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반도 골프장 관련 자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평주

◇ 태안군 골프장 추진(계획) 현황

1. 개략적 총계

 1) 추진 또는 계획 발표된 골프장 수 : 5개소(원북 1, 근흥 2, 안면도 2개소)

 2) 추진 또는 계획 발표된 골프장 총 홀수 : 123홀(회원제 90홀, 대중 33홀)

 3) 추진 또는 계획 발표된 골프장의 총 면적 : 약 170만 평

2.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현황

 1) TABD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① 위치 :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산 78번지 일원

            (지령산 후면 정산포 남측 임야)

  ② 면적 : 1,560,000㎡ 

            (471,900평. 농림지역 330,330평. 준농림지역 141,570평)

  ③ 규모 : 27홀(회원제 18홀-322,675평. 일반대중 9홀-149,224평)

  ④ 시설 : 코스 9,890m. 5층 콘도(연면적 2,300평. 65실). 261평 목욕탕,        

        180평 대식당 등. 직원 및 캐디숙소(3층, 45실)

  ⑤ 시행자 : (주)태안리조트 대표이사 박육지

  ⑥ 투자비 : 605억원(자체자본 200억, 회원권 분양 105억, 외자유치 300억)

  ⑦ 용수 : 생활용수 - 전량 심정개발. 500㎥/일 이상

            관개용수 - 잔디(126,000평)용수 1,505㎥/일

  ⑧ 고용인원 : 정규 인원 128명-임원2,간부10,사무직10,영업직10,기능직 58, 

                                  고용직 38(청소부, 경비, 교환수)

                일용직 인원- 캐디100, 현장 일용19/일, 잔디관리 43/일

  ⑨ 진행 상태 : 공람주민의견수렴, 태안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현재 금년 3월에 충남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준농림지->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대기.

 2) 순비기 골프장

  ① 위치 :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2259-1번지 일원

             (간척지, 폐업 새우양식장, 유지)

  ② 면적 : 533,589㎡ 

            (161,400평. 준농림지역. 사유지 98.8%. 국유지 1.2%)

  ③ 규모 : 18홀(회원제)



  ④ 시설 : 코스 6,340m. 클럽하우스(100평 식당, 180평 욕실 등). 관리동 등

  ⑤ 시행자 : 리치빌개발(주) 대표이사 차상복

  ⑥ 투자비 : 400억원(자체자본 150억, 회원권 분양 200억, 차입금 50억)

  ⑦ 용수 :  생활용수 - 상수도

             관개용수 - 2,000㎥/일 지표수 사용

  ⑧ 고용인원 : 정규직 인원 27명 - 중역4, 부장2, 차과장3, 직원 18

                일반직 인원 37명 - 현지인 고용 대상(식당, 경비)

                비정규직 - 현장 일용 인부 9/일, 잡초제거 20/일

  ⑨ 진행 상태 : 공람주민의견수렴, 태안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현재 지난 9월 충남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준농림지->준   

               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대기 중

                (4월중 심의 예정)

 3) 웨스트 비치 골프장 (west beach cc)

  ① 위치 :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268-1번지 일원

             (신두리 해안사구 100m 북측, 간척지, 폐업 양식장, 유지)

  ② 면적 : 814,163㎡ (246,283평. 준농림지역)

  ③ 규모 : 24홀(회원제 18홀, 일반대중 6홀)

  ④ 시설 : 코스 8,280m. 2층 클럽하우스(100평 식당, 250평 욕실 등) 등

  ⑤ 시행자 : 태안기업(주) 대표이사 이경만

  ⑥ 투자비 : 635억원(자체자본 200억, 회원권 분양 400억, 차입금 35억)

  ⑦ 용수 :  생활용수 - 300㎥/일 보령댐 광역상수도 이용

             관개용수 - 잔디(107,870평) 2,161㎥/일 지표수 사용

  ⑧ 고용인원 : 정규직 인원 74명-중역4,부장2,차과장3,직원18,계약직47

                비정규직 - 상용 인부 9/일, 일용 잡부 20/일

  ⑨ 진행 상태 : 현재 태안군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접수된 상태.

                 주민들이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등에 골프장 반대 진정서 등 

                 민원 제기

3. 계획 발표된 골프장 현황

 1) 안면도 국제관광지 계획에 포함된 골프장

  ① 위치 :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 북측 병술만 일대

  ② 규모 등 : 27홀 약 40만평

 

 2) 안면도 목장 대부초지 골프장 계획

  ① 위치 및 규모 등 : 안면도 한국야쿠르트 목장 부지, 27홀 약 40만평 예상



◇ 태안반도에 추진(계획)되고 있는 골프장의 특징 및 문제점

 1. 특징

  1) 해안 인접 지역에 추진 계획

  2) 간척지에 추진(2개소-순비기, 웨스트 비치 골프장)

 2. 문제점

  1) 계획상의 문제점

   ① 전체 태안군의 발전(개발) 계획의 부재

   ② 지속가능한 마스터플랜 전무

   ③ 무분별한 개발 계획의 남발

   ④ 계획 등에 주민들이 소외(여론 수렴 소홀 등)

  2) 골프장 추진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① 골프장 건설에 따른 생태계 훼손 -> 산림 파괴 등

   ② 농약과 비료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 -> 황금어장 상실

   ③ 골프장 인근지역 용수 오염 및 고갈 -> 식수, 농업용수 부족

   ④ 지역 공동체 파괴 -> 위화감 조성

◇ 골프장 추진에 따른 세수 확충 등 

 1. 지역 제정 수입

  1) 세수 확충 관련 자료

   ① (사)한국골프장사업협회(,01.10월) 자료(,98년 12월 기준) -

      18홀 기준: 32억 9천만원/년 (지방세 7억 2천만원, 국세 25억 7천만원)

   ② 태안군 재무과(,02.12월) 자료

      연기군 프레야 충남CC (순비기 골프장의 약 3.3배 규모) :

      군세 납부 현황 약 6억 9천만원/년

 ◇ 골프장 관련 법규 등

1. 골프장 면적 총량 규제

 1) 시군구 골프장 면적 제한 관련 : 

    -> 골프장 면적은 시군구 총 임야 면적의 3%이내

 2) 태안군 임야 면적(2001 태안군 통계연보) : 

    -> 243,680,000㎡(73,713,200평, 약 7천 300만평)

 3) 태안군 임야 면적 3% 적용 관련 :

    -> 7,310,400㎡(2,211,400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