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유럽에서 실행되는 연안에서의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주로

해변, 갯벌 및 연안해역에서의 활동이 대부분이다. 해양치유를

위한 해양 공간 계획과 관련된 법률로는‥‥(중략)‥‥.

2. 사례고찰을 통한 연안 해양치유 프로그램 특성 분석

1. 해변에서 제공되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해변의 대표적인 치유 프로그램은 노르딕워킹, 해변 요가,

비치바스켓을 이용한 헬리오 요법‥‥(중략)‥‥.

2. 갯벌에서 제공되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갯벌은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어

지고 있다. 특히 북부 독일 섬 지역에서는‥‥(중략)‥‥.

3. 연안해역에서 제공되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파도가 약하고, 수심이 깊지 않은 바다에서 최근 들어 아쿠

아 서킷, 엑서사이즈 등 아쿠아 엑티비티 중심의 운동 프로그

램이‥‥(중략)‥‥.

3. 공간 특성 분석

연안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공간 계획 기준‥‥(중략)‥‥ 앞
서 살펴본, 공간별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치유자원에 따라 필
수 구성요소를‥‥(중략)‥‥.

4. 결 론

본 연구는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행되었고, 다음

과 같은 활용 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연안의 국민건강 공간화, 지속 가능한 친환

경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종합관리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해양치유 단지의 지리적 여건, 치유자

원의 종류에 따라 공간 계획 수립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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