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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shing port was once the foothold of production as well as the stronghold of communities but with the declining

of the fishing industry, ports became abandoned spa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continued its effort to

vitalize marine tourism since 2010. Shinyang Port in particular is designated as a Prearranged Marina Port Development

Zone, and planning for the Jeju Ocean Marina City project is underway.

Nevertheless, fishing port remodeling projects implemented on Jeju so far have focused only on civil engineering such

as renovating old facilities. In addition, most Marina Port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irrelevant to local communities.

Leading projects by the local government mostly suffer from a lack of funding, which results in the renovation of old

facilities and improper maintenance, while private sector investment projects do not lead to benefit sharing with the community.

Shinyang Port, also renovated in 2008, ended up with outer breakwater extension construction that neither solved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site nor gave benefits to residents.

To arrange a way to solve problems for civil engineering focused development project, improper maintenance, and

benefit sharing with community, first, this study proposes a development plan that connects with the outlying areas near

the ports. The plan reflects existing topography, Jeju traditional stonewalls, narrow paths on the master plan and programs

by reading the regional context. In this way, this paper suggests a space development plan reflecting the local landscape

and characteristic factors. Second, it satisfies various needs by using existing and new Marine Tourism Resources. Third,

it examines sustainable oper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through residents’ participation.

The proposal is significant in two key ways: it is a fresh attempt at connecting the fishing port with its outlying areas

from a landscape perspective; and it considers environmental, social, economic issues, and suggests participation for local

communities. Thus, the model can be used in future fishing-port remodeling plans for revitalizing unused space, including

invaluable traditional landscapes, and for boosting the marine-leisure industry.

Key Words: Ocean and Costal Development, Marine Leisure, Waterfront, Regional Context, Recycle, Harbour, Fishing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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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과거 어항(魚港)은 어촌의 생산 및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수산업 여건변화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유휴공간이 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부터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특히 신양항은 마리나항만 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제주오션마리나시티 조성사업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시도와는 달리 이제까지 시행된 제주도내 어항 리모델링 사업들은 대부분 노후시설

을 개보수하는 토목사업 중심이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경관을 해치는 사례들도 다수 발생하였는데, 경관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관 주도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부족으로 투자가 저조하여

보강공사수준의 토목공사만 진행되거나 관리소홀이 문제되고 있으며,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금의 지역 환원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양항 또한 2008년에 리모델링을 하였지만 외곽 방파제 연장공사 수준으로 마무리되

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토목공사 중심의 개발, 공간의 관리소홀, 수익금의 지역 환원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리나항 건설을 통한 해양관

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본고에서는 첫째, 주변배후지를 연계한 개발계획을 제시하였다. 지역적 맥락을 읽고 현존하는

지형, 돌담, 길을 물리적인 계획에 활용하여 설계 및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경관 및 특성을 반영한

공간개발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해양관광자원의 개념을 정리 및 보완하고,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지역에 현존한

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해양관광자원을 도입하여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계획을 하였다. 셋째, 지역

주민의 운영관리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토목중심으로 시행되어왔던 어항 리모델링 계획을 조경적 관점에서 배후지와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 계획안

을 제안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환경․사회․경제적 이슈 고려 및 지역주민의 참여 등은 이후 유사한 어항 및 수변공

간 리모델링 계획 시 주안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연안 개발, 해양레저, 수변 공간, 지역적 맥락, 재활용, 항구, 어촌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부터 ‘제주해양관광특성화 5개년 계

획’을 시행하며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왔

다(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1). 특히 신양항

은 2012년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마리나항만 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14년 6월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이

하 JDC)를 중심으로 제주오션마리나시티 조성 사업계획에 착

수하며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관광활성화 노력과는 달리 이제까지 시

행된 도내 어항 리모델링 사업들은 대부분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는 토목중심의 사업이었다. 신양항 또한 2008년에 리모델링

이 되었지만 외곽 방파제 연장공사 수준으로 마무리되어 근본

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제주도내 마리나항 개

발은 지역사회와 무관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금의 지역 환원이 되지 않아

지역사회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무분

별한 개발로 지역경관을 해치는 사례들도 다수 발생하였는데,

경관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어 그 문제

가 더욱 심각하다.

관주도사업의경우에는예산부족으로투자가저조하여보강

공사수준의 토목공사만 진행되거나 관리소홀이 문제되고 있다.

어항 리모델링은 사업 시행 시 연안의 해안생태계 오염을 해

결하기 위한 환경문제에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많은 관계자와

의 합의가필요하다(Millspaugh, 2001). 이때문에최근 대규모

리모델링을 포함한 도시개발은 사업의 실행가능성 및 지속성

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민간 자원과 자본금을 통합하는 경향을

보인다(Huang and Kao, 2014). 이와 더불어 어항 리모델링에

서 간과하지말아야할 부분은 어항의 이미지 개선이선도되어

야한다는 것이다. 어항이 유휴화, 노후화되었다는 부정적 이미

지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소요가 큰 항구재개발에 관한 새로

운 투자를 막게 된다. 이는 민간건설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의 공공기반시설 투자까지 막는 결

과를 초래한다(Millspaugh, 200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리나항 건설을 통한 해양관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주변배후지를

연계한 개발계획을 제시하였다. 지역적 맥락을 읽고 현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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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돌담, 길을 물리적인 계획에 활용하여 설계 및 프로그램

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경관 및 특성을 반영한 공간

개발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해양관광자원의 개념을

정리 및 보완하고,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지역에 현존한 자원

을 활용하고 새로운 해양관광자원을 도입하여 다양한 이용자

의 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계획을 하였다. 셋째, 지역주민

의 운영관리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

하였다.

본 연구는 토목중심으로 시행되어왔던 어항 리모델링 계획

을 조경적 관점에서 배후지와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 계획안을

제안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환경․사회․경제적 이슈 고

려 및 지역주민의 참여 등은 이후 유사한 어항 및 수변공간 리

모델링 계획 시 주안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고찰 및 계획요소 도출

1. 어항의 개념 및 역할

1) 어항 및 마리나의 정의

어항(漁港)이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4)의

정의에따르면, 천연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수산업 근거

지이고,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으로

나뉜다1). 또한, 마리나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으나, 해양스포츠와 해양휴양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 시설

집적지의의미로쓰이고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4).

2) 어항의 기능과 역할

어항은 해수면과 어촌공간을 연계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하나의 산업관광시설로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하다. 관광활

동은 해양스포츠, 낚시, 유람활동 등이 가능한 해수면, 자연

및 사회인문 관광자원을 갖는 배후어촌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이제까지의 어항은 경제성,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여

시설량확보에 주력했다. 하지만 사회여건의 변화에따라녹지

도입을 통해 어항주변을 보다 매력적이고 친근하게 만들려는

사회적요구가높아지고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4). 이러한 요구에 맞게 추후 어항개발계획은 관광, 자연학

습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

3) 어항의 공간구성 및 시설

어항은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시설이기에 환경시설 등의 용지

도 고려해야 하며 어항시설용지의 규모와 배치는 어항에서의

어업활동이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계획하여야한다. 어항시

설용지는 각종 어항시설을 위한 부지를 말하며2), 크게 어선어

구보전시설, 수산기능시설지원시설, 이용자편의시설, 어항환경

정비시설, 친수관광시설로 구분한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4).

Planning Manual for Port and Fishing Port(2014)에서 제시

한 어항과 마리나 관련시설 및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기

준으로 각각의 시설을비교하여 어항과 마리나의 공유 가능 시

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곽시설(방파제, 호안), 상하가

시설(선양장), 작업용 시설(수리시설), 보급시설(급유, 급수, 급

전시설), 관리운영시설(통신 및 감시 시설), 안전시설(항로표

지, 등대). 어항과 마리나항의 시설을 비교해 본 결과, 일부시

설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동일한 시설을 이용하므로 어항 리

모델링 시에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4) 어항 개발의 이해관계

본 연구의 대상지인 신양항은 지방어항으로 이용범위가 지

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가 되는 어항이다. 어항과 연안

이라는 대상지의 특성상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논의가 필요

하다.

지방어항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시도지사이고 관리청은 시

장이다(Fishing Villages and Fishery Harbors Act, 2014). 더불

어 해양관광활성화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JDC가

개발계획을 진행하며, 관리는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어 지방어

항의 리모델링 및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3개 주체의 동의

및추진이필요하다. 마리나항 개발은 주로 민간이 시행하므로

개발방향과 구체적인 물리적 계획에 대해서는 민간주체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연안 해양생물의 소유 및 이용은 주로 고성

리 어촌계가 담당하고 있어 해양생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도

입 등을 위해서는 어촌계의 동의도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항

구와 연안 등 개발로 인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단체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Bassett et al.

(2002)가 브리스톨의 예를 들며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양

항은 이처럼 어항 리모델링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며 개발

을 추진하는 과정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를 고려

한 계획이 필요하다.

2. 어항 리모델링의 개념 및 선행연구

1) 어항 리모델링의 정의

어항 리모델링의 정의는 아직까지 국내에 통용되는 개념은

없다. 리모델링은일반적으로 건축분야에서 건축물의 외관 및

내부를 변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외부환경을 다루는 조경분

야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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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리모델링과 개념이 유사한 항만 리모델링에 관한 정의

가 포함된 Song and Chun(2003)의 연구에서는 항만 재개발,

항만기능재배치, 항만개조, 항만보수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Song and Chun(2003)의개념중 ‘항만재개발(Redevelopment)3)’

의 개념과 어촌․어항법 제19조의 ‘어항기본사업4)’이 본 연구

의 어항 리모델링 개념과 가장 유사하다.

어항 및 수변공간 재개발 관련연구에서 사용한 유사한 용어

에는 수변공간 재개발(waterfront redevelopment, Gospodini,

2001: Vayona, 2011), 수변공간 재생(waterfront regeneration,

Wood and Handley, 1999), 수변공간재활성화(waterfront revitali-

zation, Goodwin, 1999), 수변공간재구성(waterfront restructuring,

Pomeroy, 1990)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ong and Chun(2003)과국제적으로널리쓰이

는 Vayona(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수변공간 재개발’의 개념

을 차용하여, 어항 및 수변의 개발된 공간을 업무, 주거, 여가, 관

광기능을균형있게만드는활동을어항리모델링으로정의한다.

2) 어항 리모델링 관련 선행연구

Lee(2008)는 제주도의 18개 지방어항을 중심으로 다기능 어

항개발 가능성을 고찰하였으나 각 어항의 개발방향 제시와 구

체적인 계획 및 적용방안은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했다. Kim

and Hong(2006)과 Cho et al.(2007)은 다기능 어항에서의 마

리나 배치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인근 연안 및 관광지와의 연계

성이 부족했고, 물리적인 마리나 시설배치계획 외에 프로그램

이나 관리운영에 관한 제안은 부족했다. Park et al.(1995)은

어촌개발은 생활공간인 어촌, 생산 공간인 어장, 그리고 두 공

간의 결절지인 어항을 연계하여야함을 지적하며 각 고유 영역

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어촌관광사업을 제안했다. Bae(2007)는

어항이용실태를 검토하고 시설별 리모델링 개발방향을 제시하

며 체계적인 어항개발 기본방향 및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안했

으나 연구의 제안이 어항의 시설적인 측면에 치우쳐 배후지와

의 물리적 연계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어항 내 마리나 시설을 배치하거나 어촌활

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기능을 추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

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기존 어

항시설에 마리나 시설의 도입만을 제안하거나, 어촌활성화의

제안에서는 물리적 연계없이 프로그램 제안 수준에서 연구가

마무리되어 어항을 둘러싼주변의 수변공간이나 배후지 및 인

근 관광지와의 연계에 대한 물리적, 프로그램적인 제안이 부

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항의 시설 리모델링과 더불어 배후지

와 인근 해양관광 거점과 어촌을잇는 통합적인 환경계획안 및

프로그램계획을 제안한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어항 리모델링과 이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해양관광자원

1) 해양관광의 개념

해양관광의 정의는학자마다 다르며, Orams(1999)에 의하면

해양관광이란 해양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이며, 활동형, 자연형, 사회․문화형, 특정 이벤트형으로 구분

하였다. Hall(2001)은 해양과 해변지역에서 발생하는 레크리에

이션 활동을창출하는 관광과 레저의 모든범주를일컫는말로

사용하였다. Kim(2007)은 해양과 도서, 어촌, 해변 등 공간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목적의 모든 활동이라하였다. Park et

al.(1995)은 해안선에 인접한육지와 도서, 바다의 공간에서 발

생하는 모든 여가․관광행위를 해양관광이라 하였다.

해양관광은일반적으로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의

미하고, 공간과 활동 측면을 모두포함해야 한다. 종합하면, 해

양관광이란 ‘바다라는 공간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관광․레저

등의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해양의 경관자원을

활용하며 레저 및 관광을 즐기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부터 해양

레저 및 체험활동을 하며 관광․레저를 즐기는 적극적인 의미

까지 폭넓게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다.

2) 해양관광자원의 개념

해양관광자원이란 해양자원 중 관광자원의 성격을 지닌 대

상을 의미한다(Jung and Lee, 2004). 해양관광자원의 성격은

해양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관광자원의 성격과 그 맥

락이 같다. 해양관광자원은 관광욕구나 관광동기를 일으키게

하는매력성을 지니고 있고, 관광객의 행동을 유인하고, 관광개

발을 통해서 관광대상이 되며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이다. 또한, 자연, 인문, 유․무형 자원 등 그범위가폭넓고 다

양하며 사회구조 및 시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며 보존 및

보호가 필요하다.

3) 해양관광자원의 유형

해양관광자원별 유형은 해양의 자연자원인 해수욕장이나 해

안 경관지 등을 이용하여 경관미와 위락적 기능을 활용하는 자

연자원형과 사회문화적․산업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활동을 하

는 인문자원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는 세부적으로 사회문

화적자원과 산업자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Kim, 2007).

Kim(2007)의 차용하여 해양관광자원의 유형을 크게 자연자

원과 인문자원으로 나누고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관자원을 추

가하여 경관을 활용한 해양관광을 추가로 설명하고 이를 계획

에 반영하고자 한다. 해양경관자원은 크게 자연경관과 사회문

화경관으로 나눌 수 있다(Table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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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tourism

resources
Resources Activities

Natural resources Beach, fishing spots
Swimming, leisure

activities

Artificial

resources

Industrial

resources

Marina, fishing port,

coastal fisheries, fishing

boats

Fishing, shopping for

seafood, leisure activities

Sociocultural

resources

Marine related museum,

local event, fishing village

Event participation,

visiting marine related

museums

Marine

landscape

resources

Natural

landscape

Strange rocks near coast,

beach landscape

Yachting, going aboard a

cruise ship, walking and

sightseeing

Sociocultural

landscape

Fishing village landscape

& streetscape
Storytelling tour

Table 1. Marine tourism resources

4. 커뮤니티연계와 지역 활성화

성공적인 어항 및 수변공간 리모델링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를 위해서는 노후화 시설을 정비하고 해양생태계 보호시설을

추가하여 연안의 어촌계 소유 어패류등의 자산을 보호하는 부

수적인 이득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윤창출을 포함한 이익이 지

역사회에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Vayona, 2011).

최근 어항 및 수변공간 재개발 관련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면

을우려하는경향이있다.Wakefield(2007)는수변공간 재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와 더불어 노동계급의커뮤니티가 재개발 사업에

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Walker(2015)은 불필요

한 사업의 연장이나추가비용을줄이기 위해 정부와커뮤니티

간의 합의와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변공간 재개발에 있어 지역사회의 목소리에귀를 기

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Hoyle

(2000)의 연구에서는 캐나다 항만의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커

뮤니티 그룹을 공식적, 비공식적, 공간 중심 그룹, 이슈 중심 그

룹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공간의 변화와 커뮤니티그룹 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Vayona(2011)는 그리스의 테

살로니키 항을 중심으로 6개의 항구 재개발 모델을 이용하여

선호도 조사를 시행하여 환경적 항구 재개발 모델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모델임을 증명하였고, 수변공간 재개발에 개인의 선

호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위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어항 및 수변공간 재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Vayona(2011)가 입증

한 환경적 항구 재개발 모델을 계획에 반영하여 시민들의일상

생활과 항구 재개발 사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주변배후지를 연

계한 계획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5. 수산업 여건 및 어촌 소득 변화

2006년 국내 어가소득은 평균 3천만 원이며 이는 농가소득

대비 92.9%,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72.6%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어가소득감소 등 수산업 경영여건의약화로 어가 1

가구 당 부채비율도 1995년 11.4%에서 2006년 23.4%로 크게

늘었다(통계청, 각 년도).

어선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제주도의 어항을 대상으로 관광

기능을 더한다면 지역민의 어업 외 소득창출뿐 아니라 제주도

의 관광수입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제주도내 어촌어항의 여건

제주도내 국가어항은 6개, 지방어항은 18개, 어촌정주어항은

46개, 비법정항인 소규모항은 29개로 총 99개의 어항이 있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1).

제주도내 어가 세대수는 2006년 6,924세대에서 2013년 약

4,752세대로 대폭 감소하였고, 어선 수는 2006년 5,406척에서

2013년 4,507척으로, 잠수어업인은 2006년 3,025명에서 2013년

1,982명으로 감소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1 참조).

고성리의 어선현황을살펴보면, 총 40개의 어선중 5~10톤

24척, 1~5톤 15척, 1톤미만 1척이다(Seoguipo City, 2011). 고

성리 신양항을 이용하는 마을어선은 등록어선 40척 중 16척이

고, 나머지 등록어선은 특정시기에만 어업활동을 한다(어촌계

면담). 신양항에는 10톤미만의작은 어선들이 주를 이루고, 10

톤이상 어선들은 성산항을 이용한다. 신양항의 어선수와 고성

리 어업인의 감소로 어업 외의 수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Figure 1. Fishing industry in Jeju

7. 국내 해양관광의 가능성

국내 해양관광은전체관광의약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

평균 7%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06). 국내마리나개발은기개발11개소, 시공중 5개

소로총 16개소가운영및시공중이며, 개발규모는해상 712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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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0). 특히, 제

주도에 위치한 마리나항은 제주시나 중문 관광단지와 인접해 관

광객의 수요가 많은 지역의 항을 대상으로 조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계획가능요소를

도출하여 물리적 계획을 비롯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대상지 분석

1. 대상지 개요

본 연구의 대상지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신양항

과 인근 해안지역을 포함한 약 3.6km 해안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지선정이유는 첫째, 신양항의배후지어촌마을인 고성리

의 고령화와 어업인 수의감소로 어업 이외의 새로운 소득창출

이필요하기때문이다. 둘째, 신양항일대에는 성산일출봉, 섭지

코지, 신양섭지코지해변, 휘닉스아일랜드, 아쿠아플라넷제주 등

연계가능한관광지가다수분포하고있어새로운관광의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양레저산업활성화의잠재력이크다. 셋

째, 신양항은 2008년 리모델링되었지만 외곽 방파제 연장공사

수준으로 마무리되어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2. 계획대상지 위치

대상지는제주시에서약 45.8km지점, 서귀포시내에서약 44.2km

지점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신양항 일대(약 3.6 km 해안)의 신양항(지방어항), 신

양포구(대피항), 신양섭지코지해변, 휘닉스아일랜드 해안가를

일부 포함한다(Figure 2 참조).

Figure 2. The site context

3. 입지여건

제주국제공항에서부터 49.3km, 중문에서부터 66.7km, 서귀포

시내에서부터 56.4km 각각의 위치에서 약 1시간 떨어져 있다.

대상지 주변 오름으로는 대수산봉, 소수산봉, 붉은오름이 있

으며, 대상지인 신양항 건너편은 아쿠아플라넷 제주, 휘닉스아

일랜드 리조트가 조성되어 섭지코지와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거점이다. 대상지에포함된 신양섭지코지해변은 수심

이낮고 파도가잔잔하여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다. 섭지코지에

서부터 신양섭지코지해변과 신양항을 잇는 수변공간의 연계를

통해 신양항까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한편, 신양항을 마리나항으로 리모델링 시 고려해야할 사항

들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상지는

Table 2의 자연환경조건, 활동상 조건의 적합한 여건을 활용하

여 마리나 도입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시장성 면에서 휘닉스

아일랜드, 섭지코지, 아쿠아플라넷 제주 등의 이용객을 대상지

로 끌어들일 수 있어 유리하다. 경관 또한 섭지코지와 주변의

기암괴석, 해변 등 다양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다양한 해양

스포츠 도입 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Table 2 참조).

4. 인문환경분석

고성리 마을의전체인구 4,374명중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5.7%에 해당하는 251명이며, 어업가구는 81호이다(Seoguipo

City, 2011). 어촌계원수는 고성리 전체 어촌계원수 총 306명

중 남자 23명을 제외한 92.4%에 해당하는 283명이 여자이고,

현직 해녀 수는 118명이다.

5. 자연환경분석

서귀포시는 온대 기후대에서 아열대 기후대의 전이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전국에서 가장따뜻한 도시로동계전

지훈련과 스포츠 메카도시이다. 특히, 성산지역의 수온은 연평

균 18℃로 해양레저 활동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양항 주변은 3~5m의 수심을확보할 수 있고, 북동방향으

로 마리나항의 방위를 설정할 수 있다(Table 2 참조).

신양항 주변의 대부분은 경사도 2~7%로 마리나 부대시설

을 조성하기에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활동상 조건 중 파도의

경우, 대상지 파고 1m 전후로 마리나항으로써 매우 적절한 조

건을 갖추고 있다(Table 2 참조).

또한, 신양만은 곶부리 안쪽 바다가 약 720,000m2 면적대비

3.6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신양섭지코지해변이 위요된느

낌을 받고, 파도가 잔잔하고 외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해양레저를 안전하게즐길 수 있다. Figure 5에 제시된 해

양관광자원 분석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 파랑, 조류방향, 해안

지질 등을 고려하여 해안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 경관자원분석

마리나 도입 시 Figure 3의 C와 D의 고성리 어촌마을, 어항,

작은 등대가 보이는 어촌․어항 경관, B와 F의 신양섭지코지

해변이 보이는 해수욕장 경관, E 내륙방향의 휘닉스아일랜드

가섬처럼보이는 리조트경관, E 바다방향의 제주도 특유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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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Contents Application

Natural

environmental

condition

Sea

Depth of water

The top of a

ship(m)

The bottom of a

ship(m)

Required depth of

water(m)

Secure 3~5m depth of water near Shinyang Port~8.0 1.0~1.6 2.5

~12.0 1.6~2.3 3.5

~20.0 2.3~3.5 4.5

Water level of tidal

current/wave

Favorable for lower water level of tidal current(below 1.5m

is suitable)/0.3m of wave height for area of mooring boats

is suitable

Suitable water level; Average water level of tidal

current is about 1.4m

Climate
A less dust storms, and entrance of the port is directed

45~90° to the main wind direction

Take northeast direction of Marina; 90° direction of

northwest wind and southeast wind

Topography
Below 5% gradient of wide and flat land that can place

subsidiary facilities
Mostly flat coastal land with 2~7% gradient

Condition for

activities

Wave height About 1m wave height is the limit The site’s height of a wave is about 1m

Climate

Comfortable temperature for cruise in a yacht: 20~30℃/

water temperature 10℃ or over A mild climate; Transition zone of temperate climate

region and subtropical region

Annual average water temperature 18℃

Average wind speed 4.3m/sWind

Yacht Wind speed

Sonderclass 5m/s

Large yacht(about 25ft) 10m/s

Visibility and waterway Above 1.8km for sailboats/Above 0.9km for cruise ships

Waterway is overlapped with fishing boats using Shinyang

Port but possible to secure enough area for sailboats

and cruise ships

Table 2. Required condition and application for Marina

Figure 3. Landscape types

안경관(현무암해안경관)과 외해가 파노라마처럼펼쳐지는바

다경관 등 다양한 경관의 감상이 가능하다.

Figure 3 A에서는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경관과 한가로운바

다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B에서 신양섭지코지해변은 만의

형태로 되어있어 순치된 바다의 경관을 즐길 수 있다. 해양레

저를즐기고축제 및 이벤트를열수 있는 공간이 되어 활동적

인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C의 대피항에는 작은 어선

이 정박해 있어 어촌․어항의 경관을 볼 수 있다. 도로와바다

의 등고 차이가 작아 해안도로에서 바다를 가까이 느낄 수 있

다. D에는 마을어선이 일부 정박해 있고, 등대는 크기가 작으

며 바다낚시를 즐기는 방문객들이 많다. E는 휘닉스아일랜드

수변공간에서 신양항까지 비교적 가까워 방파제와 등대가 보

인다. 신양항의 배후지는 대부분밭으로 이용되고 있어 제주도

특유의농․어촌마을의 경관을즐길 수 있으며, 평탄한 해안지

형을 볼 수 있다. F의 고성리 마을의 골목은 돌담길과 저층의

집들이 많은 제주도 어촌마을의 모습을 볼수 있다. 추후 경관

연출계획 및 물리적 공간의 계획 시, 마을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7. 공간이용분석

신양항 주변 주요시설로는 어구창고, 해녀탈의장, 유류저장

시설, 해조류보관창고, 어촌계종합센터, 해녀의 집 등이 있다5).

대상지의 토지이용 및 녹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휘닉스아

일랜드내는 리조트로 개발이 완료되어매입이 어려우나, 신양

항 주변은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공간 이용 현황의

경우, 신양만은 어항구역의 일부영역을 제외하고는 항로로 이

용되지 않아 해양레저 프로그램 계획 시 현재 이용되지 않는

수공간을 중심으로 계획이 가능하다.

신양항(지방어항)은 연중이용하고 있으며 1톤 미만에서 10

톤의 어선이 이용하고 있다. 신양포구(대피항)는 7월에서 10월

사이 태풍철에 피항 이외에 크게 이용하지 않는 항이다. 휘닉

스아일랜드진입로동쪽의 신양동항의 경우 3월에서 11월 정치

망 시기에 1톤 미만의 어선들이 이용하는 항이다. 고성리 어촌

계에 등록된 어선 16척을 제외한 36척의 외부어선은 평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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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양항에 정박하지 않는다.

8. 해양관광자원 분류를 통한 계획요소 도출

1) 해양관광자원의 분류

Ⅱ. 이론적 고찰에서 해양관광자원의 유형을 크게 자연자원

과 인문자원으로 나누고 해양경관자원을추가하였다. 해양관광

자원 중 인문자원을 본 연구에서 인문자원을 더세분화하면 지

방축제, 낚시공원, 지방특산물 등의 사회자원, 수족관, 해양박

물관, 해양관련문화재 등의 문화자원, 어항, 항만, 마리나, 워터

프론트 등의 산업자원, 해양스포츠, 유람선 등의 기구 및 시설

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해양경관자원은크게 자연자원과 사회문화경관으로 나눌수

있으며 자연자원은 기암괴석, 해변경관 등이고 사회문화경관은

어촌경관과 마을의 골목경관 등이 해당된다.

2) 계획요소 도출

위에서 분류한 해양관광자원 중 특화된 자원은 활용하고, 부

족한 자원은 새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진행하려고 한다.

특화된 자원은동적자원, 정적자원, 자연자원, 사회자원이며 부

족한 자원은 문화자원, 산업자원, 기구 및 시설자원이다.

특화된 자원 중동적자원에 해당하는윈드서핑, 해수욕등 현

존하는 자원과 잠재된 활동적 자원이 풍부한 대상지의 여건을

활용하고자 한다. 정적자원이자 해양경관자원의 자연경관에 해

당하는 휘닉스아일랜드 전경, 성산일출봉 전경, 현무암 해안경

관, 해돋이, 저녁노을등은경관감상위주의요트, 유람선을위한

마리나항 이용동선을 조성할때반영하고, 주요 조망점을잇는

산책길을조성하는데참고하고자한다. 자연자원인섭지코지, 선

돌바위(기암괴석), 파도등을활용하고, 사회자원인제주도지방

특산물 등을 주민들이 직접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자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부족한 자원에 해당하는 문화자원의 경우, 휘닉스아일랜드를

제외하면 대상지 인근에 문화자원전무한 상황이기에 본 계획에

서는 해양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자원을 새로 도입하려고 한

다. 또한제주도특유의문화자원인해녀6), 원담7), 테우8), 제주도

설화를활용한계획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제주도설화의경

우 창세신화와 건국신화 등이 전해지고 초인들의 이야기, 풍수

지리에 관련된 이야기들, 풍습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주도전지

역곳곳에서 구전되고 있으나 소수의학자들의 연구대상으로만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상지 내 지형과 관련된 설화에는

섭지코지, 선돌바위/선녀바위 등이 있는데, 섭지코지 설화는 제

주도지형과관련된설화에자주등장하는설문대할망과관련이

깊다. 이러한 해양역사, 해양문화재, 전설, 민화 등을 바탕으로

주민주도 해양관광 스토리텔링 관광에 접목할 수 있다.

부족한 산업자원은 기존 어항시설을 활용하여 마리나, 워터

프론트등 도입하고, 기구 및 시설자원은 해양레저, 유람선, 테

우, 카약선착장 등을 조성하려고 한다. 또한 경관자원 중 사회

문화경관인 어촌경관 및 고성리 마을의 골목경관을 활용한 주

민주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9. 현황 분석 종합

접근성 측면에서는 Table 3에서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

근성이매우떨어지나 신양항옆해안장성로가 제주 210km코

스에포함되어 있다. Figure 4와 Figure 5에서 대상지의 주 진

입로는 온평리에서 고성리와 이어지는 농어촌도로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대상지로 오는 방향의 지방도로이다. 이를 계획

에 반영하여 자동차, 바이크, 자전거를 이용한 이용객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지는대부분낮은경사도를지닌해안가의평탄한지형이

고, 대부분 밭, 나지, 자연식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안지형은

사질과암반이섞여있어이를이용하여다양한해안경관연출이

가능하다(Table 3, Figure 5 참조). 기상은 비교적 바람이 많은

부는 편이고, 수온이 연평균 18℃로바람과 해양레저 활동에 적

합한 수온을 이용하여 다양한 해양레저를 도입할 수 있다.

인문환경에서는 산업형태가 어업과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산업형태를 다양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의 수익창출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관광환경 중 관광요소는 현재 휘닉스아일랜드와 신양섭지코

지해변 외에 관광요소가없어 마리나항과카약, 테우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 도입과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관광형태는 현재 휘닉스

아일랜드와 섭지코지만 방문하고 떠나는 점적인 관광형태이지

만, 신양항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을 함께 계획하여 기존 관광

객들이 대상지에머무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계획을 해야할필

요가 있으며 관광개발 및 관리운영에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Figure 5의 어패류서식지 등의 공간을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다양한체험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더불어 Figure

4 와 Figure 5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주요 활동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Figure 5에서 기존의 시설물 중 재사용,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종합하고, 이용 가능한빈공간을찾았다.

지역문화자원 중 자연문화자원은 현무암해안, 신양섭지코지

해변, 섭지코지(관광지), 선돌바위(기암괴석) 등이 있다. 역사

문화자원은 해녀, 원담, 테우 등이 있으며 섭지코지에 관련된

전설과 마을의 이야기가 있다.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경관조

성 및 해양관광요소를 이용하고,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및 공간조성, 지역의 전설 및 이야기를 활용하

여 스토리텔링 도보관광요소로 활용하는 계획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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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Site analysis Planning elements

Accessibility

․Accessibility using public transportation from Jeju International

Airport, Jeju city, Seogipo city is significantly low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signated Haean-

nurigil; coastal walkway

․Plan spaces and facilities for car, motorcycle, bike users

Natural

environment

Topo-

graphy

․Mostly flat coastal land with 2~7% gradient

․Mostly farms, bare grounds, and natural vegetations

․Costal landform: mostly basaltic rock, and partly sandy beach

․Plan Coast Promenade, Beach Promenade, and needed facilities

using flat coastal land

․Plan costal landscape structure using coastal landform(basaltic

rock, sandy beach) and various landscape

Climate
․Relatively windy area

․Average water temperature : 18℃

․Plan marine leisure programs using warm water temperature

and wind conditions

Humanistic

environment
․The main Industries are fishing industry and service industry

․Diversify industry forms and create new jobs for residents

․Benefit creation plan for fishermen and residents; plan facilities

and programs

Tourism

environment

Tourism

elements

․Tourism elements(Phoenix Island Resort, Seopjikoji, Aqua Planet

Jeju, and the beach) are scattered

․Connect the tourism elements by introducing marine leisure

programs; Marina, Kayak, Tewoo, and etc.

․Expand and improve the facilities for tourists

Tourism

form

․Existing tourists visit Phoenix Island Resort, Seopjikoji, Aqua

Planet Jeju, and leave without go around waterfront include

Shinyang Port

․Plan waterfront along Shinyang Port and attract existing

tourists to stay longer time on the site

․Resident participation in tourism development and management

Regional cultural

resource

․Natural culture resource: A basaltic coast, Shinyang Seopjikoji Beach,

Seopjikoji(tourist attraction), Standing Rock(oddly shaped stone)

․Historical culture resource: Jeju Women Divers, Wondam, Tewoo,

and etc.

․Legends and village stories related with Seopjikoji

․Using marine tourism elements, and plan landscape structure

using natural culture resources

․Plan distinguishing programs and spaces using historical culture

resources

․Storytelling walking tour using legends and village stories

Table 3. Site analysis

Figure 4. Site analysis Figure 5. Marine leisure resour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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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상지 설계

1. 설계의 방향

1) 기본방향

설계의 기본방향은, 첫째, 다양한 해양관광요소가 있는 공간

으로 계획하여 도보, 자전거나바이크, 자동차, 요트를탈때모

두다른경관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다. 둘

째, 수변공간들을 연계하여 휘닉스아일랜드나 아쿠아플라넷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신양항까지 끌어들일 수 있도록 테마성

을 부여하여 시설 의존형이 아닌 자원 활용형 계획을 하고자

하였다. 셋째, 참여․공생을 지향하여 주민․어민의 참여를 통

해 지역 활성화와 해양관광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전략

공간적, 기능적으로 휘닉스아일랜드, 신양섭지코지해변 등

관광 및 해양레저공간과 분리된 해양관광요소들을 연계하고,

계획대상지인 신양항이 해양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어항과 관광․레저가 공존하고, 경관감상․휴양 프로

그램과동적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즐길 수 있고, 관광객과

주민이 공존하며, 육상과 해상이 이어지며 통합적 관광․휴양

목적지가 되는컨셉을바탕으로 물리적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첫째, 마리나, 요트, 유람선, 윈드서핑, 스노클링, 제트스

키, 테우체험등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들이 공간을 구성하

고, 공간의 프로그램 성격별로 Zone을 나누어 공간을 구성한

Figure 9. Landscape plan

다. 둘째, 현존하는 지형, 돌담, 길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해안

산책길, 원담길, 올레길, 모래사장길, 밭담길, 해안도로길이 각

공간들을 이어주며 공간과 프로그램을 확장시키고, 지역의 경

관 조직을 회복한다. 셋째, 공공․민간․주민이 공간 및 프로그

램을 운영․관리하여 활동공간이 확장되는 계획을 한다.

2. 공간 구상

1) 동선계획

자동차 동선을 살펴보면, 신양항의 주 진입로는 남서방향에

위치한 온평리에서 고성리와 이어지는 농어촌도로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대상지로 오는 방향의 지방도로이다(Figure 6 참

조). 바이크및 자전거동선을 보면(Figure 7 참조), 신양항옆

을 지나는 제주 210km 코스를 중심으로 바이크(자전거 및 스

쿠터) 이용객이 가장 많다. 섭지코지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또

한 경관이좋고, 섭지코지라는 관광목적지가 있어바이크이용

객이 많은 편이다. 도보 동선은 신양항 끝에 위치한 등대까지

도보동선이 이어지며 주로 낚시하는 사람이 이 동선을 이용한

다. 어민들은 신양항과 신양포구를잇는동선을 주로 이용하며

관광객은 신양섭지코지해변과 섭지코지로 향하는 해안도로를

주로 이용한다(Figure 8 참조).

Figure 6. Cars Figure 7. Bikes Figure 8. Pedest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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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주요동선은 신양항에서 외해로 이어지는 동선이며,

태풍철과 같이 특정시기에만 신양포구까지 이어지는 대피항로

를 이용한다(Figure 10 참조). 본 계획안에서는 기존 어선항로

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상하려고 한다. 요트 동선 계획 중 신

양항 마리나는 요트체험및 유람선등 대중적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하려고 한다(Figure 11 참조). 섭지코지 해안도로에 위치

한 요트선착장은 주로 개인소유의 요트이용객이나 휘닉스아일

랜드이용객중 마리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동선을 계획한다. 두개의 마리나항에서 출발하여

섭지코지와 기암괴석들이 있는 섭지코지 주변 해안절벽을 중

심으로 외해로 나가는동선을 설계한다. 카약동선과 제주전통

배테우체험을 할 수 있는테우동선은 어선항로, 요트동선과

겹치지 않는범위 내에서 구상한다(Figure 12 참조). 태풍철에

만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신양포구와 신양포구 주변의 나지․

공터를 활용하여 카약선착장을 만들어 건너편과 이어주는 동

선을 조성한다. 테우는 뗏목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선저

가깊지 않기때문에낮은 수심에서도 항해가 가능하여 저수심

수공간에 동선을 설계한다.

Figure 10. Fishing

boats

Figure 11. Yachts Figure 12. Marine

leisure

traffic

2) 토지이용계획

Figure 13. Zoning plan

A Zone
<Marina Zone>

Shinyang Port+Marina

B Zone
<Kayak Zone>

Shinyang Dock+Kayak quay

C Zone
<Beach Zone>

Coast Promenade+Beach

D Zone
<Snorkeling Zone>

Snorkeling spot+Beach

E Zone
<Seopjikoji Coast Zone>

Coast road+Seopjikoji ticket office

마리나 Zone은 마리나 조성을 중심으로 요트관련 프로그램

이 주를 이루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인공어초가 있는 신양항남

쪽은바다낚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카약 Zone은카약선착장

과 제주 전통 배인 테우 선착장을 중심으로 카약과 테우 체험

프로그램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해수욕 Zone은 신양섭지코지

해변, 해변산책로, 바다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수욕과 해변산책

프로그램의 공간으로 설계한다. 스노클링 Zone은 스노클링해

변과 휘닉스아일랜드 마리나를 중심으로 스노클링과 마리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섭지코지 Zone은

밭담길과 섭지코지 바다전망길을 중심으로 한 공간을 계획한

다(Figure 13 참조).

3) 경관연출계획

Figure 9의 바닷가를 바라보는 경관과 경관연출계획을 살펴

보면, A는 신양항의 마리나와 클럽하우스가 경관요소가 되고,

멀리 성산일출봉과 휘닉스아일랜드가 보이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어 주요 조망점이 되는 장소로 계획할 수 있다. B는 조성

하는 원담길이 경관요소가 되고, 이 곳 또한 성산일출봉과 휘

닉스아일랜드가 보이는 경관이다. C는 신양포구옆카약선착장

과카약을타는 사람들의 활동이 경관요소가 되고, 휘닉스아일

랜드가 보이는 경관이다. D는 해안산책길과 바다산책길이 시

작되는 공간이자 테우선착장과 제티(Jetty)가 있어 이들이 경

관요소가 되는 장소로 조성한다. E는 해안산책길과 바다산책

길을 따라 신양만과 휘닉스아일랜드가 한눈에 보이며 위요되

어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F와 G는 신양섭지코지해변뒤

로는 야영장이, 앞으로는 모래사장이 펼쳐지는 경관, 건너편의

어촌마을과 요트 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경관이다. H는 신양섭

지코지해변을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경관으로 건너편의 어촌마

을이 보이며, 마리나항 조성 시 요트 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경

관이다. I와 J는 뒤로는 휘닉스아일랜드가, 앞으로는 스노클링

해변이 펼쳐지는 경관이고 스노클링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경

관요소가 된다. K는 요트선착장이 있어 건너편의 신양항 마리

나의 요트 타는 사람들 모두가 경관요소가 되고, 옆쪽으로 밭

담길이 조성되어 제주도 특유의 경관을 느낄 수 있다.

4) 마리나 시설 계획

마리나 시설 계획은 Figure 14를 참고하여 선장길이 최대

18m요트를기준으로마리나계류시설의제원을계획하면 Berth

길이최소 18m, 슬립 30m, 주 제티폭 5m, 보조 제티폭 1.5m,

제티 간 거리 최소 14m로 설계한다.

마리나 시설 중 서비스 편의시설은 주로 클럽하우스 주출입

구와 보조출입구 주변에 조성하고추가로필요한 공원 및녹지

는 신양섭지코지해변과 해안도로 공터를 활용하여 조성하도록

계획한다. 숙박시설은 마을에 있는 민박집을 정비하여 충당하

도록하고, 문화교육시설은아쿠아플라넷제주와 기존의 신양섭

지코지해변의 야영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5) 기존 시설 재활용 계획

Figure 15의 A의선양장은 현재 어선만 이용하고 있으며, 어

구창고 주위와 선양장의 정비가 필요하며, 선양장은 정비 후

마리나 레일로 공유한다. B의 신양항내 공터 및 시설이 방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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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Marina facility plan

Figure 15. Facility recycling plan

어 있어 시설이전 및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C의

매립예정지에 클럽하우스를 조성하고, 클럽하우스 1층에 육상

보관시설을 조성한다. D의약 300m의 방파제가 외해 쪽에 위

치하고 있어 방파제와 주변 공간을 이용하고, 지표인 등대를

재활용한다. E의 신양포구는 대피항으로 태풍철에만 일시적으

로 사용하며 공터를 활용하여 바이크 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Figure 16. Marina zone section plan

제시한다. F의 공터는테우체험 장소로 계획하고, 제티를 조성

하여 산책 및 해산물체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G의 신양섭지

코지해변 방향 해안산책로에 유휴시설을 재활용하여 해안산책

로를 이용객들을 위한 화장실과 수도시설을 조성한다. H에는

컨테이너 건물의 레포츠클럽과 훼손된 해안산책로가 방치되어

있다. 레포츠클럽들을 모아 레포츠센터 건물을 조성하고, 해안

산책로를 복구하고 계단형식으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선

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한다. I의 야외무대와 야영장

은 이용이 거의 없어 수도시설을 추가하여 야영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야외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도

입하고, 관객석을 만든다. J의 해수욕장 인근에 녹지와 파고라

가 조성되어 있으나 이용이 거의없어카바나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경관을 감상하는 휴식공간으로 만든다. K의 해변근

처공터는 리조트와맞닿아있는 공간으로 요트를 소유하고 있

는 사람들의 회원제 마리나를 조성하여 휘닉스아일랜드에서

조성 및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3. 기본계획안 및 세부공간계획

1) 마리나 Zone

어항의 기존 시설을 일부 확장하여 마리나를 비롯한 부대

시설을 공유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기존 어항과의 공존을 추

구하였다(Figure 18, 22 참조). 같은 맥락에서 기존 신양항을

이용하는 어선과 마리나항을 이용하게 될 요트의 동선이 겹

치지 않도록 계획하였다(Figure 19~21 참조). 또한, 신양만

내부의 공터를매립하여 마리나항의클럽하우스, 편의시설 등

을 조성하고 이 공간을 어항 이용자들도함께이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특히, 대상지 중 관광객의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

되는 마리나 Zone에서는 해양관광자원 중 사회문화적 자원에

해당하는 원담길을 따라 주민주체 스토리텔링 도보관광 프로

그램을 도입하여 운영관리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

였다(Table 4 참조). 주민 및 고성리 어촌계의 일정한 수입을

위해 해산물식당운영관리를 주민이 할 수 있도록공간을 계획

하였다(Figure 16, 17 참조). 또한 해녀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해

서는 소라 등의 금채기간에 해당하면서 해양관광의 성수기에

Figure 17. Marina zone se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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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Master plan

해당하는 6~8월에 해녀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마리나항을 이용하는 요트의 계류비용을 장기적으로 대

상지의 운영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19. Marine leisure traffic

Figure 20. Cars

Figure 21. Pedestrians

Area Physical elements Programs

Lighthouse+

breakwater
Lighthouse, fishing port

Fishing on the fishing boats

and breakwater

Club house

Club house, parking lot,

seafood center, souvenir shop,

rental shop, yacht school

BBQ, shopping for souvenir

and seafood, yacht training

Entrance

of port

Women diver’s changing

room

Women diver experience

program

Marina port
Marina port, yacht storage,

cruise port

Yacht, cruise, cruise

restaurant, cruise hotel,

amphibian car

Wondam
Wondam(round shaped

stone wall)

Wondam walkway,

storytelling walking tour

Table 4. Marina zon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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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Marina zone

2) 카약 Zone

신양포구옆쓰지 않는 공터를바이크쉼터로 조성하고 휴업

중인 구멍갈파래 공장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Figure 26, 27 참조). 태풍철에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신양포구

를 이용하여카약선착장을 조성하였다. 해안산책길과바다산책

길이 시작되는 부분에 테우 선착장과 제티를 조성하여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Figure 23~25,

Table 5 참조).

3) 해수욕 Zone

레포츠클럽 씽을 개조하여 레포츠센터를 만들어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읜드서핑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Table 6 참조). 해안산책로와 모래사장이 만나는

Figure 23. Kayak zone section plan

Figure 24. Kayak zone section plan

Figure 25. Kayak zone section plan

Area Physical elements Programs

Shinyang

dock

Bike shelter
Bike shelter, bicycle

friendly road

Bike club gathering,

rest

Shinyang dock Dock Evacuation port

Kayak quay
Kayak quay, ticket

office
Kayaking

Rest area
Jetty, small BBQ

facilities

Walk, catching crabs

program, BBQ

Coast

Promenade

Terrace stone
Terrace stone, rest

area for residents
Rest

Coast Promenade Coast Promenade Walk

Gosung

restaurant

Residents’ managed

restaurant
Eat, rest

Table 5. Kayak zone program

Figure 26. Kayak zone

지점의단차를 이용해넓은 계단을 조성하여 파라솔및썬베드

(Sun-bed)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야외무대

를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마운딩을 주어 관객석을 조성하였다.

야영장의 활용을 위해 BBQ 시설 및 수도시설 및 편의시설을

계획한다. 해수욕장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카바나(Cabana)

를 설계하였다(Figure 28, 29, Table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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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Kayak zone circulation Figure 28. Beach zone circulation

Area Physical elements Programs

Marine leisure

space

Storage for marine leisure,

cafeteria
Marine sports, eat snacks

Beach area
Restroom, shower․

changing room, sun bed

Sea bathing, shell

gathering, suntan, rest

Sandy beach Event facilities Beach festivals, events

Camp ground,

outdoor stage
Picnic area, camp ground

Picnic, camping, outdoor

performance

Rest area
Pergola, green space,

cabana
Rest

Fishing spot Fishing spot, storage Sea fishing

Table 6. Beach zone program

Figure 29. Beach zone

4) 스노클링 Zone

스노클링에 필요한 교육과 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하

였다. 해변에서 간단한교육을 받고스노클링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동선을 구성하였다(Figure 31 참조). 요트를위한 레

일을 휘닉스아일랜드 내부의 길과 동선이 이어지도록 하여 휘

닉스아일랜드 이용객들 중 요트소유 이용객의 동선을 조성하

였다(Figure 31 참조). 휘닉스아일랜드 이용객 및 요트를 소유

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트선착장을 조성하고 마리나 관

Figure 30. Snorkeling zone

Area Physical elements Programs

Snorkeling beach Beach, storage Snorkeling

Kayak quay Kayak quay, ticket office Kayaking

Dock Cuise, yacht, Tewoo dock Cuise, yacht, Tewoo riding

Bike shelter
Bike shelter, bicycle

friendly road
Bike club gathering, rest

Table 7. Snorkeling zone program

Figure 31. Snorkeling zone

circulation

Figure 32. Seopjikoji zone circulation

련 필요시설을 해안도로 공터를 활용하여 계획하였다(Figure

30, Table 7 참조).

5) 섭지코지 Zone

휘닉스아일랜드마리나옆쪽의 해안도로 공터를 활용하여밭

담길을 조성하여 해안누리길을 찾는 도보관광객들이나 바이크

및 자전거 이용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형성하였다

(Figure 32 참조). 밭담길에 유채꽃등을식재하여 마리나를즐

기는 사람들의 활동경관과 바다를 배경으로 제주도 특유의 경

관을바라보며밭담길을걸을 수 있도록계획하였다. 섭지코지

매표소와 주차장 앞쪽으로 바다를 보며 쉴 수 있는 쉼터를 설

계하였다(Figure 32,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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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Seopjikoji beach zone

4. 운영관리계획

운영 및 관리 지침과 운영주체,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등

조성 이후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Hoyle

(2000)의 연구 중 커뮤니티 그룹을 4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방

법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Table 8과같으며, Figure 34는 4가지

범주로 나눈 그룹별로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였다.

운영관리를 위한 참여의 방법에는 Table 9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크게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로 나눌 수 있다.

1) 협력체계 구축

인식제고 및 협력체계를 위한 세미나 및 포럼개최를 선행하

고 인력양성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으로협력자를늘여 지속 가

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Related

groups
Official Unofficial

Area-based

group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ocal government),

Seogwipo City

An union of fishermen,

youth group, women’s

association, residents group,

sellers group

Issue-based

group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JDC, Public

Enterpris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ponsor group,

private businesses,

future investors

Table 8. Related groups

Direct

participation

Manage commercial facility Operate programs Facility maintenance

Seafood restaurant, Tewoo, Kayak quay Tour guide, field trip program Community area, Marina, information center, etc.

Indirect

participation

Funding support
Seafood supply

(for commercial facility)
Program participation

Donation
Fisherman and women divers, supply seafood for

the restaurant

Pay monthly fee for moorage, operate private

fishing program

Table 9. Operational plan

Figure 34. Operational plan

지속가능한 어항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해양

수산부, 지방정부 및 시정부는 민간기업에게 용적률등 인센티

브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Arnstein(1969)가 제시한 6번째

Partnership 단계로, 5~10년 단위의 장기적 계획 수행을 위한

커뮤니티 내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간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며 이 조직을 주축으로 운영하도록한다. 중간지

원조직은 정부, 민간, 지역커뮤니티와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

고, 조직의 리더, 기술자, 운영자들을 자체 고용하여 자립성을

기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초기조성비용 외 장기 운영관리비용

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

이다. 민간주체의 경우, 주로 마리나항과같은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한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참여를 도모하고, 민간주체가 지

속적인 투자와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기적인

운영관리비용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커뮤니티 그룹은 다

양한범위의 파트너와협력하여 새로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 주민들은 역량강화교육과 경력단절 여

성(은퇴한 해녀 등), 노인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2) 인력양성 지원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해 인식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선행하여 시민과 민간의 운영관리 역량을 개발하

는데 우선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대내외네트워크를확장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74 김예림․성종상

68 한국조경학회지�제�44권� 2호(2016년� 4월)

할 수 있는실행역량을 위한체계적인교육으로 조직성을 갖춘

실행조직을 양성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자생력이 있는

마리나항 및 수변공간 운영관리의 기반 조성을 제안한다.

Figure 34의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JDC가 인

력양성을 위한 역량강화교육및 모니터링을실시할 수있으며,

교육수료생들을 중심으로 실행조직을 양성하여 주민들이 운영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신양항 마리나 조성 후 서귀포시청에서는 실행조직의 지도

자교육및 관리, 세미나 및포럼개최, 시설관리 등의 관리운영

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역의실행조직은 문화콘텐츠

개발, 관광가이드 역할, 시설운영 및 관리 등의 운영관리를 담

당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나 브랜드 개발 등은 외

부업체를 통해 운영․관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3) 주민 조직화 방안

주민조직은크게주민회, 어촌계, 고성리부녀회, 청년회등으

로구성할수있다. 주민조직내부에추진위원회를조성하고, 실

행조직은 체험교육 조, 가이드 조, 서비스 조로 구성할 수 있다.

체험교육조는 해양레저, 테우체험, 바다낚시, 유어장, 어선체

험등의체험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고성리 어촌계에서 기존

에 하던 어업을 관광과 연계하여 체험교육 조를 편성한다. 어

업 체험교육은 어업인들 중 숙련자이면서 교육에 능숙한 자를

선발하여체험전문가로 참여시킬수 있다. 이들은 가급적전문

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당 사업의 종사자로 구성하여 체험교육자들이 들

어오면 책임지고 안내하고 설명하면서 교육하되 순번을 정하

여 지정된 체험장에서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한다.

가이드조는 마을 내력과 마을 주변의 설화에 대해 조사하여

이를 각색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선발하여 교육시킨다.

서비스조는 정보센터운영, 숙박, 식당, 주차, 마리나 시설관리

등의서비스를수행하기위해마을조직을이용한서비스조를편

성하여 고성리 마을주민의 수입창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특

히마리나관련시설인계류시설과클럽하우스인근에어촌계운영

식당및 해산물시장을 조성하여 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한다.

4) 운영관리 비용마련 체계 구축

어항 리모델링 및 수변공간 개발 사업을 시행가능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운영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신양항 마리나항 조성비용은 사업 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의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으며, 방파제, 도

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다(법률제32조 참고). 지자체예산으로 기반시설 정비를선행

한 후, 초기조성비용마련을 위해 민간투자를 위한 사업개발지

를선정하도록한다. 이 민간사업의 수익금의 대부분은 대상지

의 운영관리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돌아가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미

나 및 포럼을 개최하고, 주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초기 투자금

을 조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성된 투자금과 지자체예산을

중심으로 주민운영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민운영 공간에서벌어들이는 수익금은 운영관리를 위한일

부비용을 제외하고는 참여주민의 소득으로 돌려주거나 주민조

직의 공동기금화하여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지구표면의약 70%를 점유하는 해양은 그동안 주로 어업 활

동공간으로 이용됐지만 여가와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관광의

영역이 점차 내륙 중심에서 해양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양자원의 관광 산업화는 오늘날해양관광자원의확

충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Orams, 1999).

본 연구는 어항을 리모델링하여 유휴화 되어가는 제주도내

어항에 관광기능을 포함시켜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경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시도하는데서 출발하였다.

먼저 어항 리모델링과 해양관광자원의 개념들을 살펴보고

계획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대상지인 신양

항의 계획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바탕으

로 계획 시 고려사항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공간계획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적 맥락을 기반으로 지역 경관 및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변배후지를 연계

하고 연안지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하였다.

둘째, 해양관광자원의 개념의 정립을 기반으로 계획요소를 도

출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해양관광자원을 도입

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셋째,

운영관리에 어촌계를 포함한 주민조직의 참여를 도모하는 지

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해양관광자원의 개념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계획을 제안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어항 리모델링 계획을

조경적 관점에서 지역맥락을 읽고, 배후지와의 연계를 통해 통

합적 계획안을 제안함으로써 기존 관광지와 계획 대상지와의

연계를 만들어 해양레저가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더불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운영관리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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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유사한 어항 및 수변공간 리모델링 계획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지역의 해양관광자원들을 활용하여 유휴공간이

되어가는 신양항과 주변 수변공간을 연계한 물리적․운영적

계획안을 제시하였지만 이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민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었

다. 따라서향후 어항 리모델링 관련연구에서는 운영프로그램

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민 조직화 계획을 보완한 계획 및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
주 1. 2014년 개정 어촌․어항법 제1장 제2조, 해양수산부.

주 2. 어업활동에 제공되는 어항내의 용지로서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나

항~라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주 3. 항만재개발(Redevelopment)이란, 항만기능이 쇠퇴하여 그 지역을 새로

운 개념의 공간으로 개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항만용지였던 곳을

워터프론트의 입지조건을 살려 상업시설, 관광시설, 수족관, 호텔 등의

고부가가치시설로 재개발하려는 것을 말함(Song and Chun, 2003).

주 4. 어항기본사업이란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

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을 말함.

주 5. 고성리 어촌계 면담을 중심으로 현황조사를 진행함.

주 6. 잠녀(해녀)는 10~15m 이상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며 생활능력이

뛰어난 문화자원임.

주 7. 원담은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 따라 몰려든 고기떼들이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갇히어 쉬 잡을 수 있게 만든 돌 그물

주 8. 테우는 통나무 9~10개를 엮은 떼배로 자리돔을 잡거나 해조류를 캐는

데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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