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6일 10시 44분



2
3
3
3
3
4
4
5
5
6
6
7
7

목차목차

목차
원도심

원도심
5.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5-1 MICE산업 육성을 위한 대형 컨벤션센터 유치
5-2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5-3 국립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6. 경도지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

7. 남산공원 조성사업
8.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 복원사업
9.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0. 여수 신북항 건설



원도심

5.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5-1 MICE산업 육성을 위한 대형 컨벤션센터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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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사업량 : 컨벤션센터 1식
사업비 : 1,149억원(건축비 846억, 부지비 303억(‘16 감평가 기준)
사업규모  : 13,000㎡

다목적전시장 8,000㎡, 대회의장 3,000㎡, 중소회의장 2,000㎡부지면적 25,675㎡, 건축면적 16,400㎡, 연면적
30,000㎡

사업내용  :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위한 국제규모 대형컨벤션센터 건립 유치
추진부서  : 투자박람회과

5-2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사업기간  : 2017. ~ 2020.
위치 : 여수시 수정동 776번지(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사업량 : 대지면적 4,710㎡, 연면적 6,238㎡(지하1·지상4층/1동)
사업비 : 180억원(국비 98, 도비 21, 시비 61)
사업내용  :

해양 안전체험·교육시설, 다목적강당, 생활관, 부대시설수영장(20m 5레인, 다이빙풀), 생활관 152명 수용(일반 150, 중증
장애인 2) 다목적강당 1개소, 교육실 3개소, 식당, 관리‧운영사무실 등
전시시설 : VR해상레포츠시설, 4D자연재난영상 및 해양교육관 등

추진부서  : 투자박람회과

5-3 국립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http://www.yeosu.go.kr)



사업기간  : 2019. ~ 2022.
사업위치  : 여수시 공화동 1492-2(한화 아쿠아리움 앞)
사업량 : 건축 연면적 5,450㎡(지하1층, 지상3층), 부지 5,291㎡
사업비 : 261억원(국비) * 건축비 176억원, 전시·체험 콘텐츠 등 85억원
사업주체  : 기상청(국가직접사업)
추진부서  : 기후환경과

6. 경도지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투자규모  : 1조 3,280억원/ 2,143,353㎡

기존시설인수(3,383억) : 골프장 27홀, 콘도, 오토캠핑장, 기반시설 등
추가투자(11,617억) : 호텔, 힐링시설, 골프빌라, 워터파크, 마리나 등
럭셔리 호텔(6성급), 워터프런트 워터파크 호텔(4성급)/콘도, 해수풀, 실내․외 워터파크, 빌라콘도, 게이트웨이 쇼핑몰, 해
상케이블카

단계별 사업계획  :

1단계(2017.~2024.) : 시설인수, 사업계획수립,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미개발부지 개발 호텔 등 체류 · 힐링시설 개발
2단계(2025.~2029.) : 콘도 · 골프장 정비, 워터파크 등 해양레저시설 개발

사업기간  : 2017. ~ 2024.
투자자 : 미래에셋컨소시엄(YK Development Co., Ltd)
추진부서  : 투자박람회과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기간 : 2019. ~ 2024.
위치 : 여수시 신월동 ~ 야도 ~ 대경도
사업량 : L=1.52㎞, B=13.8m(연륙교 860m, 접속도로 660m)
사업비 : 1,154억원(국비 461.6(40%), 지방비 461.6(40%), 민자 230.8(20%))
교량형태 : 아치교(신월 ~ 야도 340m), 사장교(야도 ~ 대경도 520m)
사업주체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http://www.yeosu.go.kr)



7. 남산공원 조성사업

사업기간  : 2012. ~ 2020.
사업위치  : 여수시 남산동 274번지 일원
사업량 : 근린공원 조성, A=179,935㎡
사업비 : 290억원
사업내용  :

1단계('12 ~ '17년) 준공 : 84억원(진입도로 L=427m, 주차장 A=3,388㎡)
2단계('19년 이후) : 206억원(공사비, 보상비 등)
☞ 남산공원 2단계 사업은 전문가 토론회, 시민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거쳐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추진

추진부서  : 공원과

8.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 복원사업

사업기간  : 2015. ~ 2022.
위치 : 여수시 군자동 일원(국보 제304호 진남관 주변)

(http://www.yeosu.go.kr)



위치 : 여수시 군자동 일원(국보 제304호 진남관 주변)
사업량 : 실시계획 및 발굴조사 용역, 토지매입, 동헌복원 등
사업비 : 21,500백만원(국비 11,655 / 도비 1,998 / 시비 7,847)
사업내용  :

부지 - 95필지, 11,263㎡(동산동, 군자동 일부)
건물 - 동헌 내 8동(운주헌, 결승당 등)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

9.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기간  : 2019. ~ 2022.
위치 : 문수동 59-20번지 일원
대상면적  : 95,480㎡
사업비 : 82,800백만원 (국비 10,000, 시비 6,800, 부처연계 22,000, 공기관 44,000)
사업내용  : 도로정비, 우 · 오수 관로정비, 주차장설치, 쌈지공원, 테마거리 조성, 공동주택 신축 등
추진부서  : 도시재생과

10. 여수 신북항 건설

(http://www.yeosu.go.kr)



사업기간  : 2011. ~ 2021.
위치 : 여수시 덕충동 여수항 일원
사업비 : 2,561억원(국비)
사업내용  : 외곽시설, 계류시설, 친수시설 조성 등
추진부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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