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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스포츠 확대에 따른 대학교양체육의 역할

정문현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A Study on Role in University Following the Expansion of

Water Leisure Sports

Moon-Hyun Jung

Dept. of Sports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정부의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 저수지개발특별법 시행,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 등으로 수상레저
스포츠가 확대될 것에 대비하고자 대학교양체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관련 문헌을 수집․분석
하고 전국 12개 지역 17개 국공립대학의 대학교양체육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대학의 교양체육은 평생스포츠의 실
현능력을 양성하는 교양체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다가올 수상레저스포츠 시대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수상레저스포츠를 접하면서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제어 : 수상레저스포츠, 마리나항만, 저수지개발특별법, 수상레저안전법, 대학교양체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eparing for the expansion of water leisure sports in accordance with 
the marina port building project, enforcement of Reservoir Development Special Act and the revision of Water 
Leisure Sports Safety Act by government. For the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physical 
education class as a cultural study in universities, collected/analyzed the related literatures to analyze the role 
of physical education class and analyzed the curriculum of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as a cultural study 
being taught at 17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in nationwide 12 areas. The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as 
a cultural study should be given as a preparation for future water leisure sports age so that it can achieve its 
inherent purpose of fostering sports demonstrating ability as a lifetime sports. By doing such, people will have 
better life while enjoying water leisure sports.

Key Words : water leisure sports, marina port, Reservoir Development Special Act, Water Leisure Sports 
Safety Act,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class as a cultural study  

1. 서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 를 즐기

기 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데[1], 풍부한 해

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내륙지향형 개발에 

치우쳐 온 나머지 산업에 있어서 해양 자원을 개발

하거나 이용하는데 다소 무 심해 왔으며, 동시에 한국

형 자원 개발에 인색하 다고 볼 수 있다[2].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로 높아지면 요트, 모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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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같은 해양스포츠가 발 하는데[3], 2003년 1월 

산업연구소가 밝힌 ‘2003년 국내 시장 보고서’에 의

하면, 우리사회는 ‘일 심 사회’에서 ‘여가 심사회’로 

빠르게 환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4]. 우리나라는 이

미 하계 휴가 목 지로서 해변을 선택하는 비율이 75% 

수 에 이르고 있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국토와 

많은 내륙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외래 

객 지출의 85%가 연안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

고하고 있어[5] 우리나라와 비교가 된다. 

선진국에서는 일상 이라고 생각하는 요트 등 해양

선박의 체험은 소득 3만불 시 에나 있음직하거나 일

부 소유층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 일반 국민의 해

양문화의 수 은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비교하여 낮

은 것이 실이다[6].

정부는 10년 뒤 선박 수요가 10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양 시설인 마리나 항만 43곳을 개발한다[7]. 

총 사업비는 1조 7,000억원으로 사업시행자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는 방 제와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박 수요 한 2014년 인천 아

시안게임과 각종 국제 회 개최로 크게 늘어날 망이다. 

정부는 재 1,000여척에 불과한 선박이 2019년에는 

10,000척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 해양경찰청

에서는 동력 조정면허 시험제도로 1 , 2 , 요트 종

목의 시험을 운 하고 있다.  

학 교양체육의 목 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자아개념을 확실히 하여 바람직한 사회

성과 도덕성을 함양시켜 생을 하며 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과 여가를 활용할  아는 인

간을 육성하기 한 개개인의 신체 성의 발달과 평생스

포츠의 실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쌓는 데 있다

[8,9,10,11]. 이 게 하여 개학의 교양체육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석이 되며[12],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한 장을 만들어 주고 졸업 후의 건강과 생활을 풍성하

게 하는 역할을 해 다[13][14].  

우리나라의 학 교양체육은 1964년 학에 일반 교

양교과가 채택된 이후 다양한 변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1989년( 통령령 12635호) 교양체육의 개설 여부가 각 

학에 일임된 이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즉 이 에는 

체육이 법정교과로서 모든 학생이 두 학기에 걸쳐 총 2학

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많은 학

들이 교양체육을 선택과목으로 환하는가 하면 필수과

목으로 운 을 하더라도 학 의 시수 형태가 1학 으로 

축소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실이다[15]. 

오늘날 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체육도 많은 변화를 하

고 있다. 교양체육 수업도 구기  투기종목의 일변도가 

아닌 요가, 건강 체조, 스쿼시, 골 , 해양스포츠, 스키, 스

노보드 등으로 다양하게 개설,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16,17].  

1970년을 시작으로 학교양체육에 한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학생의 교양체육 황과 체격[17], 학 교양

체육의 정상화 방안[18], 그리고 교양체육의 지도개선을 

한 실태조사[19], 학교양체육과 여가생활의 실태

[20,21] 등이 보고되었고, 학교양체육이 교양필수과목

에서 교양선택 과목으로 변화되는 기 인식에 한  연

구[22], 학교양체육 이 로 좋은가[23] 등이 보고되었

다. 1990년 에 들어서는 교양체육 활성화에 한 연구

[25],  내실화[24], 의식 조사[25], 역할[26],  발  방안[11] 

등에 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2000년 에 들어서는 학교양체육의 만족도

[27,28,16,29]와, 인지도[30], 인식[31], 재미거리[32]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 에는 최웅재[33]를 시

작으로 학교양 스키수업에 한 연구[34,35,36,37]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교양체육의 

만족도에 한 연구와 스키수업에 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학교양체육 본질의 목 인 개인의 신체 성 발

달과 평생스포츠 실  능력을 배양하는데 집 되어 왔다.  

이제 우리나라는 마리나항만의 건설과 수지개발특별

법, 수상 안 법의 개정으로 한민국 역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시 가 되었다. 학의 교양체육은 이러

한 시 를 비하고 수상 스포츠에 한 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부분도 담당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

다. 2010년 에 들어서면서 학의 교양체육은  한 번 

변화의 시기를 가져야 한다. 그 이유는 한민국 체의 

해양과 내륙의 수변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 은 학교양체육으로 수상 스포츠

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밝히는 것으로 이를 해 마

리나항만의 건설과 수지개발특별법의 제정, 수상

안 법의 개정 등을 살펴보고 학교양체육으로 수상

스포츠 과목의 설강 실태를 악하여 앞으로 수상

스포츠 시 의 변화에 비할 수 있는 학교양체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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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tatus of water leisure sports 
curriculum

 

# Area University names Number of 
university

1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Seoul 2

2 Gyeonggi Hangyeong University 1
3 Gangwon Kangwon University 1
4 Daejeon Chungnam University 1
5 Chungnam Gongju University 1
6 Chungbuk Chungbuk University 1

7 Jeonbuk
Gunsan University,
Jeonbuk University 2

8 Jeonnam
Mokpo University,

Suncheon University,
Jeonnam University

3

9 Gyeongbuk Kyungpook University,
Andong University

2

10 Gyeongnam Kyungsang University 1
11 Busan Busan University 1
12 Jeju Jeju University 1

Total 17
Source: ICOMIA, Boating Industry Statistics(2006), Requoted from 
http://blog.naver.com..

<Table 2> Facility status of domestic marina in 
operation

  

Name (location) Development/operation
Facility scale in 
number of ships 
(offshore/onshore)

Suyeong 
(Haewundae, Busan)

Busan city 364/400

Chungmu (Tongyeong, 
Gyeongnam)

Geumho Chungmu 45/15

JInhae (Jinhae, 
Gyeongnam)

Korea Marine 40/10

Sacheon (Sacheon, 
Gyeongnam)

Samcheonpo Marina 22/20

Jungmun (Seogwipo, 
Jeju)

Pacific Land 50/100

Soho (Yosu, Jeonnam)
Yosu city

Jeonnam Yacht 
Association

100(onshore)

Geoje (Geoje, 
Gyeongnam)

Geoje city/
Gyeongnam Yacht 

Association

Boryeong (Boryeong, 
Chungnam)

Boryeong city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마리나항만의 건설과 수지개발 특별

법 그리고 수상 안 법의 개정 황을 조사하기 하

여 각종 신문자료와 보고서, 학술지 등을 수집, 분석하

으며, 수상 스포츠 련 과목의 학교양체육 설강 

실태를 악하기 하여 국 12개 지역의 17개 국공립

학을 선정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교양교과과정을 

조사 분석하 으며, 미비한 부분은 유선을 이용한 2차 조

사를 통하여 조사를 보완하 다 . 

 

3. 레저시대의 도래 

해양(수상) 의 시 가 도래하 음을 인지할 수 있

는 우리나라 마리나 항만의 황과 마리나 항만의 조성 

 리 등에 한 법 제정, 향후 마리나 항만 조성 계획

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마리나 항만의 현황

Table 1.은 국 12개 지역의 17개 국공립 학의 수상

스포츠 교양교목 설강 황을 조사한 것으로 13개 

시도 18개 국립 학에서 수상 스포츠 교과목을 개설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는 우리나라의 마리나 황을 보여주는 것으

로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를 해 조성된 부

산 수 만 요트경기장을 시작되었다. 국내에서 운  

인 마리나항은 부산 수 만, 통 , 사천, 제주 문 등 8

곳으로 1,028척의 선박의 수용이 가능하다. 

Table 3.은 ICOMIA,(2006)에서 제시한 해외 마리나 

시설 황을 인구, 시설 수, 기구보유수, GDP, 인구

비 기구 보유척당/명을 비교하여 표로 제시하

다. GDP 13 인 한국은 인구 비 기구 보유척당/명 

수, 마리나 시설 수, 기구 보유 수(척수)에서 하

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3.2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정

일반 인 와 달리 해양 는 해변의 산책길에

서 유래한 선박 계류 시설 등을 갖춘 종합 인 해양  

시설의 총칭인 마리나라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좋은 환

경의 마리나 시설이 해양  활성화에 심이 되는 것

은 사실이나,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소극 인 인식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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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ility status of overseas marina

  Country
Population 
(10,000 
persons)

Number 
of 

facilities

Number 
of owned 
leisure 
ships 
(1,000 
ships)

Ratio of owned leisure 
ships to population 
(number of persons 

per one owned leisure 
ship)

GDP 

rank

USA 30,100 12,100 16,510 18 persons 1st

Japan 12,778 570 283 452 persons 2nd

Germany 8,240 2,650 442 183 persons 3rd

U.K. 6,021 545 542 111 persons 5th

France 6,154 404 483 127 persons 6th

Australia 1,925 2,250 750  25 persons 15th

Sweden 911 1,500 753  12 persons 19th

Korea 4,850 7 4 11,700 persons 13th

Source: ICOMIA, Boating Industry Statistics(2006), The number of 
marina ports in Japan is the data of year 2003. Requoted from 
http://blog.naver.com.

유수면매립법 등 30여 가지 이상의 각종 법규에 묶여 개

발이 곤란하 다. 한 바다의 수면뿐만 아니라 육상에

도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항만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는 마리나를 개발하려고 하여도 사업시행에 필요한 산 

확보가 곤란하 고, 사회 기반 시설에 한 민간투자법

을 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의 유치도 어려워 

개발이 지지 부진하 다[9]. 이에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리 등에 한 법을 제정하고 제1차 마

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확정하야 권역별 정구역으로 10

개 권역, 43개소를 발표하 다. 

국토해양부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마리나항만 43곳을 개발하기로 하 다. 우선 해양 기

구 보유, 조종면허 취득  형승용차 등록 추세 등을 

감안하여 2019년 1만461척이 마리나 항만에 수용이 될 

것을 측했다. 권역별 정구역은 총 10개 권역 43개소

이다. 수도권 5, 충청권 4, 북권 2, 서남권 4, 남권 3, 

경남권 8, 부산권 3, 경북권 5, 강원권 4  제주권 5개소

며, 항만법  어  어항법에 의거해 항만구역과 어항구

역으로 지정된 곳이 각각 13개, 9개소이다. 

마리나 항만 정구역은 배후 인구  숙박, 상업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 분포, 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

려해 거 형, 포츠형, 리조트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특

성화 할 정이다. 거 형은 300척 수용에 12만㎡, 포

츠형은 100척 수용에 4만㎡, 리조트형은 200척 수용에 20

만㎡ 규모다. 본 기본계획으로 방 제, 호안, 계류시설 설

치 등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사업비는 총 1조7000억 원 수 이다[10]. 

3.3 저수지 개발

3.3.1 저수지 개발 특별법

한국농어 공사는 2010년 6월 10일 농업생산기반시설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

하는 범 에서 계획 이고 친환경 으로 개발·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  

지역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 활용에 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 다. 지

까지는 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많은 제한과 규

제로 인하여 단지 등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단순 농업용수 공 기능과 낚시터, 물놀이 등 단편  

포츠 기능으로만 이용되었었다. 

그 동안 수지 개발을 해서는 35개 법률이 정하는 

다양한 인·허가 차를 모두 밟아야 했기 때문에 지자체

가 나서 개발 사업을 펼치기는 실 으로 불가능 했다. 

수지와 같은 농업 생산기반 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다

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생산기반 시설  

주변지역 활용에 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국 1만

7,679개의 수지가 독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38].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수지들은 농업용수 

공   수질보  등 본래의 기능은 지속 으로 유지하

면서 자연·문화·역사 등 지역특성과 연계한 생산, , 

, 휴양, 문화교류의 융복합 공간으로 탈바꿈 하게 된

다[39].  

홍문표*는 수지 주변을 개발해 지역이 먹고 사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승마

장, 자 거 길 조성, 청소년과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텐트

과 야 장, 유스호스텔 조성, 수상스키, 경기도·안성시 

역사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40]. 수지 주변

에 생태단지, 휴양단지, 농수산물 공 장, 체육, 문화, 

역사, 시설 등을 조성·운 하게 되면 지역민에게 일자리

를 창출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국 1

만 8,000여 개의 수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수지는 

313곳이고 152곳을 사업추진 상으로 선정 다. 

3.3.2 시범사업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내륙에는 수상 가 가능

한 1만7,679개의 수지가 있다. 수지의 소유와 리는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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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status of ship navigation license 
issued

 

Item Total 1st class 2nd class Yacht

Total 87,018 30,262 54,707 2,049

’09 12,055 4,134 7,170 751

’08 9,205 3,077 5,700 428

’07 9,300 2,908 6,160 232

’06 10,529 2,629 7,770 130

’05 9,413 2,382 6,874 157

’04 6,787 2,022 4,672 93

’03 6,556 2,276 4,206 74

’02 6,985 2,467 4,464 54

’01 9,222 3,239 5,914 69

’00 6,966 5,128 1,777 61

  Source: 2010 Coast Guard White Paper, Korea Coast Guard

한국농어 공사이며 그동안 수지의 용도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 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다. 한국농어 공사에서는 이의 이

용을 확 하고 사용처를 개선하기 하여 2010년 수지

개발특별법을 제정하고 향후 수변개발계획을 공표하고 

시범사업으로 고삼 수지, 당 수지, 팔덕 수지가 선

정되었다. 

고삼 수지는 1963년 농업용수 공 을 해 공되었

으나 2014년까지 1,100억원이 투자돼 수변개발을 통한 

명소로 개발한다. 바인빌리지 설치사업지구에서는 

바인가든, 바인팜, 버퍼존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

록 설치해 연수체험 가 목된 국내 최고수 의 종

합체험지구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40]. 당 수지는 

53만 6744㎡ 부지에 995억 원이 투자되어 황새서식처 복

원지구와 농 체험지구, 심시설지구로 개발하는 것으

로 이  심시설지구에 승마장, 스 센터, 명상센터 등 

휴양문화시설  운동시설 등이 들어설 정이다[41]. 팔

덕 수지는 205,718㎡의 부지에 총 사업비 446억원을 투

자하여 인 한 강천산의 경 과 팔덕호 등을 연계하는 

규모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곳에는 타

워형 콘도 105객실, 빌라형 콘도 44객실과 아쿠아  스

시설, 농산물직거래 매장, 지역특산물 매시설, 지

역역사박물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정이다[42].

3.4 수상레저안전법의 완화

수상 안 법은 일반인들과 수상 사업자가  지

켜야 될 안 수 의무 사항들에 한 것으로 그동안 몇 

가지 조항들이 수상  활동에 오히려 제약이 되어 수

상 활동 인구의 확 에 제동을 걸었었다. 이러한 법

의 완화로 수상  인구의 증가를 상할 수 있다.

3.4.1 법·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해양경찰청은 지난 2000년부터 동력수상 기구 사

용에 한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왔으나[8], 불합리한 조

항들을 일부 개정하여 수상 활동안 의회의 원활

한 운 을 하여 원장의 직 을 행 시·도지사에서 

부시장·부지사로 조정하 고, 수상 기구 운행규제를 

완화하기 하여 기상 련 규제를 완화*하 다. 그리고 

* 예보시 활동 가능,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도 파도 또는 바

수상 안 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으로는  원거리 수

상  활동 신고를 개선(모사 송, 인터넷 신고 가능)했

고, 서 보드를 이용한 활동시 구명조끼 착용의무를 완

화(보드리쉬로 체 가능)**하 다.  

3.4.2 조종면허 현황

최 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 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조종면허 1 ·2   요트 조정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재 국 19개 조정면허시험장(일반

시험장 14개소, 요트 시험장 5개소)에서 연평균 400여회

의 조종면허시험을 집행하고 있으며, 상시 필기시험을 

한 PC 시험장 3개소(서울, 동해, 태안해안경찰서)를 운

하고 있다. 면허제도 시행 이후 10년간(2000년～2009

년) 87,018명(1  30,262명, 2  54,707명, 요트 2,049명)이 

조종면허를 취득하 다[8].  

조정면허제도 도입 이후 면허취득자는 꾸 히 증가하

는데, Table 4.를 살펴보면, 2009년 말을 기 하여 국내 

면허 취득자는 87,018명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8,700여

명이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면허 

취득인원은 2009년 12,055명으로 조종면허제도 시행 이

후 가장 많이 취득하 는데 이는 국민소득 증가  여가

시간 확  등으로 조정면허에 한 국민  심이 증가

한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해양 스포츠 활성화 움

직임  수상  수요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

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경우는 신고 운항 가능
** 서프보드의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서핑을 할 경우 보드
와 몸을 연결 시켜주는 보디리쉬(리쉬코드)로 대용할 수 있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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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status of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as a cultural study in national and public As 
of February, 2012

# Area
University 

name
Name of physical education class as a cultural study 

Number 

of 

subject

Number of 

water leisure 

sports related 

subjects

1 Seoul

Seoul 

National

Golf, basketball, dance sports, swimming, skiing, table tennis, tennis, Taekwondo, physical power 

training, soccer, self-defense martial art
11 0

Seoul  Golf, badminton, swimming, aerobics, tennis, self-defense martial art 6 0

2
Gyeon

ggi
Hangyeong

Golf, health training, basketball, diet dance, dance sports, recreation, bowling, badminton, skiing, 

skin scuba, wind surfing, yoga, Western archery, soccer, camping, table tennis, self-defense 

martial art, tee ball  

18 2

3 Gangwon Kangwon Dance sports, bowling, board, sports massage, skiing, baseball, weight training, table tennis, futsal 9 0

4 Daejeon Chungnam

Health living gymnastics, golf, basketball, dance sports, recreation, leisure sports and water 

safety, volleyball, badminton, bodybuilding, bowling, swimming, skiing, aerobics, soccer, table 

tennis, Taekwondo, tennis, self-defense martial art, 

18 1

5
Chung

nam 
Gongju

There is no designated cultural study

[They have sports for all (Golf, badminton) and sports with ball (tee ball and others)]
3 0

6
Chung

buk 
Chungbuk

Golf, basketball, racket ball, badminton, bowling, swimming, skiing, clay shooting, tennis, table 

tennis, soccer
11 0

7
Jeon

nam

Mokpo They only have theory class but no practice class for physical education as a cultural study 0 0

Suncheon Golf, badminton, skiing, tennis, table tennis 5 0

Jeonnam Golf, dance sports, yoga, skiing, squash, soccer, tennis, table tennis 8 0

8 Jeonbuk

Gunsan They only have theory class but no practice class for physical education as a cultural study 0 0

Jeonnam
Golf, basketball, badminton, swimming, horse riding, skiing, inline roller skating, judo, jokgu, 

tennis, soccer,  
11 0

9 Busan

Bugyeong
Golf, basketball, dance sports, bodybuilding, volleyball, badminton, bowling, swimming, skiing, 

yoga, tennis
11 0

Busan
Golf, basketball, badminton, dance sports, squash, snowboard, soccer, self-defense martial art, 

tennis, Water sports (yacht, swimming, wind surfing, skin scuba)
10 4

10
Gyeong

buk
Kyungpook

Golf, bowling, badminton, dance sports, mountain climbing, skiing, softball, swimming, track 

(health running), gymnastics, self-defense martial art, tennis 
12 0

11
Gyeong

nam

Kyungsang Golf, dance sports, badminton, bowling, swimming, skiing, yoga, weight training, tennis, table tennis 10 0

Changwon Bowling, skiing, tennis, table tennis 4 0

12 Jeju Jeju Kendo, golf, bowling, badminton, table tennis, tennis 6 0

후 지속 인 증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망된다.

4. 대학교양체육의 수상레저스포츠 실시 

   현황

Table 5.는 수상 스포츠와 련하여 학의 교양

체육 교과목 실시 여부를 조사하기 하여 서울, 강원, 

, 충남, 충북, 남, 북, 경남, 경북, 부산, 제주 16개 

지역 국공립 학 18개 학을 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

여 조사한 것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유선을 통

하여 조사하 다.

조사 결과, 충남 학교와 한경 학교의 교양체육설강 

교과목 수가 18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학교기 12개

로 그 뒤를 이었다. 목표 학교와 군산 학교는 실기과

목이 없고 이론만 설강되고 있었다. 

수상 스포츠와 련된 과목의 설강으로는 부산

학교가 해양스포츠 교과목 내에 요트, 수 , 드서핑, 스

킨스쿠버 등의 다양한 종목을 설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한경 학교가 스킨스쿠버와 드서핑의 2과목을 

설강하는 것으로, 충남 학교는 포츠  수상안  1과

목을 설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학들

은 수상 스포츠와 련된 교과목이 설강되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겨울 스포츠인 스키의 경우 18개 학교  12개 학

교가 설강되어 있어 스키가 겨울철 학교양체육 수업으

로 정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18개 학  단 3

개 학만이 수상 스포츠를 운 하고 있다는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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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상 스포츠 과목이 학교양체육 과목으로 

많이 설강될 수 있도록 련자들의 노력과 정책의 개선

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상 스포츠 확 에 따른 학교양체육

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국토해양부의 마리나항만 건설 

계획과 농어 공사의 수지개발특별법, 해양경찰청의 

수상 안 법 개정에 하여 살펴보고, 교양체육으로 

수상 스포츠의 황을 악하기 하여 국 16개 지

역 18개 국공립 학을 조사 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상의 교양교과를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하여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토해양부는 2019년 1만461척이 마리나 항만에 

수용이 될 것으로 측하고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을 확정하고 마리나항만 43곳을 개발하기로 하 다. 이

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자를 유치하여 항만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한국농어 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

역 활용에 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여 국 1만 8,000

여 개의 수지  3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개발 가

능성이 있는 수지는 152곳을 사업추진 상으로 선정

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지 주변에 

생태단지, 휴양단지, 농수산물 공 장, 체육, 문화, 역

사, 시설 등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각종 수상

스포츠 시설도 들어설 정이다.

셋째, 지난 2000년부터 수상 안 법을 시행해 온 

해양경찰청은 불합리한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 다. 이로 

인한 수상 스포츠의 인구가 지속 으로 증 될 것으

로 기 된다.

넷째, 학교양체육의 수상 스포츠 련 교과목을 

운 하는 학은 조사 상 18개 학교  충남 와 부산

 그리고 한경 만 운 하고 있었다. 

학의 교양체육은 평생스포츠의 실 능력을 양성하

는 교양체육 본연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다가올 수상

스포츠 시 에 비한 수상 스포츠 련 교양교

과목의 설강  확 가 필요하고 이에 한 학의 교육

이 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 4 강 시설과 

마리나 시설, 수지 개발 시설들을 학교양체육 수업

에 활용해야 한다. 학교양체육을 통해 수상 스포츠

를 하면서 사회에 진출하여 주5일 근무로 인한 주말 여

가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어 

보다 윤택한 삶을 살게 되기를 희망하며 지역별 수상

스포츠의 황과 이용의 문제 에 한 연구들이 수행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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