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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1988 년에서 1995 년까지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

부 문건, 국회 회의록, 언론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발안자, 설계자, 실무자,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이 각자 한국이 마주한 국제

화를 어떻게 해석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어떻게 연결시켰는가를 파악하려 시

도한다. 국제화와 인천국제공항 사이의 관계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계획 초기

부터 최종적인 목표로 제시되었던 허브공항이라는 개념에 집약되어 있다. 그

렇기에 본 논문은 허브공항 개념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당시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 관계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국제화에 대한 이해를 어떤 모습으

로 인천국제공항에 투영시키고 구현시켰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1988 년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부터 동북아

시아의 허브공항이 된다는 목표를 추구했다. 그러나 1992 년 완성된 건설 기

본 계획안에서 허브공항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알려지지 않

은 추상적인 개념이었다. 이때 허브공항보다 중요한 것은 허브공항의 이점을 

통해 영종도를 국제도시로 만든다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1992 년 이후 시민

단체의 저항과 국제화 담론의 확산으로 인해 기본 계획안이 동북아시아의 허

브공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이루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이는 

1994 년 신공항건설공단 설립, 국회 교통위원회 의원들의 비판 등의 사건으

로 이어졌고, 신공항건설공단은 1994 년 말부터 기본 계획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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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년 말에 기본 계획 변경안이 통과되기까지 공단은 여러 주제들을 

의제에 올려 토론을 하고, 자문을 받고, 시찰을 가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완성된 기본 계획 변경안에는 허브공항이 지상교통흐름과 항공교통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공간이라는 인식과 외부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

응할 줄 아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었다. 이는 사회학자 

마뉴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이 국제화 시대의 새로운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제안한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s) 개념과 많은 특성을 공유한다. 하

지만 공단은 허브공항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일관되게 관철할 수 없었다. 

교통부장관, 국회 교통위원회 의원들, 그리고 일부 자문위원들은 허브공항을 

통해 국제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믿음을 고수하고 있었고, 공단은 국제도시

를 위한 시설들을 축소했으나 완벽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결국 완성된 인천

국제공항의 시설 배치도는 국제화와 허브공항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이 아닌 

복수의 해석들을 담고 있었다. 본 논문은 이를 지리학자 도린 매시(Doreen 

Massey)가 말한, 여러 개의 시간적 궤적들이 교차하는 장소(place)의 모습으

로 파악할 것이다. 

 

표제어: 인천국제공항, 허브공항, 국제화, 흐름의 공간, 결절, 국제도시 

학번: 2018-2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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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질문 및 선행 연구 검토 

 

인천국제공항 건설 계획은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1988년에 시작하여 13년이 지난 2001년이 되어서야 1차 공사를 마친, 당시

까지 최대 규모의 금액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수도권 신국제공항 기본 계

획안은 용역사들의 작업으로 1991년 12월 24일에 완성되었고, 1992년 6월 

16일에 고시되었다. 1  수도권 신국제공항이 기획에서 기본 계획안 완성까지 

걸린 시간은 1988년에서 1992년까지 약 4년이었다. 이 무렵 한국의 정치〮사

회〮경제는 큰 변화를 겪었다. 1987년에는 정치체제가 민주화되었고, 1988년

에는 88 서울올림픽이 열렸으며, 1989년에는 해외여행이 전면적으로 자유화

되었다.2 1992년에는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문민정부의 시작을 예고

                                     

 

1 ‚수도권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 및 기본 계획(교통부 고시 제 1992-16호)‛, 『관보』 

12144호, 1992. 6. 16, 18-90. 
2 김정미, ‚해외여행 자유화‛,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globalTravel.do 

(2020.10.23 접속).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globalTrave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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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국제화는 이러한 대격변의 중요한 키워드였다. 세계가 이전보다 많이 이

어져 있으며 자유화를 겪은 한국이 국제세계에 새로 편입한 국가라는 믿음은 

점차 많은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 자리잡았다. 이러한 믿음은 치열한 국제적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과 한국이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위기

의식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언론은 국제화 시대에 한국이 생존하기 위한 방

법을 제시하고 실천했다. 인천공항의 건설 역시 이 흐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는 없었다. 항공 교통은 국가간 사람의 이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 인천공항 같이 수많은 승객들이 입출국, 혹은 환승을 

위해 방문하는 대형 국제공항은 국가나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 교통 네트워크

의 결절(node)이다.3 

이와 같은 국제공항의 위상 때문에 수도권 신공항 건설의 목표, 중요성, 

계획, 규모, 건설 주체는 계속해서 바뀌었다. 가장 명시적인 변화는 기본 계

획 고시로부터 불과 2년 뒤인 1994년 말에 공사를 중단하고 기본 계획을 대

대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공개 토론회, 신공항건설공단 

내부 토론, 전문 기관들의 자문 등을 수 차례 거친 뒤 확정된 기본 계획 변

경안은 1995년 10월에 승인되었다. 

이러한 초기 건설사에서 주목해야 할 개념은 허브공항이다. 허브공항은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수도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부터 신

공항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 목표는 심지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지만, 허브공항의 의미, 허브공항이라는 목표의 중요성, 구체성의 정도는 

끊임없이 바뀌었다. 특히 기본 계획 변경 과정 중 허브공항은 구체적인 내용

                                     

 
3 정혜진, ‚공항건축의 비-장소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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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여된 수사에서 명확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 것이 되었고, 이는 기본 계

획 변경안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하지만 이때 반영된 허브공항의 의미는 이

전보다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하지 않았다. 기본 계획 변경안에는 허브

공항에 대한 복수의 이해가 혼합되지 않은 채로 공존하고 있었다. 

중요한 점은 허브공항이 한국 내에서가 아니라 국제 질서에서 공항이 수

행하는 역할을 담은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 사업이 겪는 

변화 속에서 허브공항이라는 개념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수도권 신공항 건

설에 관여한 사람들이 국제화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떤 대응을 마련했는지, 

국제세계와 한국의 관계를 어떤 모습으로 파악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질문들

을 구체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천공항이 목적으로 한 허브공항의 의미가 

단일하지 않았다면, 신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행위자들 중 누가 허브공항

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허브공항에 대

한 그와 같은 인식은 국제화하는 세계, 세계와 한국 사이의 관계, 그리고 국

제공항의 역할에 관해 어떠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허브공

항 개념은 1992년에 완성된 신국제공항 건설 기본 계획안과 1995년에 완성

된 기본 계획 변경안에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었는가? 

본 논문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것

을 기대한다. 첫째는 당시 국제화라는 현상을 마주한 한국인들이 현상을 문

제화하고 대처한 방식이다. 이는 허브공항을 통해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우두

머리가 될 수 있다는 낙관부터 끝없이 변화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는 우려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있었다. 둘째로, 건

설 실무자들이 기본 계획 변경안에 담아낸 허브공항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

로써 국제 네트워크 속 결절이 단일한 기능을 목표로 조화롭게 작동하는 대

신 복수의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사람의 몸은 각 부위가 



 

4 

 

생명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충실하게 일하는 조화로운 전체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은 사랑니나 꼬리뼈처럼 생존과 무관한 흔적기관이 곳곳에 존재

한다. 이렇게 무용한 기관이 어떤 경위로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

해 과학자들은 진화라는 시간적 과정을 들여다본다. 인천국제공항의 시설 배

치도 마찬가지다. 언뜻 조화로워 보이는 배치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부조화

를 발견하고, 그것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인천국제공항이 수도권 

신국제공항이라고 불렸던 건설 초기 단계로 돌아가 변화를 추적하는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허브공항에 대한 역사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4  반면 공항 일반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적게나마 존재한다. 알래스테어 고든(Alastair 

Gordon)은 연구자가 아닌 작가이자 비평가로, 공항이 처음 만들어진 1924

년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여객터미널 건축의 변화를 훑었다. 그에 의하면, 초

창기 공항은 사람과 활주로를 막는 구조물이 거의 없는 단순한 형태였기에 

항공 여행의 흥분을 그대로 전해주었지만, 공항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테러 

                                     

 
4 항공산업에서 허브공항 개념이 유행하게 된 계기였던 항공사업 규제 완화 법안(2절 

참조)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경영학 분야의 연구는 있다. Richard H. K. 

Vietor, "Contrived competition: Airline regulation and deregulation, 1925-

1988," The Business History Review (1990), 61-108. 그 밖에는 경제지리학적 

관점에서 상업적 영향과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Neil Sorenson, 

"The impact of geographic scale and traffic density on airline production 

costs: the decline of the no-frills airlines," Economic Geography 67.4 

(1991), 333-345; Andrew R. Goetz, Christopher J. Sutton, "The geography 

of deregulation in the US airline industr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7.2 (1997), 238-263; John Bowen, "Network 

change, deregulation, and access in the global airline industry," Economic 

Geography 78.4 (2002), 425-439; Matthew A. Zook, Stanley D. Brunn, 

"From podes to antipodes: Positionalities and global airline geographi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6.3 (2006), 47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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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활주로에 도달하기 전까지 여객을 단조롭

게 이동시킬 뿐인 몰개성적인 공간으로 변해갔다.5 

도시학자이자 건축가인 나탈리 로조(Nathalie Roseau)는 공항을 통시적

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공항의 현재와 미래가 아닌 과거를 분

석할 경우, 공항이 순수하게 관국가적(transnational)인 존재가 아닌, 무국적

성과 (구체적 시공간에 뿌리를 박은) 지역적 정체성을 모두 가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로조는 이것이 공항의 국제도시화라는 비교적 근래에 등

장한 현상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공항이 갈수록 거대해지면서 도시와 같

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거나 주변 도시를 국제도시로 만드는 등 교통과 흐름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6 

허브공항에 대한 한국 내 연구는 대부분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 인천공항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분석한 것이다.7  그러나 건축학 

연구자인 정혜진은 고든과 마찬가지로 여객터미널 공간에 주목하여, 공간이 

여객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파헤친 바 있다. 정혜진은 여객터미

널의 어떠한 특성이 정체성 상실의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파악하기 위해 터미

널 내 여객의 이동을 단계별로 구분했다. 이 단계들을 거치는 동안 터미널을 

방문한 사람은 국경 밖에 위치한 여행자의 지위를 부여 받으며, 터미널 공간

                                     

 
5 Alastair Gordon, Alastair Gordon, Naked Airport: A Cultural History of the 

World’s Most Revolutionary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6 Nathalie Roseau, "Airports as urban narratives: Toward a cultural history of 

the global infrastructures." Transfers 2.1 (2012), 32-54. 
7  예를 들어, 김종석, "신공항의 허브공항화에 관한 소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지』 5 (1993), 303-320; 김성영〮김중엽〮박용화, "허브공항의 환승연계성 분석연구", 

『대한교통학회지』 24권 6호 (2006), 75-85; 이영근, "인천국제공항의 미래성장을 

위한 허브화 전략방안," 『교통기술과정책』 8권 4호 (2011), 13-22 등. 



 

6 

 

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질서 있게 줄을 서고 탑승구로 

흩어지는 선형 공간으로 설계됨으로써 여객이 겪는 정체성 상실의 경험을 지

원한다.8 정혜진의 연구는 이후 5절에서 자세히 인용될 것이다. 

고든, 로조, 정혜진은 각자 공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석을 내놓

았지만, 두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로, 그들은 공항을 건설하는 당사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고, 그것이 계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분석

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객터미널 건축에 대한 인상비평에 그치거나(고든), 공

간을 이용하는 여객의 반응에 집중하거나(정혜진), 공항 건설 계획을 세부적

으로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로조). 하지만 전체 공항 시설에서 여객터미널은 

가장 중요할지라도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나머지 부분들도 전체 공항의 

작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들의 세부적인 형태와 배치에 주목하는 것은 

공항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던져줄 수 있다. 둘째로, 이렇게 건설 당국의 계

획을 면밀히 분석할 경우, 그 계획이 동질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 고든, 로조, 정혜진은 모두 건설 당국을 단일한 주체로 파악했고, 그 

결과 계획이 마치 동질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함정에 빠졌

다. 그러나 공항 건설에 관여하는 주체는 하나가 아니다. 이들은 집단에 따라, 

또 개인에 따라 공항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각자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과정과 그 계획에 대한 미세한 탐구는 이와 같은 복잡한 

충돌과 공존을 드러낼 것이다. 

                                     

 
8  정혜진, 앞 논문. 이 연구에는 인천국제공항 건축에 대한 분석도 사례 중 하나로 

등장한다. 또 이 연구는 공항 건축의 역사도 다루지만, 그것이 주된 내용은 아니

다. 이와 비슷하게 여객터미널의 건축적 형태를 분석했지만 역사에 상대적으로 비

중을 더 둔 연구로는 2020년에 출간된 건축사가 릴리아 미로노프(Lilia Mironov)

의 짧은 책이 있다. Lilia Mironov, Airport Aura: A Spatial History of Airport 

Infrastructure (vdf Hochschulverlag A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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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로조, 정혜진은 공항 공간이 국제적 무국적성과 지역적 정체성 사

이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지 각기 다른 견해를 표출했다. 고든은 1990년

대에 지어지는 공항이 지역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로

조는 인근 도시와의 관계를 보았을 때 공항을 단지 국제화의 산물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정혜진은 공항이 여객에게 비장소의 경험을 제공한다고 

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의 사례를 통해 이 모두가 공항, 

국제적 층위의 영향, 지역적 층위의 행위자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공항에 

대한 행위자들의 해석을 대표하는 허브공항 개념의 변천에 주목할 것이다. 

 

 

1.2.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 

 

1980년대에 시작된 국제화는 국가간 자본, 사람, 화물 유통이 급증하고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약 또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등의 변화를 의미했다. 

이러한 변화와 그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 가운데 하나는 국제화를 자

본, 사람, 화물을 순환시키는 관국가적(transnational) 네트워크가 만들어지

고 유지되는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국제 네트워크 속에선 단순한 생활

용품조차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노동과 수집한 재료들, 그리고 복잡한 

경로의 유통 사슬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순환의 네트워크는 국가 영토성, 이

동성(mobility), 네트워크의 보안, 시민성 등 많은 측면에서 연구되었고, 하

나의 분과를 이루고 있다.9 그 중 하나는 국제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전과는 

                                     

 
9 국가 영토성에 대한 연구는 Saskia Sassen, Territory, Authority, Right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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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공간을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s)으로 명명하고 탐구한 것이다. 

흐름의 공간은 1989년에 스페인 출신 사회학자 마뉴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이 제안한 개념이다.10 카스텔이 논한 흐름의 공간의 여러 가지 특성

들은 1980년대 시작된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처

하려 했던 관료들의 생각과 결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그러한 관료

들과 카스텔이 모두 국제화라는 동일한 현상을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자의 관심이 국제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었던 반면, 카스텔의 관심이 

국제화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따

라서 그와 같은 관료들의 계획이 카스텔이 이론화한 흐름의 공간의 특성들에 

적합한 것으로 수렴했을 때, 관료들의 생각을 카스텔의 언어로 설명함으로써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계획에서 그 관료

들은 1994-1995년 기본 계획 변경을 주도한 신공항건설공단의 실무자들이

었다. 여기에서는 예비적인 단계로 흐름의 공간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볼 것

이다. 

 국제화는 국가간, 도시간 자본, 사람, 화물, 정보의 유통이 급증하고 무

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약 또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등의 변화를 의미했다. 

                                                                                              

 

Medieval to Global Assemblag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이동성에 대한 연구는 존 어리 지음, 강현수〮이희상 옮김, 『모빌리티』 (아

카넷, 2014); 보안에 대한 연구는 Mark Duffield, Global Governance and the 

New Wars: The Merging of Development and Security (London: Zed Books 

Ltd., 2001); 시민성에 대한 연구는 Engin Fahri Isin, Being Political: 

Genealogies of Citizenship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2)가 있다. 
10  Manuel Castells,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Oxford: 

Blackwel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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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국가들 사이에 자본, 사람, 화물을 순환시키는 관국가적

(transnational)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데, 이 속에서는 단순한 생활용품조차

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노동과 수집한 재료들, 그리고 복잡한 경로의 유

통 사슬을 필요로 한다. 생산과 판매를 비롯한 기업 활동은 세계 곳곳으로 

분산되었다. 동시에 정보통신 기술과 새로운 교통 시스템의 발전으로 기업들

은 여러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놓칠 우려 없이 한곳(국제도시, 산업단지 

등)에 모임으로써 면대면 상호작용 같은 밀집된 활동의 이점을 살릴 수 있었

다.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집중화와 탈집중화는 네트워크를 단위로 한 새로

운 공간 구조가 등장했음을 알려준다.11  카스텔은 이 공간 구조를 흐름의 공

간이라고 명명했다. 사회적 실천이 물질적 기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

다고 믿은 카스텔은 흐름의 공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흐름의 공간은 ‚영

토적 근접성 없이도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실천들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배치‛이다.12 이와 같은 흐름의 공간은 세 가지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정보 시스템, 수송선 등의 기술적 하부구조이고, 둘째는 네트워크의 

결절(node)이며, 세 번째는 흐름의 공간에 의한 이익을 얻는 엘리트들의 공

간적 조직이다. 

카스텔은 사람, 사물, 정보, 자본이 흐름의 공간에 골고루 분산되지 않는

다고 말했다. 결절과 허브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움직이는 것들이 집중되지만, 

소도시나 작은 마을에는 그렇지 않았다. 요컨대 네트워크는 국제적으로 위계

화되어 있다. 카스텔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국제도시 같은 결절들은 흐름

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배후 시설들이 함께 뭉쳐 있는 덩어리에 가깝다. 그

                                     

 
11 Manuel Castells, "Grassrooting the space of flows," Urban Geography 20.4 

(1999), 294-302 중 294-295. 
12 ibid.,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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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주요도시든 지방이든 세계적인 흐름의 변화에 대해 의존성과 취약성‛

을 보인다.13  따라서 국제도시처럼 흐름을 지원하는 덩어리는 유연성과 적응

성을 가져야 한다. 노동력은 정식으로 고용되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임시적

으로 고용되며(즉 덩어리에 내재하는 대신 외재하며), 산업의 부품 공급원은 

여러 지방에 분산된다(외주화된다). 이러한 방법은 국제도시가 변화에 유연하

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국제 네트워크의 활동에 따라 고정된 장소들 사이의 위계가 바뀔 수 있

다는 것은 흐름의 공간의 중요한 특징이다. 예를 들어 자본의 흐름에서 결절

인 국제도시는 한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변 지역과 경제는 이 도

시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보다 작은 규모의 범위를 잡아도 그 안의 결절

을 찾을 수 있다. 즉 ‚주요 세계도시들 너머에는, 대륙 범위의, 국가 범위의, 

그리고 지역 범위의 경제가 자신만의 결절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절은 지구

적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다. 이 결절들에는 각기 적절한 기술적 하부구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인 기업체계, 전문화된 노동시장, 그리고 전문

직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체제 등이 있어야 한다.‛14  결절은 이러한 

복잡한 의존의 망 안에서 탄생하므로, 그것의 위치와 기능, 특징은 네트워크

에 의해 정의된다. 카스텔의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결절은 모두 가변적이지만, 결절은 네트워크에 의해 정의되며 네트워크 내 

위계 변화에 의해 성쇠가 결정되므로 종속적인 존재이다. 요컨대, 네트워크는 

결절에 존재론적으로 선행한다. 따라서 자신이 만드는 도시가 네트워크의 결

절이 되기를 소망하는 도시설계자는 도시가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

                                     

 

13  마뉴엘 카스텔 지음, 김묵한〮박행웅〮오은주 옮김,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도서출

판 한울, 2003), 415. 
14 같은 책,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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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 부품 공급의 유연성, 공간의 유연성

은 네트워크의 변덕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다. 

도린 매시(Doreen Massey)를 비롯해서 관계론적 공간 개념을 정립한 지

리학자들은 흐름의 공간 개념에 비판을 제기했다. 우선 매시가 관계론적 공

간 이론에 기여한 사상가로 지목한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공간 개

념을 살펴보자.15  라투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한 시간화와 공간화의 행동을 

통해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즉 시간과 공간은 사물과 행위에 앞서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에 의하면, 시공간은 지식, 자연, 사회 등과 마찬가

지로 인간과 비인간의 연결 및 행위에 의한 효과이다. 따라서 지구 반대편에

서 나와 통화를 하는 사람은 내 맞은편 건물에 사는 사람보다 공간적으로 가

까울 것이다. 그리고 공간이 행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연결이 사라지

거나 바뀐다면 공간도 사라지거나 변화할 것이다. 이와 같이 행위자-네트워

크 이론을 공간 개념으로 확장시킨 라투르는 자연 대 사회, 거시 대 미시 같

은 이분법과 함께 지역적인 것(the local) 대 국제적인 것(the global) 사이의 

이분법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사이에 

명확한 경계는 없으며, 국지적인 층위의 행위자들이 모여 국제적인 것이 존

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 같은 행위자들은 국

제적인 층위에서 활동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국지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

성되고 행동한다. 라투르는 국제적인 층위가 실제로 존재하여 영향을 발휘하

는 듯 보여도 그것이 지역적인 층위의 행위자들이 연합한 네트워크라는 사실

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15  최병두,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공간과 사회』 25권 3호 

(2015), 12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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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린 매시는 라투르의 주장에 동의하며 관계론적 지리학을 제안했다.16 

그는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 구조주의자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 등의 사상가들을 언급하며, 

이들의 사상 속 공간론이 공간의 중요성을 시간에 비해 평가절하거나 시간과 

공간을 대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때 시간은 변화하는 것, 열려 있는 것, 

주체에 내재한 것으로 재현되었고, 반대로 공간은 고정된 것, 폐쇄적인 것, 

외부적인(사물 같은) 것으로 재현되었다. 국제화 시대의 세계를 순수한 흐름

의 공간으로 정의한 이론들도 마찬가지였다. 매시에 의하면, 프레드릭 제임슨

(Fredric Jameson)처럼 통신기술과 교통 인프라에 의해 세계가 연결되고 결

과적으로 시공간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사상가들은 그러한 공간적 상상이 

국제화를 필연적인 것으로 둔갑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

고 있다. 매시는 이를 국제화의 비공간적(aspatial) 견해라고 한다. 

매시는 라투르와 같이 공간이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 또 공간이 시간성과 대립한다기보단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주장한 

그는 공간을 ‚역사적 이야기들의 동시성‛,17  즉 시간적 궤적들의 공존이라고 

정의했다. 예를 들어 내 집 거실 공간은 의자의 시간적 궤적, 테이블의 궤적, 

전등의 궤적, 거주하는 사람들의 궤적 등이 공존함으로써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공간(가치중립적이고 국제적인 것)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제시되어 

왔던 장소(의미가 담겨 있고 지역적인 것)는 그러한 궤적들의 교차에 의해 빚

어진 산물이다. 장소는 정체성, 기억 등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획일화된 현대 

세계가 잃어버린 것들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 아니었다. 작은 마을이든 자본

과 사람이 오가는 국제도시든 모두 시간성이 교차하면서 일시적으로 존재하

                                     

 
16 도린 매시 지음, 박경환·이영민·이용군 옮김, 『공간을 위하여』 (심산, 2016). 
17 같은 책,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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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장소일 뿐이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장소와 공간은 변화에 열려 있으

면서 시간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매시는 국제화 담

론의 두 가지 함정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국제화를 둘러싼 논의는 국제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으로 그리며 수용할 것을 종용하거나 이에 대항하

여 국제화를 벗어난 장소(지역적인 것)를 저항의 시작점으로 잡는 방향으로 

나누어졌다. 매시는 후자 같은 주장이 폐쇄적인 장소 개념을 바탕으로 하기

에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천공항의 초기 역사를 분석하는 본 논문은 카스텔, 라투르, 매시의 관

점과 개념을 각각 비판적으로 채택할 것이다. 국회의원, 교통부장관, 신공항

건설공단 등 인천공항 건설에 관련되어 있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인천공

항의 목표였던 국제허브공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각 다른 해석을 보였다. 

이러한 해석들 중, 완성된 신공항 시설 배치도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었던 것

은 신공항건설공단의 해석이었다. 카스텔처럼 국제화하는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했던 공단의 관료들은, 카스텔이 제시한 흐름의 공간과 많은 특성을 공

유하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허브공항이 여객과 화물의 흐름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흐름의 공간 속 결절이라는 해석이었다. 따라서 흐름의 공간이라는 

개념은 신공항건설공단의 결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매시가 지적했듯이 흐름의 공간은 국제적인 층위에서 작동하는 일관된 체계

로 제시되기에, 흐름의 공간의 기능과 국제화에 마주한 행위자들의 실제 대

응이 어긋나는 경우를 살펴볼 때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공항

의 건설자들이 실제로 만들어낸 것은 국제세계를 뒤덮은 흐름의 공간이 요구

하는 것과 다른, 이질적인 목표, 해석, 동기, 이해관계 들이 공존하는 형태일 

수 있다. 따라서 라투르와 매시의 공간 개념은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국제화

와 허브공항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이 충돌하는 모습, 그리고 이러한 해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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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성된 시설 배치도 속에서 조합되지 않은 채로 공존하는 모습을 볼 때 

유용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것’의 전제를 비판하는 라투르와 매시의 관점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비록 국제화가 (고정된 존재자가 아닌) 구

성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네트워크라 하더라도, 수도권 신공항 건설을 맡은 

지역적인 행위자들에게는 불가피한 운명으로 이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

제화는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압도하고 억압

한 강력한 행위자였다. 지역적인 사건을 볼 때만은 ‘국제적인 것’이 도구적으

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이다.18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수도권 신

공항 건설 사업의 전개를 연대기적으로 따라간다. 2절에서는 항공수요 포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1984년에 시작한 청주국제공항 건설 계획에서 

시작하여, 1988년 청주공항 대신 수도권 신공항 건설을 구상하는 과정을 살

펴볼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새로운 공항 건설의 목적 및 허브공항이라는 개

념의 변천이다. 청주공항, 1988년의 수도권 신공항, 그 이후의 수도권 신공항

은 모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가 허브공항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조차도 그 구체적인 의미와 중요성은 시기마다 달랐다. 

3절에서는 용역 업체들이 작성한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 기본 계획의 

기본 방향과 공항 지역 전체 부지 내 시설물 배치 계획인 평면배치를 분석할 

                                     

 
18 이때 다중스케일 관점은 큰 쓸모를 가질 수 있다. 다중스케일 관점은 국가 정책이 

지역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식의 결정론적 관점과 ‘국가 대 억압받는 지방’과 같은 

식의 이분법을 비판하며 나온 틀이다. 이는 국제 스케일, 국가 스케일, 지방 스케

일을 분리하지만, 각 스케일이 보다 작은 스케일에 의해 범위가 재편되는 모습을 

살펴볼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가의 영역과 주권, 지방의 영역 등을 고정된 실체로 

전제하는 위험을 피하도록 한다. 박배균〮김동완, 『국가와 지역: 다중스케일 관점에

서 본 한국의 지역』 (알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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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1990년에 착수되어 1992년에 완성된 기본 계획안은 그 당시 건설 

당국이 가졌던 신공항의 기능, 역할, 목표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 여기에

서 알 수 있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이 되는 것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무렵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밝히지 않은 추상적인 목표였다는 것이다. 또 이 절에선 이후 기본 계획 변

경 과정 단계의 핵심인 수도권 신공항의 평면배치계획을 분석할 것이다. 평

면배치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의 존재이다. 이는 

신공항 건설의 주도자들이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이라는 목표보다는 그를 통

해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4절에서는 그때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던 신공항 건설 사업이 

1992년부터 반발과 변화에 대한 요구에 마주하는 모습에 주목한다. 이는 시

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저항 운동과 국제화 담론의 확산이라는 형태를 띤 외부

적인 압력이었다. 특히 국제화 담론의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신공항이 동북

아시아 허브공항의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열망이 커졌고, 이는 신공항 건

설이 항공사, 교통부, 국회 교통위원회 의원 등, 공항 건설 관계자들에게 이

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았다. 신공항 건

설을 새롭게 주목한 사람들은 건설 기본 계획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을 지

적했다. 정비시설 논쟁, 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두 차례의 국회 교통위원회에

서 있었던 공격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두 번째 교통위원회 회의에서는 신공

항 건설 기본 계획을 처음부터 점검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의원 측

에서 나왔고, 공항 건설 주체인 신공항건설공단은 이에 동의했다. 마침내 기

본 계획은 1994년 11월부터 수정되기 시작했다. 

5절에서는 1994년에서 1995년까지 진행된 기본 계획 변경 과정에서 바

뀐 사안들을 각각 세밀히 분석한다. 이때 핵심은 신공항의 평면배치계획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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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면배치의 여객터미널, 활주로, 국제업무지역, 배후지원단지 등은 여러 

방향에서 비판을 받았다. 또 미래 항공수요를 계산한 내용, 그리고 김포공항

과의 국제선/국내선 수요 분담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이 중 어떤 것은 즉각 

변경되었고, 어떤 것은 나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유보되었으며, 또 어떤 것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가치를 이유로 옹호를 받았다. 이러한 변화들은 1994년 

무렵에 신공항 건설 주체였던 신공항건설공단이 1992년 공항 설계를 주도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인식은 국제화하

는 세계와 그 속에서 신공항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이는 흐름의 공간이 세계를 뒤덮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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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 계획의 시작 

(1984-1992) 

 

 

 

 

 

신국제공항 건설 계획은 신국제공항이 처음 구상된 지 한참 지난 뒤에야 

구체화되었다. 정부가 건설 사업을 시작한 것이 1989년이었고, 수도권 신공

항 건설 사업을 구상한 것은 1988년이었지만, 수도권 항공수요 포화를 해결

하기 위해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1984년이었다. 

발표 이전에 새로운 공항의 입지를 정하기 시작한 것은 1982년이었으며, 항

공수요 포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은 1969년이었다. 이 

긴 시기 동안 수도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항공수요 포화를 해결한다는 목표 

외에도 다양한 목표를 동반했다. 본 절은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 기본 계획 

수립 이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며, 1988년에 처음 등장한 목표였던 허브공항

이 점차 기존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변화하는 모습을 분석할 것이다. 또 

이러한 전환 끝에 수도권 신국제공항이 목표하게 된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

이라는 개념이 건설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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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공항 건설과 허브공항 개념의 변화, 1984-1988 

 

김포공항은 1961년에 미군의 소유에서 한국 정부의 소유로 넘어온 이후 

항공수요 증가율에 맞춰 꾸준히 증축되었지만, 김포공항만으로 장래의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

견은 교통부 내에서 계속 제기되었다. 1969년과 1979년에는 교통부가 수도

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신공항 후보지 조사를 추진했다. 하지

만 경제성, 소음, 열악한 교통 인프라,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둔 상황 등의 

문제 때문에 논의는 언제나 김포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 그

럼에도 신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광범한 합의가 있었다. 1979년 한

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수행한 2차 신공항 후보지 조사 또한 김포공항을 

아무리 확장해도 1990년경 한계에 도달한다는 예측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19 

결국 1982년부터 1983년까지 이루어진 3차 신공항 후보지 조사 이후 교통

부는 1984년에 청원을 신공항 입지로 결정했다. 

전두환 정부는 1984년 4월 16일에 충북 청원군 청주 군 기지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0 청원을 선택한 의도는 나흘 뒤에 언

론을 통해 알려졌다. 교통부 당국자는 새로운 국제공항을 수도권 공항이 아

니라 중부권 공항의 개념으로 건설하는 것이며, 수도권 수요의 해결은 부차

적인 기능이라고 말했다.21  정부가 밝힌 구체적인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1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건설사 1단계 1992-2001』 (인천국제공항공사, 

2001), 69-71. 
20 ‚청원 국제공항‛, 『동아일보』, 1984. 4. 16, 2면; ‚서울시 새 국제공항 청원에 건

설‛, 『매일경제』, 1984. 4. 16, 11면. 
21 ‚92년 개항 청주 새국제공항 86년 착공‛, 『동아일보』, 1984. 4. 20, 1면. 



 

19 

 

는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중부권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중부권 지역을 발전시킴으로써 과도하게 밀집한 수도권 인구를 분산

시키는 것이다. 이는 대전으로 행정 기능을 일부 이전하려는 계획과 함께 구

상되었다.22 

이처럼 당시 청원국제공항은 철도나 고속도로와 같이 국토개발의 맥락에

서 이해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 

개발은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원국제공항 건

설 등을 통해 ‚국토의 핵‛ 중부권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23 국토균형개발

이라는 큰 계획의 도구에 불과했던 국제공항은 그런 점에서 다른 교통 인프

라들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1986년, 두 차례의 국제대회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견해가 커짐에 따라 달라졌다. 1986년 1월 10일, 정부는 청

주공항 건설을 2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래 그 해 착공하기로 했던 것

이 1988년으로 미뤄진 것이다. 1986년은 서울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해였

고, 그로부터 2년 뒤엔 서울 올림픽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개의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했던 정부는 1990년대에나 완공될 새 국제공항을 건설

하는 대신 1980년에 시작된 김포국제공항 확장 공사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24  언론의 관심 역시 김포공항으로 이동했다. 언론은 김포공항에 환

                                     

 
22 ‚중부권 공항의 뜻‛, 『매일경제』, 1984. 4. 21, 2면. 5월 18일에는 대전, 대덕, 청

원, 청주를 묶은 중부권을 육성할 것이며 서울-대전 고속도로 노선에 청원을 포함

시키겠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청주에는 국제공항을 지원하는 배후도시가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대전, 대덕, 청주 등 묶어 한 도시권 개발‛, 『경향신문』, 1985. 5. 

18, 2면. 
23 이용규, ‚열기에 찬 중부권 <1> 새로운 행정타운‛, 『매일경제』, 1986. 1. 7, 10면. 
24 ‚청주의 새 국제공항 1년 늦춰 92년 완공‛, 『매일경제』, 1986. 1. 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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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음, 공항 택시의 부재, 출입국 절차와 연관된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

적을 쏟아내기 시작했다.25 이러한 기사들에는 국제공항이 나라의 얼굴이라는 

상투적인 비유와 한국이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흔히 들어갔다. 아시

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올림픽이 다가오자, 국제세계의 시선을 의식

하는 언급은 날이 갈수록 증가했다. 이를테면 ‚지구촌의 대축제‛인 서울 올림

픽을 앞두고 서비스 업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대한(對韓) 이미지 손상‛을 

피할 수 없다는 식이었다.26 

이전보다 국제세계를 더욱 의식하게 된 상황은 청원이 아니라 수도권에 

대규모 국제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노태우 정부는 출범 직후인 1988년 3월에 곧바로 전두환 정부와 다른 종류

의 공항을 기획했다. 교통부는 김포공항을 확장하거나 다른 지역에 국제공항

을 세우는 대신, 수도권에 동양 최대 규모의 공항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교

통부에 의하면, 청주공항은 서울과 지나치게 멀어서 수도권 항공 수요를 처

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내륙에 위치해 있어 중국과의 교역 증가로 서해안

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대에 활용가치가 떨어졌다. 교통

부는 ‚오는 90년대에 소련, 동구권국가, 중공 등을 대상으로 한 북방교류 촉

진과 중공과의 교역 증대 등으로 항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27  따

라서 새로 건설될 국제공항은 공산권 교류와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교통부는 신공항의 목표가 허브공항이 되는 것이라고 

                                     

 
25 박현우, ‚김포공항 환기시설 나쁘다‛, 『동아일보』, 1986. 1. 10, 8면; 조성환, ‚항

공기 소음 대책 0점‛, 『경향신문』, 1986. 6. 19, 7면; 오현환, ‚「공항 택시」 없는 

김포공항‛, 『동아일보』, 1986. 6. 19, 12면; ‚김포공항 출입국 절차 개선토록‛, 

『동아일보』, 1986. 7. 14, 1면. 
26 ‚공항 묶이고 호텔 문 닫히면-‚, 『경향신문』, 1987. 8. 25, 2면. 
27 ‚동양 최대 새 국제공항 만든다‛, 『동아일보』, 1988. 3. 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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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여기서 허브공항은 ‚공산권 국가들의 개방화에 발맞추어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교량 역할을 할 대규모 국제중계공항‛을 뜻했다.28 그리고 이 중

계기지 역할은 일본과 한국이 반분할 것이었다. 29  요컨대, 그들이 생각한 허

브공항은 그때까지 냉전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거대한 두 세계를 잇는 다리였

다. 

1980년대 국제 항공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던 허브공항 개념은 1978

년 10월 24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항공사업 규제완화 법안(Airline 

Deregulation Act)’에 서명함으로써 등장한 개념이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

가 보호하고 있던 거대 항공사의 독점 체제를 끝내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세

계 항공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항공산업 시장이 자유화

되면서 중소 항공사들이 난립했고, 경쟁 입찰이 시행되었으며,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졌고, 자연히 여객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항공사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노선을 결정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들이 관심을 가

진 것은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노선 체계였다.30 기존의 항공교

통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직항 운행하는 노선으로 이루어진 ‘포인트 투 

포인트(Point to Point)’ 체계를 따랐다. 이것과 대조되는 허브 앤 스포크 체

계는 수레바퀴의 축(hub)과 바퀴살(spoke)의 모델을 차용했다. 허브 앤 스포

크 체계에서 항공사는 하나의 공항을 자신의 허브공항으로 선택한다. 바퀴살

이 중심축으로 모이는 방사선 형태의 수레바퀴처럼, 항공사는 여객과 화물을 

주변 소규모 공항(바퀴살)에서 중소형 항공기를 이용해 자신의 허브공항(축)

으로 집결시키고, 대형 항공기로 환승시킨 뒤 보다 멀리 있는 목적지로 전송

                                     

 
28 ‚소-중공 등 연결하는 국제 중계 공항 추진‛, 『동아일보』, 1988. 6. 1, 2면. 
29 ‚대규모 국제 중계공항 개발‛, 『매일경제』, 1988. 6. 1, 15면. 
30 Alastair Gordon, op. cit., 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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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허브공항은 항공사가 여객과 화물을 집중시키고 

분산시키는 중심지이다. 항공사들은 허브 앤 스포크 체계로 노선을 운영하는 

것이 여객 및 화물 이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여겼다. 또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각 공항들은 최대한 많은 항공사들의 허브

공항으로 선택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공항의 효율과 품질을 높여 항공

사들의 허브가 된다면, 해당 지역 내 공항들과의 관계에서 중심지 역할을 차

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계획된 많은 공항들은 이러한 계산을 가

지고 허브 앤 스포크 체계의 중심부 역할을 목표로 삼았다.31 

허브 앤 스포크 체계의 중심축인 허브공항은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을 

잇는 교량으로 기획된 노태우 정부의 허브공항과 차이가 있었다. 축과 바퀴

살로 이루어진 수레바퀴는 세계지도 속 한 지역을 의미했다. 한 수레바퀴의 

중심으로 모인 여객과 화물은 다른 수레바퀴로 이동했고, 분산되었다. 반면 

정부의 구상 속 허브공항은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전체를 포괄하는 넓은 세

계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언론은 허브공항을 ‘항공 교통 요충지’나 ‘세계 교

통 요충지’로 번역했다.32 

하지만 이런 의미의 허브공항 구상은 오래 유지될 수 없었다. 1989년을 

전후로 공산권이 빠르게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는 이제 둘로 나누

어지지 않았고, 아주 멀리 있는 자본주의 국가일 뿐인 동유럽과 러시아를 한

                                     

 
31  박정근, ‚공항 여객터미널 평면구성 영향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

문집』 제10권 2호 (2008), 107-116 중 108; 인천국제공항공사, 앞 책, 67. 이처

럼 허브공항은 각 항공사가 선택한 항공 노선의 중심지라는 개별적인 의미와 특

정 지역에 있는 공항들의 중심지라는 종합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허브공항을 후자의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32 ‚대규모 국제 중계공항 개발‛, 『매일경제』, 1988. 6. 1, 15면; ‚광주 국제공항화‛, 

『경향신문』, 1988. 11. 26, 14면. 오늘날 허브공항이 중추공항이나 거점공항으로 

번역되는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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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이어줄 필요는 없었다. 1989년 이후 교통부는 ‘두 세계를 중계하는 중

계공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 후 새로운 수도권 국제공항이 지향한 

것은 ‘태평양 항공교통의 중심’ 33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공항’ 등 특정 

지역의 중추공항이었다.34  교통부 항공국이 1988년 9월부터 10월까지 작성

하여 경제장관회의와 정책협의회에 제출한 수도권 신공항 개발 방향 검토 보

고서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35 보고서에서 수도권 신공항의 ‚목적‛으로 제

시된 내용은 ‚2000년대의 아.태 지역 항공교통중심(HUB) 기능을 수행할 세

계적인 수도권 국제공항의 개발 필요성과 현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문

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대체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수도권 신공항 

개발에 대한 첫 보도인 3월 이후 공항의 목적에 대한 교통부의 인식이 ‘두 

진영을 잇는 중계공항’에서 (허브 앤 스포크 체계의 중심인) ‘아〮태 지역 항공

교통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였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중추공항이라는 목표는 냉전 세계의 중계 역할을 포기한 건설 당

국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당국이 내세운 수도권 신공항 건설의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김포공항의 수용 능력이 곧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포공항의 소음 공해 문제가 컸기 때문이었다. 신공항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을 무렵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허브공항이라는 개념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위상으로 받아들여졌는지는 수도권 신공항 개발 방향 검토 

보고서에 서술된 수도권 신공항의 ‚배경‛, ‚개발 방향‛을 ‚목적‛과 비교함으

로써 알 수 있다. 수도권 국제공항의 개발 ‚배경‛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

                                     

 
33 ‚수도권 대규모 국제공항 건설‛, 『매일경제』, 1989. 1. 26, 1면. 
34 ‚수도권 신공항 월내 확정‛, 『동아일보』, 1990. 2. 1, 1면. 
35  『수도권신공항개발관계철 (1989-1989)』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항기획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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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급 교통수단의 선호, 해외여행 자유화 및 

동구권 문호개방 정책에 따른 항공교통 수요의 급격한 증가 

• 전체 항공 수요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김포국제공항의 수용능력과 확장의 

한계 및 소음 문제의 심각성 대두 

• 추진 중인 청주 신공항은 중부권 공항으로는 적절하나 서울과의 거리상 수

도권 항공수요 처리상의 약점 

•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산업화 및 도시화로 신공항 후보지의 조기 선정의 

필요성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 신공항 ‚개발 방향‛은 다음 세 가지이다. 

 

• 2000년대의 수도권 항공수요에 대비한 선진국 최신 수준의 국제공항 건설 

•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항공교통중심(HUB)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 규모

의 공항 개발 

• 항공기 소음피해가 없는 지역으로서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에 부응하는 후보

지 선정36 

 

이들 내용에서 수도권 신공항의 목적, 배경, 개발 방향은 분명하게 구분

되지 않는다. 일례로, 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신공항의 목적이자 

배경이자 개발 방향이다. 하지만 ‘아〮태 지역 항공교통중심(HUB)’과 ‘2000년

                                     

 
36  『수도권신공항개발관계철 (1989-1989)』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항기획

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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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수도권 항공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배경에 등장하지 않고 목적과 개발 

방향에만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경으로 제시된 네 가지 항

목들은 당시 한국이 놓인 상황과 수도권 신공항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이유를 

알려준다. 반면 ‘아〮태 지역 항공교통중심(HUB)’과 ‘2000년대의 수도권 항공

수요에 대비하는 것’은 먼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당장 신공항을 만들어야 할 

시급성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내용이 신공항의 건설 ‚배

경‛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허브공항은 수도권 신공항이 

추구하는 목표이지만 공항을 건설하는 이유는 아니었다. 1988년 말의 항공국 

보고서는 이전의 중계기지와는 다른 방식의 허브공항 개념이 등장했지만, 허

브공항을 중계기지로 해석했을 때보다 중요성이 작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새로운 의미의 허브공항이 중요해지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었다. 

 

 

2.2. 신공항 입지 선정, 1989-1992 

 

1989년부터 신공항 건설 사업은 별다른 충돌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1989년 1월 23일, 교통부는 연두 업무 보고에서 신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대

통령에게 알렸다. 3월 8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을 고시하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지시했다.37  신공항 건설은 이때부터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교통부는 그 해 6월 22일부터 1990년 4월까지 국내외 

용역 회사들에게 개발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용역 회

사는 ㈜유신코퍼레이션, 대우엔지니어링,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 네덜란

                                     

 
37 『신공항건설추진위원회1 (1990-1991)』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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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공항컨설턴트(NACO)였다. 1989년 7월 24일에는 신공항 건설 추진위원회 

규정이 공포됐다. 이는 경제기획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교통부장관을 부위원

장으로 하고 각 부서의 장관급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신공항 건설 과

정에서 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였다. 

1988년 항공국 보고서는 인천 앞에 위치한 영종도와 당시 한국 수자원 

공사 측에서 매립을 진행 중이던 시화지구를 비교한 끝에 시화지구를 신공항 

입지로 추천한 바 있다. 38  이와는 반대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용역 회사들

은 영종도가 시화지구보다 공항 입지로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22개의 후보지를 물색한 뒤, 서울 도심에서 한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소음 피해 정도를 주로 고려하여 예비 조사와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영종도, 시화 1지구, 시화 2지구는 서해안에 근접해 

있어 소음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다. NACO는 이 세 후

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수행했고, 각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점수를 매긴 끝에 69.35점을 받은 시화 1지구와 63.96점을 

받은 시화 2지구에 비해 77.72점을 받은 영종도가 후보지로 가장 우수하다

는 결론을 내렸다.39  2월 24일 신공항 건설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건설부와 

                                     

 
38  『수도권신공항개발관계철 (1989-1989)』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항기획

과), 9-11, 16-20. 
39 『수도권신국제공항개발타당성조사 보고서 제1권 번역편』 (교통부, 1990). NACO의 

분석은 정부 내에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1990년 2월 24일, 교통부

가 제출한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제2회 고속전철 및 신

국제공항 건설 추진위원회가 열렸다. 이때 영종도에 건설할 것을 건의한 교통부의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안은 NACO가 타당성 조사에서 작성한 것과 거의 유

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수표를 근거로 들고 있었다. 『고속전철 및 신국제

공항건설추진위원회 개최실적 (1) (1989-1995)』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기획단 

고속철도과).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 건설 추진위원회는 앞 쪽에서 언급한 신공

항 건설 추진위원회와 동일한 회의이다. 점수에 차이가 있었던 까닭은 당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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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영종도 입지 선정에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견해를 내놓았기 때문

에 위원장인 조순 부총리는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한 뒤에 판단해야 한다면

서 의결을 보류했다.40  영종도가 입지로 확정된 것은 관계부처 사이 이견이 

조정된 뒤에 열린 1990년 6월 14일에 열린 제3회 추진위원회에서였다.41 입

지가 선정된 이후에는 수 년간 공사가 환경, 교통, 인구에 미칠 영향을 측정

하는 영향평가가 진행되었다.42 

1989년 이후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적인 단계였던 입지 

선정과 영향평가에선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이라는 목표가 중요한 결정 요인

                                                                                              

 

단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보다 사흘 전에 

열린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 건설 추진위원회의 제1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

별시 도시계획국장과 환경처 환경계획국장이 영종도 입지에 동의하는 발언을 했

고, 재무부 경제협력국장은 타당성 조사가 잘 된 것 같다는 의견을 내었다. 『고속

전철및신국제공항건설 추진실무위원회개최실적(1) (1990-1990)』 (교통부 수송정

책실 고속철도과), 4-5. 실무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장관급 인사보다 낮은 사람

들(대체로 국장들)이 모여 신공항 건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회의였다. 
40 이진설 건설부차관은 인천 지역의 교통 상태가 과밀하므로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

다고 말했다. 또 이상훈 국방부장관은 영종도가 북한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다

는 이유로 반대했다.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 개최실적 (1) 

(1989-1995)』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기획단 고속철도과). 
41 『신공항건설추진위원회1 (1990-1991)』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42  유신코퍼레이션은 1990년 11월부터 1991년 7월까지 60여 명의 전문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처에 제출했다. 환경처는 1991년 7월에 환경영

향평가서를 받고, 총 40건에 대한 보완 요청을 꼼꼼히 작성했다. 유신코퍼레이션 

측은 1992년 1월에 보완서를 제출했는데, 환경처는 이에 대해 10건의 보완사항

을 추가로 지적했다. 환경처는 그 해 5월에 재보완까지 끝낸 평가서에 대한 협의

를 마쳤다.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수도권 신공항 기본 설계 용역을 맡은 두 회사인 

유신코퍼레이션과 벡텔사(Bechtel International)가 1991년 12월 설계를 마친 

뒤에 제출하였고, 1992년 6월 11일에 통과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영향평가는 

기본 설계 용역의 일환으로 유신코퍼레이션의 주도 하에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측에서 실시했다. 1991년 10월 20일에 시작된 인구영향평가는 1996년 5월이 되

어서야 심의를 통과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앞 책, 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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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NACO 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영종도를 공항 

입지로 추천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서울과의 접근성, 소음 피해, 국제항공기

구의 기준 등이었다. 영종도 입지에 반대한 건설부와 국방부 역시 인천시의 

사정이나 북한과의 거리를 근거로 들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인구

영향평가는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이라는 목표와 무관하게 영종도 신공항이 

환경, 교통, 인구에 미칠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1988년 교통부 항공국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이라는 목표가 수도권 신공항 개발 

배경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과 종합하여 볼 때,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은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추상적인 목표였고 신공항 개발 과정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수도권 신국제공

항 건설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허브공항이라는 목표의 지위

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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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 기본 계획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 기본 계획은 입지 확정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1990년 11월 16일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설계를 주도한 용역 업체는 유

신코퍼레이션과 미국의 벡텔사였다. 이들은 국내외 여러 전문 업체들과 합동

으로 작업하여 1991년 12월 24일에 설계를 완성했다. 본 절에서는 우선 기

본 계획안에 제시된 수도권 신공항의 목표를 살펴본 뒤, 기본 계획안 속 평

면배치계획과 여객터미널 형태에 대한 당시 용역 업체의 입장이 서술된 보고

서를 분석할 것이다. 앞 절에서 보았듯 신공항 건설 초기에 허브공항이라는 

목표는 큰 중요성을 가지지 않았다. 기본 계획안 속 수도권 신공항의 목표를 

분석하는 것은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목표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보여줄 

것이다. 또한 평면배치계획과 여객터미널 형태는 이후 1994-1995년 기본 계

획 변경 과정에서 중요한 논란거리가 될 사안이었다. 

 

 

3.1.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의 기본 방향 

 

1992년 1월에 작성된 80쪽 분량의 기본 계획안은 요약문을 제외하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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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건설의 ‚기본 방향‛, ‚계획의 개요‛, ‚건설 일정‛, ‚재원조달계획‛, ‚부록‛

의 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43  이 중 ‚기본 방향‛은 공항 건설의 필요성, 기본 

목표와 공간적 범위, 완성된 공항이 목표로 하는 위상과 역할, 건설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장으로, 허브공항이라는 목표가 차지했던 의미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 내용을 각각 살펴보자. 첫째로 ‘신공항의 필요성’은 항

공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먼저 세계 항공 수요

는 앞으로 연 6% 가량의 증가율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연 9.5% 가량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항공 수요가 15% 수준으로 증

가했고 이후의 증가율도 대단히 클 것이었다. 한국의 수도권 항공 수요 변화 

예측치를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단위: 만 명 (기간 중의 증가율: %) 

구분 1991 1997 2000 2010 2020 

국제 895 

(15) 

1,564 

(10) 

2,046 

(9) 

3,874 

(7) 

6,015 

(4) 

국내 940 

(24) 

1,464 

(8) 

1,467 

(0) 

2,023 

(3) 

2,567 

(2) 

[표 1] 수도권 항공 여객 수요 (출발+도착) 

 

[표 1]에서 2020년의 국제선 항공 수요와 국내선 항공 수요 예측치의 합

계는 대략 8천 5백만 명이다. 이 수치를 반올림한 ‘2020년 항공 수요 1억’이

                                     

 
43  『수도권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안) 협의』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4-83. 

이 기본 계획안은 농림부가 교통부로부터 기본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 받고, 

농림부 내부에서 의견을 나눌 때 함께 첨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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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표현은 신공항 건설 기간 중 미래 항공 수요를 해결할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빈번히 사용되었다. 계획안에 의하면 이와 같은 미

래 항공 수요를 김포공항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다.44  항공 수요와 관련한 

상황은 수도권 신공항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되었다. 

둘째로, 수도권 신공항의 ‘기본 목표’로 제시된 것은 세 가지, ‚2000년대 

수도권 지역의 항공 수요에 대비‛, ‚24시간 운영되는 동북아 허브공항 기능 

확보‛, ‚지구촌 1일 생활권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형 공항 건설‛이었다.45  ‚미

래‛라는 단어가 직접 들어간 것에서 보듯, 기본 목표들은 항공 교통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염두에 둔 것이다. 

셋째로, ‘완성된 수도권 신공항의 위상과 역할’은 세 가지로 제시되었는

데, 이들은 각각 전세계, 동북아, 한반도라는 지역적 단위의 역할에 대응한다. 

신공항이 수행하는 세계 전체 층위의 역할은 한국과 세계를 잇는 관문이라는 

것이었고([그림 1]), 동북아시아 지역 층위에서 신공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공

항이 될 것이었으며([그림 2]), 한반도의 층위에서 신공항은 통일 후 정치, 경

제, 사회의 중심지인 서울과 다른 지방을 연결하는 중심공항 역할을 할 것이

었다([그림 3]).46 

 

                                     

 
44  김포공항의 국내선 터미널은 1989년에 이미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활주

로와 국제선 터미널은 1995년 무렵 한계에 도달할 것이었다. 거기에 김포공항은 

소음 공해, 공역 제한 때문에 대규모 확장을 할 수 없었다. 
45 같은 글, 13. 
46 세계 층위의 역할에는 관문으로의 공항이 한국의 국력 신장과 맞물려 증가하는 화

물, 여객과 기술, 정보, 지식 등의 무형자산의 이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

라는 설명이, 동북아시아 층위의 역할에는 영종도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43

곳까지 3.5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동북아의 중심지이므로, 그곳에 위치한 신공항

은 허브공항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하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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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본 계획안에서 ‘세계의 관문 역할을 하는 수도권 신공항’ 그림. 세계 전체

로 뻗어나가는 선을 볼 수 있다. (『수도권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안) 협의』 (농림부 농

촌정책국 기반정비과), 15.) 

 

 

[그림 2] 기본 계획안에서 ‘동북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수도권 신공항’ 그림. 신공항

은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도권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안) 협의』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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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본 계획안에서 ‘한반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수도권 신공항’ 그림. 한반도

의 중앙에 위치한 신공항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을 이어줄 수 있다. 

(『수도권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안) 협의』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16.) 

 

넷째로, ‘신공항 건설의 기본 방향’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가치들이 무질

서하게 나열되어 있다. 최고 수준의 운항 안전성과 보안성, 편리함, 정시성, 

안락함, 각 시설 규모간 균형을 통한 운영 효율의 극대화, 재정 자립,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국제선 거점과 중계지, 

24시간 운항, 초음속기 및 초대형 운항기 취항 대비, 수도권에서 단시간에 

접근 가능성, 수요 증가에 대응 가능성. 이러한 기본 방향(그리고 신공항의 

위상과 역할)에서 동북아의 허브라는 목표는 반복되기는 하나 한국과 세계를 

잇는 관문으로의 공항, 초음속 항공기와 초대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공

항, 안전과 보안 수준이 높은 공항, 최고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항 등 다른 목

표들과 병렬적으로 제시되었다. 목표들 사이에서 중요도에 따른 위계나 포함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동북아의 허브를 지향한다는 것은 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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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추구하는 여러 다양한 목표 중 하나였던 것이다. 

기본 계획안의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함께 봐야 할 것은 목차와 본문이 

시작되기 전, 요약문 바로 직후에 삽입된 ‚HUB 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라는 제목의 페이지이다. 일곱 항목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항목은 국제적인 항공 수요 증가와 

그로 인해 공항을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노력을 말한다. 다

섯 번째 항목은 일본, 홍콩 등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중추 공항 자리

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항목은 한국의 항공 수요 증가율, 김포공항의 한계, 공항 건설의 시간적 

제한 등 한국 내 현실의 시급성에 대한 것이다.47 

여기에서 다섯 번째 항목의 서술은 특수한 성격을 갖는다. 이 항목을 제

외하면, 허브공항은 현재 국제공항을 새로 지어야 할 이유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미래의 흐릿한 목표에 불과했다. 앞서 보았듯, 계획안에서 공항이 필요

한 이유로 제시된 것은 오로지 코앞에 닥친 항공 수요의 포화라는 상황뿐이

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허브공항 지위를 두고 경쟁한다는 사실

                                     

 
47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세계의 항공 수요는 금후 상당 기간 동안 연 

6% 수준의 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 이 중 아〮태평양은 9.5%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3.] 항공기 제작 분야에서

도 초대형 초고속 항공기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어, [4.]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

기 위하여 아시아 지역 각국은 각기 공항 건설 확충에 크게 노력을 경주하고 있

으며, [5.] 그 중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은 동북아 지역의 중추 공항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대형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6.]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 10년간 항공 수요는 15%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왔고, 금

후에는 아〮태평양 수준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 김포공항 시설 확장

에 한계가 있어 수도권 신국제공항의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임. [7.] 하나의 신공항

을 건설하는 데는 7~8년이 걸리므로 지금 공항 건설을 시작하지 않으면 많음 어

려움이 생기게 됨.‛ 같은 글, 9. 원문에 번호는 매겨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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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허브공항을 먼 미래에서 시급한 현재의 자리로 불러온다. 경쟁은 지금 일

어나고 있는 일이므로 공항을 당장 건설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섯 번째 항목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목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논거이며, 

허브공항을 ‘신공항의 목표’만이 아니라 ‘신공항을 건설하는 배경’ 또는 ‘건설

의 필요성’에도 쓸 수 있게 하는 수사이다. 

그러나 기본 계획 구상 단계에서 허브공항을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간의 

경쟁에 대한 언급은 기본 계획안의 목차 앞에 삽입된 페이지 속 한 줄이 전

부였다. 기본 계획안 본문은 물론, 정부와 용역 업체가 쓴 다른 문서들에서도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한 경쟁 

개념이 갖는 수사적인 힘을 교통부와 기본 계획의 설계자들이 아직 충분히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4절에서 볼 사회적인 변화 이후 경

쟁 개념은 신공항 건설 담론의 중심이 된다. 이와 함께 허브공항이라는 목표

의 중요성 역시 달라질 것이었다. 

또 기본 계획 속 ‘동북아시아 허브공항’ 개념에 관해 중요한 점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본 계획을 

구상한 이들이 보기에 허브공항은 일반 공항과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 허브공항은 공항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만 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였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서는 승객에게 ‚최고의 효율성과 편리함‛, ‚최

고 수준의 안전성과 보안성‛, ‚정시성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 외의 방법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48 또 허브공항이라는 목표는 종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뒤섞였다. 이를테면 편의, 안락, 안전을 제공하는 공항이나 무형 자산

의 교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관문 공항은 허브공항의 조건일까, 결과

                                     

 
48 같은 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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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아니면 동일한 개념일까)? 국제업무와 공항 도시 같은 다양한 기능은 허

브공항의 조건과 결과 중 어느 쪽이고, 이는 관문 공항과 무엇이 다른가? 이 

모든 불분명함은 허브공항이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의 중추’라는 것 외에 내

용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허브공항은 구체화된 특성, 차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로지 기능만을 가진 추상적인 목표에 가

까웠다. 

1993년 이후 허브공항이 이전보다 중요한 목표가 되고 나서야 신국제공

항건설공단, 국회의원, 교통부 장관 등 많은 사람들이 허브공항에 구체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중 기본 계획의 변경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해석은 1994년 9월 창설되어 신공항 건설 사업을 주도한 신

공항건설공단의 것이다. 신공항건설공단의 해석은 1995년 기본 계획 변경안

에 반영되었으므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 변

경안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기본 계획안의 평면배치도를 자세히 볼 필요

가 있다. 

 

 

3.2. 평면배치도와 국제도시 계획 

 

기본 계획안의 공항 시설 평면배치에 대한 장은 우선 공항 시설을 항공 

요소와 비항공 요소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49  항공 요소는 공항 시설 중 

비행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비항공 요소는 비행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계획서에서는 활주로, 유도로, 항공보안시설 등 항공기 

                                     

 
49 같은 글, 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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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착륙 관계 시설, 항공기 정비시설, 화물시설 등 부대시설, 항공 진입 교통

시설, 여객터미널을 항공 요소로, 공항 직원과 여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업무시설을 비항공 요소로 분류했다.50 

기본 계획에서 시설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 평면배치

도([그림 4])에 임의로 매긴 번호를 따라가며 설명할 것이다. 기본 계획안에 

의하면 각 활주로의 규모는 길이 3,750m, 너비 60m이고, 최종적으로는 평

행 활주로 4본을 2평행 2독립으로 건설할 예정이었다. 2평행 2독립은 가깝게 

붙어 있는 2본의 활주로 두 쌍을 평행한 모양새로 멀리 떨어뜨린다는 뜻이다

([그림 4]의 1번과 2번).51 두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서로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이착륙하기 위해선 둘 사이에 넓은 공간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활주로 4본

을 그만큼 떨어뜨릴 만큼 공항 부지는 넓지 않으므로, 2본의 활주로 두 쌍은 

각각 근접해 있어야 한다. 근접한 활주로들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는 없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활주로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

요한 거리로 제시한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두 활주로를 번갈

아 사용할 경우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었다. 1단계 건설에서는 4본의 활주로 

중 동쪽 내측에 있는 것([그림 4]의 2번에 위치한 두 활주로 중 왼쪽) 단 하

나만이 설치될 것이었다. 

                                     

 
50  여객터미널을 항공 요소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항공 요소와 비항공 요소의 구분

은 에어사이드(airside)와 랜드사이드(landside)의 구분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계획안에서 항공 요소와 비항공 요소의 구분을 소개한 뒤에 

에어사이드와 랜드사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에어사이드에 여객터미널을 포

함시켜 설명하지는 않는다. 
51 계획상 11자 두 개가 멀리 놓인 형태에서 안쪽 두 활주로 사이의 간격은 2,100m

였고 근접해 있는 두 활주로 사이의 간격은 430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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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본 계획안에서 공항 시설들의 전체적인 배치를 담고 있는 평면배치계획. 

(『수도권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안) 협의』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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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쌍의 독립 활주로 사이의 공간에는 여객터미널, 네 개의 탑승동

(Remote Concourse), 화물터미널이 들어선다. 화물터미널의 위치는 활주로 

안쪽 북측이고([그림 4]의 3번), 여객터미널의 위치는 남쪽이다([그림 4]의 4

번). 여객터미널의 형태는 대기 장소, 보안 검색대, 46개의 탑승 게이트가 결

합된 집중형 터미널이다. 또 그와 별개로 각자 32개의 탑승 게이트들을 가진 

탑승동 4개를 건설하여 총 174개의 게이트를 보유하게 된다. [그림 4]의 5번

을 중심에 두고 위아래로 배치된 네 개의 가로선이 각각 탑승동이다. 집중형 

터미널에 분리식 탑승동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혼합한 형태는 덴버 

국제공항을 비롯해서 당시에 지어지던 공항들이 흔하게 채택한 것이었다. 

기본 계획을 작성한 유신코퍼레이션과 벡텔 사가 집중형 터미널을 선택

한 이유는 그들이 별도로 여객터미널의 형태를 비교한 보고서에서 명확히 드

러난다. 52  그들은 중앙집중청사(Centralized terminal)와 전위청사(Unit 

terminal) 개념을 비교했다. 전위청사는 터미널만 여러 개인 형태를 일컫는 

것으로, [그림 5]의 독립형 터미널과 동일한 개념이다. 유신과 벡텔 두 기업은 

비교를 위해 여객 편의성, 도로에 의한 접근, 철도에 의한 접근, 재정 타당성

이라는 네 가지 기준에 주목하여 각 기준마다 상세하게 분석했다. 두 기업은 

이 네 기준을 제외한 여객처리능력, 안전과 보안, 환경 적합성 등의 기준에서

는 중앙집중청사와 전위청사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분석의 결과, 

여객 편의성에선 전위청사가,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재정 타당성에서는 

중앙집중청사가 더 유리하므로, 두 회사는 중앙집중청사를 선택했다. 

                                     

 

52  벡텔인터내셔널〮유신코퍼레이션, 『수도권 신국제공항기본설계 보고서 특별보고서 

청사개념비교』 (1991.01). 이 보고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록보관소에서 보관하

고 있고, 열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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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앙집중형 터미널과 독립형 터미널을 각각 설명한 그림. 기본 계획안의 여

객터미널은 중앙집중형이었다.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70회 교통위원회회의록』 (1994. 10. 14), 140) 

 

 

여객터미널과 네 개의 탑승동 중 1단계 건설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여객

터미널 뿐이다. 2단계 건설에서는 세 개의 탑승동을 추가로 건설하고, 3단계 

건설에선 최종적으로 네 번째 탑승동을 만들 것이었다. 기본 계획 완료 이후 

여객터미널 현상설계 공모가 1992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되었는데,53 

당선작은 여객터미널 바로 아래에 제2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 계획을 담고 있

었다([그림 6]). 현상설계 이후의 건설 계획에 의하면 1단계 건설에서는 제1

여객터미널만을 만들 것이었다. 제2여객터미널 완공은 2단계 건설의 목표였

다.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사이의 공간에는 평면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었

다. 

 

                                     

 
53 인천국제공항공사, 앞 책,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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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두 터미널과 평면주차장 그림. 공항 1단계 건설에서 제1터미널과 평면주차

장이 설치될 것이며, 그 후 제2터미널이 지어질 것이다. (『기본계획(1단계사업계획)변

경1 (1995-1995)』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항기획과), 32) 

 

활주로의 동쪽 밖에 있는 교통중추시설지역([그림 4]의 6번)은 ‚종사자들

의 지상교통량 대부분과 대중교통량의 일부를 셔틀버스 등으로 환승시킴으로 

여객터미널 지역 내의 차량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곳이다.54  여

객터미널 아래에는 1,500,000m2 면적의 국제업무지역([그림 4]의 7번)이 터

미널과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규모 중추공항이 창출하는 국제적 이점

을 활용하고 이용 여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제반 편의시설‛들, 이를테면 ‚24

시간 개방 쇼룸, 대형 쇼핑시설, 위락시설 및 호텔 등‛이 자리할 것이다. 이 

지역의 핵심은 국제적인 경제활동 기능이다. ‚국제회의 및 행사장, 전시장, 

각종 사무실 등‛이 있는 국제업무지역은 영종도를 동북아의 ‚국제적인 상거

래와 문화 및 정보 교류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다.55 

공항 부지 동쪽에는 292만평의 배후지원단지([그림 4]의 8번)가 위치한

다. 이는 공항 종사자와 이용자 들을 위한 주거 단지, 편의 시설, 공항 관련 

상업 지역 222만평과 ‚국제적 공정 분업에 의한 부품 조립 항공 화물의 일시

                                     

 
54 『수도권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안) 협의』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36. 
55 같은 글, 37;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관계철』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정책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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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관 저장이 가능한 자유무역지역(FTZ)‛ 70만평으로 구성된다.56  기본 계

획안의 토지이용계획을 다룬 장에 의하면 배후지원단지가 필요한 까닭은 ‚임

공단지‛가 현대적 공항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대의 

공항이 ‚단순한 비행장이란 개념에서 발전하여 공항, 공항도시라는 개념으로 

공항의 기능이 점차 복합화, 다양화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대두되는 기능‛이다. 

따라서 수도권 신국제공항도 ‚다종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지원할 수 있는 

공항에 인접한 배후지원단지‛가 필요하다.57 

랜드사이드 지역의 시설들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는 위와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계획되었다. 계획안을 구상한 용

역 업체는 점차 거대화되는 국제공항이 단순한 비행장의 기능에서 벗어날 것

으로 보았다. 이제 국제공항은 기술, 정보, 지식 등 무형자산의 교류가 이루

어지는 공항도시가 될 것이었다. 용역 업체 측은 수도권 신국제공항이 만약 

동북아의 허브공항이 될 경우 그러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했다. 국제업무지역의 경제적 기능은 허브공항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점

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보였다. 궁극적으로, 영종도와 인천은 국제

공항 개발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 경제, 무역, 금융 등의 중추

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도시‛가 될 수 있었다.58  신공항 건설 사업 초기인 

1989년 3월 23일 신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에서 ‚국제공항 도

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공항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 이후, 국

제도시에 대한 구상은 신공항 건설에서 줄곧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59 국제

                                     

 
56 같은 글, 9. 
57 『수도권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안) 협의』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58. 
58 ‚수도권 신공항 월내 확정‛, 『동아일보』, 1990. 2. 1, 1면. 
59  『수도권신공항개발관계철 (1989-1989)』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항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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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는 이러한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 기본 

계획안에는 허브공항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등장하지 않으나, 허

브공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인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

은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것이다. 

기본 계획안이 만들어진 직후인 1992년 3월, 건설부와 인천시는 기본 

계획에 관해 교통부 측에 의견을 타진했는데, 이때 그 둘은 공통적으로 국제

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의 일부인) 자유무역지역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삭

제하거나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60 그러나 교통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기

본 계획안을 옹호했다. 교통부는 세계적 추세를 봤을 때 비항공 수익을 증대

시키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환승 여객들에게 편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

기 때문에 국제업무지역이 건설 계획에서 빠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업

무지역이 없다면 환승 여객들은 편의시설을 위해 배후도시로 갈 것이므로, 

교통량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었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교통부는 외국 대형

공항의 사례를 볼 때 자유무역 기능이 반드시 공항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1 결국 교통부는 기본 계획에 가해진 외부의 비판들을 모두 물리치

                                                                                              

 

과), 65. 
60  건설부는 국제업무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이 신공항 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신공항 건

설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단지로 인해 교통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과 인천이 배후지원 역할을 할 것이므로 별도의 배후지원단지가 불필

요하고, 수도권 억제 정책과 상충하므로 삭제되거나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역시 소음과 진동 피해를 이유로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 계획의 삭

제를 요구했다. 『기본계획관련철(1) 1992-1992』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

공학기획과), 63-72, 88, 93, 133-136. 
61 또 교통부는 국제업무지역이 여객편의시설들을 모아놓은 장소를 다른 이름으로 표

현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고, 법리 해석의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지역을 수도권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에 포함시킴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는 신공항 건설사업과 무관한 시설들을 신공항 건설촉진법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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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안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은 교통부에게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단인 국제업무지역과 자유무역지대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

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기본 계획은 1992년 6월 16일에 고시되었다.62 그 뒤, 8월 13일에 교통

부는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 1단계 부지조성 범위를 검토했다. 11월 30일에 

부지를 축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듬해 6월 15일에 평면배치 계획 변경

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축소된 부지에서도 기본 계획의 틀은 유지되었다. 

1993년 6월 15일에 공항토목부는 평면배치 계획에 관해 벡텔 사, ADP 사, 

서울대 박창호 교수, Greiner 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이들은 모두 평면배치 

계획이 합리적이라는 데 동의했다.63  그 후 8월 30일에 신공항 추진위원회는 

1단계 건설계획을 수정해서 의결했다. 이는 부지조성 규모와 기본 배치는 확

정해놓은 채, 세부적인 계획은 실시설계에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

다. 

이상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로, 수도권 신

국제공항 건설 기본 계획에서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은 구체적인 특성과 이

                                                                                              

 

한다는 공격에 대응한 것이었다. 자유무역단지에 관해서 교통부는 그것이 단계적

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당장은 유보지로 남겨둘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배후지원단지에 대한 교통부의 해명은 이것이 공항 종사자들을 위해 필요한 적정 

규모로 계산되었다는 것이다. 『기본계획관련철(1) 1992-1992』 (건설교통부 국책

사업기획단 신공학기획과), 63-188. 
62 ‚수도권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 및 기본 계획(교통부 고시 제 1992-16호)‛, 『관보』 

12144호, 1992. 6. 16. 
63 다만 자문업체 및 위원 들은 경항공기 시설, 철도역, 기내식 시설, 기상대 등 상대

적으로 사소한 시설의 위치를 문제 삼았다. 또 Greiner 사는 정비 시설이 두 군

데로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는 4절에서 볼 

항공사들의 문제제기의 핵심이었다. 『공항토목시설실시설계2 (1994-1994)』 (건설

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공항시설국 신공항개발과), 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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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기 위한 방법을 담고 있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이었다. 둘째로, 허브공항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었지만, 역설적으로 허브공항을 건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목표(국제도시)에 대해서는 그를 이루기 위한 수단(국제업무지

역과 배후지원단지 건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또 이 절에서 살펴본 기

본 계획안 내 평면배치계획은 이후 기본 계획 변경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변경 단계에서는 기본 계획안과 반대로 허브공항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국제도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축소되

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살펴야 할 것은 공항 건설 주체로 하여

금 기본 계획을 변경하게끔 만든 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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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계획 변화를 향한 추동: 국제화 담론과 기본 

계획에 대한 항공사 및 국회의 압력 (1992-1994) 

 

 

 

 

 

수도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1988년 발표된 이래 1992년까지 거치적거

리는 방해꾼을 마주치지 않았다.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 건설추진위원회에

서는 대체로 공항이 아닌 고속전철에 관한 논쟁이 오갔으며, 언론은 공항 건

설 사업의 경과를 가끔씩 보고하기만 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까닭은 우선 수

도권 신공항 건설이 급한 문제라는 점이 누구에게나 분명했기 때문이다. 김

포공항이 포화를 앞두고 있다는 우려는 정부 안에서나 언론에서나 항상 들려

왔다. 88 올림픽 이후에는 그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다. 여기에 더해, 국제공

항 건설이 큰 주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비리 의혹을 물을 때나 

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할 때를 제외하고는 국제공항 건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1992년 이후 차례로 반전되었다. 우선 신공항의 입지 선

정안이 시민단체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그 다음에는 국제화 담론의 

확산으로 인해 언론을 비롯한 신공항 건설 사업 외부인들에게 이 사업이 이

전보다 큰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일련의 변화는 건설 당국의 결

정들에 대한 항공사 및 국회의원 들의 의심과 추궁으로 이어졌다. 최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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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교통부와 새로운 건설 주체인 신공항건설공단이 건설의 일부를 일시

적으로 중단하고 기본 계획안을 재검토하게 된 것이었다. 이 절의 목적은 기

본 계획 변경을 결단하는 데까지 이르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

정은 정부 외부에서 이루어진 보다 큰 규모의 담론상의 변화가 신공항 기본 

계획안이라는 정부 내부의, 세부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었다. 

 

 

4.1. 시민단체의 저항과 동북아시아 허브공항 경쟁 

 

1992년 4월, 영종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재보완을 끝

내고 환경처에 제출되었을 때, 영종도에 있는 대규모 철새 도래지가 파괴된

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64 그 다음 달에는 서울대학교 환경공학 교수

들로 구성된 환경과 공해연구회가 공항의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65 환경과 공해연구회 대표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는 

1992년 7월 20일에 영종도신공항문제 공동대책협의회를 결성하여 현 신공항 

건설 계획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영종도가 아닌 다른 곳에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66 

                                     

 
64 조홍섭, ‚서해안 철새도래지 위태롭다‛, 『한겨레』, 1992. 4. 25, 8면. 
65 ‚‚영종도 국제공항 입지 부적격‛‛, 『한겨레』, 1992. 5. 7, 14면. 환경처는 이 지적

을 받아들여 교통부에게 철새 도래지를 보호할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영종

도 공항 항로변경 등 철새 보호대책 요청‛, 『한겨레』, 1992. 6. 4, 8면.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영종도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노태우 정부의 초대

형 건설 사업들의 진상 조사를 수행했다. 홍은택, ‚야 「6공 공리권 사업」 파헤치

기‛, 『동아일보』, 1992. 7. 6, 3면. 
66  ‚‛생태계 파괴 등 우려‛ 신공항건설연기촉구 17개 환경단체 성명‛,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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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5월, 김영삼 정부가 정권을 이어받은 직후, 김정욱과 영종도신공

항문제 공동대책협의회 부간사였던 권오혁은 영종도 부지 선정에 대한 비판

점을 총 24개 항목으로 정리한 책을 출판했다.67  언론은 반대자들을 주로 환

경단체로 묘사했지만, 24가지 비판들은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안전, 경제, 안

보, 국토균형개발 등 다양한 주제들을 포괄했다. 이 중 김정욱과 권오혁이 첫 

번째로 제기한 비판은 동아시아 허브공항이 잘못된 비전을 바탕을 둔 불가능

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김정욱과 권오혁에 의하면, ‚영종도 신공항의 엄청난 

규모와 비용이 정당화되는 거의 유일한 논거는 동아시아 허브공항이라는 비

전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엄청난 비용, 위치상의 불리

함, 국토공간의 불균형 심화, 환경상의 피해 등 제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68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

은 허브공항이라는 목표의 허구성을 우선적으로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69  그들은 비효율성을 근거로 들며, 국제 항공교통이 ‘포인트 투 포인

트’ 체계에서 ‘허브 앤 스포크’ 체계로 나아가리라는 예측이 틀렸다고 말했다. 

저자들은 국제 항공교통의 미래가 ‘포인트 투 포인트’임을 잘 드러내는 사례

로 과거에 먼 나라로 가려면 도쿄에서 환승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파리나 뉴

욕으로 직항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게다가 세계 유수의 국제공항

들 어디에도 허브공항 같은 것은 없었다. 런던 주변에는 히드로 공항과 게트

                                                                                              

 

1992. 7. 28, 21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포함한 17개 환경〮시민단체가 여기

에 호응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여러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67 김정욱〮권오혁, 『영종도신공항: 문제점과 대안』 (삼성출판사, 1993). 
68 같은 책, 47. 
69 권오혁은 그 해 12월에 책에 쓴 것과 동일한 논지에서 ‘동아시아 허브공항 건설론’

을 비판하는 논문을 따로 발표하기도 했다. 권오혁, ‚허상을 쫓는 또 하나의 평화

의 댐‛, 『황해문화』 1 (1993), 26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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윅 공항이라는 두 거대공항이 위치했고, 마찬가지로 파리 근방에는 오를리 

공항과 샤를 드골 공항이라는 거대공항이 있었다. 현실은 한 도시의 주변을 

여러 큰 공항들이 둘러싸 수요를 분산시키는 모습이었다. 저자들은 항공산업

의 전문가들이 다들 허브 앤 스포크 체계로 변화하는 미래를 허황된 전망으

로 취급한다고 일축했다.70 또 그들에 의하면 동아시아의 허브공항 자리를 둘

러싸고 각국이 경쟁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 역시 잘못된 것이었다. 저자들은 

당시 건설 중이었던 일본 간사이 공항과 계획 중이던 홍콩 책랍콕 공항은 허

브공항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항공 수요의 포화 때문에 서둘러 계획되었

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간사이 공항 계획에 허브공항이라는 말이 등장

하지도 않았고, 책랍콕 공항은 중국의 반대로 건설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았

다. 

허브공항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1992년 초의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에

서 지나가면서 언급되는 데 불과했던 동북아시아 허브공항 경쟁이 1993년 

중반 무렵에는 반대자들이 반박해야 할, 정부 측의 중요한 논거가 되어 있었

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각국이 허브공항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앞다투어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있다는 생각은 아시아〮태평양 중심공항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1990년, 언론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유

리하다는 언급으로 등장했다.71  그 뒤 이러한 주장이 점차 빈번해졌고, 1992

년 7월에는 경쟁의 대상을 홍콩의 첵랍콕 공항,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 대만

의 중정 공항,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 공항, 상하이의 훙차오 공항으로 구

체화시킨 기사가 나타났다. 이 아시아 국가들은 앞다투어 공항을 새로이 건

                                     

 
70 김정욱〮권오혁, 앞 책, 46-54. 
71 원용강, ‚새공항 국제규모 배후도시 계획‛, 『동아일보』, 1990. 2. 21, 5면. 



 

50 

 

설하거나 확장해가며 곧 항공산업의 황금시대를 맞이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 중심을 차지하려 한다는 것이었다.72 

1993년 이후에도 동북아시아 항공 경쟁은 언론의 주기적인 관심을 받았

지만, 본격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은 간사이 공항이 개항하면서부터였다. 

1994년 9월 4일, 간사이 공항이 개항한 날 전후의 기사들은 간사이 공항과 

당시 건설 중이었던 홍콩의 책랍콕 공항, 그리고 영종도 신공항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동북아시아 항공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었

다.73 영종도 공항 건설 프로젝트가 아직 공사 초기 단계일 때 간사이 공항이 

개항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동북아 중심 공항 경쟁에서 뒤쳐졌음을 뜻했다. 

그러므로 ‚하늘의 춘추전국시대‛74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국제공항 건설에 총

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러한 반응은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이라는 목표가 설정

되기 이전 간사이 공항에 대한 언론의 반응과 명확히 구별된다. 이때 간사이 

공항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언론에서 간사이 공항과 연관된 관심은 한

국 기업들이 건설 수주 계약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었다.75 간사이 공

항은 한국이 짓는 수도권 국제공항과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의 

항공 패권을 둘러싼 다툼이 떠오르면서, 간사이 공항은 수도권 신국제공항의 

                                     

 
72  이영근, ‚아주국 공항 확장-신설바람 ‚10년 내 항공산업 황금기 온다‛‛, 『동아일

보』, 1992. 7. 31, 10면. 
73 ‚아시아 국가들 「거점공항」 확보 뜨거운 경쟁‛, 『경향신문』, 1994. 9. 3, 6면; 배인

준, ‚일 관서공항 오늘 첫 이륙 아시아 「하늘의 경쟁」 시동‛, 『동아일보』, 1994. 9. 

4, 6면; ‚인터뷰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 초대 이사장 강동석씨‛, 『매일경제』, 

1994. 9. 7, 24면; 오평환, ‚영종도 새공항 늦춰서는 안 된다‛, 『한겨레』, 1994. 9. 

8, 10면. 
74 황유성, ‚아태 시대 역동의 현장 (2) ‚하늘을 잡아라‛ 공항 건설 경쟁‛, 『동아일보』, 

1994. 1. 4, 9면. 
75  예를 들어, ‚일 동경만 인공섬 건설 공사 현대 등 외국업체 모두 쓴 잔‛, 『매일경

제』, 1989. 1. 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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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벌이 되었다. 

동북아시아 허브공항 경쟁이 이와 같은 관심을 불러모을 수 있었던 배경

에는 국제화(세계화) 담론의 유행이 있었다. 한국이 개방되고 국제질서에 편

입하면서 언론에서 국제화하는 세계에 대한 언급은 점차 증가했는데, 1993년

에 특히 크게 늘었다. 1993년 9월부터는 사회평론지와 사회과학 학회지에서

도 국제화 현상을 다루기 시작했다. 76  평론가들에 의하면, 국제화는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그것은 자본주의가 국제적으로 팽창해나감

으로써 생활양식이나 생존형태가 전세계에 걸쳐 동질화 되어가고 있음을 나

타낸다. 그러나 이 용어는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의 

가족, 하나의 국가처럼 가까워졌고 따라서 민족국가적 경제나 이해관계가 더 

이상 큰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암암리에 드러내기 위해 보다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77  또한 그것은 기존 국민국가가 아닌 ‚초국적자본

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이며, ‚적자생존의 무한경쟁‛

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78  1993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차기 국정목표를 ‘국제화추진’으로 선언한 이후, 79 

1994년 동안 국제화 담론은 언론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기업 규

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쏟는 정책을 펴면서, 

                                     

 
76  『한국사회학회』는 1993년 9월에, 『한국정책학회』는 1993년 12월과 1994년 2월

에, 『한국정치학회』는 1994년 2월, 10월, 1995년 1월에 ‘국제화’를 학술대회 주

제로 선정했다. 백종국,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한국자본주의의 선택에 관한 문헌

비평‛, 『한국정치학회보』 29(2) (1995), 27-67 중 30. 
77 박호성, ‚보수적 개혁과 국제화 시대‛, 『월간 사회평론 길』 (1993.09), 28-29. 
78  김택수, ‚국제화시대 민족운동에 제기된 세 가지 문제‛, 『월간 말』 (1994.02), 

166-175 중 167. 
79  강명구〮박상훈,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신한국’에서 ‘세계화’까지‛, 『한국사

회학』 31(SPR) (1997), 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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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제화 생존전략을 세워 21

세기를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0  ‘무한경쟁시대’는 1994년 언론에서 빈

번히 사용된 표현이었다. 

국제화는 이기적인 국가들 간의 생존경쟁이 피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이

라는 인식과 떼놓을 수 없었다. 동북아시아 항공 경쟁에 대한 논의들은 이 

같은 인식 위에서 확산되었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이 될 허브공항’이라는 

공간적인 도식은 생존경쟁이라는 개념과 잘 맞물렸다. 바퀴의 중심이 단 하

나 뿐이듯, 바퀴의 중심에 해당하는 허브공항은 한 지역마다 단 하나밖에 존

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은 동북아시아에서 단 한 국가

만이 차지할 수 있는 패권적인 지위였다.81  각 국가들은 허브공항의 지위를 

얻기 위해 숨가쁜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경쟁에서 승리한 국가만이 2000년

대를 선도할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포인트 투 포인트 체계나 노태우 

정부의 처음 계획이었던 ‘두 세계의 교량 역할을 하는 중계공항’이 전제하는 

국제항공교통 체계와 비교할 경우 명확히 드러난다.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체계의 공간적 도식 속에도 항공교통이 집중되는 장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하나의 패권적인 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이는 탈중심화된 공간이다. 중계공항 계획의 경우, 노태우 정부는 동서로 

나누어진 세계를 연결해주는 공항을 구상한 바 있다. 이때 두 세계를 이어주

는 장소는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단 하나만 있을 필요

는 없다. 심지어 2절에서 보았듯 정부는 일본과 한국이 중계공항 역할을 반

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허브 앤 스포크 체계와는 달리 포인트 

                                     

 
80 최강, ‚실명제 개혁과제의 완결‛, 『국정신문』, 1994. 8. 29, 1면. 
81 황유성, ‚아태 시대 역동의 현장 (2) ‚하늘을 잡아라‛ 공항 건설 경쟁‛, 『동아일보』, 

1994. 1. 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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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포인트 체계나 중계공항이 전제하는 국제항공교통 체계는 국가간 항공 경

쟁이라는 개념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지 않았던 것이다. 

 

 

4.2. 세 가지 압력 

 

국제화와 생존경쟁 담론이 동북아시아 항공 경쟁에 대한 말들을 확산시

킴에 따라 신공항 건설 사업은 이전보다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마침내 

1994년 9월 1일에 신공항 건설사업의 새로운 주체로 발족한 신공항건설공단

은 기본 계획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항공사들이 제기한 정비시설 위치 

논쟁, 둘째는 신공항건설공단 설립, 셋째는 국회 교통위원회의 청문이다. 이 

중 첫 번째 사건은 국제화 담론의 증가와 별다른 연관이 없지만, 평면배치 

계획이 확고하다는 인식을 흔들어놓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후 기본 계획 변경

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그 밖의 두 사건들은 국제화 담론이 초래한 긴장의 

영향 하에 있다. 

1994년 1월 10일, 대한항공은 정비고를 활주로 외측에 나눠서 배치한 

평면배치 계획을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82 정비 시설을 포함한 지원 시설들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항공사의 입장에서 공항을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논리는 승객만이 아니라 항공사도 공항의 이용자이기 

때문에 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선 항공사의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

                                     

 
82  『공항토목시설실시설계2 (1994-1994)』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공항시설국 신

공항개발과), 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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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원 시설들이 항공사 구역별로 배치되어야 하며, 그

게 안 될 경우 둘째로 지원 시설들을 기능별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반 년 가량 한국공항공단을 괴롭혔다.83 2월 16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정비 시설이 활주로 외각에 있을 경우 항공기가 활주로

를 횡단해야 하므로 안전성을 저해하고, 항공기 정시 운항에 문제가 생기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정비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정비 시설을 

활주로 내측 북단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교통부 측에 통보했다.84 항공사들

의 건의에 한국공항공단과 기본 설계 용역을 맡았던 유신설계공단이 적극적

으로 반대함으로써 7월까지 회의와 자문이 이어졌다.85 이 논쟁에서 한국공항

공단과 유신설계공단은 항공사들의 주장대로 중앙 북단에 정비 시설을 두어

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중앙 북쪽 지대를 유보해놓지 않으면 

미래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지조성이 복잡해져

서 공사비가 크게 오르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정비 항공기의 활

주로 횡단 횟수는 감소시킬 수 있어도 화물 터미널을 활주로 우측에 몰아야 

                                     

 
83 한국공항공단은 한국 공항들의 건설과 운영을 맡은 공기업으로, 1994년 9월 이전

까지 수도권 신공항 건설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다. 
84 같은 글, 165-174. 
85  3월 19일에는 한국공항공단, 유신설계공단,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인사들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이는 두 항공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다. 3월 중 

Greiner 사와 ADP 사는 정비 시설을 활주로 바깥 측에 배치하는 안에 적극적으

로 동의하는 자문을 주었으며, 31일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다시 건의를 올렸다. 5

월에는 용역을 맡았던 유신설계공단이 반박을 했고, 두 항공사는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다시 변경을 건의하며 유신설계공단을 재반박했다. 그 후 논쟁은 더 심

화되었다. 공단은 5월 26일과 31일에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관계자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6월 13일과 21일에는 각각 대한항공 측 및 아시아나 항공 측과 

2차 협의가 있었고, 6월 30일과 7월 6일에는 교통부, 공단, 두 항공사 모두가 모

인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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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화물기가 동쪽 활주로를 횡단하는 횟수는 늘어날 것이었다.86 

공단과 항공사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 이는 한국공항

공단의 주무기관인 교통부가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공단의 견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질책하며 합의를 내라고 압박했기 때문일 것이다.87  7월 22

일에는 모든 관계자들, 즉 교통부, 유신공단, 한국공항공단, 두 항공사들이 

참석한 합동회의가 열렸다. 이때 이후로 논쟁은 합의를 향하기 시작했다. 결

국 8월 말 공단이 항공사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항공사가 새로운 배치안에 

이견이 없다고 동의함으로써 정비 시설의 위치를 둘러싼 논쟁은 끝이 났다. 

이는 신공항건설공단의 발족을 며칠 앞둔 때였다. 

정비 시설 논쟁은 평면배치 계획의 지위를 크게 흔들어 불확실한, 의심

스러운, 수정 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국제화 담론의 확

산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았다.88  반면 정비 시설 논쟁과 비슷한 시기에 전개

                                     

 
86 같은 글, 140-142. 그러나 항공사들은 정비를 위한 이동이 화물기의 이동보다 훨

씬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화물기가 활주로를 횡단하도록 두는 것이 낫고, 화물기

는 주로 항공기 이착륙이 가장 빈번한 시간이 아닌 야간 시간대에 운영되니 정체

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공사비에 관한 항공사들의 의견은 1단계 공

사비가 증가한다 해도 어차피 3단계까지 개발할 때 부지조성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총액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었다. 같은 글, 209-220. 
87 교통부에 의하면, 공단은 문제점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출함으

로써 검토를 어렵게 하는 ‚책임회피성 업무처리로 일관‛하고는 교통부가 평면배치 

계획을 확정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처럼 떠들어댔다. 같은 글, 75. 교통

부는 정비 시설에 관한 논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공단의 미숙한 업무 

수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글, 64-76, 194-200. 이는 분명 동일

한 시기에 교통부가 한국공항공단의 업무 수행 능력을 의심하며 신공항 건설을 

맡을 새로운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88  1991년 8월 대한항공이 기본 계획에 관해 수정을 건의했을 때 수정안이 전부 거

절되었어도 강경하게 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이후 대한항공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만든 원인이 동북아시아 허브공항 경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

일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같은 글, 2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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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은 한국공항공단이 전국 14개 공항의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어서 동북아 중추 공항 건설의 대업을 감당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교통

부 측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89  한국공항공단과 별개로 신공항을 건

설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1993년 말부터 나왔고, 1994년 1월에 교통

부가 작성한 신공항 건설 주체 개편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구체화됐다. 1월 15

일 보고서에서 교통부는 한국공항공단이 전국 모든 공항의 운영을 맡기 때문

에 신공항 건설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과 운영

을 담당하는 법인을 각각 분리해야 했다.90 

교통부가 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로 한국공항공단의 과다

한 업무와 직원들의 의식 문제만을 들지는 않았다. 독립된 건설 기관이 설립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공항 건설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교통부는 신공항건설공단 설립 추진 보고서들에서 동북아 중추공항 건설 업

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교통부가 당정협의 때 사용하기 위해 

                                     

 
89 당시 공항 건설을 담당했던 신공항건설본부는 한국공항공단 산하 부서로, 1991년 

1월 31일 발족했다. 본래 정부는 신공항개발공사의 설립을 추진하며 1990년 9월 

6일에 입법 예고까지 했었지만 관계 부처 협의, 국회 질의, 국정 감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정부는 1991년 3월부터 계획을 재검토했고, 6월 26일 별도

의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한국공항공단의 내부 부서가 건설을 맡는 것으로 결정

을 내렸다. 그리고 1991년 12월 14일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과 한국공항공단

법이 개정되면서 신공항건설본부는 정식으로 건설 주체로 인정받았다. 1993년 9

월 24일 직제 개정 이후에는 150명이었던 인원이 202명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1994-1994)』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항기획과), 

92-94. 
90  1월 26일 교통부에서 작성된 보고서에서는 현 건설 주체의 문제를 공단 직원 개

인들의 부족함에서 찾는 서술이 더해졌다. 즉 ‚공단 위원들의 신공항 건설 업무 

기피 경향으로 공항 건설 유경험자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로지 건설만을 전담하는 요원이 아니므로 사명감과 소속감이 결여‛됐다는 것이

다. 같은 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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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6월 작성한 예상질의 답변 자료는 이를 잘 보여준다. 자료에 따르면, 

별도 조직을 이제 와서 다시 추진하는 까닭은 신공항 건설이 ‚무한 경쟁 시

대인 21세기 국제화, 개방화 시기에 대비하여 절대적으로 조기 완공이 필요

한 사업‛이기 때문이었다.91  그 밖에도 별도 법인 설립이 ‘작은 정부’ 정책과 

어긋난다는 질문, 별도 법인을 나중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신공항 건설의 시급함이 그러한 우려들을 압도한다는 것이

었다. 이 답변 안에는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을 보도한 언론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공항 사업이 나열되어 있었

다.92 

교통부는 공항을 건설할 새로운 법인으로 공사나 공단 중 어느 쪽이 나

은지 장단점을 비교한 뒤, 공항 건설 중에는 수익성이 없으니 무자본, 비영리 

법인인 공단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추진과 입법은 무척 빠르게 진

행됐다. 정부는 1994년 6월 이전에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마치고는 

8월 전까지 국무회의 의결, 임시국회 상정 및 의결을 끝냈다.93 신공항건설공

단은 1994년 9월 1일에 발족했다. 하지만 신공항건설공단은 이미 7월부터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이어받고 새로운 기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

다. 

정비시설 논쟁 및 신공항건설공단 설립에 이어 기존 신공항 건설 계획에 

가해진 결정적인 압력은 국회 교통위원회가 7월과 10월, 두 차례 신공항 건

설 계획의 항공수요 계산, 평면배치, 설정된 목표가 허술하다고 공격한 사건

                                     

 
91 같은 글, 87. 
92 같은 글, 95. 
93 같은 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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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94  7월 11일에 열린 169회 2차 교통위원회 회의는 1993년 12월 교통

부장관으로 취임한 오명을 청문하는 자리였다.95 이 날의 회의는 대체로 온건

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나,96  이틀 뒤인 7월 13일에 열린 169회 4차 교통

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주봉 한국공항공단 이사장을 향해 날이 선 질문이 쏟아

졌다.97 한 의원은 항공수요 예측치 계산에 환승 및 통과 여객 수를 두 번 더

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원은 정비 시설의 위치를 

둘러싸고 양대 항공사들과 벌어진 마찰이 공단의 안이한 일처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물었다. 하지만 가장 길고 전문적이며 중요한 비판을 제기한 사

람은 이후에도 신공항건설공단이 가장 의식하게 될 민주당 한화갑 의원이었

다.98  그는 수도권 신공항의 기존 평면배치 설계를 효율성, 공항 내 교통 혼

잡, 활주로 사이의 간격, 여객터미널 형태 등 여섯 가지 지점에서 비판하며, 

평면배치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9  이후 기본 계획 변

                                     

 
94 이후 논의에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의원들은 국회 교통위원회 회의록 파일의 화

질 문제로 글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략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95  교통부는 1994년 12월에 건설부와 합쳐져 건설교통부가 되었다. 이 때문에 오명

은 1993년 12월부터 1994년 12월까지는 교통부장관으로, 1994년 12월부터 

1995년 12월까지는 초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재직했다. 
96  이 날 오명에게 던져진 질문들 중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것은 신공항건설공단 설

립에 대한 것뿐이었다. 국회 교통위원회, ‚제2차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4대 국

회 제169회 제2차 교통위원회회의록』 2 (1994. 7. 11). 
97  국회 교통위원회, ‚제4차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69회 제4차 교통

위원회회의록』 4 (1994. 7. 13). 
98  한화갑 의원은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교통학 석사를 취득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 공항과 관련된 주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했다. 
99  여섯 가지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사들의 말마따나 정비고의 위치는 공항

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둘째, 화물터미널이 분산되어 있어 항공기의 활주

로 횡단 횟수를 불필요하게 늘린다. 셋째, 여객터미널 진입 전용도로가 하나 뿐이

라 공항 내 교통이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현재 계획에서 근접 활주로 

사이의 간격은 430m로 지나치게 협소하다. 다섯째, 현 계획을 따르다가는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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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과정에서 한화갑의 지적들이 전부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점을 보아 신공항

건설공단이 한화갑의 비판을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교통위원회 위원장 대리는 김주봉 이사장이 모든 질문에 답변할 필요는 없다

고 말하며 넘어갔다. 이사장은 공단이 여객 수요 추정치의 오류를 발견해서 

스스로 수정했다는 답변만으로 끝낼 수 있었다. 100  나머지 문제는 곧 탄생할 

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의 몫이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교통위원회 회의에서는 신공

항건설공단 강동석 이사장이 심문을 받았다.101  이 날은 한화갑 외에도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비판을 내놓았다. 조류 서식지 문제 등 환경단체의 견해를 

대변한 의원도 있었고, 부지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동북아시아의 허브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공통된 

열망이었다. 

 

                                                                                              

 

트 개수를 최대치로 늘리지 못하고 낭비하게 된다. 마지막 비판은 터미널의 전체 

배치와 형태에 관한 것으로, 한화갑 본인과 신공항건설공단이 평면배치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었다. 그는 중앙집중형 터미널 대신 독립형 터미널을 건설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 논거는 5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같은 글, 51-54. 10

월 14일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한화갑은 이전에 내세웠던 비판점에다 탑승동 형태

에 관한 것을 덧붙였다. 그는 여러 개의 선형 탑승동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거대한 X자형 탑승동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그림 9] 참고). 국회 교통위

원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70회 교통위원회회의록』 (1994. 10. 

14), 188. 
100  국회 교통위원회, ‚제4차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69회 제4차 교통

위원회회의록』 4 (1994. 7. 13), 78. 
101  강동석은 1966년부터 교통부에서 근무한 관료이다. 1992년부터 1993년까지 해

운항만청 청장을 역임하다가 1994년 신공항건설공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인천공항이 개항할 때까지 건설을 맡은 주역이었고, 개항 이후에도 2002년 

3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초대 사장으로 지냈다. 이때의 성과를 인정받은 그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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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라는 세기적 변화가 5, 6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와 국

가가 새로운 차원에서 용틀임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영종도 신공

항도 바로 그러한 점에서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또는 어떤 위상의 하나로서 

설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102 

 

대망의 영종도공항 동북아의 거점공항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초미의 관심이고 바로 이것이 정부에서 또 국회

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특히 최근 개항한 간사이공항의 경우 

규모가 29개 국제공항과 연결해서 부채살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아시아 주변국

의 공항개발을 본다면 일본의 간사이 또 홍콩의 첵렙콕, 싱가폴의 창이, 대만 

중정, 중국도 전역에 걸쳐서 공항확장 내지 공항연구에 전 국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는 점에서 봐서 우리 영종도공항이 국제적으로 아주 대단한 경쟁상태

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103 

 

교통위원회의 위원들은 허브공항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나 허브공항의 의

미 등, 허브공항이라는 개념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 의원은 중추공항의 

조건은 무엇인지, 이점은 뭐고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지 등을 캐

물었다. 어떤 의원은 외국의 공항을 연구하는 팀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또 다른 의원은 공항의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공항은 수송 기지가 

아닌 종합적인 국제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의원들이 종합적인 

국제회의장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무역 센터를 만들고 외국 기업에게 세금을 

                                     

 
102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70회 교통위원회회의록』 

(1994. 10. 14), 25. 
103 같은 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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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해줘야 한다는 의견, 상업 목적으로 영종도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영주

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 영종도가 신공항을 중심으로 모든 물류가 환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 운송 터미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자유롭게 

나왔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공항 기능 재검토를 공단이나 교통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라, 공항 전문가와 학계 인물들까지도 모여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강동석 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이러한 질문들 대부분을 수용하겠다, 

검토해보겠다는 말로 흘려버렸다. 그리고 그는 그 해 안에 토론회나 공청회

를 열어보겠다고 약속했다. 바로 이 직전에 신공항건설공단은 기본 계획 변

경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10월 14일 교통위원회 회의 이후 기본 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공단이 변경을 위해 처음으로 한 일은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나온 제안대로 11월에 각계 항공 전문가들을 모은 공개토론

회를 개최한 것이었다. 이처럼 7월에 있었던 한화갑 의원의 맹렬한 비판과 

10월에 나타난 허브공항에 대한 의원들의 열렬한 관심은 기본 계획 변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기존 평면배치 계획이 항공사와 국회의원에 의해 흔들리고, 신공항건설

공단이 새로 발족하며, 간사이 공항 개항과 함께 언론이 동북아 허브 경쟁을 

보도하고, 이에 호응한 의원들이 허브공항의 의미와 전략을 캐물으며 공개토

론회를 제안한 것은 모두 용역업체가 처음 기본 계획을 구상하던 1991년 이

후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았다. 이제 영종도 공항 건

설은 한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큰 국책사업이고‛, ‚단순히 국내적인 시각에

서 볼 것이 아니라 국제화 시대 그리고 국경이 없는 지구촌 시대의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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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야 하는 문제였다.104 기본 계획은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변경을 거쳐야 하

는 대상이 되었다. 

기본 계획은 본래 허브공항을 추상적인 목표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허브공항은 근본적으로 지역 항공 교통의 맹주 역할이라는 기능으로 정의되

는 것이었기에 목표, 의미, 수단이 모호하게 뒤섞인 개념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제화 담론과 동북아시아 허브공항 경쟁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허브공

항이라는 목표의 중요성이 커졌고, 허브공항의 내용을 따져 묻거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여기에 기본 계획의 타당성이 의

심의 대상이 되자, 기본 계획은 해부되기 시작했다. 다음 절에서는 이 해부의 

과정에서 허브공항이 이전에 비해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살펴볼 것이다. 

  

                                     

 
104 같은 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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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 기본 계획 변경 

(1994-1995) 

 

 

 

 

 

기본 계획 변경의 첫 단계는 1994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수도권신

공항건설공단이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공개 토론회였다. 토론회

에 참가한 사람들은 주제발표자, 토론자, 사회자를 합쳐 총 38명이었다. 토론

자는 국회의원, 항공사 직원, 항공대 교수, 한국공항공단 이사, 미국 건축사 

대표, 미국 공학박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토론회는 3일간 총 780명의 

사람들이 참관했는데, 공단은 이것이 예상 외로 큰 관심을 받은 것이었다고 

보고했다.105  첫째 날에는 공항 시설과 평면 배치 계획에 관해, 둘째 날에는 

교통 시설 계획과 신공항의 역할 분담에 관해, 셋째 날에는 신공항의 운영 

시스템에 관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106 기본 계획 변경 과정 중 논의하

고 자문을 받은 내용은 일차적으로 공개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공개 토론회의 중요성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평면 배치 계획이었다.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공단 

                                     

 
105 인천국제공항공사, 앞 책, 103. 
106  『신공항설계공개토론회자료 (1994-1994)』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공항시설국 

신공항개발과),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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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토론회, 1995년 1월 9일에 열린 강단 회의, IATA와 PM107에게서 받은 

자문 등이 평면 배치에 관한 것이었고, 공단이 보고서를 통해 끊임없이 논의

한 주제도 그것이었다. 그 밖에, 평면 배치 계획과 더불어 중요했던 주제는 

항공수요 계산과 김포공항과 신공항의 국제선-국내선 역할 분담이었다. 

공단은 내부적 토론, 전문가 및 전문 기관의 자문, 해외 공항 현장조사 

등의 작업을 수행한 뒤 1995년 3월부터 7월까지 기본 계획 변경 시안을 작

성했다. 이후 8월부터 9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항공관계자 설명회, 기술자문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108  완성된 기본 계획(1단계사업계획) 변경(안)은 1995

년 10월에 승인된 뒤 11월 28일에 고시되었다.109 

본 절은 4절에서 본 것과 같은 국제화 담론의 확산이 기본 계획에 어떻

게 반영되었는가를 보기 위해, 기본 계획 변경 기간 동안 수정이 요구되었던 

사항들을 하나씩 분석할 것이다.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업무지역과 배

후지원단지의 위치와 규모, 지상교통량 처리를 위한 시설, 여객터미널의 형태, 

제2여객터미널의 위치, 최종 활주로 개수, 간격, 형태, 1단계에 건설할 활주

로 개수, 항공수요 계산, 역할 분담. 이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절에서는 

공항 건설을 맡은 실무자들이 기본 계획 변경안에 반영시킨 인식을 보여줄 

                                     

 
107 PM은 Project Management의 약자로, 사업의 전 과정에 전문가 용역이 관여하

는 제도이다. 인천공항 건설 당국은 설계 용역을 맡은 벡텔 사의 권유를 계기로 

PM을 시작했다. 강동석 전 이사장은 PM이 당시 한국에선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

문에 PM 요원과 공무원 사이의 갈등이 잦았지만 융화를 한 뒤엔 PM이 공항 건

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회고했다. 박현군, ‚강동석 전 국토부 장관에

게 듣는 PM의 역할‛, 『국토매일』, 2015. 9. 22, 

http://www.pmnews.co.kr/14391 (2020. 3. 11 접속). 
108 『건설교통부 관련철 (1995-1995)』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 기계소재심의관), 

259. 
109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 기본 계획(1단계 사업계획) 변경(안)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87호)‛, 『관보』 13175호, 1995. 11. 28, 17-18. 

http://www.pmnews.co.kr/1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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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카스텔의 흐름의 공간 개념을 사용하여 이 인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국제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

며 허브공항은 흐름을 처리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5.1. 흐름을 처리하는 공간 

 

3절에서 보았듯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는 국제도시 계획의 핵이었

다. 국제도시 계획의 골자는 허브공항에 각국의 물류와 사람이 모인다는 특

성을 이용해 영종도 또는 인천을 국제도시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기본 계획

안을 구상한 사람들은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가 국제도시에 반드시 필

요한 시설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둘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라는 주장에 저항

했다. 국제도시 계획은 1993년 이후 국제화 담론이 확산되면서 더욱 중요해

졌다. 1994년 7월에 건설교통부는 SOC 기획단과 함께 영종도 주변에 이전 

계획보다 확대된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주도한 것

은 오명 교통부장관이었다. 그는 영종도를 국제도시로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여러 기업, 연구소, 정치

인들 사이를 바쁘게 돌며 국제도시 계획을 홍보했다. 그의 열정 덕에 이 국

제도시 프로젝트는 정부 내에서 ‘오명 구상’이라고 불렸다.110 

1994년 10월에 열린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한 의원은 배후지원단지의 규

모를 늘려서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오명의 주장이 자유무역지대라는 

                                     

 
110  ‚「극동의 자유무역도시」 육성 동북아경제권 중심지 기대‛, 『경향신문』, 1995. 8. 

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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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본질을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111  하지만 사실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

은 외국계 회사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무역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삼

은 오명 구상과 다르지 않았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강동석 이사장을 세워

두고 무역센터, 자유투자지역, 쇼핑센터 등 영종도를 국제도시로 만들 수 있

는 시설을 설계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112 

그러나 모두가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가 핵심 시설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재정경제원은 건설교통부의 새로운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제기된 직후인 1994년 7월, 비공개 관계장관회의에서 교통부를 정면으로 반

박하며 기존 계획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113  재정경제원이 반대한 이유들 중 

하나는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수도권에 대규모 인구 집중과 교통 문제를 일으

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114  건설 실무자인 신공항건설공단은 기본 계획 

변경이 시작된 때부터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는

데, 여기에 재정경제원의 비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공단 측이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의 존재에 호의적이지 않

                                     

 
111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70회 교통위원회회의록』 

(1994. 10. 14), 32-33. 
112  이 중 김형오 의원은 11월에 공단이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 참가하여 공항 부지 

안에 컨벤션 센터, 전시장, 오피스 빌딩, 쇼핑, 관광 위락 시설 등을 건설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공개토론회주요내용 (1994-1995)』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공

항시설국 신공항개발과), 14. 신공항건설공단의 PM 요원 역시 국제업무지역의 존

재가 신공항에 경쟁력을 부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같은 글, 37. 
113 조경엽〮김봉국, ‚영종도 확대개발 논란‛, 『매일경제』, 1995. 1. 15, 1면. 
114  또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국제자유도시의 궁극적인 기능이 모호하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며, 항공수요 포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항 건설을 넘어 국제자유도

시 건설로 계획을 확대하는 것이 신공항 개항에 차질을 줄 수도 있었다. 『참고-신

공항, 용역, 관계기관의견, 자문위원 등 (1995-1995)』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지역계획과), 124-125. 결국 계획은 1994년 8월에 관계부처장관 설명회 이후 보

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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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이유는 재정경제원의 것과 달랐다. 공단은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

지의 축소를 설명할 때 세 가지 이유를 일관되게 내세웠다. 첫째 항공기 소

음으로 인해 개발가능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둘째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

단지는 장래 공항을 확장할 경우 방해가 될 것이며, 셋째 여객터미널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위락 시설, 국제 비즈니스 시설, 

전시 시설 등은 공항의 본래 기능에서 벗어나는 불필요한 인구의 흐름을 만

들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했다. 기본 계획 변경 사항을 설명하는 보고서들에

서 첫째 이유보다 둘째 이유가, 둘째 이유보다 셋째 이유가 더 많이 언급되

었다. 특히 공단은 국제업무지역이 배후지원단지보다 교통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해했다. 기본 계획안에서 국제업무지역은 여객터미널 전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객터미널의 확장을 직접적으로 막을 뿐 아니라 여객

터미널에 진입하는 교통흐름에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 이때 공단이 말하

는 교통흐름은 재정경제원이 말한 수도권-공항 사이의 교통이 아니라 ‚터미

널 주변 교통‛115 즉 ‚공항 내 교통‛116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공항건설공단은 기본 계획 변경 단계 내내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

지의 축소를 논쟁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판단으로 여겼다. 결국 기본 계획에

서 80만평이었던 배후지원단지는 기본 계획 변경안에서 66만평으로 줄어들

었고 위치는 공항 주요 시설에서 동쪽으로 훨씬 멀리 이동해 있었다. 45만평

으로 예정되어 있던 국제업무지역은 심지어 1/9인 5만평으로 줄어들었다. 많

은 자문위원들이 국제업무지역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축소

                                     

 
115  『기본계획(1단계사업계획)변경1 (1995-1995)』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

항기획과), 32. 
116  『공개토론회주요내용 (1994-1995)』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공항시설국 신공

항개발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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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강력히 반대했지만,117  공단은 이에 특별히 대꾸하지 않거나, 축소의 근거

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공단은 여객터미널 주변 지역 교통혼잡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1995년 10월에 제출된 변경안에서 추가된 총 4만 8천평의 교통센터

는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교통센터는 버스, 택시, 기차 등 여객터미널

로 접근하는 교통과 공항 내부교통수단, 주차시설 등 터미널 내부의 교통을 

연결하는 시설이며, 여객터미널 남쪽에 직접 붙어 있는 형태로 계획되었다. 

즉 이것은 오로지 여객터미널에 접근하는 교통과 공항 내 교통 사이의 ‚원활

한 교통흐름‛을 유지한다는 목적만을 위한 시설이다. 118  기본 계획에서 이를 

처리했던 것은 (3절에서 언급한) 활주로 동쪽 밖의 교통중추지역과 [그림 6]

에서 볼 수 있듯 본래 교통센터 자리에 자리했던 대규모 주차장이었다. 교통

센터의 존재는 교통중추지역과 주차장만으로 지상교통의 흐름을 처리하는 것

이 불가능하고, 또 국제업무지역을 축소하는 것도 부족한 대처라는 공단의 

인식을 드러낸다. 

교통센터 설치는 국제업무지역 및 배후지원단지 축소와 마찬가지로 공단

                                     

 
117 전문 자문위원인 PM요원은 1994년 12월 공단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여객터미널

의 확장은 어차피 좌우 방향으로만 가능하고 국제업무지역이 없다면 여객터미널 

전면의 여유 공간이 온갖 시설들로 난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업무지역은 기

본 계획대로 여객터미널 전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글, 37. 1995년 8월 10일에 열린 이해관계자 설명회에서 항공대 이영혁 교수는 

국제업무지역의 위치를 옮길 경우 핵심 기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계획(1단계사업계획)변경1 (1995-1995)』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

항기획과), 138-139. 1995년 8월 14일에 열린 기술자문협의회의에서는 박창호, 

이광노 위원이 국제업무단지의 축소가 허브공항이라는 목표에 방해가 된다는 의

견을 내놓았다. 같은 글, 151-152. 
118 『건설교통부 관련철 (1995-1995)』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 기계소재심의관),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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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 계획 변경을 논의할 때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적어도 공단 내에서

는 지상교통 흐름을 매끄럽게 처리할 필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상교통 흐름을 우려하도록 만든 통계나 분석이 공단 측에 

제기되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여객터미널 주변의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추가로 나왔다면 공단이 이를 근거로 들었

을 것이나, 공단은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제업무지역이 

불필요한 장애물이라는 것을 돌연 깨닫고 교통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했다

는 것은 신공항건설공단이 생각한 시설들 사이의 우선순위가 그 이전 기본 

계획안이 만들어졌을 당시 건설 주체가 생각한 것과 달라졌음을 뜻한다. 지

상교통 흐름 처리는 기본 계획안이 만들어졌을 때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되

어 있었다. 

지상교통 혼잡은 여객터미널 공간과 관련된 논쟁에서도 중요한 요소였다. 

여객터미널은 승객이 탑승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따라서 공항의 핵심적인 시설로 간주된다. 기본 계획 변경 

과정에서도 여객터미널은 반복적으로 언급되거나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우선 1단계에서 건설되는 여객터미널의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므로 커져야 

한다는 것은 앞 절에서 언급한 1994년 10월의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제기된 문제였다.119  그리고 이날 서면 질의에서 강동석 이사장은 여객터미널 

면적을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한화갑의 질문에 여객터미널이 ‚당초 계획 

규모보다는 일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답했다.120  그 후 계획 변경 

과정 중 여객터미널의 면적은 기본 계획 때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119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70회 교통위원회회의록』 

(1994. 10. 14), 31-32. 
120 같은 글,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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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계획 변경안의 복합교통센터 그림. 기본 계획안에서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사이에는 평면주차장이 위치([그림 6])했지만, 계획 변경안에서는 평면주차장이 복합

교통센터로 바뀌었다. (『기본계획(1단계사업계획)변경1 (1995-1995)』 (건설교통부 국

책사업기획단 신공항기획과), 32) 

 

여기에 의심을 품는 사람은 없었다. 기본 계획에서 여객터미널의 면적은 26

만m2이었지만, 변경안에서 거의 두 배인 49만m2으로 증가했다. 

면적을 둘러싼 문제 외에도 여객터미널과 관련된 주제들에는 크건 작건 

논쟁이 발생했다. 논쟁점은 총 세 가지, 여객터미널의 형태, 탑승동 형태, 제

1터미널과 2터미널의 배치였다. 여객터미널의 형태는 한화갑 의원이 1994년 

10월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꺼낸 이야기였다. 그는 주터미널과 여러 개의 탑

승동으로 이루어진 중앙집중형 터미널이 아니라 여러 개의 터미널로 구성된 

독립형 터미널 형태로 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3절에서 보았듯, 기

본 계획에서 영종도 신공항의 여객터미널은 대기 장소, 보안 검색대, 탑승 게

이트가 결합된 주터미널에, 탑승만을 위한 장소인 탑승동 4개가 일렬로 배열

되어 있는 중앙집중형이었다([그림 5] 참고). 그런데 한화갑은 중앙집중형이 

아니라 독립형, 즉 별도의 탑승동 없이 터미널만 여러 개인 형태의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우선 중앙집중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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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쪽 방향으로만 접근할 수 있어 교통이 혼잡해지기 십상인 반면, 독립

형일 경우 다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중앙집중형에선 보행 거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동선이 복잡하여 승객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신이 어디 있는지 혼동하기 쉽다.121 한화갑은 1994년 

11월 공개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122 이후 기본 계획 변경안을 완성

한 공단은 1995년 10월 한화갑의 예상 질의에 대비할 때 중앙집중형 터미널

을 옹호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123  공단이 중앙집중형 터미널에 대한 한

화갑의 비판 중 대책을 내놓은 것은 물론 교통 혼잡 문제 뿐이었다. 동선의 

복잡함이나 화물 수송 시스템의 비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반면, 터미

널 전면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업무지역을 축소하고 교통센터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변호한 것이다. 

공단은 여객터미널의 형태를 바꾸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여객터미널의 규모, 제2여객터미널의 분리 배치, 수하물처리시스템, 탑승동의 

형태 등 여객터미널 관련 문제들은 공단 내부 회의에서 계속 논의되었으나, 

여객터미널 형태의 문제는 공단 외부의 의견에 대응할 때만 언급될 뿐이었다. 

공단은 여객터미널을 중앙집중형으로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이다. 1994년 10월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

                                     

 
121 국회 교통위원회, ‚제4차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69회 제4차 교통

위원회회의록』 4 (1994. 7. 13), 51-54. 한화갑은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도 독립형 

터미널을 선택하지 않은 까닭은 건설 당국 측이 덴버 공항을 무비판적으로 베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70회 교통위원회회의록』 (1994. 10. 14), 30-31. 
122  『공개토론회주요내용 (1994-1995)』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공항시설국 신공

항개발과), 8. 
123 『기본계획변경관련자료 (1995-1995)』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항기획과), 

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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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형은 허브공항에, 독립형은 포인트 투 포인트 체계 속 공항에 적합했다. 

중앙집중형은 소요 면적이 작고, 건설 및 운영비가 낮고, 환승이 빠르고, 터

미널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여객 동선이 길고 혼잡

한 데다 (탑승동들이 전부 만들어진) 최종 단계 이후에는 터미널 접근이 불편

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독립형 터미널은 반대로 소요 면적이 크고 환승이 어

렵다는 단점과 동선이 짧고 터미널 내 수하물 처리가 쉽다는 장점을 가진

다.124  중앙집중형의 여러 장점들 중 어느 것이 허브공항의 터미널에 적합하

다고 보았을까? ‚환승여객이 최종 단계시 40%‛일 때 ‚대규모 여객처리가 가

능하여 효율적 HUB 공항 운영‛125이 가능하다는 장점, 즉 환승의 신속함 때

문이었다. 공단은 한화갑 의원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썼

다. 

 

항공여객의 운송패턴, 공항의 역할 등이 최근에는 중추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간 운항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승여객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근 건설되는 세계주요공항들은 집중형 터미널로 건설되는 추세임126 

 

환승은 허브 앤 스포크 체계의 꽃이다. 허브공항의 기능은 목적지로 떠

나는 승객의 출입국을 처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허브공항은 환승 여객

을 처리하기 때문에 허브공항이다. 환승 여객은 허브공항이 위치한 바퀴축이 

아니라 바퀴살 또는 멀리 있는 다른 바퀴를 향한다. 이들은 공항이 있는 국

                                     

 
124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70회 교통위원회회의록』 

(1994. 10. 14), 140. 
125 『기본계획변경관련자료 (1995-1995)』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항기획과), 

40. 
126 같은 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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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입국하지 않고, 에어사이드의 영역에 속한 채로 공항에 잠깐 머물 뿐이

다. 공단은 허브공항의 지위를 차지한 공항에서 이와 같이 경유하는 여객이 

전체 여객의 40% 가량일 것이라고 계산했다. 따라서 공단은 환승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터미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 여러 공항들의 형태에서도 ‘포인트 투 포인트-독립형, 허브 앤 

스포크-중앙집중형’이라는 공식을 찾아볼 수 있었다.127 

이는 기본 계획안을 작성한 시기에 중앙집중형 터미널이 선택 받은 이유

와 다르다. 환승과 중앙집중형 터미널 사이의 긴밀한 연결에 대한 구상은 기

본 계획을 수립하던 시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3절에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한 

벡텔 사와 유신코퍼레이션이 중앙집중형을 선택한 이유는 환승 때문이 아니

라, 여객 편의성,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재정 타당성이라는 네 가지 기

준들 중 여객 편의성을 제외한 기준에서 독립형보다 중앙집중형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환승이라는 단어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기본 

계획안을 작성한 사람들은 환승의 편리함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과 기본 계획 변경안을 작성한 사람들 사이

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기본 계획 수립 단계와 변경 단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항 건설 주체가 

가진 허브공항의 기능에 대한 인식에서 확인된다. 앞에서 논한 두 가지 요소, 

즉 환승과 여객터미널로 접근하는 지상교통 흐름은 기본 계획 변경 단계에 

등장한 새로운 인식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와 같다. 이 새로운 인식은 

                                     

 
127 1970년대 이전 건설된 샤를 드골 공항, 창이 공항, LA 공항, JFK 공항 등은 독립

형 터미널을 채택했지만, 수도권 신공항과 동시대에 건설되고 있던 아틀랜타 공항, 

뉴덴버 공항, 첵랍콕 공항 등의 대형공항은 중앙집중형 터미널을 선택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70회 교통위원회회의록』 

(1994. 10. 1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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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라는 공간이 국제적 네트워크의 흐름의 공간에서 흐름을 처리하는 장

소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상 공항만이 아니라 국제세계의 구성과 가변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까지 전제한다. 

카스텔의 개념인 흐름의 공간에서 공항의 역할은 지상교통 흐름과 비행 

흐름을 매개하는 것이다. 정혜진은 여객터미널 공간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

구에서 터미널이 흐름을 교환함으로써 하늘의 영역(에어사이드)과 지상의 영

역(랜드사이드)을 매개한다고 말했다.128 공항에서 법적으로 공항과 연결된 국

가에 속하는 영역은 랜드사이드 뿐이다. 이를테면 국가를 떠나는 여객은 보

안검색대를 통과하며 랜드사이드를 벗어난 순간 ‘출국’한 자, 국가의 법적인 

영토 밖에 위치한 자, 공중의 영역에 속한 자, ‘의무로부터 자유로운(duty-

free)’129라는 정체성을 부여받고, 보안검색대 이전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금지된다. 이들에게 공항의 에어사이드는 국가와 국가를 잇는 사이의 공간이

자 ‚틈새이자 접점(interface)으로 경험‛된다. 130  이처럼 여객터미널 내부에 

보안검색대를 기준으로 지상과 공중의 법적인 영역을 나누는 선이 그어진다. 

이때 두 영역을 가로지르는 여객은 고정된 시퀀스를 따른다. 출국하는 

여객의 경우, (보안검색대를 탑승구 바로 앞에 두는 분산식 배치 터미널이 아

닌) 보안검색대를 랜드사이드와 에어사이드의 경계에 두는 집중식 배치 터미

널에서 출발 시퀀스는 커브사이드(터미널에 접근하는 도로)-터미널 로비-체크

인 데스크-보안검색 구역-면세구역-탑승 라운지-탑승 게이트이다. 시퀀스에

                                     

 
128  정혜진, ‚공항건축의 비-장소성 연구‛ (각주 3). 정혜진은 여객터미널이 ‘흐름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가 말하는 흐름의 공간은 흐름을 매개하고 연결하는 곳을 

뜻하므로 카스텔이 사용한 개념과 다르다. 여기에서는 흐름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카스텔이 의도한 의미로만 사용한다. 
129 같은 글, 144. 
130 같은 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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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랜드사이드에 속하는 공간은 터미널에 진입하기 위한 교통시설과 체크인

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돌아다닐 수 있는 거대한 로비로 이루어진다. 즉 이 

단계의 공간은 다양한 교통수단의 흐름을 보행자의 흐름으로 전환시킨다. 이

때 로비는 장애물이 거의 없는 높고 거대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어 보행자

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다음, 보안검색 구역에서 여

객은 줄을 서서 출국한 사람의 정체성을 받고 탑승을 위해 면세구역, 탑승 

라운지, 탑승 게이트로 이루어진 에어사이드로 나간다. 에어사이드에는 랜드

사이드에 있었던 복잡한 동선과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행객과 소비자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쇼핑을 하다가 선형으로 설계

된 피어(pier, 터미널과 항공기 주기장을 잇는 통로)를 따라 질서 있게 이동

하도록 유도된다. 그렇게 탑승동에 도달한 여객은 공항을 떠난다.131 

이처럼 여객터미널 공간의 설계는 지상교통 흐름을 로비 내 무질서한 보

행자의 흐름으로 전환하고, 여객에게 출국자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여객을 탑

승 게이트로 질서 있게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상교통 흐름과 항공

교통 흐름을 매개하는 것이야말로 공항이라는 공간의 핵심인 것이다. 허브공

항의 경우, 공항은 한 항공교통 흐름을 다른 항공교통 흐름으로 이어주는 일

까지도 수행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흐름이 끊김 없이, 매끄럽게 연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항이라는 공간이 가질 수 있는 악덕은 승객의 방향 

상실, 불편하고 긴 동선, 혼란으로 가득해서 처리가 지연되는 보안검색대 등

이다. 반대로 바람직한 공항은 흐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일련의 이동에 

막힘이 없고 시간당 승객 및 화물 처리량이 높은 곳이다. 

                                     

 
131 같은 글, 14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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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공항 내 출발 시퀀스.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은 커브사이드에서 여객터미

널 홀(hall)로 진입한 뒤, 체크인과 보안검색을 거쳐 면세구역, 라운지, 게이트를 차

례로 지난다. (정혜진, ‚공항건축의 비-장소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45.) 

 

이제 기본 계획 변경 단계에서 교통센터가 만들어지고,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를 축소하며 지상교통 혼잡 문제를 핵심으로 거론하고, 공단이 

환승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앙집중형 터미널을 옹호하기 시작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기본 계획 수립 단계 때와는 달리, 변경 단계에서 건설 관계자

들은 공항이 지상교통 흐름과 항공교통 흐름을 (허브공항의 경우 한 항공교

통 흐름과 다른 항공교통 흐름을) 매개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가

지고 있었다. 그리고 공항의 성패 여부는 이 작업을 잘 수행하는지에 달려 

있었다. 승객들이 터미널에 접근하는 과정과 환승 여객이 항공기를 갈아타는 

과정은 어떤 장애물도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제가 없어 보였던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

가 돌연 심각한 장애물로 보였던 것이며, 지상교통 처리만을 위한 시설을 급

히 추가한 것이고, 터미널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

던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기본 계획 변경 단계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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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기정 사실로 취급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처럼 기본 계획 변경의 결과로 나타난 변화는 수도권 신공항이 흐름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본 계획 변경 

과정 중 공단 내에서 나온 제2여객터미널의 위치, 활주로 개수 등에 관한 제

안들은 이보다 훨씬 급진적이었고, 1995년 초만 해도 제안 중 다수는 실현될 

것이 확정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공단은 기본 계획 변경안을 작성할 

때 이 제안들을 취소해버렸다. 기본 계획 변경 단계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

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이제부터 분석할 것은 공단이 무

엇을 바꾸려 했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취소했는가이다. 

 

 

5.2. 네트워크 속 결절의 유연성 

 

여객터미널의 형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공단은 여객터미널이 아닌 

탑승동의 형태를 두고 고민을 했다. 1994년 10월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한화

갑 의원은 여러 개의 선형 탑승동 대신 거대한 X자 탑승동 하나를 건설할 것

을 요구했다([그림 9] 참고). 132  공단은 이 의견을 기각하지 않았다. 12월 17

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자체토론회와 1995년 1월 9일 강동석 이사장 주재 

하에 열린 신공항 평면배치계획 검토회의에서 X자형 탑승동의 가능성은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짧게나마 언급되었다.133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공단이 제출

                                     

 
132 이후 PM 요원도 탑승동을 X자로 건설할 것을 건의했다. 『기본계획변경관련자료 

(1995-1995)』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항기획과), 34. 
133  『공개토론회주요내용 (1994-1995)』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공항시설국 신공

항개발과), 2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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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에 의하면, 선형 탑승동은 경제성, 토지이용성, 항공기 이동성이 우수

했지만 X자형 탑승동에 비해 여객 편의성과 확장성이 떨어졌다.134 X자형 탑

승동은 장점이 분명했기 때문에 고려할 만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공단은 탑

승동이 1단계 건설 이후에 만들어질 것이므로 나중에 심층 조사를 하는 것으

로 결론짓고 문제를 유보했다. 

탑승동 형태 문제보다 공단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제2여객터미널의 위치

였다. 공개토론회에서 유근원 대한항공 상무는 여객터미널을 중앙에 두 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35 이후 1995년 1월까지 공단은 자체토론회와 신

공항 평면배치계획 검토회의에서 이를 핵심 주제로 끌어올렸다. 제2터미널의 

문제는 두 가지였다. 우선 기본 계획안대로 제2터미널이 제1터미널 정면에 

자리할 경우, 이는 여객터미널에 접근하는 교통을 가로막을 것이었다. 이것은 

유근원 상무와 공단 모두가 주장한 근거였다. 국제업무지역이 축소되어야 하

는 것과 같은 이유로 제2터미널은 제1터미널과 밀접한 곳이 아니라 분리 배

치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제2터미널의 위치를 옮기는 데는 교통 혼잡보다 중

요한 이유가 있었다. 수도권 신공항이 채택한 수하물처리시스템인 

DCV(Destination Coded Vehicle)가 결함을 보인 것이다. DCV는 수하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첨단 기술 시스템으로, 1993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된 미국 덴버 공항이 채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DCV는 개항을 앞

두고 결함을 보였고, 덴버 공항의 개항은 계속 미뤄졌다. 

 

                                     

 
134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70회 교통위원회회의록』 

(1994. 10. 14), 188-189. 
135  『공개토론회주요내용 (1994-1995)』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공항시설국 신공

항개발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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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X자형 탑승동과 선형 탑승동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 (국회 교통위원회, ‚교

통위원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70회 교통위원회회의록』 (1994. 10. 14), 189.)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을 집중시켜 놓는 계획은 DCV의 성공을 전제한 

것이었다. 따라서 DCV를 사용할 수 없다면 두 터미널을 분리 배치해야만 했

다. 공단 내 평면배치계획 회의에 참가한 직원들은 DCV 실용화 가능성이 없

다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실용화된다 하더라도 덴버의 사례에 비추어 위험부

담이 있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것과 교통 혼잡의 문제를 이유로 

공단은 터미널의 분리 배치를 확정시켰으며, 그것을 전제한 채로 회의를 하

고, 전문 업체들의 자문을 받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공단의 고민은 분리 배치를 하는지 집중 배치를 하는지가 아니라, 두 터

미널을 분리했을 때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에 있었다. 제기된 선택지는 세 

가지였다. 독립 활주로 사이 넓은 공간에 남북으로 배치하는 것, 활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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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두 터미널의 남측 배치와 북측 배치. 짙은 직선이 활주로이며 곡선에 더듬

이 모양의 선이 달린 것이 터미널이다. 두 그림 모두 활주로 네 개가 1-2-1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터미널들은 왼쪽 그림에서는 아래(남쪽)에, 오른쪽 그림에서는 위(북

쪽)에 있다. (『공개토론회주요내용 (1994-1995)』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공항시설

국 신공항개발과), 77.) 

 

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분리하되 둘 다 남쪽에 두는 것, 그리고 동서 분리에

서 둘 다 북쪽에 두는 것이다. 이 중 남북 분리안은 동서 분리안에 비해 터

미널 사이 거리가 멀어 접근교통시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환승이 불편하

다는 단점이 있어서 일찌감치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대안은 

두 터미널을 남쪽에 동서로 나누는 것과 북쪽에 동서로 나누는 것이었다.136 

                                     

 
136  1995년 1월에 신공항건설공단의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전기 통신부가 합동으

로 작성한 보고서는 두 대안을 비교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남측 배치는 확장

성, 화물 접근성 등의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에 반해 북측 배치는 여객 접근성

이 좋았지만, 북측 진입도로에 인접해 있어 확장성이 좋지 않고, 부지조성 실시설

계와 여객터미널 설계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6개월에서 2년이 지난 뒤에

야 착공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비교한 결과 남측 배치의 

장점이 훨씬 많으므로 작성자들은 남측 배치를 권유했다. 같은 글, 73-83. 이 보

고서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 신공항 평면배치계획 검토회의에선 북측 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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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의 배치 문제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바로 활

주로에 대한 것이다. 활주로를 둘러싼 논점은 그것의 개수와 배치에 대한 것

이었다. 활주로를 3독립 체제로 바꾸는 안은 공단 내에서 의견이 갈렸다. 자

체토론회에서는 기본 계획대로 2독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3독립 체제

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기본 계획을 유지하자고 한 사람들은 

기본 설계 당시 항공수요 추정치를 봤을 때 2독립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항공수요 계산에 대해 3독립을 지지한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지

금의 항공수요 예측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불분명한 자료인 만큼 이 자료

에 근거하여 수립된 현재의 활주로 체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연당] 1

억명이라는 현재의 예측치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137 

활주로 배치와 터미널 배치의 관련성은 합동 보고서와 평면배치계획 검

토회의에서 드러난다. 신공항건설공단 토목부장에 의하면, ‚여객터미널을 중

앙 집중으로 할 경우 DCV가 문제가 되어 터미널을 분리하는 것으로 제안된 

것이며 터미널을 분리할 바에는 활주로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3독립을 건의‛한 것이다.138 3독립으로 할 경우 

독립 활주로 사이의 넓은 공간은 총 두 곳이 된다. 이 두 공간에 동서로 분

리한 두 터미널을 배치하면 된다. 동서 분리 배치와 3독립 활주로 사이의 필

                                                                                              

 

장점을 역설한 건설이사를 제외하고 대체로 남측 배치에 동의했다. 그 후 공단은 

이에 대해 해외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았다. 
137  같은 글, 22. 또 자문 업체에 보내는 보고서에서는 기본 계획의 활주로 배치가 

‚여객수요 1억 명 및 화물 700만톤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Peak Hour 시 항공

기 지연으로 공항 운영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같은 글, 93. Peak 

Hour(첨두시간)는 하루 중 항공기 이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뜻한다. 
138 같은 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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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하나를 선택한 경우 다른 하나까지 고르는 것이 효

율적이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였다. 때문에 [그림 10]에서 보듯, 터미널 동서 

분리 배치와 3독립 활주로는 한 쌍으로 취급되었다. 합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면배치계획 검토회의를 하던 1995년 1월에 터미널 동서 분리 배치와 3독

립 활주로를 추진한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로 보였다. 자문 업체들 역시 이러

한 입장을 지지했다.139 

그 밖의 주제인 1단계 건설 시 활주로 2본 건설안에 대해서도 공단 및 

전문 업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합동보고서의 작성자들은 1단계 건

설 때 활주로를 하나가 아닌 두 본을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IATA

는 여기에 두 활주로를 독립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며 동의했다.  

그러나 공단은 독립으로 할 경우 재원조달과 공사 시간에 부담이 크다고 판

단했다. 결국 공단은 2본의 근접활주로를 1단계 공사에서 건설하기로 결정했

다. 

그렇다면 공단은 최종적으로 두 여객터미널을 어디에 두기로 결정했을까? 

동서로 분리하되 남측에 배치했을까, 아니면 북측에 배치했을까? 그들은 아

무것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긴 토론, 분석, 자문 수용 과정을 

거치고 1995년 1월까지는 사실상 3독립 활주로와 터미널 동서 분리를 확정

한 상태였음에도, 변경 시안을 작성하기 시작한 3월 무렵에는 모든 과정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요컨대 그들은 기본 계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즉, 

제2터미널은 제1터미널 정면에 놓였고 활주로는 3독립 5본이 아닌 2독립 4

본이 만들어질 것이었다. 공단은 두 여객터미널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과 활

                                     

 
139 ICAO와 FAA는 모두 연간 1억 명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선 3독립 2근접의 5

본 활주로가 최종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본계획변경관련자료 

(1995-1995)』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항기획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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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를 3독립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후에 심층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한 이후

에 판단하겠다고 유보했다. 

1995년 1월 이후 주요 쟁점에 대한 공단, 재정경제원, 청와대, 감사원, 

자문단 등의 검토 의견을 공단이 요약한 보고서에 따르면, 두 터미널을 분리

하는 것은 예산이 과다 소요되며 공사를 지연시키고 터미널 사이 거리 때문

에 환승을 불편하게 했다.140  제2터미널이 제1터미널과 붙어 있음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는 문제는 국제업무지역 축소, 복합교통센터 설립, 여객

터미널 전면 커브사이드 길이 확장으로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여겨졌다.141 

분리가 필요하다면 ‚수요 증가 추이, 이용객 패턴, 혼잡 정도, 공항 운영 방

안 등을 감안, 2터미널 건립 시점‛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했다. 제2터미널 건

설 즈음에야 분리를 결정하는 것은 손실 비용이 들겠지만, ‚현 단계에서 분리 

결정 후 수요 미발생 등 문제 발생시 파급효과보다는 위험부담이 적‛고 ‚추

후 여건 변동에 따라 계획 [항공]수요 미발생시 근본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에 초기부터 분리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컸다.142 

공단은 활주로 5본을 3독립으로 건설하는 사안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항공수요가 1억 명 발생하는 것도 불확실했다. 

또 여객과 화물이 가장 많을 시간대가 겹칠 시간에는 수요 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할 수 있으나 그런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공항 당국의 역할이었다. 

                                     

 
140  같은 글, 39-48. 이 검토 요약 보고서가 1995년 중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것인

지는 불확실하다. 
141  또 터미널의 동서 분리는 주요 공항의 전례가 없어 위험 부담이 크고, 활주로를 

사이에 두었기에 시설간 연계를 어렵게 할 것이었다. 제2터미널 건설 공사(2단계)

를 3독립 활주로 건설(4단계)보다 먼저 한다는 것도 문제였다. 혹여 3독립 활주로

가 불필요하게 될 경우 기형적인 공항 운영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글, 

40-43. 
142 같은 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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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항공수요가 예상치인 1억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활주로 부

지를 확보함으로써 확장 여지를 남겨둘 필요는 있었다. 그러나 수요가 그 이

하일 수도 있으므로, 공항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서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넓은 부지를 섣불리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143 

공단은 이처럼 터미널 분리와 활주로 3독립을 취소한다는 판단에 관해서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1단계에 2본의 활주로를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해외 전문기관들의 자문과 기술자문협의회의 자문

을 검토할 때 공단은 공항 용량 포화 때문에 1단계 2본 동시건설이 필수적이

며 그렇게 해도 체계적인 공정 관리로 차질 없이 2000년 개항을 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144  그러나 관계기관 협의에서 재정경제원이 예산을 이유로 1단

계 건설 때 활주로는 1본만 설치하고 나머지 1본은 부지조성공사만 하는 것

을 권유하자, 공단은 특별한 반박 없이 이를 수용했다.145  기술자문협의회는 

1995년 8월 14일에 열렸고 관계기관 협의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으니, 

공단은 비슷한 시기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 셈이다. 결국 완성된 변경안에는 

나머지 1본의 활주로를 부지만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단이 여기에 

덧붙인 이유는 재정경제원이 내세운 이유와 달랐다. 

 

활주로 1본으로 1단계를 개항하여도 수요 처리에 문제는 없으나 시공상의 연

속성과 안정성 확보 등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향후 여건 변화 시 탄력적

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본의 활주로 건설이 가능토록 추진하되 

                                     

 
143 같은 글, 44. 
144  같은 글, 32; 『기본계획(1단계사업계획)변경2 (1995-1995)』 (건설교통부 국책사

업기획단 신공항기획과), 31. 
145 『기본계획변경관련자료 (1995-1995)』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항기획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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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본은 부지만 조성146 

 

다음으로 활주로와 관계되어 있는 사안인 항공수요 예측에 관한 논쟁을 

볼 것이다. 항공수요 예측은 활주로만이 아니라 김포공항과 수도권 신공항의 

국제/국내선 역할 분담 문제에서도 중요한 요소였다. 국제선 수요와 국내선 

수요 계산 수치가 국제/국내선 역할을 얼마나 명확히 나눠야 하는지 판단하

는 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기본 계획에서 신공항은 국제선 위주(2000년

에 61%, 2005년 75%)로 하고 국내선 일부(15%)를 맡기로 되어 있었다. 반

대로 김포공항은 국내선 위주(85%), 일부 국제선(2000년 39%, 2005년 25%)

을 맡을 것이었다. 이에 대해 1994년 11월 공개토론회에서 ‚신공항의 중추

공항(HUB)화를 위하여는 신공항 및 김포공항에서 분담 처리토록 되어 있는 

국제 여객수요 전부와 연계 환승 국내선 수요를 신공항에서 처리 필요‛하다

는 지적이 나왔다.147 12월에는 교통개발연구원이 「신공항과 김포공항간 역할

분담 방안」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 역시 공개토론회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신공항이 국제선 전용 공항으로, 김포공항이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역할을 맡는 것을 제안했다. 

공단은 신공항이 국제선을 전담하는 방안에 열정을 보이지 않았다. 1995

년 1월 자체토론회에서는 신공항의 국제선 전담이 제반 여건상 무리가 있어 

1단계는 당초 계획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148 공단 외부의 관계자 전원이 

                                     

 
146 『건설교통부 관련철 (1995-1995)』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 기계소재심의관), 

261. 
147  『기본계획(1단계사업계획)변경1 (1995-1995)』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

항기획과), 9. 
148  이 말은 신공항을 경유하여 해외 도시와 국내 중소 도시를 오가는 일이 많아질 

것이므로, 원활한 국제선-국내선 환승을 위해 신공항의 국내여객 비율을 3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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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전담안에 찬성한 것도 아니었다. 대한항공 유근원 상무와 IATA 사는 

전담안을 지지했지만, ICAO와 재정경제원은 기본 계획의 ‘국제선 위주’안을 

지지했다. 결국 항공대 이영혁 교수, AOC 박봉서 위원장, 아시아나항공 한광

희 상무 등 많은 관계자들이 역할분담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재촉했음에

도 공단은 다른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기본 계획을 유지하되 심층 용역과 정

확한 항공수요 계산을 한 뒤에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했다. 

활주로와 역할분담 문제를 꿰뚫는 요소인 항공수요 계산은 여러 대안들

이 대립하는 형태의 논쟁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항공수요 계산의 논쟁거리는 

그 자체의 불확실성이었다. 앞에서 보았듯 많은 사람들이 연간 여객 1억 명, 

연간 항공기 운항 53만회 등의 추정치를 의심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평면

배치계획 검토회의에서 나온 말에 따르면 항공수요는 예측되었지만 불확실성

이 크다. 앞서 3독립 측을 주장한 사람들이 말했듯, 항공수요 예측치는 명확

한 기준이 없는 불분명한 자료이므로 그에 얽매이는 대신 미래의 변화에 탄

력적으로 대처해야 했다. 또 자문 업체인 FAA가 신공항에서 1억 명의 여객

을 처리하는 것을 의문시하자 공단은 종합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항공수요 

계산을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149 그렇지만 항공수요의 

불확실성은 다시 계산한다고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공단

                                                                                              

 

도로 유지시킬 필요는 있다는 뜻이었다. 『공개토론회주요내용 (1994-1995)』 (건

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공항시설국 신공항개발과), 25. 또 신공항의 국제선 전담

안은 김포공항의 시설 일부를 유휴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기본계획변

경관련자료 (1995-1995)』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항기획과), 31. 
149  신공항건설공단은 수요를 다시 계산하여 1995년 3월에 「수도권신공항 항공수요 

재검토」라는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 이후 공단이 교통개발연구원에게 용역을 맡

기고 1996년 9월에 받은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 운영방안 정립을 위한 검토과

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도 항공수요는 다시 계산되었다. 『역할분담 (1994-

1994)』 (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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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20년 이후, 항공수요 증가 추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항공수요 계산 수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놓지 않았다.150 

이러한 태도는 1992년 완성된 기본 계획안의 태도와 명확한 대조를 이

룬다. 기본 계획안에서 항공수요 계산 수치([표 1])는 오류 없이 완전무결한 

것은 아닐지라도 계획을 뒷받침하는 단단한 토대로 기능하고 있었다. 계산치

는 기본 계획안의 첫머리에 신공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하는 핵심 근거로 제

시되었고, 이후 내용에서도 의심 없이 꾸준히 언급되었다. 그것은 필요할 때

면 언제든 제시될 수 있는, 확신과 객관성을 제공하는 원천이었다. 그러나 기

본 계획을 변경할 즈음에 이 수치는 더 이상 단단한 토대가 아니었다. 숫자

는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불확실한 미래를 표현한 것일 뿐인 더 없이 일시적

인 것이 되었다. 1995년 8월 10일 열린 이해관계자 설명회에서 교통개발연

구원 허종 박사는 ‚수요를 너무 고정적 관점(증가율 등)에서 접근하는데, 환

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51  수요

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유동적인 존재이다. 공단은 여기에 동의하며 ‚항공

수요는 각종 사회, 경제 발전 및 항공산업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항공수요를 재추정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꺼냈

다.152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수많은 공항 건설 관계자들이 기본 계획 변경 

논의에서 내비친 감정이다. 그 감정은 기본 계획 변경을 주도한 사람들을 지

배했고, 많은 주제에서 기본 계획의 내용을 급진적으로 바꿀 만큼 논의를 밀

                                     

 
150 『기본계획변경관련자료 (1995-1995)』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항기획과), 

32. 
151  『기본계획(1단계사업계획)변경1 (1995-1995)』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

항기획과), 147. 
152 같은 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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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간 사람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했다. 두 터미널의 동서 분리 배

치, 3독립 활주로, 1단계 활주로 2본 건설, 인천〮김포 두 공항의 역할분담 결

정 문제에서 공단은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결정을 유보하는 방어적인 태도

를 취했다. 결정을 미루는 태도와 더불어 나타난 것은 확장성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래 공항이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

겨두어야 했다. 3독립 활주로와 1단계 활주로 2본 건설을 포기할 때 공단은 

장래 변화에 따라 어떤 시설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

것만이 아니었다. 공단이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 축소를 결정한 이유

들 중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여객터미널에 진입하는 교통이 혼잡하다는 것과 

차후 여객터미널을 확장할 일이 생길 경우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공단은 한화갑 의원의 질의를 대비하여 만든 33가지의 문답 중 

마지막 것을 예측 불가능한 미래라는 주제에 할애했다. 

 

33.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여 충분한 공간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수도권 신공항의 최종 단계 공항 부지는 약 1,435만 평으로 현 계획대로 

개발하여도 연간 1억 명의 여객처리가 가능한 세계 최대규모급의 공항이며, 

• 그러나, 기본 계획 변경 과정에서 먼 장래의 불확실한 항공 산업 여건 변화

에 대비하여 장래 추가 활주로 건설이 가능하도록 확장 부지를 확보하여 예

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였습니다.153 

 

항공 수요 예측치의 고정성과 가변성은 미래에 대한 태도의 상징적 표현

                                     

 
153 『기본계획변경관련자료 (1995-1995)』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항기획과), 

94. 



 

89 

 

이다. 예측치를 안정적인 기반으로 여길 때, 숫자는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다. 반대로 재산정을 끊임없이 해야 할 정도로 가

변적인 예측치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지시한다. 미래는 불

투명한 안개와 같은 것이므로, 장밋빛 미래든 어두운 미래든 명확한 그림을 

그리기란 불가능했다. 낙관, 비관, 또는 그 밖에 어떤 방식으로든 명료한 미

래상은 근거 없는 공상에 불과해서 공항 공사 같은 중대한 사업에 가져다 쓸 

수 없었다. 사업의 실무자들은 먼 미래를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계산치를 무

작정 신뢰하는 실수를 피해야 했다. 그들은 안개에 싸인 먼 미래가 아닌 상

대적으로 선명한 발 밑을 보며, 자신의 위치와 상태, 방향을 반복해서 인식해

야 한다. 정세가 변화했을 때 항공 수요를 다시 계산하는 것처럼 말이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기본 계획을 구상하고 만들던 시기에 비해 

국제적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에 등장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공단이 결정을 유보하고 확장성을 강조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이사장과 직원들이 해외 8개 선진공항에 조사를 간 일이

었다. 이들은 1994년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14박 15일간 싱가포르 

창이 공항, 독일 뮌헨 공항, 프랑스 샤를 드 골 공항, 미국 JFK 공항, 댈러스 

공항, 덴버 공항, LA 공항, 일본 간사이 공항을 방문했고 1월 초에 보고서를 

완성했다.154 작성자들의 총체적 소감은 다음과 같았다. 

 

• 세계의 주요 공항은 공항 기본 계획 수립 당시의 예측을 훨씬 초과하여 증

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기존공항에 대한 계속적인 확장이나 재정비 

계획을 서두르고 있으며, 기존 공항 이외에 인근에 신공항 건설에 성공한 

                                     

 
154  『해외공항 시찰 결과보고서 배포』 (신공항건설공단 홍보실, 1995.01). 이 보고서

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록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있고, 열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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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도 다수 있음 (예: 뮌헨, 덴버, 간사이) 

• 그러나, 공항의 확장 과정에서 무분별한 단기적 안목에서 대처한 일부 공항

은 구제불능의 상태로 악화되어 경쟁력을 상실 (예: JFK, 히드로) 

• 성공한 공항이나 실패한 공항을 막론하고 세계 주요공항의 책임자들이 한결

같이 강조하는 충고는 외국 공항의 사례와 미래 항공교통의 변화에 대한 깊

은 통찰로 완벽하고도 융퉁성 있는 장기 공항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었음. 

• 따라서, 영종도 신공항 사업은 초기 단계인 지금, 그 동안 기본 계획 과정의

미흡함이나 잘못된 점, 누락사항 등을 면밀히 보완하여 보다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고, 10년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여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유 공

간과 신축성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155 

 

세계 주요 공항의 책임자들은 모두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신중하게 나아가라

고 조언했다. 그 이유는 예측을 훨씬 초과하는 수요, 미래 항공교통의 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여건 변화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지

역의 특성(대형기 위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항공산업 여건

의 변화에 따라 중소형기의 취항이 증가될 가능성‛ 같은 것이다.156  그러므로 

이들은 여유 공간과 유연성(신축성)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국

제공항들로부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뚜렷한 대처 방법을 배워온 공단은 

1995년 1월에 시찰 보고서를 배포했다. 그 이후 공단은 그때까지 논의해왔

던 주제들을 무화하고 기본 계획으로 돌아가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공단이 학습한 내용은 국제화하는 세계를 탐구한 마뉴엘 카스텔이 흐름

                                     

 
155 같은 글, 7-8. 
156 『기본계획변경관련자료 (1995-1995)』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항기획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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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은 것과 유사성을 갖는다. 카스텔은 흐름의 공

간 속 장소들의 위계가 가변적이라고 주장했었다. 그에 의하면 결절은 네트

워크에 의해 결정되므로 네트워크의 변화에 의해 결절의 지위를 얻거나 잃는

다. 항공산업의 변동, 국제무역기구의 협약이나 한국을 포함한 각 국가들의 

성장 및 쇠퇴 같은 경제적 변화, 국가들 사이의 관계 악화 같은 정치적 변화 

등의 요소는 공항을 결절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네트워크 

내 흐름의 가변성이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공항 건설 당국은 국제도시를 

만드는 도시계획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연성에 주목해야 했다. 그들이 선택한 

유연성의 한 가지 대목은 시간적인 층위이다. 공단은 결정을 유보하고 눈앞

의 미래에만 주목함으로써 고정된 미래를 바라보는 오류를 피하려 했다. 그

렇게 얻은 시간적 층위의 유연함은 건설을 진행하는 도중 국제적인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큰 손실 없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 

유연성의 또 다른 층위는 공간적인 것이다. 3독립 활주로를 포기하고 1

단계 건설에서 활주로 하나만을 건설하기로 결단을 내린 공단은 항공수요 대

신 평면배치계획상의 공간적 유연성을 선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본 계획

과 달라지지 않은 점들이지만,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 축소는 기본 계

획에 비해 확장가능성을 더 얻은 선택이다. 이 사실은 기본 계획안의 평면배

치도([그림 11])와 기본 계획 변경안의 평면배치도([그림 12])를 비교할 때 분

명히 드러난다. 여객터미널 앞에 밀도 높은 지역은 텅 빈 공간이 되었고, 공

항 오른쪽에 붙어 있던 배후지원단지는 축소된 채로 더 멀리 밀려났다. 도면 

비교는 그 밖의 시설들도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기본 계획안 도면에서 

왼쪽 위에 있었던 정비시설(검게 칠해진 사각형들)은 기본 계획 변경안 도면

에서 공항 중앙 위쪽으로 이동했고, 그 결과 왼쪽 위의 공간은 비어 있게 되

었다. 원래 공항 중앙 위쪽에 빽빽하게 놓였던 부대시설들은 다른 곳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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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거나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기본 계획 변경안의 평면배치는 이전보다 외

부적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이 되었다. 언뜻 보수적인 것으

로 보이는 선택들은 공항 건설 계획이 이와 같은 시간적, 공간적인 유연성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다. 공단은 이를 잘 알고 있었고, 변경안에서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자평했다. 

 

장래확장가능성 및 유연성 확보 

• 항공수요의 추이에 따라 향후 활주로 추가건설 대비 

• 미래 불확실한 여건변화에 대비가 가능토록 확장성과 유연성 확보157 

                                     

 
157  『기본계획(1단계사업계획)변경1 (1995-1995)』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신공

항기획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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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본 계획안의 평면배치도 전체 모습. (『건설교통부 관련철 (1995-1995)』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 기계소재심의관),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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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본 계획 변경안의 평면배치도 전체 모습. [그림 11]과 비교해서 빈 자리

가 더 많아졌다. (『건설교통부 관련철 (1995-1995)』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 기

계소재심의관), 272.) 



 

95 

 

 

1994년 말부터 1995년 말까지 진행된 기본 계획 변경은 신공항건설공

단을 필두로 국회의원, 항공사, 교수, 외국 전문업체 등 수많은 주체가 참여

한 복잡한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하나는 공항이 흐름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복합교통센터가 설립되고, 지상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가 축소되며, 환승에 대한 강조가 나타난 것이었다. 또 다른 하

나는 공항 건설 계획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이를 확장성에 대한 강조와 결정을 유보하는 태도로 나눌 수 있고, 시간

적 유연성과 공간적 유연성을 획득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두 구분은 질적으

로 동일하지 않다). 공단은 변경 과정 중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을 분리하는 

방안, 활주로를 3독립으로 만드는 방안, 1단계 건설에서 활주로 두 개를 건설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결국 이를 모두 취소하고 나중에 결정하

는 것으로 유보했다. 김포공항과의 역할 분담을 결정하는 것을 유보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것을 시간적 유연성을 얻는 것이라 한다면, 3독립 활주로

와 1단계 활주로 2본 건설을 취소해버린 것, 그리고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

원단지를 축소한 것은 공항의 평면배치를 보다 공간적으로 유연하게 하는 결

정이었다. 이러한 결정들을 통해, 신공항 건설 당국은 국제 네트워크의 세계

와 국제(허브)공항의 역할에 대해 얻은 이해를 공항 건설 계획에 성공적으로 

반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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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논문은 인천공항 건설이 1988년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 계획으로 

시작하여 1992년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일어난 

변화와 외적인 압력에 의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기본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1988년, 항공수요가 포화에 도달하리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국제공항을 새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1989년부터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 계획은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을 목표

로 잡았지만, 이는 공항을 당장 지어야 할 시급성과는 관련이 없는 추상적인 

목표였다. 수도권 신공항 건설의 직접적인 동력은 항공수요의 포화라는 위기

상황이었다. 1992년에 완성된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 기본 계획에서도 동북

아시아 허브공항이 되는 것은 신공항 건설의 수많은 목표들 중 하나에 불과

했다. 허브공항을 만드는 것이 수도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한 이유로 서술되

기 위해서는 각국이 동북아시아 허브공항 지위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고 있

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했다. 신공항의 평면배치계획은 그러한 인식이 확산

된 뒤 변화하게 될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기본 계획에서 중요했던 것은 허브

공항 자체가 아니라 허브공항을 통해 영종도를 국제도시로 만드는 것이었다. 

기본 계획의 평면배치도에서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는 이 야심 찬 계

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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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92년부터 신공항 건설 사업은 변화의 계기들을 마주했다. 우선 

시민단체들이 영종도신공항문제 공동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영종도 입지에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했지만, 이들의 비판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항공 산업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특히 

1993년 말에 국제화에 관한 담론이 크게 유행하자, 적자생존의 무한경쟁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 국제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

러한 변화는 기본 계획에 대한 압력으로 구체화되었고, 압력은 기본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는 결단으로 이어졌다. 첫째 압력은1994년 초에 항공

사들이 기본 계획에서 흩어져 있는 정비시설들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었고, 둘째 압력은 신공항건설공단이라는 새로운 공항 건설 주체가 설립된 

사건이었으며, 셋째는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을 비판한 

사건이었다. 마침내 신공항건설공단은 1994년 11월부터 기본 계획 수정 작

업을 시작했다. 

기본 계획 변경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 또는 논의된 주제들은 국제업무지

역과 배후지원단지 축소, 교통센터 설립, 여객터미널의 형태를 중앙집중형으

로 선택한 근거로 환승의 효율성을 들기 시작한 것, 선형 탑승동이 아닌 X자

형 탑승동 건설,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분리 배치, 2독립 4본 대신 3독립 

5본 활주로 설치, 1단계 건설에 2본의 활주로 설치, 신공항이 국제선을 전담

하고 김포공항이 국내선을 전담하는 역할 분담, 항공수요 재계산이었다. 이 

중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를 축소하고, 교통센터를 만들며, 환승을 강

조하기 시작한 것은 마뉴엘 카스텔이 흐름의 공간에 대해 설명한 것과 유사

한 인식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국제공항이 지상교통 흐름과 

항공교통 흐름을 매개하는 장소라는 인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은 지상교

통 흐름을 방해할 요인을 제거하며, 지상교통 흐름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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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환승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흐름의 공간에서 결절은 국제적인 흐름의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네트

워크의 결절을 목표로 하는 도시나 공항은 유연성과 적응성을 가져야 한다. 

공단을 포함한 공항 건설 관계자들에게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으로 나타났다. 이전과 달리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공수요를 신뢰하는 대신 끊임없이 계산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평면

배치가 유연성을 가지도록 노력했다. 거의 확정된 상태였던 제1터미널과 제2

터미널의 분리, 3독립 활주로, 1단계 건설에서 2본의 활주로 설치 등 수많은 

중요한 사안을 기본 계획 상태로 되돌리고 나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하는 

것은 시간적 층위에서 유연성을 얻는 방법이었다. 또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

원단지 축소, 3독립 활주로와 1단계 2본 활주로 설치 취소는 장래 여건 변화

에 따라 공항이 확장할 여지를 남겨두는 공간적 층위의 유연성을 얻기 위한 

판단이었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신국제공항 건설 계획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은 

신공항건설공단, 한국공항공단, 교통부, 국회의원 등 훌륭한 국제공항을 만들

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진 행위자들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은 기본 계획 변경안이 발표된 이후인 1996년에 일어난 사건

이다. 4월 29일에 건설교통부가 신공항 건설과 연관된 시설을 지을 때 지방

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58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158 이충일, ‚신공항 완공돼도 당분간 ‚낮잠‛‛, 『조선일보』, 1996.04.29, 1면. 건설교

통부는 1999년 말 공항이 완공되어도 고속도로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반 년간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을 고친 것이었다. 고속도로 공사가 지

연되는 까닭은 ‚당초 국고로 건설키로 했던 신공항 고속도로를 예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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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정안에 반발했다. 159  인천시와 시의회는 

이러한 방향이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분산시키는 지방자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공항 방해를 불

사하겠다고 선언했다.160  이는 1995년 6월 27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로 지방자치를 복원시킨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인천 서구청은 

건설교통부의 행보에 대응하여, 서구 검암동에서 서울과 신공항을 잇는 고속

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검암 IC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161  인천시, 

인천 서구청, 시의회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강경한 태도로 정부를 비판했지만 

정부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고, 정부가 6월 11일에 조직한 ‘사회간접자본 조

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인허가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

다.162  검암 IC 건설 요청은 7월 29일 인천 서구청이 물러서는 것으로 취소

되었다.163 

                                                                                              

 

로 94년 갑자기 민자유치 사업으로 전환‛했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상하기 

위해 1년 반을 허비했기 때문이었다. 
159  이는 사회간접자본(SOC)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로 이어졌다. SOC 특별법은 

대형 국책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건설 인허가 권리를 배제하는 법안이었

다. 유성보〮강승규, ‚국책사업 따른 지자체 도시계획 제한 ‚불가피한 규제‛ ‚권한 

침해‛ 공방‛, 『경향신문』, 1996.05.13, 21면. 
160 김영환, ‚신공항관련 지자체 건축허가권 삭제 추진 인천시-시의회 강력반발‛, 『한

겨레』, 1996.04.30, 22면. 
161  서구청은 서구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지역민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해도 지역민들의 이익과 어느 정도 합치돼

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는 검암 IC를 설치함으로써 서구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교통이 늘어 교통혼잡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청와대 역시 서구청의 요구가 ‚대형 국책 사업에 지자체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 

국책 사업을 방해하는 전형적 행위‛라고 일축했다. 이병기, ‚신공항 고속도 IC 설

치 여부 건교부-인천구청 ‚줄다리기‛‛, 『동아일보』, 1996.05.04, 6면. 
162 김종구, ‚SOC 조정위 설치방침‛, 『한겨레』, 1996.06.11, 9면. 
163 곽정수, ‚검암IC 설치요구 철회 신공항 고속도 건설 순항‛,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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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 있었던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 사회간접자본 특별법, 

그리고 검암 IC 관련 논의에서 국제화의 물결 앞에 선 국익의 시급함을 강조

했던 정부는 지방민의 이익도 중요하다고 호소했던 인천시의 이해를 부차적

인 것으로 취급할 수 있었다. 이 사건들은 공항 건설 과정에서 인천시가 차

지했던 위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교통부, 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건설 주

체가 행정부 이외의 이해당사자들을 취급한 방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인천시와 

서울시, 영종도 주민들의 입장은 공항 건설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164 

공항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주된 결정권자인 교통부와 신공항건설공단은 오

로지 공항이 제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만을 생각해서 판단을 내렸다. 건설 당

국이 진지하게 고려한 이견은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아닌, 공항의 올바른 

목적이 무엇인지, 즉 국제화 압력에 성공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인지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들 뿐이었다. 

이 주제들을 둘러싼 대립은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 변경안의 평면 배치

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기본 계획 변경안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화와 허브

공항에 대한 공단의 이해가 완전히 일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국제업무지

역 및 배후지원단지 축소 같은 것은 흐름을 끊기지 않도록 하는 효과와 공간

                                                                                              

 

1996.07.29, 21면. 검암 IC 건설이 확정된 것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2009년이었다. 최재용, ‚[인천〮부천] 공항고속도로 검암IC 생길 듯: 2011년에… 

인천→서울 방향 이용 가능해져‛, 『조선일보』, 2009.09.1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5/2009091502169.

html (2020.11.08 접속). 검암 IC는 현재 청라 IC로 이름이 바뀌었다. 
164 심지어 인천공항이라는 명칭조차 인천시의 요청이 아닌 ‚18개 기관 및 외국 항공

사 지점장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개인적 권한으로 결

정된 것이었다. 김대성, ‚인천국제공항 명칭 결정까지 5개 이름 놓고 3년 넘게 

‚씨름‛‛, 『매일경제』, 1996.03.22, 4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5/2009091502169.html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5/20090915021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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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연성을 얻는 효과 모두를 얻을 수 있는 결정이다. 그렇지만 두 여객터

미널을 밀집시키는 것은 여객의 신속한 환승을 가능케 하고 시간적 유연성을 

확보하게 하는 요소이자, 동시에 지상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명백하게 방해하

는 요소였다. 공단은 이러한 충돌을 인식하고 고민했지만, 완벽한 해답을 얻

지 못했다. 그보다 분명한 것은 여객과 화물의 흐름이 자본의 흐름과 동일하

지 않다는 것이다. 자본의 아무런 저항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국제도시

는 수도권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중요한 목표였다. 이때 

여객과 화물의 흐름 속 결절인 허브공항은 자본의 흐름 속 결절인 국제도시

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기본 계획 변경 과정에서도 공항 건설 사업의 실무자인 공단을 제외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PM요원, 기술자문위원회, 이해관계

자 설명회의 자문단, 국회 교통위원회 의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허브

공항을 통해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국제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

비쳤다. 오명 건설교통부장관은 누구보다도 큰 야심을 가지고 이 계획을 밀

어붙였던 사람이다. 그는 국제자유무역도시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

다. 

 

내가 구상한 ‘세계자유도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더 자유로운, 금융〮

무역〮투자〮사업 등 모든 비즈니스 활동이 자유로운 곳을 뜻한다. 일종의 ‘도시

국가’ 개념이었다. 국내법의 제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고, 특정 

금액을 투자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며, 누구나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곳. 영어와 한국어가 공용어가 되고, 세계인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곳. … 

시기도 좋았다.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던 다

국적기업들이 대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디로든 옮겨야 하는 이들에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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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도는 아주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 분명했다. 어마어마한 허브 공항이 들어

서는 데다가 세계적인 항구가 있다. 게다가 통신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해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소위 에어포트(Airport), 시포트(Seaport), 텔레포트

(Teleport)의 기능을 모두 갖춘 트라이포트(Triport)가 되는 것이다.165 

 

그러나 오명 장관의 신자유주의 유토피아는 재정경제원의 반발에 부딪혔

고, 신공항건설공단 역시 이 계획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공단의 일은 허브공

항을 만드는 것이었지 국제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국

제자유도시와 배후지원단지를 축소한다는 결정에 조금의 의문도 품지 않았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각종 흐름의 공간들 사이의 이해가 단일하지 않

다는 사실이다. 카스텔은 한 결절이 수많은 층위의 네트워크들의 영향을 받

는다고 주장했다. 국제도시가 자본의 흐름만이 아니라 물류와 정보의 흐름까

지도 겹쳐지는 장소인 것처럼 말이다. 카스텔은 이러한 흐름들이 국제도시를 

만들고 국제적 흐름을 유지시켜 번영을 꾀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듯, 각종 흐름들의 이

해는 상충할 때가 있다. 신공항의 평면배치도는 여객과 물류의 흐름에서 결

절을 차지해야 한다는 믿음과 자본의 흐름에서 결절을 차지해야 한다는 믿음

이 충돌하는 장이었다. 

결국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는 축소되었지만, 완벽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기본 계획 변경안에서도 이들은 작은 공간이나마 차지하고 있었다. 

배후지원단지는 공항 종사자들을 위해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으나, 

국제업무지역은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국제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는 의견을 완벽히 물리치는 것이 불가능했던 공단이 남겨둔 타협점이자, 동

                                     

 
165 오명, 『30년 후의 코리아를 꿈꿔라』 (웅진지식하우스, 2009),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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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시아 항공의 허브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과 결과적으로 관련이 없는 불순

물로 끝까지 존속했다. 따라서 공항 건설 작업의 평면배치도는 단일한 목표

를 위해 부분들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여러 상충하는 관점들이 공존하는 패치워크와 같았고, 매시

가 말한 이질적인 시간적 궤적들이 겹쳐 형성되는 장소의 모습에 더 가까웠

다.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는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의 지지자들의 시간

적 궤적과 겹치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제도시의 지지자들이 형

성한 연합의 궤적을 가졌다. 각각의 궤적들은 국제 네트워크 속 공항의 기능, 

허브공항의 의미, 허브공항을 통해 이루어야 할 목표, 종합하자면 국제화되는 

세계에 대한 각자 나름의 이해를 담고 있었다. 인천공항은 국제적 층위의 변

화에 마주한 지역적 행위자들이 다양한 관점들을 엮어 만든 결과물이었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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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government documents, parliamentary minutes, 

and media reports on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from 1988 to 1995, explaining how the proponents and designers of the 

airport, government officials, lawmakers, and media outlets respectively 

interpreted the globalization of South Korea and connected their 

interpretations to the airport.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ization and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summarized in the concept of an airline hub 

proposed in the initial phase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nstruction plan. Therefore, this paper insists that by following the 

changing concepts of an airline hub we can figure out how those who were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t that time 

projected their understanding of globalization onto the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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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beginning the aim of the construction project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as to make it an airline hub in Northeast Asia. 

However, an airline hub was an abstract concept with no specific methods 

to realize it in the basic construction plan completed in 1992. What was 

more important than am airline hub at that time was to make Yeongjong 

Island an international city by taking advantage of the strategical benefits of 

the airline hub. However, the idea that the basic plan was insufficient to 

achieve the goal of building an airline hub of Northeast Asia had emerged 

since 1992 due to the opposition from civic groups and the proliferation of 

the discourse of globalization. This led to the foundation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and the criticism from lawmakers in the 

National Assembly Transportation Committee, which brought about the 

drastic revision of the basic plan in late 1994.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continued to discuss 

various topics, consult experts, and inspect foreign airports until the revised 

basic plan was accepted by the Ministry of Transportation in late 1995. As a 

result, the revised basic plan included the perception that an airline hub is a 

space that connects ground and air traffic flows, and the perception that it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respond sensitively to external changes. It 

shares many characteristics with the concept of space of flows presented 

by sociologist Manuel Castells to understand the new spac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However,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failed 

to keep to its basic idea of an ideal airline hub because the Transportation 

Minister, the lawmakers in the National Assembly Transportation 

Committee, and some of the advisory committee members believed that it 

is important to build an international city equipped with various facilities 

through construction of an airline hub. Eventually,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failed to completely remove the facilities for an 

international city from the layout plan. In the end, the layout of the facilities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did not contain one interpret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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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and an airline hub, but rather multiple interpretations. In this 

article, I will present the layout of the facilities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s a place where multiple time trajectories cross, which was 

suggested by geographer Doreen Massey. 

 

Keyword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irline hub, globalization, space 

of flows, nodes, Internation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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