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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계획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행되는 동절기 제설(눈/얼음)절차를 수립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과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목적이 있다.

2. 관련규정

- 국토교통부『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절 제설계획(SNOW PLAN)

- ICAO Doc9137 Airport Services Manual Part2 Pavement Surface Conditions

3. 적용범위

- 본 계획은 동절기 인천국제공항내 이동지역과 관리지역의 제설활동에

적용되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

본지침(대통령훈령 제361호)」을 근거로 인천공항에 대설 재난 위기

상황 발생 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을 규정한 [설해(대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대응활동에 적용한다.

- 본 제설계획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이동지역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며,

그 외 관리지역은 지역별로 관련부서에서 별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관계기관 및 일반적 임무사항

- 서울지방항공청(이하 “서항청”)

▪ 강설시 항공기 운항제한, 활주로 폐쇄(부분) 및 설빙고시보

(SNOWTAM) 발행

▪ 이동지역 제설작업 시 제설작업 차량 및 장비 통제

- 항공기상청(이하 “기상청”) : 최신 기상자료 전파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 이동지역 및 관리지역 제설작업

- 항공사, 지상조업체 : 주기 항공기 주변 제설작업 시행

      



ㄴ

공항운영규정

부록3 인천국제공항 제설계획

Rev.25

2 / 19

제정 : 2003.11.20.                       2                           개정 : 2020.1.2  

5. 제설계획의 관리

5.1 배 포

공사 사장은 동 계획을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사 및 지상조업체에

배포할 책임이 있으며, 년 1회(동절기전) 검토 보완하여 당해년도

제설활동에 적용 활용한다.

5.2 열람 및 숙지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관계자는 본 계획을 열람(www.airport.kr)

하고 내용을 숙지하여 제설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5.3 통신망의 점검

공사는 관련기관 및 업체의 비상연락망을 이 계획 검토 보완 시에

재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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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설계획

1. 제설대상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명 전체면적(㎡) 1차면적(㎡) 2,3차면적(㎡)

이동지역

활주로 915,000 465,000 450,000
유도로 1,915,957 993,945 922,107
여객계류장 3,772,758 739,460 3,033,298
화물계류장 915,076 128,050 787,026
정비계류장 180,432 - 180,432
제빙계류장 644,416 269,789 374,627
격리계류장 29,478 - 29,478
기 타 655,229 - 655,229
소 계 9,028,346 2,596,244 6,432,197

관리지역

T1 진입도로 97,920 97,920 -
T1 전면도로 101,378 101,378 -
T2 진입도로 238,349 238,349 -

T2 전면도로 73,514 73,514 -
T1～T2 연결도로 145,570 145,570 -

기 타 1,644,753 930,531 714,222
소 계 2,301,484 1,587,262 714,222

합 계 11,329,830 4,183,506 7,083,960

2. 제설작업 업무범위

구 분 제설 책임

이동

지역

기동지역 활주로 및 유도로 공사 공항시설처에서 시행

계류장

유도로 및 유도선 공사 공항시설처에서 시행

주기장

(주기장내 항공기 주기시)
항공사 및 지상조업체에서 시행
공사 공항시설처에서 눈더미(Snowbank)
제거 및 제설자재 지원

(주기장내 항공기 주기되지 않을시)
공사 공항시설처에서 시행

장비정치장 항공사 및 지상조업체에서 시행

등기구 주변 및 전기통신시설 공사 친환경공항처 및 항행처에서 시행

항행시설주변 공사 항행처에서 시행

급유시설지역 공사 기계시설처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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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설작업 범위

관리
지역

접근도로(차량통행로) 공사 공항시설처에서 시행

접근도로 노견 및
보행로지역 각 본부·실(원)별로 담당구역 제설작업 시행

3. 설해대책본부조직도(「풍수해(대설) 재난항공분야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의함)

※기타 미편성 부서 : 종합상황실장 지휘에 따라 기타 지원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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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반별 임무(「풍수해(대설) 재난 항공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의함)

구 분 임무 / 역할 비 고

본 부 장
(사 장)

ㅇ 대책본부 재난상황 종합 및 관리

CRO
(부사장)

ㅇ 본부장 보좌 및 부재시 직무대행

전사위기관리
위원회

ㅇ 위험식별시 자체위기판단회의 실시
위원장 : 사장
위원 : 본부장 및

실장

종합상황실장
(인프라본부장)

ㅇ 설해재난 수습‧복구대책 총괄
ㅇ 각 대책반 업무조정 및 통제
ㅇ 비상경영계획 운영
ㅇ 재난수습․복구 종합대책수립

지원반

§ 설해상황 발생 관련기관 및 부서 전파
§ 대책반별 필수요원 비상소집 및 응소현황 파악
§ 공항비상관리센터 상황실 및 이동지휘소(MEMU) 운영
§ 대책본부 산하 각 대책반 운영현황 파악
§ 재해수습상황대내외보고-사상자/시설물피해/공항운영현황등
§ 제빙/제설단계 접수 및 상황전파
§ 관계기관 연락/정보수집

상황반
(통합운영센터)

§ 인천공항 비상보안대책 시행
§ 설해현장 및 비인가자 출입통제
§ 보안관련 유관사항 긴급조치
§ 경비보안시스템 등을 활용한 상황 녹화지원

보안통제반
(항공보안처,
경비보안처)

§ 대정부/국회 협조체계 구축
§ 프레스룸 운영 및 언론취재 지원
§ 최초 언론 브리핑 준비(서항청 협의)
§ 재해수습및복구상황발표등언론브리핑준비(국토부협의)
§ 기타 유관사항 긴급조치

대외협력반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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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반

§ 재난발생시 A/S 비상운영
* 운항스케쥴 조절프로그램 운영 및 제빙관제인력 투입
* 항공기, 차량, 장비 대피 및 운행통제

§ 항공기 운항현황 및 제빙현황 제공
§ 항공기 운항스케줄 조정 및 협조
§ 계류장내 항공기 통제강화
§ 유관기관, 항공사, 조업사 협조체계 강화유지

운항대책반
(운항서비스처)

§ 여객터미널, 탑승동, 교통센터, 부대건물 비상 운영
§ 터미널내 안내방송, 질서유지 및 운영통제
§ 장기 체류객 지원 및 보호
§ 교통시설 운영 및 교통상황 통제
§ 항공기 운항현황 파악, 전파
§ 상업시설, 자유무역지역, 공항주변지역 입주업체의
제설작업 계도 및 상황파악

§ 커브사이드 및 주차장 진출입로 등 외부 여객이용시설
제설작업

§ 항공기지연, 제빙 등에 따른 여객안내 등
§ 자기부상철도 등 주변지역 제설

운영지원반
(여객가치혁신처,
교통서비스처,
상업서비스처)

§ 제설상황실 운영
§ Airside지역 및 Landside지역 제설작업
§ 자유무역지역 제설작업
§ 제ㆍ방빙장 수문관리

시설대책반
(제설상황실)

§ 활주로 표면상태 점검 및 보고 (이동지역안전관리소)

§ 여객터미널 등 소관 부대시설 주변지역
§ 교통센터 주변지역, 부대건물지역 제설작업
§ 탑승교 주변 제설작업
§ 제빙작업 관련 환경점검 실시
§ 항행안전시설 등 주변 제설작업
§ 항행안전시설 및 비행장시설 상태점검
§ 수하물시설 점검 및 주변 제설작업
§ 건설공사지역 제설상황 파악
§ 필요시 제설작업에 필요한 중장비 지원

시설대책반
(터미널시설운영처,
공항시설처
기계시설처,
친환경공항처,
항행처,
물류처,

건설사업단)

§ 대책본부 운영지원(인력, 물자, 후생 등)
§ 긴급구호물자(물품, 의약품, 차량 등) 확보,
투입(장기체류객 발생시 구호물품 지급)

§ 재해수습 및 복구인력/장비 운송지원
§ 공항청사 주변 제설작업 총괄
§ 통신실, 공항청사 및 IBC지역 주변 제설작업
§ 구호/구난용 장비, 물자, 자재 등 긴급구매
§ 기타 유관사항 긴급조치 및 협조
§ 2차 피해예방/복구 소요예산 편성

물자지원반
(인사노무처,
재무처)

§ 인명구조, 사상자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반
(공항소방대)

총괄부서 § 대책본부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안전혁신실

5. 설해대책본부 운영(설해(대설)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의함)
5.1 통합운영센터는 설해대책 상황반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근 무 장 소 연 락 처
통합운영센터 032)741-2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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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항시설처는 기상상황별 대응단계 발령에 따라 응소하고 제설상황

실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주 간 야간 및 휴일
근무장소 연 락 처 근무장소 연 락 처

공항시설처
032)741-2693
032)741-7371∼2

제1계류장관제탑 10층
제2합동청사 4층

032)741-2691～2
032)741-2648～9

5.3 기상상황별 위기 경보 및 근무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계 판단기준 기상상황 주요활동 비상단계

관심
(Blue)

∙공항소재지에 대설예비특보 발령 시
∙강설로 인하여 결항 항공편
예약인원이 1,000명 이상 발생하거나
출발 항공편 5편 이상 연속적으로
결항 또는 운항중단 되는 경우

∙강설확률
50%이상
예보시
(인천기상대)
∙강설예보시
(항공기상대)

징후
감시활동

상황반
운영
(IOC)

＊제설상황실
운영

주의
(Yellow)

∙대설주의보가 발령 시
∙대설로 인하여 결항 항공편
예약인원이 3,000명 이상 발생하거나,
여객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발생하는
경우

∙강설개시∼
24시간
신적설량
5cm 미만

협조체계
가동

상황반
운영
(IOC)

＊제설상황실
운영(비상근
무 확대)

경계
(Orange)

∙대설경보가 발령되고 공항시설물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농후할 때
∙대설로 인하여 당일 출발예정
항공편의 50%이상 결항 또는
운항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여객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5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24시간
신적설량
5cm∼20cm
미만

대비계획
점검

상황반
운영

강화(IOC+
대책반별
상황근무자)

근무장소:
공항비상관리
센터 또는
소속사무실/현
장 및 풍수해
상황실 근무

심각
(Red)

∙대설경보가 발령되고 공항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설로 인하여 당일 항공편이 결항
또는 운항중단 되거나 익일 항공편
결항까지도 예상되는 경우, 여객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1,0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24시간
신적설량
20cm 이상
∙공항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
태세 돌입

재난수습
대책본부 구성

∙종합상황실장
: 인프라본부장
∙상황반장:
통합운영센터장
∙상황근무자:
4개 대책반
근무자

대책본부(AEMC)
합동근무

＊관심단계시 제설상황실 운영하며, 단계별로 시설대책반 대응계획에 따라 비상근무조 투입

＊심각단계시 AEMC 응소대상 : 상황반(1명), 운항대책반(1명), 운영대책반(1명), 시설대책반(2명), 물자지원반(1명)

주) 제설상황실 운영 : 공항시설처(비행장시설팀, 토목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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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상황반은 강설예보시에서 강설종료 시점ㆍ제빙단계 발령해제시까지

운영한다. 단, 기상상황이 관심단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황반을 운영한다.

5.5 상황근무자는 주기적으로 기상예보를 파악하여 전파한다.

5.6 제설상황실 및 대책반은 기상상황별 대응단계 및 근무기준에 의거하여

응소하고 소관 제설구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5.7 본부(대책반)별 상황요원 및 제설상황실은 상황반에 정기적인 상황을

보고한다.

5.8 단계별 상황에 따라 설해대책본부장 판단 아래 전사위기관리위원

(각 본부장/실장)과 협의하여 전 직원을 비상소집한다.

6. 제설작업 절차

6.1 동절기 주간(일과중) 공항시설처는 매일 기상을 파악하고, 강설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제설상황실 근무를 실시하며, 제설상황실 근무자는 기상예보에 따른

예상적설량을 감안하여, 강설시 소집되어야 할 필요 인원을 파악

하고, 비상연락망을 정비한다.

- 자회사는 제설작업시 투입될 장비 및 자재 상태를 점검하고, 사

용가능한 자재의 수량을 파악하며, 각 상황단계별로 계획된 비

상근무 인원을 소집 한다.

6.2 제설상황근무자는 주기적으로 기상예보를 파악한다.

6.3 운항서비스처와 협의하여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통신센터의 설

빙 고시보(SNOWTAM) 발행 및 관제탑의 활주로 폐쇄여부를 확인

하고 필요시 제설작업 관련 항공고시보(NOTAM)의 발행을 의뢰한

후 제설 작업을 개시한다.

6.4 관제탑, 계류장관제소와 협의하여 제설작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

행 한다.

6.5 공항운영규정 4.5.5.1에 따라 활주로 마찰계수 측정 시 활주로의 마찰측정

값이 0.4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단, 마찰측

정값이 0.26 이상이고 계속된 강설로 타 활주로에 대한 제설작업이 우

선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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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표지판(Signs), 등기구 및 항행시설 주변은 친환경공항처 및 항행

처에서 장애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제설작업을 시행하며, 활공각 장

치(Glide Slope) 전파보호구역내 적설량을 점검하여 45cm 이상 적설

시, 제설상황실에 제설작업을 요청한다.

6.7 공항시설처에서는 전파보호구역내 제거기준을 초과한 눈을 지정된

사설장으로 이동/적치시킨다.

7. 제설장비의 배치

7.1 제설장비 확보

- 공사 공항시설처는 국내 및 ICAO 권고기준에 따라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산정, 확보하여야 한다.

* 제설장비 산정 근거【첨부1】참조

7.2 제설작업 계획

- 기동지역 : 활주로 및 연결유도로를 3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관

제탑과 협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제설작업 시행

- 계류장 : 지역별로 제설작업팀을 배치, 계류장관제소와 협의하여

제설작업 시행

* 제설작업계획도【첨부2】참조

7.3 제설장비 배치

- 제설장비 : 73대(예비 장비 11대 포함)

- 장비 배치 : 기상상황 등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한다.

8. 기동지역 제설작업 세부절차

8.1 제설작업 착수 전, 중, 완료 후 단계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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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활주로 및 유도로의 제설작업은 견인식 및 일체식제설장비가 일정 대

형을 이루어 수행하며, 항공기 운항 및 기상상황에 따라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단계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활주로 제설작업 대형(예시)

A 대형 B 대형

8.3 상세 제설작업방법

- 상세 제설작업방법은 매년 11월까지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 정

한다.

9. 계류장지역 제설작업 세부절차

9.1 계류장 유도로(선)

- 공사 운항서비스처와 공항시설처간 사전 협의된 절차에 따라 제

설작업을 시행한다.

9.2 주기장

- 항공기 주기 시 :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자체 보유 장비를 활용 제설

작업을 시행한다.

- 항공기 비주기 시 : 공사 공항시설처에서 시행한다.

- 강설예보 시 지상조업사에서는, 각 사별로 3시간 이내에 작업이 필

요한 주기장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제설상황실로 작업을 요청해

야야 하며, 세부절차 및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세부절차

업체별 담당자 ▶

요청

제설상황실 ▶

지시

지역별 제설작업자

우선순위 선정
Fax : 032)741-2193

Mail : airside_snow@biz.airport.kr
필요지역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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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장 제설작업 요청양식

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직위 연락처

○○○ ○○○팀 ○○○ ○○ 032-000-0000

순위 편명
주기장

IN/OUT 시간 비고
여객 화물 기타

1 AB000 27 00:00(IN/OUT) (예시)

2

∼

* 우선순위는 각 회사별 최대 10개소까지 선정하고 순위 변경시 재송부

00월 00일(월) 00:00 기준

- 공사 공항시설처에서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와 사전 협의된 장소에 고

상제설제(요소), 제설작업도구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외 고상제설제(요소) 임시보관소를 추가 운영한다.

구 분 임시보관소

T1 10, 43

T2 233, 246, 255, 266

탑승동 114, 115

화물계류장 606, 627, 647

- 공사 기계시설처에서는 강설예보 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탑

승교의 위치, 높이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 공사 항공보안처 및 경비보안처에서는 폭설 등으로 인해 외부 지원

장비의 투입이 필요할 경우 출입 등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9.3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준수사항

- 강설시, 주기장 내 동력장비 체인장착

- 항공기 내 사용수 주기장내 방류 금지

- 주기장 내 조업장비 및 화물 방치 금지

- 초크, 라바콘 등 제설작업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주기장내 방치 금지

- 편대로 이동하는 제설장비 사이 끼어들기 금지

9.4 상세 제설작업방법

- 상세 제설작업방법은 매년 11월까지 운항서비스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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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와 동절기 제동능력 보고

10.1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 및 보고는 관련규정에 따라 운항서비스처

(이동지역안전관리소)에서 실시한다.

10.2 활주로 상태보고는 물, 눈, 진창, 얼음 또는 서리로 인해 활주로 표

면상태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며, 국제표준보고방식

(GRF, Global Reporting Format)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

정보 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공항운영규정

4.5.5.1에 따라 활주로 마찰 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마찰측정이

완료된 후에는 측정 마찰계수 값을 관제탑과 항공정보통신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제설자재

11.1 인천국제공항 이동지역에는 금속부식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설자재를

사용한다.

- 액상제설자재 : 초산칼륨(Potassium Acetate)을 사용하며, 항공기 주

요 이동로에 주로 사용한다.

- 고상제설자재 : 개미산염(Sodium Formate), 공업용요소(Urea)를 사

용하며, 주기장 및 GSE도로에 주로 사용한다.

11.2 제설자재는 결빙온도를 낮추고, 얼음형성을 지연 또는 방지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제설작업 전 또는 후에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살포한다.

11.3 제설자재는 매년 제설작업 횟수 및 사용량을 분석/평가하여 필요

량을 산정한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되, 기상이변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할 것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제설작업 10회) 이상으로 필요량

을 산정한다.

* 제설자재 산정기준【첨부3】참조

12. 적설한 눈의 처리 및 수거장소

12.1 당해 공항에 취항하는 최대 기종을 기준으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 인접지역의 눈더미

(Snowbank)를 제거하여야 하며 활주로의 눈더미(Snowbank) 제거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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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유도로 및 계류장과 같이 저속으로 운행되는 지역의 눈더미(Snowbank)

높이는 항공기 엔진에 흡입되지 않도록 적합하게 처리한다.

12.3 제거기준을 초과하거나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눈더미(Snowbank)는 각 활주로 말단 녹지대 등 지정된 사설장으로

이동/적치시킨다.

* 사설장 현황도【첨부4】참조

13. 전파 경보체계

13.1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단계는 상황반에서 발령한다. 단,

공항시설처는 제설작업 사전준비 등에 필요한 경우 제설작업자에

한해 조기 발령할 수 있다.

13.2 주간(일과중)에는 전자메일(Mail) 등을 통하여 직원을 소집한다.

13.3 야간·휴일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여 상황을 전파

하고 필요시 제설상황실, 대책반 상황근무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한다.

14. 제설장비의 정비인력 운영 및 지원 절차

14.1 강설예보 시 제설장비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해 최소 정비인력 1인

이상을 대기시켜야 한다.

14.2 자회사는 정비인력부족 시, 제작사(국내대리점)에 정비인력 지원을 즉

시 요청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15. Airside 제설작업 인력 운영

15.1 공사 및 자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인력을 운영해야한다.

15.2 제설인력은 교대근로가 가능하도록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폭설 등으로 인력이 부족할 경우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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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자회사는 강설시작 예보시간 전까지 인력을 비상소집해야한다. 단,

갑작스런 예보 또는 예보변경 시에는 동 사실을 인지한 즉시 비상

소집 내용을 전파해야한다.

16. 제설작업자 교육 및 훈련

16.1 공사 공항시설처는 자회사와 합동으로 동절기 전 후 제설작업자 워

크숍을 개최하여 개선사항을 발굴 및 시행한다.

16.2 자회사는 신규 및 기존 직원에 대해 자체 계획에 따라, 제설장비운

영, 정비 등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기동지역 및 계류장에서 야

간 제설작업 훈련을 6회 이상 실시한다.

17. 활주로 폐쇄시기 결정 등에 관한 협조절차

17.1 관제탑은 항공기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제설작업을 통제하고, 활주로

제설작업에 따른 활주로 개방 및 폐쇄를 전파한다.

17.3 항공정보통신센터는 측정된 마찰계수와 노면상태 등 종합적인 자료를

통하여 설빙고시보(SNOWTAM) 발행 및 해제를 담당한다.

관제탑
032)740-2421

항공정보통신센터
032)740-2261～3

제설상황실
032)741-2691～2

항공사 및
지상조업체

기상청
032)740-2800

18. 유관기관 보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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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설작업 장비 및 도구 등의 확인

19.1 제설장비는 비 동절기에도 월간점검을 시행하며, 동절기 제설기간

직전에는 총괄적 점검을 실시한다.

19.2 제설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제설장비에 대한 수리여부를 판단하고,

다음 제설작업 시 사용 가능토록 점검을 실시한다.

19.3 자회사에서는 제설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해 점검결과를 참고하여, 소

모품 교환 및 예비품을 확보한다.

19.4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자재(고상제설제, 넉가래, 삽, 빗자루 등)를

확보하여 주기장에 비치한다.

19.5 지속적인 강설로 인해 사설장으로 운반에 필요한 자체보유 제설

장비 능력이 부족할 경우 외부장비를 임차한다.

- 비상시 보호구역 출입절차 간소화 완료된 임차장비 : 덤프트럭, 페

이로다, 백호우 등 12대

20. 제설 관계기관(업체) 협조

20.1 공항시설처는 동절기 전 제설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

렴하여 제설작업에 반영한다.

20.2 활주로 및 유도로(선)에 대한 제설장비 이동동선 등 상세계획은 관

제탑 및 계류장관제소 등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0.3 자회사는 공사와 협의하여 인력, 장비, 자재 운영 및 교육훈련 등

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제설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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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제설장비 산정근거

□ 환경기준

구 분 시간 온도 밀도 풍속 효율 두께

기 준 30분 -4℃ 400kg/㎥ 0km/h 70% 2.5cm

※ 연간 40,000회 이상의 정기운항편이 있는 공항 기준이며, 효율은 통상적인 기계효율 적용

□ 인천공항 대상면적 및 속도

구 분 면적(㎡) 속도

활주로

○ 제2활주로(15L-33R) 225,000
40km/h
(25mph)

○ 제3활주로(16L-34R) 240,000

소 계 465,000

유도로

○ 평행유도로(A) 112,500

40km/h
(25mph)

○ 평행유도로(C) 112,500

○ 평행유도로(D) 112,500

○ 평행유도로(N) 120,000

○ 평행유도로(M) 32,700

○ 직각, 고속탈출유도로(1활주로지역) 120,366

24km/h
(15mph)

○ 직각, 고속탈출유도로(2활주로지역) 162,345

○ 직각, 고속탈출유도로(3활주로지역) 221,034

소 계 993,945

계류장內

유도로

○ 여객계류장 739,460

32km/h
(20mph)

○ 화물계류장 128,050

○ 제빙계류장 269,789

소 계 1,137,299

계 2,596,244

□ 제설장비 정수산정

구 분 필요대수(정수) 現보유수량 비고

견인식 제설기(삽날길이 8m) 21대 21대 적정

일체식 제설기(삽날길이 5.5m) 17대 17대 적정

※ 견인식 제설장비 효율 = 일체식 ×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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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제설작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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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제설자재 산정근거

□ 제설제 살포기준

○ 살포 폭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GSE도로
24m

(≒접지대간격)
16m

(≒ Wheel path)
전체면적의 1/2

10.5m
(≒ 2～4차로 평균)

○ 살포량

구 분
액상

(초산칼륨)
고상

산정조건
요소 개미산염

방빙(Anti-icing) 25g/㎡ 20g/㎡ 20g/㎡ 0℃

제빙(De-icing) 50g/㎡ 112g/㎡ 54g/㎡ 0℃～ -3.9℃
Ice(0.8㎜이하)

※ ICAO, FAA 관련규정에서 제안한 기준 적용

□ 제설제 소요량 산출

○ 살포횟수 : 개항이후 제설작업 평균 작업횟수 10회 적용

○ 소요량 산정

- 액상제설제(초산칼륨) 확보 기준량 : 620,000ℓ

- 고상제설제 확보 기준량 : 600ton (공업용요소 460ton, 개미산 140ton)

구 분
살포량
(g/㎡)
①

살포면적
(㎡)
②

횟수
(회)
③

소요량
①×②×③

비 고

액상

방빙 25 826,336

10
206,584kg 우선(1차)제설구역

제빙 50 1,177,104 588,552kg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내 유도로

계
795,136kg

(≒620,000ℓ)
(비중 : 1.275)

요소

방빙 20 912,157
10

182,431kg

원격, 화물, 제방빙
계류장 및 GSE도로

제빙 112 249,412 279,341kg

계
461,772kg

(≒ 460ton)

개미
산염

방빙 20 188,270
10

37,654kg

T1, 탑승동, T2 계류장
제빙 54 188,270 101,666kg

계
139,320kg
(≒ 14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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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사설장 현황도

【첨부5】제설장비 대기장소 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