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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국내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취합하여 역사 및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클라이밍의 발전을 위한 융합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스포츠클라이밍 단일 협회의 구성이 
필요하며 대한산악연맹과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학교 특기생으로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학 운동부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성장하여 각 생활스포츠지도자 및 
전문스포츠 선수로 활발하게 활동하여야만 대회의 활성화는 물론이며 스포츠클라이밍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공
공체육 시설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가장 필요하다. 공공체육 시설 관리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먼저 스포츠클라이밍
에 대한 현황파악을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주제어 : 클라이밍, 역사, 현황, 발전 방안, 협회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provide the way of development in sport-climbing base on the history and 
present of Korean sport climbing. In terms of the policy, single sport climbing association needs to be 
formed and separated from Korean Alpine Federation. School teams and athletes are required to 
expand, college teams in particular. These athletes could be sport instructors and professional athletes 
vitalizing competition and sport climbing after graduation. Public sport climbing facilities need to be 
counted accuratel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eeds to administrate the public sport 
blimbing facilities by counting and checking the facilities with th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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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포츠클라이밍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암벽을 등반
하는 스포츠로서, 자연암벽 등반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도심 속에서도 안전하게 도전, 자
유, 스릴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1]. 

스포츠클라이밍에 사용되는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유사하게 구성되는데, 다양한 경사도의 벽(wall)위에 손
으로 잡거나 발로 디딜 수 있는 홀드(hold)를 부착하여 
여러 가지 등반 코스를 구성할 수 있다. 홀드의 모양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난이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남
녀노소 누구나 개인별 수준에 맞는 등반을 할 수 있다
[1-4].

경기로서의 스포츠클라이밍은 크게 볼더링(bouldering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4, pp. 179-190, 2021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1.12.4.179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180

스피드(speedl), 리드(lead)으로 구분된다[5]. 볼더링 종
목은 등반 높이가 높지 않지만, 코스 구성의 난이도가 높
은 편이며, 혼자서 등반이 가능하도록 스펀지나 크래쉬 
패드(crash pad)를 바닥면에 설치한다. 반면 리드와 스
피드 종목은 등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추락 방지를 위하
여 안전벨트와 로프 등의 추가 장비가 필요하며 자일을 
잡아줄 확보자가 필요하다[5]. 

스포츠클라이밍은 최근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종
목으로 포함되면서 그 인기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
계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에 정기적으로 참여 중인 인원
은 약 4,450만 명으로 추산되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
맹(IFS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port 
Climbing)에서 주관하는 스포츠클라이밍월드컵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2018년 대비 2019년에 각 세부 종목
별로 리드 16.78%, 볼더링 3.8%, 스피드 41%가 증가했
다[6]. 

국내에서도 60,665여 명의 동호인들이 스포츠클라이
밍에 참가하고 있으며[7], 대한체육회 등록 선수는 
13-19세 이하 및 대학/일반부 모두를 합하여 768명이 
등록되어 있다(2020년 8월 22일 기준)[8]. 국내에서도 
국제대회의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는 세
계적인 선수들이 양성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설 스
포츠클라이밍장은 서울에만 60여 개에 달하며, 스포츠클
라이밍 전문 암벽화 브랜드의 매출이 2018년 22%, 
2019년 30%나 증가하였다[9]. 또한 각 시·도에서도 스
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 시설을 앞 다투어 건설하고 있다
[10-12]. 

한편 이러한 산업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
직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체육계의 지원이 다소 부족하
다. 일례로 대학 운동부 특기생 중 스포츠클라이밍부를 
운영 중인 학교는 전무하다. 또한 대한체육회 등록 선수 
중 시·도 체육회, 경기단체, 시·도청, 공공기관으로 소속
된 선수는 단 한명도 없다. 다만 기업(노스페이스클라이
밍팀)으로 소속된 선수가 3명 있다. 이마저도 2012년 총 
15명의 선수가 기업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그 수가 증감
을 이어오다가 점차 줄어 2020년 3명의 선수만이 남아
있다[8]. 스포츠클라이밍팀을 운영하는 기업 수에 있어서
도 총 4개의 기업(노스페이스클라이밍팀, 아디다스클라
이밍팀, 코오롱스포츠 챌린지팀, 아이더클라이밍팀)이 있
었으나 2020년 현재는 1곳만 남아있다[8]. 

또한 스포츠클라이밍은 타 올림픽 종목과 다르게 단독 
협회가 없으며, 대한산악협회 산하의 스포츠클라이밍 위

원회에서 선수 관리 및 대회 등을 주관/관리하고 있다. 
학술연구에 있어서도 양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생리학/심리학 등에 치우쳐 있어 다양성이 부
족하다. 특히 스포츠클라이밍의 역사와 현황 등에 대하
여 인용할 수 있는 학술논문 자체가 다소 부족하여 이 부
분에 대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만 다양한 분야의 후속 
연구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술지에 게재된 선행연구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스포츠생리학 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의 피로회복과 혈중스트레스 개선을 위한 순환식 
트레이닝 효과[13], 10주간의 스포츠클라이밍이 비만 노
인 여성의 신체구성과 주요 생활습관병 지표에 미치는 
영향[14], 스포츠클라이밍의 등반 방향에 따른 상·하지의 
근활성도 비교 분[15] 등과 같이 스포츠클라이밍의 참여
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리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클라이밍과 ICT기술의 융합적 연
구도 흥미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스크린 
클라이밍 게임[16],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스포츠클라
이밍 훈련 시스템의 적용 및 사용자 평가[17], 전통적인 
스포츠클라이밍 수업 개선을 위한 공간증강현실 기반 
CCA 적용 효과 검증[18] 등과 같이 스포츠클라이밍에 
ICT기술을 적용하여 스포츠클라이밍의 산업적 확대 및 
저변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
다. 이외에도 클라이밍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9-21]. 

반면 스포츠클라이밍과 관련된 스포츠사학 혹은 발전 
방향,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학술지에 게재된 논
문을 위주로 본다면 연구의 양은 더욱 부족하다. 타 올림
픽 종목에 비하여 아직은 비인기 종목인 스포츠클라이밍
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기초연구 또한 필요하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1) 국내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취합하여 역사 및 현황을 분석하고 (2) 이
를 바탕으로 스포츠클라이밍의 발전을 위한 융합적 방안
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은 국내·외 학술논문 자료, 
단행본, 간행물, 신문 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



스포츠클라이밍의 역사, 현황 및 융합적 발전 방안 181

헌분석 방법(Text Analysis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
러한 문헌분석방법은 스포츠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사
용된 바 있다[22,23]. 1차 자료는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위주로 포함하였다. 2차 자료는 단행본, 
간행물, 신문과 같은 각종 미디어 자료와 관련 스포츠단
체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이
상의 접근 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의 목적에 맞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
하였다. 

3. 결과

3.1 역사 및 현황
3.1.1 정책
국내에서 산악이 스포츠로서 체계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은 1962년 대한산악연맹(이하 대산련)이 창립되면서 
부터이다[24]. 대산련은 1966년 문교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1999년에 이르러서는 대한체육회로부
터 정가맹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24].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로 활동하면서부터 대회의 개최 및 선수 관리 등이 
한층 더 틀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대산련에서는 정관 제
8장 41조에 의거 하여 스포츠클라이밍 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여 스포츠클라이밍과 관련된 실무를 맡아서 주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산련은 단체장의 공석이 이어지고 각종 
분쟁, 파벌싸움 및 재정 악화 등이 발생하면서 대한체육
회로부터 관리 단체로 지정되었다[25]. 이로 인해 대한체
육회 관리위원회는 대산련의 대의원총회와 이사회 기능
을 포함하여 법제·상벌과 사무처 기능, 기타 정관에 규정
된 사업 등을 대신 운영하고 있다[25]. 대산련 뿐만 아니
라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자기 
이익 추구적인 사업 확장 및 조직과 인력의 방만한 운영 
등의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26]

이 같은 조직 운영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산련에서
는 스포츠클라이밍 보급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
행해 왔다.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와 함께 “행복나눔 스포
츠클라이밍교실”을 운영하여 스포츠클라이밍의 보급과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신체발달 및 도전정신을 함양시키
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연간 3천여 명의 소외계층 청
소년들이 무료로 참여하고 있다[27].

대산련에서는 비대면 교육 컨텐츠의 제작과 보급에도 
노력 중이다. 2017년 빙벽등반기술 영상 컨텐츠를 제작
하였으며, 2018년에는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인 김자
인, 사솔, 천종원 선수가 출연하는 “스포츠클라이밍 바이
블” 영상 교육 컨텐츠를 네이버와 함께 제작 보급하였다[27].

대산련에서는 스포츠클라이밍과 관련된 자격시험도 
주관하고 있다. 대산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
는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및 유소
년스포츠지도사에서 등산 종목과 1·2급 전문스포츠지도
사에서 산악 종목의 자격시험을 주관한다[28]. 이 자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
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각 스포츠 종목별
로 발급하고 있는데, 스포츠클라이밍에 있어서는 등산 
혹은 산악이라는 종목명으로 실시되고 있다. 단 장애인
스포츠지도사에서는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이 포함되어 있
지 않다.

대산련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자격으로는 루트세
터 자격증이 있다. 루트세터는 스포츠클라이밍에서 사용
되는 인공암벽에 설치하는 홀드의 위치, 모양 및 크기 등
을 바탕으로 클라이밍 루트를 개발 혹은 세팅하는 역할
을 한다[9]. 대산련에서 발급하는 루트세터 자격요건은 
대산련 가맹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서 만 20
세 이상이며 3년 이상 스포츠클라이밍 선수 및 관련 분
야에 참여한 경력이 필요하다[24]. 

스포츠클라이밍과 관련된 민간 자격증으로는 대한스
포츠클라이밍협회에서 발급하는 등록 민간자격인 스포츠
클라이밍 지도사 자격증이 있다.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
회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니며 민간단체이다.

이외에 자격증 과정은 아니지만, 국립등산학교에서 
2019년 스포츠클라이밍 지도자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총 2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29,30]. 2020년에도 2
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29]. 다만 자격증은 발급하지 
않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클라이밍과 관련한 실
무, 자격 과정, 대회 등을 총괄하는 협회는 대한산악연맹
과 산하의 스포츠클라이밍 위원회이다. 최근 산림청과 
산하의 국립등산학교에서도 스포츠클라이밍과 관련한 교
육 등을 실시하며 스포츠클라이밍 성장에 역할을 하고 
있다. 스포츠클라이밍은 경기의 승패를 바탕으로 한 스
포츠와 체육의 영역에도 포함되며, 알피니즘을 바탕으로 
한 산림여가로서 산림청과 관계 기관의 영역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넓은 확장성을 바탕으로 여러 활성화 방
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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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대회
국내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는 1980년대부터 틀을 갖

추고 전국규모의 대회가 이루어졌다. 특히 대산련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한 제1회 전국암벽등반대회가 1981년 5
월 9일에서 11일 사이 북한산 인수봉에서 개최되었다
[31]. 이 대회에서는 현재 스포츠클라이밍에서 사용하는 
인공암벽이 아닌 자연암벽 대회로 진행되었으며 총 64명
의 선수가 출전하였다[31]. 

Title Year Rock type

National rock climbing competition 1981 Natural rock

Sport climbing competition hosted by Daejun 
Leports 1990 The first 

artificial rock

National sport climbing competition 1991 Artificial rock

Kolon cup sport climbing competition 1992 Artificial rock

Asia's first international sport climbing 
championship 1992 Artificial rock

The North Face cup national sport climbing 
competition 2003 Artificial rock

Ko Mi-Young cup youth sport climbing championship 2010 Artificial rock

National sports festival - the first men's sport 
climbing competition 2014 Artificial rock

High1 national sport climbing competition 2019 Artificial rock

National sports festival - the first women's sport 
climbing competition 2020 Artificial rock

Table 1. Brief History of Sport Climbing Competition

국내에서 최초로 인공암벽을 사용한 스포츠클라이밍 
대회가 열린 것은 1990년이다[32]. 이 대회는 대준레포
츠에 의하여 개최되었으며, 제1회 국제산악장비전이 열
린 코엑스 전시장 내에 인공암벽을 설치하여 경기가 진
행되었다[32]. 1991년에는 1985년부터 이어온 전국암
벽등반대회가 인공 암벽장에서 개최되면서 경기 명칭 또
한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로 변경되었다[33]. 1992
년에는 등산용품 브랜드인 코오롱 스포렉스가 총 1,080
만 원의 상금을 내걸고 “제1회 코오롱컵 스포츠 클라이
밍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로는 큰 금액의 상금을 통하
여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끌어냈
다[33]. 1992년 말에는 아시아 최초의 국제대회인 스포
츠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34].

이후 클라이밍이 전국체전의 정식종목으로 포함되어 
경기가 개최된 것은 2014에 이르러서부터이다. 남자 클
라이밍은 2014년부터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포함되어 
경기를 치러오고 있으며, 여자 종목은 2020년 리드 종목
이 정식종목으로 포함되었으며 볼더링 종목은 2021년부
터 신설될 예정이다[35]. 

Year Name Country Rank
2016 Kim Han Wool Korea Lead (men) 13

Kim Ja In Korea Lead (women) 3
Chon Jong Won Korea Boulder(men) 4

Sa Sol Korea Boulder(women) 10
2017 Kim Han Wool Korea Lead (men) 8

Kim Ja In Korea Lead (women) 2
Chon Jong Won Korea Boulder(men) 1

Sa Sol Korea Boulder(women) 12
2018 Min Hyun Bin Korea Lead (men) 5

Kim Ja In Korea Lead (women) 3
Chon Jong Won Korea Boulder(men) 7

Sa Sol Korea Boulder(women) 12
2019 Kim Han Wool Korea Lead (men) 31

Seo Chae Hyun Korea Lead (women) 1
Kim Ja In Korea Lead (women) 8

Chon Jong Won Korea Boulder(men) 4

Table 2. IFSC Climbing World Cup ranking

현재 가장 큰 스포츠클라이밍 전국대회는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대회와 전국체육대회 산악 (스포츠클라
이밍) 종목이 있다. 또한 고미영컵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
라이밍대회, 노스페이스컵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 하
이원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회장배 전국 청
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등이 그 권위와 경기실적을 인
정받고 있다[36]. 한편 생활체육대회도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시도 단위의 생활체육대회에서 스포츠클라이밍 종
목을 개최중이다.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규
모 생활체육대회인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등산종목
만 개최되고 있으며, 스포츠 클라이밍 종목은 아직 포함
되지 않고 있다. Table 1은 대표적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를 정리한 것이다.

짧은 스포츠클라이밍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수들
은 국제대회에서 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 (IFSC)에
서 개최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클라이밍월드컵
(Climbing World Cup) 대회에서는 한국 선수가 꾸준
히 상위에 입상하고 있다[37]. 김한울, 천종원, 민현빈, 
김자인, 사솔 등의 선수가 리드와 볼더링 종목에서 매년 
높은 성적을 내고 있다. 현재까지의 경기실적을 바탕으
로 한 세계랭킹에서도 국내 선수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자 세계랭킹 26위 민현빈, 36위 김한울을 비롯
하여 여자 세계랭킹 37위 사솔, 75위 김자인이 있다. 신
예 서채현 선수는 2019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스포츠클라이밍 역사를 이어갈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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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0년 클라이밍월드컵 대회는 서울 용마폭포공원
에서 개최가 확정된 만큼[38], 국내 선수들의 기량 향상
과 국제 대회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9-10월 중에 개최되는 것으로 연기 
되었다). Table 2는 국내 선수의 최근 IFSC 클라이밍월
드컵 세계랭킹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스포츠클라이밍은 선
수층이 넓지 못하다는 약점이 있으며, 특히 스피드 종목
에서 활약 중인 선수가 많지 않다. 1년 연기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리드, 볼더링, 스피드의 3종목을 모두 
숙달해야만 입상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피드 종목에도 관
심이 필요하다[37]. 단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리드와 
볼더링을 합산한 콤바인 방식과 스피드 종목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6]. 스피드종목에 대한 약점은 선수 스
스로도 우려하는 부분으로, 김자인 선수의 인터뷰 내용
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39].

Table 3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스포츠클라이밍 선
수현황[8]이다. 13-19세 이하, 대학, 일반부, 기타 모두
를 합하여 768명이 등록되어 있다(2020년 8월 기준). 

Type ≥13 16≤ ≥19 College Company etc. Total

Men 51 37 45 25 3 325 483

Women 49 34 28 7 3 164 285

768

Table 3. Number of registered players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특기생 중에서 스포츠클라
이밍 엘리트 선수를 육성 중인 학교는 전무하다. 이는 대
학 또한 다르지 않다. 대학의 운동부 중에서 스포츠클라
이밍부를 운영 중인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으며, 대부분 
산악부와 같은 동아리 형태로 스포츠클라이밍에 참여 중
이다. 다만 한국체육대학교에서 2021학년도 스포츠클라
이밍 체육특기자 전형을 신설하여 모집 중이다. 즉 스포
츠클라이밍 종목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엘리트 선수층이 
상당히 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3 시설
국내에 설치된 최초의 인공암벽은 1988년 서울 서초

구 서초동에 폭 5m, 높이 4m로 조성된 “살레와 월”이다
[40].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 시설은 큰 비용이 투입되
어야 하지만 스포츠클라이밍의 인기와 발전 가능성에 따
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최근 인공암벽을 건설하고 있다
[10-12]. 경북 김천시는 19억 원을 투자하여 김천종합스

포츠타운에 18m 높이의 인공암벽장을 2020년 7월 개관
하였다. 김천시는 이 시설을 바탕으로 국내⋅국제 스포
츠클라이밍 대회를 유치하고 스포츠산업을 육성하여 스
포츠 특화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10]. 경기
도 양편군은 대산련과 협약하여 2023년까지 국내 최초
의 클라이밍 파크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클라이밍 파크
는 1만 6,000여 평 규모로 인공암벽과 인공빙벽 및 실내 
클라이밍 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시설로 구성될 예
정이다[11]. 서울시 은평구는 2019년 10월 북한산을 형
상화한 디자인의 은평인공암벽장을 개관하였다[12]. 사
업비는 총 23억으로 높이 16.7m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개관기념으로 제20회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생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하였다[12].

전국에 설치된 공공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의 통계는 
Table 4와 같다. 통계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
한 “2019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이며[41], 인공암벽 
시설은 기타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는 
공공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이 상당수 누락 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서울을 보면 인공암벽 시설이 중
랑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과 영등포 스포츠클라이밍 경
기장으로 총 2곳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한강 공원에서만 
2개(강서, 뚝섬)의 추가 공공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이 존
재한다. 이처럼 누락된 시설이 전국적으로 다수 있다. 공
공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국
민생활체육 참여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국민들이 생활체
육을 참여하는데 있어서 이용하는 시설의 상당수가 공공 
체육시설(50%)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공 체육시설로서의 
인공암벽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42]. 

Region N Region N Region N

Seoul 2 Gangwon 2 Ulsan 1

Busan 3 Chungbuk 1 Sejong 1

Daegu 2 Chungnam 2 Gyeonggi 15

Inchon 0 Jeonbuk 4 Gyeongsangnamdo 6

Gwangju 1 Jeonnam 1 Jeju 2

Daejeon 0 Gyeongsangbukdo 3 Total 46

Table 4. Number of the public climbing facilities

한편 사설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294
개로 파악된다[43]. 국내에서 상업 스포츠클라이밍 시설
이 최초로 운영된 것은 1989년 마산의 “악동이 인공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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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며, 뒤를 이어 1990년대 초반까지 노량진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정승권 클라이밍 아카데미, 기보산장 인
공암장 등 15개의 사설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이 연이어 
개장되었다[33]. 2009년에는 국내 등산용품 브랜드의 매
출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는 노스페이스와 K2가 각각 스
포츠클라이밍 시설을 개장하였다. 특히 K2가 성수동에 
오픈한 스포츠클라이밍장(Climbing & Fitness Center)
은 수도권 최대 규모로 전체면적 302.5평에 높이 12m
로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시설[33]을 갖추었으나, 현재
는 안타깝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
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등록체육
시설업 혹은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자
유업종으로 분류되며 체육시설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체육시설은 관리상의 허점이 발생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코로
나19 사태에 있어서 탁구장에서의 감염 전파가 있었다
[44]. 탁구장은 체육시설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자체의 관리대상이 아니며, 방문자 명단 작성과 
각종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것이다[44].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
록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3.2 발전 방안
3.2.1 정책
앞서 살펴본 스포츠클라이밍의 역사와 현황을 바탕으

로 스포츠클라이밍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
자 한다. 스포츠클라이밍은 올림픽 정식종목에 포함되었
음에도 타 종목들에 비하여 체육계의 지원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거의 모든 올림픽 종목이 대한체육
회 산하에 단일 협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은 대한산악연맹 산하의 스포츠클라이밍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물론 대한산악연맹이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로 지정되어 있지만 스포츠클라이밍이 하나의 단일 
종목으로 직접 협회를 구성하고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
로 운영되는 것이 종목의 발전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서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대한체육회 산하
에서 주관하는 경기 종목명으로 스포츠클라이밍이 명시
되어 있지 않고 “산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또한 타 
종목과 비교하면 다른 부분이다. 산악에는 트레킹, 자연
암벽 등반, 인공암벽 등반, 아이스 클라이밍 등 다양한 

종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악이라는 대분류로 종목 명을 
표시하는 것보다 세부 종목 명으로 관리하는 것이 각각
의 종목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올림픽 종목으로 
스포츠클라이밍이 선정된 만큼, 대한체육회의 경기 종목 
명도 스포츠클라이밍으로 정확히 변경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국제산악연맹(UIAA, Un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Alpinisme)과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 
IFSC)을 각각의 협회로 분리하여 운영 중이다. IFSC는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스포츠클라이밍과 관련한 국제 
경기 규정의 제정, 선수 관리, 대회 개최 등을 주관하고 
있다[37]. 즉 알피니즘에 기반한 정통산악등반은 국제산
악연맹이 주관하며, 경쟁과 승패를 바탕으로 한 대표적
인 경기스포츠인 스포츠클라이밍은 국제스포츠클라이밍
연맹이 주관하는 것이다[45]. 이렇게 스포츠클라이밍을 
정통산악과 별도로 협회를 조직하여 경기스포츠에 맞도
록 체계적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타 국가에서도 올림픽
을 겨냥하여 이미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의 체계를 발전시
켜나가는 중이다. 미국의 경우도 스포츠클라이밍 단일 
종목 협회(USA climbing)가 구성되어 미국 올림픽위원
회(USOC, U.S. Olympic Committee) 산하에서 업무
를 주관하고 있다[46]. 

한편 스포츠클라이밍이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된 중요
한 시기에 관련 협회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
산악연맹 내에서 각종 분쟁과 파벌싸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39]. 이러한 혼란한 시기를 오히려 스포츠클
라이밍 단일 협회를 구성하고 체계를 다잡을 수 있는 기
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대한체육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 되었다. 대한
체육회는 대한산악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운영을 
대신하고 있는데[39], 이것을 기회로 스포츠클라이밍계
가 한층 더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스포츠클라이밍의 발전에 있어서 대한산악연맹
의 재정 건전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한체
육회 보조금 이외에 기부금 및 사업수익과 같은 자체 수
입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47]. 일례로 미국대학
체육협회의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TV중계권료, 대회 입
장료, 출판물 판매, 스폰서십 및 라이선싱 등과 같은 다
양한 자체수입의 비중이 높다[48]. 미국대학체육협회 전
체수입에서 지원금과 기부금은 약 7%를 차지하지만 앞
서 서술한 자체수입은 총 80%를 넘어선다[48]. 이처럼 
대한산악연맹에서도 스포츠클라이밍과 관련된 다양한 수
익사업과 스포츠 마케팅적 관점을 도입하여 자체수입의 
비중을 높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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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스포츠클라이밍과 관련된 자격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일한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증인 생활스포츠지도사 및 
전문스포츠지도사에 있어서 각각 “등산” 및 “산악”이라
는 이름으로 발급되고 있어, 스포츠클라이밍이라는 종목 
명조차 정확히 명시되고 있지 않다[28].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 종목명과 마찬가지이다. 
현재 등산 및 산악으로 분류되는 경기 종목은 스포츠클
라이밍 경기만을 의미한다. 큰 틀에서 볼 때 원론적으로 
등산 및 산악에는 스포츠클라이밍 뿐만아니라 아이스클
라이밍, 락 클라이밍(자연암벽 등반) 등과 같은 다른 종
목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명확하게 각 종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생활스포츠
지도사 및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의 종목 명을 “스포츠
클라이밍”으로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올림픽 정
식 종목명인 스포츠클라이밍으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민간 자격증으로는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에서 
발급하는 스포츠클라이밍 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나, 현재 
대한산악연맹과 마찰이 있다[49]. 대한산악연맹에서는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에 대하여 영리 목적의 자격증 
발급 업체란 지적과 함께 민간자격 허위광고 자료를 수
집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
혔다. 또한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는 사단법인이나 체
육단체가 아니며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업체라 밝혔다. 
이에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에서는 발급 중인 민간자격
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합법적 자격 과정이라 반박하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대한산악연맹에서는 스포
츠클라이밍 자격증을 직접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증에서도 스포츠클라이밍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산악”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되고 있
어, 민간자격증이 스포츠클라이밍이라는 이름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
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스포츠클라이밍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산림청과 산하 기관인 국립등산학
교 등이 대한체육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림스포
츠지도사 과정을 진행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자격요건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
급하는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증 중 산림레포츠 유사종목
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증에서 등산 및 
산악 종목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자격요건을 충
족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클라이밍 전문 인력의 취업 
영역이 한층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자격은 최근 증
가하고 있는 각종 산림 레포츠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
영에 맞추어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
되었으며 2020년 8월부터 제1회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 
자격은 개정된 “산림휴양법”에 근거하며 총 75시간(이론 
53시간, 실습 22시간)의 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이 부여
된다. 산림레포츠 지도사는 전국에 산악승마, 산악자전
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
톤,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로프 체험시설 등에서 지도
자로 채용될 예정이다. 

3.2.2 대회
국제대회에서 최초로 인공암벽이 사용된 것은 이탈리

아에서 개최된 1988년 제4회 스포츠로씨아(Sportroccia) 
대회이다[50]. 반면 국내에서 인공암벽을 사용하여 대회
를 개최한 것은 1990년[31]으로 그 시작은 국제적 흐름
에 비추어 늦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스포츠
클라이밍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아 정부나 
체육계의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
다. 예를 들면 스포츠클라이밍이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포함된 것도 2014에 이르러서 부터이며, 특히 여자 볼더
링 종목은 아직도 전국체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35]. 
대회 진행에 있어서도 현재는 대한산악연맹의 스포츠클
라이밍 위원회에서 스포츠클라이밍 및 아이스클라이밍 
(드라이툴링 포함)모두를 주관하고 있다. 이를 세분화하
여 스포츠클라이밍과 아이스클라이밍으로 분리하여 각각 
주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스포츠클라이밍이 최근 올릭픽 종목으로 선정되며 관
심을 더해가고 있으나, 타 인기종목 스포츠에 비하면 충
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체계
적이고 완성도 높은 대회 개최/진행을 위해서는 대한산
악연맹 및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다방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에
서 지속적으로 스폰서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현
재에도 코오롱스포츠가 “고미영컵 청소년 스포츠 클라이
밍 대회”를 후원하며[51], 노스페이스가 “노스페이스컵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후원[52]하고 있지만, 더욱 
많은 스폰서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또한 대회 개최에 있
어서 각 시·도와의 협조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얻는 방안
도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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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NS 등을 활용한 대회 중계와 관련 콘텐츠 제작
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스포츠클라이밍 관련 소
셜미디어 시청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IFSC 2019 
연간보고서[6]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하여 스포츠클라이
밍 월드컵관련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시청한 시청수가 
1,268,2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적 시청 
수는 2018년 대비 53.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경기장에서 관람한 총관객 수 약 7만 명보다 훨씬 많
은 수이다. 스포츠클라이밍은 경기장의 특성에 의하여 
관객석이 잘 갖추어진 경기장도 찾기 어려우며 또한 많
은 관객이 동시에 관람하기도 힘든 점이 있다. 이러한 단
점을 온라인 생중계 등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특히 공중파를 통하여 중계하기 위한 비용과 절차
에 대비하면 유튜브 중계 등은 매우 저렴한 예산으로 가
능하다.

국제적인 대회 개최와 선수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제경
기 방식에 맞는 훈련과정과 경기 운영 또한 필요하다. 특
히 올림픽 경기에 대한 준비가 다소 부족하다. 올림픽 스
포츠클라이밍 종목에서는 세부 종목인 리드, 볼더링, 스
피드의 3가지 종목에 대한 전반적 훈련이 필요하다. 현
재 국내선수 중 국제적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 중에
서도 3가지 종목에 대하여 전반적인 경기력을 갖춘 선수
가 드물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특정한 1개 
종목만 뛰어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변화하는 규정에 대
한 확인도 필요하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리드와 
볼더링을 합산한 콤바인 방식이 따로 진행되며 스피드 
종목은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이다[6]. 즉 2020년 올림픽
을 목표로 하는 선수에 대한 훈련과 2024년 올림픽을 준
비하는 선수는 각각의 특화된 선수 선발과 훈련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리드와 볼더링 어느 한 종목만 
뛰어난 선수보다, 리드와 볼더링 두 종목 모두 적절한 경
기력을 갖춘 선수가 입상권에 더욱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수층 확대를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의 특기생 선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 
산하 타 가맹 종목들과 다르게 스포츠클라이밍은 대학 
특기생 운동부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행인 것
은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경기지도학과에서 스포츠클라이
밍 전형으로 특기생 2명을 최초로 모집하고 있다[36]. 미
국의 경우, 260여개 학교에서 스포츠클라이밍 팀을 결성
하여, 전미 클라이밍 협회(USA Climbing)에 등록되어 
있다[53]. 또한 전미 클라이밍 협회에서 현재 스포츠클라
이밍을 전미 대학체육협회(NCAA,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의 정식 종목에 포함시키기 위하

여 노력중이다[36]. 국내에서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등에서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주관/개최한다면 대학 스
포츠로서 스포츠클라이밍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보다 많은 인재 발굴을 위하여 스포츠클라이밍, 
아이스클라이밍 등 세분화된 대회를 열어 클라이밍 자체
에 대한 선수층을 확대하고 종목 간 선수 이동을 통한 인
재 발굴도 가능할 것이다.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전반적 참여 인원의 확대는 잠
재 능력을 갖춘 선수 발굴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대
한산악연맹 등에서 주관하여 생활스포츠 대회를 활성화 
시키면 효과적일 것이다. 

3.2.3 시설
역사상 최초의 실외 인공암벽은 “셔먼 락(Schurman 

rock)” 으로 1938-39년 사이 건축되었으며, 미국 워싱
턴주 시애틀에 위치하고 있다[54]. 이후 1987년에 미국 
최초의 실내 클라이밍장인 버티칼 월드(Vertical World)
가 개장하였다[55]. 국내 최초의 인공암벽인 살레와 월이 
1988년에 설치된 것과 비교하면 국내 인공암벽 시설의 
역사는 미국과 비교하여도 늦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사설 스포츠클라이밍장은 2010년 230개, 2019
년 520개로 증가하였다[53]. 국내 사설 스포츠클라이밍
장은 2011년 97개에서 2018년 294개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43]. 미국과 한국의 국토 면적 및 인구를 고려
하였을 때 국내 스포츠클라이밍장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설 스포츠클라이밍장 관련 법규는 보완이 많
이 필요한 상태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에서 체육시설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체육시
설의 종류를 운동 종목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스
포츠클라이밍장은 등록 혹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되
지 않으며 운동 종목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는 스포
츠클라이밍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법률상 관리의 허점이 발생하는 
동시에 법률상 보호에도 허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이
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실내 체육시설에 
휴업을 권고하는 방역 조치에 나섰지만, 스포츠클라이밍
장과 같은 자유업종은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역 조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체
육시설에 지급하는 휴업 보조금의 대상에서도 스포츠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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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밍장과 같은 자유업종은 제외되었다[56]. 즉, 스포츠
클라이밍을 법률상 체육시설업으로 명시하고 관련 법률
이 적용되도록 개정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공공체육시설 중 스포츠클라이밍장에 대한 체계
적 관리가 필요하다. “2019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자료[41]에 의하면 기타체육시설로 분류된 스포츠클라이
밍장은 전국 46개로 집계되지만, 인공암벽장이 상당수 
누락되어 있다. 일례로 박미숙[33]의 연구에서 공공 스포
츠클라이밍장을 집계한 결과 99개로 나타났다. 즉 정확
한 현황파악은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이라 할 수 있으
나,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
차 스포츠클라이밍장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추후 “2020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
황” 작성에서는 전국 공공 스포츠클라이밍장에 대한 정
확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
를 들면 경북 청도군 운문산 군립공원 내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인공암벽장[57]은 전문 관리인력 부실로 
인하여 현재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인공암벽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배치는 반드시 필요한데, 스포츠클라이밍 전문가를 지역 
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듯하다. 현
재 각 지역 체육회별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고 있는
데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의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인력을 종목별로 고용 중이다. 다만 등산 및 산악 
종목의 전문인력 배치가 타 종목에 비하여 미흡한 것으
로 보인다. 일례로 171명의 일반생활체육지도자와 136
명의 어르신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체육회의 경
우 등산 및 산악 종목의 인력은 단 한명도 없다[58]. 등
산 및 산악 종목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여 공공체육
시설의 관리와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운영을 동시에 책임
지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안은 스포츠클라이밍 은퇴선수들의 새로운 직업경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도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암벽 설치에 대한 비용과 장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ICT 기술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공암벽에 스크린 기술을 적용하여 스크린 
스포츠로 스포츠클라이밍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59]. 이러한 시설을 공공체육시설로 보급하면 인공
암벽을 설치하는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스포
츠클라이밍을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는데 좋은 방법일 
것이다.

4. 결론

이 연구는 국내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취합하여 역사 및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
츠클라이밍의 발전을 위한 융합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최근 스포츠클라이밍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선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체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스포츠클라이밍 단일 협회의 구성이 필요하며 대한체육
회 산하 정가맹 단체로 지정하여 대한산악연맹과 분리하
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국가 체육지도자 자
격과정에 있어서도 “산악” 혹은 “등산”과 같은 모호한 종
목 명을 “스포츠클라이밍”으로 명확히 변경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스포츠클라이밍이라는 명칭을 선점하여 사용하
고 있는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증 이외에 민간단체에서 스포츠클라이밍 자격증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에 있어서는 선수층 확대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학교 특기생으로 스포츠클라
이밍을 종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학 운동부
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러한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성
장하여 각 생활스포츠지도자 및 전문스포츠 선수로 활발
하게 활동하여야만 대회의 활성화는 물론이며 스포츠클
라이밍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스포츠클라이
밍 경기장의 단점을 보완하고 관람객을 확대시키기 위하
여 온라인 중계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에 있어서는 공공체육 시설에 대
한 정확한 집계가 가장 필요하다. 공공체육 시설 관리주
체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먼저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현황파악을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더
욱 효과적인 발전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금을 투자하여 건설한 공공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에 대
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충원이 절
실하다.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에 있어서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인 “산악”과 “등산” 종목에 대한 인원을 확대 채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인력을 활용하여 공공 스포츠클라이
밍 시설의 효과적 관리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진행이 가
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논의 및 제한점
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스포츠클라이밍을 정책, 대회, 시설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각 분야별 범위가 방
대하여 내용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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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스포츠클라이밍 대한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연구 분야의 설정과 분석이 필요하다. 

끝으로,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은 대중
들은 스포츠클라이밍의 참여에 있어 부상과 안전사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스포츠클라이밍은 오히려 신
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13-15,19-21,60-63] 뇌졸중 환자들의 보조적 재활 수
단으로 활용[64]될 수 있을 만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
구나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이다. 이러한 스포
츠클라이밍에 대한 체계적 발전으로 엘리트스포츠로서 
뿐만 아니라 각광받는 생활스포츠로도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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