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포마리나항 및 횟집단지 개발
- 심포횟집단지 주변 개발 -

관리번호 81-2 사업구분 신규사업

사업기간 장기 사업주체 김제시

사 업 비 47,180백만원 추진부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담당

 □ 배경 및 필요성

  m 새만금 방수제공사와 새만금고속도로 개설에 맞춰 개발압력 상승이

     예상되는 심포항 주변의 계획적 관리와 체계적 개발 필요

  m 장래 새만금지구와 연계를 통한 관광효과를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및 목표

  m 2020 해양수산부의 새만금 마리나항 조성 선정(안) 반영 및 

     개발에 따라 배후단지 개발 필요

  m 2017년 완료된 (구)심포항 주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단계별로 사업 추진

 □ 사업개요



 

구분 사업명
부지면적

(㎡)
세부시설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방식
사업기간

중기

계획

단지조성 개발 59,000 38,930

김제시

(분양)

2019~

2022

4. 팬션단지 9,000 팬션(소규모 6, 중규모 2) 32,850

5. 캠핑장 10,000 캠핑장(180면), 공동시설 1,240

9. 주차장 20,000 소형 600대, 대형 50대 3,840

10. 공원 30,000 1,000

기반시설(도로) 8,250

심포~마리나항 

도로확장 및 신설
L=1.5㎞(B=20m) 8,250

장기

계획

단지조성 개발 233,078

2022이후

1. 수상레포츠센터 24,000 교육장, 지원센터, 체험장 24,800 국가

2. 마리나복합리조트 88,000
객실(350),워터파크,

컨퍼런스룸 
150,000 민간

3. 마리나 계류장 50,000 수상(120척), 육상(60척) 1,110 국가

6. 상가시설지구 16,000 횟집단지 민간

7. 새만금전망타워 2,000
레스토랑, 커피숍, 휴게시설,

소공원
4,048 국가

8. 새만금센트럴파크 20,000
푸드빌리지, 애그리아울렛, 

식물원
53,120 민간

기반시설(도로) 63,000

지방도 702호선

4차선 확장
L=11.5㎞(B=20m) 63,000 국가

《 재원조달계획 》 

구분 소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2년 이후

계 47,180 500 3,000 21,215 22,465

국비 4,125 1,000 1,000 2,125

도비

시비 6,625 500 2,000 2,000 2,125

기타 36,430 18,215 18,215

(단위:백만원)



□ 연도/반기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진계획

2018 4/4분기 • 추진 전략 수립

‣ 관련부서 추진 전략회의

  (도시재생과, 새만금전략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기획감사실)

2019

상반기 • 관련 용역 착수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용역 발주 및 착수

하반기 • 도시계획시설 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공원) 및 고시

‣ 관련 예산 확보 및 부지매입

2020
상반기 • 부지조성 공사착수 ‣ 부지조성 공사 발주 및 착공

하반기 • 토지매입, 공사시행 ‣ 공사시행 및 토지수용 절차이행

2021

상반기 • 공사시행, 민간유치 ‣ 토지수용, 공사 시행, 민간유치 계획수립

하반기 • 공사준공, 민간유치
‣ 부지조성 공사 완료

‣ 민간유치 및 공사착수

2022
상반기 • 민간사업 시행 ‣ 민간사업 시행

하반기 • 민간사업 시행 ‣ 민간사업 시행

□ 추진일정

구분(세부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횟집단지주변 
공원 및 부지조성

(공원, 주차장, 캠핑장, 
팬션단지 등)

민간유치
(캠핑장, 팬션단지)

기반시설(도로) 개설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변 공원 및 부지조성 % 100 5 40 100

민간 유치 사업 개소 2 1 1

도로개설 % 100 10 20 50 100

□ 기대효과

  m 새만금 마리나항 조성에 따른 횟집단지 주변 개발압력 상승에 

따른 선제적 개발로 관광효과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