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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해양치유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연구로서 선

정된 4개의 시범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사와 해수, 소금, 머드, 해조류, 산림, 기상 등 7개의 주요 

해양치유 관련 자원을 수집하고 GIS 기반의 관련 DB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구축된 DB의 원활한 

활용과 해양치유 관련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웹GIS 기반

의 해양치유포털을 구축하였다. 포털에는 GIS 기반의 해양치유에 필수인 해양자원의 주제도는 물

론, 국내외 연구문헌, 해양치유요법 관련 매뉴얼과 시범 지자체의 해양치유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였다. 구축된 해양치유포털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향후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

여가 클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향후 해양치유자원의 확대 구축과 보다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를 위

한 후속연구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주요어 : 해양치유, 해양치유자원, 웹GIS, 해양치유포털

ABSTRACT

This study, as a pilot study to implement and extend the marine healing which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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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rapidly extending oversea areas into the domestic market, has collected seven 
major marine healing resources such as ocean water, sand, salt, mud, seaweeds, forest, 
and weather targeting selected four pilot municipalities and established a GIS DB. 
Furthermore, web GIS based marine healing portal has been established to support the 
easier utilization of the GIS DB and various marine healing related contents, thereby 
facilitating expansion of related industry. The portal includes marine thematic maps as 
well as research papers, related therapy manuals, and various activities and programs of 
the pilot municipalities. It is expected that the portal would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domestic marine healing industry significantly through the pilot operation of the 
portal, not to mention of the needs of subsequent studies for expansion of the marine 
GIS DB and securing more various contents.

 

KEYWORDS : Marine Healing, Marine Healing Resource, Web GIS, Marine Healing Portal

서  론

최근 힐링(healing, 치유)이라는 단어가 다양

한 분야에서 흔히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

림을 이용한 산림치유를 흔히 접할 수 있으며 

해양을 이용한 치유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

고 있다(Kim et al., 2016; Korpela et al., 
2014). 해양치유란 풍부한 해수, 진흙, 소금 등 

해양자원과 해양경관, 해풍과 같은 환경자원 등

을 운동, 식이, 명상 등 다양한 활동과 접목하여 

신체 재활, 정신 치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등의 효과를 창출해 내는 활동이다(Lee et al., 
2019).

이미 해외에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활동이 활발하고 역사가 오래된 독일, 프랑스 등

의 국가에서는 해양치유시설을 인증기준에 따라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각 국가별 니즈

(needs)에 적합한 해양치유활동을 지원하고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867년 프랑스 의학자 

보날디에르 박사에 의해 탈라소테라피라는 용어

가 처음 쓰인 이후로 프랑스에서는 세계 최초로 

1899년에 탈라소테라피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헬스·리조트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해양치유센터, 해양병원, 

해양바이오센터 등을 클러스터화 하여 해양치유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Gutenbrunner, C. 

et al., 2010). 독일은 쿠어오르트(Kurort)라고 

불리는 휴양단지 350여개소를 통해 연 45조원

의 시장 및 45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치유기준조건에 부합할 경우 정부에서 치유휴양

시설로 인증하여 치유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Yoon et al., 2017). 

이를 통해 환자들이 질병 예방, 치료와 재활 목

적으로 중장기 체류를 하며 동시에 휴양, 지역

관광, 문화체험 등의 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치

료와 휴양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은 1990년대 후반부터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탈

라소테라피가 발전 중이며 전국 30여개소의 치

유시설을 운영하여 활성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은 요르단 접경지의 사해를 이용하여 복합의료

단지를 조성하고 머드, 소금을 수출해 부가가치

를 창출하고 있다(KIMST, 2018).

국내의 해양치유는 지자체별로 해양치유 시설

인 해수온천, 모래찜질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양치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며,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한

계에 처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지자체

와 함께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전남 완도군, 충남 태안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해양치유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

재(2018)는 해양분야 신산업으로서 해양헬스케

어산업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였으며, 채동렬(2017)은 해외 웰니스 산업을 

분석하여 국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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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전략을 제시하였다.

반면, 국내 해양치유자원의 분포특성과 대상

질환별 효용성 검토와 해양관광분야 등 연계 자

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새로운 해양산

업으로서 가치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제

도 및 사업화 추진방안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의 생산과 체계적 정리를 위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Kim and Lee, 2017). 나아가 해양치

유연구를 위한 시범 지자체 이외에도 우리나라 

연안지자체에 분포하는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분포특성을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효능이 검증된 

해양치유자원의 발굴 및 적용방법 개발과 관련

한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에 분포

하는 해양치유가능자원의 현황 및 분포특성을 

파악하여 GIS DB를 구축하고, 나아가 구축된 

DB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함께 다양한 해양치유 

관련 콘텐츠의 제공과 활용을 통해 해양치유산

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해양치유포털을 구

축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지역 및 범위

해양치유가능자원 현황 및 분포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해양치유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연

안지역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해

양치유자원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양수산부 지

정도서지역을 포함한 연안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10), 인천광역시(8), 울산광역시(4), 제주특별

자치도(2), 경기도(5), 강원도(6), 충청남도(7), 

전라북도(4), 전라남도(16), 경상북도(5), 경상

남도(7) 등 총 74개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현재까지 국내 4개 지자체와 함께 관

련 연구를 수행한 결과 연안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양치유가능자원은 7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해수, 해사, 소금, 머드, 해조류, 해양기

후, 산림으로 구성된다(2차년도 보고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요건을 이용한 해수 자

원은 해양심층수, 해수 온천, 염지하수를 수집하

였으며, 해사 자원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과 지정 해수욕장의 재질 분포 자료를 수집하였

다. 소금 자원은 전국 염전의 위치와 생산량 정

보를 수집하였으며, 해조류 자원은 연안지자체

별 생산량 및 판매량 정보를 활용하였다. 머드 

자원은 국내 해저지질도를 이용하여 머드 자원 

분포 현황을 수집하였으며, 산림·기후 자원은 

해양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솔 및 기상 정

보를 수집하였다(표 1).

2. 해양치유자원 DB 구축

국내 74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활용가능한 

해양치유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해양치유가능자

원으로 선정된 자원에 대해 공간적 분포와 현황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정보 및 통계자료를 

각 자원별 분포특성 및 활용분야를 고려하여 수

집하였다. 

FIGURE 1.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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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자원은 해양치유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

는 자원으로서 바닷물을 의미하는 해수와 해수

가 암반층을 투과하며 걸러져 생긴 염지하수로 

구분되며, 해수와 염지하수를 활용한 해양치유

는 해외에서도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해

양치유에 활용가능한 해수 자원의 분포를 조사

하기 위해 전국온천 중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비교하여 해수를 사용하는 해수온천 정보를 수

집하여 구축하였다. 염지하수 자원은 해양치유

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인 전기전도도 800㎲/

㎝ 이상의 염지하수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며, 

시추공 양수량, 전기전도도, 시추여부 등 염지하

수 개발 및 활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농어

촌공사 및 환경부의 염지하수 정보를 구축하였

다. 아울러 해양심층수 자원 정보도 함께 구축

하였으며, 해양수산부의 제3차 해양심층수 기본

계획서에 따른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위치 및 일

최대취수량 정보를 구축하였다(그림 2).

해사 자원은 신체의 재활과 진정 효과 및 신

경종말 자극 등 해양치유의 많은 분야에서 활용

되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양치유에서는 

주로 해안에 분포되어 있는 모래를 활용하고 있

으며 국내의 해사 자원 수집을 위해 대표적 모

래 해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수욕장 정

보를 수집하였으며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에서 제공한 2019년 5월 기준 해수욕장 지정 

및 시설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모래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의 분류를 위해 해안선, 항공

사진을 기반으로 분류를 실시하였으며, 해양치

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위치, 명칭 등

의 지리적 정보와 함께 해수욕장 길이, 폭, 재질

유형을 포함한 해사 정보를 구축하였다(그림 

3). 

소금 자원은 해수를 직접 활용할 수 없는 내

륙 지방에서 해수의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암염, 천연 함수, 해

수를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다. 해양치유자원으

로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소금은 주로 해수

에서 생산하는 소금인 천일염이며 이외에도 자

염 및 식염을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 소금 자원

Resource Category Contents

Seawater
(4)

Salty groundwater
MOAFR Salty groundwater electrical conductivity

K-Water Salty groundwater electrical conductivity

Seawater spa Location of seawater spa

Deep seawater Location and maximum amount of intake of deep seawater 

Seasand
(2)

Beach Beach designated by the MOF

Depth of water Death of water raster map

Salt
(4)

Saltern Extraction of parcel where is saltern

Production of salt

Sun salt annual production

Voild salt annual production

Other salt annual production

Seaweed
(2)

Production Production seaweed of each local government

Sales Sales seaweed of each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Mud(1) Distribution Mud distribution of under sea geological map

Forest
(9)

Protection Tree designated for protection

Forest status

Forest age map

Forest stiffness map

Forest group map

Area and distribution of trees

Distribution of main trees

Climate
(22)

Living Wind direction, wind speed, temprature, humidity, etc.

Health Index of skin diseases, Index of cold, etc.

TABLE 1. Contents of marine healing resourc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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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일염을 대상으로 소금 자원의 분포를 수집

하기 위해 연속지적도 중 필지가 염전으로 분류

된 항목을 추출하여 염전필지 정보를 구축하였

으며, 대한염업조합에서 관리하는 소금생산량을 

수집하여 소금 생산량 정보를 수집하였다. 해수

를 끓여 소금을 생산하는 자염의 경우 국내에 

한 곳이 있으며 인터뷰 자료를 이용하여 소금 

생산량 정보를 구축하였다(그림 4).

해조류는 요오드, 후코이단, 알긴산, 엽록소 

등 질병 예방 및 치유에 활용되는 자원이며 해

양치유 분야에서 식이요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 등 해조류의 종류에 따

라 효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을 기반

으로 종류별 국내 해조류 생산량 및 판매량 정

보를 구축하였다. 해조류의 생산량 구축을 위해 

시군구 단위 해조류 양식 연간 생산량을 조사하

였으나, 전국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

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생산량 통계자료를 수

집하여 공간정보로 구축하였다(그림 5). 또한, 

해조류를 보유하고 있는 기준으로 판매량 정보

FIGURE 2. Salt distribution FIGURE 3. Sand distribution

FIGURE 4. Salt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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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께 수집하였으며, 해조류를 판매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수산정보포털에서 제공

하는 수협 지점별 판매량 정보를 활용하여 해조

류 판매량 정보를 구축하였다(그림 6). 

머드 자원은 일반적으로 진흙으로 부르는 자

원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주

로 휴양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재활클리닉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치유물질로 활용되고 있다. 국

내의 대표적 머드 분포지역으로 알려진 보령을 

포함한 서해안에 머드의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

으나 해양치유에 활용 가능한 머드 자원의 분포

를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였

다. 이를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한국대륙

붕해저지질도를 활용하여 진흙 재질 속성을 포

함한 지형만 추출하여 머드 분포 정보를 구축하

였다. 아울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실시한 제1차 

전국 해안선조사를 통한 해안선 재질분류 결과

를 기반으로 갯벌 구간의 자료를 생성하여 해안

가에 위치한 머드 정보를 구축하였다(그림 7).

산림 자원은 산림치유로 별도로 활용되고 있

FIGURE 5. Seaweed production FIGURE 6. Seaweed sales volume 

FIGURE 7. Mu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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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바닷가에 발달하는 식생대인 해안림은 자

연재해 방지와 완충, 해안사구의 형성 등 해안

과 내륙지대의 점이지대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곰솔은 내염, 내풍, 내건의 특징을 나타내며 침

엽수의 약리작용과 더불어 해양기후와 감성자원

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는 해양치유자원이다. 

74개 연안지자체를 대상으로 생태·자연도, 임

상도, 보호수를 대상으로 산림 자원 분포도를 

구축하였으며, 산림청의 임상도, 수종분포도를 

이용하여 해양치유자원으로 개별적으로 구분하

여 제공하도록 하였다. 임상도는 산림의 성립 

방법에 따라 구분되는 임종, 나무의 단단함에 

따라 구분되는 경급, 나무의 나이에 따라 구분

되는 영급으로 구분하여 구축하였으며, 나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수종은 전체 수종과 해안

림의 대표수종인 곰솔을 별도로 구축하여 해양

치유자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8). 

기후자원은 기압, 기온, 습도, 건조, 안개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 중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요소를 의미하며 바다를 둘러싼 해

양기후를 이용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신체적·

정신적 치료와 재활치료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지자체의 기상정보와 생활과 관련

된 지수를 나타내는 생활기상정보, 질병과 관련

된 지수를 나타내는 보건기상정보로 분류하여 

구축하였으며, 기상청 자료를 이용하여 2014- 

2018년의 5년 단위 데이터 값을 크리깅을 통한 

보간을 수행하여 구축하였다. 기후가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온, 강수량, 풍속, 풍

향, 습도, 일조량, 기압등의 기상정보를 수집하

여 구축하였으며,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더위체

감지수 등의 생활기상 정보와 감기가능지수, 천

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꽃가루농도

위험지수 등의 보건기상 정보를 구축하였다(그

림 9).

3. 해양치유포털 프로토타입 구축

해양치유자원 DB를 구축한 후 해양치유자원 

분포특성 및 효용성을 검토하여 해양치유산업의 

FIGURE 8. Pinus thunbergii distribution FIGURE 9. Sunshin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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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창출을 극대화하고 정책제도 및 사업화 추

진방안 개발에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

치유자원 DB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본 연구에서는 해

양치유자원과 함께 해양자원을 이용한 해양치유

산업관련 콘텐츠 및 해양치유 연구자료를 제공

할 수 있는 해양치유포털을 구축하였다.

해양치유는 해수, 소금 머드 등 물질적인 자

원은 물론 해양경관과 해풍과 같은 환경자원 등

을 운동, 식이, 명상 등 다양한 활동과 접목하여 

신체 재활, 정신 치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분

야의 전문가 이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해양치

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치유가 목적인 환자

나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민, 해양치

유를 연구하려는 연구자 등 여러 분야의 사용자

FIGURE 10. Marine healing portal contents

Main Category Subclass Data

Marine resources
Types and efficacy of 

resources
Healing targets, photographic data and effects of marine healing resources

Research data
Papers of marine heal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pers classified based on the effects of marine 
healing resources

Medical efficacy Healing components and efficacy data of marine healing resources

Safety
Safety inspection of marine 

resources
Heavy metal safety test method and result data for marine healing resources

Clinical trials
Clinical trials of marine 

resources
Results and photographic data for marine healing resources for patients

Marine healing 
manual

Manual for marine healing 
resources

Usage manual and picture data of marine healing resources such as sea water, 
mud, salty groundwater etc.

Marine healing 
industry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Marine healing professional manpower introduction, curriculums

Marine healing pilot 
center

Location condition Location and picture data of local government

Local resources and 
specialized program

Regional specific resources and programs

Public awareness
Marine healing industry 

promotion
Promotional data for marine healing promoted in major broadcast and media

Marine Resources 
GIS Data

Seawater Deep seawater, Salty groundwater, etc.

Salt Saltern, Production of salt, etc.

Seasand Beach, Depth of water

Mud Mud Distribution

Sea weed Seaweed, Farm, etc.

Forest Forest status map, Protection tree map, etc.

Climate Living, Health map, etc.

TABLE 2. Marine healing portal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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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해양치유자원 및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웹 기반의 정

보 제공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자들의 요구사

항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웹 기반의 포털시스

템은 해양치유 및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기본적

인 대국민 정보제공 및 전문 정보의 전달을 목

적으로 하였으며, 사용자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해양치유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핵심 기능 위주

로 설계하였다(그림 10). 

해양치유포털은 사용자 요구에 맞춰 해양치유

자원 뿐만 아니라 해양치유 관련 연구자료와 지

자체 시범센터 정보 등 전반적인 해양치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해양치유포

털의 DB는 해양치유자원 DB와 함께 해양치유 

효능 및 관련 논문과 안전성검사, 실용화매뉴얼, 

관련 산업 기반 자료와 해양치유 지자체 시범센

터의 자료, 나아가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해양치유자원은 위

치기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웹 GIS로 표출하여 

자원의 분포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2). 먼저 해양치유가 필요한 일반 사용자에게 

해양치유 및 치유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한 메뉴를 설계하여 해양치유에 대한 기본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치유자원

의 종류와 효능 및 활용법 등의 정보 제공을 위

한 메뉴를 설계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치유산업을 추진중인 고성, 완도, 울진, 태

안 등 4개 시범지자체에 대한 해양치유특성자원

과 관광자원, 해양치유센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메뉴를 설계하여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양치유 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

내 해양치유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자 해양치유

연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해양치유 

질환별, 자원별로 출간된 논문 정보와 연구 결

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양치유자원 관련 

논문, 임상실험 결과 및 해양치유자원의 안전성 

검사 결과와 함께 해양치유를 수행하기 위한 매

뉴얼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치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정

보도 함께 포함하였다.

해양치유자원지도는 해양치유자원 DB를 기반

으로 해양치유자원의 분포 및 속성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웹 GIS 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 

각 해양치유자원의 메타데이터와 속성정보를 조

회할 수 있도록 하여 연안지자체 해양치유자원

의 개발 및 해양치유자원의 가치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Jo et al, 2002; Kim and 

Kim, 2011).

해양치유포털은 오픈소스 기반의 운영체계와 

Web, WAS 서버를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웹 

GIS 서비스를 위해 지리공간 데이터를 공유하

고 편집할 수 있는 Java로 개발된 오픈 소스 

GIS 소프트웨어 서버를 기반으로 상호운용성을 

전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개방형 표준을 사용

하여 다양한 공간 데이터 소스를 서비스할 수 

있는 GeoServer를 적용하였다(Kim, N.S and 

Kim, S.J. 2011).

 

연구 결과 및 고찰

해양치유자원 DB를 구축하고 사용자에게 해

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 연구 결과 정보의 전달

을 위한 해양치유포털을 개발하였다.해양치유포

털 DB에 구축한 내용이 모두 해양치유포털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그림 

11은 해양치유포털의 첫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해양치유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고성, 완도, 

울진, 태안의 상세 정보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첫화면의 상단에 위치시켰으며 주요 해

양치유자원 및 휴양치유 자원을 표시하도록 하

였다. 아울러 주요 해양치유 소식 및 정보 공유

를 위한 게시판을 배치하여 사용자간의 의견교

환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해양치유자원의 분

포를 웹 GIS로 확인할 수 있는 해양치유자원지

도를 배치하였다.

상단의 메뉴는 해양치유와 관련된 기본 정보

를 전달하기 위한 메뉴를 가장 앞에 배치하여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 및 해양치유 자원에 

대한 설명과 지자체 시범센터 정보 등 해양치유

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해양치유 관련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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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논문검색, 임상실험, 안전성 검사 등의 정

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그림 12). 

웹 GIS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레이어 목록 지

도화면, 지도 조작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이

어 목록에 표시된 지도의 조작을 통해 해양치유

자원의 분포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였다(그림 13). 이와 함께 지도에 표시된 레이

어의 객체를 선택하여 속성정보를 조회할 수 있

도록 하였다(그림 14). 웹 GIS 시스템의 기본

도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

도 API인 VWorld를 활용하였으며 위성지도와 

지명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지도와 도로지도, 위

성지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웹 GIS 기

반 해양치유자원지도를 통해 해양치유자원 DB

에 구축된 해수, 해사, 소금, 머드, 해조류, 산림, 

기후 등 7가지 해양치유자원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요 해양치유자원의 분포 지역과 

지역별 특성자원 또한 확인이 가능하였다.

FIGURE 11. Marine healing portal

FIGURE 12. Marine healing paper search

FIGURE 13. Web GIS system FIGURE 14. Web GIS attribut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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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에 분포하는 해양치

유자원의 현황 및 분포특성을 파악하여 GIS 

DB를 구축하였으며, 해양치유의 인식 확산 및 

해양치유 관련 콘텐츠 제공을 위한 해양치유포

털을 구축하였다. 해양치유자원의 수집을 위하

여 해수, 소금, 머드, 해사, 해조류 등 74개 연

안지방자치단체에 분포하고 있는 7개 분류의 해

양치유자원 자료를 수집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GIS DB로 구축하였으며, 해양치유 정보 

제공을 위한 해양치유포털을 구축하였다. 

해양치유포털 구축을 통해 해양치유자원의 분

포특성, 대상질환별 효용성, 해양관광 등 연계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한 기반을 구

축하였으며, 우리나라 연안에 분포하는 해양치

유 자원의 개발 및 새로운 가치창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국내 해양치유연구가 초기단계인만큼 

해양치유자원 GIS DB의 구축은 해양치유연구

의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하며 새로운 해양

치유자원의 발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해양치유센터 입지 분석이나 치유가 필

요한 환자에게 적합한 해양치유자원이 존재하는 

지역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양치유자원 GIS 

DB를 이용한 공간분석 등 전문적인 분석 방법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

가 해양치유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해

양치유포털의 추가 콘텐츠 개발 및 해양치유자

원 DB의 확대 구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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