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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해양 저스포츠 전  색하는 연 다. 해양 저스포츠  계적  흐  볼  우리

나라도 여가  삶  질  매우 시하는 문화가 다가  것 , 러한 문화  하여 본격적  해양  시 가 

도래  것 다. 에 본 연 에 는 SWOT  통하여 전 안  색해 보고  한다. 에 한 연 결과는 

다 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해양 저스포츠 저변화  한 강점  가  각 지 치단체  심고조, 개  해

양 저스포츠시  한 각 지역행사 확   프 그램 다양화 다. 째, 우리나라 해양 저스포츠 저변화  한 

약점  해양 저스포츠에 한 식,  해양안전사고 생, 해양 저스포츠 전문가 족 다. 째, 우리나라 해

양 저스포츠 저변화  한 회는 정   지 정  심고조  한 산 확 , 민  해양스포츠 호 다.

째, 우리나라 해양 저스포츠 저변화  한 협  가  각 지 치단체  고비용 건 비  한 효

 약화, 고비용 건 비  한 시 사용료 고비용 우 , 저스포츠시  지도  처우개  등  나타났다.

주제어 : SWOT , 해양, 해양 저스포츠, 개 향, 트

Abstract  This study is for a search for methods of development of marine leisure sports. As worldwide trend 

of marine leisure sports is developing rapidly and people more concern about their quality of life and leisure 

in Korea, the ear of marine leisure sports should be coming in Korea soon. This study is for a search for 

methods of development though the SWOT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below. First, the Strength 

of enlargement of the base in Korea are elation of concern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expanding 

local event of marine leisure sports with existing facilities and various programs. Second, the weakness of 

enlargement of the base in Korea are lack of awareness of marine leisure sports, frequent accident occurrence 

and lack of experts of marine leisure sports. Third, the Opportunity of enlargement of the base in Korea are 

more budget due to elation of concern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more preference of people in 

Korea. Fourth, the Threaten of enlargement of the base in Korea are low efficiency of high cost investment 

construction from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uge fee of using facilities due to high cost investment 

construction and requiring treatment improvement of instructors of leisure sport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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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 산업은 매우 다양하게 개되고 있다. 각

분야별 산업의 형태는 자연추구형, 문화체험형, 테마

, 생태 , 크루즈 등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내 환경 한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

른 여가시간의 증 와 더불어 경제 여건의 개선으로

활동 수요가크게 증가 되고 있다. 한 국내 수

요의 증 에 따라 국내 시장은 소규모 가족단

활동과 더불어 체험 , 생태 에 한 수요가

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안공간으로의 근성

이 향상되면서 해양 에 한 참여인구가크게 증가하

고 있다[11]. 이는 과거의 휴가철에 단순하게 해수욕장을

즐기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해양산업 해양 산업이 차지하는 비 은 연안

국가들의 경제 규모와 더불어 해양문화, 해양공간을 이

용하는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과거 2004년 ‘21세기

해양청사진(An Ocean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

을 발표한 미국의 경우 체 해양산업 해양 이 비

교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 과

련된 서비스산업은 향후에도 높은 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5].

해양 산업의 여건과 련하여 해양 을 포함한

세계해양산업에 한 시장 망 분석 자료에따르면 해운

업과 더불어 해양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매우높은 것

으로 망되고 있다. 우선 2004년을 기 으로 세계해양

산업에서 해운산업(36%)과 해양 산업(17%)은 상

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13].

재 우리나라의 해양공간을 상으로 한 개발사

업은 친수공간조성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

수욕장, 마리나, 크루즈터미 을 심으로 지가형성

되고 있다. 해양 의 심 활동으로는 보트와

드서핑, 스킨스쿠버 등의 해양 포츠 활동과 더불어 크

루즈의참여비 이상 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18].

이에 따라 해양 산업은 해양 포츠산업과 더불어

크루즈 산업을 심으로 발 해 나아가고 있는 실

이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12% 성장을 기록한 산업

에서도 해양 이 가장 뚜렷한 증가추세를보이고 있

다. 이 같은 경향은 오늘날의 활동 패턴이 내륙

에서해양 으로 격히 환하고있음을알수있다[8].

이러한 변화를 볼 때 재 우리나라의 해양 스포

츠산업의 여건 망을 살펴보는 것은 요한 부분이

라 할 수 있겠다. 해양 스포츠의 경우 유럽이나 호주,

미국, 일본에서는 오래 부터 해양 스포츠가 일상속

의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 변인구가 확 되어

있을 뿐아니라 련 산업 한탄탄한뿌리를내리고있

는 실정이다. 가까이 국에서도 재 해양스포츠를 특

성화 한 학교가나 지역축제가 차 확 되고 있다.

한, 세계각국의 해양 장비 보유비율은 노르웨이

가 6명당 1척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핀란드(7명/척),

스웨덴(12명/척) 순이며 이웃 일본의 경우 인구 450명당

1척, 우리나라보유비율은인구5,500명당1척에불과하다[19].

이러한 해양 스포츠의 세계 인 흐름을 볼 때 우

리나라도 여가와 삶의 질을 매우 요시하는 문화가 다

가올 것이며, 이러한 문화를 인하여 본격 인 해양

시 가 도래 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여가 활동의 변

화는 해양 산업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수반하고 있

다, 기존의 내륙 심에서 해양 으로 변하고 있

다고 서두에 언 한 것은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면 정

인 형태에서 동 인 참여형 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8].

우리나라는 인구의약 30%가 해안유역에거주하고

있으며, 삼면이바다로서 할해역이 남한 육지의 4배에

이르는 44만 3천㎢나 된다. 1만2천㎞에 달하는 해안선과

리아스식 해안구조, 23, 939㎢에 달하는 세계 5 갯벌자

원을 비롯하여 해수욕장, 어항, 포구, 낚시터와 해안경

지 등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10].

특히 경남 지역은 우리나라 남·동해안 벨트의 교

차 으로 국제교통의 거 으로 국내·외 크루즈 항로 개

설이 매우 용이하며, 주변권의 잠재시장을 보유하

고 있어 동북아의 표 해양 명소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게 우리나라는 해양의 여러 가지 장

이 되는 환경을 지니고있다. 이러한 장 들을 극 활

용하여 재 침체되어 있는 해양 련 산업 활성화를 도

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재 연구되고 있는 해양 스포츠의 연구를

살펴보면 해양 에 한 연구[12, 3, 4, 1], 스포츠 활동

에 한 연구[10, 14, 7, 17]가 부분이다. 그러나 해양

스포츠가 활성화되기 한 운 모델이나 마 에

한 연구[5]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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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 변확 를 해 해양 스포츠의 안을 악하

여 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해양

스포츠와 련된 학 논문과 정부정책 발표자료 보도

자료를 수집하여, 체 인 내용을 분류한 후 우리나라

해양스포츠의 황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SWOT을 실

시하 다.

2. 우리나라 해양 저시  현황 

해양스포츠는 매우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다. 해양

스포츠의 종류는 주로 강이나 계곡, 물속, 바다, 습지나

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크게 구분된다. 강에서 이루

어지는 해양스포츠는 드서핑, 조정, 카 , 카약, 수상스

키(보드), 수상모터(보트,  요트,  바이클,  바나나, 등등),

낚시, 등이며, 계곡은 래 , 카약, 카 등이며 물속은

스킨(스노클), 스쿠버, 바다는 서핑, 드서핑, 카이트서

핑(연과 드서핑을 결함한 종목), 요트(종목 다양), sea

(바다)카악/카 , sea(바다)래 , 습지나강은 호버크라

트가 있으며 그밖에 제트스키, 패러 라이딩, 고제

트, 라잉써핑, 수상자 거, 패러세일, 아쿠아라크로스,

낚시(일반 낚시, 지깅낚시, 트롤낚시 등등)이 있다. 한

계속해서 신종 해양스포츠가 지를 심으로 확산되

고 있으며, 강이나 바다를 구분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종목도 복해서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스포츠는 그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

에 시설이 미비한실정이다. 그러나 최근각 지역마다 해

양에 한 심도가 높아지면서 해양에 한 각종 시설

들이 건설되고 있는 이거나 계획 에 있다. 한 소득

증가에 따라 해양 ㆍ스포츠 련산업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3170개의 도서와 1만2000km의 긴 해

안선을갖고 있어 해양 ㆍ스포츠 활동의 망이 좋다.

여기에 형태가 다양화 문화 되면서직 체험을 선

호하는 최근 유행도 해양 산업에 정 인 신호를

보내고있다. 실제로 교통개선과주5일 근무제정착 등으

로 해양 수요도 지속 으로 늘고 있다. 2001년 국내

에서만 1년에 1억1400만명이 바다를 찾아 를 즐겼지

만 2008년에는 연인원 1억9800만명이 해양 스포츠를

즐길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는 연인원 2억5700만 명으

로 증할 망이다[22].

이 듯 사회 부가 축 되고, 여가생활의 질이 선진

국 평가 기 으로 여겨지면서 해양 산업이 국제사회

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해양 선진국에서는

보트와 요트 같은 고 해양 문화가 정착되었으며

이로 인한 수입은물론 련 산업도 함께발달해국

가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특히 해양 산업의

발달로 인해 생되는 기술산업의 역 확 , 해양 스포

츠 산업의 다양성 확보 등의 부가 가치를 선 하기 해

세계는 지 해양 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지리 으로 해양

산업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해양문화 발 의 조건을 두

루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본격 인

주 5일제 근무의 도입으로 해양 스포츠에 한 수요

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 산업이 가진 가능

성을 간과하고 투자에 소홀했던 우리나라는 여 히 이

분야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해양 산업이 단순히 기술 우 만으로 육성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해양 의

수요를 자극하기 한 문 인 로모션 사업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교통, 숙박, 휴양등 인 라가확충되

어야만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 산업을 정착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배경으로 우리나라

는 1995년 당시 국무총리를 주재로 해양 련13개부・

처・청 장 과 민간 원이 참석하여 해양개발 원회를

구성하여 해양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하 다[21].

이후 2000년 5월에 해양한국(OCEAN KOREA) 21이

라는 해양개발기본계획안을 발표하 다. 새천년을 여는

해양수산발 비 을 제시하고 21세기 해양시 를 맞이

하여, 일류 해양국가로 발 하기 한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비 과 략이 필요한 시 으로 인식하여 21세기

에는 해양개발 능력과 기술력이 국가의 상과 직결되었

다고 악하여 자원의 보고인 해양을 합리 으로 개발․

이용․보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수 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정책방향 제시 필요성을 강조하기 함이었다.

한 앞으로 개될지식화, 정보화, 세계화 등 해양수

산 반 여건변화에 능동 으로 처가 필요하고, 해

양산업 역이 갈수록 확장되어 향 후 경쟁이 심화될 것

으로 상하여, 이에 한 해양자원을활용한 각 분야의

수요 증 그리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등 해양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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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변화되어야 하며, 내외 여건 변화에 응하는

구체 이고 실천 인 국가 해양화 략의개발 필요하

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OCEAN KOREA 21에서 2030년까

지 장기 인 비 을 제시하 으며, 2000년에서 2010년까

지 실천계획을 수립하 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 분야

즉, 수산업, 해운산업, 항만산업, 해양과학기술사업, 해양

조사사업, 자원개발사업, 생활기반사업, 생활양식사업 등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패러다임을

환하 다.

그 생활기반사업과 생활양식사업이 해양 분야

와 맞물리게 되는 것이다. 생활기반사업은 육지도시

심에서 해양도시의 출 으로 환되고, 생활양식사업은

My Car 시 에서 My Yacht시 로 그 패러다임을 환

하게 되었다. 한 해양공간을 이용한 해운, 항만개발로

해 공원, 낚시공원, 해양스포츠지도 장비 여, 마리

나운 , 크루즈 , 해상도시개발 등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해양 의 가장 기

본 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재 우리나리의 마리나는 계류시설 포함 30곳으

로 선박 수는 1만257척이 등록되어 있다[24]. 앞으

로도 각 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더욱 많은 마리나를

건설할 계획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 마리나 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되어 지거나 추진되고 있는 곳은 수도권

지역은 6개소, 충청권 4개소, 라도권 9개소, 강원도권 4

개소, 경상도권 16개소, 제주도권 5개소 등 총 44개소의

마리나가 개발될 계획이다. 자세한 치도는 [Fig. 1]과

같다. 한, 우리나라 마리나의 운 황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을 살펴보면 공공마리나는

부산 수 만, 경기도 곡, 라남도 목포, 경기도 김포,

강원도 수산, 강, 경상북도 양포, 라남도 소호마리나가

치해 있고, 사설마리나는 서울의 서울마리나, 경상남도

충무, 삼천포, 제주도도두, 김녕, 문 그리고 아직 미 허

가 시설인 인천왕산마리나가 치해 있다.

재 우리나라 마리나의 황을 살펴보면 특징이 표

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사설마리나 보다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충당한 마리나 개발사업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이는 재 진행 는 개발계획이 있는 공공마리나의 개

발사업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Fig. 1] Port Marina Location Map
material: Ministry of le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1)

각종 스포츠 빅 이벤트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경기장

의 사후 리나 방향에 해서 미비한 을 많이 보여 왔

다. 이러한 시 에서 최근 해양스포츠와 련된 시설들

은시행착오를최소한으로하여건설되는주의가필요하다.

Marina Name
Development

time

Scale

berth on sea
berth on

lend

Suyeong Marina 1986 293 155

Jeongok Marina 2009 60 53

Chungmu Marina 1997 30 40

Samcheonpo Marina 1906 22 20

Susan Marina 2009 60 -

Soho Yacht Stadium 2007 - 36

Mokpo Marina 2009 32 25

Dodu Marina 2009 15 -

Gimnyeong Marina 2007 19 -

Jungmoon Marina 1991 10 10

Yangpo Marina 2011 36 -

Gangneung Marina 2011 40 -

Seoul Marina 2010 60 30

Kim-Po ara Marina 2011 136 58

material : Ministry of le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1)

<Table 1> Operation of domestic Marina



A Seach for Methods of Development of Marine Leisure Sport through the SWOT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41

3. 우리나라 해양 저스포츠  문제점

우리나라의 해양 시설은 서울, 부산, 인천, 경상남

도, 라남도, 경기도를 기 으로 30곳의 시설이 건설되

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이 충분히 활용되어지고 있는지

는 유심히 찰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마리나시설은

다른 시설과는 달리 건설되어지는 기비용이 상당

히 고가이기 때문이다. 재 우리나라는 사설마리나보다

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공

공마리나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활용도가 매우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3.1 제도  문제점

해양 스포츠의 활성화를 해서는 기본 으로

련 제도의 안정된 체계화가 가장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 정부차원에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개발기

본계획의 시행과 그에 따른 마리나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 , 그리고 해양 스포츠 활성화와 마리나 련 산

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리 등에 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마리나법은 마리나 선박 여업 마리나선박

보 ․계류업의 등록기 ,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보험

가입, 마리나선박 그 보 ․계류시설의 분양 회원

모집 차, 마리나업 문인력 양성기 지정, 한국마리

나 회의 정 ․운 감독 등 법률에서 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목 으로 법률화

된 것이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거 보다는 한층 더

해양 분야의 발 근거와 속도는 더용의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은 해양

시설을 개발과 운 에 따른 부분에서여러 문제 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1996년 해양수산부가 출범되기 이 까지의 해

양 활성화를 한 정책이나 사업들은 별도의 근거법

령이나 육성정책을 토 로 추진되지 못하 기때문에 문

화체육뷰,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내무부 등에서 유원

지나 지/단지 개발, 도시개발을 통하여 부분 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25]. 한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내에서도 각 부서별 역에 따라 해수욕장개발, 도서

, 해양문화 , 크루즈 등의 해양 련 사업

들이 추진되고 있어 복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

체계 인 추진을 한 정비가 요구된다[25].

3.2 해양 저스포츠시  문제점

보통 해양스포츠시설은 연안(沿岸)에 치해 있기 때

문에 내륙에서의 이동이 필수 이다. 재 우리나라 연

안지역은 교통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을 이용하기 보단 자가용으로의 이동이 주를 이

룬다. 이러한 면은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 같은 경우엔

근의 용의성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 할 수 있다. 시

설 이용에 한 재방문의사의 요인 근성용의는

요한 요인이라는 연구[9}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재 우리나라의 해양스포츠시설은 다기능어항즉, 어

지역인 어업 시설과 같은 수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주

를 이룬다. 특히 남해지역과 경기도 곡항은 어업과의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기도 한다[9]. 이러한 문제는 마리

나시설에서 해양 스포츠 련 회 행사를 할 경우

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한편 해양 스포츠시설 는 인근 수역에서 가끔

안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정

해진 안 수칙의 요성을 망각한 안 불감증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가 부분이다. 안 수칙 불이행은 본인

의 안 은 물론 다른 내방객의 안 과 타인의 해양

활동에 방해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지만, 해마

다 안 사고가일어나는것을볼 때 안 에 한 보다더

철 한 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단된다.

해양 시설의 사용면에서는 환경에 한 문제가 꾸

히 거론되기도 한다. 해양 시설 사용 쓰 기

유해 물질은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반드

시 지정장소에 분리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용객의

편이만 생각하여 그 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었지만

꾸 히 지 되고 있다. 이러한 면은 해양 스포츠시설

리자부터 이용객 까지 주의를 요해야 할 것이다.

해양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하다보면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 건설되

어진 시설을 제외하면 화장실은 많이 좋아졌지만 샤워시

설은 상당히 부족하며, 가까운 거리에 치해 있어야 사

용이 용의하지만 그 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주

차시설은 내방객의 편의도 요하지만 보행 안 을 해

주차나 출차 시 안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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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 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편의 시설 이용자 정보제공에

한 문제이다. 해양 스포츠시설의 방문객을 해

한 행동 규칙 규정에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게

시되어야 할 정보는 여러 가지 있지만 시설 이용에 한

주의사항, 오・폐물에 한 유의사항, 응 구호 장비, 소

방 장비, 공 시설(화장실, 샤워실, 세탁시설, 음수 시설

등), 주차 구역, 교통 이용정보, 특히 장애인을 한

시설 사용에 한 은 무한 실정이다.

4. SWOT  통한 해양 저스포츠 

   활 화 안 색

본 연구는 SWOT 분석을 통한 해양 스포츠 활성

화 방안 모색을 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해 우리나라

의 해양스포츠 정책에 한 개와 재 해양스포츠의

표 인 시설인 마리나의 황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들을 기술하 다. 이에 환경과 문화 인 측

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지리 환경은 국토의 삼면이 해양으

로 둘러싸여 있다. 그만큼 바다로 인한문화가 많이 발생

되어 있다. 보통 해양에 한 인식 은 정 인 인식보다

부정 인 인식이 더욱 강할 것으로 상된다. 왜냐하면

해양에서 일어난 사고는 사망사고들이 많이일어나기 때

문이다.

그 표 인 것이 2013년 7월 충남 태안의 해병 캠

사고, 2014년 세월호 사고등이다. 두사고의공통 은

고등학생들이 학교의 행사에 참가하여 일어난 사고이며,

충분히 처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일

어난 사고이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는온 국민이

장을 실시간 계로 목격하며 일어난 사고로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사고이기도 하다. 한 세월호 사건

은 아직까지 완결이 되지 않는 국민 심 사건이기도 하

다.

해양의 인식이 이 듯 정 인 면 보다 부정 인 변

이 먼 떠오르는 건 꾸 히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야외수업으로 기피

하는 수업 에 하나가 해양 스포츠 련 수업이기도

하다. 그럼 해양스포츠 변확 를 한 마 을 어떻게

해야 등 체 인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

이에 여러 문제 들을 보완하여 해양 스포츠의

변화를 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SWOT분석

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Strength(강점)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해양스포츠의 강 은

해양스포츠에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심이 고조

되어 있다는 이다. 재 정부에서는 국 으로 공공

마리나 시설을 건설 는 추진하고 있는 곳이 2019년까

지 총 44개소로 건설 계획이 정되어 있다.

이 게 계획되어진 마리나시설은 공공시설을 기반으

로 사설마리나의 건설도 이루어질 것으로 상된다.

한 사설마리나 한 규모 면에서 크고작은시설들이만

들어질 것이다. 이는 해양스포츠선진국의 시설규모 보다

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본 인 해양스포츠인구의 유입에

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양 스포츠시설의 계속 인 확충으로 이를 이용

하는 이용객들은 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용객

을 한 로그램은 교육 인 로그램들이주를 이룬다.

올해 충남지역에서 해양 체험교실운 이 6월 30일부

터 8월 7일까지 운 되었다, 본 행사 이용객수는 6,500명

으로 집개 다. 이는지난해같은기간 이용객인 1,530명

보다 325% 증가된 수치이다[23].

여수시에서도 국제해양 도시라는 도시비 에 맞

게 해양스포츠 체험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로그램

도 패러 라이딩과 스킨스쿠버로 추가되어 운 되고 있

다. 지원 산도 지난해 4천여만원이 증가한 2억 3천여만

원으로 확 운 되고 있다. 이처럼 차 다양화되어지

는 로그램의 향으로 2014년에 2만 2백여명이 참가했

지만 2015년에는 3만3천6백명이 이용했다[2].

포항시에서는 장애인을 한 해양스포츠교실이 포항

운하 일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등 해양수산부는 올해

국 14개 시・도에서 총 66개소의 해양 스포츠 체험

교실을 운 하고 있다. 이 21개 체험교실에서는 생존

수 로그램을 도입해 해양사고 등 상황에 한

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6].

이처럼 해양 스포츠는 시설들이 차 확충되어가

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각 종 로그램활성화로 해양스포

츠참여인구가 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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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Weakness(약점)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해양스포츠의 약 은

해양 스포츠에 한 인식으로 해양에서 실행하는 활

동이 안 사고에 취약하다는 이다. 안 사고의 원인에

는 여러 가지가있을 것이다. 가장 요한 것은 참가자는

교육받은 안 수칙을 극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

스포츠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부분 학생들은 방

학 이거나 성인은 주말 는 휴가기간에 참가하게 된

다. 즉, 휴가의 일원이거나 피서의 일원의 목 으로 참가

하는 사람들이 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이수 시

긴장하기 본단 들뜬 마음으로 참가하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해양과 련된 형 안 사고가 매체를

통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캠 나 선박

을 이용하다 일어나는 사고는 방하지않으면 사망사고

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각별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형사고가 매체를 통해 긴 시간 방송되는 것의 원

인으로 해양과 련된 활동의 인식이 차 약화되는

것이라고 단된다. 이러한 은 강 에서 나타난 다양

한 로그램 즉, 단순한 체험활동에서 벗어나 해양안천

교육의 강화나 사고시 활용할 수있는 생존수 등의

로그램을 극 강화하고 이러한 로그램의내용을 극

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여러 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에는 이와 련된 문

담당자가 필요할 것이다. 확충되는 시설과 다양화된

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련된 문

가들이 그만큼 더 확충되어야 양질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가를 양성하는 로그램 한

시 하다고 볼 수 있다. 문가 양성 로그램은 정부 주

도하에 검증된 각 련 단체들에게 탁하여 안 교육에

한 제도 장치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4.3 Opportunity( 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해양스포츠의 기회는

강 에서 언 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심이 고조되

어 있다는 이가장 큰 기회일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해양 스포츠를 한 시설인 라에 투자확 가 확충

되고 그에 따른 도시개발 한 이루어지고 있는 실에

서 련 문가들의 기 연구가 활성화되는 것은 그 분

야의 변확 에 가장 기본 인 구성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련하여 해양 스포츠는 국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스포츠활동이며, 여러 스포츠에 비해 해양

스포츠는 참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

으며[16], 청소년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스

포츠이다[27]. 이러한 면은 청소년층의 인터넷 독이 심

각한 요즘[28] 교육 으로도 해양 스포츠를 하게

하는 것은 교육 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 우리

나라 성인 인구 체의 시설이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해양(바다, 수 장 등)과 련된(해수욕, 워터 크 등)

활동이 2011년 61.5%, 2013년 60.1%, 2015년 56.2%로

명소방문 2011년 66%, 2013년 71.4%, 2015년 73%

다음으로 시설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러한 사회 분 기는 건강을 한 단순한 신체활

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포츠의 도 과 친환경 인

자연을 배경으로 를 즐기는 명이 더욱 강화되는 것

이라고 단된다. 한 단순한 활동만을 즐기고자

하는 것보다 와 여행을 겸비한 테마가 있는 스

포츠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4.4 Threat( 협)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해양스포츠의 은

강 과 기회에서 언 된 해양스포츠시설들이 주로 국가

정책으로 개발 되다보니 막 한 산으로 인한 고비용에

한 효율성의 문제이다. 보통 개발비용이 과거 수백억

원에서 최근 건설되어진 인천왕산마리나는 1,500억원 규

모이며, 재추진 인 충청남도 지역마리나는 약 1,100

억원 규모를 추진 에있는 등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이다. 건설비용의 상승은 인 시설인 측

면도 있지만 차 형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비용의 건설비는 이용객의 사용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마리나시설의 주 수입원

은 계류시설에 한 사용료가 부분이다. 재에 우리

나라의 보트・요트는 재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니

지만 해양스포츠가 활성화되어 가는 시 에 보트・

요트의 수가 히 많아지면 계류시설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그로인해 마리나운 기 업체는 계류비용

을 상향조정할 것이다. 이러한 상이 나타나면 해양

스포츠의 이용객 교육 체험의 한계에서 벗어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매니아(mania)층의 형성은 한계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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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연구[26]에 의하면 해양 스포츠 활동의

비용요인이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에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 스포츠의 활성화를 해서는

고비용의 마리나는 최소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의 마리나시설을 개발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각 해양 스포츠시설에는 문지도자들이 있

다. 이 지도자들의 근무환경은 상당히 열약한 것으로 나

타났다[8]. [8]의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원인에는여러 가

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해양 스포츠는주로 여름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을 더 를 이겨야하고, 안

사고 때문에 항상 이용자들을 통제해야하는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원인이다. 그리고 한명의 지도자가 통제

해야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무 환

경 속에 여 한 불만족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 다.

해양 스포츠 장에서 문 지도자의 역할은 상당

히 요하게 여겨진다. 로그램진행을 한 교육과 그

에 따른 안 교육 그리고 통제 등 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교육과 안 등의 많은 부분을

문지도자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지도자가

많은 업무를 볼수록 교육의 질이 하 될 수 있다. 특히

안 의 질이 하되면 바로 안 사고와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는 지 보다 더 많은

문 지도자를 고용하여 등의 처우개선이 시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제언

본 연구는 SWOT 분석을 통한 해양 스포츠 활성

화 방안 모색을 한 연구이다. 이에 우리나라 해양

스포츠 황을 SWOT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우리나라 해양 스포츠 변화를 한강 은

국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심고조, 개발된 해양

스포츠시설로 인한 각 지역행사 확 로그램 다양

화이다.

둘째, 우리나라 해양 스포츠 변화를 한약 은

해양 스포츠에 한 인식, 주기 인 해양안 사고 발

생, 해양 스포츠 문가 부족이다.

셋째, 우리나라 해양 스포츠 변화를 한 기회는

국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심고조인한 산 확보, 국

민의 해양 스포츠 선호도 고조이다.

넷째, 우리나라 해양 스포츠 변화를 한 은

국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비용 건설비 투자로 인한

효율성 약화, 고비용 건설비 투자로 인한 시설사용료 고

비용 우려, 스포츠시설 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해양 스

포츠의 인구는 차 늘어날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해양 스포츠의 참가자가 내방객 주 지만, 최

근 지역주민들도 해양 스포츠의 참가가 늘어나고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1].

이러한 상은 지역주민들도 과거 어업으로만 생계에

의존하던 형태가 해양 스포츠 분야의 진출로도 확

되고 있는 상이다. 특히 어 지역민들이 해양 스포

츠에 직간 으로 생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분야들이

스킨스쿠버, 바다낚시 등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방법

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게 사회 분 기가 변화되는 것에 심을 두어

앞으로 해양 스포츠 변화를 한 지역주민들의 참

여에 한 연구들이 확 되어 앞으로 더욱 진행될 해양

스포츠시 에 비하여 지역의 특성과 그에 맞는 다

양한 운 경 이 확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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