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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귀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환경회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국내 주요 40개 환경단

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3. 귀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 검토 의견 회신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

니다. - 끝 -

- 다  음 - 

1) 첨부 :  1.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5쪽)

     2.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개요(2쪽)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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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대온천 관광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1.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경과 및 현황

○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 온천원보호구역 지정(5,300,000㎡), 1990년대 관광
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
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고,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되었던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세 번째 다
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이번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있는 사업은 지난 2013년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제출 
이후(상주시→괴산군), 4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 회신(대구지방환경청→상주시) 및  
보완을 거쳐, 2015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상주시→대구지방환경청)되어 8월 
중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결과를 통보하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변경승인(경상북
도) 및 사업시행허가(상주시)를 거쳐 본격적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이사업으로 인해 다시 지난 30년 간 치열했던 온천개발 반대운동이 시작되고 있으며 사
회적․환경적․지역적 갈등 증폭되고 있다. 청천면민대책위, 괴산군민대책위, 충북도민대책
위원회 결성 및 궐기대회 개최, 진정서 및 건의문 제출, 괴산군의회, 충주시의회, 청주
시의회, 증평군의회 등 지방의회 반대 결의문 확산 등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2. 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부당성

1) 대법원 판결로 하류지역의 환경이익 침해가 인정되어 허가를 취소했던 사업

○ 1996년의 첫번째 사업시행허가는 2003년에, 2004년 두 번째 사업시행허가(변경)는  
2009년에 대법원 판결로 취소 판결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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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법원도 문장대온천개발사업으로 인해 신월천 등 수질오염과 주민피해를 침해할 우
려가 있고, 환경이익의 침해가 영업상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했던 사업이다. 

※ 판결내용 : 위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되어 원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환경
이익의 침해는 위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다고 보여지며, 원고들의 이러한 환경상의 이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참가인이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
보다 훨씬 우월하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관광지 개발로 인하
여 야기될 환경적 위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공법 등에 의한 오수처
리시설로 위 관광지로부터 배출될 오수를 정화처리 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
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사실 인정을 결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
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오인 등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
고 볼 수 있다. 

2) 불소 9.7ppm 함유,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질 온천수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공은 사업대상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과하며, 유독물질인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 저질 온천수라 할 수 있다.

○ 비소와 더불어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1.5ppm의 6배가 넘는 수치로, 온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는 심각한 수준이며, 온천욕
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3) 오수 2,200톤/일 방류 시 청정지역인 신월천 일대 목표수질(1a등급) 유지 불가

○ 사업대상지의 바로 하류지역인 신월천 일대(괴산군 청천면 등)는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
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수질환경기준으로 
볼 때 BOD 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는 3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 현재 신월천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1ppm이하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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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갈수기 수량은 2,000톤/일 내외이다.(청천면 사담리 유량 2,134㎥/일, BOD 
0.95ppm 유지)  

○ 현재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수처리방안으로 KSMBR처리공
법(막분리공법)으로 처리를 거쳐 BOD 3ppm수준으로 2,200톤/일의 오수를 방류하는 것
으로 계획되어 있다. 온천수사용량은 640.1톤/일, 계획급수량은 2021.64톤/일로 설계되
어 있다.

○ 오수처리방안과 같이 BOD 3ppm의 오폐수를 2,200톤/일 가량 방류하더라도, 신월천의 
수질은 기본적으로 BOD 2ppm 이상이 되어 1b등급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결국 청정
지역의 수질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대구지방환경청은 오수처리수 
방류로 인한 하천수질변화 예측결과 사업시행전 BOD 0.89ppm, T-N 1.38ppm, 사업시
행후 BOD 1.67ppm, T-N 6.60ppm로 검토, 제시한 바 있음) 

○ 불소함유량 9.7ppm의 온천수를 사용 후 2~3배로 희석하여 방류한다 하더라도, 청정지
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기준농도인 3ppm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
경영향평가서에는 농도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 분석하여 불소 과다 방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온천수온은 30~32℃인데, 수온 저감대책으로 단순히 완충저류조를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방류수의 적정온도나 근본적인 수온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온천수 방류로 인한 수온상승은 하천 수질 저하 및 생물의 변화와 교란을 심각하
게 유발시킬 것이다.(덕구온천의 경우 37℃로 유입, 27~30℃로 방류, 백암온천의 경우 
25~27℃로 유입, 24~25℃로 방류)

○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시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 1a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4)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신월천, 달천, 남한강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말살 초래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2,200톤/일 가량의 오수가 방류할 경우, BOD 증가, 불
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뿐 아니라 인, 질소 등 영양물질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
해 하류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분명하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이 BOD 
30ppm 이하인 상황에서 오수처리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도 신뢰할 수 없다.

○ 사업대상지 하류 쪽으로 신월천 사담계곡, 청주시 옥화구경, 괴산군 청천 뒤뜰, 괴산댐, 
산막이 옛길, 충주시 수주팔봉,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노루목), 탄금대 등 무수히 펼쳐
져 있는 수자원과 하천생태계, 자연관광명소가 달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바, 수질 악
화, 하천생태계 훼손, 관광자원 상실이 심각해 질 것이다. 괴산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
농엑스포 국제행사 지장 초래와 청정괴산 유기농업군 이미지 실추 및 산막이길 등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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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소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21만명 중 15만명이 달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
는 충주시민은 상수원을 잃게 될 것이다.  

○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하천생태
계의 피해는 증폭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여주보, 이포보 등 대형 수중보가 설
치된 상황에서 달천을 거쳐 온천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5)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 연접, 산림생태계 훼손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연접해 있다. 이런 
곳에 956,000㎡(약 29만8천평)의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4. ‘한국환경회의’의 입장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하천과 산림, 수질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환경
적 사업이며 개발의 이익과 환경의 피해가 서로 다른 환경부정의 사업으로 즉각 중단되
어야 한다.

○ 한국환경회의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자연환경과 국토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역과 주
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 침해가 우려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을 반대하며 이를 막아내
기 위하여 지역의 활동을 지지하며 연대, 협력해나갈 것이다.  

○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은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
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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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개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 사업위치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중벌리 일원(달천 최상류)
○ 사업면적 : 대지 956,000㎡(약 29만8천평)
○ 건축규모 : 건축면적 96,744.72㎡(약 29,300평), 지상 1~5층, 지하 1층
○ 사업기간 : 1989 ~ 2019년(2003년, 2009년 사업취소, 2013년 재추진)
○ 시 행 자 :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
○ 승인기관 : 경상북도

2) 변경내역

현행 계획 기존 계획(2004)
위치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중벌리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중벌리

개발면적 956,000㎡(289,000평) 956,000㎡(289,000평)
건축면적 96,744.72㎡(29,265평) 59,000㎡→122,000㎡

오수발생량 2,200㎥/일 2,200㎥/일→2,877㎥/일
오수처리공법 KSMBR처리공법(막분리공법) 토양트렌치공법
방류수수질 BOD 3ppm BOD 1~3ppm

○ 시설변경내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956,000 956,000 0 100.0 동일

공공편익
시설

소계 43,420 70,990 +27,570 7.43
관리사무소 1,490 680 -810 0.07 위치변경(진입도로변)
도로 26,220 35,390 +9,170 3.70 도로확폭 및 선형조정
주차장 14,280 17,060 +2,780 1.78 증가(상가시설 연계)
배수지 1,430 4,810 +3,380 0.50 위치변경(양호수림증가)
저류지 0 13,050 +13,050 1.37 신설(자연대책법)

숙박시설

소계 251,750 207,840 -43,910 21.74
관광호텔 17,100 17,100 0 1.79
콘도미니엄 41,500 0 -41,500 0 폐지(→산장형여관)
가족호텔 10,600 10,600 0 1.11
여관(장급) 64,290 42,760 -21,530 4.47 감소, 위치변경
여관(산장형) 57,310 38,150 -19.160 3.9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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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수처리방안

○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오수처리 후 달천수계(남한강)로 방류하는 1안과 도수관로롤 
통해 백두대간을 넘겨 영강수계(낙동강)로 방류하는 2안을 제시 

○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는 달천수계로 방류하는 1안을 채택, 오수발생량 2,200톤/일으로 
동일, 하수고도처리공법인 KSMBR처리공법(막분리공법)으로 처리방식 변경

구분 초안 본안

시설용량
2,200㎥/일
- 1단계 : 1,300㎥/일
- 2단계 : 900㎥/일

2,200㎥/일
- 1단계 : 1,200㎥/일
- 2단계 : 1,000㎥/일

처리공정 KSMBR처리공법(막분리공법)

처리수질
BOD 3㎎/L
T-N 15㎎/L
T-P 0.2㎎/L

BOD 3㎎/L
T-N 8㎎/L
T-P 0.2㎎/L

COD 8㎎/L
SS 3㎎/L
총대장균군 0개/100㎖

처리수 방류 화평소하천에 방류 완충저류조 체류 후 화평소하천에 방류

펜션 0 22,730 +22,730 2.38 신설
랏지 0 30,800 +30,800 3.22 신설
스파랜드 60,950 45,700 -15,250 4.78 감소

상가시설

소계 18,630 22,860 +4,230 239
종합온천장 4,980 6,350 +1,370 0.66 위치변경
상가A 6,650 9,510 +2,860 0.99 증가(1동)
상가B 4,400 4,400 0 0.46
휴게소 2,600 2,600 0 0.27

운동오락
시설

소계 93,950 63,420 -30,530 6.63
간이골프장 37,730 0 -37,730 0 폐지(→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0 11,470 +11,470 1.20 신설
기계유희시설 56,220 51,950 -4,270 5.43 감소

휴양문화
시설

소계 56,700 74,210 +17,530 7.76
관광농원 56,700 49,210 -7,490 5.15 감소
농촌휴양지 0 25,020 +25,020 2.62 신설

기타시설

소계 491,550 516,660 +25,110 54.04
야영장 31,000 0 -31,100 0 폐지
민속촌 16,770 22,540 +5,770 2.63 증가
단체연수원 39,200 28,080 -11,120 2.94 감소
터미널 3,700 3,570 -130 0.37 위치변경
녹지 400,880 462,470 +61,590 48.38 증가(조성, 보전녹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