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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章 総則

제1장 총칙

第一条（目的）
この法律は、空港の設置及び
管理を効果的かつ効率的に行
うための措置を定めることに
より、環境の保全に配慮しつ
つ、空港の利用者の便益の増
進を図り、もつて航空の総合
的な発達に資するとともに、
我が国の産業、観光等の国際
競争力の強化及び地域経済の
活性化その他の地域の活力の
向上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
する。

제1조 (목적)
이 법은 효과적이며 효율적으
로 공항을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정함으로써 환경
보전을 고려하면서 공항 이용
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항의 종합적인 발전
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우리나
라의 산업, 관광 등의 국제경
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
성화, 그 밖의 지역의 활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第二条（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空港」と
は、公共の用に供する飛行場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항”이란 공공용
으로 제공하는 비행장(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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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第二条第一項の政令で
定める飛行場を除く。）をい
う。

제2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
는 비행장을 제외한다)을 말
한다.

第三条（空港の設置及び管理に 제3조(공항의 설치 및 관리에
関する基本方針）
관한 기본방침)
国土交通大臣は、空港の設置
① 국토교통대신은 공항의 설
及び管理に関する基本方針
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以下「基本方針」という。）
(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
を定めるものとする。
을 정한다.
２ 基本方針においては、次に
② 기본방침은 다음의 사항을
掲げる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
정한다.
る。
一 空港の設置及び管理の意
1. 공항의 설치, 관리의 의
義及び目標に関する事項
의 및 목표에 관한 사항
二 空港の整備に関する基本
2. 공항의 정비에 관한 기
的な事項
본 사항
三 空港の運営に関する基本
3. 공항의 운영에 관한 기
的な事項
본 사항
四 空港とその周辺の地域と
4. 공항과 그 주변 지역의
の連携の確保に関する基本
연대 확보에 관한 기본 사
的な事項
항
五 空港の周辺における騒音
5. 공항 주변의 소음, 그 밖
その他の航空機の運航によ
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하
り生ずる障害の防止及び損
는 장해의 방지 및 손실의
失の補償並びに生活環境の
보상, 생활 환경의 개선에
改善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
관한 기본 사항
六 地理的、経済的又は社会
6. 지리적, 경제적 또는 사
的な観点からみて密接な関
회적인 관점에서 밀접한 관
係を有する空港相互間の連
계가 있는 공항 상호간의
携の確保に関する基本的な
연대 확보에 관한 기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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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項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
か、空港の設置及び管理に
関する基本的な事項
３ 基本方針は、空港の設置及
び管理を行う者（以下「空港
管理者」という。
）
、国、関係
地方公共団体、関係事業者、
地域住民その他の関係者の相
互の密接な連携及び協力の下
に、空港の設置及び管理を効
果的かつ効率的に行い、環境
の保全に配慮しつつ、空港の
利用者の便益の増進を図り、
もつて航空の総合的な発達に
資するとともに、我が国の産
業、観光等の国際競争力の強
化及び地域経済の活性化その
他の地域の活力の向上が図ら
れるべきことを基本理念とし
て定めるものとする。
４ 国土交通大臣は、基本方針
を定め、又はこれを変更しよ
うとするときは、交通政策審
議会の意見を聴くものとす
る。ただし、交通政策審議会
が軽微な事項と認めるものに
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５ 関係地方公共団体は、基本
方針に関し、国土交通大臣に
対し、意見を申し出ることが

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
에 공항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
③ 기본방침은 공항을 설치
및 관리하는 자(이하 “공항관
리자”라 한다), 국가, 관계 지
방공공단체, 관계 당사자, 지
역주민, 그 밖의 관계자의 밀
접한 상호 연대 및 협력 하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항
을 설치 및 관리하고 환경 보
전을 고려하면서 공항 이용자
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나
아가 공항의 종합적인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의 산업, 관광 등의 국제경쟁
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
화, 그 밖의 지역의 활력 향
상을 도모할 것을 기본이념으
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대신은 기본방침
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통정책심의회의 의
견을 듣는다. 다만, 교통정책
심의회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⑤ 관계 지방공공단체는 기본
방침에 관하여 국토교통대신
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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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きる。
６ 国土交通大臣は、基本方針
を定め、又は変更したとき
は、遅滞なく、これを公表す
るものとする。

⑥ 국토교통대신은 기본방침
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한다.

第二章 空港管理者

제2장 공항관리자

第四条（国際航空輸送網又は国 제4조 (국제항공수송망 또는
内航空輸送網の拠点となる空港 국내항공수송망 거점 공항의
の設置及び管理）
설치 및 관리)
次に掲げる空港は、国土交通
① 다음의 공항은 국토교통대
大臣が設置し、及び管理す
신이 설치 및 관리한다.
る。
一 成田国際空港
1. 나리타(成田) 국제공항
二 東京国際空港
2. 도쿄(東京) 국제공항
三 中部国際空港
3. 주부(中部) 국제공항
四 関西国際空港
4. 간사이(関西) 국제공항
五 大阪国際空港
5. 오사카(大阪) 국제공항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
か、国際航空輸送網又は国
에 국제공항수송망 또는 국
内航空輸送網の拠点となる
내항공수송망 거점 공항으
空港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
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の
２ 前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
に掲げる空港の位置は政令で
지의 공항의 위치는 정령으로
定め、同項第六号の政令にお
정하고 제1항제6호의 정령에
いては、空港の名称及び位置
서는 공항의 명칭 및 위치를
を明らかにするものとする。
분명히 한다.
３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리
ず、成田国際空港は成田国際
타 국제공항은 나리타 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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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港株式会社が、関西国際空
港及び大阪国際空港は新関西
国際空港株式会社がそれぞれ
設置し、及び管理する。
４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
ず、中部国際空港は、中部国
際空港の設置及び管理に関す
る法律（平成十年法律第三十
六号）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
よる指定があつたときは、当
該指定を受けた者が設置し、
及び管理する。

항 주식회사가, 간사이 국제
공항 및 오사카 국제공항은
신간사이 국제공항 주식회사
가 각각 설치 및 관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부
국제공항은 「주부 국제공항
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률」(평성10<1998>년 법률
제36호)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지
정을 받은 자가 설치 및 관
리한다.

第五条（国際航空輸送網又は国
内航空輸送網を形成する上で重
要な役割を果たす空港の設置及
び管理）
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空港
以外の空港であつて、国際航
空輸送網又は国内航空輸送網
を形成する上で重要な役割を
果たす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
る空港（以下「地方管理空
港」という。
）は、政令で定め
る関係地方公共団体が協議し
て定める地方公共団体が設置
し、及び管理する。
２ 前項の空港を定める政令に
おいては、空港の名称及び位
置を明らかにするものとす
る。

제5조 (국제항공수송망 또는
국내항공수송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항의 설치 및
관리)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공항
외에 국제항공수송망 또는 국
내항공수송망을 형성하는 데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항
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공항
(이하 “지방관리공항”이라 한
다)은 정령으로 정하는 관계
지방공공단체가 협의하여 정
하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 및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공항을 정하는 정
령은 공항의 명칭 및 위치를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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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第一項の規定による協議に
ついては、関係地方公共団体
の議会の議決を経なければな
らない。
４ 国土交通大臣は、第一項の
規定による協議につき、必要
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関係
地方公共団体の申請によりあ
つせんすることができる。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대하
여는 관계 지방공공단체의 의
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
공공단체의 신청에 따라 알선
할 수 있다.

第三章 工事費用の負担等

제3장 공사비용의 부담 등

第六条（第四条第一項第六号に 제6조 (제4조제1항제6호의 공
掲げる空港における工事費用の 항 공사비용의 부담 등)
負担等）
国土交通大臣がその設置し、
① 국토교통대신이 설치 및
及び管理する第四条第一項第
관리하는 제4조제1항제6호의
六号に掲げる空港において、
공항에서 일반공중의 이용을
一般公衆の利用に供する目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활주
で滑走路、着陸帯、誘導路、
로,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이
エプロン若しくは照明施設
나 조명시설(이하 “활주로
（以下「滑走路等」という。）
등”이라 한다)의 신설이나 개
の新設若しくは改良又は政令
량 또는 정령으로 정하는 공
で定める空港用地（以下単に
항용지(이하 “공항용지”라 한
「空港用地」という。）の造成
다)의 조성이나 정비 공사를
若しくは整備の工事を施行す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る場合には、その工事に要す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3분의
る費用は、国がその三分の二
2를, 그 공항이 위치하는 도
を、当該空港の存する都道府
도부현이 3분의1을 각각 부
県がその三分の一をそれぞれ
담한다.
負担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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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前項の場合において、当該
空港の設置により他の都道府
県も著しく利益を受けるとき
は、国土交通大臣は、その利
益を受ける限度において、当
該空港の存する都道府県の負
担すべき負担金の一部を著し
く利益を受ける他の都道府県
に分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３ 国土交通大臣は、第一項の
工事を施行しようとするとき
は、あらかじめ、前二項の規
定により費用を負担すべき都
道府県と協議しなければなら
ない。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공항
의 설치로 다른 도도부현이
크게 이익을 얻는 때에는 국
토교통대신은 그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해당 공항이 위치하
는 도도부현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일부를 크게 이익을
얻는 다른 도도부현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의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사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도도부
현과 협의하여야 한다.

第七条
제7조
都道府県は、その区域内の市
① 도도부현은 그 구역 내의
町村で当該空港の設置により
시정촌 중에 해당 공항의 설
利益を受けるものに対し、そ
치로 이익을 얻는 곳에 대하
の利益を受ける限度におい
여 그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て、当該都道府県が前条第一
해당 도도부현이 제6조제1항
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負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여
担すべき負担金の一部を負担
야 할 부담금의 일부를 부담
させることができる。
하게 할 수 있다.
２ 前項の規定により市町村が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촌이 부
負担すべき金額は、当該市町
담하여야 할 금액은 해당 시
村の意見をきいた上、当該都
정촌의 의견을 들은 다음 해
道府県の議会の議決を経て定
당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めなければならない。
거쳐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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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条（地方管理空港における 제8조 (지방관리공항의 공사비
工事費用の負担等）
용의 부담 등)
地方公共団体がその設置し、
① 지방공공단체가 설치 및
及び管理する地方管理空港に
관리하는 지방관리공항에서
おいて、一般公衆の利用に供
일반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
する目的で滑走路等の新設若
공할 목적으로 활주로 등의
しくは改良又は空港用地の造
신설이나 개량 또는 공항용지
成若しくは整備の工事を施行
의 조성이나 정비 공사를 시
する場合には、その工事に要
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する費用は、国及び当該地方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해당
公共団体がそれぞれその百分
지방공공단체가 각각 100분
の五十を負担する。
의50을 부담한다.
２ 地方公共団体は、前項の工
② 지방공공단체는 제1항의
事を施行しようとするとき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사
は、あらかじめ、国土交通大
전에 국토교통대신에게 협의
臣に協議し、その同意を得な
하고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ければならない。
３ 国土交通大臣は、前項の同
③ 국토교통대신은 제2항의
意をする場合には、第一項の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規定により国が負担すること
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게 되
となる金額が予算の金額を超
는 금액이 예산 금액을 초과
えない範囲内でするものとす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る。
하는 것으로 한다.
４ 地方公共団体がその設置
④ 지방공공단체가 설치 및
し、及び管理する地方管理空
관리하는 지방관리공항에서
港において、一般公衆の利用
일반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
に供する目的で排水施設、護
공할 목적으로 배수시설, 호
岸、道路、自動車駐車場又は
안(護岸), 도로, 자동차 주차
橋（第十条第三項において
장 또는 다리(제10조제3항에
「排水施設等」という。
）の新
서 “배수시설 등”이라 한다)
設又は改良の工事を施行する
의 신설 또는 개량 공사를 시
8

場合には、国は、予算の範囲
内で、当該工事に要する費用
の百分の五十以内を当該地方
公共団体に対して補助するこ
とができる。

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50 이
내를 해당 지방공공단체에 보
조할 수 있다.

第九条（災害復旧工事の費用の 제9조 (재해복구공사의 비용부
負担等）
담 등)
国土交通大臣がその設置し、
① 국토교통대신이 설치 및
及び管理する第四条第一項第
관리하는 제4조제1항제6호의
六号に掲げる空港において、
공항에서 활주로 등 또는 공
滑走路等又は空港用地の災害
항용지의 재해복구공사(지진,
復旧工事（地震、高潮その他
해일, 그 밖의 이상 자연현상
の異常な天然現象により生じ
으로 발행한 재해로 인하여
た災害によつて必要となつた
필요한 공사로서 정령으로 정
工事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
ものをいう。以下同じ。
）を施
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行する場合には、その工事に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要する費用は、国がその百分
100분의80을, 해당 공항이
の八十を、当該空港の存する
위치하는 도도부현이 100분
都道府県がその百分の二十を
의20을 각각 부담한다.
それぞれ負担する。
２ 第六条第二項及び第七条の
② 제6조제2항 및 제7조는
規定は、前項の場合について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準用する。
３ 国土交通大臣は、第一項の
③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의
災害復旧工事を施行しようと
재해복구공사를 시행하려는
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そ
때에는 사전에 그 뜻을 제1항
の旨を同項及び前項において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6
準用する第六条第二項の規定
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
により費用を負担すべき都道
하여야 할 도도부현에 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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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県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
い。

여야 한다.

第十条
제10조
地方公共団体がその設置し、
① 지방공공단체가 설치 및
及び管理する地方管理空港に
관리하는 지방관리공항에서
おいて、滑走路等又は空港用
활주로 등 또는 공항용지의
地の災害復旧工事を施行する
재해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
場合には、その工事に要する
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
費用は、国がその百分の八十
용은 국가가 100분의80을,
を、当該地方公共団体がその
해당 지방공공단체가 100분
百分の二十をそれぞれ負担す
의20을 각각 부담한다.
る。
２ 地方公共団体は、前項の災
② 지방공공단체는 제1항의
害復旧工事を施行しようとす
재해복구공사를 시행하려는
るときは、あらかじめ、国土
때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대신
交通大臣の認定を受けなけれ
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ばならない。
３ 地方公共団体がその設置
③ 지방공공단체가 설치 및
し、及び管理する地方管理空
관리하는 지방관리공항에서
港において、排水施設等の災
배수시설 등의 재해복구공사
害復旧工事を施行する場合に
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は、国は、予算の範囲内にお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공사
いて、その工事に要する費用
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80
の百分の八十以内を当該地方
이내를 해당 지방공공단체에
公共団体に対して補助するこ
보조할 수 있다.
とができる。
第十一条（兼用工作物の工事の
施行等）
空港（第四条第一項各号に掲

제11조 (겸용공작물의 공사 시
행 등)
공항(제4조제1항 각 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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げる空港及び地方管理空港に
限る。
）の施設で他の工作物と
効用を兼ねるものの工事の施
行、維持及び費用の負担につ
いては、当該空港を設置し、
及び管理する国土交通大臣、
成田国際空港株式会社、新関
西国際空港株式会社、中部国
際空港の設置及び管理に関す
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
よる指定を受けた者又は地方
公共団体と当該工作物の管理
者とが協議して定めるものと
する。

항 및 지방관리공항으로 한정
한다) 시설로서 다른 공작물
과 효용이 겹치는 시설의 공
사 시행, 유지 및 비용의 부
담에 대하여는 해당 공항을
설치 및 관리하는 국토교통대
신, 나리타 국제공항 주식회
사, 신간사이 국제공항 주식
회사, 「주부 국제공항의 설
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
은 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와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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