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 오섬아일랜드 사업을 통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예산구분 시민소통 방법

임기내 임기후 국가 도 자체 민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설명회·공청회 ○

○ ○ ○ ○ ○ 만족도 조사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해당없음□ 도움필요(제도☑ 재정☑ 권한□)
전문가 자문 ○

언론, 
방송보도, 기타 ○

담당
주관 관광과장 김계환 / 해양관광개발팀장 김이현 / 담당자 김희진 (☎ 930-6591)

협조 해양정책과, 문화새마을과

□ 정책목표

 ❍ 교통·숙박 인프라를 바탕으로 레저·생태·예술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선도모델 구축으로 연안경제 활성화

 ❍ 국내 최장 해저터널, 원산안면대교 등 서해안 교통인프라 확대 
계기, 대규모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한 충남 해양관광 거점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30년 (9년)

 ❍ 사업위치: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등 5개섬(삽시도‧고대도‧장고도‧효자도)

 ❍ 사 업 비: 1조 1,208억원 (국 1,240 / 도 483 / 시 731 / 민 8,754)

 ❍ 사업내용: 해양 융복합 거점 구축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집약 공간 창출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3대 전략 9개  추 진 과 제 총사업비 1조 1,208억 원

해양
레저
거점
조성

해수부 ①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2023년 ~ 2026년)

° (사업량) 해양레저관광 중요 거점 166,500㎡
° (사업비) 300억 원 (국 150/ 도 45/ 시 105)

해수부 ②원산도 복합 마리나항 건설
(2024년 ~ 2028년)

° (사업량) 마리나항 및 접안시설 70,000㎡
° (사업비) 450억 원 (국 240/ 도 50/ 시 60/ 민 100)

해수부
산림청

③ 원산도 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2020년 ~ 2027년)

° (사업량) 해양치유센터 및 자연휴양림 등
° (사업비) 540억 원 (국 270/ 도 150/ 시 120)

관광
자원
개발

해수부 ④ 원산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2023년 ~ 2029년)

° (사업량) 갯벌조림 505천㎡, 갯벌육성 190천㎡
° (사업비) 300억원 (국 205/ 시 95)

국토부
문체부

⑤ 삽시도 ART아일랜드 조성
(2023년 ~ 2026년)

° (사업량) 예술인 마을, 숲속공연장 등
° (사업비) 460억 원 (국 165/ 도 71/ 시 174/ 민 50)

문체부 ⑥ 섬 국제 비엔날레
(2023년 ~ 2029년)

° (사업량) 원산도 중심 복합예술 축제
° (사업비) 254억 원 (도 127/ 시 127)

관광
기반
시설
구축

해수부 ⑦ 선셋아일랜드 바다역 건설
(2025년 ~ 2029년)

° (사업량) 접안시설 4개소/ 24,000㎡
° (사업비) 300억 원 (국 210/ 도 40/ 시 50)

민  자 ⑧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2022년 ~ 2027년)

° (사업량) 리조트 건설 966,748㎡
° (사업비) 7,604억 원 (민자 7,604)

민  자 ⑨원산도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
(2022년 ~ 2025년)

° (사업량) 해양관광케이블카 L=3.9km, 정류장 2개소
° (사업비) 1,000억 원 (민자 1,000)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추진계획
· 원산도 대명 
리조트 관광단지 
지구지정

·원산도 해양 
레 포 츠 센 터 
조성사업 착수

·원산도 해양 
관광케이블카 
설치 착공

·원산도 복합 
마리나항 건설
사업 착공

·원산도 해양 
관광케이블카 
설치 운영개시

· 원산도 대명 
리조트 운영개시

추진 시기 사업비

(억원)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300억

원산도 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540억

삽시도 Art아일랜드 조성 460억

원산도 복합 마리나항 건설 450억

원산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300억

선셋아일랜드 바다역 건설 300억

섬 국제 비엔날레 254억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7,604억

원산도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 1,000억



□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 총계 기투자
임기중 투자계획 임기후

투자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6.

총 계 1,120,800 5,000 776,200 12,800 77,900 234,600 357,700 93,200 339,600

국 비 124,000 2,500 92,000 2,500 7,500 20,500 31,000 30,500 29,500

도 비 48,300 2,500 33,200 2,500 1,400 6,500 13,000 9,800 12,600

시 비 73,100 - 55,800 - 5,200 15,200 20,900 14,500 17,300

민 자 875,400 - 595,200 7,800 63,800 192,400 292,800 38,400 280,200

자 담

기 타

(단위 : 백만원)

□ 공약달성 확인지표

□ 타기관(부서) 협조 필요사항

 ❍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채택을 기반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시범 사업화(‘23년)와 MOU체결(‘22. 9월)을
통해 사업을 공식화하고 ’23년 정부예산에 원산도 해양
레포츠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비(국비 10억원) 확보 요청 .

□ 기대효과

 ❍ 원산도 등 5개 섬의 특성을 활용한 충남 해양레저관광도시 
시범모델조성으로 동북아 미래 해양레저관광의 혁신모델 제안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원산도 해양레포츠
센터 조성 개소 공사

준공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 착공 사업추진 준공

원산도 복합 
마리나항 건설 개소 공사

착공
기본계획

수립 재원협의 실시설계 
용역 착공 사업추진 준공

(2030년)

원산도 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개소 공사

착공
해양치유
지구지정

조성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 착공 준공

(2027년)

원산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개소 공사

준공 재원협의 실시설계 
용역 착공 사업추진 준공

삽시도 Art아일랜드 
조성 개소 공사

추진
기본계획

수립 재원협의 실시설계 
용역 착공 사업추진 준공

(2026년)

섬 국제 비엔날레 개소 행사
유치

기본계획
수립 재원협의 행사유치

선셋아일랜드 
바다역 건설 개소 공사

착공
기본계획

수립 재원협의 실시설계 
용역

준공
(2030년)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개소 공사

추진
관광단지 
지구지정

착공
(토목)

실시설계
(건축)

착공
(건축) 일부준공 준공

(2027년)

원산도 해양관광
케이블카 설치 개소 공사

준공
실시설계 

용역
행정절차

이행 착공 사업추진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