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7

해양치유단지 조성 사업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사업예산

예산사업    ☑
백만원

국비   ☑ 도비   ☑
임기 후 지속  ☑ 비예산사업  □ 군비   ☑ 민자   ☑

목표 ◦해양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어촌 복지서비스, 일자리 및 소득 창출로
미래완도 100년 준비 및 어촌경제 활성화 모델 마련

▮사업개요

m 사업기간 : 2017 ~ 2030

 m 위    치 : 완도군 신지면 신리 일대

 m 사 업 량 : 해양치유단지 조성 A=403,097㎡

 m 사 업 비 : 1조 원(공공 3천억 원, 민자 7천억 원)

 m 사업내용 

   - 공공시설 : 해양치유센터, 공공해양치유전문병원, 해양자원관리센터, 

               해양치유공원 등

   - 민자시설 : 민간해양치유전문병원, 해양치유리조트, 해양바이오연구소,

               해양바이오기업, 상업시설 등 

m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단계별 사업기간 사업비
공공투자 민간투자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내용

10,000 3,000 7,000

1단계
2017

~2022
2,177 1,327

해양치유센터
공공해양치유전문병원 등 

850
민간해양치유전문병원
해양치유리조트 등

2단계
2023

~2025
4,195 745

스포츠교육훈련센터
마리나 등

3,450
해양바이오연구소
해양바이오기업
골프장 등

3단계
2026

~2030
3,628 928

해양자원관리센터
해양치유공원 등

2,700
해양바이오연구소
해양바이오기업
해양치유리조트 등



▮추진실적(2018. 7. 1. ~ 현재)

m’19. 03.    :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행정안전부)

m’19. 04. 23 :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건축도시공간연구소)

m’19. 05.    :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적격성심사 통과(기획재정부)

m’19. 05.    : ’20년도 국비 80억 신청(해수부→기재부)

m’19. 05. 24 :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계약심사 완료

m’19. 06. 17 :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

m’19. 06. 24 :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심사위원 모집 공고

m’19. 07. 03. : 제안공모 접수 및 현장설명(8개 업체 등록) 

m’19. 07. 11. : 제안공모에 따른 서면질의 답변 공고

m’19. 07. 15. : 예비 심사위원 등록 현황 및 1차 선정 보고

   ※ 등록인원 65명 / 1차 선정 29명 (선정기준 : 우선접수 및 활동경력 위주)

m’19. 07. 18. : 제안서 평가를 위한 2차 심사위원 9인 선정

m’19. 07. 18. : 바이오 기능수 생성장치 해양치유센터 요법센터 설치검토

   (‘19. 7. 17 지시사항)

m’19. 07. 24. : 건축설계 제안서 접수

m’19. 07. 30. : 건축설계 제안서 심사 및 평가

m’19. 08. 1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

m’19. 08. 29. :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선금 지급(국비 5억 원)

m’19. 09. 1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 개최

m’19. 10. 10. :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따른 지반조사 4공 완료

m’19. 10. 17. :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따른 분야별 공종회의 개최

m’19. 10. 21. : 해양치유센터 건립부지 경계측량 완료

m’19. 11. 08. ~ 15 : 해양치유센터 건립 선도국가(독일)벤치마킹 추진



m’19. 11. 30. : 총사업비 변경 기획재정부 협의 (189억원→320억원)

m’19. 12. 04. : 해양치유센터 기본계획(초안) 따른 기본설계 검토

m’19. 12. 06. : 해양치유센터 사업부지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고시공고

m’19. 12. ~ ’20. 0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속추진

    ※실시설계 단계에서 치유센터(테라피 시설) 바이오 기능수 기계분야에 설계검토 및 반영

m’20. 01. 20.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신규 등록요청

   w 완도군 등록요청 → 전라남도 → 해수부 검토 →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2월중)

▮공약이행 지표 

지표명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이행률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00 30 50 50

해양치유단지 부지확보 % 100 80 80 80

해양치유센터 건립 국비 확보 억 원 160 5 62 39

2020년 1월말 기준 공약 이행률 56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획 총계 지금까지 확보 내역 집행총계

비고
총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집행
총계

임기전 임기내

1,000,000 150,000 7,500 142,500 700,000 5,072 2,400 200 2,472 5,072 0 5,072

▮향후 추진계획

m’20. 02. : 치유센터 내 층별 한국형 테라피 시설 선정
    ※ 실내 :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자문 추진

    ※ 실외 : 스마트 노르딕 워킹과 병행한 해조류 도시락 여행 프로그램 검토

m’20. 02. : 치유센터 설계적정성 검토 추진(조달청 의뢰)

m’20. 04. : 치유센터 건축공사 사전 감리발주 및 기공식 추진

m’20. 05. ~ ’21. 12. : 공사착공 및 준공



▮군민참여(홍보)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5 - 6 6 -

m 증빙자료

사진설명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보도자료



사진설명 :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보도자료

사진설명 : 해양치유센터 선도지자체 심포지엄 보도자료

주관부서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해양치유시설팀장 최진우   담당자 강주영 (☎)5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