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준비
관리번호
41
사업구분
예산사업
완료시기
임기 후
담당사무관 한병국(전화 280-3502)

잼버리추진단
14개 시 군(부안군)
신규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사업주체
담 당 자
부안군, 한국스카우트연맹
추진방식
국비지원사업
추진부서
해당시군
사업구분

․

홍대승(전화 280-3503)

< 공약목표 >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체계 구축(추진기구, 홍보와 붐업)
◈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개회 전 기본 인프라 조기 구축(2023년까지)

 필요성(추진배경)

○ 169개국 5만여명의 세계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추진체계 및 기본 인프라 구축 필요

○ 세계잼버리 개최를 전북 발전의 지렛대로 삼아 도와 시․군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행사로 새만금 조기개발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새만금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대회 2023. 8월중 12일간)
○ 참가규모 : 169개국 5만여명(국외 4만여명, 국내 1만여명)
○ 주요내용 : 개영식, 과정활동(야영, 수상활동, 문화체험 등), 친선의 밤 등
○ 총사업비 : 491억원(국비54, 도비127, 참가비310)
○ 추진기관 :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부안군, 한국스카우트연맹
* 순수 대회 준비 및 운영비

<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

○ 총사업비 : 3,673억원(국비 3,673) / 새만금개발과, 교통물류도로과
- 광역상수도시설(장신배수지) : 10,000㎥/일 / 39억
- 광역하수도시설(새만금C하수처리장) : 2,027㎥/일 필요시 설치
- 남북도로 2단계(잼버리 진입도로) : L=14.0㎞(6차로) / 3,634억
*

* 광역하수도시설(새만금C하수처리장)은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용역을 통해 필요시 사업비 반영

 연도별 재원투자
구분

합계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491
54.30
126.70

기투자

(단위: 억원)

소계
92.17
47.02
45.15

‘18
9.67
3.22
6.45

임기
’19
15.87
9.42
6.45

내
’20
21.95
15.5
6.45

’21
24.6
11.7
12.9

’22
20.08
7.18
12.9

310

임기후
398.83
7.28
81.55
310

* 2023 세계잼버리 준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 (사업비 재 산출)

 추진계획
【추진방향 및 절차】

○ 성공적 행사개최의 법적근거와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년 전 기본 인프라 구축 완료
○ 지속적인 이슈-메이킹과 민 관 협력을 통한 잼버리 인지도 제고 및
(2023

)

국가적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 글로벌 전북 브랜드 가치 제고

【주민소통 방안】

○ 14개 시군과 연계한 지역 콘텐츠 발굴을 위한 민 관 합동 협의체* 구축
* 구성 : 22명(도, 14개 시군, 전북연구원, 관광 청소년 전문가)

○ 방송, 언론,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한 잼버리 인지도 제고 홍보강화
【예산확보 방안】

○ 재원별 확보계획 : 491억원(국비 54, 지방비127, 참가비310)
구 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확보계획
54억원(여가부 국비 일반회계 및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통해 확보)
127억원(국비 보조비율 및 자체사업 예산확보)
310억원(대회 참가비)

* 2023 세계잼버리 순수 운영예산으로 SOC 기반비용(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미포함

【개선해야 할 제도 등】

○ 세계잼버리지원

특별법 신속 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

-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새만금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관계부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추진로드맵 및 연도별 목표

○ 추진프로세스

1단계(‘18~’19)

2단계(‘20~’21)

3단계(‘22~)

∘5개년 마스터플랜 수립 ∘조직위원회 본격 운영
∘조직위원회 확대 운영
∘잼버리지원 특별법 제정 ∘회원국 및 국내외 홍보활동 강화 ∘SOC 기반시설 보완
∘조직 준비기획단 구성 운영(여가부) ⇨ ∘지역연계 콘텐츠 시범운영 ⇨ ∘대회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도민 참여분위기 조성(국내 붐업) ∘국가예산 확보 활동(공동) ∘민 관 후원기관 발굴 지원
∘지역연계 콘텐츠 발굴
∘개최지 SOC 기반 본격조성 ∘세계잼버리 콘텐츠 운영
∘잼버리 홍보대사 위촉
∘글로벌리더센터 착공
∘글로벌리더센터 완공
∘잼버리 기반시설 용역 추진 ∘Pre-잼버리 개최(2021)
∘‘23년 상반기 인프라 구축 완료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연도별
기 추진

임
기
내

목표

추진계획

∘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5개년 마스터플랜 수립
2018 ∘도민 참여분위기 조성
∘지역연계 콘텐츠 발굴
∘국가예산 확보 활동 전개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 제정
∘2023 세계잼버리 준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홍보인프라 구축(홈페이지, 홍보관 등)
∘2023 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 구성
∘지역연계 콘텐츠 발굴 협의체 구성‧운영
∘장신배수지 ‘19년 국가예산(설계비) 확보

∘잼버리 추진 조직체계 구축
(준비기획단, 조직위사무국)
∘조직위원회(사무국)구성운영
2019
∘세계잼버리 홍보대사 위촉
∘국내분위기 조성 붐업 활동
∘기본계획 수립

∘조직위 준비기획단 구성운영(여가부, 전북도, 연맹 등)
∘세계잼버리 홍보대사 위촉
∘언론‧SNS 이벤트 등을 통한 국가적 붐조성
∘지역연계 콘텐츠 발굴 및 한국연맹 협의
∘장신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세계적 잼버리 붐조성
2020 ∘지역연계 콘텐츠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조직위원회 본격 운영
∘국가‧대륙별 잼버리‧총회 개최시 홍보활동
∘콘텐츠 시범운영(국내외 주요인사, 해외스카우트 대상)
∘‘20년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국내‧외 붐업 분위기 조성
2021 ∘프레잼버리 콘텐츠 운영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해외스카우트 초청 및 국가별 방문 홍보
∘국내 대형 이벤트 개최
∘콘텐츠 운영(프레잼버리)
∘‘21년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조직위원회 확대 운영
∘잼버리 참여분위기 확산
2022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장신배수지 사업 완료

∘조직위원회 확대 운영
∘잼버리 참여 국내‧외 홍보활동
∘잼버리 협력 후원기관 모집‧후원 실행
∘‘22년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및 장신배수지 사업 완료

임기 후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

∘글로벌리더센터 완공
∘‘23년 상반기 인프라 구축 완료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2023. 8월/12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