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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심천웰빙타운 http://www.simcheon.kr/

회사명
심천웰빙타운, 심천식품, 심천주식회사, 심천생리학, 심천치유자연휴양림,

심천힐링관광농원, 심천출판사, 신동영농조합법인

대표자 박남희, 문영옥 사업자등록번호 305 – 23 - 89006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동길 239 외 (약 108만평)

주요사업 심천생리학, 휴양림, 전통약초공원, 관광농원, 일반건강식품, 사이버교육대학

심천웰빙타운은 자연생태와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문화로 약 108만평의
부지에 국민에게 최고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선진국가 발전을 위하여 금산군 인삼과 약초의 브랜드 가치를
인용하여, 치유자연휴양과 산림치유, 숲 속의 야영장, 산림레포츠, 숲길 조성,
전통약초박물관 등으로 도시인의 영농소득사업과 도시인들의 탈출구
산림문화관광산업화를 이루어 체험과 학습의 장 금산군 플랫폼 관광신화로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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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양계획서

1.  대상: 귀농귀촌귀어예정자(교육필자)

1) 연령: 희망자 모두
2) 조건: 농, 산촌 삶에 단꿈을지닌 신체 건강한 분

2. 모집세대: 총 40세대

1) 1차분:   7세대
2) 2차분: 33세대(2021년도 하반기 예정)

3. 모집기간: 2020.12.10 ~ 2021.   .    .

4.분양조건
위치: 남일면 신동리 691-24 외 6필지

1) 토지: 세대당 200평 전, 후

2) 주택: 35~40평형

3) 수익보장: 아쿠아포닉스 시스템 운영(양식장및 식물재배)

4)분양대금:세대당 500백만원(토지,주택,아쿠아포닉스시스템제공)

위치

지목
691-45임 691-46임 691-47임 691-44임 691-43임 691-42임 691-24임

면적

(평)

687㎡

(207)

660㎡

(199)

575㎡

(173)

755㎡

(228)

678㎡

(205)

717㎡

(216)

576㎡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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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조경, 하천, 임도, 도로 사업 완료

• 휴양림 내 전원주택단지로 민박사업 가능

• 심천웰빙타운 과 연계하여 농어업기반소득 및 서비스소득 창출

• 토지분할 완료

5. 분양단지환경

정원 같은 풍경이 마당

편안한 휴식과 자연치유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심천치유자연휴양림은인삼과 약초의 고장으로
청풍명월로 유명한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동
리 안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봉산 해발648m 둘레 안 총면적 106만평으로
침엽수 소나무와 주목약40%고,활엽수 참나무류
와 단풍나무, 벗나무 등 약35%가 자연림으로조
성되어 있으며 기타야생화 약용식물과 10ha 친환
경산림약초생산단지가 조성된 인공림을 운영하고
있고 자연폭포와 맑은계곡에는 청정지역에 서식
하는 가재, 다슬기, 빙어, 송사리, 개구리, 미꾸라
지, 도룡뇽 등이 서식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
절별 테마가 있는 청정 치유자연휴양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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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양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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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건축

1) 건축양식: 케릭터돔하우스

2)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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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치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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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사업 : 공동사업장형태로운영예정(개별운영보다훨씬더많은수익률증가)

1) 양식: 비단잉어중심

비단잉어는 관상용으로 개량된 물고기로 잉어목 잉어과 어류로 빨강, 노랑, 검정 등의

여러가지 빛깔을 띠는 관상용 잉어 품종을 일컫는다. 보통 잉어 양식과 같이 양식장에서

키우며 빛깔이나 무늬 등이 우수한 형질을 선별해 키워서 고소득을 이뤄낸다.

2)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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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물, 

사료 찌꺼기

(물리여과)

암모니아,아질산을

질산염으로 전환

(생물학적여과)

양어조에서

어류 양식

식물에서 정화된

물을 다시 순환

박테리아에의해생성된질산염과

같은영양분을식물이뿌리로흡수

아쿠아포닉스의 원리

암모니아(NH3) 아질산(NO2) 질산염(NO3)

니트로박터
(Nitrobacter)

니트로소모나스
(Nitrosomonas)

아쿠아포닉스 내 질화 작용 (Nit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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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의 핵심기술

물리적, 생물학적 동시 여과와 에너지 절감 시스템

어류생산 25~31ºc 채소생산 18~25ºc

➢ 어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저온에서

먹이 활동을 하지 않아 고기가 사료섭취를

못하면 어류 및 식물이 성장할 수 없게 된다.

➢ 장어, 새우는 28~31ºc, 메기, 잉어, 관상어 등

은 25~27ºc유지가 이상적이다.

➢ 식물성장에는 주변 온도보다 재배조의 수온

유지가 절대적이다.

➢ 작물에 따라 적합한 근권 온도가 존재함, 

재배조의 수온이 절대적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생리장애를 유발한다.

➢ 아쿠아포닉스는 어류양식과 수경식물재배가 필요로 하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조건의 어류와 식물을
선택할 수 없다.

➢ 서로 다른 두 환경을 한 대의 냉,온수기 장비로 각각 요구하는 수온유지와 대폭적인 에너지절감기술이 접목, 
제공되어야만 년중 안정된 생산물의 수량과 고품질의 수확이 가능하다.
(특수형 냉,온수 장비기술 보유)

계절에 따라 채소 가격의 큰 차이는, 불규칙한 수온으로 생산물과 수량, 품질의 한계점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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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재배 ex) 2020/4/11일~5/5일 (24일 재배)100A베드, 이식거리250

8단재배 전경 재배 전경

아쿠아포닉스… 재배베드 (다단 사다리형 및 평면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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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냉수)

재배조 양어조 순환펌프(여과) 온도조절펌프BH 여과기산소발생기

아쿠아포닉스 …라이프팜 주요시스템 및 적용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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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포닉스의 기대효과

안전한 먹거리의 효율적인 생산

노동력 절감 등 고소득 증대

수자원 절약과 친환경 농수산물 기반구축

귀농, 귀촌, 귀어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로컬푸드 활성화

사회적 〮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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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개 요 년 매출

비단잉어

(향어 등)
2,500미 x 12,000원 30,000,000원

아쿠아포닉스(채소)

(순수익률60%)

100평 경작 시 3,000포기 식재, 

수확 포기당 120g,

1kg당 10,000원 판매

46,800,000원

(년 12회 경작)

합 계 76,800,000원

3) 세대별연간예상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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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수지분석표(연간세대별 매출)

항 목
아쿠아포닉스

총 계
양 식 채 소

총 매출액(원) 30,000,000 46,800,000 76,800,000

총 매출원가 4,500,000 7,200,000 11,700,000

총 매출이익 25,500,000 39,600,000 65,100,000

판매 및

관리비

자재비 3,900,000 3,600,000 7,500,000

인건비 12,000,000 14,400,000 26,400,000

시설관리비 1,200,000 2,400,000 3,600,000

기 타 1,000,000 2,000,000 3,000,000

계 18,100,000 22,400,000 40,500,000

순이익 7,400,000 17,200,000 24,600,000

이익율(%) 24.7 36.7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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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혜택: 단지내시설활용

* 심천리조트
각종세미나, 대학생MT, 워크샵, 각종모임과 회의, “休”의 숙박 50개실 강당 3개소, 
대형운동장, 대형 120석 무릉식당 및 전통향토음식점 운영

* 심천힐링관광농원
야영장과 매점, 약초작목, 숲 펜션운영

* 숲속의집 및 오토캠핑장 운영

* 전통약초 박물관

* 친환경산림약초생산단지
친환경산림약초생산단지 10만평 50여종 식재 운영, 산마루약초공원 3,000평 운영

* 산마루약초공원

* 심천치유자연휴양림
성봉산 해발648m 둘레 안 총면적 106만평으로 약 35%가 자연림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기타 야생화
약용식물과 10ha 친환경산림약초생산단지가 조성된 인공림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은 숲속의 집과
편의시설 그리고 부대시설, 체험학습, 물놀이 및 야외 휴식공간이 조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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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류 병 덕 (Byung Duk – Ryu)

T : +82-10-2971-1001

E : fishvillage@hanmail.net

H : www.fishvillage.kr www.물고기마을.com

YouTube Key word :  류 병 덕 〮물고기마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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