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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사용료 부과기준 및 요금 안내

공항시설사용료 부과기준 및 요금
1. 착륙료
개요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에 운항하는 항공기 착륙 시 운항편별로 활주로 및 유도로 사용에 대한 요금

• 당해 항공기 감항증명서에 표기된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착륙시마다 부과(단위는 톤, 1톤 미만은 1톤으로 계산)

• 국내선
기준

김포/김해/제주공항

기타공항

50톤까지

톤당 1,954원(최소요금 19,540원)

톤당 1,611원(최소요금 16,110원)

50톤 초과 100톤까지
100톤 초과

97,700원 + 50톤 초과 톤당 2,408원
218,100원 + 100톤 초과 톤당 2,968원

80,550원 + 50톤 초과 톤당 1,985원
179,800원+100톤 초과 톤당 2,446원

기준

김해/제주공항

기타공항

50톤까지

5,697원(최소요금 56,970원)

4,695원(최소요금 46,950원)

50톤 초과 100톤까지

284,850원 + 50톤 초과 톤당 6,836원

234,750원 + 50톤 초과 톤당 5,633원

100톤 초과

626,650원 + 100톤 초과 톤당 8,202원

516,400원 + 100톤 초과 톤당 6,759원

• 국제선 – 김포공항 제외
산정
방식

• 국제선 – 김포공항

기준

김포공항 국제선

100톤까지

톤당 8,200원(최소요금 150,000원)

100톤 초과 200톤까지

820,000원+ 100톤 초과 톤당 8,000원

200톤 초과

1,620,000원 + 200톤 초과 톤당 7,800원

* 회전익항공기 최소부과요금은 5톤 기준

공항시설사용료 부과기준 및 요금
2. 정류료
개요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에 운항하는 항공기가 급유, 정비, 여객 및 화물 승하기 등 기타사유로 14개
공항 주기장지역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
•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30분 단위, 그 이외 공항은 24시간 단위 부과(단위는 톤, 1톤 미
만은 1톤으로 계산), 주기시간은 착륙시간부터 이륙시간까지 계산되며, 출발 시 노선으로 국내.국제로 구분
• 김포공항 국제선 주기 후 3시간 이내 면제, 그 이외 국제선 공항과 전 국내선 6시간 이내 면제
• 국내선: 24시간 단위 부과

기준
50톤까지
50톤 초과 100톤까지
100톤 초과

김포/김해/제주공항
톤당 980원(최소요금 9,800원)
49,000원 + 50톤 초과 톤당 847원
91,350원 + 100톤 초과 톤당 678원

기타공항
톤당 809원(최소요금 8,090원)
40,450원 + 50톤 초과 톤당 699원
75,400원 + 100톤 초과 560원

• 국제선 – 김포공항 제외: 24시간 단위 부과

산정방
식

기준
김해/제주공항
50톤까지
톤당 1,480원(최소요금 14,800원)
50톤 초과 100톤까지 74,000원 + 50톤 초과 톤당 1,280원
100톤 초과
138,000원 + 100톤 초과 톤당 1,026원

기타공항
톤당 1,221원(최소요금 12,210원)
61,050원 + 50톤 초과 톤당 1,056원
113,850원 + 100톤 초과 847원

• 국제선 – 김포공항: 30분 단위 부과
기준
100톤까지
100톤 초과 200톤까지
200톤 초과

* 회전익항공기 최소부과요금은 5톤 기준

김포공항 국제선
톤당 110원(최소요금 1,100원)
11,000원+ 100톤 초과 톤당 90원
20,000원 + 200톤 초과 톤당 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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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명료
개요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에 이·착륙하는 운항편에 대하여 활주로 접근등화, 활주로 및 유도로 표시등화
등 공항의 항공등화시설 사용에 대한 요금
• 이·착륙시 각각 부과, 항공등화시설 중 진입등 또는 활주로 등의 점등을 기준으로 부과
기준

산정
방식

편당

국내선

국제선

김포/김해/제주

기타공항

김포

김해/제주

기타공항

52,015원

42,867원

106,270원

52,015원

42,867원

• 조명제공여부는 관제탑에서 결정하거나, 조종사의 요청에 의함
• 중량 구분 없이 편당부과

* 회전익항공기 최소부과요금은 5톤 기준

4. 계류장사용료
개요

• 조업 및 기타영업목적을 위해 계류장지역에 출입하는 차량과 장비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요금
• 차량(동력)이나 장비(비동력)의 자체 중량
• 1톤 미만은 100kg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하되, 100kg미만은 100kg으로 간주

산정
방식

김포/김해/제주공항

기타공항

기준
차량(동력)

장비(비동력)

차량(동력)

장비(비동력)

등록

1일 톤당 500원

1일 톤당 600원

1일 톤당 400원

1일 톤당 500원

비등록

1회 출입시 톤당 500원

1회 출입시 톤당 600원

1회 출입시 톤당 400원

1회 출입시 톤당 500원

공항시설사용료 부과기준 및 요금
1. 냉난방료

개요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내 건물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난방을 공급하
고 부과하는 사용료

산정
방식

2. 전기시설사용료
개요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내 건물의 전기설비 사용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

산정
방식

• 징수주기: 매월
• 사용료 = 전기요금 X 18.8%

공항시설사용료 부과기준 및 요금
3. 통신선로유지보수료
개요

산정
방식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내 건물의 통신회선, 구내전화 회선사용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
• 산정주기: 연 주기
• 징수주기: 매월
• 사용료(2017년 기준)
통신선로사용료 표준단가
1,236원

구내전화사용료 표준단가
3,759원

• 매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용

4. 중수도사용료
개요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내 중수도시설에 대한 사용료로써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

산정
방식

• 징수주기: 매월
• 사용료 = 중수사용량 X 단가
• 단가 = 전년도 단가 X 서울시 상수도요금 요율 인상율

공항시설사용료 부과기준 및 요금
5. 오수정화료
개요
산정
방식

•
•
•
•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중 오수정화시설을 갖춘 공항의 하수도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
산정주기: 연 주기
징수주기: 매월
사용료 = 하수도사용량 X 단가
단가 = 지방자치단체 하수도사용요금 요율 준용

6. 오수처리시설사용료
개요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중 항공기분뇨처리시설을 갖춘 공항에서 분뇨처리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

산정
방식

• 징수주기: 매월
• 사용료 = 항공기분뇨처리량 X 단가
• 단가 = 전년도 단가 X 서울시 정화조수거료 요율 인상율

7. 급유시설사용료
개요

산정
방식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내 항공유 공급을 위한 급유저장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및 정유사에게
급유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
• 징수주기: 매월
• 사용료 = 급유사용량 X 단가
• 단가
김포/김해공항
33.8(원/갤런)

제주공항
57.71(원/갤런)
(하이드랜트시설사용료 포함)

대구공항
69.95(원/갤런)

무안공항
69.95(원/갤런)

양양공항
9.6 (센트/갤런)

공항시설사용료 부과기준 및 요금
8. 하이드랜트시설사용료
개요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중 계류장 내 급유를 위한 하이드랜트시설에 대한 사용료

산정
방식

• 산정주기: 연 주기
• 징수주기: 매월
• 사용료 = 전년도 연간 총투입 원가를 급유사용량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

9. 탑승교사용료
개요

산정
방식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내 여객청사와 항공기를 연결하는 승객통로시설을 제공하고 부과하는
사용료
• 징수주기: 매월
• 사용료 = 접이현횟수 X 단가
• 단가(2017년 기준)
구분
1way
2way

국내선
20,925원
N/A

• 매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용

국제선
40,232원
80,4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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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
개요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내 여객 수하물과 화물의 보안검색 및 수송을 위한 X-RAY,
컨베이어벨트설비 사용료
•
•
•
•

산정주기: 연 주기
징수주기: 매월
여객: 사용료 = 출발 여객수 X 단가 (매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화물: 사용료 = 중량 X 단가 (매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16년

구 분

산정
방식

비고

2017년

화물

여객

화물

여객

국내선

24원 / kg (울산 등)
2,084원 / 톤 (광주공항)

88 원

24원 / kg (울산 등)
2,105원 / 톤 (광주공항)

89 원

국제선

N/A

422원

N/A

426원

• X-RAY 사용료와 컨베이어벨트 사용료를 통합하여 단일항목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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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방빙전용패드사용료
개요

산정
방식
비고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내 계류장의 제방빙 작업 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항공기제방빙전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 산정주기 : 매년
• 징수주기 : 매월
• 사 용 료 : 초기시설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금액과 금융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매년 징수단가는
전년도 사용료 징수금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

• 김포공항 : 구역별로 항공사들에게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고, 각 구역의 총 투입원가를 사용자에게 부과

12. 소음저감시설사용료
개요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내 항공기 엔진 시운전 시 소음저감시설에 대한 사용료
•
•
•
•

산정
방식

산정주기: 연 주기
징수주기: 매월
협약 체결 항공사: 사용료 = 연간 총 투입원가를 전년도 운항비율에 따라 부과
협약 미체결 항공사: 사용료 = 사용횟수 X 단가
연도별 사용료(단위: 원)

2015년

2016년

2017년

협약미체결 항공사
회당 사용료

1,402,152 원

1,857,093 원

2,288,660원

• 매월 협약 미체결항공사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협약 체결항공사들의 부담액에서 차감함

비고

• 협약 미체결 항공사의 회당 사용료를 항공사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13년이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
하고, ’16년이후 ‘14~16년 사용실적을 집계하여 사용료를 재 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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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용체크인카운터사용료 및 공용여객처리시스템 사용료
개요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내 항공사 공용 체크인카운터 시설에 대한 사용료

산정
방식

• 징수주기: 매월
• 사용료 = 단가 X 사용시간(체크인카운터), 여객수(여객처리시스템)
• 단가 = 시간당 2,000원(김포,김해,제주), 시간당 1,610원(대구), 시간당 1,500원(청주)
•
여객당 190원(전 공항)

14. 키오스크사용료
개요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내 셀프체크인 시스템에 대한 사용료

산정
방식

• 징수주기: 매월
• 사용료 = 이용여객수 X 단가
• 단가 = 인당 250원

15. One Pass 사용료
개요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내 One Pass 시스템에 대한 사용료

산정
방식

• 징수주기: 매월
• 사용료 = 이용여객수 X 단가
• 단가 = 인당 93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