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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연안역 안전시설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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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해양관련 레저 활동 및 관광의 활성화로 연안역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기술적 측면이나 관리적 측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연안역 안전사고 
대책이 안전사고의 증가속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안역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은 육역과 해
역의 특성이 혼재되어있으며 또한, 다양한 많은 활동(어업, 항만업, 관광, 레저)이 존재하므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
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육역 및 해역의 특성과 어부/항만노동자/관광객/레저활동자들의 행동특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및 국외(홍콩, 마카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로부터 국내 연안역의 안전
시설에 대한 현안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risk of safety accidents in the coastal zone has been increased due to revitalization of 
marine leisure and tourism. Because of a lack of regulations about technical and maintenance aspect for safety 
facilities, th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in the coastal zone have not taken with increasing 
rate of the accidents. The nature of land/sea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a fisherman/port 
laborer/tourist/people at leisur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properly when safety facilitie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in the coastal zone are installed,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land/sea and many activities such as 
fishery, harbor works, tour, leisure are mixed in the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 of the coastal zon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problems on the safety facility in the domestic coastal zone through the 
domestic and foreign(Hongkong, Macau) field survey. Also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about the safety 
facility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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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사회의 성숙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
가활동수준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해양관련 
레저 활동 및 관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학적인 환경
은 직접 체험하고 이용하려는 관광패턴의 변화와 더불어 

해양관광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한국해양수
산개발원에서 발행하는 해양수산동향[1]에 따르면, 국민 
1인이 1년 동안 해양관광에 참여하는 횟수가 2000년에는 
6.9회였지만, 2010년에는 7.3회, 그리고 2030년에 8.3회
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Fig. 1), 국민 전체가 
바다낚시에 1년 동안 참여하는 횟수는 2000년도에 1,661
만회였지만 2010년도에 2,414만 3천회, 그리고 203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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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4,819만 6천회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Fig. 
2). 또한, 전국적으로 마리나, 다기능 어항건설이 추진되
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0.6% 수준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 지출규
모가 확대되고, 마리나, 리조트 등 휴향시설이 해양에 집
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레저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2].

한편,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너울성 파도 등의 
이상파랑에 의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01년 6회 
출현했던 3.1m 이상의 이상파랑이 2002년 15회, 2004년 
20회, 2006년 45회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3]. 이처럼 
기상이변에 따라 안전에 대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연안역에 집중된다면 연안역의 안
전사고의 발생률은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기술적 측면이
나 관리적 측면에 대한 규정 및 대책 등이 부재하여 안전
사고의 증가속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최근 친수성 방파제의 건설이 촉진되고 있어 
친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안전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
요하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연안역 안전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현안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외의 연안역 안전시설 실태조
사를 통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Fig. 1] Prospect on the number of participation of marine 

tourism(for a year)

[Fig. 2] Prospect on the number of participation of ocean 

fishing(for a year)

2. 안전시설 실태조사 분석

2.1 국내 안전시설 실태조사

연안역 안전시설은 안전난간, 안전표지 및 경고판, 출
입금지 시설, 차막이(카스토퍼), 구명시설, 조명시설 등으
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2009년부터 2010까지 충남 서해안 32곳
(당진, 태안, 서산, 홍성, 보령, 서천)의 현장 실태조사[4]
를 통해 국내 안전시설에 대한 대표적 현안 문제점으로 
Table 1과 같은 사항들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
인 예는 다음과 같다.

Classification Typical problems

Safety handrail

∙Omitted installation in hazardous area

∙Installing improper handrail(lack of load 

capacity or excessive design)

∙Discontinuous section due to mixed placement 

with ship mooring facilities

∙Neglect of maintenance(keep unrepair)

Safety notice 

and warning 

sign

∙Text centered expressions

∙Improper placement

∙Neglect of maintenance(malfunction)

Facility for 

restricted area

∙Omitted installation in hazardous area

∙Ineffective installation(malfunction)

Car stopper
∙Omitted installation in hazardous area

∙Improper placement

Rescue facility
∙Improper placement

∙Neglect of maintenance(malfunction)

Lighting 

facility

∙Omitted installation in hazardous area

∙Neglect of maintenance(malfunction)

[Table 1] Typical problems of safety facilities

Fig. 3(a)와 같이 방파제 및 선착장의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장소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으며,  Fig. 3(b)는 관리소
홀로 인해 파손된 안전난간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지역어민들의 작업 또는 통행의 불편함 등이 고의
적인 파손을 야기한 것으로, 어민들의 작업여건 등을 고
려한 설치기준 및 고의적 파손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c)와 (d)는 부적절한 난간이 
설치된 사례로, 내하력이 부족한 난간을 사용하여 파랑 
또는 군중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난간(c)과 도로용 
가드레일을 사용하여 필요이상의 과다한 내구성의 난간
(d)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파랑에 의한 파압 
및 군중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안전난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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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3] Safety handrail

         (a) Omitted installation in hazardous area (b) Neglect of maintenance (c) Lack of load capacity 

         (d) excessive design (e) Discontinuous section

(a) (b) (c)

[Fig. 4] Safety notice and warning sign

         (a) Text centered expressions (b) Improper placement (c) Neglect of maintenance

계기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e)는 선박
의 계류시설과 안전난간이 혼재하여 불연속 구간이 발생
한 사례이다. 불연속 구간이 발생하지 않음과 동시에 선
박 계류시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설치규정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안내표지 및 경고판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목적으로
써 설치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Fig. 4(a)와 같이 관리부처
의 책임회피성(법조항 등에 대한 내용) 목적이 짙은 문자
위주 식의 표현이 많다. 이는 관광객들에게 심리적으로 
뻔한 내용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경고를 무시하게 
되어 효과적이지 못하다. 문자보다는 시각적으로 인지효
과 큰 그래픽 심벌(Symbol) 위주의 안내 및 경고판을 적
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4(b)에
서는 관광객의 통행로 방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적
절하게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으며, Fig. 4(c)에서는 관리

소홀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보
여준다. 따라서 안내표지 및 경고판의 적절한 설치위치 
및 관리적인 부분도 규정화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
단된다. 

Fig. 5(a)는 위험한 장소로의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이 
부재하여 관광객들이 갯바위, 테트라포드 등의 위험장소
로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방파제 외항
측에 설치된 파라펫은 오히려 테트라포드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주어 안전난간 등을 이용한 출입통제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b)는 출입금지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설치 상태를 
보여준다. 개방할 구역은 확실히 개방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출입을 금해야하는 구역은 확실히 통제될 수 
있도록 명확한 출입금지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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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Facility for restricted area

         (a) Omitted installation in hazardous area (b) Ineffective installation

(a) (b)

[Fig. 6] Car stopper

         (a) Omitted installation in hazardous area (b) Improper placement

(a) (b)

[Fig. 7] Rescue facility

         (a) Improper placement (b) Neglect of maintenance

Fig. 6(a)는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선착장에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차막이(Car stopper) 시설이 설치되어있
지 않아 매우 불안전한 상태를 보여주며, Fig. 6(b)는 차
량과 관계없는 장소에 차막이 설치로 오히려 사람의 발
에 걸려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경계를 인지하여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Fig. 7(a)는 구명시설이 설치된 위치가 수변공간과 동
떨어지거나 관광객의 통행로 바깥쪽에 설치되어 구명시
설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
다. Fig. 7(b)는 구명시설의 관리소홀로 로프가 엉켜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위급상황시 사용에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명시설 또한 적절한 설
치위치 및 관리적인 부분도 규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2 국외 안전시설 실태조사

국내 안전시설 상태와의 비교를 위해 2011년 홍콩과 
마카오 연안지역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Fig. 8(a)와 같이 국내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선착
장 계단부의 안전난간이 의무화되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Fig. 8(b)은 안벽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차막이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시인성 페인트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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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8] Safety handrail(Foreign)

Fig. 8(c)를 보면 외해측에 벽식 파라펫이 설치되고 파
라펫 위로 올라가거나 연단부로의 접근방지를 위해 개구
형 난간 또한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d)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난간의 형태가 연단부로의 
과도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형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e)의 안전난간 형태는 국내에서 문제점으로 제
시한 계류시설과 혼재될 경우의 좋은 사례를 나타낸다. 
계류시설에 의한 불연속성을 방지하기 위해 계선주 주위 
안전난간에 개폐식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작업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안역의 안전난간은 사람이 기댔을 때 쉽
게 전도되지 않도록 높이가 높을수록 안전성이 확보되지
만 조망 시야를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정의 높이로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Fig. 8(f)의 안전난간 형태는 아주 
높은 안전난간을 기울여 설치함으로써 추락 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크게 확보함과 동시에 시야도 확보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추락과 의도적 진입시 대처를 위한 센
서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Fig. 9는 홍콩 및 마카오의 많은 수변구역에 설치된 안
내표지 및 경고판을 보여준다. 해당구역에 대한 조감도와 
금지사항 등을 문자보다는 그래픽 심벌로 표현하여 상대
적으로 높은 인지효과를 볼 수 있다.

Fig. 10은 구명시설로 일정거리마다 구비되어 있으며 
관리가 잘되어 있다. 또한 구명시설 옆에는 철저한 관리
차원에서 파손과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문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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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afety notice and warning sign(Foreign)

[Fig. 10] Rescue facility(Foreign)

3. 결론

본 논문은 연안역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국내외 연안역 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수
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의 안전시설 현안 문
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국내 연안지역의 안전시설인 안전난간, 안전표지 및 
경고판, 출입금지 시설, 차막이, 구명시설, 조명시설
은 설치되어야할 위험장소에 미설치된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부적절한 설치 또는 배치, 관리소홀로 인
한 파손 또는 기능 상실이 대표적인 현안 문제점으
로 드러났다.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할 장소에 대한 명
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설치 또는 배치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설치 후 관리적 측면에서의 엄격한 규정
이 제정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안전난간의 경우는 파랑 발생시 파압에 의해 
파손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고 있어, 안전난간이 
받는 파압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설계시 반영
되도록 기준화가 필요하다.
∙선착장 계단의 항 반대측에 안전난간 설치(선박의 
영향을 주지 않음)를 의무화하여 선착장에서의 추락
사고를 방지, 외항에 파라펫이 설치된 경우 위험장

소(테트라포드 등)로의 이동을 억제하도록 안전난간
을 설치, 계류시설과 안전난간의 혼재시 불연속성을 
방지하고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안전난간 개폐장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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