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동포 마을 조성 계획 
 

개요: 

해외 동포 거주자들을 위한 해외 동포 마을 조성 

 

목적: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전 지구촌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해외동포가 약 750만 명에 

이르렀다. 이즈음에 지구촌 각 나라에 흩어져 살라가고 있는 동표들 에게 우리는 한민

족의 고동체임을 일깨워주고 전 세계에 한민족의 하나 됨을 들어낼 수 있는 구심점 역

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국적 취득이 자유로워진 국제적 흐름에 따라 해외동

포들도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마음 편하게 휴식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 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국의 산하 대한민국의 땅 위에 동포마을 조성 하는데 있다. 

 

시행 건설: 예정 (주)삼성. (주)현대. (주)대우. (주)엘지.(주)부영 

 

위치 및 장소: 충남 보령시 

 

주변상황 안내: 인접 지역과 주변 주요한 지역 

 

주변 환경: 시청:3~5분거리 , 병원:3~5분거리, 고소버스:3~5분거리 , 이마트:3~5분거리 

(1) 서울에서 약 1시간30분(자동차) - 고속버스: 2시간(강남터미널-보령터미널) 

    열차:: 2시간40분( 용산-보령 역) 

(2) 대천 해수욕장과의 거리 :자동차로 약 10분 거리 

교통 상황: 

(1) 열차: 대천 역 에서 자동차로 약3~5분 거리 

(2) 고속버스: 서해안 고속도로(서울-목포) 대천 IC에서 자동차로 약 5분 

(3) 고속전철: 50분 (여의도-홍성/ 18정거장)현재 건설 시행 중 

 

 



주변 관광 사항: 해변 휴양 도시로 유명한 보령시지만 푸른 바다와 함께 산과 계곡 그

리고 바다를 향해 열린 땅. 서해의 명산 오선산과 단풍이 아름다운 성주 산, 아미 산을 

등에 지고 바다를 바라보는 보령은 천혜의 관광 자원이 풍부한 중부권의 명소 이다. 

아직은 대천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1986대천 시와 보령 군으로 분리 되었다가 1995

년 보령시로 통합하여 발전 하였다. 

이름만 들어도 낭만이; 물결치는 대천해수욕장. 매달 두 차례 씩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

는 무창포 해수욕장, 낭만적인 휴양지로 탈바꿈할 죽도 관광지, 크고 작은 78개의 섬, 

고대의 사찰 성주사지, 오천 성, 남포음성 명승지와 역사유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와 관광의 여행지 이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 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관광자원을  균형적 으로 발전시켜 여행객들의 발길을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과 전남목포로 연결 되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

울에서 1시간 반 만에 낭만의 휴양지 보령시에 닿을 수 있게 되어 이제는 사계절 쉼이 

없는 관광휴양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대천 해수욕장을 비롯한 무창포 해수욕장 용두 해수욕장 성주 산 휴양림 석탄 박물과 

냉풍욕장 들이 있다, 여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머드축제가 대천해수욕장에서 함께 

열린다. 

 

대천 해수욕장: 길이 3.5km 폭 100m 에 달하는 동양에서는 유일 하게 조개껍질이 오

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잘게 부서져 모래로 변한 패각분의 백사장을 가진 대천해수욕

장은 경사도가 완만하고 바다 밑이 일정하여, 얕은 수심과 함께 파도가 거칠지 않아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 까지 가족 동반의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다 

 

머드축제: 대천해수욕장이 자리 하는 보령시에는 해안선의 길이만도 무려1백36km, 이 

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진흙을 이용해 이미 머드팩이 상품화 되어 있는 상태. 해안선을 

따라 무진장 존재 하는 질 좋은 진흙에다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대천 해수욕장,진흙

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일찌감치 눈뜬 진흙전문가, 그리고 시의 적극적인 축제 

개최 의지라는 삼박자가 들어맞아 머드축제가 탄생 했다. 

 



매입의향서 

 
사업명: 한인마을 신축공사 

 

본인은 귀사에서 추진 하고 있는 한인동포마을에 매입의사가 있음을 확인 합니다. 

 

 

 

(1) 부동산 위치: 충남 보령시 일원 

(2) 주거 형태: 레지던스형 호텔 혹은 공동주택 

(3) 희망 평형 

 

예상 평형 형 태 확인 

16평형 복층형 원룸  

30평형 거실 + 방2  

40평형 거실 + 방2  

(희망 평형을 표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E-MAIL: 

 

 

한인동포마을 추진본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