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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시드니 항의 아름다움을 한껏 더해주는 각종 보트와 요트를 바라보면서 이
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면 좋겠다는 일념 하나로 업무 출장 때
마다 호주의 유명 보트회사를 방문하였고, 2007년 5월 골드코스트에서 개최
된 마리나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레저보트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우선 보
트의 주차장 시설인 마리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무엇보다도 마리나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
었으며, 마리나 시설 설치는 지역사회에 많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뿐 아
니라 해양관광 산업의 부흥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2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30여 곳의 마리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 보고
서가 이들 자치단체의 마리나 개발에 필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
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 마리나 선진국만큼의 시설을 확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발판을 차곡차곡 다져나가면 민간
투자와 해외자본 유치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경기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가 차질 없이 건설되어 수도권의 중심
마리나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충남 당진군 마리나, 경남 고성군 당항포 마
리나, 강원 속초시 청초호 마리나가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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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레저보트를 구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지는 3가지 일반적인 질문이 있다.
‘보트를 어디에 정박시킬 것인가’, ‘누가 보트를 관리해 줄 것인가’, ‘어떻게
보트 면허를 취득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위의 3가지 질문 중 2가지가 마리
나 시설과 관련이 있다.

현재 중국은 북경올림픽 등 대형 국제 행사 유치를 계기로 레저보트 산업
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에서 내거는 레저보트 산업의
캐치프레이즈는 “Build marinas, the boats will come."이다. 레저보트를 정
박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보트산업이 유치된다는 말이다. 우리나
라 최초로 ‘카타마’라는 요트 제작에 성공한 (주)신화마린 사장이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사지”라는 말로 우리나라의 레저보트 및 마리나 산업의 현 주
소를 우회적으로 잘 말했듯이 요트산업의 관건은 마리나와 같은 인프라 구
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2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크고 작은 마리
나 개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공사를 발주한 곳도 있다. 이러
한 시점에서 세계의 레저보트 산업과 마리나 산업을 국가별로 비교․검토
를 통해 마리나를 계획하는 자치단체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고, 좋은 마리나가 해당 지역에 설치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의 세계 해양산업 관련 부문은 영국의 컨설팅사인 더글라스 웨스
트우드사의 ‘세계 해양시장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국가
별 레저보트 산업분석은 각 업체별 웹사이트에서 획득한 정보를 재구성하
여 작성되었다. 세계 마리나 동향 및 호주 마리나 개발사례는 2007년 5월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개최된 ‘Marina Conference 2007’에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마리나 산업현황에는 경남발전연
구원의 ‘남해안 시대를 대비한 경남의 해양 레저스포츠 발전방안’ 보고서의
마리나편 통계를 인용하였다.

Ⅱ. 세계의 해양산업 분석
레저 보트 산업과 마리나 산업은 해양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며 특히
마리나 산업의 대부분은 레저 보트 산업에 포함된다. 세계의 보트산업과 마
리나 산업을 시기적으로 분석하고 연도별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기관은
ICOMIA1)이며, 이곳에서는 국가별 보트산업에 대한 통계만을 제공할 뿐 마
리나에 대한 상세한 통계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1996년부터 2년마다
ICOMIA에서 주관하고 주요 해양도시에서 개최되는 마리나 컨퍼런스2)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의 마리나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어
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레저 보트 및 마리나 산업의 세계시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세계
해양산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세
계 선박 수주량의 32.4%를 차지(Lloyd 2006)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
으나, 레저보트산업과 마리나 산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산
업에 대한 분야별 비교는 레저보트 및 마리나 산업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
단체에서 해양산업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다.

영국의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더글라스 웨스트우드사3)의 세계 해양시장
(2005) 분석 자료에 의하면, 세계 해양산업은 2005년을 기준으로 20개 해양

1) ICOMIA(Internatinal Council of Marine Industry Associations) : http://www.icomia.com
2) 2008년도 International Marina Conference는 벨지움에서 개최됨.
http://www.imc2008.com/IMC_NEWSLETTER1.pdf
3) www.dw-1.com

산업 분야 중에서 어업과 조선업을 제외한 18개 분야가 2010년 성장 예측
치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더글라스 웨스트우드사에서 분류한 20
개 해양산업의 분야 및 분야별 생산액 정의는 아래【표1】과 같다.
해양산업 분야별 생산액 정의

【표1】
분 야 별

생산액 정의

- 해양운송(Shipping)

- UN경제개발위원회에서 예측하고 있는 전체 해양운송

- 해양관광 (Marine Leisure & tourism)

- 숙박을 제외한 레저 스포츠 등 해양관광 관련 모든 비용

- 연안 원유 및 가스 (Offshore Oil & Gas)

- 연안 원유 및 가스 생산 및 운영비용

- 어류식품가공 (Seafood Processing)

- 어류식품 가공에 따른 모든 비용

- 해양장비 (Marine Equipment)

- 상업용 선박에 사용되는 해양장비 생산가치

- 어업 (Fishing)

- 생산되는 어패류의 가치

- 조선 (Shipbuilding)

- 선박 건조량 가치

- 방위조선 (Naval Shipbuilding)

- 군용선박 건조액

- 항만 (Ports)

- 화물의 선적 및 하역으로 인한 수입

- 바다양식 (Marine Aquaculture)

- 해양에서 양식되는 어패류의 생산가치

- 레저보트 (Yacht & boatbuilding)

- 신 건조 레저보트 판매액

- 크루저 (Cruise)

- 대형 크루저 사업의 총 수익

- 연구개발 (Research & Development)

- 해양관련 학술 및 상업용 연구개발비

- 해양서비스 ( Marine Services)

- 해양운송 관련 전문 서비스 가치

- 해양 에너지 (Marine Renewable Energy)

- 해풍, 파도, 조수간만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의 총비용

- 보안 및 통제 (Security & Control)

- 국내외 해양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 및 통제 비용

- 해양조사 (Ocean Survey)

- 원유 및 가스를 제외한 일반목적 해양 조사비용

- 교육훈련 (Education & Training)

- 해양기술관련 학술적 개별적 교육훈련 비용

- 해저기술 (Underwater Technology)

- 해저 굴착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 해저굴착장비운영 (Underwater Vehicle - 해저굴착 장비 운영 수익
Operation)

자료 : 더글라스 웨스트우드사, 세계해양시장분석(2005)

【표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개의 해양산업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해양운송분야이다.
해양운송분야는 국제 교역량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오랫동안 고성장을 누

리고 있는 해양산업 분야이다. 더글라스 웨스트우드사의 자료에 의하면 세
계 교역 물량의 90%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40년 동안
해상운송 분야는 400% 성장했으며, 2022년까지 400%의 추가 성장이 예상
된다. 또한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13%로 비교적 안정적 성장세가
예상되며, 2010년 기준 예상 산업비중은 325,826백만 유로이다.

해양관광분야는 요트 등 해상스포츠, 다이빙, 수중잠수 등 해양관련 관광을
포괄하며 20개 해양산업 분야에서 2위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 대비 2010
년 성장률은 18%로 예상되며, 2010년 기준 예상 산업비중은 204,614백만
유로이다.

연안 원유 및 가스분야는 연도별로 점진적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2005
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12%로 예상되며, 2010년 기준 예상 산업비중은
99,614백만 유로이다. 누적성장률은 12%로서 이는 해양산업 랭킹 수위를
차지하는 해상운송, 해양관광 분야의 성장률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어류식품 가공분야의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4%로 예상되며, 2010
년 기준 예상 산업비중은 78,644백만 유로이다.

해양장비분야의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5%로 예상되며, 2010년 기준
예상 산업비중은 60,346백만 유로이다. 해양장비 분야에 해당하는 제품의
대부분은 선박용 엔진과 부품으로 전 세계에 약 5,000여개 업체가 관련 사
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분야는 2005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5% 성장을
하였으며 이후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안정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어업분야의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마이너스 4%로 예상되며, 2010년

기준 예상 산업비중은 48,478백만 유로이다. 어류를 과다 포획하여 어업자
원이 부족해졌고 관련 기관단체이 포획 상한선을 둔 것이 어업분야의 성장
률을 떨어뜨린 배경이라 하겠다.

조선분야도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마이너스 8%로 예상되며, 2010년
기준 예상 산업비중은 30,272백만 유로이다.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점진적 성장이 예상된다. 전 세계에 약
1,430 조선소 및 조선수리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중국
등 3국이 세계 조선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이 조선
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조선시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유럽은
호화유람선 등 기술집약적 조선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방위조선분야는 미국의 구축함 수요 등의 요인으로 미국이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 아시아 순으로 포진되어 있다. 이 분야의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26%로 예상되며, 2010년 기준 예상 산업비중은 34,414백만 유로
이다.

항만분야도 방위조선 분야와 유사하게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이 분야의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23%로 예상되며, 2010년 기준
예상 산업비중은 30,496백만 유로이다. 전 세계에 약 8,000개의 항구 및 터
미널이 있으며 이중에서 약 2,000개는 비교적 큰 규모이다. 하지만 2.5%에
해당하는 상위 50위까지의 항만이 주요 항만분야 산업을 석권하고 있다.

바다양식분야의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21%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 기준 예상 산업비중은 30,166백만 유로이다. 세계 바다양식은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에서는 노르웨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레저보트분야는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이 무려 43%로 20개 해양산업
분야에서 해양에너지 및 보안분야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
며 2010년 기준 예상 산업비중은 17,303백만 유로이다. 세계의 레저선박 분
야는 미국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태리, 프랑스, 영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독일은 이태리와 더불어 수퍼요트를 많이 건조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도 비교적 큰 규모의 자체 레저선박 수요시장이 있다. 아시
아권에서는 일본이 야마하, 혼다 등 레저선박 엔진을 비롯하여 PWC4) 시장
에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고무보트의 대량생산 체계를
갖춤은 물론 아메리카 컵 참가 등을 통해 보트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만은 세계 5위권의 수퍼요트 생산국으로 기술면에서 상당한 비교우
위를 점하고 있다. 레저보트분야에 포함되는 마리나 산업은 미국이 점차 그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있으며 유럽, 중동, 아시아권역에서는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중동국가 중 UAE와 중국, 한국은 폭발적인 증가세가 예상
된다. 레저보트분야의 총 생산액(173억유로)과 한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분야의 생산액(302억유로)을 비교해 볼 때 약 57%에 육박하고 있
어 조선강국 1위인 우리나라에서 레저보트 분야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크루저분야의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28%로 예상되며, 2010년 기준
예상 산업비중은 15,501백만 유로이다. 크루저 분야도 레저보트분야와 마찬
가지로 미국이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유럽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유럽 크루저 협회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약 270만 명의 유
럽인이 크루저 여행을 하였다.

4) Personal Water Craft의 약자로 제트스키를 의미한다.

연구개발분야의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12%로 예상되며, 2010년 기
준 예상 산업비중은 11,624백만 유로이다. 연구개발 분야의 주요 소비자는
정부기관이며 조선분야, 연안원유 및 가스분야의 연구개발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의 통계에서 미국 등 해군강국 중심의 해군장비관련
연구개발비(260억 유로)는 제외되었다.

해양서비스분야의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13%로 예상되며, 2010년
기준 예상 산업비중은 6,502백만 유로이다. 해양보험, 해양법률 등 해양서비
스 분야는 영국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싱가포르가 영국
을 위협하고 있다.

해양에너지분야는 해양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20개 해양산업 분야 중 최고인 815%로 예상되며, 2010년 기준 예상 산업비
중은 4,704백만 유로이다. 이 분야에서 수위를 달리는 국가는 영국과 독일
로 이 두 나라는 전 세계 시장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해
상풍력 발전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안 및 통제분야는 20개 해양산업 분야 중 성장률 기준 2위로 2005년 대
비 2010년 성장률은 164%로 예상된다. 2010년 기준 예상 산업비중은 2,320
백만 유로이다. 이 분야는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새롭게 등장한 해양산업
분야로 미국의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해양조사분야는 연안 원유 및 가스, 항해의 안전을 위한 조사가 주를 이루
고 있다. 네덜란드가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유럽이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다. 이 분야의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15%로 예상되며, 2010년 기준
예상 산업비중은 2,209백만 유로이다.

교육훈련분야는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18%로 예상되며, 2010년 기
준 예상 산업비중은 1,790백만 유로이다. 이 분야는 크게 선원교육 프로그
램, 연안근로자 교육프로그램, 고급교육프로그램 등 3가지 교육 프로그램으
로 구분되며, 특히 선원교육의 60%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해저기술분야의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13%로 예상되며, 2010년 기
준 예상 산업비중은 1,438백만 유로이다. 이 분야는 해저지질조사, 해저굴착
차량 기술 등을 포함한다.

해저 굴착장비 운영분야는 해양산업 20개 분야 중에서 금액면에서 가장 적
은 분야로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14%로 예상된다. 2010년 기준 예
상 산업비중은 545백만 유로이다. 해저굴착장비는 대부분 해저의 원유 및
가스 생산 활동에 사용된다.
세계 해양산업 분야별 성장 전망
【표2】
분야

단위:100만 유로
2004

2005

2006

2008

2010

2005~2010
성장률

해양운송

344,368

287,748

275,466

290,885

325,826

13%

해양관광

168,189

173,739

179,487

191,606

204,614

18%

연안 원유 및 가스

91,146

88,237

93,544

98,011

99,057

12%

어류식품가공

79,563

75,544

76,083

77,294

78,644

4%

해양장비

64,246

57,474

58,761

55,603

60,346

5%

어업

55,688

50,713

50,259

49,326

48,478

-4%

조선

37,746

32,744

33,141

28,716

30,272

-8%

방위조선

28,862

27,358

28,410

30,775

34,414

26%

항만

25,017

24,827

26,068

28,196

30,496

23%

바다양식

23,876

24,831

25,824

27,931

30,166

21%

레저보트

12,486

12,109

13,017

15,043

17,303

43%

크루저

12,090

12,091

12,909

14,363

15,501

28%

연구개발

10,629

10,346

10,757

11,010

11,624

12%

6,840

5,742

5,497

5,805

6,502

13%

128

514

1,365

2,857

4,704

815%

0

877

1,822

4,577

2,320

164%

해양조사

2,013

1,925

1,964

2,802

2,209

15%

교육훈련

1,537

1,514

1,546

1,655

1,790

18%

해저기술

1,312

1,275

1,323

1,363

1,438

13%

479

479

506

537

545

14%

해양서비스
해양 에너지
보안 및 통제

해저굴착장비운영

자료 : 더글라스 웨스트우드사 세계해양시장분석(2005)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해양산업 분야에서 금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해양운송과 해양관광분야이다. 이중에서 우리나라가 눈여
겨보아야 할 해양산업 분야는 조선, 항만, 레저보트 분야라 하겠다. 특히 우
리나라는 세계조선분야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신흥 조선강국
인 중국의 견제를 받고 있으며 【표2】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 세계
조선산업이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8%로 예상되는 등 조
선시장을 낙관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의 면모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선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해양산업 발굴이 필요
하며, 그것이 바로 레저보트산업이다.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레저보
트산업의 2005년 대비 2010년 성장률은 무려 43%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
세가 지속된다면 몇 년 후에는 레저보트 산업이 조선산업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화가치 상승과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 기대되며 2006년부터 도입된 주5일 근무제
덕분에 레저 활동에 국민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레저보트 등 해양 스포츠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주요 국가별 레저보트산업 분석
1. 세계 레저보트산업 개황
1) 세계 레저보트산업 규모 예측(2010년 기준)
영국의 더글라스 웨스트우드사의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세계 레저보트의
산업 규모는 172억 달러5)이며, 영국해양협회(British Marine Federation) 자
료에 의하면 2003년도 유럽의 레저보트산업의 규모는 167억 달러이다. 유럽
레저보트 시장이 세계 시장의 약 30% 정도6)를 차지한다고 볼 때 BMF 자
료에 근거한 세계 레저보트 산업의 규모는 약 557억 달러로 추정할 수 있
다. 세계 레저보트에 대한 국가별 통계를 집계하는 ICOMIA(International
Council of Marine Industry Associations)에서는 2003년 글로벌 레저보트
산업의 규모를 약 400억～5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 규모가
조사 기관마다 달라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2003년 BMF와 ICOMIA의 통계의 공통분모인 50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영국 더글라스 웨스트우드사가 예측한 2005년 대비 2010년의 예상성장률
43%에 2004년도 성장률 7.2%7)을 더한 결과값 50.2%를 500억 달러에 곱한
결과, 2010년 세계 레저보트 산업 규모는 751억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2) 세계 레저보트산업 현황
세계 레저보트산업(류효종 2007)에는 36만 개의 크고 작은 관련기업이 있으
며 이들 기업에 8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레저보트산업 중에서 실제 보트
및 엔진 생산액은 250억 달러이며, 5,000～6,000개 기업에서 연평균 5백만
달러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연평균 보트 생산
5) 영국 더글라스 웨스트우드사의 2004년도 통계인 12,486백만 유로를 2007.7.18환율(외환은행) 기준 US 달러로 환산
결과 1유로당 US1.38달러로 나와 12,486백만 유로에 1.38을 곱하여 US$17,230백만을 산출하였음.
6) 미국이 세계 레저보트산업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0%에 대해서 유럽의 레저보트산업의 비중을 감안하여
유럽 30%,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등 기타국가 10%로 잠정 추계하였음.
7) 동 성장률은 2005년 대비 2010의 성장률 43%에서 6년을 나누어 도출된 연 성장률 7.2%를 2004년도 성장률에 적
용하였음.

액이 5억 달러를 넘는 업체는 거의 없다. ICOMIA에서 관리하는 19개국이
전 세계 보트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미국이 업체수와 생산대
수, 고용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독일․영국 등
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보트 생산대수 및 마리나 시
설 수에서 세계 6위에 올라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은 레저보트가 꽤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세계 보트엔진 시장을 야마하와 혼다가 주도하는 만
큼 우수한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어 일본의 보트산업의 기반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표3】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호주․뉴질랜드․일본․남아공을 제
외하면 보트생산 국가는 모두 유럽에 포진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트산업
은 결국 미국 및 유럽 주도형 산업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트관련 레저
및 스포츠 산업이 발달하면서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피
지, 뉴칼레도니아 등 남태평양지역, 중남미 지역에도 보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세계 보트산업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보트산업 통계(2003)

【표3】
국가별

업체수

생산대수

고용인원

보트당 국민수

마리나수

호주

390

38,000

36,000

31

2,100

크로아티아

35

819

N/R

N/R

123

덴마크

N/R

N/R

N/R

15

N/R

핀란드

58

23,080

2,650

7

1,700

프랑스

115

37,179

45,968

66

374

독일

438

4,580

22,000

184

2,400

아일랜드

6

336

1,103

289

32

이탈리아

680

20,459

89,000

68

105

일본

N/R

18,060

N/R

N/R

570

네덜란드

N/R

N/R

30,100

64

1,200

뉴질랜드

150

11,605

8,000

8

200

노르웨이

90

7,800

10,200

7

300

폴란드

20

19,250

2,500

1,310

290

포르투갈

40

N/R

1,500

188

28

비고

남아공

60

2,807

3,200

3,000

N/R

스웨덴

50

N/R

4,000

7

1,000

스위스

18

N/R

1,200

73

N/R

영국

400

13,312

30,094

102

500

미국

1,100

754,302

550,000

16.7

12,000

자료 : ICOMIA Boating Industry Statistics 2003(NR = not reported)

3) 세계 10대 레저보트 업체 현황
세계 레저보트 업계 1위는 미국의 브룬즈윅(Brunswick) 그룹의 보트부문으
로 총 매출액은 22억7천1백만 달러이다. 레저보트 관련 세계 10대기업에
Sea Ray와 Sealine이 있으며, 특히 Sea Ray는 레저보트 부문 세계 1위 업
체이다. 세계 레저보트 업계 2위는 미국의 젠마(Genmar) 그룹으로 보트부
문 총 매출액은 10억 달러이며, 이중에서 카버요트(Carver Yachts)는 2억
달러의 매출액을 나타내 레저보트업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레저보트
업계 3위는 이탈리아의 페레티(Ferretti) 그룹으로 보트부문 총 매출액은 6
억9천2백만 달러이다. 이중에서 페레티 요트가 2억2천6백만 달러를, 퍼싱
(Pershing)이 1억6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레저보트 업계 4위는
아지무트 베네티(Azimut Benetti) 그룹으로 보트부문 총 매출액은 5억6천5
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단일 업체기준으로는 아지무트가 미국
의 Sea Ray에 이어 3억1천2백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여 세계 2위를 차지
했다.

세계 10대 레저보트 업체 현황(2004)8)

【표4】
업체명

소재국

판매액
(US$백만)

업계순위

비고

Sea Ray

미국

448

1위

Brunswick Group의 계열사

Sealine Ltd

영국

111

9위

Brunswick Group의 계열사

8) 세계 10대 레저보트 순위에서 세일보트 생산업체는 제외되었음.

Carver Yachts

미국

200

5위

Genmar Group의 계열사

Ferretti Yachts

이탈리아

226

4위

Ferretti Group의 계열사

Pershing S.p.A

이탈리아

106

10위

Ferretti Group의 계열사

Azimut

이탈리아

312

2위

Sunseeker International

영국

255

3위

Princess Yachts

영국

195

6위

Rodriguez Group

이탈리아

192

7위

영국

142

8위

Fairline Boats

Azimut Benetti Group의 계열사

본사는 프랑스에 소재

자료 : KPMG, Sector Competitiveness Analysis of the UK Leisure Boatbuilding
Industry(2006)

2. 주요 국가별 레저보트 산업 분석
1) 북미지역 레저보트 산업 분석
가. 미국 레저보트 산업
가) 미국 레저보트 산업개황
【표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3년 기준으로 미국내에서 보트생산 및
수리, 마리나 관련업체가 1,100개가 있으며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연간 레
저보트 수는 무려 754,302대나 된다. 총 고용인원은 550,000명이며 국민당
보트수는 16.7명당 1대이다. 그리고 마리나 수는 무려 12,000개소나 된다.
영국해양협회(British Marine Federation) 자료에 의하면 세계 레저보트 시
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80%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미국의 세
계시장 점유율은 60%선이라고 할 수 있다(Allen Consulting 2005).

레저보트 카테고리를 고무보트, 일반 레저용 모터보트, 세일보트, 수퍼요트
로 분류한다면 레저보트 세계 1위 업체인 브룬즈윅그룹과 2위 업체인 젠마

그룹이 주축이 된 일반레저용 모터보트 분야에서는 세계시장을 석권하다시
피 하고 있으며, 고무보트 부문에서는 프랑스의 조디악사가 세계 1위의 시
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워싱턴주에 소재한 Achilles사, 미국 최고의
RIB 생산업체인 Nautica사,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Sea Eagle Inflatable Boats
사 등이 북미지역은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다.

세일보트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베네또, 자누와 함께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플로리다 소재 Hunter Marine사(9~50 피트급 19개 모델의 세일보트
생산)를 비롯하여 Hobie Cat(26개 모델의 카약 및 피싱 세일요트 생산),
Catalina yachts(8~50 피트급 24개 모델의 세일요트 생산)가 미국내수시장에
서 선전을 하고 있으며 베네또의 미국 현지법인인 베네또USA사도 미국 내
수시장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 수퍼요트 분야에서는 이탈리아의 Ferretti 그
룹과 Azimut Benetti 그룹, 그리고 Rodriguez 그룹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 브룬즈윅 그룹의 멤버인 Hatteras yachts사의 수퍼요트가 플로
리다를 중심으로하는 수퍼요트 내수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보트산업의 미국내 경제효과는 2006년 기준 US$1,155억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효과는 484,700명을 나타내고 있는 등 지역내 경제효과도 상당한 것으
로 분석된다.

【표5】

보트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2006)

Sector/Spending category

총매출액
($백만)

Jobs

노동인건비

부가가치액

($백만)

($백만)

Direct Effects
Boat Manufacturing

7,727

37,900

1,941

3,188

Marinas (Slip rentals)

3,078

40,000

1,079

1,938

Repairs

4,113

51,700

1,540

2,131

Insurance

1,843

13,700

801

1,734

439

2,200

191

356

3,868

57,000

1,985

2,805

779

5,000

332

593

1,256

5,600

320

369

직접 경제효과

23,104

213,100

8,189

13,114

간접 경제효과

38,220

271,600

12,349

20,507

총 경제효과

61,324

484,700

20,538

33,621

Credit intermediaries (Boat
loan payments)
Retail Margins (Boats, motors,
trailers & accessories)
Wholesale trade
Manf. of motors, trailers, &
accessories

자료 :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 보트산업연구소

나) 주요 레저보트 생산업체
▶ 브룬즈윅(Brunswick) 그룹 9)
브룬즈윅사는 1845년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에서 당구장 테이블 제작을 모테
로 성장했으며 현재 머큐리 마린 엔진그룹, 브룬즈윅 보트그룹, 건강기구부,
브룬즈윅 볼링 및 당구부 등 4개 사업부를 거느리고 있다. 4개 사업부 중에
서 핵심그룹은 보트 및 엔진 부문이다. 2006년 기준 브룬즈윅 그룹은 매출
액 5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보트부문 매출액은 28억 달러를 기록해 22.7억
달러를 기록한 2004년 대비 23.3%의 2년간 누적 성장률을 기록했다. 브룬
즈윅 보트 그룹은 테네시주 녹스빌에 본사가 있으며 레저보트 업계 부동의
세계 1위인 Sea Ray를 비롯하여 47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Bayliner,
Maxum, Hatteras, Meridian, Sealine(이상 16～100 피트급 위락형 보트),
Baja(20～24 피트급 스피드용 보트), Albemarle, Boston Whaler, Cabo
Yachts, Laguna, Palmetto, Sea Boss, Sea Pro, Trophy(이상 13～52 피트
급 레저낚시 보트), Crestliner, HarrisKayot, Lowe, Lund, Princecraft,
Triton(이상 10～26 피트급 레저낚시 및 덱 보트) 등을 생산하고 있다.
9) 브룬즈윅 그룹과 계열사의 자료는 브룬즈윅 그룹 웹사이트를 참고하였다. http://www.brunswick.com

▷ Sea Ray사
씨레이사는 세계 레저보트업계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2004년 기준 총 매출액이 44.8억 달러이다. 이 회사는 Sports Boat 부문에
서 19～29피트급 18개 모델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대는 2만～6만 달러이
다. Sports Cruise 부문에서는 24～34피트급 11개 모델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대는 71,000～283,500달러이다. Sports Yacht 부문에서는 36～48피트급
7개 모델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대는 368,000～916,000달러이다. 초호화
Yacht 부문에서는 52～60피트급 5개 모델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대는
1,140,000～2,062,000달러이다.
▷ Bayliner사
Bayliner사는 17～35 피트급 일반 레저보트, 폰툰보트, 덱 보트를 생산하는
업체로 소형 레저보트 부문에서 세계 1위업체이다. 1957년에 설립되었으며
1986년 브룬즈윅이 이 회사를 인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판매시장은 북
미지역을 비롯하여 유럽, 호주, 아시아 등이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생산공장은 미네소타 Pipestone(덱 보트 생산, 종업원 300명, 1970년 설립),
오레곤 Roseburg(22～30 피트급 모터보트 생산, 종업원 320명, 1989년 설
립), 메릴랜드 Cumberland(18～22 피트급 모터보트 생산, 종업원 166명,
1986년 설립), 멕시코 Reynosa(소형 모터보트 생산, 종업원 150명) 등 4개
소가 있다.

▷ Baja사
Baja사는 19～42 피트급 초고속 모터보트 및 일반 레저보트 생산업체로
1972년에 설립되었다. 1995년에는 브룬즈윅 그룹이 이 회사를 인수하여 초
고속 레저보트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으며 판매시장은 북미지역은

물론 유럽, 아시아, 호주 등이다.

▷ Meridian Yachts사
Meridian Yachts사는 34～58 피트급 고급형 모터요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
는 업체로 2002년도에 고급형 모터요트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
하여 브룬즈윅 그룹에서 직접 설립하였다. 비교적 신생 업체이지만 모터요
트 부문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업체이다.

▷ Maxum사
Maxum사는 17～42 피트급 고급형 모터요트, 일반 레저보트, 덱보트를 전
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1988년도에 브룬즈윅 그룹에서 직접 설립하였다.
모터요트 및 덱보트 부문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업체이다.

▷ Hatteras Yachts사
Hatteras yachts사는 50～100 피트급 스포츠 낚시보트와 수퍼요트를 전문적
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1959년도에 설립되었다. 2001년 브룬즈윅 그룹이 수
퍼요트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수하였으며 판매시장의 주
축은 미국 국내시장이다.

▷ Bermuda사
Bermuda사는 9～18 피트급 초소형 일반 레저보트, 낚시보트 전문 생산업체
로 1990년도에 브룬즈윅 그룹에서 호주시장 개척을 위해 직접 설립하였다.
따라서 이 회사의 판매시장은 호주시장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 Quicksilver사
Quicksilver사는 일반 레저보트, 낚시보트, 고무보트 전문 생산업체로 12～

29 피트급 FRP레저보트, 11～17 피트급 알루미늄 보트, 7～18 피트급 고무
보트를 생산하고 있다. FRP 레저보트의 경우 호주, 러시아, 타히티가 주력
시장이며, 알루미늄 보트는 북미와 아시아 지역이며, 고무보트도 북미와 아
시아가 주력시장이다. 브룬즈윅 그룹이 고무보트 생산을 위해 1991년에 이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993년부터 레저보트 및 알루미늄 보트를 제작해 왔
다.

▷ Uttern사
Uttern사는 15～22 피트급 일반 레저보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1967년도에 설립되었다. 브룬즈윅사에서 유럽시장 확장을 위해 1997년도에
이 회사를 인수하였다. 주 판매시장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덴마
크, 벨지움,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이다.

▶ 젠마(Genmar)그룹 10)
젠마그룹은 세계 레저보트 업계에서 씨레이를 보유하고 있는 브룬즈윅 그
룹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브룬즈윅 그룹과 함께 젠마 그룹은 레저보
트 관련 기술, 생산혁신, 환경우선 정책 등을 내세워 공격적 경영을 하고
있다. 젠마그룹은 1978년에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설립되었으며 설
립 이후 레저보트 업체를 공격적으로 매입하여 현재 카브요트 등을 포함
13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보트 생산공장은 9개소이며 전 세계에 젠마
제품 대리점이 1,000여 개가 있으며 고용인원은 약 5,000명이다. 2005년 기
준 젠마그룹 총 매출액은 1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3개 브랜드별 기본현황
은 다음과 같다.

▷ Marquis사
10) 젠마그룹 및 계열사의 자료는 젠마그룹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http://www.genmar.com

Marquis사는 4개 모델의 52.6～64.1피트급 고급 Motor Yacht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003년 위스콘신 풀라스키(Pulaski)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1,000
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다.

▷ Windsor Craft사
Windsor Craft사는 2006년 미네스타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에서 설립되
었으며 5개 모델의 30~40피트급 고급 피크닉 보트와 Motor Yacht를 생산
하고 있는 업체로 모델별 가격대는 495,000～1,000,000달러 수준이다.

▷ Carver사
Carver사는 37.7～59.8피트급 고급 Motor Yacht 14개 모델을 생산하고 있
는 업체로 1954년 위스콘신 풀라스키(Pulaski)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1,000
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다. 모델별 가격대는 200,000～1,000,000달러 수
준이다.

▷ Glastron사
Glastron사는 17.1～27.5피트급 소형 모터보트 22개 모델을 생산하는 업체로
1956년 미네소타 리틀폴스(Little Falls)에서 설립되었으며 70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다.

▷ Four Winns사
Four Winns사는 17.5～41.3피트급 고급 Sports 보트 26개 모델을 생산하는
업체로 1975년 미시건 캐딜럭(Cadillac)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800명의 종
업원을 보유하고 있다.

▷ Champion사

Ｃhampion사는 18.4～23.10 피트급 모터보트 15개 모델을 생산하는 업체로
1975년 테네시 머프리스보로(Murfreesboro)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300명
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다. 모델별 가격대는 21,000～50,000달러 수준이다.

▷ Stratos사
Stratos사는 18.6～21.4피트급 모터보트 17개 모델을 생산하는 업체로 1984
년 테네시 머프리스보로(Murfreesboro)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300명의 종
업원을 보유하고 있다. 모델별 가격대는 13,000～45,000달러 수준이다.

▷ Larson사
Larson사는 18.6～36.11피트급 Cabin Cruiser 등 모터보트 25개 모델을 생
산하는 업체로 1913년 미네스타 리틀폴스(Little Falls)에서 설립되었으며 현
재 70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다. 모델별 가격대는 12,000～250,000달러
수준이다.

▷ Wellcraft사
Wellcraft사는 18～40.4피트급 가족형 낚시보트 20개 모델을 생산하는 업체
로 1955년 플로리다 세라소타(Sarasota)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500명의 종
업원을 보유하고 있다.

▷ Ranger사
Ranger사는 17.8～25.6피트급 낚시보트 37개 모델을

생산하는 업체로 1968

년 아칸사 플리핀(Flippis)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80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
고 있다. 모델별 가격대는 15,000～60,000달러 수준이다.

▷ Triumph사

Triumph사는 12～23.8피트급 낚시 및 Family Cruiser 보트 11개 모델을 생
산하는 업체로 1994년 노스케롤라이나 더함(Durham)에서 설립되었으며 현
재 10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다. 모델별 가격대는 11,500달러부터 시작
한다.

▷ Seaswirl사
Seaswirl사는 17.4～33.5피트급 낚시보트 및 Family Sports 보트37개 모델
을 생산하는 업체로 1955년 오레곤 쿨버(Culver)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다. 모델별 가격대는 15,000～175,000달러 수
준이다.

▷ Hydra-Sports사
Hydra-Sports사는 18.7～33.5피트급 모터보트 18개 모델을 생산하는 업체로
1973년 플로리다 세라소타(Sarasota)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500명의 종업
원을 보유하고 있다. 모델별 가격대는 30,000～250,000달러 수준이다.

나. 캐나다 레저보트 산업
가) 캐나다 레저보트 산업 개황
캐나다의 레저보트 산업은 미국의 레저보트 산업의 성장과 함께해 왔다. 미
국은 캐나다 레저보트 제1의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만큼 레저보트 세계시장
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의 성장은 캐나다의 레저보트 산업에 많은 영
향을 끼쳤다. 캐나다의 주력 보트산업은 FRP 소재 중소형 일반 레저보트와
알루미늄 보트이다. FRP 일반 레저보트의 주요 생산업체는 Campion
Marine사, Doral사, Sea-Doo사11)이며, 주요 소형 알루미늄 보트 생산 업체
11) PWC 업계 북미 1위업체이며 Sports Boat에도 경쟁력이 있는 업체임

는 Harbercraft사이다. 캐나다는 202,080km의 해안선과 온타리오 호수를 비
롯하여 크고 작은 많은 호수를 보유하고 있어 레저보트 활동을 즐기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캐나다 레저보트 활동의 절반 정도가 온타리오
호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트활동은 토론토로부터 반경 300
마일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캐나다의 보트 보유대수는 약 220만 대이며 이
는 캐나다 인구 15명당 1대 꼴이다.

나) 주요 레저보트 생산업체
▶ 켐피온 마린(Campion Marin)사12)
켐피온 마린사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소재해 있으며 FRP 레저보트를 생
산하는 캐나다 업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업체이다. 16～30피트급의 비교
적 소형 파워보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모델은 37종에 달한다. 이 회사
의 연간 생산대수는 약 1,400대로 세계 35개국에 수출된다. 켐피온 마린사
의 한국 딜러는 (주)신화마린으로, 이 회사는 한국 최초로 카타마란을 제작
한 업체이다. 켐피온 마린사는 FRP 레저보트 부문에서 중소형 고급 파워보
트의 전문 생산에 전략을 두고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 주

소 : Campion Marine Inc., 200 Campion Road, Kelowna,
British Columbia, V1X 7S8

- 전화번호 : 250-765-7795
- 팩스번호 : 250-765-8883
- 웹사이트 : http://www.campionboats.com

▶ 도렐(Doral)사13)
도렐사는 1972년 퀘벡지역에서 보트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35년 동안 기술
혁신을 통해 양질의 레저보트를 생산해온 업체이다. 주력품목으로는 17～36
12) 켐피온 마린사의 자료는 동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http://www.campionboats.com
13) 도렐사의 자료는 동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http://www.doralcorporations.com

피트급 규모의 Sports Yacht

2종, Sports Cruiser 16종 등 총 18종의 모델

을 생산하여 한국을 포함 24개국에 딜러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제품은 특히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16개국에 딜러가 있다.
이 회사도 경쟁사인 켐피온 마린사와 마찬가지로 소형 FRP 파워보트에 비
교우위가 있다.
- 주

소 : 1991 3rd Avenue, Grand Mere, PQ, G9T 2W6

- 전화번호 : 1-888-843-6725
- 팩스번호 : 250-765-8883
- 웹사이트 : http://www.doralcorporations.com
▶하버크래프트(Harbercraft)사14)
하버크래프트사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위치한 캐나다 알루미늄 파워보트
생산업체 중 1위업체로 캐나다 내수시장 및 미국시장에 비즈니스의 중점을
두고 있는 업체이다. 이 회사는 1959년 나이아가라 강변에서 보트를 만들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48년 동안 약 110,000대의 알루미늄보트를 생산해 북미
시장에 보급해 왔다.
- 주
- E-mail

소 : 67 L&A Crossroad, Vernon, BC, Canada, V1B 3S1
: mail@harbercraft.com

- 웹사이트 : http://www.harbercraft.com

2) 유럽지역 레저보트 산업 분석
가. 이탈리아 레저보트 산업
가) 이탈리아 레저보트 산업 개황
14) 하버크래프트사의 자료는 동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http://www.harbercraft.com

이탈리아의 레저보트산업은 약 20억 달러의 규모로 유럽에서는 가장 크며
세계시장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유럽 전체 레저보트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높은 수치이다. 특
히 이탈리아는 레저보트 생산분야 중에서 수퍼요트 생산과 수퍼요트 마리
나 산업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탈

리아의 레저보트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씩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레
저보트 산업이 이탈리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약 83억 달러이다. 이탈리아
의 해안선 길이는 약 8,000마일이며, 마리나 항구는 104개소에 불과하지만
최대 정박가능대수는 13만 대에 달한다. 이탈리아 교통부에 의하면 약 45만
대의 레저보트가 이탈리아 국내에 있으며 2004년도 기준으로 24피트급 이
상의 등록대수는 71,014대이다. 이탈리아에서는 23피트 미만의 소형 레저보
트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탈리아 정부는 부족한 마리나 시설 확보를 위
해 2004년도에 3,029대 분량의 계류장을 신설하였다.

나) 이탈리아 주요 레저보트 업체 현황
▶ 아지무트(Azimut)사
아지무트사는 이탈리아 북부 Avigliana에 본사를 두고 Savona, Viareggio지
역 등 3개소에 대형 보트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 보았
을 때 미국의 브룬즈윅과 젠마의 뒤를 이어 세계 4위의 레저보트 생산업체
이다. 이 회사는 39～116피트급 Cruiser Yacht 14종과 75～116피트급 수퍼
요트, 43～68피트에 해당하는 Sports Cruiser급 고급레저보트 3종을 생산하
고 있다. 아지무트사의 본사가 있는 Avigliana 공장에서는 연평균 39～68피
트급 레저보트를 350대 가량 생산하고 있다. Savona지역 공장은 아지무트
보트의 서비스 전용 공장이다. Viareggio공장에서는 100피트 전후의 수퍼요
트를 생산하고 있다. 2006년도 아지무트사의 총 매출액은 9억6천6백만 달러
를 기록해 2004년 매출액 기준 2년간의 누적 성장률은 71%에 달했다. 이는

수퍼요트의 판매호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지무트사의 2001년 기준
고용인원은 895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2,294명으로 크게 늘어 6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무려 21%에 달하는 등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다. 아지무트
요트는 유럽(54%), 미국(26%), 남미(11%), 중동(9%), 아시아 및 호주(4%)
순으로 판매되고 있다.
- 주

소 : Via M. L. King, 9/11, 10051 Avigliana - Torino, Italy

- 전화번호 : 39 011 93 161
- 팩스번호 : 39 011 936 72 70
- 웹사이트 : http://www.azimutyachts.com

▶ 페레티(Ferretti) 그룹
페레티 그룹은 1968년 이탈리아의 Ansaldo 지역에서 생산을 시작하여 2004
년 레저보트 매출액이 6억9천2백만 달러를 기록해 미국의 브룬즈윅과 젠마
의 뒤를 이어 세계 3번째의 큰 요트제조 그룹으로 성장했다. 33피트 요트에
서부터 115피트의 Super Yacht까지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2006년
현재 2,800여 명이 22개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9개 브랜드에서 10억6천
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2004년 대비 5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9개
주요 브랜드는 46～88피트급 Ferretti Yacht, 30～34피트급 Custom Line,
33～115피트급 Riva, 37～115피트급 Pershing, 2004년에 인수한 40～80피트
급 Itama, 49～65피트급 Apreamare, 낚시보트인 Mochi Craft, 1998년에 인
수한 36～67피트급 Bertram, 46～80피트급 CRN 등이다. 페레티 그룹의 보
트는 크루져 보트 중에서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는 고급요트로서 세계 최고급 보트로 인식되고 있다. 이 회사는 2006년에
한국의 아주오토렌탈과 딜러십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 주

소 : Via Ansaldo, 5/7, 47100 Forlì - Italia

- E-mail : info@ferrettigroup.com
- 웹사이트 : http://www.ferrettigroup.com

나. 프랑스 레저보트 산업
가) 프랑스 레저보트 산업 개황
프랑스의 레저보트 산업은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뒤를 이은 2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세계에서는 3위(미국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레
저보트 산업은 소비기준으로 볼 때 유럽 전체 판매액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 측면에서 볼 때는 유럽시장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레저보트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레저보트 보유대수는 약 4백만 대에 육
박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레저보트 등록대수는 88만 대이다. 프랑스 전
역에는 466개의 마리나가 있으며 해안변의 길이는 5,471km이다. 프랑스 해
양산업협회(FIN)에 따르면 2004년 기준 레저보트 관련 산업의 총 판매액은
12억 달러였으며 보트 수리업 및 기타 관련업의 총 수익은 1억2천만 달러
였다. 레저보트 유형별 판매액을 살펴보면 세일보트가 매출 7억3천만 달러,
모터보트는 매출 4억4천만 달러를 기록해 세일보트가 모터보트를 60% 정
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레저보트 생산업체 중에서 베네또사와 듀
포사가 판매액 기준으로 프랑스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8개
사를 기준으로 할 때 프랑스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주요
레저보트 제작업체는 Bénéteau-Jeanneau그룹, Groupe Dufour & Sparks
그룹, Fontaine Pajot, Zodiac,

Rodriguez 그룹, Alliaura Marine 그룹,

Catana, Hamel, Poncin Yachts, Locwind, Guy Couach, Ocqueteau, Zelt사
이다.

프랑스 레저보트 수출입 현황

【표6】
구 분

2002

2003

2004

국내 생산액

$1,127

$1,180

$1,260

수출액

$704

$698

$784

수입액

$645

$530

$411

자료 : 프랑스 해양산업협회(FIN)

나) 주요 레저보트 생산업체
▶조디악(Zodiac)사15)
조디악사는 1897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항공부품 및 장비업체이다. 이 회사
는 보잉사를 비롯하여 에어버스 등 세계 굴지의 항공업체에 부품을 납품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레저용 고무보트 소비시장의 약 40%를 점유해
부동의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이 저가 고무보트에
대한 대량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고가 및 양질의 고무보트 시장은 여전
히 조디악사 제품이 독점하고 있다. 종업원 수는 6,500명이며 파리 증권거
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 주

소 : 2 rue Maurice Mallet, 92137 lsse-les-Moulineauz, Cedex,
France

- 전화번호 : 33-141-232-323
- 팩스번호 : 33-146-488-387
- 웹사이트 : http://www.zodiac.fr

▶ 베네또(Beneteau)그룹 16)
베네또 그룹은 1884년 Vendee지역에 공장을 설치한 이래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세일보트 업계에서 부동의 1위 업체이다. 2위 업체와 매출액 기준으로
거의 두 배의 차이를 낼 만큼 탄탄한 기업인 베네또 그룹은 Vendee지역에
15) 조디악사의 자료는 동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http://www.zodiac.fe
16) 베네또그룹의 자료는 동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http://www.beneteau-group.com

5개소의 보트공장이 있으며 그중 2개소는 상업용 낚시선을 중점적으로 생
산하고 있다. 미국 사우스 케롤라이나주 Marion지역에도 1개소의 공장이
있다. 베네또 레저보트는 세계 보트대여업체 순위에서도 세계 1위를 고수하
고 있다. 주력 품목은 32～49피트급 세일보트 9종, 36～50피트급 경주용 세
일보트 5종, 52～57피트급 기함(Flagship) 2종, 32～46피트급 Flybridge 3종,
41피트급 Sports Cruiser 1종, 41피트급 낚시선 1종 등 총 20종의 세일보트
및 파워보트를 생산하고 있다. 베네또사는 전 세계에 약 1,500개의 딜러 또
는 서비스센터가 있다. 베네또 그룹의 지역별 판매 구조를 보면 유럽시장
48%, 프랑스 내수시장 22%, 호주 12%, 북미11%, 기타 7%이다. 따라서 베
네또 그룹의 보트 판매는 70%가 유럽권역에 이루어지고 있다. 베네또 그룹
에는 본사인 베네또를 비롯해 1995년 베네또가 인수한 자누(JEANNEAW),
CNB, 라군(LAGOON), WAUQUIEZ 등 총 5개의 레저보트 생산회사가 있
다. 이중 라군은 카타마란 전문 생산업체이다.
- 주

소 : Beneteau S.A. Les Embruns 16, Bd de la mer 85803
St-Gilles-Croix-de-Vie Cedex, France

- 전화번호 : 33-251-268-850
- 팩스번호 : 33-251-268-864
- 웹사이트 : http://www.beneteau-group.com

▶ 듀포(Dufour)사17)
듀포사는 1996년 길버트 마린(Gilbert Marine), 1997년 아코아(Arcoa), 그리
고 1998년 ACM을 인수하면서 베네또의 뒤를 이어 프랑스 레저보트업계 2
위로 등극한 회사이다. 듀포사는 이러한 공격적 인수합병으로 규모의 경제
를 실현하여 많은 수량의 세일보트 및 파워보트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 회
사의 주력 품목은 34～52피트급 세일보트 10종이다.
17) 듀포사의 자료는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http://www.dufour-yachts.com

- 주

소 : DUFOUR YACHTS s.a.,1, rue Blaise Pascal, 17187
Périgny cedex, FRANCE

- 전화번호 : 33 (0)5 46 30 07 60
- 팩스번호 : 33 (0)5 46 45 46 96
- 웹사이트 : http://www.dufour-yachts.com

다. 영국 레저보트 산업
가) 영국 레저보트 산업개황
영국은 레저보트 산업에서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레저보트

생산업체수는

400개이며

이중

Sunseeker

International사, Princess Yachts International사, Fairline Boats사, Sealine
사 등 4개 메이저 업체가 영국 레저보트 생산시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2003년 기준 연간 생산대수는 13,312대이며 2004년 기준 연간 총 생산액은
37.5억 달러이다. 레저보트 업계의 고용인원은 3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국
민 102명당 보트 1대를 보유하고 있고 마리나 수는 500개소이다. 전국적으
로 약 25만 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중 약 5만 대는 마리나에서 소화하고
있다. 영국해양협회의 자료(BMF 2005)에 의하면 영국 레저보트 산업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57%의 누적성장률을 기록했다. 영국의 레저보트 산
업에서 특이한 사항은 수퍼요트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Super-Yacht
Initiative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영국의 수퍼요트 생산업체들
이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UK Trade & Investment 2004). 영국의 수퍼요트 생산시장은 이탈
리아와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2004년 기준 영국의 수퍼요트 생
산액은 15억 달러였다 (Times Online 2005).

나) 주요 레저보트 생산업체
▶ 선시커 인터내셔널(Sunseeker International)사18)
선시커 인터내셔널은 레저보트 생산액 기준으로 세계 3위 업체이다. 이 회
사는 2004년도 매출액이 2억5천5백만 달러였으나 2006년에는 이보다 43%
가 증가한 3억6천4백만 달러에 달해 최근 2년간 매년 20%에 육박하는 성
장세를 보여주었다. 주력 제품은 75～121피트급 수퍼요트 7종, 50～66피트
급 Flybridge 3종, 59～108피트급 모터요트 및 수퍼요트 5종, 39～53피트급
Sports Cruisers 3종, 38～44피트급 Sports Boat 3종 등 총 21개 모델을 생
산하고 있다. 이 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세계적으로 레저보트
의 대형화 추세에 힘입어 고가의 수퍼요트가 많이 팔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주

소 : 27-31 West Quay Road, Poole, Dorset, BH15 1HX, UK

- 전화번호 : 44 (0)1202 381111
- 팩스번호 : 44 (0)1202 382222
- 웹사이트 : http://www.sunseeker.com

▶ 프린세스 요트(Princess Yacht International)19)
1965년에 설립된 프린세스사는 초기에는 31피트급 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
였으며 1970년에 ‘프린세스32’를 제작한 이후 10년 동안 같은 디자인을 세
계시장에 1,200대나 판매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지금까지 80개의 모델을 출
시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47개 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1,750명이다. 현재 주요 모델은 44～84피트급
Flybridge Yacht 11종과 42～72피트급 Sports Yacht 7종이다. 특히 판매 모
델 중에서 수퍼요트급은 대형 및 고급 레저보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2004년 기준 프린세스의 총 판매액은 1억9천5백만
18) 선시커 인터네셔날사의 자료는 동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http://www.sunseeker.com
19) 프린세스 요트사의 자료는 동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http://www.princessyachts.com

달러로 세계 레저보트업계에서 6위에 해당한다. 이 회사의 한국 대리점은
코오롱그룹이며 호주의 최대 레저보트 생산업체인 리비에라사와는 전략적
제휴 관계에 있다.
- 주

소 : Princess Yachts International plc, Newport Street,
Plymouth, Devon PL1 3QG, UNITED KINGDOM

- 전화번호 : 44 (0) 1752 203888
- 팩스번호 : 44 (0) 1752 203 777
- 웹사이트 : http://www.princessyachts.com
▶ 페어라인(Fairline)사
페어라인사는 1967년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63종의 레저보트 모델을 개발
하여 전 세계시장에 11,500대를 판매하였으며, 2004년 판매액 기준으로 매
출 1억4천2백만 달러를 기록해 동종 업계에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최근에
생산하는 레저보트 모델은 38～64피트급 Cruiser 6종, 50～60피트급 중대형
Flybridge 3종, 58～78피트급 대형 Motor Yacht 3종이다. 현재 세계 30개국
에 걸쳐 딜러가 있다.
- 주

소 : Fairline Boats Ltd, Oundle PE8 5PA, England

- 전화번호 : 44 (0) 1832 273661
- 팩스번호 : 44 (0) 1832 273432
- 웹사이트 : http://www.fairline.com

▶ 씨라인(Sealine)사
1972년 설립된 영국의 씨라인사는 모기업이 미국의 브룬즈윅 그룹이나 영
국의 별도법인으로 철저히 현지화되어 유럽시장의 고급레저보트 사업을 선
도하는 업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연평균 400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레저보트 모델은 52～60피트급 중대형 Motor Yacht 3종, 34～42
프트급 소형 Flyridge 3종, 25～48피트급 소형 Sports Cruiser 9종 등이다.

2004년 기준 총 판매액은 1억1천1백만 달러이며, 전 세계에 40개소의 딜러
가 있다.
- 주

소 : Sealine International Ltd., Whitehouse Road,
Kidderminster, England, DY10 1HT, United Kingdom

- 전화번호 : 44 (0)1562 749100
- 팩스번호 : 44 (0)1562 747709
- 웹사이트 : http://www.sealine.com

3) 오세아니아지역 레저보트 산업 분석
가. 호주 레저보트 산업
가) 호주 레저보트 산업 개황
레저보트산업은 서구의 전통산업답게 미국과 유럽 국가가 제조와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산업구조에도 호주는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서구 해양문화의 영향으로 보트산업의 각종 지수가
상위권에 올라있다.

【표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호주는 마리나 시설 수에서 미국에 이어 세
계 2위를 달리고 있으며, 보트 등록대수 면에서도 미국․스웨덴․프랑스․
핀란드에 이어 세계 5위다. 특히 마리나당 보트 수는 348척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보트의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보
트 보급률은 국민 31명당 1대꼴로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호주는 세계보트생산량의 4.3%를 차지하며 보트 생산대수 면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전통의 유럽 보트생산 국가를
압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의 보트산
업은 이탈리아․프랑스․영국 등과 함께 세계 2위권에 속해 있다 (류효종

2007). 하지만 레저보트 매출액 기준으로 국가별 순위를 정하면 미국(1위),
이탈리아(2위), 프랑스(3위), 영국(4위), 호주(5위) 순이다.

나) 주요 레저보트 생산업체
▶ 리비에라(Riviera)사20)
리비에라사는 27년 전통의 레저보트 생산업체로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에
있는 보트산업단지에 소재해 있으며 호주전체 레저보트 생산의 23%를 차
지하고 있다. 연간 약 380척의 호화 레저보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 총 생
산액은 호주달러로 1억5천만 달러이다. 산업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
체 견습생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해 종업
원 1,200명이 일하고 있다. 주력 품목으로 33～60피트급 Flybridge 11종, 3
6～40피트급 Sports Cruiser 2종, 36～46피트급 Sports Yacht 3종을 생산하
고 있으며 제품의 약 60%를 30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 주

소 : 50 Waterway Drive, Coomera, Queensland, 4209

- 전화번호 : 61-7-5502-5555
- 팩스번호 : 61-7-5502-5599
- 웹사이트 : http://www.riviera.com.au/

▶ 무스탕 마린(Mustang Marine)사21)
무스탕 마린사는 30년 전통의 레저보트 생산업체로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
에 있으며 연간 약 200척의 호화 레저보트를 생산하고 있다. 종업원은 약
700명에 달한다. 주력 품목으로 28～46피트급 Sports Cruiser 10종과 37～
55피트급 Flybridge 4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뉴질랜드, 한국 등 세계
13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제품은 경쟁사인 리비에라사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 신흥 아시아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
20) 리비에라사의 자료는 동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http://www.riviera.com.au
21) 무스탕 마린사의 자료는 동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http://www.mustangmarine.com.au

- 주

소 : 8-12 Mercantile Court, Ernest, Gold Coast, Queensland
4214

- 전화번호 : 61-7-5571-7255
- 팩스번호 : 61-7-5571-6211
- 웹사이트 : http://www.mustangmarine.com.au

▶ 퀸트렉스(Quintrex)사22)
퀸트렉스사는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에 있는 보트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로 호주 최대의 알루미늄 파워보트 전문 생산업체이다. 3.1M～6.6M급
알루미늄 보트 60종을 연간 약 14,000대 생산하여 호주 내수시장 공략뿐 아
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27개소의 대리점을 두고 수출 전략도 펼치고
있다. 제품의 가격대는 호주달러로

3.1M급은 4천 달러에서 시작되며 가장

큰 모델인 6.6M급은 5만4천 달러이다. 이 회사는 알루미늄 파워보트와 더
불어 보트이동 장비인 트레일러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다.
- 주

소 : 50 Waterway Drive, Coomera, Queensland, 4209

- 전화번호 : 61-7-5585-9898
- 팩스번호 : 61-7-5585-9888
- 웹사이트 : http://www.quintrex.com.au

4) 아시아지역 레저보트 산업 분석
가. 대만 레저보트 산업
가) 대만 레저보트 산업개황
1980년대에 대만에는 약 100개 업체가 요트를 생산하였고, 연간 1,500대 이
상을 수출하며 연 매출액이 1억9천만 달러에 달했다. 당시에는 30 피트 이
22) 퀸트렉스사의 자료는 동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http://www.quintrex.com.au

내의 중소형 세일보트 위주로 생산하였으며 대당 평균 가격은 8만 달러였
다. 오일쇼크 이후 생산비 폭등으로 대만의 세일보트 산업은 퇴보를 거듭하
여 1990년대는 세일보트 생산업체의 70% 가량이 문을 닫았다. 몇몇 업체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겼으며, 나머지 업
체들은 제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수퍼요트와 고가의 세일보트
생산에 집중했다. 그 결과 2004년에는 수출액 기준으로 1억7천만 달러를 기
록했다. 세계 수퍼요트 시장에서 대만은 영국, 네덜란드, 미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5위의 국가로서 독일과 뉴질랜드를 앞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200개 업체가 수퍼요트를 생산하거나 유관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1
위 업체는 Horizon Yachts사이다.
【표7】

대만 보트생산업체 순위

업체순위(2003기준)

레저보트 생산업체명

수출성장률(2004)

1

Horizon

20%

2

Ocean Alexander

5-10%

3

KhaShing (MonterFino)

100%

4

Ta Shing

10%

5

Dyna Craft

95%

6

TunHwa

10%

7

President

60%

8

Johnson

15%

9
10

Symbol
Hershine

20%
10%

자료 : Taiwan’s United Ship Design & Development Center (USDDC)

나) 주요 레저보트 업체현황
▶ 호라이즌 요트(Horizon Yachts)
Horizon Yachts사는 대만에서 생산액 기준 1위 업체로 20년 동안 모터요트
생산에 주력해 왔다. 이 회사의 주력모델은 50피트급과 130피트급 등 2종이

다. 이 두 모델은 Horizon과 Elegance라는 브랜드로 미국과 유럽시장에 판
매되고 있으며, 최근 대당 가격이 1천만 달러인 130피트급 수퍼요트를 수주
했다.

5) 국가별 주요 레저보트 생산업체 내역
아래의 ‘국가별 주요 레저보트 생산업체 내역’에서는 위에서 개략적으로 소
개한 업체별 주력모델과 관련 웹사이트를 일람할 수 있다.
국가별 주요 레저보트 생산업체 내역

【표8】
국가명

업 체 명
Brunswick
Sea Ray

주 력 모 델
레저보트 전 업종
스포츠 크루저23) 및
모터요트24)

웹사이트

비 고

www.brunswick.com
www.searay.com

Brunswick
계열사

Bayliner

스포츠 크루저

www.bayliner.com

“

Baja

고속 모터보터25)

www.bajamarine.com

“

Meridian

모터요트

www.meridian-yachts.com

“

Maxum

스포츠 크루저

www.maxumboats.com

“

www.hatterasyachts.com

“

www.bermudaboats.com.au

“

www.brunwickmarineenea.eu.com

“
“

Hatteras Yachts 슈퍼요트26)
미 국 Bermuda
Quicksilver

소형 스포츠보트27)
소형 스포츠 크루저
및 낚시보트

Uttern

소형 스포츠 보트

www.brunwickmarineenea.eu.com

Genmma

레저보트 전 업종

www.genmar.com

Marquis

모터요트

www.marquisyatchs.com

Windsor Craft

모터요트

www.windsorcraft.com

“

www.carveryatchs.com

“

Carver

스포츠 크루저 및
모터요트

Genmar
계열사

Glastron

소형 스포츠 보트

www.glastron.com

“

Four Winns

스포츠 보트

www.fourwinns.com

“

Champion

소형 스포츠 보트

www.championboats.com

“

Stratos

소형 스포츠 보트

www.stratosboats.com

“

www.larsonboats.com

“

www.wellcraft.com

“

www.rangerboats.com

“

www.triumphboats.com

“

www.seaswirl.com

“

www.hydrasports.com

“

Larson
Wellcraft
Ranger
Triumph
Seaswirl
Hydra-Sports
Campion Marine
캐나다

Doral
Harbercraft
Azimut

이탈리아
Ferretti
Zodiac
프랑스

Beneteau

스포츠 보트 및
크루저
스포츠 보트 및
크루저
낚시보트
낚시 및 페밀리 보
트
낚시 및 페밀리 보
트
스포츠 보트 및
크루저
스포츠 보트 및
크루저
스포츠 보트 및
크루저
알루미늄 보트28)
스포츠 크루저 및
수퍼요트
스포츠 크루저 및
수퍼요트
고무보트
스포츠 크루저 및
세일보트

Dufour

세일보트

Sunseeker

모터요트 및 수퍼요

International

트

영 국 Princess Yacht
Fairline

Flybridge29) 및 스포
츠 요트
스포츠 크루저 및
모터요트

www.campionboats.com
www.doralcorporations.com
www.harbercraft.com
www.azimutyachts.com
www.ferrettigroup.com
www.zodiac.fr
www.beneteau-group.com
www.dufour-yachts.com
www.sunseeker.com
www.princessyachts.com
www.fairline.com

Sealine

Riviera
호 주

Mustang Marine
Quintrex

대 만 Horizon Yachts

스포츠 크루저 및
모터요트
Flybridge 및 스포츠
크루저
Flybridge 및 스포츠
크루저

www.sealine.com

www.riviera.com.au

www.mustangmarine.com.au

알루미늄 보트

www.quintrex.com.au

수퍼요트

www.horizonyachts.com

Ⅳ. 마리나 산업 분석
1. 마리나의 정의 및 기능
1) 마리나의 정의
마리나(Marina)라는 말은 ‘해변의 산책길’ 또는 ‘해안에서 생선 요리를 파는
곳’이라는 뜻의 라틴어 ‘Marinate’에서 유래한다. 1928년 미국의 전국엔진보
트협회(NAEBM)에서 모든 종류의 해양스포츠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과 수
역시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시설을 완비한 일종의 항만시설에
처음으로 ‘마리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말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경
남발전연구원 2007).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마리나(marina) 대신 '해안유원
지'라고 쓸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ICOMIA가 미시건 주립대 레저보트연구
소에 의뢰해 정의한 마리나의 개념은 ‘마리나는 수변가에 위치해 있는 공
23) 스포츠 크루저는 30피트 이내의 비교적 작으면서 빠른 속력을 내는 모터보트로 보트 내에서 숙식이 가능함.
24) 모터요트는 스포츠 크루저와 수퍼요트의 중간단계로 중대형이면서 속도도 빠르며 보트 내에서 숙식이 가능함.
25) Baja사에서 생산되는 고속 모터보트는 바닷가나 호수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초고속 모터보트임.
26) 수퍼요트는 일반적으로 80 피트 이상의 대형 모터보트를 지칭하며 통상 부유층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음.
27) 스포츠보트는 25피트 이내의 작으면서 빠른 속력을 내는 모터보트로 보트 내에 숙식 시설이 없는 것이 스포츠 크루
저와 차이점임.
28) 알루미늄보트는 통상 25피트 이내의 소형 낚시보트로 활용되며 선체가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어 주로 트
레일러로 육상 이동함.
29) Flybridge는 모터보트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작고 개방된 브릿지가 메인 브릿지 위에 하나 더 있는 2층 형태의
모터보트임.

용, 개인용, 상업용 보트 정박 및 보관시설로서 보트 정박 및 보관 이외에
도 주유시설, 화장실, 보트 수리, 오폐수 처리, 보트 판매 사업에도 활용된
다’(ICOMIA 2006)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마리나의 개념은 ‘해안 유원지’
라는 말보다는 ‘복합 레저보트 선착장’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다.

2) 마리나의 기능
2006년도에 발표한 해양수산부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연구에 따르면 마
리나의 기능은 크게 10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보트를 고정하는 계류기능,
보트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보관기능, 보트 육상보관을 위한 상하가 기능,
수리 및 점검기능, 보급 및 청소기능, 정보제공기능 ,숙박 및 휴식기능, 연
수 및 교육기능, 안전관리기능, 문화교류기능이 그것이다.
마리나의 기능

【표9】
구

분

계류기능
보관기능

개

요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 정온수역과 보트를 고정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
.수면보관 : 부잔교 등의 계류시설에 보트를 계류하여 보관
.육상보관 : 보트를 육상의 선박야드나 선박창고에 보관

상하가(上下架)기능 .육상보관 및 보트의 수리․보수․점검 등을 위한 크레인 시설
수리 및 점검기능
보급 및 청소기능

정보제공기능
숙박 및 휴식기능
연수 및 교육기능
안전관리기능

문화교류기능

.보팅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트의 수리․점검시설
.보관 선박이나 방문자 선박을 위한 물, 연료, 식료 등의 보급
.쓰레기,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청소시설 및 보트 세정시설
.플레저보트(pleasure boat)의 활동을 위한 기상 및 해상 정보 제공 기능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 정보 제공
.마리나 이용자를 위한 숙박 및 휴식 시설
.딩기(Dinghy)요트 등의 요트 강습회 개최 및 부속시설로서의 연수원, 교육
시설 확충
.마리나 이용선박의 항해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관리, 감시정에 의
한 순찰 실시
.해양성 레크레이션 기지이자 지역교류거점 역할을 위한 박물관, 자료관 등
의 문화시설이나 이벤트 광장 정비

자료 : 해양수산부(2006),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연구

3) 마리나의 분류
마리나는 항의 구성요건, 지리적 조건, 건설형태, 기능과 역할, 대상보트, 정
비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능과 역할에 따
른 분류하면, 일상형 마리나는 단기 체류형이며 대도시 근교에 있는 것으로
호주 시드니의 The Spit 마리나가 해당되며, 리조트형 마리나는 장기체류
형, 숙박체재형, 관광지 인근에 있는 마리나로서 호주 골드코스트의 생추리
코브 마리나가 해당된다.

〔시드니 The Spit 마리나〕

〔호주 골드코스트 생추리코브 마리나〕

마리나 분류표

【표10】
구

분

성립조건
지리적.지세적
조건

마리나의 분류
. 천연항 : 천연적인 만, 강입구 등에 형성
. 인공항 : 방파제 등의 외과기설에 의존
. 해항, 하천항, 호항, 운하항

어항 마리나 관련성
주로 인공항
해항

. 매립항 : 입지 부족 등으로 바다 쪽에 매립해 방파제
건설 형태

등을 건설해 만든 항
. 굴입항 : 저습지, 소만 등 바다 안쪽을 이용해 만든 항

기능 및 역할

. 일상형 마리나 : 단기체류형, 대도시 근교
. 리조트형 마리나 : 장기체류형, 숙박체재형, 관광지 인근
. 딩기요트중심 : 필수최소한의 시설 구비, 경기용 마리나

대상보트

. 크루저 요트 중심 : 대도시권 및 관광지
. 모터보트 중심 : 낚시 중심지

일상형 마리나
모터보트, 크루저
중시

. 공공 마리나 : 공공기관 건립, 직영(혹은 공사 설치운영)
혹은 민간 위탁
정비관리 주체

. 민간 마리나 : 민간 건립 및 운영

공공성 높음

. 공사합동 마리나 : 자본 합동하여 건립, 직영 또는 민간
위탁 운영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6), 다기능 어항에서의 마리나 조성방안 연구

2. 세계 마리나 산업의 동향
미시건 주립대 보트산업연구소장인 Ed Mahoney 박사는 30년 동안 레저보
트 산업의 연구를 하면서 도출한 마리나 산업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Marina Conference 2007’에서 발표하였다. 그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마리나의 가치는 정책결정이나 규제관련 프로세스에서 현실
화되지 못하고 과소평가되며 빈번하게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마리나
는 오직 부유층을 위한 서비스이라는 비정상적 인식이 팽배해있어 공공기
관의 마리나 투자프로젝트는 시민들로부터 부적절한 사업에 공적자금이 투
자된다는 식의 오해를 사고 있다. 셋째, 극히 일부 국가만이 포괄적인 마리
나 보전, 개발 및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정부기관은 마리나 개발
프로젝트 허가할 때 지나치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심사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마리나 업체들의 마리나 관련 과학적
정보의 부족은 미래 마리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마리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여섯째, 많은 국가에서 마리나 시스템과 관련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마리나 공간 부족, 부적절한 고객
서비스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마리나 프로젝트는 종종 정부 및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데, 그 이유는 마리나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Ed Mahoney 200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세계의 마리나 업계가 직면한 과제는 마리
나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 마리나 개발 인허가 부서의 무리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요구, 마리나 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해결하는 것
이라 하겠다.

3. 호주의 주요 마리나 개발 및 운영 사례
1) Mackay 마리나 개발사례
호주 퀸즐랜드주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Mackay 마리나는 호주 해양산업

의 주요 벤치마킹 소재로 활용
되는 우수 개발사례이다.
총 475척을 수용할 수 있는
Mackay 마리나는 80피트 이상
의 수퍼요트 정박시설은 물론
카타마란

또는

트리마란

multihull

레저보트도

등

정박할

수 있는 대형 정박시설도 갖추
고 있다. 이뿐 아니라 상업용 낚시보터, 보트 수리를 위한 전용 정박시설도
설치하였다. 14,000㎡의 규모에 수변 주거단지,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 요트
클럽, 79실의 수변 호텔 등이 마리나 시설 내에 위치해 있다. Mackay 마리
나 개발의 성공은 그 이면에 개발 전에 철저히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개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효율적 마리나
운영을 위한 철저한 경영정책 추진,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Clean Marinas
프로젝트에 대한 의욕적인 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Mackay 마리나는 호
주 달러로 2억 달러에 해당하는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았으며, 고용창
출 면에서도 200명의 상시고용뿐 아니라 건설과정에서 1,500명을 직접 고용
하게 되었다(Jeff Smith 2007).

2) NSW주 Soldier's Point Marina 운영사례
호주 NSW주 북부지역인 포트스테판에 위치한 Soldier's Point Marina는 마
리나 운영 가운데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 호주의 최고를 자랑한다. 시드니에
서 북쪽으로 자동차로 약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포트스테판은 사막 모래
썰매, 돌고래 관광, 와인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이곳은 유명한 관광지답게
몇 개의 마리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마
리나는 Soldier's Point Marina이다. 이곳에는 고객을 위한 공항 픽업 서비

스는 물론, 조간신문 제공, 보
트에까지 편지나 팩스 전달,
매일 아침 식사에 커피 무료
제공, 시원한 손수건과 신선한
과일 매일 오후 무료 제공, 저
녁마다 칵테일 무료 제공, 보
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트
도착 선물 제공, 보트 출발 선
물 제공, 보트 내 무료 쓰레기 처리 등 완벽에 가까운 고객 서비스를 실현
하고 있다. Soldier's Point Marina의 주요 편의시설은 카페, 레스토랑, 세탁
실, 현금인출기, 24시간 기름주유기, 비즈니스 센터, 무료 오폐수 펌프시설,
장애인 시설, 사우나 등이다. Soldier's Point Marina는 규모는 작으나 고객
서비스에 경영전략을 집중, 호주 보트 소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마리나로
성장했다(Darrell Barnett 2007).

3) NSW주정부 직영 로젤 Super Yacht Marina 운영사례
NSW주 해양부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로젤 수퍼요트 마
리나는 시드니 달링하버에서
약 500m 정도 서쪽에 있는
시설로 2000년 시드니 올림
픽을 계기로 호주 국내뿐 아
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수퍼
요트 소유자가 시드니 항을
방문할 때 정박지로 활용하는 마리나 시설이다. 로젤 수퍼요트 마리나는 호
텔로 말하면 5성급 수준에 해당하는 최고의 시설이다. 육지부와 접한 폰툰

시설의 뛰어난 접근성은 물론 흘수(Draft) 5m 이상의 초대형 수퍼요트도 정
박할 수 있는 깊은 수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오폐수시설 및 급유시설,
컴퓨터로 운영되는 마리나 관리시스템 등은 로젤 수퍼요트 마리나를 세계
정상급 시설로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로젤 수퍼요트 마리나는 40～70m급
수퍼요트 28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2백7십만 호주 달러가 공사에
투입됐다. 2006년 한해 수입이 150만 호주 달러인데, 1999년 11월 마리나
개관 이후 현재까지 총 수입이 7백만 호주 달러로 투자수익률이 260%에 달
한다. 특히 개관 이후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보트쇼를 유치, 상당한 부대수
입도 올렸으며 로젤 수퍼요트 마리나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성과도 거두었
다. 수퍼요트 마리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총 4명으로
(소장, 현장 근무자2, 행정1), 이들은 마리나에 정박하는 수퍼요트 소유자들
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입출항 안내, 정
박 수퍼요트 경비, 오폐수 처리, 쓰레기 수거, 유류주입, 인터넷 서비스 안
내, 마리나시설 마케팅까지 청소부터 내무행정까지 모든 것에 해당한다.
Richard Morris NSW주 해양부 로젤 수퍼요트 마리나 소장은 “공무원 4명
이 마리나 시설을 책임지고 경영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며, “이는 마리나 운영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
했다(2007). Richard 소장은 NSW주정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상선
선장으로 10여년을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해양산업 분야에서의 전문성 때문
에 주정부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말했다. Richard 소장은 평소에는
수퍼요트 마리나 시설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마케팅 활동을 주로
하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퍼요트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처리, 급유 등을
직접 처리한다. NSW주정부에서는 로젤 수퍼요트 마리나 시설의 수익에 고
무되어 육상에 800척 규모의 보트를 보관할 수 있는 육상 마리나시설(Dry
storage)을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설치하고 있다.

4) 골드코스트 Sanctuary Cove 마리나 리조트 개발 사례
생추리 코브는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호주 최초
의 복합 리조트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2개소의 챔피언십 골프코스와 세계
최고 수준의 마리나 시설, 5성급 리조트 호텔, 병원, 쇼핑센터, 레스토랑 등
이 있어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대부분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눈여겨볼 것은 개발
과 환경보존의 조화이다. 쿠
메라 강변을 따라 474헥타르
규모로 개발된 이곳은 원래
습지였다. 하지만 골드코스트
에서 수변가의 고급주택 수요
가 증가하면서 이곳을 마리나
리조트로 개발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100미터 거리에 있는 반대편 강변은 모기와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습지이다. 특이한 점은 호주에서 가장 많은 부유층이 거주하는 종합 마리나
리조트인데도 리조트 중심부에 공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공장에는 보
트나 요트 수리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사진 좌측 하단 지역은 원형대로 보
존되어 있는 습지 지역이며, 사진 좌측 상단은 Waterfront 주거지역 개발
현장이다. 사진 중심 지역에는 290척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및 클
럽하우스, 쇼핑센터, 상점 등이 있으며, 사진 우측 중간에는 5성급 하얏트
호텔이 있다. 사진 우측 상단에 있는 흰색 건물은 보트정비공장이다.

5) 골드코스트 시티 마리나 운영 사례
호주에서 가장 큰 작업 마리나로 유명한 골드코스트 시티 마리나는 2001년
도에 골드코스트 보트산업단지 내에 개발되어 50M급의 수퍼요트 18척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마리나와, 중소형 보트 200대를 정박시킬 수 있는 해

상 마리나 시설, 248대의 소형보트를 보관할 수 있는 육상 마리나 시설(Dry
Storage)을 보유하고 있다. 골드코스트 시티 마리나는 마리나 시설지역 내
에 보트 수리업체, 보트 보험업체, 보트 페인팅업체, 전기업체, 보트 실내장
식업체, 보트 엔진업체, 고급 수변 레스토랑 등 70개 보트 및 마리나 관련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게 특징이다. 이곳 마리나에서는 보트 수리에서 판매까
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여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아래 배치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리나 시설을 가운데 두고 상단에는 육상 정박시
설, 좌측에는 Dry Storage시설, 하단에는 보트관련 각종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골드코스트 시티 마리나 배치도

Ⅴ. 한국의 마리나 산업분석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제안
1. 한국의 마리나 산업현황
한국의 마리나 산업은 거의 전무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
기장, 통영 금호마리나 정도가 제대로 시설을 갖춘 마리나이며, 최근에 설

치된 진해 마리나 리조트는 50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마리나
이다. 요트장은 전국에 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부안 변산 요트장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 만조 때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거제시 요트장도
관리실 외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다.

【표11】국내 마리나 현황
마리나
부산
요트경기장
통영
마리나 리조트
진해
마리나 리조트

지역

건립연도

부산

1986

경남

1994

계류능력
1,364척

시설
계류장, 계측실, 동력실,

(육상 1,000, 해상 364) 프레스센트 등
130척

계류장, 클럽하우스, 적치소,

(육상 40, 해상 90)
50척

경남

스포츠센터, 수리소등
계류장, 클럽하우스, 콘도,

(해상 50)

스포츠센터, 수리소 등

자료 : 해양수산부(2006),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연구

국내 요트장 현황

【표12】
시도

시군구

계

시설명

2005년말 현황(단위:㎡)

소유기관

관리주체

9개소

부지면적
187,479

체육시설

부산

해운대구

부산요트경기장

부산시

경기

평택시

평택호요트훈련장

평택시

평택시

593

강원

강릉시

사천요트장

강릉시

강릉시

14,333

충북

충주시

충주요트경기장

충주시

충주시

3,620

충남

보령시

보령요트경기장

보령시

보령시직영

7,852

전북

부안군

부안변산요트경기장

부안군

부안군 직영

2,146

전남

여수시

소호요트장

여수시

경북

울진군

후포요트장

경북체육회

경남

거제시

거제시요트장

거제시

Source : 문화관광부(2006),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관리사업소

체육시설
관리과
경북체육회
위탁
(윈드써핑협회)

138,479

13,413
1,400
5,561

하지만 최근 들어 해안변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마리나 시
설 설치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경기 화성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국도비
지원과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에 착수했다.

2006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마리나 시설 계획지는 강원 양양, 삼척, 경기 화성, 인천 중
구, 연수구, 충남 당진, 서천, 경남 고성, 남해, 경북 영덕, 전남 보성, 완도,
목포, 고흥, 함평, 강진, 해남, 신안, 제주 제주시, 남제주, 서귀포, 부산 기장
등 22개 자치단체에 33개소이다. 해양수산부 마리나 시설 계획지에 포함되
지 않은 서울, 경남 거제, 마산, 강원 속초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마리나 개
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해안변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국
적으로 마리나 시설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이는 특징은 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규모의 마리
나 시설은 공적자본 투입보다는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개발된다는 점이다.
‘Marina Conference 2007’에 참가하여 미국 미시건 주립대 보트산업연구소
장인 Ed Mahoney 교수에게 현재 한국 자치단체의 마리나 직접 설치 현상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질문하자 Mahoney 교수는
“한국처럼 마리나 산업이 없는 국가에서는 마리나 시장에 진입할 때 공공
기관에서 우선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리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기부터는 민간업체에게 마리나 개발 기회를 넘겨야한다”(2007)
고 답변했다.

마리나 시설 계획지

【표13】
광역 시군

시설위치

시설규모
.전체면적:3,500㎡

양양군

.조성시기: 2005～2006년

손양면 수산리 .육상시설면적:1,200㎡
수산항

추진현황

.추진주체: 공공

.수용척수:20척
.시설내용:수상계류장, 보관소, 수선소 등

.사업비:10억 원

.전체면적:285,000㎡

강원

.육상시설면적:253,000㎡
삼척시

. 조성시기: 2008～2011년

근덕면 초곡리 .수용척수:102척(유람선40톤급 2척,요트

※기본계획수립:1999년

초곡항

.추진주체:공동

100척)

.시설내용:마리나 및 휴양시설, 공공/편익 .사업비:623억 원
/교양시설, 숙박 및 상가시설
.전체면적:29,646㎡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지선(전곡항)

.육상시설면적:16,470㎡

.조성시기: 2005～2007년

.수용척수:50척

.추진주체:공공,민간공동

.시설내용:클럽하우스,계류장,마리나

.사업비:109억 원

수선소 등
.전체면적:90,000㎡

을왕동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

.육상시설면적:46,250㎡

산143번지

계획 반영(’03.8)

.수용척수:요트 90척

지선(왕산)

.바리나 시설 포함 관광

.시설내용:요트 클럽하우스, 요트수리소

중구

단지 조성계획 수립중

을 왕 동 산 3 4 - 1 .전체면적:20,000㎡
인천

지선

.육상시설면적:10,550㎡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

(용유.무의관광 .수용척수:요트 20척
단지1단계)
연수구

.시설내용:요트클럽하우스, 요트 수리소

송도 국제도시
6.8공구

.전체면적:544,600㎡
.시설내용:환상형해상공원(문화센터, 관람
시설, 위락시설 등)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일대
(국도38호

계획 반영(’03.8)

지

선)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
리 석문산단
전면해상
(국도38호지선)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 반영(’03.8)

.전체면적:14,000㎡
.육상시설면적:10,000㎡

.조성시기:2007～2010년

.수용척수:100척

.추진주체:민간

.시설내용:해상주유소, 보트크레인

.사업비:178억 원

보트정비소, 마린용품샵, 항해술교육장
.전체면적:560,000㎡
.육상시설면적:400,000㎡
.수용척수:1,500척
.시설내용:호텔/콘도,

.조성시기:2008～2020
마리나클럽하우스, .추진주체:민간

해상주유소, 보트크레인, 보트정비소,
마린용품샵, 향해술교육장, 조정면허
시험장

.사업비:4,560억 원

대호지면
난지도리 도비
도 일대(국도38
호 지선)

서천군

서면 도둔리
지선(홍원항)

.전체면적:28,000㎡
.육상시설면적:20,000㎡

.조성시기:2007～2010년

.수용척수:300척

.추진주체:공동

.시설내용:해상주유소, 보트크레인, 보트

.사업비:356억 원

정비소, 마린용품샵, 항해술 교육장
.조성시기:2008～2010년
.시설내용:방파제,마리나시설,클럽하우스

.사업비:150억 원
.전체면적:34,710㎡

회화면 봉동리 .육상시설면적:23,410㎡
고성군 9 5 0 - 1 ( 당 항 포 .수용척수:50척
해양리조트)

.추진주체:공공, 민간
.조성시기:2006～2010
.추진주체:공공,민간 공동
.사업비:47.4억원

.시설내용:바지선, 선착장, 해안데크,전망 ※전체 315억 원
데크,유류고, 클럽하우tm, 해상크레인 등 (마리나 47.4, 기타267.6)

경남

.전체면적:214,780㎡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육상시설면적:169,421㎡

.조성시기:2007～2010년

(앵강만 일대)

.추진주체:공동 민간공동

.수용척수:해상200척, 육상400척

삼동면 물건리 .시설내용:육상보관시설, 부대적치장,클럽 .사업비:앵강만:860억 원
(물건항 내)

하우스, 마리나선착장, 부잔교, 바지선,

물건항:540억 원

해상크레인 등
.전체면적:57,000㎡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지선

.육상시설면적:31,500㎡

.조성시기:2007～2010년

.수용척수:100척

.추진주체:공동

.시설내용:마리나, 도로, 요트적치장, 콘도 .사업비:1,500억 원
미니엄 등
.전체면적:8,040㎡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청암지선

.육상시설면적:8,040㎡

.조성시기:2004～2009

.수용척수:60척

.추진주체:공동

.시설내용:요트계류시설, 서비스센터,

.사업비:60억 원

특산물 직판장, 진입광장 등
.전체면적:17,162㎡
완도읍
완도항내

전남
완도군

.육상시설면적:660㎡

.조성시기:2006년～

.수용척수:30척

.추진주체:공공

.시설내용:부유체식 마리나 시설, 육상

.사업비:40억 원

계류장
.전체면적:59,504㎡
완도항

.육상시설면적:16,529㎡

북방파제 내측 .수용척수:30척
.시설내용:부유식 요트계류장, 휴게시설
목포시

복포 북항앞
지선해면

.조성시기:2006～2007년
.추진주체:공공, 민간공동
.사업비:140억 원

.해상시설면적:45,000㎡

.조성시기:2006～2009년

.수용척수:50척

.추진주체:공공

.시설내용:부유체식 마리나 시설

.사업비:70억 원

.전체면적:27,500㎡
.육상시설면적:10,000㎡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북촌지선

.수용척수:200척

.조성시기:계획수립중

.시설내용:마리나 시설(요트클럽하우스,

.추진주체:공공, 민간공동

콘도미니엄, 요트수리소 등), 위락시설

.사업비:298억 원

(낚시배 대여소, 낚시용품 쇼핑몰 등),
공공시설(공중화장실, 해양안전관리소)
.전체면적:4,000㎡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수용척수:20척
1013-32지선

.시설내용:부유식 요트계류장, 휴게시설,
해상산책로
.전체면적:5,000㎡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육상시설면적:1,000㎡
하저지선

.수용척수:20척
.시설내용:접안시설

.조성시기:2005～2007년
.추진주체:(공동), 민간공동
.사업비:30억 원
.조성시기:2006～2007년
.추진주체:민간공동
.사업비:1억 원

.전체면적:139,633㎡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지선

.육상시설면적:56,133㎡

.조성시기:2007～2008년

.수용척수:300척

.추진주체:공공

.시설내용:방파제, 육상계류장, 접안시설, .사업비:548억 원
요트수선소, 요트클럽하우소 등
.전체면적:3,345,880㎡
.육상시설면적:3,242,920㎡

압해면 일원

.수용척수:150척
.시설내용:테마파크, 세계음식촌, 신도시
개발, 마리나 시설
.전체면적:1,320,000㎡

압해면
송공일원

.육상시설면적:1,297,550㎡
.수용척수:680척
.시설내용:다기능 연안항, 배후단지,
마리나 시설

신안군
중부 다도해
일원

.추진주체:공동
.사업비:10,624억 원
※기본계획 용역 중
.조성시기:2003～2009년
.추진주체:공동
.사업비:3,737억 원
※실시설계 중

.전체면적:7,107,629㎡

.조성시기:20004～2013

.육상시설면적:6,500,000㎡

.추진주체:공동

.수용척수:200척

.사업비:12,492억 원

.시설내용:호텔, 골크장, 카지노파크,

※전남도 섬개발 계획과

마리나 시설

연계추진

.전체면적:154,800㎡
.육상시설면적:81,284㎡
증도면 일원

.조성시기:2004～2010년

.수용척수:20척
.시설내용:숙박시설, 갯벌학습전시관, 마
리나 시설

.조성시기:2002～2006년
.추진주체:공동
.사업비:386억 원
※펜션단지건립 사업과
연계추진
-21동 건립 완료(386억 원)

지도읍 송도
일원

.전체면적:187,255㎡

.조성시기:2004～2007년

.육상시설면적:167,255㎡

.추진주체:공동

.수용척수:15척

.사업비:760억 원

.시설내용:농수산물 유통센터, 마리나

※지도읍 농어촌 휴양타운

시설
.전체면적:29,978㎡
흑삼면

.육상시설면적:28,000㎡

홍도일원

.수용척수:25척
.시설내용:푸드하우스, 마리나 시설

.전체면적:42,360㎡
흑산면

.육상시설면적:34,650㎡

예리일원

.수용척수:100척
.시설내용:호텔, 여객대합실, 마리나시설

이호동 지선
제주시 ( 공 유 수 면매 립
지역)

남제주 남원읍
군
제주

.전체면적:8,314㎡
.육상시설면적:787㎡
.수용척수:60척
.시설내용:마리나, 요트텔, 수리센터

위미1

리(위미항 내)

서귀동 758-1
지선(서귀항
동측일원)
서귀포
시

조성사업과 연계
.조성시기:2003～2008년
.추진주체:공동
.사업비:781억 원
※홍도 국제해양생태 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조성시기:2004～2008년
.추진주체:민간
.사업비:380억 원
※흑산 주상복합터미널
건립계획과 연계
.조성시기:2007～2008년
.추진주체:공동, 민간공용
.사업비:93억 원(예정)

.수용척수:60척

.조성시기:2008～2010년

.시설내용:녹지공원, 씨푸드센터, 요트

.추진주체:민간

계류장, 마리나 등

.사업비:310억 원

.전체면적:273,000㎡
.육상시설면적:63,200㎡
.수용척수:300척(4열,400m)

.조성시기:1985년～
.추진주체:공동

.시설내용:방파제, 호안 등
.전체면적:28,000㎡

강정동 4974

.육상시설면적:20,377㎡

지선(강정항)

.수용척수:50척
.시설내용:방파제, 물양장, 호안 등

.조성시기:2001년～
.추진주체
- 어항조성: 제주도
- 마리나조성: 국가
.사업비:167억 원

.전체면적:8,520㎡
.육상시설면적:4,720㎡

.조성시기:2012년

부산 기장군 일광 해수욕장 .수용척수:50척
.시설내용:요트계류장, 정비소,
관리사무소 등

자료: 해양수산부(2006),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연구 용역

.사업비:26억 원

2.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정책제안
1) 기존 어항을 이용한 마리나(피셔리나) 개발
현재 전국에는 413개의 국가
및 지방어항이 있다. 이 가운
데 사회간접자본인 국가어항
은 제외하고 지방어항 중심으
로 피셔리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어민들에게는
조업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낚시 조업권을 제공하여 피셔
리나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관광낚시를 통한 신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발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피셔리나 개발은 기존 어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파제를 새로 개발할 필요
가 없고 기존 방파제에 연장공사를 통해서 정박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개
발사업비가 신규 마리나 개발비보다 훨씬 적게 든다. 특히, 다목적 해양 레
저 활동을 위한 공간보다는 기존의 어민과 보트 애호가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양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다. 위의 사진은 호
주 NSW주 Ulladulla 피셔리나로 대형 방파제와 소형 방파제가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어 보트 정박이 용이하다. 특히 시드니에서 3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도 시드니에 거주하는 많은 보트 애호가들이 이곳을 찾는다
고 한다. 아울러 이 지역의 주요 수입원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관광낚시업과
캠핑 수준의 Holiday 숙박업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남
과 경남지역에 이 같은 피셔리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14】

지정어항 현황

(단위:개소)
지정어항

시도

합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계

육지

도서

계

413

105

69

36

308

부산

16

2

2

-

14

인천

38

5

-

5

33

울산

6

2

2

-

4

경기

5

-

-

-

5

강원

28

14

14

-

14

충남

36

7

6

1

29

전북

18

6

2

4

13

전남

123

30

13

17

93

경북

38

15

12

3

23

경남

81

18

13

5

63

제주

24

6

5

1

28

자료: 해양수산부(2003), 한국의 어항: 해양수산부(2006)

2) 기존환경 활용형 마리나 개발
전남과 경남지역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섬들이 있다. 이 섬
들을 잘 활용하면 관광명소
로까지 불릴 수 있는 아름다
운 마리나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영의 비진도 해
수욕장 지역을 잘 활용한다
면 아름다운 섬과 해수욕장

이 어우러진 마리나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사진은 호주 NSW주
북쪽에 위치한 Coffs Harbour 마리나이다. 이 마리나가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은 어업보다는 농업이었다. 하지만 섬을 이용해
아름다운 마리나를 설치하자 관광객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산업의 중심이
농업에서 상업으로 옮겨갔다. 또한 관광낚시업과 보트 대여업이 새로운 지
역 수입원으로 등장했다. 현재 Coffs Harbour는 Baron Bay와 함께 NSW주
북부지역의 2대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Coffs Harbour지역은 시드니
에서 자동차로 8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다.

3) 농어촌 휴양지형 마리나 개발
대규모 리조트에 부속되어 있
는 마리나는 일반적으로 민간
에서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
기 위한 모델이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특별한 관광자원
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는 이
와는 다른 개념의 개발이 요
구된다. 즉, 농어촌 문화를 체
험하면서 레저보트도 즐길 수 있는 농어촌 휴양지형 마리나를 설치할 필요
가 있다. 관광자원이 없는 지역에 이러한 마리나가 설치되면 보트 이용자의
방문을 통한 수익 창출은 물론 체류형 관광 수요가 늘어나 Cash Caw 역할
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유치될 것이다. 위 사진은 호주 시드니에서 남쪽
으로 약 5시간 거리에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인 Batemans Bay란 도시
로 이곳에 마리나가 개발되기 전에는 낚시업이 해양 분야 수입원의 전부였
으나 마리나 설치를 전후하여 20개가 넘는 숙박시설이 설치되어 NSW 남부
지역의 해양 스포츠 및 농어촌 체험형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4) 일본과 중국 요트인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마리나 개발
일본은 570개의 마리나가 있을 정도로 해양 레저 스포츠가 발달한 국가이
다. 중국은 홍콩, 상해, 청도를 중심으로 요트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07년 아메리카컵 참가 및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의 요트
수요는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본, 중국의 요트 수
요를 수용하기 위해 일본인과 중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지인 제주도에 국제
규모의 마리나를 설치한다면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외국인 관광수요가 창
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비단 제주도뿐 아니라 중국 청도와 가까운
경기지역, 일본과 가까운 동해안 지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타즈마니아주 호바트 마리나〕

호주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다음날(Boxing Day)인 12월 26일에 시드니에
서 호바트간 약 1,013km를 항해하는 Sydney Hobart 요트경기가 펼쳐진다.
경기에 참가하려는 세계 각국의 요트 선수와 애호가들은 시드니와 호바트
로 집결하여 연말까지 축제분위기를 연출한다. 경기는 1945년에 시작되었으
며 대양 크루저 경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 이 경기가 타즈마니아
주30)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크다. 이처럼 요트 레이싱은 해양 스포
츠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30) 타즈마니아주는 호주의 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제주도와 우호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주이다.

Ⅵ. 맺음말
영국의 컨설팅사인 더글라스 웨스트우드사의 ‘세계 해양시장 분석’ 자료에
의하면 세계의 레저보트 산업은 향후 5년 이내에 세계 조선산업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레저보트 및 마리나 부문의 성장률은 2005년 대비 2010년
누적 성장률이 무려 43%로 전망되어 20개 해양산업 부문에서 3번째로 높
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레저보트 및 마리나 산업의 성장에 맞추
어 국내 20여개 자치단체는 공공예산으로 마리나 시설설치를 계획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적으로 마리나를 건설하기에 앞서 선진
국들은 마리나를 어떻게 건설하고 운영하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한 호주를 중심으로 한 2개소의 마리나 개발사례
와 3개소의 마리나 운영사례가 마리나 시설을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기존 어항을 이용한 마리나(피셔리나) 개발’, ‘기존
환경 활용형 마리나 개발’, ‘농어촌 휴양지형 마리나 개발’, ‘일본과 중국의
요트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마리나 개발’ 등 네 개의 정책제
안도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

세계 마리나 산업을 레저보트 산업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
료의 수집이 어려워 연구 자료의 대부분은 골드코스트에서 개최된 ‘Marina
Conference 2007’에서 발표된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의 한계로 세
계 마리나 산업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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