정시각 최소한 

10분 전에 점등하여야 한다.

4. 항공기가 이륙할 때에는 이륙한 후 최소한 5분 이상 점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항공등화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CAT‐Ⅱ/Ⅲ정밀접근활주로의 예방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진입등시스템(매립등)과 활주로조명의 광도, 빔확산, 방향에 대한 검사와 측정

나. 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조명 각 회로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측정과 제어

다. 항공교통관제에 사용되는 광도설정의 올바른 기능과 제어

6. 제5호의 가목 측정방법은 등화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동용 측정 장비를 사

용하여야 하고 측정회수는 교통밀도, 오염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립등은 2회/년 

이상, 노출등은 1회/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 제5호의 가목에 대한 광도, 빔 확산 및 방향은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야 한다.

8. 시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 전력시설 근처에서 건설이나 유지보수를 하여서는 안 된다.

4.6.2.1.2 진입각지시등(PAPI-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아래와 같은 PAPI의 제원이 유지되도록 유지관리 한다.

구 분 활주로 시단에서 거리
색 상

비 고
활주로 내측 활주로 외측

제1활주로 402m

적색(2개) 백색(2개) 활주로진입방향 
좌측 위치

제2활주로 402m
제3활주로 427m
제4활주로 427m



공항운영규정
(Airport Operations Manual)

제4장 공항운영절차

4.6 시각보조시설 및 전력시설 등

  제정 : 2003.11.20                                      3                                        개정 : 2021.6. 10

4.6.2.1.3 비행장등대

주변전소A 건물 옥상에 위치하고 분당20∼30회전으로 백색과 녹색섬광을 교대로 비추

고 있으며 24시간 점등을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관제탑에서 운영한다.

4.6.2.1.4 지향신호등

관제탑, 계류장관제소(비상관제탑)에 위치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6.2.1.5 풍향등

풍향등은 아래와 같이 설치되어 있으며 야간에도 풍향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조명등은 관제탑에서 운영한다.

구 분 활주로 시단에서 거리
활주로중심선에서 

거리(우측방향)
비 고

제1활주로
15R 300m 105m

풍향지시기(적색과 백색 교대), 

조명등 보유 원형띠(내경 지름 

15m, 폭 1.2m 백색 원형띠)

33L 300m 105m

제2활주로
15L 300m 105m

33R 300m 105m

제3활주로
16L 437m 138m

34R 349m 122m

제4활주로
16R 480m 135m

34L 360m 125m

4.6.2.1.6 조명(유사등화)의 조정과 차폐 또는 변경

계류장, 연료저장지역, 여객‧화물 터미널 등을 포함한 공항의 모든 조명시설이 광도 

및 색채에 의하여 항공등화를 식별하는 데 혼동을 일으킬 경우 소등, 차폐,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4.6.2.1.7 진입등시스템

1. 활주로 각 시단에서부터 300m까지는 지지구조물 기초대, 맨홀 등의 물체는 지반

보다 7.5cm 이상 높지 않도록, 지지 구조물은 부러지기 쉽도록 한다.

2. 진입등기구 또는 지지구조물 자체가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적절하게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연쇄식 섬광등은 진입등의 가장 바깥쪽에서 활주로 시단 쪽으로 1초당 2회씩 순

차적으로 섬광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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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8 노출등

1. 활주로, 정지로, 유도로 및 계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등화는 부러지기 쉬운 소재로 

구성되며, 제트항공기의 엔진몸체(Engine pods) 및 프로펠러와의 이격거리가 충

분하도록 낮게 설치한다.

2. 노출형 항공등화는 주간에 잘 띄도록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4.6.2.1.9 매립등

활주로, 정지로, 유도로 및 계류장 표면에  설치되어 있는 매립등은 항공기가 주행할 

때 바퀴에 의해 등기구 또는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하여야 한다.

4.6.2.1.10 항공등화 광도 제어

1. 기상조건에 맞도록 등화시설의 광도를 조절 할 수 있도록 광도제어기를 갖추어야 

하며, 활주로조명 광도가 진입등시스템 광도와 유사한 광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진입등시스템, 활주로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종단등, 활주로중심선등, 접지구역등, 

유도로중심선등은 각각의 광도제어기로 상호 조화롭게 광도를 제어하여야 한다. 

다만, 활주로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종단등은 동일한 광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다.

4.6.2.1.11 표지판(Signs) 및 가장자리표시물(Edge Markers)

1. 표지판(Signs)의 설치 현황은 부록 6과 같다.

2. 표지판 및 표시물은 부러지기 쉽도록 설치하고, 제트항공기의 엔진몸체(Engine 

pods) 및 프로펠러와의 이격거리가 충분하도록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은 명령지시, 위치 및 방향정보, 이동지역에서 목적지 또는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에 요구된 조건에 알맞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4. 표지판 및 표시물의 규격은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공항

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용한다.

4.6.2.1.12 감시(Monitoring)

1. 정지선등을 포함하는 항공등화 시설을 이용한 항공기 통제와 항공등화 신뢰성 확

보를 위한 감시시스템을 적용 및 운영한다.

2. 활주로가시범위 550m 미만에서 사용하는 활주로의 등화시스템은 감시과정에서 

4.6.2.1.1의 1호에서 규정한 2등 연속장애 및 최소점등 비율까지 떨어지는 등 항

공기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시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즉시 관제탑, 계

류장관제소 및 유지보수요원에게 감시정보(현시 및 경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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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13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 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

1. 항공기 주기장에서 시각보조시설을 이용하여 항공기 주기위치를 정밀 하게 표시

하고자 할 때 또는 지상 유도원과 같은 다른 대체 유도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설치하며,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지역의 주기장에 설치되어 있다.

2. 시각주기유도시스템은 방위안내장치와 정지위치지시기로 구성된다.

구 분 기 능 비고

방위안내장치
유도선 기준 

항공기의 좌우이탈 여부 안내
-

정지위치지시기
주기항공기 정지선 기준 

잔여거리 정보 제공

정지선에서 10m 이상 

거리정보제공

3. 시각주기유도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가. 주기장 미사용시 소등 

나. 고장발생 시 조종사에게 고장정보 제공

다. 시각주기유도시스템을 이용해 지상유도 안내를 받는 경우 항공기 안전 및 비상

정지 지시 등을 위해 현장감시인원(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상조업사) 배치

4.6.2.2 전력시설 등

4.6.2.2.1 예비전원공급 대상

1. 지향신호등

2.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항공장애표시등

3. 진입조명, 활주로조명 및 유도로조명(정지선등, 주요 유도로등)

4. Airside 내 기상장비

5. 항행안전무선시설

6. 공항외곽 보안등

7. 야간에 격리된 항공기 주기위치를 나타내는 투광조명(Floodlighting)

8. 여객이 걸어 다니는 계류장지역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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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2 예비전원 공급시 준수사항

1. 예비전원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전기공급은 상용전원이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예비전원은 서로 다른 변전소의 전기공급선로(전용선로, 또는 공용선로), 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축전지 등으로 구성된다.

3. 주요 시각보조시설의 예비전원공급 최대 절체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간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CAT

Ⅱ/Ⅲ

15초
진입등시스템(활주로 시단에서 300m 초과부분),

항공장애표시등, 활주로등, 필수 유도로조명

전방향표지시설(VOR/DME)

레이더시설(SRE)

1초

진입등시스템(활주로 시단에서 300m 까지),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종단등, 활주로중심선등, 

접지구역등, 모든 정지선등, 진입금지선등

내측마커(IM)

중간마커(M/M)

0초 -
방위각시설(LLZ/DME)

활공각시설(GP)

RVR 800m 

미만 이륙시

15초 활주로등, 필수 유도로조명, 장애등 -

1초
활주로종단등 활주로중심선등 모든 정지선등

진입금지선등
-

4.6.2.2.3 활주로가시범위(RVR) 550m 미만에서 사용하는 활주로의 전기시스템과 항공등화 회

로구성은 4.6.2.2.2의 3호의 시설이 장비고장으로 조종사에게 잘못된 시각안내와 정보

를 주지 않도록 이중화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4.6.2.2.4 활주로 전기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서로 다른 154KV 구내변전소로부터 

22.9KV를 공급 받으며 정전시 예비전원공급을 위한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D‐UPS)를 

구비하고 있다.

주변전소 A
(154/22.9 KV)

주변전소 B
(154/22.9 KV)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

기상장비

D-UPS #1

D-UPS #2

제1등화
제어소

D-UPS #1

D-UPS #2

제2등화
제어소

D-UPS #1

D-UPS #2

제3등화
제어소

D-UPS #1

D-UPS #2

제4등화
제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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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5 감시시스템에 표시되어 있는 항공등화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 활주로 정지 위치에 있는 

정지선등은 2초 이내, 그 외 등화시설은 5초 이내에 표시되어야 한다.

4.6.2.3 보안등

공항외곽 울타리 등 보안상 필요한 부분은 보안등을 점등시켜야 하며 특히, 항공기 진입

구역의 보안등 등기구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차폐(Shielding) 또는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4.6.3 유지보수의 책임

4.6.3.1 항공등화 및 표지판

1. 항공등화 및 표지판은 4.6.1.2의 관련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되며, 연1회 이상 

변경사항을 반영한 최신 도면을 관리한다. 

도면관리책임자 열람장소 연락처

항공등화팀장

항공등화팀 사무실 032-741-2806

항공등화관리소 032-741-2846

2. 항공등화 및 표지판은 항공등화팀이 유지관리하며,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해당 등화시설

진입등화 진입등시스템, 진입각지시등

활주로등화
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시단연장등

활주로종단등, 접지구역등, 정지로등, 활주로거리등, 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

유도로등화
유도로등, 유도로중심선등, 정지선등, 활주로경계등, 유도로안내등, 도로정지위치등,
유도로가장자리표시물, 일시정지위치등, 진입금지선등

기타
항공기주기장안내등, 시각주기유도시스템, 계류장조명등, 비행장등대, 풍향등, 주기장

식별표지등, 지향신호등, 비상용등화, 금지구역등

4.6.3.2 표지 및 표시물

4.6.3.2.1 비행장시설팀 및 기반시설 협력업체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의 표지를 유지보수 한

다. 단, 표시물(Markers)은 해당부서장이 관리한다.

4.6.3.2.2 표지의 유지보수 시설과 규격은 부록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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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점검

4.6.4.1 일상점검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1. 항공등화관리소는 일일 1회 이상 광도, 색상, 파손, 잡초에 의한 시각장애 등 항공

등화시설 현장점등상태 점검을 수행한다.

2. 비행장시설팀 또는 기반시설 협력업체는 활주로, 유도로지역 등의 기동지역 표지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3. 항공등화제어소는 항공등화 운영전 및 저시정 운영을 대비하여 시스템에 의하여 

CAT‐Ⅱ/Ⅲ 운영 최소 점등비율 충족 여부를 일일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4.6.4.2 저시정 준비 발령시 점검

1. 항공등화제어소에서는 저시정 준비 발령시 시스템에 의하여 4.6.2.1.1 1항의 CAT-

Ⅱ/Ⅲ운영 최소 점등비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주 전원 정전 시 CAT‐Ⅱ/Ⅲ 2차 전원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예비전원(D‐UPS)으로 무중단 

전원공급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4.6.4.3 특별점검

1. 사고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강설 또는 강우 등 자연재해 대비 예방이 필요한 경우

3. 조종사 또는 관련 관제기관 등 사용자의 불만족 보고가 접수된 경우

4.6.4.4 비행검사

항공등화시설에 대한 비행검사는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6.5 일상정비 및 긴급정비 수행절차

4.6.5.1 일상정비 수행절차

4.6.5.1.1 정비시간

1. 이동지역 :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적은 야간 시간대에 관제탑 및 이동지역안전관리소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이동지역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정비하

여야 한다.

2. 기타지역 : 주간 시간대에 작업을 시행하며 정전이 수반된 작업사항은 관련 부서에 

사전 통보 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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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2 정비사항

1. 항공등화시설 : 불량램프(램프단선 및 광도50%이하)교체, 프리즘 청소 및 교체, 

지지볼트 고정, 파손등 기구 교체, 불량 절연변압기 교체 등.

2. 전력시설 : 전력케이블 절연보수 등

4.6.5.1.3 정비주기 및 절차는 당해 연도 연간 예방점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6.5.1.4 시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공항전력시스템 가까이에서 건설이나 유지보수를 제한한다. 

다만 항공기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발생시에는 관제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할 수 있다.

4.6.5.2 긴급정비 수행절차

4.6.5.2.1 긴급정비 수행대상

1. 정전류조정기(CCR) 장애 

2. 항공등화 전원공급 케이블 장애 

3. 활주로중심선등, 활주로등, 활주로시단등 및 진입등시스템은 길이 450m까지 5% 이상 장애

4. 접지구역등 10% 이상 장애

5. 진입등시스템의 길이 450m 이후 15% 이상 장애

6. 활주로종단등 25% 이상 장애

7. 활주로중심선등, 활주로등, 활주로시단등, 정지선등, 유도로중심선등, 접지구역등, 

활주로종단등 및 진입등시스템이 연속 2등 이상 장애

8. 진입각지시등 장애

4.6.5.2.2 긴급정비 수행절차

1. 긴급사항을 관련기관/부서에 전파한다.(관제탑, 계류장관제소, 통합운영센터, 항공기상

청)

2. 상기 장애사항 복구예정 시간이 30분 이상 예상될 경우에는 항공정보통신센터에 

NOTAM 발행을 의뢰하며, 30분 미만 예상 시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NOTAM 발행을 

유보할 수 있다.

3. 이동 및 기동지역 출입절차를 준수하여 신속한 복구업무를 수행한다.

4. 복구완료 NOTAM 발행을 항공정보통신센터에 의뢰한다.

5. 관련기관/부서에 정상운영 상황을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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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점검결과 기록 및 시정조치절차

항공등화시설의 점검 및 유지보수 결과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과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유지보수내용, 인원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4.6.7 예비전원공급절차 및 전체 전기시스템 고장 시 대책

4.6.7.1 예비전원 공급절차

1. 항공등화제어소(제1, 2, 3, 4 등화제어소)에는 서로 다른 두 변전소(154KV)의 전기공

급선로(이중화)로 전원을 수전한다.

2. 어느 한 변전소 정전 시 동력형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이하D‐UPS)로 4.6.2.2.2의 3항 

전원공급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전원을 공급한다. 또한 D‐UPS가 장시간 가동될 경우 

정전되지 않은 변전소 전기공급선로로 절체하여 전원을 공급한다.

3. 두 변전소 모두 정전 시 항공등화제어소에서 각각 2대의D‐UPS로 전원을 공급하며 2

대 중 1대 장애시 건전한 D‐UPS로 절체하여 전원을 공급한다.

4.6.7.2 전체 전기시스템 고장 시 대책

4.6.7.2.1 상용전원(한전) 정전 및 특별 고압측(22.9KV) 장애시 동력형 무정전 전원공급장치(D‐
UPS)로 예비전원을 공급하며, 최대 절체시간 및 예비전원공급 범위는 4.6.2.2.2의 3

항과 같다.

4.6.7.2.2 이중화로 공급받는 상용전원 모두 정전 및 D‐UPS 모두 장애 시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4본의 활주로 중 1본의 활주로에 60m 간격으로 설치하여 지장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용 등화(Emergency Lighting)를 보유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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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시각보조시설 및 전기시스템의 점검·정비 책임

담당부서 점검․정비 책임자 전화번호 담당업무

항공등화팀

항공등화팀장 032-741-2806~7
․ 항공등화 운영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총괄

제3등화제어소장 032-741-2841
․ 항공등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3등화제어소 시설·장비 운영

제4등화제어소장

(제2등화제어소 포함)
032-741-2848~9

․ IDPS, D-UPS 운영 및 유지관리

․ 2/4등화제어소 시설·장비 운영

제1등화제어소장 032-741-3491~2

․ 항공기지상이동감시시스템 (AGMS) 

운영 및 유지 관리

․ 1등화제어소 시설·장비 운영

VDGS 운영소 032-741-3741~2

․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운영 및 

유지 관리

․ VDGS운영소 시설·장비 운영

항공등화관리소장 032-741-2846
․ 항공등화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Airside 전기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비행장시설팀

비행장시설팀장 032-741-2684~5 ․ 비행장시설팀 업무 총괄

운항기반시설유지관리

용역 책임기술자
032-741-6500~1

․ 운항기반시설 유지관리용역총괄 

(현장소장)

4.6.9 장애물 표시용 시각보조시설(Visual Aids for Denoting Obstacles)

4.6.9.1 공항구역 내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아래의 물체에 대해서는 항공장애주

간표지 및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항 기동지역에서 사용되는 차량과 기타 이동물체는 표지 및 표시등(야간이나 저시정 

조건시)을 설치한다. 다만 항공기 서비스 장비와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2. 유도로중심선 및 계류장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51m,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Taxilane)으

로부터 47.5m 이내에 있는 장애물은 표지 및 표시등(야간이나 저시정 조건시)을 설치하

고, 기타 항공장애주간표지 및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할 물체는 공항안전운영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8을 따른다.

3. 공항구역 내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체에 대한 표시 및 조명은 공

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60조 내지 6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6.9.2 항공장애주간표지 및 항공장애표시등에 관한 설치방법과 관리는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제61조, 62조, 별표 9 및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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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사용제한지역 표시용 시각보조시설

4.6.10.1 항공기가 사용하지 못하는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서 정한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4.6.10.1.1 모든 항공기가 활주로, 유도로 또는 그 일부지역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63조에 따라 폐쇄표지를 설치하고 그 

지역의 등화와 표지는 제거한다. 

4.6.10.1.2 야간에 사용하는 활주로 또는 유도로가 폐쇄된 활주로 또는 유도로를 교차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폐쇄지역에 폐쇄표지(Closed Marking)와 금지구역등(Unserviceability 

Lights)을 설치한다.

4.6.10.1.3 폐쇄지역에 대한 폐쇄 표지(Closed Marking) 및 금지구역등(Unserviceability Lights)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폐쇄표지 폐쇄지역 금지구역등

관련기준
․ 비행장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56조 2항
․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적용시기
․ 활주로, 유도로 또는 그 일부구간 

사용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폐쇄구간이 야간에 사용되는 활주로 또는 유
도로가 교차하는 구간이 있는 경우

․ 공사 등으로 인하여 항공기 접근금지 필요시

설치방법
․ 활주로 또는 그 일부 각 종단에

서 최대간격이 300m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 최소 4개등 사용(금지구역이 삼각형이며 최소 
3개등 사용시 제외)

․ 설치간격

 

활주로, 유도로 3.0m 이하 

기타지역 7.5m 이하

․ 금지구역 경계선상 또는 중앙설치
(활주로, 유도로 이외 경우)

색상 ․ 활주로 : 백색 / 유도로 : 황색 ․ 적색의 부동광 등화

특성

․ 폐쇄 활주로, 유도로 조명 소등
․ 폐쇄 활주로, 유도로 표지 삭제
․ 임시 폐쇄 경우 부서지기 쉬운 장

벽이나 페인트 외 기타 물질로 표
지 또는 적정수단 활용 가능

․ 광원의 중심포함 수평면위로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광도는 10cd 이상)

․ 부러지기 쉬운 소재로 구성
․ 항공기 프로펠러나 엔진분사로부터 보호가 가능

하도록 낮게 설치

4.6.10.2 건설과 기타 임시 사용제한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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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1 유도로, 계류장 또는 대기구역의 일부분이 공사 중이거나 포장면에 포트홀(Pot Hole)이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의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가 쉽게 식별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깃발, 원추체 또는 표지판과 같은 금지구역 표시물(Unserviceability 

markers)을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4.6.10.1.3에 따라 금지구역등을 설치한다.

구분 깃발 원추체 표지판

규격 ․ 면적 : 0.5㎡ 이상 ․ 높이(지름) : 0.5m 이상
․ 높이 : 0.5m 이상
․ 길이 : 0.9m 이상

색상
․ 적색, 오렌지색 또는 황색

이나 이들 색중 한 색채
와 백색과의 조합색

․ 적색, 오렌지색 또는 황색
이나 이들 색중 한 색채
와 백색과의 조합색

․ 적색과 백색이나 오렌지색
과 백색으로 번갈아서 세
로줄무늬 형태

4.6.10.3 유도로, 활주로 회전패드, 대기지역, 계류장 갓길, 대기구역, 계류장 및 그 외의 지역

에 항공기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표면(비하중 지지표면)에 대한 경계를 위해 항공기 

하중을 받을 수 있는 표면(하중 지지표면)과의 경계를 유도로 가장자리표지 설치기준에 

따라 황색의 줄무늬로 설치한다.

4.6.10.4 시단이전 포장지역의 포장길이가 60m 이상이고 항공기가 운항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갈매기형의 표지를 아래와 같은 규격으로 설치한다.

구분 내  용 시단이전표지(갈매기형 표지)

규격
․ 폭 : 0.9m 이상 

․ 간격 : 30m

색상 ․ 황색

특징 ․ 활주로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

4.6.11 활주로 침범 및 충돌 방지를 위한 시각보조시설

위치 구분 설치된 시각보조시설

활주로 정지위치
활주로정지위치 표지, 표지판, 정지선등, 활주로 경계등,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 표지

활주로 연결도로 각 도로정지위치 표지, 도로정지위치등

유도로 교차지역 일시정지위치 표지, 정지선등, 일시정지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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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ally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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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이동지역 유지보수

4.7.1 목적

이동지역 내 항공기 이착륙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련 부서 간 

업무수행절차를 수립, 시행함으로써 공항안전운영을 확보하고자 한다.

4.7.2 업무책임

4.7.2.1 운항안전팀장은 이동지역 내 항공기 이착륙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에 대하여 작업시기, 

작업절차 및 작업 전후 안전조치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 감독한다.

4.7.2.2 이동지역안전관리소는 일일 안전점검 후 점검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IIS)에 입력하여 해당 

유지보수부서가 공람 및 향후 유지보수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4.7.2.3 아래의 유지보수부서에서는 유지보수계획 수립 및 적용시 인적요소를 고려하여 사람과 

유지보수 시스템과의 안전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구  분 책임자 임  무 연락처

포장지역 유지관리 비행장시설팀장

․ 표지(Markings) 기준관리 및 유지보수

․ 포장면 파손 및 균열 보수

․ 활주로 포장 덧씌우기 

․ 이동지역 포장면 지지강도 관리

․ 파편 및 오염물질(FOD) 제거

․ 활주로 표면관리

․ 활주로 고무제거

032-741-2684~5

착륙대, 유도로대, 

활주로종단안전구역 

유지관리

비행장시설팀장

․ 물이 고이는 지역 유지보수ㆍ관리

․ 포장면과 착륙대 및 유도로대, 비포장

․ 지역 단차관리

032-741-2684~5

녹지대 관리

비행장시설팀장 ․ 초지지역 유지관리(예초작업) 032-741-2684~5

항공등화팀장 ․ 항공등화시설물 단차 등 관리 032-741-2806~7

계기착륙팀장 ․ 계기착륙시설물 단차 등 관리 032-741-2702~3

배수 관리 비행장시설팀장 ․ 배수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032-741-2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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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유지보수 일반

4.7.3.1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의 포장지역과 착륙대, 유도로대 등의 비포장지역에 대한 유지

보수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즉시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4.7.3.2 비행장시설팀은 점검 및 게시판에 게시된 점검결과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4.7.3.3 유지보수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이동지역안전관리소와 협의하고 서울

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에 NOTAM 발행을 요청한다. 

4.7.3.4 기동지역 내 유지보수는 항공기 운항이 곤란한 중대한 보수작업 등으로 인한 사항과 

NOTAM 또는 설빙고시보(SNOWTAM)에 의하여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의 후 야간시간대에 작업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7.3.5 기동지역을 제외한 계류장, 지하차도, 배수로 및 기타 초지 등의 유지보수는 항공 교통

량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작업시간대를 선정한다.

4.7.3.6 공항공사 협력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업체를 통한 이동지역 내 유지보수 작업을 시

행할 경우 공항운영자 또는 공항공사 협력업체 직원에 의해 작업자 인솔 및 작업감독을 

시행한다.

4.7.3.7 이동지역 내 모든 작업자는 본 규정 제4.9장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4.7.4 도면관리

4.7.4.1 유지보수 대상이 되는 시각보조시설(표지, 표지판, 항공등화시설 등)의 준공도면(소프트

카피 또는 하드카피)은 해당부서별 사무실에 비치하고, 원본은 자료관리실에 보관한다.

4.7.4.2 도면은 현장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최신의 상태로 관리되어야 하며, 도면의 정확성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검토를 시행한다.

4.7.4.3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각보조시설 등에 대한 관리대상 도면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관리 책임자 도면보관장소

표지(Markings) 도면 비행장시설팀장 사무실, 현장사무소

표지판(Signs) 도면 항공등화팀장 사무실, 항공등화제어소

항공등화시설 도면 항공등화팀장 사무실, 항공등화제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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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포장지역 유지관리

4.7.5.1 표지(Markings) 관리

4.7.5.1.1 비행장시설팀장은 포장지역 표지 재도색 계획을 연초 수립하여 재도색을 시행하고 주

기적 점검을 통해 변색, 퇴색, 식별이 불분명한 표지는 재도색 주기와 무관하게 신속

히 재도색을 실시한다.

4.7.5.1.2 신속한 재도색 작업준비를 위해 현장 작업장 내에 작업공구(색상별 페인트 포함) 일

체를 상시 비치한다.

4.7.5.1.3 구역별 재도색 주기기준

구분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기타지역제2활주로

접지구역
기타지역 도입선 기타

재도색

횟수 및 주기

1회/월

(갓길제외)
1회/년 1회/년 1회/6월 1회/6월

1회/년

(필요시 수시)

※ 기상상황 및 표지 변, 퇴색 상태에 따라 상기 기준은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음

4.7.5.2 포장면 관리

4.7.5.2.1 아래의 포장구역 유지관리 대상시설물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3조 

포장지역 관리에 따라 관리한다.

구 분 유지보수 대상시설

활주로 제1,2,3,4 활주로

유도로 평행유도로, 직각유도로, 고속탈출유도로

계류장 제1,2,3,4 여객계류장, 제1,2 화물계류장,

기타 제빙장, 엔진런업장, 격리주기장, 정지대

4.7.5.2.2 비행장시설팀장은 이동지역안전관리소의 일일점검, 자체안전점검 또는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포장면의 파손, 결함 등의 비정상 상태를 인지한 경우 긴급보수 

필요 여부 및 작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7.5.2.3 포장구역에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칠만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해당관할구역 관제기

관(관제탑, 계류장관제소)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본 규정 4.1 공항상태보고의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NOTAM 발행을 요청한다.

4.7.5.2.4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은 본 규정 4.8항의 이동지역 작업통제와 안전조치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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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2.5 유지보수작업 종료 시에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OD를 제거하고, 작

업종료 상황을 해당지역 관할 관제기관(관제탑, 계류장관제소)에 보고하고 철수한다.

4.7.6 착륙대·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 등의 관리

4.7.6.1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RESA-Runway End Safety Area)은 공항안전운영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4조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 종단안전구역관리에 따라 관리한다.

시설명 길이(m) 폭(m) 비고

착륙대

제1,2활주로 4,110 75~105(편측) 정지구역포함

제3활주로 4,360 75~105(편측) 정지구역포함

제4활주로 4,110 75~105(편측) 정지구역포함

유도로대 유도로 - 30(편측:F급) 22(편측:E급)

활주로종단안전구역

제1,2활주로 240 150 15L, 15R, 33L, 33R

제3활주로 240 150 16L, 34R

제4활주로 240 150 16R, 34L

4.7.6.2 비행장시설팀장은 이동지역 일일점검, 자체안전점검 또는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하

여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ESA) 결함 등의 비정상 상태를 인지한 

경우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4.7.6.3 비행장시설팀장은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 내 기초구조물이 지반보다 

7.5cm 이상이거나 물체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가 아닌 시설물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관

련부서에 지체 없이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한 후 철거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부서

의 조치가 지연되거나 부서확인이 되지 않는 시설물은 이동지역안전관리소와 협의하여 

철거 후 이를 추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4.7.6.4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칠만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할구역 관제기관(관제탑, 계

류장관제소)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본 규정 4.1 공항상태보고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NOTAM 발행을 요청한 후 유지보수 작업을 시행한다.

4.7.6.5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작업관련 지장물 등의 FOD를 모두 제거하고, 작업종료 상황을 

관제탑에 보고하고 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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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활주로 포장 덧씌우기

4.7.7.1 활주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사전에 공사계획 및 공사로 인한 저시정 이동동선 변경사

항에 대하여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4.7.7.2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립된 공사 시행계획은 공사 시행 9주 전 국토교통부와 서

울지방항공청에 제출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AIP 변경신청을 한다.

4.7.7.3 활주로 재포장이 완료되기 전에 임시로 활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안전운영기

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5조 활주로 포장 덧씌우기에 위배됨이 없이 시행하고, 공사완료

에 따른 공항시설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로 시설 사용 개시일 25일전까지 공항

운영규정을 개정 신청하고 사용 개시 전에 특별자체안전점검을 시행한다.

4.7.7.4 활주로 포장의 덧씌우기는 4.7.12.1항에 따른 최소 마찰 수준 이상으로 건설되고 유지

한다.

4.7.8 이동지역의 지지강도

4.7.8.1 이동지역 내 활주로 및 유도로 포장면의 지지강도는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기의 

하중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4.7.8.2 이동지역 포장강도는 항공기 등급번호(ACN)와 포장등급번호(PCN)로 평가하되 공항안전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1에 의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평가하여 제36조에 

의거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한다.

4.7.8.3 포장강도 평가는 매2년마다 시행하되 항공기 운항횟수, 포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시

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포장평가 결과 포장보수가 필요할 경우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4.7.8.4 4.7.8.2항에 의거 보고되는 PCN 보다 높은 ACN을 갖는 항공기에 의한 포장의 사용을 

통제하여야 하며, 과하중 항공기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성, 강성, 복합 포장 등 포장구조별 과하중 운영을 위해 항공기의 ACN 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포장구조 항공기 ACN 허용 기준

연성포장 포장면 PCN 10% 미만

강성포장 포장면 PCN  5% 미만

복합포장 포장면 PCN  5% 미만

기    타 포장면 PCN  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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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하중 항공기의 운항은 연간 총 이착륙항공기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중분산 

되어야 한다.

3. 해빙기(3.1~5.31) 및 우기(6.1 ~ 8.31)는 과하중 운영을 피해야 한다. 다만, 비상시

에는 과하중 범위를 초과하는 항공기가 운항 할 수 있다.

4. 비행장시설팀장은 과하중 운항으로 인한 포장의 균열, 파손, 침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과하중 항공기 운영 세부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

우 이를 서울지방항공청 및 관계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기타 과하중 항공기 운영관련 세부사항은 공항포장 과하중 운영매뉴얼(국토교통부 예

규)을 준수한다.

4.7.9 파편 및 오염물질(FOD)의 제거

4.7.9.1 항공기 타이어와 포장면간의 마찰력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눈, 진창눈, 얼음, 물

웅덩이, 진흙, 먼지, 모래, 기름, 고무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및 항공기 동체 또는 엔진손상, 

항공기 시스템 작동 등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물질 등이 이동지역 내에 발견되

었을 경우 신속한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7.9.2 비행장시설팀장은 파편 및 오염물질 제거작업을 수시, 일상작업의 원칙으로 하며, 이동

지역안전관리소 및 기타 관련부서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투입, 시행토록 한다.

4.7.9.3 비행장시설팀장은 계류장의 정기적인 청소작업 등을 실시하며, 특히 여객계류장과 화물

계류장은 지상조업 활동이 빈번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FOD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4.7.10 초지지역 유지관리

4.7.10.1 초지지역 유지관리 작업 시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7.10.2 초지지역의 예초작업은 4월∼11월 사이에 착륙대의 풀의 높이는 약 15cm 이내로 그 외 

지역은 약 2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항의 생태환경연구결과 등 과학적인 

조사자료에 기초한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7.10.3 안내표지판(Sign), 항공등화 및 항행안전시설에 장애가 되는 초지는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없도록 해당시설 관리부서에서 상시 관리한다.

4.7.10.4 예초작업 후 잘려진 풀을 신속히 수거하여 이동지역 외로 운반하여 FOD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4.7.10.5 유도로 갓길 구간 중 초지지역은 다짐(12개월 주기) 및 청소(3개월)를 통하여 특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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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함으로써 FOD 발생을 최소화한다.

4.7.11 배수시설 유지관리

4.7.11.1 배수시설 관리의 목적은 우기 시 원활한 배수와 곤충, 야생동물의 서식지화가 되지 

않도록 퇴적토사의 준설 및 수초 등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4.7.11.2 우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모든 배수로를 점검하여 필요시 준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7.11.3 상습적 침수 또는 우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보강작업을 실시한다. 

4.7.11.4 오픈배수로 및 U형 측구는 침식, 유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고, 유지보수 시 

주변 유도로의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7.12 활주로 표면관리

4.7.12.1 활주로 마찰측정장비(SFT Vehicle) 마찰측정값이 아래의 최소마찰수준(Minimum 

Friction Level) 이하일 경우에는 고무제거작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장비명

측정타이어
측정속도
(㎞/h)

수막 두께
(㎜)

신  설
활주로

설계기준

유지보수
계획수준

최소
마찰수준형식

압력
(kPa)

SFT

Vehicle

B

(ASTM)
210

65 1.0 0.82 0.60 0.50

95 1.0 0.74 0.47 0.34

4.7.12.2 활주로 표면에 설치된 그루빙을 통하여 원활한 표면배수가 될 수 있도록 고무제거작업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4.7.12.3 고무제거작업은 공항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8조 활주로의 고무제거 규정의 항공

기 착륙횟수에 따라 해당연도 작업계획(고무제거작업 주기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수립

하고, 대형항공기의 착륙빈도가 20% 이상일 경우, 작업주기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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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3 점 검

4.7.13.1 토목시설 관련부서는 4.5.4.1의 점검표에 의거 이동지역 내의 포장 또는 비포장 지역에 

대해 이동지역안전관리소와 주1회 이상 합동으로 점검을 수행한다.

4.7.13.2 비행장시설팀 또는 기반시설 협력업체는 유지보수 관리기준에 의거 이동지역에서 기준

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 유무를 관찰한다. 

4.7.13.3 표준에서 부적합한 모든 사항은 관제탑, 계류장관제소 등 항공기 운항관련 부서 및 

담당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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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위험물 취급과 저장

4.8.1 위험물 취급기준 및 책임

4.8.1.1 위험물이란 공항안전운영기준 제9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물질을 말한다.

4.8.1.2 공항 내 위험물은 여객 및 공항 종사자의 인명보호와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안전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저장되고 취급되어야 한다.

4.8.1.3 운항안전팀장은 이동지역 내 항공기 급유업체의 급유관련 차량 안전관리와 해당 종사자

의 교육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8.1.4 소방안전팀장은 에어사이드 내 위험물 허가 등 위험물 저장구역에 대한 점검 업무를 담

당한다.

4.8.1.5 플랜트시설팀장은 소방훈련장 연료저장 시설의 관리와 점검업무를 수행하며, 급유시설

운영사업자에 대해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4.8.1.6 급유시설운영사업자는 항공유 저장시설의 위험물 취급 및 이동지역 항공유 공급시설

(Hydrant Pit)의 운영 및 유지보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4.8.1.7 항공기 급유업체는 이동지역 항공유 공급시설(Hydrant Pit)의 사용 및 취급 종사자의 위험물 

취급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4.8.2 공항내 위험물 저장구역

     인천국제공항의 위험물 저장을 위한 구역은 부록 8-4에 수록되어 있다.

4.8.3 화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4.8.3.1 위험물 저장시설 및 장비 등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는 다

음 항목을 포함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상태점검

        2. 소화기 비치, 상태 등 소방시설 점검

        3. 저장시설의 안전점검

4.8.3.2 점검 시기는 시설 및 장비 운영자가 정하여 실시하며, 점검결과,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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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인원에 대한 보호

4.8.4.1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 시 인원보호를 위하여 해당시설의 운영자 및 항공기 급유업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험물 취급은 잘 훈련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이 누설되어 화재 등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지역으

로부터 여객이나 종사자를 즉시 안전한 구역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3. 위험물 취급 시나 저장구역에 접근할 경우에는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

한 후에 후속 행위를 하여야 한다.

       4. 항공유 수령 및 항공기 급유 중 누유가 발생할 경우, 확산방지를 위하여 연료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작동요령, 설치위치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5.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4.8.5 저장구역 접근통제

4.8.5.1 항공유 저장구역은 울타리(담장 등)로 보호되어야 하며, 출입문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는 항상 닫는다.

4.8.5.2 항공유 저장구역의 출입은 소속 종사자 및 인가된 자와 차량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출

입을 원하는 자와 차량은 사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급유시설운영사업자의 승인을 득

한 후에 출입한다. 

4.8.6 연료 저장시설, 저장구역 및 보관 ․ 취급장소의 화재예방관리

4.8.6.1 연료 저장시설과 저장구역의 운영자 및 항공기 급유업체는 관리책임자(위험물안전관리

자 등)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4.8.6.2 항공유 저장시설과 저장구역의 화재예방관리를 위한 자위소방대 편성, 운영 및 소방훈

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화재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대원은 소속 전 종사원을 

대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2. 자위소방대장은 분대를 편성하고, 각 분대원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3. 초기의 화재진압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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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금연”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별도의 화기취급 장소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화기취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물 저장 또는 보관 장소와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차단막 설치 등 화재예

방 조치는 물론,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화기단속책임자의 입회하에 화기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위험물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출입구 인근 등 사용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

여야 한다.

       4. 저장시설 및 보관 장소에 대한 점검 및 작업 시에는 발화 및 인화성 물질의 휴대를 

금지한다.

4.8.7 급유시설 및 장비 등의 화재예방

4.8.7.1 항공유 저장시설 및 Hydrant Pit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입․출하대와 급유차량(이동탱크저장소)간 본딩을 실시한다. 

       2. 연료 수령자는 급유차량(이동탱크저장소) 상부의 맨홀을 통하여 연료의 넘침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급유 종료시까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감시하여야 한다.

       3. 항공유 입․출하대에는 해당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소화

기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점검표에는 최종 점검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4. Hydrant Pit를 유지 보수하는 자는 작업 중에 성냥, 라이터 등 발화물질의 휴대를 금

하며, Pit Box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8.7.2 급유차량(이동탱크저장소 및 하이드란트 디스펜서)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급유차량의 호스와 배관은 누유, 꼬임 및 훼손이 없어야 한다.

       2. 급유시 급유담당자는 라이터 또는 성냥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항공기 급유작업은 유사시 연료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제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급유차량의 양측 면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점검표에는 최종 점검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5. 항공기 급유지역으로부터 반경 30m이내의 지역에서는 화기취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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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항공유 등 위험물 취급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4.8.8.1 항공기 급유업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 취급자격자가 항공유 취급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1인 이상의 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4.8.8.2 급유차량(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종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21조에 의거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동법 제28조에서 정

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

육수료증을 지녀야 한다.

4.8.8.3 감독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거나 취급하는 소속 종사자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

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한다.

       1. 위험물 성상에 관한 사항

       2.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

       3. 항공기 급유시 준수사항 및 급유절차

       4. 소화장비 작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4.8.9 항공기 급유시 접지 및 본딩

4.8.9.1 항공기의 연료마개를 열기 전에 본딩 또는 본딩과 접지를 병행한다.

4.8.9.2 급유차량(이동탱크저장소 및 하이드란트 디스펜서)과 항공기간에는 Wire를 사용하여 전

기적으로 본딩한다. 

4.8.9.3 모든 접지 또는 본딩은 카플러(Coupler)와 노즐이 분리될 때까지 그 상태로 유지한다.

4.8.10 급유시설과 급유장치간 접지

4.8.10.1 급유시설(항공유 저장시설)에서 이동탱크저장소로 항공유 입출하시 시설물과 본딩한

다.

4.8.10.2 Hydrant Pit을 이용하여 이유(transfer) 작업시에는 본딩 또는 본딩과 접지를 병행한다.

4.8.11 급유차량 주차시 안전거리 확보

4.8.11.1 급유차량(이동탱크저장소)은 다른 급유차량(이동탱크저장소)과 3m이상, 건물에서 15m

이상, 급유 및 배유 중이 아닌 항공기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4.8.11.2 급유차량(이동탱크저장소와 하이드란트 디스펜서)은 항공기 급유시 다음과 같이 위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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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차량이 항공기에 접근할 때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 시 항공기로부터 급유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 화재 발생 시 탑승객이 대피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8.12 위험물 안전수칙

     공항 에어사이드 내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시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안전관리 기준은 아래

와 같으며 위험물 취급업체는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종사자들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변경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신고 된 위험물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저장소에서는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저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사람을 함부로 출입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저장소에서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함부로 빈 상자 등 불필요한 물건을 두

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집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의 위험물은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의 쓰레기, 찌꺼기 등은 1일에 1회 이상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

소에서 폐기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

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

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9.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새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당

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2.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

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함부로 넘어뜨리거나 떨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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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 등에 의하여 충격을 가하거나 난폭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4.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

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8.13 위험물 취급절차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에 대한 세부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4.8.14 안전기준의 이행감독

     위험물 취급업체는 위험물 취급 및 저장 시 본 규정 4.8장을 따르며, 안전기획팀장, 운항

안전팀장, 플랜트시설팀장은 이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를 확인 감독한다.

4.8.15 연료시설 및 장비의 검사

4.8.15.1 소방안전팀장은 부록 8-4의 위험물 저장구역에 대해 <표 1> 의 점검표에 의하여 분

기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한다.

4.8.15.2 플랜트시설팀장은 소방훈련장 연료저장시설에 대해 <표 1> 의 점검표에 의하여 분기

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한다.

4.8.15.3 급유시설운영사업자는 항공유 저장시설에 대해 <표 2> 의 점검표에 의하여 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항공사로 제출한다. 플랜트시설팀장은 그 결과를 확인하고 

미흡사항 발견시 조치를 요구한다.

4.8.15.4 급유시설운영사업자는 급유시설의 항공유 지하배관 누유감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

(월1회)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항공사로 제출한다. 플랜트시설팀장은 그 결과를 

확인하고 미흡사항 발견시 조치를 요구한다.

4.8.15.5 급유조업사는 급유취급차량의 관리상태 정상유지를 위하여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정

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항안전팀장은 분기마다 그 결과를 확인하고 미흡사항 발

견시 조치를 요구한다.

4.8.16 종사자의 교육훈련과 확인

4.8.16.1 소방안전팀장은 위험물 취급 업체에 대해 공항안전운영기준 제98조에 의거 관련 교육

훈련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사항 발견 시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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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2 운항안전팀장은 이동지역 내 항공기 급유취급 차량 업체에 대해 공항안전운영기준     

제98조에 의거 관련 교육훈련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사항 발견 시 조치를 요구한다.

4.8.16.3 급유시설운영사업자는 급유시설에 대해 공항안전운영기준 제98조에 의거 관련 교육훈

련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항공사로 제출한다. 플

랜트시설팀장은 그 결과를 확인하고 미흡사항 발견시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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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천공항 연료시설 및 장비 점검표

점검일시

대상업체

점 검 자 (서명) 업체확인 (서명)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미흡시 위치, 사유, 조치사항 등)양호 미흡 미적용

1. 소방점검

가. 소화기 설치위치의 적정여부

나. 소화기의 사용 소화제 적정성

다. 소화기 관리 점검상태

라. 소화기의 표시 및 라벨 부착상태

마. 소화시설의 표시 및 라벨 부착상태

바. 계류장 항공유 수령 장소 소화기 비치여부

사. 적절한 형태의 소화기 비치여부

2. 시설물 안전관리

가. 위험물 안전수칙 게시 여부

나. 위험지역 안내표시 여부

다. 위험물취급 장소의 화기 보관함 관리상태

라. 기타 안전관리 상태

※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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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천공항 항공유 저장시설 점검표

점검일시

대상업체

점 검 자 (서명) 업체확인 (서명)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미흡시 위치, 사유,

조치사항 등)양호 미흡 미적용

1. 저장탱크

가. 외관의 변형 ‧ 균열 ‧ 손상의 유무

나. 도장상태 및 부식의 유무

다. 지반 침하 및 균열 등의 유무

2. 방유제
가. 외관의 변형 ‧ 균열 ‧ 손상 유무

나. 수용량의 적정성

3. 펌프설비
가. 급유펌프의 이상진동 ‧ 소음 ‧ 발열 유무

나. 펌프유량 및 유압의 적정성

4. 전기설비
가. 배전반, 비상발전기 등 작동상태

나. 접지전극 상태

5. 소화설비

가. 소화약제의 적합성

나. 소화펌프의 작동상태

다. 소화기 점검상태

6. 기 타

가. 안전수칙 게시여부

나. 위험물 취급장소 화기 보관함 상태

다. 기타 안전관리 상태

※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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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이동지역 작업통제 및 안전조치

4.9.1 목적

이동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작업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 작업통제 및 안전조치를 통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한다.

4.9.2 책임

4.9.2.1 이동지역 내에서 유지보수 또는 공사 등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작업계획의 

수립과 작업 시행 전 관제기관 및 관련 부서간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시행 전 

항공기 운항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작업계획서를 4.9.6항에 따라 제출하고 승인을 얻

어야 한다.

4.9.2.2 이동지역안전관리소는 작업부서로부터 작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당일 운항여건 및 기상조

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한다. 

4.9.2.3 작업현장에서의 통제책임자는 기동지역의 경우 항시 관제탑과 무선교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후 FOD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9.3 적용규정

1. 공항시설법시행규칙

2.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비행장시설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

침(국토교통부 훈령)

5. 공항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6. 인천국제공항 이동지역안전지침

7.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4(비행장) 및 관련 부속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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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작업계획 및 시행절차

4.9.4.1 일반사항

4.9.4.1.1 이동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사 및 보수작업은 일상작업, 소규모 및 대규모 작업으로 구

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9.4.1.2 작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은 이동지역안전지침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부

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9.4.1.3 작업을 할 때에는 항공기 이동지역 출입인가를 받은 작업자가 무선교신장비를 휴대하

고 이동지역안전관리소의 지시를 받은 후, 작업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관제탑 및 계류장 관제탑과의 교신 및 허가

가 불필요한 지역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무선교신장비를 대신하여 휴대폰을 휴대할 수 

있다.(외곽 GSE 도로, 외곽 녹지대 지역 등)

4.9.4.1.4 기동지역 또는 항공기 이동경로 내에서 작업 중 무선통신 장비의 고장 등으로 관제기

관과 교신 불가능 시를 대비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빛 총 

신호에 대한 의미를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4.9.4.1.5 이동지역안전관리소는 작업현장 감독자로부터 작업시작과 종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장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4.9.4.1.6 항공기 주기장에 진입하는 모든 인원(조업자, 작업자, 점검자 등)은 PVC 또는 초고휘

도 반사지가 장착된 안전조끼(벨트형 포함) 또는 외투를 착용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서 정하는 이동지역 내 작업장소에서의 작업자는 반드시 해당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9.4.2 일상 유지보수작업

일상적인 유지보수작업 절차를 수립하는 때에는 이동지역 출입인가를 받은 작업자가 적

절한 무선교신장비를 휴대하고, 관제탑 및 계류장관제소의 지시를 받아 작업지역에 출

입할 수 있도록 한다.

4.9.4.3 소규모 작업

4.9.4.3.1 소규모 공사/유지보수 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1. 관련기관에 사전 통보 없는 공사 또는 작업 수행 금지

2. 허가된 공사 또는 작업시간의 엄격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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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

가. 정확한 공사 또는 작업구역

나. 작업구역 출입경로

다. 무선교신절차

라. 무선교신의 청취 및 감독자 배치 등 안전조치

마. 작업 종료 시 보고절차

바. 작업 후 작업지역 정리정돈 및 FOD 수거

4. 공사 또는 작업구역, 차량장비의 표지 및 표시등의 설치

5. 공사 또는 작업이 종료되면 해당구역을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6. 소규모 공사(작업)의 분류기준은 <표 4>를 참조한다.

4.9.4.4 대규모 공사/유지보수작업

4.9.4.4.1 대규모의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공사시행부서는 공사시행 

최소 9주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서울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 운항계획팀, 운항안전팀(이동지역안전관리소)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공항운영규정 및 AIP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공사 또는 작업구역 및 시행기간 

2. 공사 또는 작업 책임부서 및 책임자(연락처 포함)

3.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결과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20조에 따른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

4. 공사 또는 작업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감독, 지장물 제거 등 안전확보 방안

5. 필요시, 항공기 또는 차량 이동경로 별도 지정

6. 공사 또는 작업 관련 항공정보의 제공 여부 또는 제공 계획

7. 그 밖에 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9.4.4.2 대규모의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 절차를 수립할 경우는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

부 고시) 제70조 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규모공사(유지보수작업)에 대한 

분류기준 <표 4>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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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5 착륙대 및 유도로대 부근의 작업안전거리 확보기준

4.9.4.5.1 공항운영자는 착륙대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활주로를 폐쇄하거나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여 착륙대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관

제탑의 통제하에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활주로 끝부분의 경우

가. 착륙대를 진입하지 말 것

나. 항공기 제트분사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다. 사람, 자재 및 장비 등이 활주로 시단표면을 진입하거나 가리지 않을 것

라. 사람, 자재 및 장비 등이 1:50 진입표면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활주로 측면의 경우

가. 활주로 중앙선으로부터 77.5미터 이내에서 작업하지 않을 것

나. 사람, 자재 및 장비 등이 무장애구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

4.9.4.5.2 사용 중인 유도로(Taxiway)ㆍ항공기 주기장 유도선(Taxilane)에서는 중심선과 장애물간 

최소 이격거리 내에서 작업이 금지되고, 또한, 도입ㆍ도출선(Lead-inㆍLead-out 

Line)은 주기된 항공기와 주변항공기 또한 장애물간 최소 이격거리에 당해 주기장을 

이용하는 가장 큰 항공기 전폭(Wing span)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를 더한 거리 내

에서 작업이 금지된다. 항공기 이동구간별 작업금지 세부사항은 부록10(F급 항공기 

운영절차) 4장에 따른다.

4.9.5 작업시간제한

4.9.5.1 이동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공사의 규모, 위치 및 기간에 따라 일상작업, 소규모 

또는 대규모 공사 등으로 작업절차를 구분하여 시행한다. 작업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이

고,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공사인 경우는 AIP 수정판

(Amendment) 또는 보충판(Supplement) 발행을 의뢰한다.

4.9.5.2 작업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은 규모의 공사

인 경우는 NOTAM 발행을 의뢰한다.

4.9.5.3 작업시간이 30분 이내로 예상될 경우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NOTAM 발행을 유보할 수 

있다.

4.9.5.4 항공기운항 안전상 문제로 관제기관으로부터 작업철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철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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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작업계획 제출 및 배포

4.9.6.1 작업계획은 작업 전 관련기관이나 업체와 협의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지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대규모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시행계획(안전조치계획 포함)을 공사시행 9주 전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제출

하기 전에 이동지역안전관리소를 포함한 관련부서에 협의하여야 한다. 

4.9.6.2 기타, 소규모, 대규모 공사 또는 보수작업자는 이동지역 내에서 항공기 안전확보를 위

하여 이동지역안전관리소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이동지역안전관

리소와 작업일정, 작업규모와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9.6.3 이동지역안전관리소는 필요시 접수된 이동지역 내 작업계획서를 서울지방항공청(항공정

보통신센터) 및 필요시 관련업체에 배포한다.

4.9.7 작업 시 안전조치

4.9.7.1 작업의 성격상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격리가 필요한 지역에는 다음 기준

에 따라 울타리를 설치한다. 단, 작업구역이 항공기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 위치할 

경우 공항운영규정 4.6.9(장애물 표시용 시각보조시설) 및 4.6.10(사용제한지역 표시용 

시각보조시설)을 따른다.

작업
구분

형 태 설치목적

규        격

색상 높이
기둥
간격

중간대
간격 하중

소규모

안전휀스 또는

P.E방호벽

(일체형 또는 

조립형)

작업구역표시
황색 또는 적색과 

흰색의 조합

0.9m

이하
‐ ‐ ‐

대규모
울타리

(일체형, 조립형)

작업구역표시

작업자 안전

황색 또는 적색과 

흰색의 조합

0.9m

이상

2.0m

이하

0.45m

이하
120kg

4.9.7.2 야간 조명시설은 필요시 설치되며 작업구역을 따라 7.5m 간격으로 1개의 적색등을 설

치하고, 작업구역 1개소에 4개 이상의 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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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규모/소규모 작업 구분 기준

구 분 공 종 기간 예산 판단기준 (운항장애 영향 여부 포함)

대규모 

작업

토목
3개월 

이상

10억원 

이상

· 항공기 운항장애 해소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부지를 조성․개량하는 작업(공사)

예) 부지조성, 포장공사, 배수공사, 지하관로공사, 부대공사 등

등화

/

전기

단일작업

1개월 

이상

단일작업

1억원 

이상

· 기간 및 예산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

· 기간 및(또는) 예산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관제기관과의 협의결과 

항공기 운항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외1) 기간 및(또는) 예산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규모로 분리

· 예외2) 기간 및(또는) 예산조건을 충족하더라도 NOTAM 발행 없이 일상 

작업시간에 가능한 경우 소규모 분리

조경
3개월 

이상

10억원 

이상

· 항공기 안전운항과 경관성 향상을 위하여 대상지역에 조경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작업(공사)

예) 부지확장에 따른 잔디식재 공사, 관수시설 설치공사 등

소규모 

작업

토목
3개월 

미만

10억원 

미만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토목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유지관리하고 매년 

개량․보수․보강하는 작업 (단, 기간 3개월, 예산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목적이 유지보수작업으로 판단될 경우 소규모 작업으로 간주)

예) 표지(Marking), 활주로 고무제거작업, 시설물 보수, 배수로 준설, 

하자 보수 등

등화

/

전기

단일작업

1개월 

미만

단일작업

1억원 

미만

· NOTAM 발행이 없고 항공기 운항에 지장 없이 일상적 작업시간에 처리 

가능한 작업

조경
3개월 

미만

10억원 

미만

· 운영 중인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안전확보를 위하여 개량․정비․유지보

수하는 작업, 단 기간 3개월, 예산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목적이 

유지보수작업으로 판단될 경우 소규모 작업으로 간주

예) 잔디깍기, 잡초제거, 단차관리, 잔디식재, 제초제살포, 관수시비, 하

자보수 등

※ 상기 공종 이외의 작업을 시행할 경우 가장 유사한 공종의 규모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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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계류장 안전관리

4.10.1 목적

계류장 내 항공기 안전운항 및 차량, 장비 등의 이동질서와 안전관리를 통하여 항공기, 

차량, 장비 및 인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4.10.2 책임

4.10.2.1 운항안전팀장은 계류장 내 항공기, 차량 및 인원의 안전을 위한 공항운영과 관련된 

공통적인 작업안전수칙을 정하여 운영할 책임이 있다.

4.10.2.2 이동지역안전관리소는 계류장 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계도활동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할 책임이 있다.

4.10.2.3 계류장관제소는 계류장 내의 항공교통안전과 질서확립을 위해 별도의 업무를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1. 계류장 내의 항공기간 및 항공기와 장애물간 충돌방지를 위한 항공교통 통제업무

2. 계류장 내 항공기의 진․출입 승인 및 유도․안내업무

3. 항공기 후방견인(Push-Back)과 이동출발(Taxi) 허가업무 

4. 공항관제탑과 계류장관제소간에 체결된 "관제업무에 관한 합의서"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관제권 이양 등에 관한 업무

4.10.2.4 계류장관리소는 주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의거 탑승교 원격주

기장 및 화물주기장 등을 배정하는 책임이 있다

1. 탑승교 주기장 배정기준

여객 및 여객·화물겸용항공기는 여객 편의를 위해 탑승교주기장에 우선배정하며 

출/도착예정시간이 빠른 항공기, 대형항공기 순서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2. 원격주기장 배정기준

자력출발항공기를 포함하는 경항공기, 탑승교주기장 이용이 곤란한 항공기는 원격

주기장에 배정한다.

3. 화물주기장 배정기준

정기화물편은 부정기화물편보다 주기장 배정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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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용 항공기의 배정기준

원격, 제빙, 화물주기장 등에 설치된 경항공기 주기장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항공기 

등급 및 필요성에 따라 여객터미널 주기장에 배정할 수 있다

4.10.3 계류장안전관리 활동

4.10.3.1 이동지역안전관리소는 계류장 내 지상근무 종사원들의 제반 안전수칙준수 및 운영시설의 

상태확인을 위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하여야 하며, 점검항목은 이동지역안전지침에 

따르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위규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에 의거 작성한다.

4.10.3.2 이동지역 안전관련 규정을 위반한 종사원에 대하여는 공항시설법에 의하여 벌칙을 부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10.3.3 이동지역안전관리소는 계류장 내 차량 및 장비의 정치장소, 기타 작업 활동 등에 관하여 

운영기준을 수립, 시행한다.

4.10.3.4 이동지역안전관리소는 공항계류장 내에서 항공사 또는 지상조업자가 항공기 급유시 안

전관리 사항  준수여부를 주기적인 안전순찰을 통해 점검한다.

4.10.3.5 항공기 주기장에 항공기를 주기하기 이전에 관련 종사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FOD 유무 및 제거

2. 탑승교 대기 위치 확인 및 점검

3. 조업차량 및 장비의 대기위치 확인

4. 급수 및 급유시설 상태

5. GPS 등 항공기 지원시설 상태

6. 기타 안전 저해요인 확인 및 점검

4.10.3.6 항공기가 주기장 진입 전에 항공기 후면도로 차량통제 및 안전 유도를 위하여 후면 

GSE 도로 양편에 각각 유도요원(Wing Guard)을 배치하여야 한다.

4.10.3.7 주기장과 주기장간의 항공기 안전이격거리(Wing Tip Clearance) 궤적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한 주기장과 항공기 동시 진·출입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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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주기장 지상유도안내

4.10.4.1 인천국제공항은 제1,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탑승교에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이 설치

되어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의 주기장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상조업사에 의하여 수신호 유도업무가 제공된다.

1.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및 공항지상감시레이터(ASDE)의 점검 또는 고장시

2. 저시정절차 운영 중일 때

3. 조종사가 수신호유도업무를 요청할 경우

4. 탑승동은 IL62, IL76, IL96, TU204 등 시스템 수용불가 기종

5. 항공운송사업자의 요구시

4.10.5 계류장 내 차량안전운행 수칙

4.10.5.1 계류장 내 차량의 이동 및 안전운행수칙, 통행우선 순위 등은 본 규정 4.11.5.4 및 

4.11.5.6에 기술한 내용에 따른다.

4.10.6 항공기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

4.10.6.1 운항안전팀장은 계류장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충족하게 하여 항공기 제트분사로부터 사람 

및 장비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및 거리가 확보된 장소를 지정한다.

1. 후폭풍 방지벽 설치

2. 주 정차구역 설정 및 표기

3. 항공기 이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차량도로 확보 및 표지

4.10.8 계류장의 청결유지

4.10.8.1 지상조업사 및 항공사 직원은 항공기 엔진 및 타이어 손상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염물

질 및 파편 등 이물질을 투기하지 않아야 하며, 발견 시 즉시 수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4.10.8.2 비행장시설팀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토목 및 기반시설 협력업체와 합동으로 청소작업

을 실시한다.

4.10.9 계류장 내 지상안전사고의 발생

4.10.9.1 이동지역 내에서 종사하는 근무자는 차량, 장비 및 시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또는 항공정보통신

센터, 이동지역안전관리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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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또는 중상 등의 인적피해 발생

2. 항공기 및 차량손상 등의 물적 피해 발생

3. 기타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의 발생

4.10.9.2 이동지역안전관리소는 지상안전사고로 인하여 공항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정상운영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10.10 강풍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

4.10.10.1 강풍으로부터 항공기, 차량, 장비 및 주변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결박시설(무어링, 

설계풍속 40m/s) 설치 주기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여객계류장

(원격주기장)
제빙주기장

화물 및 정비

계류장
계

C급
321,325∼332,336,

346,347,356,357

821,832∼834,

842, 852

645L/R,646L/R,

647L/R,652L/R,

648R,702,703,

706∼708,711

35

D급

322~324,333∼335,

342∼345,352∼355,

545,546

853, 854 648L 19

공용

(C급 1개 또는

 D급 1개)

-

815,817,822,823,

825,841,851,

831L/R

701,704,705,

709,710
14

공용(MARS)

(C급 2개 또는

D급 1개)

341L/R,351L/R,

541L/R~544L/R

551A/B,552A/B,

557A/B,814L/R,

816L/R

-

22

(D급 

11개)

구 분 주기장 C급 D급

계 73개소 71개소 44개소

4.10.10.2 그 외 결박시설로 화물기의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테더링시설 설치   

          주기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제1화물계류장 제2화물계류장 계

E급
601, 602, 605, 608~615,

621, 622, 625, 628~635

642, 643, 645~647, 649, 

650, 651, 653, 654, 655
33

F급
603, 604, 606, 607, 616, 

623, 624, 626, 627, 636
641, 644, 648, 65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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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0.3 책임 및 역할

4.10.10.3.1 계류장관리소는 강풍 대비 항공기 소산기준에 의거 항공사 및 조업사와 협의를 통해 

주기장을 배정하여 항공기를 소산시킨다.

4.10.10.3.2 항공사는 강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정된 주기장에 항공기를 소산시키고 항공기를 

결박, 고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0.10.3.3 조업사는 주기된 항공기 주변으로부터 차량 및 장비를 안전하게 이격시키고 고임목 

등을 이용하여 강풍으로 차량 및 장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10.10.3.4 그 외 결박 및 고정 등 세부 행동절차는 항공사 및 조업사의 자체지침 및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4.10.11 이동식 탑승교 안전운영 

4.10.11.1 이동식 탑승교 주기장에는 지상차량과 항공기 수리장비 등으로부터 이동식 탑승교를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도록 이동식 탑승교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지상안전을 확보하

여야 한다.

4.10.11.2 이동식 탑승교는 주기장에 진입하는 항공기가 탑승교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탑

승교 안전구역 내에 탑승교 대기위치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탑승교 구

조상 탑승교 대기위치가 계류장안전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탑승교 안전구역을 계류

장안전선과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다.

4.10.11.3 이동식 탑승교의 대기위치 설정은 항공기 동체와 이동 탑승교 범퍼 끝단의 최소 이

격거리가 1.5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 이격거리 1.5m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탑승교 관리부서는 이동지역안전관리소와 협의하여 최소 

이격거리의 축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10.11.4 탑승교 안전구역 및 탑승교 대기위치 표지는 부록 7 “표지(Marking) 관리계획”에 의거 

탑승교 주기장에 표지하여야 한다.

4.10.11.5 이동식 탑승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측풍이 순간최대 풍속 25m/s 이상일 경우

          2. 계획된 일정에 의한 유지보수 또는 주변 공사 등의 행위로 탑승교시설 운용이 곤

란할 경우

          3. 탑승교시설 운용관련 인명 또는 시설피해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의 항공기 안전운항 및 탑승교시설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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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1.6 이동식 탑승교를 신규 제작․설치하거나 주요구조물을 개량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개시 

전에 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완성검사ㆍ직전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완료날부

터 5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안전검사 기준을 포함한다.

          1. 구조적하중에 대한 검사(신규ㆍ개량시 실시)

          2. 현장조사 및 강재비파괴검사

          3. 종합성능검사

4.10.11.7 탑승교 운영 및 유지보수 근무자는 초기교육훈련 또는 직무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탑승교 운전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4.10.11.8 적용근거

1. ICAO Annex 14 Aerodrome

2. ICAO Aerodrome Design Manual Part 2 & 4(Doc9157‐AN/901)

3. ACI Apron Markings & Signs Handbook

4. ACI Airside Safety Handbook

5. IATA AHM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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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이동지역 차량 및 장비통제

4.11.1 목적

공항공사는 이동지역 내 안전과 운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자, 차량 및 장비의 

운행 및 통제절차를 수립 시행한다.

4.11.2 책임

4.11.2.1 운항안전팀장은 이동지역 내 인원, 차량 및 장비의 통행방법과 항공기 안전한 지상이

동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시행할 책임이 있다.

4.11.2.2 이동지역안전관리소는 이동지역 내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 여부 관리감독 및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4.11.2.3 이동지역 내 모든 차량운전자가 이동지역 운전자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4.11.3 적용규정

1. 공항시설법시행규칙

2. 공항운영안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공항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인천국제공항 이동지역안전지침

5.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4(비행장) 및 관련 부속도서

4.11.4 적용절차

운항안전팀은 관련법규 및 공항안전운영기준 제72조 내지 74조에서 정한 관리기준을 수

립하여 항공사, 지상조업체 및 관련기관에 공지하여 이동지역 내의 운전자, 차량 및 장

비에 적용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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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통제

이동지역 내의 운전자, 차량 및 장비의 안전과 운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4.11.5.1 운전자 관리

4.11.5.1.1 이동지역 내에서 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운전승인 신청 후 이동지역안전관

리소에서 시행하는 이동지역 운전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11.5.1.2 이동지역 운전자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동지역 운전자격이 부여되며, 이동

지역 내 운전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11.5.1.3 이동지역안전관리소는 운전승인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이동지역 내 운전

승인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

사면허증 등이 없거나 취소된 자

2. 이동지역 정규 또는 임시출입증이 없는 자. 단, 공사 담당부서의 조치에 따라 한

시적으로 보호구역 출입이 허가된 자는 예외

3. 운전승인이 취소된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동지역 운전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5. 기타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운전업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11.5.1.4 운전자격을 부여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11.5.1.6 이동지역 내 운전자를 소속 직원으로 둔 소유자는 운전자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동지역 내 운전업무가 승인된 자의 퇴직, 운전자격 취소 또는 수행업무변경 등 

이동지역 운전자격이 상실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항운영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11.5.1.7 이동지역 운전자 안전교육은 통합정보시스템(IIS)에 의해 관리되며, 이동지역안전관리

소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운전자 교육이수 여부 및 미자격 운전 여부 등을 점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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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2 운전자 안전교육

4.11.5.2.1 운전자 안전교육은 신규, 보수 및 특별안전교육으로 구분된다.

1. 신규교육 : 신규 채용자 또는 전입자 등 이동지역 내 운전승인이 요구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되는 교육

2. 보수교육 :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의 익월로부터 6개월에 해당되는 기간

(월 단위) 내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3. 특별안전교육 : 공항시설법 제31조의2 제2항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게 위규 

사항 및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하게 실시하는 교육

4.11.5.2.2 이동지역 운전자 안전교육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항공기 및 차량 동선체계 등을 포함한 공항의 지형 및 구조

2. 표시물, 표지, 표지판(signs) 및 등화

3. 무선교신 방법

4. 표음식 알파벳(Phonetic Alphabet)을 포함한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 및 문구

5. 차량 운전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항공교통업무규칙

6. 차량운행 규칙과 절차

7. 저시정 운영시 통행방법

8. 기동지역 침범방지 및 항공기 충돌방지를 위한 운전요령

9. 항행안전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보호구역 위치 등에 관한 사항

10. 기동지역 경계에 관한 사항

11. 관제탑 지향신호등에 관한 사항

12. 비상지원차량을 위한 경로설정에 관한 사항

13. 항공기 후류의 위험에 관한 사항

4.11.5.2.3 운전자 안전교육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동지역안전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운전자 안

전교육장에서 시행되며 동영상 시청 및 문답형 평가방식으로 운영된다.

4.11.5.2.4 장기출장 등 공항운영자가 인정하는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해당기간 내에 교육이

수 불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3개월까지 교육 연기가 가능하며, 운전승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공항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11.5.2.5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이동지역 종사자는 문서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공항운영자가 실

시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행정처분기관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소속

직원의 위규사례를 관련 전직원 또는 해당직원에게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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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11.5.3 차량 및 장비 관리

4.11.5.3.1 이동지역에서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상업서류송달업 등에 사용되는 차량 및 

장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역안전관리소에서 승인한 안전검사장에서 안전

검사를 받은 후 이동지역안전관리소에 차량 및 장비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격납고, 

정비고 등 격리된 장소에서만 사용하거나, 임시출입 허가차량 또는 비상사태시 긴급

지원 출동차량, 사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및 장비, 지자체에 등록된 정부기관 및 공항

운영자의 차량 및 장비는 제외한다.

4.11.5.3.2 이동지역안전관리소는 차량 및 장비의 등록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

자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4.11.5.3.3 등록하고자 하는 차량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항운영자는 등록을 거

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1. 당해 차량 등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개인 명의의 

차량 등

2. 차량 등에 부여된 차대번호와 원동기번호가 제작증 또는 등록증의 기재 사항과 

다른 경우

3. 당해 차량 등이 노후되어 안전운행에 저해된다고 안전검사장 운영자가 판단하는 경우

4.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 등(해당 차량 및 장비에 

한함)

5. 신규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 등, 기타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운행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당해 차량 등이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취급업 등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일반 중대형 고급 승용차 등). 단, 차량을 황색(또는 소유자 고유색상)의 전면 

도색 및 차량 양쪽 옆면에 업체로고 또는 업체명(또는 용도)을 표시한 경우는 제

외한다. 

4.11.5.3.4 이동지역안전관리소는 등록된 차량 및 장비의 등록현황을 통합정보시스템(IIS)에 의해 

관리하며, 등록된 차량 등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 차량 

반출 등의 시정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

4.11.5.3.5 차량 및 장비의 소유자는 부여된 등록번호를 차량 및 장비의 각 하단부에 주․야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단, 차량 및 장비의 구조상 부착위치를 준수하

지 못할 경우 이동지역안전관리소와 사전 협의 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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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3.6 차량 및 장비의 등록번호는 소속사 영문약자 3자리, 차량 용도별 지정번호 1자리와 

차량 및 장비의 일련번호 3자리 등 문자 및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차량 : ABC-1-234, 장비 : ABC-1234)

1. 백색바탕에 고딕체의 흑색문자 및 숫자로 한다.

2. 문자 및 숫자의 굵기는 13㎜, 크기는 세로 90㎜, 가로 490㎜로 한다.

3. 차량의 용도별 번호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승용차, 승합차 : 1

나. 화물차, 승합겸용 화물차 : 2

다. 특장차, 특수차 : 3

4. 일련번호의 첫 자리가 0으로 시작한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한다.

4.11.5.3.7 차량 및 장비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동지역안전관리소에 

차량 및 장비의 등록말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차량 및 장비가 멸실 또는 해체된 경우

2. 차량 또는 장비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

3. 항공운송사업 등의 인·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등록자격을 상실한 경우

4.11.5.3.8 이동지역에서 차량 및 장비를 등록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검사를 받아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된 경우

2. 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장비인 경우

3. 타 공항의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4.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공항운영자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1.5.3.9 등록된 차량 등의 소유자는 안전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 미실시 및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 등은 이동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등록번호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4.11.5.3.8의 4호로 등록된 차량은 정기검

사 시기를 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4.11.5.3.10 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검

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면제사유를 공항운영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

록서류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시․도에 등록되어 종합검사 또는 정기

검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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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장비인 경우

3. 그 밖에 공항운영자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1.5.3.11 비동력 장비는 매 1년마다 소유자의 책임하에 검사항목을 정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가 검사기록부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고 시정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11.5.3.12 소유자는 차량 등의 구조 및 장치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내부 및 외부 안전에 저해

되는 불법 부착물 및 경광등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도 변경이나 부착물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공항운영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1.5.4 이동지역 내 차량 및 장비운행통제

4.11.5.4.1 이동지역 차량 및 장비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1. 이동지역 내에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 운전자는 이동지역 운전자 안전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2. 이동지역안전관리소에서는 수시 또는 불시로 운전자의 자격 여부(교육이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운행 전·후에 차량 및 장비의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차량 및 장비의 구조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운행해서는 아니 되며, 카고로더, 고속작업차, 

고소작업대 등을 이용한 고소작업 시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이동지역 내에서의 흡연(항공기 및 차량 내 포함)은 엄격히 금지된다. 

7. 음주, 마약 및 환각제를 복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자전거, 오토바이 및 스쿠터 등 2륜차량의 통행은 금지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무리한 추월이나 끼어들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0. 모든 차량은 GSE 도로를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항공기에 접근할 때에는 

항공기와 최대 근접지점까지 차도를 따라 운행한 후 접근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간거리 유지 및 사주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이동 중인 항공기와 만났을 때에는 안전한 거리에서 정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전조등을 소등하고 항공기 조종사가 해당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위치등이나 그에 준하는 식별등을 점등하여야 한다.

13. 모든 차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향등을 점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구조 

소방차량의 긴급 출동 시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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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상출동차량에 대해 모든 차량은 통행권을 양보하여야 한다.

15. 항공기 후면 GSE 도로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16. 항공기 엔진 시운전 및 입·출항 항공기의 후류 위험성에 대해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17. 항공기가 주기장에 입·출항하기 위하여 유도수의 수기유도를 받는 경우에는 

유도 종료 시까지 안전거리에서 정지하여 유도수의 신호에 따라야 하며, 

조업사에서는 별도의 통제요원을 전후면 GSE 도로에 배치하여 인원 및 차량 

등을 통제하여야 한다.

18. 이동지역 운전자는 차량을 허가구역 내로 제한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속도 및 

높이제한, 정지표지 등과 같은 일체의 안전표지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9. 이동지역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시출입이 허가된 차량은 반드시 이동지역 

운전자격이 있는 인솔자의 동승 또는 안내를 받아야 한다.

20. 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등의 운전자는 운전중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통화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1. 기타 관련 법규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운전에 관한 일반적인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11.5.4.2 이동지역 내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정비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정비 및 급유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항공기 지상조업 중에 발생하는 토잉카, 카고로더, 기내식차, 급유차 등의 불시고

장 등 항공기 안전 및 정시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긴

급수리 및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이동정비를 허용할 수 있다.

3. 이동정비를 허용하는 범위는 항공기 지상조업을 위한 차량 및 장비의 불시고장의 

경우에 단순한 부품 및 소모품의 교체, 누유 가능성이 없는 단시간의 점검/수리 

등 경미한 정비에 한하여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4. 이동정비 허용범위 이외의 모든 정비는 GSE정비고 및 통합정비고등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운영하는 정비고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자동

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정비업 종류별(종합 정비업, 부분정비업 등) 정비

작업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다만, 화물터미널 건물의 일부분에서 별도의 정비고를 운영하는 경우의 정비범위

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공기필터 교환, 

소음기교환, 오일보충/교환 등 간단한 정비)”와 “자동차 정비업의 제외사항(오일

보충/교환, 공기필터 및 필터류 교환, 전기장치/냉각장치/타이어 점검/정비, 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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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점검/정비 등)”에 해당하는 정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4.11.5.4.3 이동지역 내 차량 등의 제한속도

1. 이동지역 내 제한속도는 다음과 같다.

가. 외곽도로 : 50km/h

나. 지하차도 : 50km/h(경사로 포함)

다. 유도로 횡단경로 : 50km/h

라. 계류장 내 GSE 도로 및 항공기 후면 GSE 도로 : 30km/h

2. 상기지역 이외에 주기된 항공기로부터 30m 이내 지역을 운행할 때에는 15km/h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동장치가 없는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차량은 시속 20㎞를 초과할 수 없다.

4. 항공기를 견인하는 견인차량은 항공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 제원 허용 

범위 내에서 운행할 수 있다.

5. 저시정 운영 중에는 1항의 속도 제한을 더 강화하여 계류장내 GSE도로 및 

항공기후면 GSE도로에서는 시속 20㎞, 외곽도로, 지하차도 및 유도로 횡단경로 

에서는 시속 30㎞를 초과할 수 없다.

4.11.5.5 기동지역의 차량 및 장비 통제

4.11.5.5.1 기동지역의 원활한 통제를 위하여 진입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된 차량 및 장비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시 관제탑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진입하기 전과 진입 후에도 관제탑과 항상 무선교신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양호한 무선교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무전기 고장으로 교신 불능 상태일 경우 차량

은 즉시 관제탑을 향하여 정대한 후, 전조등을 점멸 하여 관제탑에 통신두절 사실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관제탑의 지향신호등 신호(Signalling Lamp)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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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및 신호

(Color and Type of Signal)

지상차량

(For Ground Vehicles)

연속녹색(Steady Green)
진입, 횡단, 진행허가

(Clear to enter, cross, or proceed)

연속적색(Steady Red) 정지(Stop)

점멸적색(Flashing Red)
활주로 및 다른 지역 개방

(Clear the runway or other surface)

점멸백색(Flashing White)
공항의 출발점으로 귀환

(Starting point on airport)

적․녹색 교대 

(Alternating Red and Green)

고도의 경계 요함

(Exercise extreme caution)

3. 기동지역과 활주로 횡단지점이 표시된 공항평면도 또는 수첩을 운전석에 비치 

또는 운전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4. 기동지역을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차량 및 장비의 표지는 색채 또는 깃발을 설치

하거나 황색 경광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구역을 운행시 반드시 경광등을 가

동하여야 한다.

5. 기타 차량이 관제기관 및 관련 부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기동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비상등을 점등하여야 한다.

6. 표지 및 조명시설에 대한 상세기준은 공항 안전운영기준에 따라야 한다. 

4.11.5.6 계류장의 차량 및 장비통제

4.11.5.6.1 계류장의 항공기, 차량, 장비 및 인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계류장의 모든 차량은 이동지역 차량 출입허가증을 부착하여야 하며, 등록 

대상인 경우 등록번호를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2. 차량운전자는 다음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가. 속도제한 준수

나. 지정된 이동 경로

다. 항공기 및 차량의 통행 우선권에 관한 규칙

라. 지정된 주차 구역 등

3. 표지, 등화, 표지판 등에 의한 명령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모든 차량 및 장비는 계류장 내 유도경로를 출입할 시에는 계류장관제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진입하기 전과 진입 후에도 계류장관제소와 항상 무선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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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계류장 내 유도경로를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차량 및 장비의 표지는 색채 또는 

깃발을 설치하거나 황색 경광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구역을 운행시 반드시 

경광등을 가동하여야 한다.

6. 기타 차량이 관제기관 및 관련 부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계류장 내 유도경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비상등을 점등하여야 한다.

7. 표지 및 조명시설에 대한 상세기준은 공항 안전운영기준에 따라야 한다.

8. 모든 차량은 주정차시 항상 엔진을 정지시킨 후,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고 고임목(초크)을 

받쳐야 한다. 다만, 주차공간으로 설정된 지역의 고임목 설치는 예외로 한다.

9. 항공기를 지원하는 차량 등은 항공기와 접촉되는 부분에 고무받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11.5.6.2 항공기 주기장과 차량도로간 최소 안전거리 미확보 구간 및 계류장 내 후면 GSE 

차량도로는 장비와 차량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운전을 요한다. 

1. 항공기 주기장(탑승교)과 GSE 차량도로간 최소안전 거리 미확보 구간은 다음과 같다.

가. Gate 1 주변의 외곽도로

나. Gate 11과 12 사이의 차량도로

다. Gate 18과 19 사이의 차량도로

라. Gate 24와 26 사이의 차량도로

마. Gate 28과 30 사이의 차량도로

바. Gate 34와 35 사이의 차량도로

사. Gate 41과 42 사이의 차량도로

아. Gate 50 주변의 외곽도로

자. Gate 245와 246 사이의 차량도로

차. 주기장 후면도로

2. 항공기 주기장(탑승교 포함)과 GSE 차량도로간 최소 안전거리 미확보 구간 차량 

도로 및 계류장 후면 GSE 차량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 장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사고예방 및 사주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항공사, 조업사의 통제자에 

의한 수신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자체 차폭 및 운송화물 등이 차선의 폭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항공기가 주기되어 있을 경우 항공사, 조업사의 통제자 (Wing Guard)는 수신

호에 의해 통행을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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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류장에 항공기가 주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GSE 도로에서 차량 진입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라바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항공기 주기장에 항공기를 정치한 후 항공기 꼬리와 후면도로가 최소 안전거리

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도로 가장자리선을 Zipper형으로 표지하거나 

주의 표시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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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야생동물 위험 관리

4.12.1 목적

공항공사는 항공기 운항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인 야생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함으로써 

항공기와 야생동물간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4.12.2 책임

4.12.2.1 공항공사는 야생동물 위험평가를 기초로 수립된 부록 4 “야생동물 위험관리계획”에 

의거 야생동물관리활동을 시행한다.

4.12.2.2 야생동물위험관리계획은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활동결과 및 효과분석을 통해 보완한다.

4.12.3 적용규정

공항안전운영기준

4.12.4 서식지 관리

4.12.4.1 지역특성 및 야생동물 습성을 고려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을 억제하고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서식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12.4.2 웅덩이나 배수로에 물이 고이거나 불결하여 조류의 유인요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4.12.4.3 활주로·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50m 이내에는 교목을 식재하지 않는다. 

4.12.4.4 초지는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고려하여 적정 높이로 관리하며 항행안전시설 및 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4.12.4.5 야생동물이 공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등의 장애물을 설치한다.

4.12.5 야생동물 통제관리

4.12.5.1 야생동물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허가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4.12.5.2 공항에서의 야생동물관리는 관련법규·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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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3 기동지역을 포함한 이동지역에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야생동물 출현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한다.

4.12.5.4 청각·시각 퇴치장비는 야생동물의 적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적인 사용을 자제하고 

위치를 변경시킨다.

4.12.6 야생동물 위험평가 및 보고

4.12.6.1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제1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한 

위험평가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항 및 공항 인접지역에 대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위험평가를 시행한다.

4.12.6.2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시 수시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

로 취합하여 서울지방항공청에 보고한다.

        1. 항공기 운항에 지장(회항, 결항)을 초래하였을 때

        2. 항공기의 조류충돌 또는 조류에 의한 엔진손상이 발생한 때

        3. 항공기가 야생동물과 충돌하여 기체에 손상을 입은 때

        4. 공항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항공기 운항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조류 등 

야생동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거나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된 때

4.12.7 야생동물위험관리계획 평가

야생동물관리계획은 시행방법, 결과 및 효과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시

행하여 개선·보완한다.

4.12.8 교육훈련

야생동물 통제인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야생동물 식별, 습성, 장비 운용, 통제

절차, 무선교신방법, 관련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12.9 대책협의회

공항 야생동물위험관리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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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장애물 통제

4.13.1 준수

공항공사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공항시설법 및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장애물 제한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하며, 장애물 제한구역 내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4.13.2 장애물제한표면 및 제원

인천국제공항의 장애물 제한표면 및 제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제원 및 경사도

진입표면
길이 15,000m

경사도 3000m까지 1:50, 그 이후 1:40

수평표면
반지름 4000m

높이 52m

전이표면 경사도 1:7

원추표면

거리 1100m

경사도 1:20

높이 52m ~ 107m

내부진입표면

폭 155m

활주로 시단에서의 거리 60m

길이 900m

경사도 2%

내부전이표면 경사도 33.3%

착륙복행표면

내측저변의 길이 155m

활주로 시단에서의 거리 1800m

확산율 (양측) 10%

경사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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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3 장애물 제한표면에 돌출되는 장애물

연번 명칭 해발고도
(m)

좌표
(WGS-84)

연번 명칭
해발고

도
(m)

좌표
(WGS-84)

1
철탑

(무의도)
81.91

 37˚ 24′ 41.59″ N

126˚ 24′ 29.32″ E
21 왕산1 89.08 

37˚ 27′ 59.79″ N

126˚ 22′ 07.91″ E

2
철탑

(신도)
115.49

37˚ 30′ 33.32″ N

126˚ 28′ 45.05″ E
22 왕산2 143.8

4 
37˚ 28′ 06.23″ N

126˚ 21′ 47.69″ E

3
철탑

(운서)
129.59 

37˚ 30′ 15.84″ N126˚ 

29′ 32.04″ E
23 을왕산1 85.75 

37˚ 26′ 36.88″ N

126˚ 23′ 10.78″ E

4
철탑

(잠진도)
80.30 

37˚ 25′ 03.55″ N

126˚ 24′ 54.71″ E
24 을왕산2 63.10 

37˚ 27′ 07.27″ N

126˚ 22′ 26.87″ E

5
신불레이다

(피뢰침)
77.55 

37° 27′ 20.78″ N

126° 28′ 50.93″ E
25 을왕산4 60.93 

37˚ 27′ 22.30″ N

126˚ 22′ 51.18″ E

6 관제탑 105.42 
37° 27′ 39.33″ N

126° 26′ 25.86″ E
26 을왕산5 66.03 

37˚ 27′ 44.42″ N

126˚ 22′ 28.38″ E

7
계류장

관제탑
69.99 

37° 27′ 22.95″ N

126° 26′ 40.44″ E
27 오성산1 71.20 

37˚ 25′ 49.44″ N

126˚ 25′ 17.17″ E

8
왕산레이다

(피뢰침)
182.21 

37° 28′ 00.18″ N

126° 21′ 42.23″ E
28 오성산2 74.77 

37˚ 25′ 56.74″ N

126˚ 25′ 24.71″ E

9
기상레이다

(피뢰침)
151.42 

37° 27′ 53.13″ N

126° 21′ 47.78″ E
29 오성산4 63.68 

37˚ 26′ 46.77″ N

126˚ 25′ 34.89″ E

10 사렴도 56.32 
37˚ 24′ 16.11″ N

126˚ 26′ 24.46″ E
30 오성산6 81.40 

37˚ 27′ 03.20″ N

126˚ 24′ 43.79″ E

11
무의도

(형제골)
135.19 

37˚ 24′ 27.54″ N

126˚ 24′ 34.57″ E
31 오성산7 67.23 

37˚ 27′ 13.65″ N

126˚ 24′ 36.96″ E

12 호룡곡산1 116.53 
37˚ 24′ 04.55″ N

126˚ 24′ 33.37″ E
32 오성산8 83.41 

37˚ 27′ 12.19″ N

126˚ 24′ 06.64″ E

13 호룡곡산2 138.41 
37˚ 23′ 53.89″ N

126˚ 24′ 59.26″ E
33 오성산9 60.83 

37˚ 26′ 09.16″ N

126˚ 24′ 07.39″ E

14
큰당말재1

(시도)
117.81 

37˚ 31′ 43.28″ N

126˚ 25′ 26.45″ E
34 오성산10 64.91 

37˚ 26′ 28.18″ N

126˚ 24′ 21.56″ E

15 구봉산1 67.19 
37˚ 31′ 07.52″ N

126˚ 25′ 55.33″ E
35 오성산11 69.44 

37˚ 26′ 33.63″ N

126˚ 24′ 44.27″ E

16 구봉산2 82.49 
37˚ 31′ 19.73″ N

126˚ 26′ 11.97″ E
36 오성산12 64.78 

37˚ 26′ 39.86″ N

126˚ 25′ 09.03″ E

17 구봉산3 189.30 
37˚ 31′ 29.15″ N

126˚ 26′ 44.64″ E
37 오성산13 59.44 

37˚ 26′ 26.55″ N

126˚ 25′ 15.50″ E

18 구봉산4 182.46 
37˚ 31′ 40.74″ N

126˚ 26′ 55.14″ E
38 오성산14 65.64 

37˚ 26′ 42.21″ N

126˚ 24′ 58.67″ E

19 구봉산5 151.99 
37˚ 31′ 21.9896″ N

126˚ 27′ 26.55″ E
39 오성산15 63.32 

37˚ 26′ 16.62″ N

126˚ 25′ 51.08″ E

20 구봉산6 74.85 37˚ 31′ 12.38″ N

126˚ 27′ 37.62″ E
40 오성산16 63.40 

37˚ 26′ 13.43″ N

126˚ 25′ 21.08″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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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명칭 해발고도
(m)

좌표
(WGS-84)

연번 명칭
해발고

도
(m)

좌표
(WGS-84)

41 잠진도 59.50 
37˚ 25′ 06.76″ N

126˚ 24′ 50.72″ E
63

어울림1단지

아파트 106동
61.04 

37˚ 28′ 52.40″ N

126˚ 30′ 28.57″ E

42 신불도1 56.96 
37˚ 27′ 14.81″ N

126˚ 28′ 37.79″ E
64

어울림1단지

아파트 103동
60.18 

37˚ 28′ 52.24″ N

126˚ 30′ 31.37″ E

43 신불도2 55.95 
37˚ 26′ 45.39″ N

126˚ 28′ 55.36″ E
65

어울림1단지

아파트 102동
64.51 

37˚ 28′ 52.31″ N

126˚ 30′ 32.92″ E

44 삼목2도 60.94 
37˚ 29′ 28.35″ N

126˚ 28′ 29.52″ E
66

인천교육

과학연구원
65.45 

37˚ 29′ 26.71″ N

126˚ 30′ 26.77″ E

45
소봉우리

(는들)
71.19 

37˚ 29′ 07.62″ N

126˚ 29′ 38.20″ E
67

인천과학

상설전시관
68.67 

37˚ 29′ 26.96″ N

126˚ 30′ 28.63″ E

46
소봉우리

(고래알)
83.66 

37˚ 28′ 27.69″ N

126˚ 29′ 31.31″ E
68

인천국제

고등학교 1
76.72 

37˚ 29′ 26.16″ N

126˚ 30′ 31.82″ E

47
소봉우리

(세퍼리)
65.38 

37˚ 28′ 49.18″ N

126˚ 29′ 14.00″ E
69

인천국제

고등학교 2
70.10 

37˚ 29′ 22.69″ N

126˚ 30′ 36.69″ E

48
GS자이

아파트 104동
101.15 

37˚ 29′ 16.99″ N

126˚ 31′ 55.23″ E
70

인천교육

연수원 1
76.65 

37˚ 29′ 29.53″ N

126˚ 30′ 36.72″ E

49
GS자이

아파트 105동
102.95 

37˚ 29′ 16.61″ N

126˚ 31′ 52.86″ E
71

인천교육

연수원 2
70.16 

37˚ 29′ 26.49″ N

126˚ 30′ 35.94″ E

50
GS자이

아파트 107동
97.85 

37˚ 29′ 19.41″ N

126˚ 31′ 53.15″ E
72

인천교육

연수원 3
70.98 

37° 29′ 32.21″ N

126° 30′ 35.37″ E

51
GS자이

아파트 106동
105.97 

37˚ 29′ 17.75″ N

126˚ 31′ 50.60″ E
73

인천과학

고등학교 1
66.30 

37˚ 29′ 31.49″ N

126˚ 30′ 29.65″ E

52
GS자이

아파트 108동
93.26 

37˚ 29′ 19.83″ N

126˚ 31′ 50.09″ E
74

인천과학

고등학교 2
66.22 

37˚ 29′ 32.36″ N

126˚ 30′ 30.71″ E

53
GS자이

아파트 109동
109.23 

37˚ 29′ 19.40″ N

126˚ 31′ 47.26″ E
75

인천과학

고등학교 3
61.22 

37˚ 29′ 31.48″ N

126˚ 30′ 33.28″ E

54
GS자이아파트 

110동
112.25 

37˚ 29′ 20.59″ N

126˚ 31′ 45.47″ E
76

인천과학

고등학교 4
71.88 

37˚ 29′ 33.14″ N

126˚ 30′ 30.93″ E

55
GS자이아파트 

111동
111.34 

37˚ 29′ 22.74″ N

126˚ 31′ 44.61″ E
77

인천교육

연수원 4
69.95 

37˚ 29′ 42.95″ N

126˚ 30′ 32.48″ E

56
GS자이아파트 

112동
106.18 

37˚ 29′ 24.68″ N

126˚ 31′ 44.88″ E
78

인천교육

연수원
66.62 

37˚ 29′ 43.94″ N

126˚ 30′ 30.40″ E

57 백운산 정자 257.73 
37˚ 29′ 36.73″ N

126˚ 30′ 58.28″ E
79

인천교육

연수원 5
65.15 

37˚ 29′ 42.08″ N

126˚ 30′ 31.50″ E

58
어울림2단지

아파트 201동
58.36 

37˚ 28′ 57.69″ N

126˚ 30′ 31.19″ E
80

인천교육

연수원 6
73.31 

37˚ 29′ 40.81″ N

126˚ 30′ 31.40″ E

59
어울림2단지

아파트 203동
59.85 

37˚ 28′ 57.57″ N

126˚ 30′ 34.22″ E
81 화림메디컬센터 57.22 

37˚ 29′ 41.57″ N

126˚ 29′ 27.75″ E

60
어울림1단지

아파트 105동
61.15 

37˚ 28′ 53.97″ N

126˚ 30′ 27.40″ E
82

롯데마트

공항신도시점
55.22 

37˚ 29′ 34.91″ N

126˚ 29′ 26.66″ E

61
어울림1단지

아파트 104동
61.08 

37˚ 28′ 54.58″ N

126˚ 30′ 30.13″ E
83 왕봉산 1 143.9

2 
37˚ 32′ 23.54″ N

126˚ 27′ 36.83″ E

62
어울림1단지

아파트 101동
64.70 

37˚ 28′ 54.34″ N

126˚ 30′ 34.13″ E
84 왕봉산 2

118.5
1 

37˚ 32′ 10.03″ N

126˚ 27′ 30.59″ E



공항운영규정
(Airport Operations Manual)

제4장 공항운영절차

4.13 장애물 통제

  제정 : 2003.11.20                                      4                                     개정 : 2020. 4. 14

연번 명칭 해발고도
(m)

좌표
(WGS-84)

연번 명칭
해발고

도
(m)

좌표
(WGS-84)

85 안산 1 107.08 
37˚ 32′ 06.35″ N

126˚ 27′ 59.12″ E
106 건물(왕산) 55.26 

37˚ 27′ 54.78″ N

126˚ 22′ 12.92″ E

86 안산 2 72.06 
37˚ 31′ 52.79″ N

126˚ 28′ 08.96″ E
107

송전탑

(장봉도)
60.93 

37˚ 30′ 46.05″ N

126˚ 28′ 10.85″ E

87 백운산 1 259.86 
37˚ 29′ 36.99″ N

126˚ 30′ 58.83″ E
108

송전탑(운서)

백련산
95.10 

37˚ 30′ 10.44″ N

126˚ 29′ 46.54″ E

88 백운산 2 84.76 
37˚ 30′ 34.42″ N

126˚ 30′ 19.13″ E
109 전파기지국 93.61　

37˚ 30′ 32.07″ N

126˚ 30′ 42.49″ E

89 백운산 3 117.22 
37˚ 30′ 37.19″ N

126˚ 30′ 31.49″ E
110

LLWAS

Site10
51.73 

37˚ 26′ 26.91″ N

126˚ 25′ 55.04″ E

90 산(백련산) 101.96 
37˚ 30′ 13.24″ N

126˚ 29′ 41.07″ E
111

제2신불레이더

(피뢰침)
76.49

37° 27′ 16.56″ N

126° 28′ 55.01″ E

91
A5블럭 LH 

아파트 141동
59.58 

37˚ 29′ 03.91″ N

126˚ 30′ 01.57″ E
112

제2계류장

관제탑

102.5

6

37° 27′ 59.91″ N

126° 26′ 07.54″ E

92
A5블럭 LH 

아파트 142동
59.55 

37˚ 29′ 05.70″ N

126˚ 30′ 01.74″ E
113 스카이파크리움 95.76 

37˚ 29′ 23.64″ N

126˚ 30′ 01.92″ E

93
A5블럭 LH 

아파트 143동
79.81 

37˚ 29′ 07.29″ N

126˚ 30′ 01.01″ E
114 지엘플렉스1 64.58 37˚ 29′ 26.25″ N

126˚ 29′ 58.29″ E

94
A5블럭 LH 

아파트 144동
70.52 

37˚ 29′ 06.74″ N

126˚ 29′ 58.87″ E
115 예스타워 72.44 37˚ 29′ 32.16″ N

126˚ 29′ 55.56″ E

95
A5블럭 LH 

아파트 145동
61.09 

37˚ 29′ 04.65″ N

126˚ 29′ 57.31″ E
116 더예스스카이

오피스텔 86.54 37˚ 29′ 31.27″ N
126˚ 29′ 57.45″ E

96
A5블럭 LH 

아파트 146동
60.81 

37˚ 29′ 02.91″ N

126˚ 29′ 57.56″ E
117 리치아노골드 63.47 37˚ 29′ 38.18″ N

126˚ 29′ 55.08″ E

97
A5블럭 LH 

아파트 147동
61.68 

37˚ 29′ 01.18″ N

126˚ 29′ 58.62″ E
118 A15블럭e편한

세상아파트101동 74.23 37˚ 28′ 39.27″ N
126˚ 30′ 46.15″ E

98
A5블럭 LH 

아파트 148동
61.77 

37˚ 29′ 02.30″ N

126˚ 30′ 01.21″ E
119 A15블럭e편한

세상아파트102동 71.40 37˚ 28′ 38.09″ N
126˚ 30′ 47.88″ E

99
하늘

고등학교
70.78 

37˚ 29′ 46.01″ N

126˚ 30′ 27.03″ E
120 A15블럭e편한

세상아파트103동 74.22 37˚ 28′ 37.19″ N
126˚ 30′ 49.78″ E

100 더호텔영종 57.04 
37˚ 29′ 41.72″ N

126˚ 29′ 30.80″ E
121 A15블럭e편한

세상아파트104동 73.26 37˚ 28′ 39.00″ N
126˚ 30′ 51.54″ E

101
뉴에어포트

오피스텔
53.69 

37˚ 29′ 41.50″ N

126˚ 29′ 32.54″ E
122 A15블럭e편한

세상아파트105동 78.81 37˚ 28′ 40.79″ N
126˚ 30′ 53.28″ E

102
인천교육연수원 

외국어교육부
70.02 

37˚ 29′ 45.29″ N

126˚ 30′ 31.37″ E
123 A15블럭e편한

세상아파트106동 76.00 37˚ 28′ 41.85″ N
126˚ 30′ 51.23″ E

103
어울림2단지

아파트 204동
53.93 

37˚ 28′ 56.06″ N

126˚ 30′ 34.22″ E
124 A15블럭e편한

세상아파트107동 78.86 37˚ 28′ 42.97″ N
126˚ 30′ 49.74″ E

104 건물 138.13 
37˚ 28′ 08.62″ N

126˚ 21′ 47.46″ E
125 A15블럭e편한

세상아파트108동 78.84 37˚ 28′ 41.07″ N
126˚ 30′ 48.02″ E

105
에어조이 

쇼핑몰
54.78 

37˚ 26′ 24.18″ N

126˚ 27′ 29.73″ E
126 A2BL영종LH2단지아파

트 201동 84.36 37° 29′ 17.13″ N
126° 30′ 09.89″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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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도면은 부록 8‐6 참조

연번 명칭 해발고도
(m)

좌표
(WGS-84)

연번 명칭
해발고

도
(m)

좌표
(WGS-84)

127
A2BL영종LH2단지

아파트 202동
82.20 

37° 29′ 21.02″ N

126° 30′ 07.85″ E
150 더타임오피스텔 62.92 

37° 29′ 23.64″ N
126° 29′ 55.53″ E

128
A2BL영종LH2단지

아파트 203동
87.23 

37° 29′ 18.92″ N

126° 30′ 07.44″ E
151 스카이탑호텔

107.5
2

37° 29′ 28.03″ N
126° 30′ 1.12″ E

129
A2BL영종LH2단지

아파트 204동
78.61 

37° 29′ 16.06″ N

126° 30′ 05.18″ E
152 A12BL푸르지오더

스카이아파트251동 71.41 37° 28′ 40.40″ N
126° 30′ 26.05″ E

130
A2BL영종LH2단지

아파트 205동
81.56 

37° 29′ 16.78″ N

126° 30′ 07.46″ E
153 A12BL푸르지오더

스카이아파트252동 68.24 37° 28′ 42.09″ N
126° 30′ 25.45″ E

131
A1BL유승한내들

아파트161동
79.54 

37˚ 29′ 13.01″ N

126˚ 29′ 56.92″ E
154 A12BL푸르지오더

스카이아파트253동 74.36 37° 28′ 43.55″ N
126° 30′ 25.58″ E

132
A1BL유승한내들

아파트162동
75.16 

37˚ 29′ 14.70″ N

126˚ 29′ 56.77″ E
155 A12BL푸르지오더

스카이아파트254동 73.63 37° 28′ 42.87″ N
126° 30′ 28.14″ E

133
A1BL유승한내들

아파트163동
73.67 

37˚ 29′ 16.33″ N

126˚ 29′ 56.18″ E
156 A12BL푸르지오더

스카이아파트255동 68.51
37° 28′ 43.48″ N

126° 30′ 28.68″ E

134
A1BL유승한내들

아파트164동
75.17 

37˚ 29′ 15.61″ N

126˚ 29′ 59.83″ E
157 A12BL푸르지오더

스카이아파트256동 71.37
37° 28′ 46.14″ N

126° 30′ 27.08″ E

135
A1BL유승한내들

아파트165동
78.46 

37˚ 29′ 14.97″ N

126˚ 30′ 02.38″ E
158 A12BL푸르지오더

스카이아파트257동 77.09
37° 28′ 45.49″ N

126° 30′ 25.14″ E

136
A1BL유승한내들

아파트166동
72.33 

37˚ 29′ 13.96″ N

126˚ 29′ 59.40″ E
159 A12BL푸르지오더

스카이아파트258동 81.86
37° 28′ 47.52″ N

126° 30′ 23.63″ E

137
더예스클라우드

오피스텔
58.24 

37˚ 29′ 27.51″ N

126˚ 29′ 56.42″ E
160 A12BL푸르지오더

스카이아파트259동 77.53
37° 28′ 48.99″ N

126° 30′ 25.43″ E

138
센트럴타워오피

스텔
75.17 

37˚ 29′ 25.49″ N

126˚ 29′ 59.42″ E
161 A12BL푸르지오더

스카이아파트260동 76.41 37° 28′ 49.71″ N
126° 30′ 21.34″ E

139
프라임시티3차

오피스텔
65.44 

37˚ 29′ 28.52″ N

126˚ 29′ 47.67″ E
162 A12BL푸르지오더

스카이아파트261동 77.05
37° 28′ 48.14″ N
126° 30′ 19.67″ E

140 메가스타영종 53.30 
37˚ 29′ 36.87″ N

126˚ 29′ 27.29″ E
163 A12BL푸르지오더

스카이아파트262동 77.08 37° 28′ 46.47″ N
126° 30′ 21.13″ E

141
프라임시티2차

오피스텔
58.94 

37˚ 29′ 26.34″ N

126˚ 29′ 51.35″ E
164 A12BL푸르지오더

스카이아파트263동 71.46 37° 28′ 45.69″ N
126° 30′ 19.34″ E

142
솔리움센텀스카

이오피스텔
76.40 

37˚ 29′ 35.13″ N

126˚ 29′ 49.59″ E
165 A12BL푸르지오더

스카이아파트264동 71.40 37° 28′ 45.57″ N
126° 30′ 17.44″ E

143
더예스오션오피

스텔
89.86 

37˚ 29′ 30.91″ N

126˚ 29′ 58.49″ E
166 A12BL푸르지오더

스카이아파트265동 71.41 37° 28′ 43.96″ N
126° 30′ 20.40″ E

144
신불레이더 

가로등1
59.58 

37˚ 27′ 20.66″ N

126˚ 28′ 49.47″ E
167 A12BL푸르지오더

스카이아파트266동 71.43
37° 28′ 43.87″ N

126° 30′ 22.36″ E

145
신불레이더 

가로등2
61.53 

37˚ 27′ 19.65″ N

126˚ 28′ 50.11″ E
168 A12BL푸르지오더

스카이아파트267동 71.46
37° 28′ 42.34″ N

126° 30′ 23.10″ E

146
신불레이더 

가로등3
62.24 

37˚ 27′ 18.80″ N

126˚ 28′ 50.97″ E
169 영종도항공물류센

터(스카이로지스) 65.4
37° 30′ 40.72″ N

126° 29′ 47.80″ E

147
신불레이더 

가로등4
62.46 

37˚ 27′ 18.06″ N

126˚ 28′ 51.83″ E

148
신불레이더 

가로등5
62.46 

37˚ 27′ 17.30″ N

126˚ 28′ 52.88″ E

149
신불레이더 

가로등6
62.41 

37˚ 27′ 16.57″ N

126˚ 28′ 53.63″ E



공항운영규정
(Airport Operations Manual)

제4장 공항운영절차

4.13 장애물 통제

  제정 : 2003.11.20                                      6                                      개정 : 2016. 6. 22

4.13.4 장애물 관리

4.13.4.1 운항계획팀장은 장애물제한표면을 초과하는 장애물을 총괄관리 한다.

4.13.4.2 운항, 토목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부서장은 소관 시설물의 장애물제한표면 저촉 여부 

점검, 장애물 제거, 장애물 정보관리 및 표지, 조명의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13.4.3 공항 내 또는 공항 인근에 건축물을 설치 또는 설치된 건축물보다 높게 개축 또는 피뢰

침과 같은 외부 돌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부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및 높이에 관한 자료를 운항계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4.13.4.4 운항계획팀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장애물제한표면 초과 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장애물제한표면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변경이 가

능함을 통지 

2. 장애물제한표면을 초과하며 물건제한의 특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

치 또는 변경이 불가함을 통지

3. 장애물제한표면을 초과하나 물건제한의 특례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서울지방항공

청장에게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의뢰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기존의 고정물체에 의하여 차폐된다고 인정되거나, 항

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행한 검토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변경이 

가능함을 통지 

나.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물건제한의 특례 등에 대

한 협의 요청자에게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가 시행되도

록 조치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결과를 접수하여 서울지

방항공청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의 재검토 결과 통보에 따

라 승인 여부를 통지 

4. 장애물제한표면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건축시행을 승인한 경우에도, 장애

물로서의 관리가 요구되는 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치, 고도 등의 정보를 

측량 등의 방법을 통하여 취득하거나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항운영규정
(Airport Operations Manual)

제4장 공항운영절차

4.13 장애물 통제

  제정 : 2003.11.20                                      7                                      개정 : 2020. 1. 2

4.13.4.5 4.13.4.4의 3호에 의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 또는 변경이 가능함을 통보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변경 현황통보서(공항

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를 제출 하도록 요청하고, 준공 또는 승인된 최종 

높이의 장애물제한표면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개시 5일 이내

2. 최고높이 도달 후 7일 이내

3.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5일 이내

4.13.4.6 공항공사는 설치하고자 하는 장애물에 대하여 필요시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물은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13.4.7 장애물의 신설, 변경 또는 제거에 의해 장애물 현황의 변동이 있어 AIP의 수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NOTAM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관

련 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4.13.4.8 항행안전시설 등 관련시설물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은 관련시설 유지보수 부서에서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4.13.4.9 이동지역 내의 장애물에 대한 점검 및 조치는 4.5.4.3.4(이동지역 내 지장물 상태 점검)에 

의한다.

4.13.5 장애물 조사 및 측량

4.13.5.1 운항계획팀은 관리하는 장애물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서울지방항공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13.5.2 토목시설 관리부서는 장애물제한구역에 신설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이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장애물제한표면을 침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장애물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장애물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4.13.5.3 장애물 점검시 확인된 장애물제한표면을 초과한 건축물․시설물 및 식물에 대하여 서울지방

항공청에 항공학적 안정성을 검토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장애물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4.13.5.4 운항 및 토목시설 관련부서는 장애물제한표면을 초과하거나 비행안전에 위험한 장애물에 

대하여 5년마다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지방항공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항운영규정
(Airport Operations Manual)

제4장 공항운영절차

4.13 장애물 통제

  제정 : 2003.11.20                                      8                                      개정 : 2021. 6. 10

4.13.6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의 보호

4.13.6.1 무장애구역에는 항공기의 항행 상 필요한 경량의 부러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어떠

한 고정 장애물도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4.13.6.2 활주로정지위치에서 항공기 및 차량은 무장애구역, 진입표면 및 ILS 전파 보호 임계지역

(Critical area)과 민감지역(Sensitive area)을 침범해서는 아니 되며,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용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표 10-1>

인천국제공항 무장애구역 단면도 (15R/33L, 15L/33R, 16R/34L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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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

인천국제공항 무장애구역 단면도 (16L/34R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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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3>

인천국제공항 무장애구역 평면도 (남쪽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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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4>

인천국제공항 무장애구역 평면도 (북쪽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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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4.14.1 목적 

항공기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체 이동이 불가능한 항공기로 인하여 공항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의 처리 지원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4.14.2 책임

4.14.2.1 항공기 운용자 또는 소유자 혹은 목격자는 기동불능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즉시 아래 

사항을 항공철도 사고조사 위원회, 서울지방항공청 및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기종, 국적, 등록기호

2. 항공기 소유자 혹은 운용자

3. 기장 성명 

4. 사고발생 일시 및 사고 개요

5. 사고항공기의 출발지 및 도착지

6. 그리드맵상의 사고위치 

7. 탑승자 수, 사망자 수, 중상자 수 

8. 폭발물, 방사성물질 등 기타 위험물의 탑재 여부

9. 신고자의 연락수단 (전화번호 등)

4.14.2.2 사고 항공기 및 그 잔해가 일반인, 항행안전시설, 또는 기타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 위원회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사고 항공기 또는 그 잔해를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14.2.3 항공기는 항공기 운용자와 그 보험업자의 재산이므로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 운용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만이 항공기 처리작업을 통제해야 한다. 

4.14.2.4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동불능 항공기를 신속하게 이동시켜야하

는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동 작업 중에 이차적인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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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5 기동불능 항공기 상세사항은 부록 1 “인천공항 비상계획”(제3장 제9절)에 수록되어 있으며 

공항공사의 총괄조정자(Coordinator)는 다음과 같다.

지원조정자 : 사고 수습대책 본부장(공항비상관리센터)

전화번호 : 032)741‐4121(FAX : 032‐741‐4120)

이메일 : aemc@airport.kr

4.14.2.6 사고수습 대책본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를 위한 공항공사의 조정자

(Coordinator)는 통합운영센터장(야간/휴일 공항운영 1∼4팀장)이 담당한다.

4.14.3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관련 정보

인천국제공항 취항 항공사는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와 관련하여 자체보유 장비 및 인력 

등을 포함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팀에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해야한다.

1. 기동불능 항공기처리 담당 책임자의 연락처

2. 처리가능 기종현황

3. 바퀴교체장비, 잭패트, 견인봉 등 항공기 기종별 전용장비

4. 공기 부양장비, 컴프레서, 이동식 발전기, 리프트 및 호이스트 등 주로 복구사업에 사

용되는 항공기 이동 작업용 특수차량 및 장비

5. 대형크레인, 트롤리 및 도로 가설장비 등 중장비

4.14.4 기타

인천국제공항의 이동지역 또는 그 인근의 기동불능항공기의 제거를 위한 세부절차는 

인천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 부록 1 “인천공항 비상계획”(제3장 제9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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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제설계획

4.15.1 공항공사는 부록 3 “인천국제공항 제설계획”에 의거 매년 10월 제설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지방항공청, 항공사 및 지상조업체 등에 배포하여야 하며,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0조제3항에서 정한 항공정보회람(AIC)의 발간을 요청하고, 매년 11월 15일부

터 익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단계별기준에 의한 대응조직을 운영한다.

4.15.2 제설작업은 대기온도, 표면온도, 눈의 성질 및 신적설 등을 고려하여 항공정보통신센터, 

관제탑, 계류장관제소, 이동지역안전관리소 및 제설작업소가 협의하여 시행시기를 결정

한다.

4.15.3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협의하여 제설작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2.5cm 적설시 4.15.6의 1차 

제설구역에 대하여 30분 이내 제설작업 완료를 목표로 한다.

4.15.4 활주로 및 유도로를 제외한 계류장 및 GSE 도로는 별도 제설장비를 투입하여 항공기 

기동지역 제설작업과 동시 또는 무관하게 시행한다.

4.15.5 제설장비 및 대기장소

4.15.5.1 제설장비현황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하여 공항에서 보유중인 장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수량 (대)

견인식 제설장비 21

일체식 제설장비 17

고속송풍기 7

액체살포기 6

고체살포기 4

소형제설장비 7

계 62

        * 상기 장비 외 예비 장비 11대(일체식 11대) 별도운영

4.15.5.2 제설자재

이동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제설자재는 액상제설제와 고상제설제(공업용 요소 및 개

미산염)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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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3 제설장비 대기장소

구 분 대기장소

활 주 로

15방향 851번 주기장, R20 GSE도로

33방향 APRON2지역 북측 GSE도로 인근

16/34방향
동절기 장비고 B, E

APRON2지역 북측 GSE도로 인근 

계 류 장
여 객

1번, 50번 주기장, R17 인근 GSE도로, 

APRON2지역 북측 GSE도로 인근 

화 물 641번 주기장, 621번 주기장 

GSE 도로 동절기 장비고 A

4.15.6 제설작업 우선순위

4.15.6.1 활주로 및 유도로

         1. 1차

구    분 1활주로 2활주로 3활주로 4활주로

활 주 로 15R/33L - 16L/34R -

평행유도로 B D N -

고속탈출

유도로
B2, B3, B5, B6 - N2 ,N3, N4, N5 -

직각유도로 G, A15, L, J, K - S, M15, N7 -

계류장연결 

유도로

A4, A5, A7, A8, 

A9, A10, A11, 

A12, A13, A14, 

A16, A19

-

M5, M7, M8, M9, 

M10, M11, M12, 

M13, M14, M16, 

M17

-

 

         2. 2차

구    분 1활주로 2활주로 3활주로 4활주로

활 주 로 - 15L/33R - 16R/34L

평행유도로 A C M P

고속탈출

유도로
-

C1, C2, C4, 

C5, D1, D6
-

P2, P4, P5, P6, 

P7, P8, P10, P11

직각유도로
B1, B4, 

B7, A18
C3

N1, T, U, V, N4, 

N7, M18, M19

S, T, W, U, V, 

P12, P13

계류장연결

유도로
A6 - M6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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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2 계류장

         1. 1차

여객계류장

(Apron-1,2,3)

화물계류장

(Cargo Apron-1,2)
정비계류장 제빙주기장

R1, R2, R3, R4,
R6, R7, R8, AS,

AN, R9, R10,  
R11, R12, RA, RB, 

RC, R17, R21

D2, D3, D4,
DA, DC

-

551~553, 
814~817, 821~823, 

825, 831~834,
841~842,851~852

         2. 2차

여객계류장

(Apron-1,2,3,4)

화물계류장

(Cargo Apron-1,2)
정비계류장 제빙주기장

R5, RF,

항공기주기장유도선

D5, DB, DD, 

DM, DN, DP,

항공기주기장유도선

R18, R20, 

항공기주기장유도선
554, 557

         3. 3차 : 1,2차 제설구역 외 지역

4.15.6.3 GSE 도로 

1. 2차 : 계류장 GSE 도로

2. 3차 : 외곽 GSE 도로

4.15.7 제설작업 기준

4.15.7.1 활주로 및 유도로

1. 활주로 및 유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은 신적설량과 미끄럼 정도 등에 따라 제설장비 

투입 및 제설작업 방법 등을 결정한다. 

2. 눈더미(Snowbank)는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대형항공기 기준에 적

합하게 조치한다.

4.15.7.2 항행안전시설 

4.15.7.2.1 계기착륙시설(ILS)은 CAT‐Ⅲ 운영 능력 유지를 위하여 활공각장치(Glide slope) 및 

방위각장치(Localizer) 안테나의 눈 제거 및 결빙 방지 조치를 하며, 전파보호구역 내에 

눈더미(Snowbank)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1. 활공각장치(Glide slope) 지역은 활주로 및 전파보호구역 반대편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2. 방위각장치(Localizer) 지역은 활주로 말단부터 방위각장치 안테나까지의 지역을 

포함한 전파보호구역에 눈더미(Snowbank)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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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7.2.2 항공등화시설은 다음과 같이 제설작업을 한다.

1. 활주로 및 유도로, 계류장 지역에 설치된 노출 등기구 반경 1m 이상 제설 작업을 

실시한다.

2. 노출 등기구 파손 방지를 위하여 강설시 활주로 및 유도로 등기구 주위에 식별 

표지(Marker)를 설치한다.

4.15.7.3 항공기주기장유도선

4.15.7.3.1 항공기주기장유도선은 15m 폭으로 제설하며, 선회구간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선회방향

으로 15m까지 제설한다.

4.15.7.3.2 눈더미(Snowbank)는 항공기 주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기장으로부터 먼 곳으로 

제설한다.

4.15.7.4 항공기 주기장

4.15.7.4.1 항공기가 주기된 주기장은 해당 항공기의 항공사 및 지상조업체에서 제설을 담당한다.

4.15.7.4.2 주기장에 대한 제설은 항공기 안전선 밖 양측 또는 항공기 후면 GSE 도로 밖으로 

제설한다.

4.15.7.4.3 항공기 주기지역의 제설을 위하여 제설도구(넉가래, 삽, 빗자루)와 제설함(공업용 요소)이 

주기장에 비치되어 있다.

4.15.8 SNOWTAM(설빙고시보)

4.15.8.1 SNOWTAM은 강설로 인하여 활주로마찰측정치가 0.4 미만일 경우, 장애요인 및 눈더미

(Snowbank) 유무 등 ICAO SNOWTAM 발행 기준에 따라 발행된다.

4.15.8.2 최초 발행 SNOWTAM 후 SNOWTAM 발행 요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발행 되며 

유효시간은 24시간이다.

4.15.9 제설작업에 관한 책임사항

4.15.9.1 운항시설처 및 공항시설처는 설해대책본부의 시설대책반에 편성되어 소관시설에 대한 

제설작업을 담당한다.

4.15.9.2 운항시설처는 활주로 및 유도로, 계류장 지역의 제설작업을 담당하며 제설작업방법, 

제설장비 및 인원투입을 결정하고 제설작업을 수행한다.

4.15.9.3 운항지원처 및 운항시설처는 기상 및 공항별 항공기 운항현황을 파악·제공하며, 이동지역 

차량 및 장비 통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제설작업 후 미끄럼측정 

및 보고 등 활주로 사용 여부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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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4 운항시설처 및 항행처는 노출 등기구, 활공각장치(Glide slope) 및 방위각 장치 

(Localizer) 주변의 제설작업을 담당한다. 항행처장은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되어 설치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강설에 따른 영향에 대해 관리 및 유지보수 할 책임이 있다.

4.15.9.5 항공사 및 지상조업체는 항공기 주위 제설작업을 담당한다.

4.15.10 설해대책 본부의 운영

4.15.10.1 통합운영센터는 설해대책 상황반을 운영하며 내부 및 유관기관 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4.15.10.2 상황반은 기상상황에 따른 대응단계를 관련부서에 발령·전파하고 본부 (대책반)별 

상황근무자를 소집한다.

4.15.10.3 대책반 및 제설상황실은 기상상황별 대응단계 및 근무기준에 의거하여 응소하고 소관 

제설구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4.15.10.4 제설작업단계에서는 작업 우선 지역, 투입시기, 설빙고시보(SNOWTAM) 발행과 관련

하여, 항공정보통신센터, 관제탑, 운항지원처 및 운항시설처와 협의를 하고, 제설작업에 

따른 각종 상황을 전파 또는 기록․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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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4.16.1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계획(SMGCS PLAN) 목적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인원, 차량 및 장비의 이동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 공항의 안전운영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4.16.2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개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계획의 세부사항 등은 별도 분권 관리되는 부록 2 

“인천국제공항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계획”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공항운영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개정승인시 SMGCS PLAN에서 별도로 

지정한 배부처에 배부한다.

4.16.3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설계시 고려사항

인천국제공항의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축되고 

운영된다.

4.16.3.1 항공교통밀도 : 인천국제공항은 시간당 운항횟수가 36회 이상인 고밀도(Heavy) 

공항에 해당된다.

4.16.3.2 운영시정조건 : 인천국제공항은 시각적인 감시가 가능한 기상조건을 물론 시각적 

감시가 제한되는 정밀접근범주 CAT-IIIb의 기상조건에서도 운영된다.

4.16.3.3 조종사의 적용도 및 공항평면의 복잡성 : 인천국제공항은 공항평면의 배치형태를 

고려하여 항공기 도착시 착륙활주 종료부터 주기위치까지, 항공기 출발시 

주기위치부터 이륙출발 정렬까지의 방향 지정, 안내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4.16.3.4 차량의 이동 상태 : 인천국제공항은 비상 차량 및 기타 차량이 진로와 위치를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16.3.5 인적요소 : 인천국제공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실수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공항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공항운영규정
(Airport Operations Manual)

제4장 공항운영절차

4.16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제정 : 2003.11.20                                      2                                       개정 : 2017. 2. 28

4.16.4 저시정 운영 절차

4.16.4.1 공항내 저시정 운영 절차 발령시 항공기, 차량, 장비 및 인원의 이동에 대한 안내 및 

통제 절차를 표준화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4.16.4.2 저시정 운영 절차는 활주로 가시 범위 또는 운고를 기준으로 관제탑에서 발령하며, 관

련 부서 및 종사자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6.4.3 저시정 운영 절차 준비 단계가 발령시, 항행안전시설 부서 및 이동지역 안전관리부서는 

항행안전시설 운용상태 및 이동지역 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확인 후 

통합운영센터 준비 완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합운영센터는 관련 부서의 준비 상황을 

확인 후 관제탑에 운영 준비 상황을 즉시 통보한다.

4.16.4.4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관제기관 및 항공사와 협조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및 협조한다.

4.16.4.5 RVR 측정 및 보고는 항공기상청에서 담당하며, 자동화된 시스템(AMOS)으로 측정 및 보

고된다.

4.16.5 교육 훈련 및 SMGCS 위원회

4.16.5.1 저시정시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이동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모든 운전

자를 위해 공항공사는 저시정 운영 관련 교육을 매 6개월 단위로 시행한다.

4.16.5.2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계획의 지속적 이행과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된 기관 

및 업체로 구성된 SMGCS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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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항행안전시설의 보호

4.17.1 목적

인천국제공항의 항행안전시설(계기착륙시설 등)에 대한 보호 및 정상운영을 위한 세부활

동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한다.

4.17.2 책임

항행처장은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되어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 

및 유지보수 할 책임이 있다.

1.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전자파발생 시설 및 시각적 장애 발생 

시설의 공항 내 설치를 제한하여야 하며, 진입표면에 시각·비시각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의 설치를 감시한다.

2. 항행안전시설이 파손이나 절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공항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활동을 하여야 한다.

4. 항행안전무선시설이 원활히 운영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관제기관과 긴밀히 협의한다.

4.17.3 시설운영 및 세부활동

4.17.3.1 공항주변에 새롭게 설치되거나 건설되는 시설들은 계기착륙팀 또는 관계기관에 의해 

항행안전시설 정상운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한다.

4.17.3.2 항행안전시설의 전파발사보호를 위해 공항주변 지형지물의 변경 및 기타 무선국에 의한 

전파환경 변화를 비행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파간섭을 예방한다.

4.17.3.3 인천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 부록 2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계획(SMGCS PLAN)”

에 의한 저시정운영절차(Low Visibility Operations)가 발령되면 모든 항행안전시설의 

전파보호구역 내 차량, 인원 및 장비의 출입을 금지하여 시설의 전파발사를 보호하며, 이

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한다.

4.17.3.4 항행안전시설의 무중단운영을 위한 예비전원의 공급 및 절차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부속서 10권 및 14권의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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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5 항행안전시설의 작동이 중지되는 비정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제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항공정보통신센터(서울지방항공청)에 의뢰하여 NOTAM이 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NOTAM 발행에 관한 사항은 공항공사 항공정보관리지침서를 따른다.

4.17.3.6 항행안전시설의 장비실 및 원격감시실은 인가된 유지보수 요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

하며, 공항외곽에 설치된 시설은 울타리 또는 경고판 등을 설치하여 파괴나 절도 등으

로부터 시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4.17.4 계기착륙시설 전파보호구역 출입

4.17.4.1 계기착륙시설(ILS)의 전파보호구역은 <표 5-1>, <표 5-2>와 같다. 특별히, 경계표주에 

의해 구분된 임계구역(critical area)은 차량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17.4.2 계기착륙시설(ILS)의 모든 임계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제탑 승인 전에 계획을 

전화나 팩스로 항행처(계기착륙표지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연락처(계기착륙표지소) 

- 전화 : 032‐741‐2711~12

- 팩스 : 032‐741‐2798

4.17.4.3 현장(계기착륙표지소) 근무자는 임계구역 내 출입내용을 접수 또는 통보 받았을 경우 

에는 장비의 동작상태를 인지하여야 하며, 장비상태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면 관제탑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17.4.4 겨울철 계기착륙시설 전파보호구역 내의 제설작업(Snow Removal)은 항행안전시설의 

전파발사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천국제공항 제설계획(Snow Plan)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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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기착륙시설 전파보호구역 (CAT-Ⅱ/Ⅲ)

범

례

LOC 임계지역(Critical Area)
LOC 민감지역(Sensitive Area)
GP 임계지역(Critical Area)
GP 민감지역(Sensitiv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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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기착륙시설 전파보호구역 (CAT-I)

범

례

LOC 임계지역(Critical Area)
LOC 민감지역(Sensitive Area)
GP 임계지역(Critical Area)
GP 민감지역(Sensitiv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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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자체안전점검프로그램

4.18.1 자체점검체계

4.18.1.1 공항공사는 공항운영증명 유지와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의 자체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자체검사자의 임명과 업무범위 및 교육훈련 기준을 정하여 인천국제공항의 자체안전

점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18.1.2 자체점검은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공항공사의 관련부서와 공항시설을 관리·유지하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4.18.1.3 공항공사는 운항안전팀 소속 직원 중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이동지역안전관리교육을 이수 

한 자를 자체검사자(Self-Inspector)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의 협조

를 받아 자체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운항본부 전문위원은 이동지역 안전관리자 이상의 

검사자로서 자체검사자의 지정을 이미 받은 것으로 본다.

4.18.1.4 자체점검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항목은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5조 제4항과 같다.

4.18.2 자체점검에 대한 업무분장

4.18.2.1 합동점검 : 이동지역 안전관리자 이상의 검사자 중 자체점검자로 지정 받은자가 실시하며, 

공항운영규정 4.18(자체안전점검프로그램)의 표6(자체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으로 월 1회 

시행한다. 운항안전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및 협력업체를 소집하여 점검할 수 있다.

4.18.2.2 특별점검 : 특별점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행한다. 운항안전팀장은 자체검사자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및 협력업체의 직원을 소집하여 점검할 수 

있다.

1. 공사 작업 중　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악화 등 비정상 

상황 발생시

2. 항공기사고, 준사고 또는 공항운영분야 항공안전장애 발생 직후(항공안전장애에 대

해서는 분야별 점검으로 대체 가능)

3. 활주로 덧씌우기 공사 및 대규모공사/유지보수작업 시행 후

4. 그 외 4.5.4.3.6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4.18.3 점검절차

4.18.3.1 합동점검은 4.5(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관리)의 <표 1> 또는 4.18(자체안전점검프로그

램)의 <표 6>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점검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별도의 

점검표 또는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점검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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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2 자체검사자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시행한다.

1. 점검용 이동차량

2. 길이, 깊이, 경사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3. 관제기관과의 무선통신장비(TRS) 등

4.18.3.3 자체검사자는 점검현장에서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 또는 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 점검현장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4.18.3.4 자체검사자는 점검표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 또는 문제점을 발견시 관련부서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단,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저해 요소 및 기준 위배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를 요청한다.

4.18.3.5 자체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4.18.3.6 자체검사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치부서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미흡사항 발

견시 재보완을 요구한다.

4.18.4 점검결과 확인 및 보고

4.18.4.1 자체검사자는 점검결과 발견된 비정상 상황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관제탑, 계류장관제소 및 항공정보통신센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한다. 

4.18.4.2  총괄부서는 매월 분야별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개선요구 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가 제

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종합보고 한다. 

4.18.4.3 자체점검 보고 등의 업무절차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관리자

(처장 또는 본부장)

종합보고

운항안전팀

- 분야별 조치결과 적정성 확인 및 취합, 보고

해당부서

- 소관사항 조치

분야별 자체검사자

- 점검시행 및 개선요구

- 조치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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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 점검기록의 보관

4.18.5.1 운항안전팀장은 자체안전점검 결과를 최소한 12개월 보관한다. 

4.18.5.2 공항공사는 점검결과 및 조치기록을 국토교통부장관(공항안전검사관)이 요청할 경우 

협조한다. 

4.18.6 자체검사자 임명 및 의무

4.18.6.1 운항안전팀장은 이동지역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검사자로 지정한다.

4.18.6.2 운항안전팀장은 자체검사자의 자격과 능력유지를 위하여 당해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4.18.6.4 자체검사자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1. 공항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실시한다

2. 검사와 관련된 국내외 규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한다.

3.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

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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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자체안전점검표

인천국제공항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자체안전점검표 (Self Inspection Report)

점검일자
 20   .     .      (   ) 점검

구분
□정기   □특별

 20   .     .      (   ) 

확인자                   (서명)

검사자

               (서명)

검사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점검항목 점검상태
비고 

(세부내용, 위치 등)

1. 포장 및 비포장지역 관리운영

 가. 포장부분과 비포장구간단차(7.5cm)

 나. Pot hole(지름 12.5cm, 깊이 7.5cm,기울기 45 ̊)
 다. 포장면 균열(Cracks) 및 파손

 라. FOD(이물질 및 고무퇴적물)

 마. 포장면 물 고임

2. 착륙대, 유도로대, 활주로종단안전구역 관리운영

 가. 바퀴자국, 돌출부, 지표함몰, 지면변화 등

 나. 배수 등 물고임 상태

 다. 불법지장물의 존치 여부

 라. 허가물체 지지물의 단차(7.5cm) 이하 여부

 마. 허가물체 부러지기 쉬운 연결부분

 바. 종단안전구역 청결 및 완만한 경사도 유지 여부

3. 시각보조시설의 관리운영

 가. 표지(markings) 적정성 및 관리상태

 나. 지향신호등 관리 및 운영

 다. 풍향등(섬유제질 규격, 색상, 원형띠), 조명등 

 라. 항공등화시설 및 표지판(signs) 적정성 및 관리상태

(1) 등기구/표지판 주변 제초상태

(2) 등기구/표지판 상태(파손, 변형, 부식 등)

(3) 등기구/표지판 점등상태(점등 여부, 밝기 등)

(4) 등기구/표지판 하부 지지대 고정 및 파손 여부

 마. 진입등시스템 상태(점등, 파손 등)

 바. 진입각지시등(PAPI) 상태(점등, 파손 등)

 사. A-SMGCS 항공등화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아. VDGS 정상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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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점검상태
비고

(세부내용, 위치 등)

4. 계류장안전관리

 가. 항공기 후류(Jet Blast) 안전사항 준수 여부

(1) 주기장과 차량도로간 안전거리 미확보구간 라바콘 설치

(2) 항공기 후류 주변 차량 및 장비 통제

(3) 항공기 후류 안전거리 준수 여부

 나. 차량도로와 항공기 이동동선 교차구간 안전사항 준수 여부

 다. 주기장 항공기등급별 주기 여부

 라. 탑승교 대기위치 준수여부 및 장애등 작동 등

 마. 주기장 진출입시 안내자 배치

 바. 항공기 급유시 안전절차 준수 여부

(1) 급유차량 소화기 비치/직원의 소화장비 훈련 여부

(2) 급유구역 내 흡연 및 불꽃 발생 행위 금지

(3) 항공기와 급유장치간 본딩/본딩, 접지병행 여부

(4) 급유시 보조 및 지상동력 공급장치 시동금지 여부

 사. 계류장 청결유지 계획 및 이행 여부

 아. 계류장 내 안전수칙 준수상태 감독 여부

 자. 계류장 내 안전사고/누유사고 보고절차 준수 여부

5. 이동지역 차량 및 장비통제

 가. 등록번호 표시상태

 나. 차량 및 장비 안전도 검사 여부

 다. 차량통행방법 준수 여부 

 라. 차량, 장비 운전자 교육이행 여부

 마. 미등록차량 및 장비 여부

 바. 차량, 장비의 이동지역 출입절차 이행 여부

 사. 차량의 표지 및 조명기준 준수 여부

6. 이동지역 작업안전

 가. 작업자의 작업계획 제출 여부

 나. 작업현장 안전수칙 및 복장 이행 여부

 다. 작업종료 후 안전점검 및 FOD 제거 여부

 라. 작업구역 진출입 경로 지정 및 울타리 설치 여부

 마. 진입금지시설물 및 등화설치 기준 이행 여부

7. 설빙관리(동절기)

 가. 제설계획 적정성(정기개정, 최신 내용 반영 등)

 나. 제설작업 후 표면상태

 다. 제설장비, 도구 및 자재 확보 및 관리적정성

 라. 제설계획 종사자 교육훈련 및 전파 여부

 마. 설빙으로 인한 시각보조시설(등화, 표지판, 표지) 등 차단 여부

 바. 항행안전시설 비상접근로 제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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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점검상태
비고

(세부내용, 위치 등)
8. 연료 및 급유관리상태

 가. 급유시설 울타리/출입구/경고표지물 상태

 나. 급유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및 시설관리 여부

 다. 공항 내 주유소 안전관리 준수 여부

 라. 에어사이드 내 연료 등 누유 여부

 마. 이동지역 내 발화, 인화물질 방치 여부

 바. 공항 내 적정 소화기 비치 및 점검 실시 여부

 사. 이동지역 내 금연 준수 및 금연구역 금연 표시

 아. 액체산소 등 폭발성 물질 방치여부

 자. 인체에 유해한 물질 방치여부

9. 장애물 관리

 가. 장애물제한표면 정보관리 및 점검 여부

 나. 무장애구역 내 장애물 여부

 다. 공항 내 장애물의 표지 및 조명설치 기준 준수

 라. 이동 장애물의 도색, 표지 및 조명설치 여부

 마. 지장물과 항공기간 최소 안전거리 확보 여부

10. 구조·소방

 가. 비상출동로 및 비상접근로 관리(관리일지, 시설)

 나. 구조소방차량 및 장비 관리상태

 다. 구조소방 차량, 장비, 소화제, 물, 자재 보유기준 준수

 라. 통신장비 및 경보시설 작동 및 관리상태

 마. 출동시간 준수 여부(훈련실적, 실제출동 등)

11. 야생동물위험관리

 가. 야생동물 관리계획 및 퇴치활동 여부

 나. 폭음기 및 야생동물 퇴치 시설물 적정성 여부

 다. 녹지 잔디높이 기준 준수 여부

 라. 야생동물방지 순찰주기 준수 및 일지작성 여부

 마. 야생동물 위험평가 실시 및 지방청 보고 여부

 사. 공항 내 쓰레기 등 조류유인 시설 여부

 아. 공항부지 내 웅덩이, 집수구 내 물고임 여부

자. 충돌상태 유무

12. 안전관리시스템

 가. 안전관리시스템 절차 이행상태

 나. 안전관리시스템 문서화 상태

13. 공항운영규정 등 규정관리상태

 가. 최신 내용 가제 여부

 나. 규정 가제자 서명 및 관리 여부

14. 항공정보관리

 가. 항공정보(AIP, NOTAM) 발행 및 관리상태

 나. 활주로 마찰측정, 상황전파 및 후속조치 여부

 다. 이동지역 상태정보 관리 적정성(일지, 전파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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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체점검 보고서

자체점검 보고서
점검

종류

  ⃞ 상시점검

  ⃞ 합동점검

  ⃞ 특별점검

  ⃞ 기타(  )

번    호

점검일자

점검대상

분야
조치부서

결함종류 □ 제도미흡  □ 기준불이행 □ 시설/운영결함 □ 기타 (  ) 

검사자 기준근거

문제점

 

사진

개선 요구사항

조치결과

 

사진

조치일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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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백

Intentionally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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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교육훈련프로그램

4.19.1 교육체계

이동지역 운영관련부서는 공항운영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적정인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하고, 주요업무 분야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4.19.2 교육계획수립

4.19.2.1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주요시설 및 공항운영 부서의 장은 공항운영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관련업무의 최신정보의 지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19.2.2 관련 부서장은 세부 교과내용·과목별 교육 훈련시간, 교육훈련 실시 방법 등을 

포함하는 제반 교육훈련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4.19.2.3 주요 관련업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할 부서는 다음과 같으며, 동 

규정에서 규정되어져 있지만 별도의 정부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정부지침에 

의거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부서명 관련업무 비고

계류장관제팀 계류장관제업무 관련업무 한정부여

운항안전팀 이동지역 안전관리업무 및 자체점검업무 관련업무 한정부여

소방안전팀 구조·구급∙소방업무 공항소방대원 대상

비행장시설팀 기반시설 및 비포장(녹지대 포함) -

항공등화팀 항공등화분야 관련업무 한정부여

계기착륙팀 계기착륙시설 분야 관련업무 한정부여

4.19.3 교육의 종류

공항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공항운영 

규정에서 규정된 업무수행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4.19.3.1 초기교육(Initial Training) : 신규직원 또는 초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입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와 관련된 기본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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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2 직무교육(OJT) : 신규 또는 전입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업무의 시범 및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는 교육 1주

4.19.3.3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 : 초기교육 내용의 재교육, 소관 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는 교육 1주(2년 주기)

4.19.3.4 이동지역안전관리자 및 자체안전검사자의 자격부여교육 및 정기교육은 국/내외 교육기관 

에서 시행한 교육, 훈련, 또는 세미나 참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주제는 4.19.4.1.2항의 

교육내용 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19.4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19.4.1 신규직원 또는 초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입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기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초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19.4.1.1 공통 교육내용

1.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해당분야 관련내용

2. 비행장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해당분야 관련내용

3. 공항 보호구역안전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해당분야 관련내용

4. 공항운영규정 전반사항

5. 에어사이드 주요시설 및 지형(GRID MAP 등) 숙지

6. 무선통신교신법 

7. 항공정보업무(AIP, NOTAM, AIC 등) 발간요청 방법

8. 저시정 운영(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9. 공항안전관리시스템(SMS)

10. 장애물제한표면 및 공항 내 지장물 제한규정 등

4.19.4.1.2 이동지역 안전관리 교육내용

초기 및 직무교육(Initial Training & OJT)은 신규 또는 전입직원에 대한 교육으로서 

담당교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평가를 실시하고, 과정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체검사자의 교육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1. 공항 제원

2. 항공기상 및 항공정보

3. 항공기 및 지상장비

4. 공항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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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장지역 및 비포장지역의 관리,운영

나.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관리,운영

다. 시각보조시설의 관리,운영 등

5. 운용장비

6. 이동지역 안전관리업무 요령

가. 계류장 안전관리

나. 이동지역의 작업안전

다. 이동지역의 차량 및 장비 통제

라. 야생동물 위험관리

마. 장애물 통제 

바. 위험물 관리

사. 설빙관리 (동절기)

아. 구조․소방

자. 안전관리시스템 등

4.19.4.1.3 기반시설 교육내용

초기 및 직무교육(Initial Training & OJT)은 토목시설 유지보수 담당부서에 배치된 

신규 또는 전입직원에게 다음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1. 인천국제공항 기반시설유지관리 지침서

2. 표지(markings) 관리계획

3. 포장면 유지보수 요령

4. 비포장면 유지관리 기준 및 절차

5. 제설계획(snow plan)

6. 고무제거 관리 및 sweeper 차량 운영 등

4.19.4.1.4 항공등화시설 교육내용

           항공등화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직원(협력사 포함)은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교육훈련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교육훈련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초기교육 및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한다.

4.19.4.1.5  구조·소방 교육내용

구조·소방 직원에 대한 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40시간을 충

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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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항 관숙(Airport Familiarization)

2. 항공기 관숙(Aircraft Familiarization)

가. 일반문과 비상문의 위치 및 사용

나. 좌석배치

다. 유류의 종류 및 유류탱크의 위치

라. 배터리의 위치 

마. 비상시 항공기를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

3. 구조·소방 직원의 안전

4. 항공기 화재경보를 포함한 공항에서의 비상통신시스템

5. 소방호스, 노즐, 터렛 및 기타 장비의 사용

6. 소화작용제 유형 및 특성

7. 항공기 비상탈출 지원

8. 화재진압절차

9. 항공기 소방구조를 위한 구조적인 소방구조 장비의 적용과 사용

10. 위험물

11. 공항 비상계획상의 소방대원의 임무

12. 보호복 및 보호장비 사용

4.19.4.1.6 응급구조사 교육내용

항공기 운항시 근무직원 중에는 기초응급치료훈련을 받은 자 또는 응급구조사가 최

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훈련에 관하여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포함하여 40시간(응급구조사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출혈 

2. 심폐 소생

3. 쇼크 

4. 환자조사

5. 두개골, 척추, 폐, 그리고 사지의 부

6. 내부손상 

7. 환자이송

8. 화상

9. 사상자 분류(T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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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1.7 기타 관련분야 교육내용

1. 계류장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계류장관제사는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규정(국토교

통부 고시)에 의거 교육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하며,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

육을 이수하고 규정에서 정한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사장이 계류장  관제업

무 한정자격을 부여한다.

2. 자체안전검사자 교육은 1주간(40시간) 자격부여교육을 시행하고, 2년 주기로 1주간

(40시간)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자체검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검사자는 

1주간(40시간) 재자격 부여교육을 시행한다.(정기교육 대체가능)

4.19.4.2 직무교육(OJT)은 신규 또는 전입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4.19.4.1 항의 초기교육 내

용 중 해당부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량 습득을 위한 시범 또는 실제업

무 병행을 통하여 교육훈련을 한다.

4.19.4.3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은 4.19.1항의 초기교육 내용 중 소관 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도입된 신기술 등을 포함하여 교육훈련을 시행한다.

4.19.4.5 이동지역 내의 토목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직원 및 토목시설 협력업체 직원은 토목

시설 유지보수의 기술력 향상과 안정적 유지보수 기법의 전수를 위해 다음의 교육을 

실시한다.

4.19.5 교육방법

4.19.5.1 교육훈련은 실기 및 강의식 강의로 실시되며, 교육교관은 해당과목에 대한 교안을 작

성하고, 공항공사 인재개발원 또는 기타 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수료한 경우 해당교육과

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4.19.5.2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충분한 경험과 적정 자격 등 전문성을 겸비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구분 해당경력 및 자격 요건

전문교육 

수료자

1. 해당분야 경험(3년 이상) 및 국내외 교육기관 교육수료(2주 이상)

2. ICAO가 인정하는 공항안전검사관 교육과정 수료

해당분야 

전문가

3. 국내외 전문대학 이상 해당분야 강의

4. 국내외 항공관련교육기관 해당분야 강의

5. 항공분야 근무 공무원(5급 이상)

6. 항공안전검사관 자격 보유 또는 관련경력 보유

기타 7. 기타 풍부한 항공분야 지식과 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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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 교육훈련 기록의 보관

각 개인별 교육훈련 현황은 개인별 파일로 관리하고, 교육훈련기록은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하고, 국토교통부 공항운영증명 검사관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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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항행정(Airport Administration) 및 안전관리시스템

5.1 공항행정

5.1.1 이 규정에 언급된 인천국제공항의 조직구조는 <표 8>과 같다.

5.1.2 이 규정에 언급된 부서별 담당임무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부서 임무 연락처

운항계획팀

공항운영규정 관리업무 총괄

항공정보간행물(AIP) 정보관리

장애물제한표면 관리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계획(SMGCS PLAN) 관리

전화 032)741‐2601

팩스 032)741‐2085

운항안전팀

이동지역 안전관리 

공항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자체안전점검 프로그램 관리

조류퇴치 등 야생동물 관리 

이동지역 운전자 교육 및 차량 관리

안전도 검사장 및 위험물 차량 정기점검

전화 032)741‐2604

팩스 032)741‐2085

계류장운영팀
계류장 자원관리

항공기 주기장 배정 및 항공기 소산

전화 032)741‐2629

팩스 032)741‐2085

계류장관제팀
계류장관제업무

계류장지역 항공교통 통제

전화 032)741‐2606

팩스 032)741‐2615

비행장시설팀

표지(Markings) 기준관리 및 유지보수

포장면 파손 및 균열 보수

이동지역 포장면 지지강도 관리

파편 및 오염물질(FOD) 제거

활주로 표면관리 및 고무제거

초지지역 유지관리(예초작업)

제설계획 수립 및 시행

배수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전화 032)741‐2685

팩스 032)741‐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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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임무 연락처

플랜트시설팀
․급유시설 운영관리

․위험물(항공유) 저장과 취급 점검

전화 032)741‐2456

팩스 032)741‐2680

계기착륙팀 계기착륙시설 관리
전화 032)741‐2701

팩스 032)741‐2085

항공통신팀 항공정보통신시설 관리
전화 032)741‐2704

팩스 032)741‐2085

공항레이더팀 공항 레이더시설 관리
전화 032)741‐2706

팩스 032)741‐2085

지상레이더팀 지상 레이더시설 관리
전화 032)741‐2517

팩스 032)741‐2085

항공등화팀

항공등화시설(AGL) 운영 및 관리

항공등화시스템(A-SMGCS) 운영 및 관리

표지판(TGS) 관리 및 유지보수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운영 및 관리

Airside 전기설비 운영 및 관리

전화 032)741‐2806

팩스 032)741‐2085

재난관리팀

․ 공항비상계획(AEP) 개정 및 관리

․ 재난/위기대응 훈련 계획 및 시행

․ 풍수해 및 설해대책 수립, 시행

전화 032)741‐2072

팩스 032)741‐2550

통합운영센터

공항운영의 비정상 및 비상 상황 발생시 초기대응 

및 상황관리

풍수해/제설/성수기/황사 대책 상황반 운영

전화 032)741‐2527

팩스 032)741‐2950

소방안전팀

구조·소방업무 관리감독 및 등급 결정

항공기 사고처리중 구조소방 훈련계획 수립,시행

위험물 저장과 취급 점검

전화 032)741‐2646

팩스 032)741‐2085

보안계획팀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 및 관리

보호구역 출입통제 

전화 032)741‐2552

팩스 032)741‐2558

보안경비팀 보호구역 출입통제 
전화 032)741‐2554

팩스 032)741‐2789

보안검색팀
보호구역 출입통제 

인원 및 차량의 보안검색 감독

전화 032)741‐2556

팩스 032)741‐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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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공항운영규정의 열람 및 배포

5.1.3.1 공항운영규정의 전자 복사본을 인천국제공항 Homepage(www.airport.kr)에 등재하여 공항운영 

관계자 및 공항공사 전직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배포처로 규정된 대내외 

관련부서에는 규정의 사본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5.1.3.2 공항시설법에 의거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 및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 공항운영규정의 

내용에 관련된 모든 직원과 유관기관 및 입주업체의 직원들이 공항운영규정 개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면 배부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공지한다.

5.1.3.3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처리된 공항운영규정의 원본은 국토교통부와 공항

공사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5.1.4 규정의 개정과 관리

5.1.4.1 업무 분야별 관련부서장은 소관분야에 대한 정보나 절차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있으

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운항계획팀장에게 문서로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5.1.4.2 운항계획팀장은 공항운영규정의 원본과 사본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야 한다.

5.1.4.3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 개정기록표 및 유효목록표에 국토교통부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기록표에 개정번호, 개정일자, 수록일자 및 개정한 사람의 서명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1.4.4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제39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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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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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항안전관리시스템(SMS)

5.2.1 목적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서 수행하는 공항안전관리시스템 (Safety 

Management System, 이하 ”SMS”라 한다)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며,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5.2.2 안전정책

5.2.2.1 안전정책은 임직원이 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공항안전과 SMS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인식시키고, 안전목표 및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SMS에 대한 경영진의 참여

2. 안전을 우선하는 의사결정의 추구

3. 임직원의 안전책임과 역할

4. SMS의 적절한 이행방법과 자원배분

5.2.3 안전목표

5.2.3.1 안전관리책임자는 공항의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과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정한 국가 안전정책·항공안전목표·안전기준

2. 안전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3. 이용 가능한 인적ㆍ물적 자원

4. 조직의 환경 및 안전문화 수준

5. 위험평가 결과

6. 안전관련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의 검토

7. 전년도 검사결과 및 경영진 검토

8. 지속적 개선의 의지 표현 및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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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목표 수립시 국가 항공안전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허용가능한 안전성과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5.2.3.3 공항운영분야의 안전목표는 매년 국가의 항공안전목표를 반영하여 수립한다.

5.2.4 안전 조직 및 책임

5.2.4.1 공사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안전관리업무의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조직을 

구성한다.

1. SMS총괄 : 사장

2. 안전관리책임자 : 운항본부장

3. 안전관리자 : 운항시설처장

4. SMS위원회

5. SMS실무위원회

5.2.4.2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성 향상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원활한 위해요인 관리와 위험평가 

3. 위험평가,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각 사에 안전문제에 관한 조언

4. 위급상황 대처계획 수립

5. 사고와 준사고의 초등조치

6. 적절한 안전 정보의 전파

7. 직원의 안전교육과 자격관리

8. 안전관리 문서화의 조정

9. 안전관리조직(SMS위원회 등)에의 참여ㆍ의견조정 및 유관기관 입주업체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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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안전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보좌

2. 위해요인의 지속적인 수집

3. 이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인 관리와 위험평가

4. SMS 관련문서의 관리

5. SMS시행에 관한 조언∙지도∙협력

6. SMS 관련정보 수집, 관련 발간물 출판 및 배포

7. SMS위원회 및 SMS실무위원회 구성·운영

8. SMS감사준비 및 시행

5.2.4.4 SMS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사장

2. 부위원장 : 안전관리책임자

3. 간사 : 안전관리자

4. 위원 : 각 입주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 유관기관 담당관 및 공항공사의 관련부서장

5. SMS위원회는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안전에 관련한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한다.

5.2.4.5 SMS위원회가 조정∙심의∙결정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정책,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 심의

2. 안전성과에 대한 평가

3. 안전관리책임자가 SMS위원회의 조정∙심의∙결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상정한 사안

4. 상기와 관련된 대처방안 시행에 필요한 역할분담 및 간섭사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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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SMS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실무위원장 : 안전관리자

2. 간사 : SMS전담부서 담당자

3. 실무위원 : 공항공사 관련부서, 유관기관 및 입주업체의 SMS 담당자

4. SMS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회의를 소집∙개최하며, 회의참석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5.2.4.7 SMS실무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및 SMS실무위원이 SMS실무위원회의 조정∙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한 사안에 대한 협의

2. SMS위원회 상정안의 실무협의

3. 위해요인 식별, 위험 평가

4. 위해요인 식별,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대처방안 시행 방법 협의 및 조정

5.2.4.8 공항공사의 각 부서 및 입주업체 SMS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분야의 SMS운영에 관한 업무

2. 해당 분야의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평가

3. 기타 SMS 관련 업무

5.2.4.9 효과적인 SMS의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는 부록 9 3.3에 명시되어 있다. 

5.2.5 내부 안전감사

5.2.5.1 감사는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년 1회 및 필요시 추가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12개월 이상 보관한다.

5.2.5.2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감사계획

2. 감사시행

3. 감사보고

5.2.5.3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한다.

1. 감사의 목적, 대상 및 일정

2. 감사팀 구성(자격조건, 경력, 인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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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감사는 문서감사와 업무감사로 시행한다.

1. 문서감사 : SMS관련문서, 위험성 평가 후 대처방안 시행 관련 문서 등

2. 업무감사 : 현장감사, 면담 등

5.2.5.5 감사팀은 감사시행의 결과와 감사팀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항공사의 

사장에게 보고한다. 

5.2.6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5.2.6.1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문화와 안전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2.6.2 교육훈련은 SMS담당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며, 초기교육, 

정기교육으로 구성된다.

5.2.6.3 교육훈련 내용은 SMS를 이해하고 공항에서 SMS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세부내용은 부록 9 6.1에 의한다.

5.2.6.4 안전관리책임자는 SM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안전관리업무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2.7 SMS 이행에 대한 세부절차

SMS이행에 대한 세부절차는 이 규정의 분권 관리되는 부록 9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공항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에서 별도 지정한 배부처에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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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제한사항

6.1 공항시설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달리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공항 내 해당지역 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한다.

6.2 면제 또는 예외사항

6.2.1 공항의 시설 또는 운영절차 등 공항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공항의 물리적 특성, 

시설 및 장비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공항 안전운영기준과 달리 면제 또는 예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지침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2.1.2항에 의거 기준 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 하였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승인을 통보하고, 공항운영자는 면제 또는 예외 되는 사항은 AIP 등에 등

재 요구하여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2.3 면제사항

관련기준
면제사항

(기간)
승인 근거 조치사항 비고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3조 

항공기 제트분사(Jet Blast)

로부터의 보호

(비행장시설설치기준 제41조 

항공기 주기장 이격거리)

항공기 주기장과 

주변 GSE 차량 

도로간 최소 안

전거리

공항운영안전기준

부칙 제2조

(’03.11.10/ 

’06.11.29/ ’10. 

6.14)

․ 해당주기장 항공기 주기시 

안전시설물(라바콘) 설치

․ 최소출력 엔진 점검 GSE 

도로에 항공사 안전요원 배치

․ 도로후면에서 차량 및 장비 

운행시 4.11.5.4.1항 준수

해당사항에 대한 위

험 평가(별도의 추가 

안전조치 없이 수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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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예외사항

관련기준 예외사항(기간) 승인 근거 조치사항 비고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4조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
안전구역의 관리

(비행장시설설치기준
 제39조 유도로대)

제3활주로지역 유

도로대 내 개거배수

로 유지

공항기준담당관

‐219 (’08.5.6)

․ 개거배수로 구간 그루빙 설치 

(‘08.9)

․ 개거배수로 침석, 유실, 장애물 

및 FOD 발생 대비 관리 철저

 -

6.3 기준미달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또는 대체운영절차

관련기준 기준미흡사항

개선계획 대체운영절차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결과
(시행기간포함)

대체운영절차(대체시설포함)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3 공항시설기준

(비행장시설설치기준 

제39조 유도로대)

제1,2활주로지역 

유도로대 내 

개거배수로, 

U형 측구

- -
운항관리처-3817

(’09.8.13)

〔대체운영 절차 수립〕

․ A, B 유도로 Taxi 속도 30knots 

미만으로 제한

․ 개거배수로 및 U형 측구 침식, 

유실방지 및 관리

 ※ 속도제한사항 AIP 반영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3 공항시설기준

(비행장시설설치기준 

제33조 유도로최소 

이격거리)

A,D유도로와 

장애물 간격

-통풍구(42~50m)

-차도난간시설(55m)

- -
운항관리처-3817

(’09.8.13)

․ 기준미흡구간 AIP 반영

 (항공학적 검토 결과 별도의 조

치사항 없이 수용 가능)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3 공항시설기준

(비행장시설설치기준 

제33조 유도로 

최소이격거리)

항공기주기장

유도선(Taxilane) 

중심선과 장애물간 

이격거리 F(47.5m) 

기준 미충족

- -
운항관리처-3817

(’09.8.13)

〔대체운영 절차 수립〕

․ B747-8F 기준 안전거리 (45m = 

69/2 + 3 + 7.5) 확보(47.1m)

․ 후면 주기장 보호선 이설(유도로 

중심선부터 45m 지점)

․ 위험요소 SMS 위험관리 서식에 

등재 관리 

․ F급 항공기 운항수효에 따른 화

물 주기장 추가 3단계 확장설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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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준 기준미흡사항

개선계획 대체운영절차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결과
(시행기간포함)

대체운영절차(대체시설포함)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3 공항시설기준

(비행장시설설치기준 

제41조 항공기 주기장 

이격거리)

제1화물계류장 내

B747-800(F급) 

항공기 주기시

항공기 주기장

최소 이격거리(7.5m) 

미충족

- -
운항관리처-3817

(’09.8.13)

〔대체운영 절차 수립〕

․ 지정주기장(603, 604, 606, 607, 

616, 623, 624, 626, 627, 636)에 

B747-800 주기장 배정

․ 최소 이격거리 부족 인접 주기

장 D급으로 제한 운영

․ 위험요소 SMS 위험관리 서식

에 등재 관리 

․ F급 항공기 운항수효에 따른 화

물 주기장 추가 3단계 확장설계 

반영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3 공항시설기준

(비행장시설설치기준 

제33조 유도로 

최소이격거리)

정비계류장 R18, 

R20 진출입 연결 

유도로와 

장애물간 

최소이격거리 F급 

미달

- -
운항관리처-1796

('12.4.27)

〔대체운영 절차 수립〕

․ F급 항공기 자력이동 불가 및 

토잉카(Towing tractor) 견인 

조치(견인속도 5㎞/hr 이하)

․ F급 항공기 양측 날개 안전요

원 (Wing guard) 배치

․ 항공기 정비요원 탑승 및 지상 

감시자(Interphone  man) 통신

체제 유지

※ 단, 대체운영절차 운항이 아닌 

정비(세척) 목적으로 운영한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제58조 표지판(Signs)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 제38조 

유도로안내등)

활주로탈출표지

판 설치위치

(교차지점으로부

터 60m이상 

출구지점) 미충족

- -

공항안전

환경과- 1116

(’21.4.16)

〔대체운영 절차 수립〕

․ 항공학적 검토 심사 결과에 따라 

수용가능 의결

․ 고속탈출 유도로별 최적의 

위치에 표지판 설치 운영

․ 운영개시 후 시범운영(3개월)

기간동안 조종사 의견 적극 수렴 

후 표지판 설치 간격 조정 등 

혼란 최소화 대책마련

6.4 유예 사항

관련근거

유예사항

조치완료예정

지적사항 유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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