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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천을 개발하고자 시추를 하여 관할관청에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득한 곳으로 금번에「온천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득하고

자함.

이런 경우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대상인지? 

온천공보호구역지정을 위하여「온천법」제5조에 따

라 승인 받는 경우는「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

른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대상이아님

「자연재해대책법」제정 이전인 2000년도에「온천

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부지면적이

변경 없는 상태에서 온천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를거쳐야하는지?

「온천법」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

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

가 45,000㎡ 이상에 한하여 사전재해 향성검토협

의를 하여야 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온천개발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를 받게 되어 있는 바, 당사

의 경우 온천개발계획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

(276,469㎡→188,815㎡/감87,654㎡)하게 되는데 이

런 경우에도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

는지?

「온천법」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승인 받을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 전에「자연재해대책법」제

4조에 따라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

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

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 이상에 한하여 사

전재해 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지 지정전 사전 재해 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하는지?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를 보면「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또

는 관광단지 지정시「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 향성 검토협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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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
대상여부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분야)



｜ COVER STORY ｜ 방재안전코너 ｜ 방 재 연 구 ｜ 방재정보 광장 ｜ 대한민국 축제한마당 ｜ 회 원 광 장 ｜

신회의질

또한「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자연재해 대책법」제

5조에 따른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998년도 관광단지 지정, 1999년도 관광단지 조성

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허가를 받아 추진 중인 사

업장에 대하여 향후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재해 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와 협의대상이

라면 검토협의 회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조성

계획승인권자는도지사임)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을 경우에는「자연재해 대책법」제4조에 따

는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

는 대상규모가 45,000㎡ 이상에 한햐여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문의드림.

- 당초승인일 : 2004. 10.30

- 사업계획변경내용

대지면적감) 19㎡, 건축면적감) 201.52㎡

객실수 : 감) 31실

객실용도변경 : 콘도미니엄증) 1,144.55㎡,

관광호텔감) 2,350.59㎡

상기와 같이 대지 및 건축면적과 객실 수가 감소하

고, 객실에 대한 용도변경 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

전재해 향성검토협의를하여야하는지?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의 경우

는「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 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

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

㎡ 이상에 한하여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를 하여

야 함.

「관광진흥법」제15조 및 동법 제16조에 의거 관광

사업계획 승인 시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 대상

으로 되어 있으나, 부지조성이 아닌 단순 크루즈

선을 이용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 설치 시에도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대상인지?

동 사업계획은「자연재해대책법」제5조 및 동법시

행령 제6조“별표1”아 2)항 규정에 의거「관광진

흥법」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은 사업계획 승

인 전에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관광사업을 위하여 부지 조성이 아닌 단

순 크루즈선을 이용 바다에 수상호텔을 조성 시에

도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대상인지?

「관광진흥법」제15조가 정한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전에 자연재해대책

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를 하여

야하며,

바다위에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수상호텔을 설치

하는 경우, 태풍이나 폭풍, 해일 등에 의하여 동

시설이 전복되는 등 피해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태풍등에대한재해 향성검토가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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