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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L IC Y
PRO PO SAL

정책건의

가평군 소재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모색 필요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중앙내수면연구소가 2021년 상반기 충남 금산군으로
이전이 완료되면서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필요
- 가평군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면적 : 부지면적 76,199㎡, 연면적 6,879㎡
- 주요시설 : 본관청사, 실내사육동, 야외 양어시설, 저수지 등

해양수산부 목적사업 수행 및 가평군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기여하는 방향의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모색 필요
- 해양수산부는 2017년 수립한 ｢해양교육 로드맵｣ 및 2021년 제정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
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평군에 소재한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청소
년 해양교육센터” 건립을 모색
- 가평군은 2001년 청평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2018년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와 청평역 역세권을 포괄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7080 청평고을 조성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한 청평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추진

본 과제는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해양수산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가평군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방안 제시

아쿠아리움 건립
해양 및 내수면의 생태환경과 어종 등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 조성
- 어종별 생태환경 조성 및 청소년에 대한 체험과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해양과학 전문기관과 연계해 첨단의 해양과학, 바닷속 영상 등의 전시 및 교육

가상현실(AR, VR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양에 관한 관심 유발 및 체험
기회 제공

iii

- 스마트폰을 활용한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해 청소년의 내수면 생태체험, 가평군 소재
관광지 체험, 선박운항체험 등의 기회 제공
-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양플랜트, 수중생태환경, 바닷속 문화재 발굴 등을 실제
체험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축

수상레저 관련 교육 및 체험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와 인근의 수상레저업체가 연계해 수상레저 관련 이론, 안
전 등 교육과 보트를 포함한 수상레저기구의 체험 기회 제공

자연생태문화공원 조성
7080 청평고을 조성계획과 연계해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의 저수지를
자연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

청소년의 낚시, 치어 사육 및 방류 등 체험장 조성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의 실외사육조를 활용해 청소년의 치어 사육 및
방류, 낚시체험 등 공간 조성

키워드 해양교육센터, 아쿠아리움, 수상레저, 가상현실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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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이전에 따른 이전부지 활용방안 모색 필요
경기도 가평군 소재한 중앙내수면연구소는 2021년 상반기 충남 금산군으로 이
전이 완료되어 현재는 직원 일부만 남아 어종 및 자산을 관리
- 가평군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면적 : 부지면적 76,199㎡, 연면적 6,879㎡
- 주요시설 : 본관청사, 실내사육동, 야외 양어시설, 저수지 등

가평군에 소재한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충남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중앙내수면연
구소 이전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는 해양수산부의 국유자산으로서 해수부의 목적사업을 수행함
과 동시에 가평군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향의 활용방안
모색 필요

본 과제는 이미 이전이 완료된 가평군 소재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
- 202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자료 취득 가능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

내용적 범위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및 배후지역의 현황 분석
-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관련 사례 분석
-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관련 사례 및 관련법 검토

제1장 서론∣3

-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추진 필요성 및 추진 방안 제시

연구 방법
실태 분석
- 선행연구, 통계분석 등을 통해 가평군 소재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및 배후지에 대한
입지 특성 분석 및 관련법 검토

국내외 사례조사
- 선행연구, 인터넷 검색,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해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관련 사례 분석

지역의 관계자, 전문가, 해수부 등에 대한 의견수렴
- 현장 관계자 면담,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 지역사회, 해양수산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
고, 이를 활용방안 모색에 반영

가평군에 소재한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제시
- 해양수산부의 의견, 지역사회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
지 활용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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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 적지 현황 및
기존 활용구상 검토
1. 중앙내수면연구소 현황
가평군 소재 중앙내수면연구소, 2021년 상반기 충남 금산으로 이전 완료
가평군에 소재했던 중앙내수면연구소는 1942년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관리,
수산자원 보존 등을 위해 설립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강변로 65 일원
- 면적 : 부지면적 76,199㎡, 연면적 6,879㎡

2021년 상반기 이전이 완료된 시점의 가평군 소재 중앙내수면연구소는 중앙내
수면연구소 본관, 실내 사육동, 실외 양어시설, 저수지 등으로 구성
- 중앙내수면연구소 본관 : 1993년 건축된 건물로 건축면적 963㎡, 연면적 2,876㎡이며,
사무실, 회의실, 표본실 등으로 사용
- 실내사육동 : 1996년 건축된 단층 건물로 연면적이 1,032㎡이며, 전시관, 박제실, 어류측
정실 등으로 사용되었음. 중앙내수면연구소 기능이 이전된 이후에도 사육동 내에는 현재
종보존, 관상용, 희귀종, 고유종 등 다양한 종류의 민물고기 사육
- 관사 :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내수면연구소 직원의 관사로 활용
- 야외양어시설 : 수산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생태연구를 추진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있으며, 2m 이상의 대형어 및 고유종 등 다양한 어종 사육
- 저수지 : 인공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려한 경관이 보존되어 있고, 천연기념물 물고기,
10년 이상 된 붕어와 비단잉어 등이 서식해 생태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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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앙내수면 연구소 위치 및 부지 이용 현황

건축면적(m2) 연면적(m2)

구분

건물명

1

내수면연구소

2

실내사육동

3

보온동

609.48

609.48 Ÿ 어미사육동

1992

4

보온동

514.08

514.08 Ÿ 종어사육실

2003

5

자재창고

169.75

160.00 Ÿ 목공창고, 체육시설

2010

6

수위실

16.80

7

사료가공실

135.00

8

경비실

37.24

37.24 Ÿ 정문 경비실

1995

9

퇴비사

34.78

34.78 Ÿ 사료창고

1950

10

사료저장고

98.00

98.00 Ÿ 후문창고

1984

11

관사(가동)

127.76

383.28 Ÿ 관사

1994

12

관사(나동)

156.66

408.39 Ÿ 관사

1997

13

관사(다동)

129.29

387.87 Ÿ 관사

1997

14

관사(단독)

77.49

77.49 Ÿ 관사

1989

15

관사(저수지)

95.00

95.00 Ÿ 관사

2012

합계

963.06
1,032.00

4,196.39

주요시설

2,876.39 Ÿ 사무실, 회의실, 표본실 등

1993

1,032.00 Ÿ 전시관, 박제실, 어류측정실 등

1996

16.80 Ÿ 분리수거장
135.00 Ÿ 식당, 화장실, 저장고 등

6,865.80

자료1 : 이명원 외(2018).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용역｣, 국립수산과학원.
자료2 :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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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년도

1984
1983

[그림 2-2] 중앙내수면 연구소 현황
<순환여과동 사육시설>

<민물고기 전시관>

<야외 양어시설>

<저수지>

자료 : 이명원 외(2018).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용역｣,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필요
1942년부터 국내 수산자원 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 관리 등 소임을 수행한 중앙
내수면연구소가 2021년 상반기 충남 금산으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조속히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총괄청 이전되어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대상재산” 혹은 “보유 및 활용 부적정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 내재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를 활용해 해양수산부의 정책 목적을 시행함과 동시에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의 활용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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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매각 등 관련 사항
유형

분류기준

Ÿ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재산
용도폐지 대상 Ÿ 행정재산 사용 결정 5년 후에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은 재산
재산
Ÿ 행정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는 재산
Ÿ 교환용으로 2년 이상 사용 허가한 재산 등
Ÿ
보유 및 활용
부정적재산 Ÿ
Ÿ

기관 이전에 따라 본래의 행정재산으로서는 더 이상 활용하지 않거나 용도 폐지
하지 아니하고 자체 보유한 재산
고유 업무와 관련해 보유할 필요가 없는 재산
관리청의 성격 및 행정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재산 등

총괄청의 용도 Ÿ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혹은 변경
폐지 등
요구

매각

Ÿ
-

국유재산의 일반재산은 다음 사항 이외에는 매각 가능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의 사용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정 목적 등을 고려해 국유재산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
의 장이 지정한 경우 등

자료 : 이명원 외(2018).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용역｣, 국립수산과학원. 내용을 참조해 작성

2. 중앙내수면연구소 배후지(가평군) 현황 및 특징
2,600만 명의 잠재적 소비인구가 소재한 수도권에 위치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소재한 가평군은 국내 최대의 소비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
과 높은 지리적 및 교통 접근성 보유
- 2021년 3월 기준 국내 인구 5,171만 명 대비 50.2%인 2,6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는 국내 최대의 소비시장과 높은 지리적 접근성 보유
- 가평군은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관통, ITX경춘선 개통 등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서 서울
에서 1시간 30분 내외,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높은 교통접근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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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사업대상지 및 수도권 인구 현황

인구수(천명)
전국

51,706

수도권

26,001

서울시

9,598

인천시

2,936

경기도

13,466

가평군

62

주 : 2021년 3월 기준
자료 : 통계청
주 : 저작권 문제 소지로 경기연구원 GIS실에서 작성

연간 400만명 내외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수도권 동북부지역 최대 휴양지
가평군은 대도시권에 소재해 있으면서도 우수한 자연 및 수변 경관을 보유
- 경기도 북동부에 위치한 가평군은 평지가 적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산과 계곡, 강이
주를 이루어 아름다운 자연과 수변 경관을 형성
- 북쪽은 백두대간과 연결된 화악산을 중심으로 강씨봉 자연휴양림, 연인산 도립공원, 서쪽
은 축령산을 중심으로 한 아침고요수목원, 남쪽은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동쪽은 7080문
화 형성지 가운데 하나인 강촌, 남이섬 등 소재
- 북한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내륙 호수는 국내 최대의 수상레저스포츠단지 형성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 웰니스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가평군은 수도
권 최대의 힐링 및 휴양 거점 공간으로 발전
- 김향자 등(2017)은 관광트렌드 유형이 가치, 건강한 삶, 환경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1인 관광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평군은 여행수요 창출의 블랙홀 역할을 하는 거점형 관광지는 부재하지만, 자연휴양림,
7080 향수 자극, 수상레저, 북한강 자전거길 등 다양한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도
권 최대의 힐링 및 휴양 거점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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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관광트렌드 전망
유형

분류기준

가치형 소비의
확대

Ÿ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자동차 여행 등 관광, 휴양 증가
Ÿ 1~2인 가구 중심의 렌탈 수요 증가
Ÿ 숙박공유 플랫폼(ex.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확대

나홀로
소비계층 증가

Ÿ 1인 가구 소비 경향과 함께 나홀로 체험영역의 인기 증가
Ÿ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자신을 위한 경험과 체험영역 위주의 소비가 증가
Ÿ 서핑, 클라이밍 등 나홀로 여가활동의 인기 지속 전망

Ÿ 5060세대의 헬스클럽, 수영장, 온라인 쇼핑, 피부미용, 여행 등 소비 증가
시니어의 건강한
Ÿ 시니어계층의 관광 참여 증가 지속 전망
삶 추구
Ÿ 손자 및 손녀와 함께하는 여행상품, 시니어 여행 프로젝트 등 출시
디지털
소비시대 도래

Ÿ 모바일을 통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모바일 라이프 확대
Ÿ 여가와 힐링 추구 관련 산업의 매출 증가

친환경 소비의
증가

Ÿ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 확대
Ÿ 일회용품 소비를 최소화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니즈 증가
Ÿ 환경친화적 관광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지속 전망

자료 : 김향자 등(2017). ｢지역 관광자원 개발방향 연구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근의 관광 및 휴양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자원 및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가지
고 있으면서도 수도권에 위치한 가평군의 연간 방문객은 400만명 내외에 달하
는 것으로 추정1)
- 가평군을 찾는 관광객은 2016년 4,437천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8년
에는 3,842천명을 기록
- 가평군 관광객 가운데 유료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7.0%에서 2018년
97.4%로 증가
- 가평군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은 행정구역상 춘천시에 속하는 남이섬이 가평군 전체
관광객 대비 5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쁘띠프랑
스, 자라섬캠핑장, 호명호수공원 등 순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대표축제 가운데 하나로 가평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을 선정

1) 가평군 관계자는 가평군의 연간 실질적인 관광객 규모는 1,000만명이 넘는다고 주장

12∣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방안 연구

[그림 2-4] 가평군 관광객

[표 2-3] 관광지별 이용객
단위 : 천명

구 분
합계
자라섬캠핑장
연인산캠핑장
호명호수공원
이화원
칼봉산휴양림
산장관광지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남이섬(춘천시)
자료 : 가평군 통계연감.

2019년
5,180
293
47
99
26
28
34
844
1,067
2,743

2020년
2,038
131
6
31
4
11
9
253
621
973

자료 : 가평군 행정통계.

[그림 2-5] 가평군 주요 관광지 및 사업대상지 위치도

자료 : 이상훈 외(2019). ｢가평군 산악･수상관광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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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가평군 주요 생태관광자원
구분

내용

청평자연휴양림

Ÿ 호젓한 자연과 청평호반이 내려다보이는 휴양지로 가족, 교육, 연수, 수련회 인기

유명산자연휴양림 Ÿ 1989년 개장, 참나무지대와 잣나무 인공림지대가 어우러져 풍광이 뛰어남
강씨봉자연휴양림 Ÿ 경기도 소유 도유림으로 어린이 모험 놀이시설, 간이 물놀이시설, 숲해설 제공
칼봉산자연휴양림 Ÿ 다양한 종류의 텃새, 야생화, 민물고기 등 다양한 생태자원이 풍부한 휴양림
연인산도립공원

Ÿ 높이 1,068m의 산으로 자생철쭉군락지로 매년 5월 철쭉제로 인기명소

명지산군립공원

Ÿ 잣나무, 진달래, 단풍 등 4계절 자원이 풍부하고, 1991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됨

경기도잣향기푸른숲 Ÿ 80년 이상 잣나무가 국내 최대로 분포된 곳으로, 다양한 숲체험, 산림치유 진행
아침고요수목원
이화원

Ÿ 가평 대표 관광지로 식물을 주제로한 4계절 다양한 축제와 야간 축제 등 인기
Ÿ 화합, 화목, 평화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라섬에 위치한 식물테마공원

자라섬&캠핑장

Ÿ 매년 축제로 많은 인파들이 찾는 곳으로 다양한 부대시설과 자연친화적 캠핑장

남이섬

Ÿ 남이섬 위에 세워진 국가 개념의 특수 관광지로 가평군에서 진입 가능함

용추계곡

Ÿ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는 계곡으로 하류의 용추폭포 밑 유원지로 여름휴가지

명지계곡

Ÿ 28km의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유원지와 풍부한 물로 여름철 특히 인기

호명호수

Ÿ 가평8경 중 한 곳으로 해발 535m 지점에 위치한 인공호수

청평호반

Ÿ 1943년 청평댐이 완공되며 만들어진 호수로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 명소

자료 : 이수진 외(2020). ｢가평군 관광진흥 종합발전 계획수립 용역｣, 가평군.

7080 청평고을 조성계획 추진
가평군은 7080세대의 대표적인 MT문화촌 형성
- 가평군의 대성리-청평-남이섬-강촌에 이르는 지역은 7080세대의 MT 문화촌 형성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와 인접한 청평의 강변지역은 1979∼2001년 기간 동안 청평
페스티벌 강변가요제 개회

가평군은 중앙내수면연구소와 연접한 청평역 인근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거, 교육, 사업 시설을 갖춘 역세권으로 개발 추진
- 경춘선 복선화 및 청평역 신설을 계기로 청평역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평군은 2001년 지구단위계획을 고시
- 목표연도는 2033년이며, 개발면적은 241,82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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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2018년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인근의 폐철도 부지, 청평역세
권, 청평유원지, 강변지역 등을 포괄해 개발하는 “7080 청평고을 조성계획”을
수립해 추진
- “7080 청평고을 조성계획”을 수립해 청평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동 계획은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인접지역을 7080테마문화시설 및 주차장으로 개발
하고, 호수는 수변공원으로 활용하는 계획 포함
[그림 2-6] 7080세대 MT문화촌

[그림 2-7] 청평역세권 개발계획

자료1 : 경기연구원.
자료2 : 이명원 외(2018).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용역｣, 국립수산과학원.

[그림 2-8] 7080 청평고을 조성계획

자료 : 경호엔지니어링 외(2018). ｢청평고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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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3만불시대의 대표적인 레저스포츠 지역으로 부상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인근지역은 1인당국민소득 3만불시대 대표하는 레
저스포츠 가운데 하나인 자전거와 수상레저스포츠 선도지역 가운데 하나
- 중앙내수면연구소 바로 옆을 지나는 북한강 자전거길은 국내 자전거 동호인이 자장 즐겨
찾는 자전거 종주길 가운데 하나
- 가평군 소재 북한강 주변 수상레저업체의 연간 이용객은 50만명 내외에 달하며, 이는
한국 수상레저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그림 2-9] 가평군 북한강 자전거길 및 수상레저 이용객
<북한강 자전거길 선상에 위치>

자료 : 경기연구원.

<가평군 수상레저업체 이용객>

자료 : 가평군 내부자료.

가평군은 북한강을 중심으로 수상과 육지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에서 북한강 뱃길 복원사업 추진
- 뱃길 복원사업을 통해 북한강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수변 관광자원의 접근성 개선
및 수변지역 활성화 촉진
- 예상투자 금액은 500억원을 상회하며, 이 가운데 민간투자 비중이 70% 이상 차지

가평군이 수도권 최대의 힐링 및 휴양도시로 거듭나면서 캠핑장, 리조트 등을
포함한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빠르게 확대
- 2021년 5월 현재 가평군 홈페이지에 소개된 캠핑장, 리조트 등을 포함한 관광객 이용시설
업은 170여 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6곳은 자동차야영장업이고 나머지는 일반야영장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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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록
-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가평군의 주요 관광지역인 자라섬과 남이섬, 연인산 도립공원. 청평
호반, 유명산 자연휴양림, 아침고요 수목원 등을 중심으로 분포

[그림 2-10] 가평군 북한강 뱃길 복원사업 [그림 2-11] 가평군 관광객 이용시설업(캠
(안)

핑장 등) 현황

자료 : 가평군 내부자료.

수려한 자연경관, 대도시와의 높은 접근성 등을 토대로 농촌체험마을 확대
가평군은 연접지역인 양평군과 함께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대표적인 농촌체
험마을 지역 가운데 하나로 부상
- 가평군에 소재한 체험마을은 14개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양평군 다음의 두 번째로
많은 농촌체험마을 보유
- 가평군 체험마을은 가평군의 대표 특산물인 잣을 활용한 사례가 다수이며, 일부는 가평군
의 자연자원과 연계한 트레킹, 숲체험 등과 연계해 운영

가평군 농촌체험마을은 타지역과 비교해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 농촌체험마을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쁜 도시민의 일상을 고려해 365일 도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상품 서비스 제공, 인근 유관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 향상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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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과 인접한 양평군은 27개 농촌체험마을이 상호 연계된 “나드리 협동조합” 결성을
통해 연간 다양한 서비스상품 공급체계를 구축해 체험객 확대
- 가평군 농촌체험마을은 연간 400만명 내외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의 다양한 자연･인문･
레저자원 및 높은 시장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확장
가능성이 높고,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해양 관련 체험교육사업이 추진될 경우 농촌체험마을 +
해양 관련 체험 + 가평군이 가진 수상 및 육상 레저자원이 상호 연계된 복합서비스상품
개발이 가능해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그림 2-12] 경기도 시군별 체험마을 현황

자료 : 경기농정. “https://farm.gg.go.kr” (2021. 7. 20. 검색).

수도권 최대의 힐링 및 휴양단지인 가평군은 인구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위주로 발전
가평군 인구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 지속
- 가평군 인구수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55천명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한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0년 62천명으로 증가

가평군 지역별 인구 비중은 가평읍, 청평면, 설악면 등 순
- 2020년 12월말 기준 가평군 지역별 인구수는 가평읍이 20천명으로 가평군 대비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청평면 14천명으로 22%, 설악면 10천명으로 16% 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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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가평군 인구현황 및 비중
<가평군 인구 현황(명)>

<가평군 지역별 인구 비중(%)>

자료 : 가평군. ｢경기도가평군기본통계｣.

자료 : 가평군 행정통계(2020년 12월).

[표 2-5] 가평군 산업의 업종별 현황
사업체 수

업종

개

종사자 수

비중

명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2

0.0

101

0.4

광업

3

0.0

128

0.5

제조업

340

5.0

1,881

6.8

건설업

310

4.5

1,919

6.9

1,177

17.3

3,014

10.9

239

3.5

746

2.7

3,032

44.5

8,177

29.5

교육 서비스업

189

2.8

2,069

7.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1

2.8

2,427

8.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76

4.0

2,153

7.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50

8.1

1,317

4.7

기타

509

7.5

3,796

13.7

합계

6,818

100

27,728

100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자료 : 가평군(2019). ｢2019 가평군 사회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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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휴양, 레포츠 등 산업이 발전하면서 가평군 산업구조는 숙박 및 음식점
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위주로 구성
가평군 산업은 제조업이 미미한 가운데 관광, 여가, 힐링 등을 배경으로 한 서비
스업 위주로 발전
- 대분류 표 사업체 수 기준 가평군 산업 대비 업종별 비중은 숙박 및 음식점업 44.5%,
도소매업 17.3%, 기타 개인서비스업 8.1%, 제조업 5.0% 등 순
- 대분류 표 종사자 수 기준 가평군 산업 대비 업종별 비중은 숙박 및 음식점업 29.5%,
도소매업 10.9%,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7.8% 등 순
[그림 2-14] 가평군의 미래 육성 대상 문화관광 프로그램

자료 : 가평군(2018). ｢2028 가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

가평군의 미래상은 자연친화적인 생태전원도시, 육성 대상 문화관광프로그램
은 자연생태체험, 캠핑, 등산, 수상레저활동 등으로 조사
가평군은 2018년 가평군 장기발전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설문대상 : 관내 주민 및 공무원 700명, 관광객 1,100명 등 1,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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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가평군의 대표적인 이미지, 미래상, 육성대상 프로그램 등은 다
음과 같음.
- 가평군을 대표하는 이미지로는 행정구역상 춘천시에 속하지만, 가평군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남이섬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라섬(재즈페스티벌 포함), 아침고요수목원, 레저,
펜션 등 순
- 가평군에 대한 미래상은 자연친화적인 생태전원도시, 문화예술관광도시 등 순
- 가평군이 향후 육성해야 할 프로그램은 자연생태체험, 캠핑, 등산/걷기, 수상레저활동
등이 비교적 높게 제시

3.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관련법
가평군의 환경 및 군사시설 관련 규제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이전부지가 소재한 가평군은 환경 및 군사시설 관련 특별
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 적용
- 가평군 전체면적은 843.6㎢이며, 이 가운데 특별대책지역 190.0㎢(Ⅰ권역 90.6㎢, Ⅱ권
역 99.7㎢), 수변구역 24.3㎢, 군사시설보호구역 28.2㎢ 등이 규제지역으로 설정
-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며, 수변구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에 대해 대상, 기간,
내용, 방법 등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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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가평군 규제지도

자료 : 가평군청. “www.gp.go.kr” (2021. 4. 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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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가평군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관련 규제
구분

Ⅰ권역

Ⅱ권역

면 적

90.556㎢

99.731㎢

대상지역

Ÿ 설악면(천안1리, 방일리, 가일리), 청
평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Ÿ 설악면(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회곡리,
천안2리, 이천리), 청평면(호명리, 고성
리), 상면(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조종
면(대보2리)

Ÿ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허
Ÿ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
(단, 원폐수가 물환경법 별표13의 2 기준
허(단, 원폐수가 물환경법 별표13의 2
미만 시 입지가능)
공 장
기준 미만 시 입지가능)
Ÿ 200㎥/일 이상 폐수배출시설은 BOD
Ÿ 200㎥/일 이상 폐수배출시설 입지 불
30ppm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
허
처리시 입지 가능

대
상

숙박업 Ÿ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 가능

Ÿ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 가능

식품
Ÿ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 가능
접객업

Ÿ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 가능

가축분
Ÿ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 가능
뇨배출

Ÿ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 가능

양식장 Ÿ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Ÿ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어업유 Ÿ 신규면허 ․ 허가 ․ 신고 불허(단, 주민교
Ÿ 입지 가능
도선업
통 목적 도선업 가능)

일반
Ÿ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 가능
건축물
시
설

Ÿ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 가능

Ÿ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신고 Ÿ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신고자,
자 , 건설폐기물처리업 시설 입지 불허 건설폐기물처리업 시설 입지 불허 (단, 생
폐기물
(단, 생활폐기물, 도자기재생, 폐목재, 활폐기물, 도자기재생, 폐목재, 파지압축
처리
파지압축시설 등 발생폐수를 전량 하 시설 등 발생폐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에
시설
수처리장에 유입·처리 또는 폐수 발생 유입·처리 또는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는
의 우려가 없는 경우 입지 가능)
경우 입지 가능)
골프장 Ÿ 입지 불허(단, 인조잔디골프연습장은 Ÿ 입지 불허(단, 천연잔디 골프연습장은 저
연습장
제외)
감시설 설치 후 가능)
광물 Ÿ 입지불허(단,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의 Ÿ 입지불허(단,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의 석
채굴
석재채굴은 사전 협의 후 가능)
재채굴은 사전 협의 후 가능)
집단 Ÿ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 Ÿ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묘지
지의 신규입지 불허
신규입지 불허

자료 : 가평군청. “www.gp.go.kr” (2021. 4. 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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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가평군 수변구역(한강수계법) 관련 규제
구분
면 적
대상지역

규제내용
Ÿ 24.329㎢
Ÿ 가평읍(복장리, 산유리, 금대리, 이화리, 읍내리, 달전리, 개곡리), 설악면(회
곡리, 사룡리, 선촌리, 송산리), 청평면(삼회리, 대성리, 고성리, 호명리)

공 장

Ÿ 입지 불허

숙박업

Ÿ 입지 불허(단,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에서 BOD 및 SS를 각각 10ppm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 시 입지 가능)

식품 Ÿ 입지 불허(단,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에서 BOD 및 SS를 각각 10ppm
접객업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 시 입지 가능)
가축분뇨 Ÿ 입지 불허(단,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에서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
배출
에서 처리 또는 전량 퇴비화 할 경우 가능)
대
상
시
설

양식장 Ÿ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가능
어업유도
Ÿ 입지 가능(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입지 불허)
선업
Ÿ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30명이상 양
일반
로시설, 노인복지주택, 30명이상 노인 요양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입지 불허
건축물 Ÿ 단,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 구역에서는 BOD 10ppm 이하 처리 방류 시 입지
가능
폐기물
Ÿ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가능
처리시설
골프장
Ÿ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가능
연습장
광물채굴 Ÿ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가능
집단묘지 Ÿ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가능

자료 : 가평군청. “www.gp.go.kr” (2021. 4. 28. 검색).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
정･공포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관리
-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며, 이와 관련해 대학은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50인 이하의
소규모대학(심의 필요) 이외에는 신설 및 이전을 금지하며, 공장은 6만㎡ 이하는 별도
물량의 배정 없이 심의를 통해 공업지역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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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가평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 관련 규제
구분
면

내용
적

Ÿ 843.60㎢

해당시군

Ÿ 가평,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8개 시․군)

공업지역
지정

Ÿ 가능(3만~6만㎡이하 심의 후 허용)
- 별도 물량 배정 없이 산업단지 지정(6만㎡이하)

공장기준

Ÿ 500㎡이상 공장 신․증설은 공장총량제 물량배정(사무실․창고 제외)

신 설

Ÿ 금지
- 전문대학･대학원대학·소규모 대학(50인 이하) 신설(심의)
- 신설 8년 미만 소규모 대학 증원(심의)

이 전

Ÿ 금지
- 전문･대학원대학, 소규모 대학(50인 이하)에 한해 권역 내 이전 가능

대
학

증 원 Ÿ 매년 총량으로 규제
대 형
건축물
연수시설
(연면적
3만㎡이상)

Ÿ 판매용 15천㎡, 업무용 25천㎡, 복합용 25천㎡ 이상 규모 허용
Ÿ 심의 후 허용(기존시설 10% 내 증축 가능)

공공청사

Ÿ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임대) 시 심의
-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청은 제외)
Ÿ 증축 또는 용도변경(임대)시 심의
Ÿ 중앙행정기관 청의 청사, 공공법인의 사무소(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

대 규 모
개발사업

Ÿ 택지․도시개발, 공업용지, 관광지 : 3만~6만㎡이하 심의 후 허용
- 단, 오염총량제 시행 택지조성, 도시개발, 지역개발사업은 도시지역(주·상·공)
10만㎡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 심의 후 허용하고 관광지조성사업
3만㎡이상은 심의 후 허용

자료 : 가평군청. “www.gp.go.kr” (2021. 4. 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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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관련 사례 분석
1. 해양 관련 사례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해양의 소중함을 인
식하고, 미래 해양자원의 활용 가능성 및 비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건립
- 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영덕대게로 911-44
- 면적 : 부지면적 50,169㎡, 연면적 13,646㎡
- 여성가족부산하 준정부기관으로 2013년 개원
[그림 3-1]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체험관 및 센터 시설 현황

자료 : 국립청소년해양센터. “https://nyoc.kywa.or.kr” (2021. 7. 20. 검색).

국립해양체험센터는 센터와 체험관으로 구성
- 센터는 생활관(292명 수용), 강당(300명 수용), 세미나실(4실, 각 50명 수용), 식당(250명
동시수용) 등으로 구성
- 체험관은 해양안전훈련(1층), 극지연구(2층), 해양탐사(3층)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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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체험관 현황

자료 : 국립청소년해양센터. “https://nyoc.kywa.or.kr” (2021. 7. 20. 검색).

해양체험활동은 해양과학, 수산과학, 해양안전, 해양문화 등으로 구성
- 해양과학 : 선박에 대한 이해를 확충하는 내용 위주의 선박항해(선박통제실, 조타실, 배
제작실 등)와 바다 탐사의 원리 및 기술에 대한 체험 위주의 해양탐사(독도과학실, 동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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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온누리호 등) 내용으로 구성
- 수산과학 : 동해의 생태계 및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를 확충하고, 수산자원의 활용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인식 확대
- 해양안전체험관 :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 습득
- 해양문화 : 인간과 바다의 공존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삶에 필요한 성품과 역량 함양

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운영
- 청소년(학교단체), 사회배려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당일, 1박2일, 2박3일 등 일정에 맞추
어 해양안전, 선박항해, 해양탐사, 수산과학 등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해 운영
- 청소년지도자, 교사, 성인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및 해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기술 함양을 통해 전문지도자로 양성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과학관은 미래세대가 바다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해양문화를
친근하게 접하며, 바다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도전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건립
-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8
- 2020년 7월 개관한 국립해양과학관은 부지면적 11.1만㎡, 건축면적 1.2만㎡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총사업비는 971억원 소요
- 과학관(전시, 교육시설) 1개동과 숙박시설(50명 수용) 1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심 6m 깊이에서 동해바다를 직접 조망할 수 있는 해상･해중전망대 시설 구축

미래세대를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이며 실증적인 해양교육을 위해 다양한 주제
를 담은 10개의 전시구역과 체험공간 운영
- 비전 : One Ocean, One Planet(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바다는 지구를 하나로
연결한다)
- 주요시설 : 10개의 해양자원, 해양산업, 해양에너지 등 분야의 전시구역을 통해 미래세대
가 해양 관련 다양한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특히, 가상현실(VR), 3면 동영상 등 첨단의 전시기법을 활용해 미래세대가 더욱 생생하게
바다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2020년 7월 개관한 국립해양과학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까지 1일 회당 200명식
3회로 관람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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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국립해양과학관 현황

자료 : 국립해양과학관. “www.kosm.or.kr” (2021. 7. 20. 검색).

[그림 3-4] 국립해양과학관의 전시･교육･체험 등 현황
<10개 전시구역 구성>

<VR체험시설>

<해양 교육>

<해중 체험>

자료 : 국립해양과학관. “www.kosm.or.kr” (2021. 7.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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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전시공간은 다음과 같이 구성
- 1존 : 플랫폼
- 2존 : Ocean Hotel
- 3존 : 하나로 흐르는 바다
- 4존 : 다양한 생명체의 바다
- 5존 : 미래의 바다, 도전하는 인류
- 6존 : 인류 일상보고의 바다
- 7존 : 실시간 관측되는 바다
- 8존 : 생명의 요람, 바다
- 9존 : 역동하는 지구, 변화하는 바다
- 10존 :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바다

2. 담수어 관련 사례
단양 다누리센터
2012년 5월 개관한 단양의 다누리센터는 모두(다(多))와 누리다(누리)의 복합어
로 단양 군민 및 단양을 찾는 관광객이 “행복, 기쁨, 휴식”을 다 함께 누리는
장소로의 발전 모색
- 위치 :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11
- 시설규모 : 지상 4층, 지하 2층, 부지면적 9,596㎡, 연건평 14.462㎡(생태관 3,864㎡,
도서관 1,651㎡) 등으로 구성
- 주요시설 : 민물 아쿠아리움, 디지털관광 정보관, 농특산물매장, 공용버스터미널, 도서관
등 시설 입주
- 사업비 : 310억원

민물 아쿠아리움에는 국내외 민물고기 187종, 약 2,200여 마리 서식
- 아쿠아리움 규모는 3,865㎡이며, 전시수조 130개 순치수조 43개 등 배치
- 국내어종 83종, 국외어종 71종, 기타 곤충, 파충류, 양서류 등 36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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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1층 : 단양군 주변에서 서식하는 고유어종 및 쏘가리, 해외어종 등 전시
- 지하 2층 : 주변 계곡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어종 및 생물들을 보고 직접 만질 수 있도록
하는 체험 공간 배치
- 4D 체험관 : VR시설을 활용해 가상세계를 몸으로 체험
- 기타 낚시 체험관, 도서관 등 운영

[그림 3-5] 단양 다누리센터 현황
<다누리 센터>

<지하 1층 전시관>

자료 :
주 :
-

<지하 2층 전시관>

<4D 체험관>

단양 다누리센터. “www.danyang.go.kr/danuri” (2021. 7. 8. 검색).
전시실 분야별 주요 전시 내용
기획전시실 : 한중일 쏘가리 수조, 천연기념물 수조, 멸종위기종 수조
체험전시 : 터치풀 수조, 벽천수조, 헬멧수조
녹색쉼표･단양 : 도담삼봉, 남한강 고유종, 북한어류
양서파충류 : 국내외 양서파충류
소와폭포 : 숲속의 소와 폭포, 선암계곡, 민물고기 친구들
대지로 이어진 물고기 : 닮은 듯 다른 물고기, 물고기 아파트, 남한강 물속 풍경 등
세기로 이어진 물줄기 : 세계의 독특한 담수어류, 3개 대륙의 담수어류, 아마존과 메콩강의 담수어
류, 세계의 거대 담수어류
- 물속구경(九景) : 우리 강속의 풍경, 신비한 물속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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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방문객은 30만명, 수입액은 17억원 내외에 달한 것으로 추정
- 단양 아쿠아리움 방문객은 2012년 5월에 개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2년 25만명을
제외하고는 매년 30만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액은 2012년 11억원에서
2017년 18억원으로 증가
[표 3-1] 단양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 사업추진 및 방문객 현황
년도
2006

2007
2012
2014

내용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계획
수립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선
정(문화체육관광부)
-토속어류생태관 조성사업 대
상지 선정(해양수산부)
-단양 다누리센터 개관
-4D 영상체험관 추가 개장

자료 : 단양 다누리센터. “www.danyang.go.kr/da
자료 : 단양군 군정백서.
nuri” (2021. 7. 8. 검색).

[그림 3-6] 섬진강어류생태관 사업 목적 및 주요시설 배치도

자료 : 섬진강어류생태관. “http://sjfish.je 자료 : 이명원 외(2018).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활용계획
onnam.go.kr” (2021. 7. 8. 검색).
수립용역｣, 국립수산과학원.

섬진강 어류생태관
섬진강 어류생태관은 청소년이 섬진강의 환경 및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민물고기를 포함한 생태자원의 보존 및 회복, 지리산과 연계한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 등을 위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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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간전중앙로 47
- 면적 : 부지면적 35,645㎡, 연면적 4,771㎡(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요시설 : 전시관, 야외행사장, 하늘정원, 민물고기학습장, 지피정원, 생태연못, 야생화
산책로, 피크닉정원, 사육수조 등
- 사업비 및 개관일 : 195억원(시설 175억원, 태양광발전 20억원), 2008년 개관
[표 3-2] 섬진강 어류생태관 실내전시관 주요 전시 주제 및 내용
위치
기획전시실

전시주제
전시내용
계절별 테마를 찾아 Ÿ 토산어류 표본, 세계의 민물고기 등
아름다운 섬진강 알아보기
신기한 얼음나라 이야기
섬진강의 깔끔이 여울과 소
섬진강의 소리, 의성어, 의태어 퀴즈 등

생명의 터전

Ÿ
Ÿ
Ÿ
Ÿ

경사로 2층

생명의 숨결

Ÿ 섬진강의 대표 물속 친구들
Ÿ 섬진강에 놀러오는 연어
Ÿ 섬진강 모래 속 친구들, 수달과 너구리 이야기

제1전시실

생명의 기원

Ÿ 어류의 탄생, 시대별 어류화석
Ÿ 섬진강과 사람들, 영상관

2층 복도

섬진강 친구들과
특별한 체험

경사로 1층

제3전시실

제3전시실홀

Ÿ
Ÿ
Ÿ
Ÿ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물고기 친구들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
물고기 해부도와 꼬리지느러미
터치풀, 포토존 등

Ÿ 섬진강의 습지, 초지생태
함께하는
Ÿ 대형 원통형, 라운드형 수조
섬진강의 환경보호 Ÿ 환경보존 포토존, 지구가 아파하고 있어요
Ÿ 멸종위기종의 종류와 현황
섬진강 休 이야기

Ÿ 휴게실

자료 : 1. 이명원 외(2018).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용역｣, 국립수산과학원.
2. 섬진강어류생태관. “http://sjfish.jeonnam.go.kr” (2021. 7.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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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어류생태관은 실내외 시설을 활용해 섬진강에서 서식하는 어종 전시,
부화, 방류 및 체험학습 기회 제공 등 진행
- 실내전시장 면적 : 1,133.98㎡(상설전시실, 수족관 등)
- 전시물 현황 : 어류 88종 3,300여 마리, 모형물 45종 등 전시
- 민물고기 학습장 : 섬진강을 축소해 건립, 민물고기 학습장으로 활용
- 생태연못 : 섬진강이 접하는 지역에 구축해 생태학습 공간으로 활용
- 사육수조 : 14개 수조를 활용해 치어의 생산, 전시, 방류

2008년 개관한 섬진강 어류생태관의 연간 유료 관광객은 2019년 11.5만명
수준으로 증가
- 섬진강 어류생태관은 물고기 먹이주기 체험, 어류생태관 직업체험, 맨손으로 고기잡기
등 프로그램 운영
[표 3-3] 섬진강 어류생태관 면적
전시공간

면적(㎡)

1층

홀

241.3

1층

상설전시관 2

366.6

1-2층

수족관

267.2

2층

상설전시실 1

249.9

합계

[그림 3-7] 어류생태관 연간 방문객

1,125.0

자료 : 이명원 외(2018).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 자료 : 문화관광부.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통계”.
지 활용계획 수립용역｣, 국립수산과학원.

양평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양평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운영
- 1989년 내수면 개발 시험장으로 출발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12년 민물고기
연구소, 수산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 통합, 민물고기 위주에서 해수면을 포괄하는 연구기능
확대 등과 함께 명칭 변경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의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2003년 개관된 수족관 위주의 민물고기
생태학습관(1층)과 2004년 개관된 체험관 기능이 포함된 생태학습관(2층)으로 구성
-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상광길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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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부지면적 32,537㎡, 생태학습관 연면적 989㎡, 생태연못 1,150㎡ 등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철갑상어, 쉬리, 황쏘가리, 각시붕어 등 61종 약 1,400
마리를 전시하고 있으며, 연간 방문객은 9만명 내외로 추정
- 민물고기 생태수족관 60조, 체험전시실 23개 코너, 84석 규모의 영상학습실, 야외 터치학
습장, 생태연못 등 시설 구비
-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연간 방문객은 2015년 8.2만명에서 2017년 9.9만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9년에는 8.2만명 방문
[그림 3-8] 경기도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시설 안내도

자료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https://fish.gg.go.kr/” (2021. 6. 15. 검색).

[그림 3-9] 야외 터치 학습장

[그림 3-10] 생태학습관 연간 방문객

자료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https://fish.g
자료 : 문화관광부.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통계”.
g.go.kr/” (2021. 6.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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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교육 및 안전 체험 관련 사례
충청북도 해양교육원(충남 보령시 소재 교육원 위주로 분석)
충청북도 해양교육원은 해양체험교육을 통해 협업과 공감 능력을 갖춘 미래세
대 육성을 위한 충남교육의 기본방향 실천을 위해 설립
- 충청북도 해양교육원은 학생들의 종합적인 수련 활동 지원을 위해 2003년 충남 보령시에
임해수련원, 2014년 제주교육원을 개원
[그림 3-11] 충북 해양교육원 현황
Ÿ 위 치 : 보령시 해수욕장 13길 14-17
Ÿ 부지면적 8,697㎡, 연면적 9,615㎡
Ÿ 학생침실 37실, 콘도 17실 등의 본관과 생
활관 2개 동으로 구성
Ÿ 수상장비 현황 : 모터보트 1대(7인승), 수상
오토바이 2대(3인승), 바나나보트 1대(10
인승), 고무보트 12대(12인승), 카약 13대
(3인승 7대, 4인승 6대), 구명복 600벌 등
자료 : 충청북도 해양교육원. “https://sea.cbe.go.kr” (2021. 6. 15. 검색).

충북 해양교육원은 꿈과 끼를 키우고,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올바른 청소년
품성 함양을 위해 해양체험 및 수련활동 추진계획 수립
-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약 250m 거리에 있는 위치한 충북 해양교육원은 바다와
연계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주요 프로그램 : 고무보트, 바나나보트, 해변공동체게임, 모래작품 만들기, 안전수영 및
생존수영 학습, 해변탐구활동, 공감토크 활동, 캘리그라피, 카프라, 레크리에이션 등 운영

충북 해양교육원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대하
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해양교육원은 교육원 인근에 소재한 대천항 유람선, 석탄박물관, 고운 식물원, 짚트랙
레포츠, 보령 수상레저 등 기관 및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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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교육원은 업무협약 체결을 토대로 교육원과 지역사회가 연결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해양과 육지가 연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예를 들면 바다체험과 테마체험학습을 연계한 1박 2일 프로그램 구성, 우천 등의 경우
테마체험학습으로 대체 등으로 교육원과 지역사회를 연계

[그림 3-12] 해양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

자료 : 충청북도 해양교육원. “https://sea.cbe.go.kr” (2021. 6.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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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충북 해양교육원과 인근지역 기관과의 협약내용 사례

자료 : 충청북도 해양교육원. “https://sea.cbe.go.kr” (2021. 6. 15. 검색).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은 ｢교육 + 체험 + 놀이｣를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시설
로 체험을 통해 재난 발생에 대한 대체 요령 습득 지원
- 위치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0
- 면적 : 부지면적 100,144㎡, 연면적 10,705㎡
- 주요시설 : 물놀이안전체험장, 위기탈출체험동, 재난종합체험동, 다목적 교육･편의시설,
어린이안전마을 등
- 예산 : 222억원(국비 110억원, 복권기금 51억원, 도비 61억원)

재난종합체험동 : 11종의 전시 및 체험시설로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
- 화재 진압 및 대비 체험, 교통안전 체험, 지진 체험, 태풍 체험, 생활안전 체험, 4D재난영상
체험 등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

위기탈출체험동 : 재난안전 시설과 챌린지 시설을 접목
- 피난기구를 통한 건물 탈출, 고공횡단과 담력 강화 체험, 소방헬기를 활용한 산악사고
인명구조 체험, 소방차량을 탑승해 화재 진압 체험 등으로 구성

어린이안전마을 : 유아 전용 재난안전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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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실물 크기의 2/3로 축소해 재난 안전 체험시설 구축

물놀이안전체험장 : 물놀이체험장과 생존수영 교육장으로 구성
- 물놀이체험장은 익수사고, 선박사고, 급류사고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을 체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 생존수영교육은 수난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옷과 신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물 위에 떠 있도록 하는 기술 교육

전문응급처치교육 :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교육
- 일상생활에서 심장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는 대처 방법 체험 및 교육

119안전체험관은 수준별 눈높이에 맞춰 ｢교육+체험+놀이｣가 융합된 에튜테인
먼트 구현을 통해 체험 효과를 극대화 한 것이 특징
- 119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초･중･고생, 대학동아리･동호회, 기업체, 가족 등 수준별, 특성
별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체험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
- 119안전체험관의 연간 방문객은 2019년 16.3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

[그림 3-14]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시설 현황

자료 :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http://safe119.sobang.kr” (2021. 6.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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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수준별 눈높이 프로그램 제공 [그림 3-16] 119안전체험관 방문객 현황

자료 :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http://safe119. 자료 : 문화관광부.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통계”.
sobang.kr” (2021. 6. 15. 검색).

4. 이전부지 활용 사례
수원시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농촌진흥청 이전부지는 수원시 도시발전과 연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
는데, 이 가운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지역의 94,655㎡ 부지에 “농업
역사･문화체험관” 건립을 결정
- 수원시는 권선구 수인로 126번지 일원의 옛 농촌진흥청 부지 294,095㎡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개발 추진
- 이 가운데 94,655㎡부지는 농촌진흥청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 자연과 사람,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테마공간을 조성해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공간으로 조성 추진

농업 역사･문화 체험관은 농업의 역사와 가치, 그리고 미래를 보는 통합적 문화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舊 농촌진흥청 부지 일부)
- 사업기간 : 2016년 8월 ∼ 2021년 12월(2022년 상반기 개관 목표)
- 총사업비 : 1,532억원 (공사비 816, 토지보상비 716(무상))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18천㎡, 부지면적 50천㎡(주차공간 23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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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국립농업박물관 건립 개요
건물

연면적

주요구성

본관

12,420㎡

Ÿ (관람･체험) 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물공장, 기획전시실 등
Ÿ (지원시설) 수장고, 강당, 회의실, 사무실 등

유리온실

1,859㎡

Ÿ 스마트팜, 곤충 전시체험, 열대식물, 희귀식물 등

별관
(식문화관)

3,556㎡

Ÿ 식문화관, 교육실(요리교실 포함), 세미나실, 도농 라운지, 어
린이도서관, 식당 등

부속동

168㎡

Ÿ 수선실, 휴게실, 샤워실, 야외화장실 등

자료 : “국립농업박물관 국민 참여 자문단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05.20.).

[그림 3-17] 국립농업박물관 시설 배치도

자료 : “국립농업박물관 국민 참여 자문단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05.20.).

농업 역사･문화 체험관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의 본관, 유리온실, 별관,
옥외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실내는 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입체영상관, 다
목적 회의실 등을 조성하고, 실외는 다랭이논, 야외체험장 등 체험 및 휴식 공간
을 조성할 예정
- 본관 : 역사관, 농업관, 첨단농업관, 농업 전시 및 체험관, 3D영상관, 식물공장, 기획전시실
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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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온실 : 스마트팜, 곤충 전시체험, 열대식물, 희귀식물 등 구성
- 별관 : 식문화관, 식생활교육실, 세미나실,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라운지, 어린이도서관
등 조성
- 옥외공간 : 피톤치드원, 작은목장, 텃밭 및 모내기 체험장, 정원 등 다양한 체험 및 휴식공간
조성

일본 나고야 노리타케의 숲2)
1904년 일본 나고야에 설립된 도자기 제조회사인 노리타케는 공장 및 본사가
소재하였던 이전부지를 “노리타케 숲”으로 조성
- 도자기 제조회사인 노리타케사는 도자기 생산 방식의 변경, 원가 절감 등으로 공장을
일본 규슈 및 필리핀 등으로 이전하면서 원래 도자기를 생산하였던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공장 건물 및 부지 활용방안 모색이 과제로 대두
- 이전부지 활용방안 모색 초기에는 돔구장 건설 계획 등이 수립되기도 하였지만, 최종적으
로 기업의 정체성 확보, 지역사회 공헌 등 차원에서 “숲”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확정

“노리타케 숲”은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기존 공장 건물, 굴뚝과 가마 등을 그대
로 보존한 가운데 회사의 본사 및 관련 시설, 시민의 휴식공간 및 녹지공원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 2001년 개관
- 면적 : 전체 면적 110,313㎡, 이 가운데 공원면적 44,960㎡
- 공장 주변지역을 녹지공간으로 개조해 “노리타케의 숲” 조성
- 노리타케는 본사만 “노리타케의 숲”에 남기고, 공장 등은 모두 이전
- 기존 공장 건물, 굴뚝 등은 최대한 재활용해 도자기 박물관, 아울렛, 카페, 레스토랑,
쇼룸, 갤러리, 공원 등 복합시설 조성

2) 이명원 외(2018).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용역｣, 국립수산과학원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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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노리타케 숲” 현황 및 조감도

자료 : 노리타케 숲. “www.noritake.co.jp/mori/” (2021. 7. 5. 검색).

5. 지역사회 의견조사
설문조사 결과3)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를 거점관광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음.
- 이명원(2018) 등은 중앙내수면 연구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지역전문가 등 16명에게 자문회의 형식으로 서면조사를 진행
- 서면조사 결과 중앙내수면 연구소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거점관광시설이 46.2%로

3) “이명원 외(2018).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용역｣, 국립수산과학원.”보고서 내용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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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고, 그 다음은 해양수산부 공공시설 38.5%, 문화복지시설 7.7%, 기타 7.7%
등 순이고, 민간을 활용한 도시개발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음.

도입기능은 관광 기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조사됨.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대한 도입기능은 관광이 3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교육 30.8%, 문화예술 23.1%, 산업 7.7% 등 순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주거, 체육
등의 기능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음.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명원(2018) 등이 주최한 지역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아쿠아리움에
대한 선호도는 높고, 연수원, 체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 제시
[그림 3-19] 이전부지 도입시설

[그림 3-20] 이전부지 도입기능

자료 : 이명원 외(2018).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용역｣, 국립수산과학원.

자문회의 결과4)
아쿠아리움을 포함한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추진
- 가평군을 방문한 관광객은 최대 1,000만명까지 증가(가평군 통계자료에 따르면 500만명
내외 추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반 관광객과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 필요
- 아쿠아리움 등을 유치해 관광객 확대 방안 모색 및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추진

연중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가 가능한 방향의 발전 방안 모색 필요
- 사업추진 방향이 해양교육법 출범으로 해양교육센터로 방향 전환
- 교육센터는 겨울철 방문객 급감이 문제점으로 대두

4) 2021년 5월 24일 청평면사무소에서 가평군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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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방문객 유치를 위해 VR, AR 등 사업과 함께 해양박물관을 유치하고, 송어낚시,
얼음낚시 등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 필요

가평군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 모색
- 가평군 인근지역의 산악 및 수상 자원, 쁘띠프랑스 등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 모색 필요
- 특히, 최근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 가평군 수상레저 등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 모색 필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개방형으로 추진 필요
- 중앙내수면연구소는 폐쇄형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사회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휴양 및 관광자원과도 단절
- 지역사회와 단절이 아닌 연계형으로 개발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고, 관광객 유치도
선도하는 방향으로 개발
- 특히,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이전부지의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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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방안
1.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여건
1) 내부여건
유휴부지의 조속한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가평군 소재 중앙내수면연구소는 이미 충남으로 이전 완료
- 건물 내의 자산은 모두 이전이 완료되어 비어 있는 상태이며, 저수지 및 야외 양식장에는
일부 어종이 남아 있는 상태
[그림 4-1]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현황(2021.06월 현재)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가평군은 “7080 – 추억과 낭만, 그리고 젊음이 있는 청평고을”을 테마로 한
기본계획에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의 저수지를 자연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포함
- 가평군은 대성리-청평유원지-남이섬-강촌에 이르는 7080세대의 대표적인 추억의 MT벨
트에 위치한 중앙내수면연구소 인접부지를 “7080 – 추억과 낭만, 그리고 젊음이 있는
청평고을”을 테마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 기본계획은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의 저수지를 7080 청평고을 개발계획과 연계해
레포츠 공간 조성, 친수공간 조성, 저수지 둘레길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생태문화공
원 조성계획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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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가평군이 제시한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 저수지 활용구상

자료 : 경호엔지니어링 외(2018). ｢청평고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가평군.

가평군이 수립한 7080 청평고을 개발계획과 연계한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
지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필요
- 7080 청평고을 개발계획에서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기존시설 재사용을 통한 커뮤니티 휴게공간 조성”, “생태체험장”
등의 자연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향 제시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는 북한강 자전거길 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내륙
수상레저 스포츠 지역인 청평호, 연인산, 축령산, 호명산 등의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쁘띠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방문객이 빠르게 확대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입지적 장점과 차별화된 특징(해양자원)을
연계해 조기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방안 모색 필요

수상레저활동 확대와 함께 매년 지속되는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도래와 함께 레저선박을 활용한 레포츠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평은 국내 최대의 내륙 수상레포츠지역으로 부상
- 국내 내륙 수상레포츠 가운데 약 80%가 가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수상레포츠 확대와 함께 안전사고 또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가평군은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피해 사고가 매년 발생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 답보를 위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수상레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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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반 구축 필요
-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수상 안전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생존수영을
포함해 수상 안전의 습관화를 위해 체험 및 교육 강화
- 수상레저활동 전문인력 및 안전체험관 등을 확보하고, 현장 체험활동을 강화해 수상레저활
동의 안전성 향상 및 수상레저산업 발전 촉진 기반 마련

육지와 해양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
가평군은 최근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방문
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대두
- 가평군 관광객은 2016년 443.7만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8년에는
384.2만명으로 감소
- 가평군 관계자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이 가평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가평이 통과지역이 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호소
- 통과지역으로의 전환은 강력한 랜드마크 부재 혹은 약화,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 미흡
등에 기인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해양 관련 교육 및 레저 시설을 도입해 기존의
육지 관광자원과 해양이 만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가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필요
- 7080 MT 세대의 향수, 수도권 최고 수준의 자연경관 등 기존 자원과 해양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국내 내륙 수상레포츠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평호와 연계해 수상레포츠 발전 선도

“가족”, “또래”를 테마로 한 주변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발전
해양 혹은 내륙의 다양한 자원을 소재로 개발된 청소년 관련 교육센터 가운데
상당수가 독립적으로 개발되어 운영되면서 방문객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
는 한계성 노출
- 최근까지 개발되어 운영 중인 교육센터 가운데 상당수가 방문객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자체적인 수입으로는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
- 방문객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단조로운 상품 구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미흡, 낮은 시장접근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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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또래” 중심의 체험, 힐링, 레포츠 등의 여행문화가 확대되고 있고, 가평
은 “가족”, “또래” 중심의 여행문화 중심지역 가운데 하나
- 과거 단체관광, 또래 위주의 볼거리 및 캠핑 중심의 관광패턴이 최근 들어 가족을 중심으로
한 체험, 힐링 위주의 관광패턴으로 전환 확대
- 최근에는 “가족”, “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힐링, 체험, 동질성 등에 기초한 문화, 레포츠
중심의 여행 및 체험 문화 확대
- 가평군은 7080 MT 세대의 향수, 수상레포츠, 수목원 등과 연계한 “가족” 및 동질성에
기초한 “동아리” 등의 힐링과 체험 문화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부상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개발계획에 지역의 힐링, 휴양, 체험 등 자원과 연
계한 플랫폼 구축 및 이와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입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상 및 해양과 관련된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과 배후지역의 수목원, 수상 및 육상 레포츠 등의 힐링, 휴양 등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중 공급이 가능한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상품 제공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개발계획과 인근의 힐링, 휴양 등 자원이 연계된 플랫폼을
구축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365일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평군의 이미지(시장지배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 외부여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정부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0월 발표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가능
- 제8조는 해양교육센터의 설치･지정, 제9조는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내용을 명시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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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해양교육센터 지정 관련 주요 법령>
∙ 제1조 : 목적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의 2 : 해양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해양교육
- 학교 내 해양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해양분야의 연수
- 사회해양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 제9조 :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의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지역센터는 해양교육센터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는 해양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자료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대응한 수상레저문화 확산
주요 선진국의 레저문화 발달 추이는 소득증가와 함께 테니스, 골프 등에서 점
진적으로 레저보트로 확산
-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 중후반에서 3만불시대로 넘어가면서 해양 및 수상 레저보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 대상 수상레저문화에 대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해 국내 수상레저문화 발전 선도
- 청평호를 중심으로 한 가평군은 국내 수상 레저보트의 중심지역으로 부상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수상레저문화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설을 조성하고, 인근의
청평호 수상레저업체와 연계해 수상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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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1인당 GDP와 인구당 보트 수 [그림 4-4] 수상레저 사업장 수

재인용 : 정의홍 외(2019). ｢경기해양레저산업 육성전략수립 연구｣, 경기도.
자료 1. ICOMIA(2018). Recreational Boating Industry Statistics 2017.
2. 해양경찰청(각 연도). ｢해양경찰백서｣.

3)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여건 관련 SWOT분석
강점(Strength)
높은 교통 및 시장 접근성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는 국내 최대의 소비인구가 집중한 수도권에 소재해 높은 시장
접근성 보유
-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과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가 소재한 가평군 간의
교통접근성이 30분대로 감축

높은 지역인지도 및 우수한 자연경관 보유
- 대성리-청평유원지-강촌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7080세대의 최대 MT지역이며, 최근에는
북한강 자전거길 통과지역으로 매우 높은 인지도 보유
- 행정구역상 춘천시에 속하지만 사실상 가평군 관광권역에 속한 남이섬을 비롯해 자라섬,
청평호, 수목원(칼봉산, 연인산, 축령산 등 지역에 소재) 등 높은 인지도를 가진 우수한
자연경관 자원 보유

국내 최대의 내륙 수상레저스포츠 지역으로 부상
-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도래와 함께 선진국형 레저스포츠로 주목받는 레저보트에
대한 관심 확대와 함께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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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평호를 중심으로 한 북한강 지역은 국내 내륙 수상레저스포츠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기회(Opportunity)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지역경제와 연계 확대
- 플랫폼 기술이 발전하면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도 상호간 연계해 네크워크화, 집단화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실현 가능
- 가평군은 기타 지역과 비교해 외부의 수요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랜드마크형 거점시설은
부재하지만,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수상에서 육지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의 관광, 휴양, 힐링 등을 포함한 레포츠자원 소재
-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플랫폼 기술을 접목해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와 배후지역의
자연생태자원에 기초한 다양한 유형의 휴양, 힐링, 레포츠 등 자원을 연계한 복합상품
개발 및 제공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다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휴양, 힐링, 수상레저 등 수요 확대
- 소득증가와 함께 관광에 대한 수요가 유명관광지를 찾는 단순 관광에서 휴양, 힐링 등으로
소비유형이 확대
- 취미생활의 유형 또한 등산, 골프 등에서 내륙 및 해양의 수상레저분야로 빠르게 확대
- 가평군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의 배후지역은 수목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휴양 및
힐링 자원은 물론 청평호를 중심으로 한 국내 최고 수준의 수상레저 자원을 보유

청평역 역세권 개발계획 추진 및 해수부의 강력한 의지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와 연결된 청평역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 확정
- 해수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구축하는 방안 모색에 적극적인 의지 표명

약점(Weakness)
강력한 랜드마크형 거점 관광시설 부재
- 가평군은 수도권 최대의 힐링, 휴양, 레포츠 도시로 켐핑장, 리조트 등을 포함해 170여개에
달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연간 400만명 내외의 유료관광객 유입
- 연간 400만명 내외의 유료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지만, 새로운 수요를 개발하고, 외부의
수요를 끌어들이는 시장지배력이 높은 강력한 랜드마크형 거점 관광시설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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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활용 가능한 콘텐츠 부족
- 겨울철 비수기, 여름철에만 이용률이 높은 수상 레포츠 등 계절별 비교적 높은 관광객
유입 격차로 인해 연중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상품 개발이 과제로 대두
- 내수면 수상레포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면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 컨텐츠 부족

목적사업의 한계성에 따른 사업추진의 유연성 제약
- 공공기관의 자산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가진 고유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활용
- 해수부 주도의 사업추진은 해양과 육지의 연결이라는 점에서 가평군 관광산업의 다양성
확보, 선진국형 수상 레포츠 문화 창출 등 차원에서는 장점
- 다만, 해수부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점은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내재

위협(Threat)
통과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대
-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은 가평군이 통과지역으로 전락해 관광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가평군을 찾은 관광객은 2016년 443.7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8년 384.2만명으로 감소
- 가평군이 통과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 불식을 위해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 모멘텀 확보 필요

공공주도 사업의 수익성 미흡 우려 제기
- 공공이 주도해 개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
발생으로 인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시각 확대
- 공공기관 주도의 교육 및 체험시설의 수익성 미흡에 대한 우려 확대는 해수부가 중앙내수
면연구소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내재

코로나-19로 인한 체험 및 관광 위축
-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체험 및 관광이 크게 위축되면서 2020년 가평군 관광객 또한
2019년 대비 60.1%가 감소5)
- 체험, 관광 등의 위축은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의 조기 개발을 저해할 가능성 내재
5) 가평군 행정통계에 기초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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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의 SWOT분석 및 발전 방향
강점(Strength)
- 높은 교통 및 시장 접근성 보유
- 높은 지역인지도 및 우수한 자연경관 자원
- 국내 최대 내륙 수상레포츠 자원
기회(Opportunity)
- 플랫폼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와 연계 확대
- 휴양, 힐링, 수상레저 등 수요 확대
- 청평역세권 개발 및 해수부의 강력한 의지
Ÿ
Ÿ
Ÿ
Ÿ
-

약점(Weakness)
- 랜드마크형 거점 관광시설 부재
- 사계절 활용 가능한 콘텐츠 부족
- 목적사업의 한계성
위협(Threat)
- 통과지역으로 전락 가능성 내재
- 공공주도 사업의 수익성 미흡 우려 제기
- 코로나-19로 인한 체험 및 관광 위축

SO전략(공격적 전략)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거점형 교육 및 체험시설 구축
ST전략(다각화 전략)
AR체험, 민관 연계상품 개발 등 범위의 경제를 추진해 충성 소비자(상품의 다양성) 확대
WO전략(국면전환 전략)
민관 협력의 랜드마크형 상품 개발(범위의 경제를 통한 집단화)을 통해 시장지배력 향상
WT전략(방어적 전략)
수익성 미흡 우려 및 이해관계자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민관의 협력사업 확대

4) SWOT분석에 기초한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방향
SO전략(공격적 전략)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형 교육 및 체험시설 구축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는 국내 최대의 대도시 수요가 밀집된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자연경관이 우수한 육상 및 수상 관광자원 보유
- 국내 최대의 잠재적 수요와 우수한 자연경관 자원에 기초해 “육지”와 “해양”을 연계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 거점형 해양 교육 및 체험시설 구축

ST전략(다각화 전략)
AR체험, 민관 연계상품 개발 등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제공
- 특정 자원에 기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거점형 자원 미흡을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개발 방향과 현지 다양한 자원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집단화를 통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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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에 소재한 민간업체와 연계해 서비스상품의 다양성 확보, 연중 지속가능한 상품 제공
등을 통해 충성 소비자 확대, 공공주도 사업의 수익성 미흡에 대한 우려 최소화

WO전략(국면전환 전략)
민관 협력의 랜드마크형 상품 개발을 통해 시장지배력 확대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활용구상과 인근의 다수 업체가 참여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범위의 경제(집단화 혹은 네트워크로 연결)를 추진하고, 서비스상품의 다양성 확보, 연중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
-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서비스상품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해수부 목적사업의 범위의 한계성 및 랜드마크형 거점 관광시설 부재의 한계성 극복

WT전략(방어적 전략)
해양교육센터(가칭)와 가평군 간의 민관 협력사업 확대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를 활용해 반나절 혹은 하루 일정을 소화하고, 숙박 및 다음날
일정은 인근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의 민관 협력사업 확대
- 공공주도 사업과 민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시너지를 창출 방안 모색

2.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배경 및 방향
1)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배경
해양수산부는 ｢해양교육 로드맵｣ 및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추진
2017년 해양수산부는 해양교육 종합로드맵(2017~2021)을 수립
- 초·중등 학생 해양교육 기회 확대 : 맞춤형 교재, 교구 등 보조수단 활성화, 체험·탐구
중심의 교육 확대, 학교-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지원
- 교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 교원 연수프로그램 개선, 우수교사 인센티브 강화,
해양교육을 위한 양적·질적 환경 개선
- 해양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개선 시스템 구축, 해양강의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 해양교육포털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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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분야 고급인력 양성 : 청소년 우수인재 육성, 대학(원)생 해양분야 전문인력 양성,
Sea Grant사업을 통한 지역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지역 기반을 활용한 해양교육 활성화 : 지역 해양문화시설 및 지역 인프라 기반을 활용한
해양교육 활성화
- 해양교육 전문기관 및 시설 확충 : 해양교육 전문기관 및 전문시설 지속 확충,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육성

해양수산부는 2021년 제정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추진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지역해양교육센터 지정 관련 사항을 명시6)
[표 4-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①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일 것
2. 해양교육전문강사 및 운영전담인력을 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3.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표 4-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①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시설ㆍ장비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해양수산부의 관련법, 가평군의 자연생태자원,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남
겨진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한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추진

6) 법률 관련 사항은 4장 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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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관련법에 근거해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청소년 해양교
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되,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
회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 모색 필요
- 과거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사육조로 활용하였던 시설은 청소년을 포함한 체험객에게
양식 체험 및 교육, 유소년 낚시체험, 사육한 어종의 방류체험 등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의 저수지는 7080 청평고을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자연생태
문화공원 및 해양 생태 교육의 요충지로 활용 가능
[그림 4-5] 중앙내수면연구소 사육조

[그림 4-6] 중앙내수면연구소 내 호수

자료 : 연구진 촬영(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현장답사).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가 가지는 정체성과 가평군에 소재한 유명 관광지,
캠핑장, 수상레포츠 등 자원을 연계한 “해양(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 내
륙(가평군에 소재한 기존 자원)”의 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가 소재한 가평군은 코로나-19 이전 연간 관광객이 400만명
내외에 달할 정도의 우수한 자연생태관광자원 보유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가평군에 소재한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서비스상품을
개발하고, 교육청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해양과 육지가 연결된 교육 및 체험
등을 진행하는 방향의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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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의 플랫폼 역할

2)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방향
방안1 :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강력한 랜드마크형으로 개발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첨단기술이 적용된 아쿠아리움이 포함된 청소년
해양교육센터를 건립해 외부 방문객 유치를 선도하는 가평군의 새로운 랜드마
크로 부상하는 방향의 개발 추진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의 본관건물, 실내사육동, 숙사 등 기존 주요 시설의 대부분
1990년대에 신축되어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의 본관, 실내 사육동 및 전시실, 순환여과동, 종묘생산동
등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단양에 소재한 다누리센터와 유사한 형태의 아쿠아
리움 건립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의 실외사육조 등은 청소년을 포함한 체험객에게 해양 관련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저수지는 7080 청평고을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자연생태문
화공원으로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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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가평군의 새로운 명소 유치를 통해 시장지배력 향상 및 방문객 확대
- 단양 다누리센터,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 등과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의 부상을
통해 가평군의 대외 이미지 강화 및 새로운 시장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 가평군은 연간 유료관광객이 400만명 내외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강력한 랜드마크형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은 타지역과 비교해 경제적 타당성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시너지 효과 창출도 기대
- 가평군에 내재 된 기존 관광자원과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의 해양자원이 연계된 서비스상품
의 연중 지속가능한 공급 및 다양성 확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 확대 등 기대

단점 : 수익창출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 그동안 국내에서 공공이 주도해 건립한 적지 않은 교육, 체험 등 기관이 기관 운영비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익 창출로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
- 가평군은 연간 400만명 내외에 달하는 유료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공공주도의 기존 사례와 비교해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및 수익 창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행된 적지 않은 공공기관 주도의 교육 및 체험기관이 수익
창출 가능성을 넘어 운영비 자체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첨단기술이 적용된 아쿠아리움이 포함된 청소년 해양교육센
터 건립에 적지 않은 장애 요인으로 제기될 가능성 내재

방안 2 :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발
기존 시설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가평군 지역사회와 연계한 개발 추진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에 소재한 시설 대부분이 1990년대에 건립되어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및 조기 개발을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은 최대한 재활용해 개발 추진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해양교육센터는 내수면을
포함한 해양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설의 재활용 가능
- 아쿠아리움을 포함한 강력한 지역 랜드마크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목표는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와 가평군에 소재한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범위의 경제(집
단화)를 추진해 가평군의 위상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대체

장점 :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지역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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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수익 창출 가능성 향상
- 특정 명소(랜트마크성 관광시설)에 의지하지 않고 중소규모의 다양한 관광자원이 연계되어
수도권 동북부 최대의 관광 및 휴양 도시로 발전한 가평군 관광산업의 특징과 연계해
관광, 휴양, 레포츠 등 자원과 청소년 해양교육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상
품 개발 및 보급

단점 : 수도권 동북부 거점형 휴양 및 관광단지 발전의 한계성 극복 미흡
- 중소규모의 다양한 자원이 연계된 범위의 경제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
하지만, 외부 관광객을 강력하게 흡수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은 미흡
- 가평군이 수도권 동북부 최대의 휴양 및 관광단지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점형 랜드마크 부재의 한계성 극복에 기여 미흡

3.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방안
1)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의 비전과 목표
“해양(청소년 해양교육센터) + 내륙(가평군 기존 자원)”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에서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의 비전을 SEA  LIFE
through Ocean Education(해양교육을 통한 바다(내수면 포함) 생활)로 설정

[그림 4-8] 가평군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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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비전, 목표, 전략 계획(안) 제시

국정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법률

비 전
내륙에서 해양교육을 통한 바다(내수면) 생활 활성화

목 표
· 해양(내수면 포함)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 해양분야 교육기술 역량강화 및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구축
· 가평군 및 청평역세권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추진 전략

해양 교육 및 체험 활성화

아쿠
아리
움

가상
현실

수상
레저
체험

지역 연계 플랫폼 구축

민관
협의
체운
영

⇒

참여
민간
업체
선정

⇒

민관
연계
프로
그램
운영

가평군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내륙 + 해양” 개념의 비전 달성을 위한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의 목표는 해양 전문인력 양성, 맞춤형 교육커리큘럼 구축,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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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활성화 촉진 등 방향의 3가지로 설정
- 해양(내수면 포함)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개선 및 전문분야 인재양성
- 해양분야 교육기술 역량강화 및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구축
- 가평군·청평역세권 등 배후 관광산업과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추진전략은 ‘해양 교육 및 체험 활성화’와 ‘지역 연계 플랫
폼 구축’으로 구분해 제시
- 해양교육 및 체험 활성화는 아쿠아리움, 가상현실(AI, VR, AR) 등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 수상레저 관련 교육 및 체험 등으로 구성
- 지역 연계 플랫폼 구축은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참여 업체를 선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민관연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세부추진 과제
① 해양 교육 및 체험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
아쿠아리움 건립
청소년에게 해양생태, 해양과학, 해양(내수면)수산, 해양역사 등을 주제로 내륙
에서 해양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1 : 해양 및 내수면의 생태환경과 어종에 대해 청소년들
이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아쿠아리움 건립
-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해양(내수면) 어종 및 생태체험관 건립
- 어종별(어류, 갑각류, 해조류, 연체류, 패류)로 서식 환경(해양, 내수면 등)을 구별하여
전시 체험관 구성
- 유아 및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4D체험관을 구축해 해양 생물에 대한 영화 및
영상 프로그램 운영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의 시설 및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내수면 활어종 아쿠아리움
으로 리모델링 및 신축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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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아쿠아리움 사례

자료 : 단양 다누리센터. “www.danyang.go.kr/
danuri” (2021. 7. 8. 검색).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2 : 해양과학 전문기관과 연계해 최신의 해양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 바닷속 영상 등을 전시하고 해양의 미래에 대해 교육
-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본관 내 과학체험실 및 영상실을 구성하고, 청소년에게 해양과학
및 바닷속에 대해 교육
- 해양의 지질적 특성 및 지구 에너지와의 관련성 등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해수 자체가
가진 물리적 특성과 운동, 인간의 삶과의 연계성 등을 모형 및 화학실험을 통해 체험하는
프로그램 구성
- 해양과학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에게 최신 연구 성과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류의 보물창고인 바다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체험 기회 제공

[표 4-4] 해양 과학 체험 세부 프로그램(안)
교육명

주요내용

파도, 수성화산 실험

- 자연재해, 파도, 수성화산 등의 원리에 대한 설명과 모형을
통한 과학실험

바닷속 비밀

- 바닷속 수심과 수압, 해류, 조석 등 바닷속 현상을 영상을
활용해 교육

유아 체험존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얕은 파도풀(pool)을 조성해 유아에게
파도 체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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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3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증가로
해양수산 관련 자격증에 대한 교육영상 제작, 주변 소형선박 조종면허 시험장과
연계한 자격증 시험 교육 및 실습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
-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양수산 전문자격증은 모두 47종이며, 이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을 선별하여 교육영상 제작 및 시험장 조성
-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인근 경기조종면허시험장(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162)과 연계하여
소형선박자격시험(필기)과 안전교육 실시

가상현실(VR, AR 등) 체험프로그램
첨단기술과 접목된 증강현실(AR) 프로그램을 해양교육에 도입해 청소년들의
관심 유발
-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제작해 해양교육센터 내 어종 잡기,
내수면 생태체험 등이 가능한 환경 조성
- 실내에서 가평군의 계절별 관광지(자연, 역사, 맛집, 체험, 숙박, 문화, 테마 등) 체험프로그
램을 실현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관광지를 투어하고, 이를 통해 실제 관광지 방문에
대한 흥미 유발(경기관광공사와 경기 디지털 콘텐츠 진흥원 연계)
- 학생들이 실제로 체험해보기 어려운 선박 조종 및 차세대 항해지원 등을 증강현실을 통해
안전운항, 선박운항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

[그림 4-11] 증강현실(AR)을 활용한 항해 운항 시스템

자료 : GH공사 공식 블로그, “https://m.blog.
naver.com/PostList.naver?blogId=gic
o12” (2021. 8. 26 검색).

자료 : 오재용･권오석(2016). “증강현실 기반 차
세대 항해지원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
국항해항만학회지｣,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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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VR)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수중, 플랜트 등 분
야의 해양 안전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공간 구성
- 고등학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해양플랜트의 공정 및 가동
시뮬레이션을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조성
- 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해 유아, 저학년 학생 등이 수중 생물 및 수중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구성
- 바닷속 가상현실 속에서 문화재를 발굴하는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해 연구원이 바다에서
발굴 및 조사하는 과정을 실감 나는 영상으로 담아내 체험객이 실제 발굴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

[표 4-5] 해양 가상현실(VR) 프로그램 구성(안)
교육명

주요내용
- 가상현실을 통해 해양전문직업 및 선박체험

해양 직업체험

수중 발굴체험

- 가상현실을 통한 수중 발굴 조사선에 탑승해 유물 발굴 체험
- 유아의 해양 유물 퍼즐, 잠수장비 착용 체험

자료 : 공인영 외(2017). “가상현실 기반 해양플랜트 교육시스템”, ｢대한조선학회지｣, 54(3).

수상레저 체험
국내 최대 수상레포츠 지역으로 부상한 가평군 소재 수상레포츠 업체와 연계해
실내 수상레저 스포츠 안전 교육 및 수상레저 체험프로그램 구축
- 교육청과 연계해 취약계층 청소년도 수상레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대중화를 선도하는 방향의 복합형 해양레저체험
교실 운영을 통해 가족 단위로 체류하면서 해양레저 체험교육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 추진
- 카누, 카약, 모터보트, 크루즈요트 등의 단순 체험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등이 가능한
수준의 교육 분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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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주요 종목
<카누·카약>

<모터보트>

자료 : 울릉군 문화관광. “www.ulleung.go.kr/
tour/” (2021. 8. 5. 검색).

자료 : ICOMIA(2019). Recreational Boating

Industry Statistics 2018.

유아에서 청소년과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해양레포츠 교육을 통한 해양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래의 수요층 저변 확대 및 해양레저 안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인근 청평호와 연계한 가족 단위의 수상레저스포츠 현장
체험에 앞서 해양교육센터에서 레저안전에 대한 교육
- 경기조종면허시험장, 수상레포츠 업체 등과 연계해 수상레저 활동 운항규칙, 안전기준,
소화·방수 및 응급처치 방법, 수상레저 위반사항 등 교육 프로그램 개설
- 청소년에 대한 선박안전사고 교육 등을 포함해 해양교육센터 내에 선박 탈출 체험 및
안전장비 착용법과 작동법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그림 4-13] 해양레저스포츠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

자료 : 완도해양경찰서. “http://www.kcg.go.kr/wandocgs/main.do” (2021. 8.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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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 연계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한 플랫폼 구축
가평군은 연간 관광객이 400만명 내외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의 힐링, 휴양 도
시이며, 최근에는 국내 최대의 내륙 수상레포츠 지역 가운데 하나로 부상
-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 이화원, 자라섬 캠핑장, 남이섬, 쁘띠프랑스, 가평 스위스마을 등
관광자원과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자라섬 씽씽겨울축제, 자라섬 막걸리 축제, 수제맥주축제
등 계절별 지역 축제와 연계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수의 관광자원 보유
- 가평군은 수도권전철, ITX청춘열차, 광역버스, 고속도로 등과 연계해 서울과 30분에서 1시간
내외의 시간대에 접근이 높은 교통 및 시장 접근성 보유
- 가평군이 수도권 최대의 관광 및 휴양 도시로 발전하면서 캠핑장을 포함해 약 170개 내외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체가 존재7)
[그림 4-14] 자라섬 수변생태관광 벨트 조성계획 모식도

자료 : 가평군청. “www.gp.go.kr” (2021. 4. 28. 검색).

7) 자세한 현황자료는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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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가평군 지역 축제 현황
교육명

주요내용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축제로,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

자라섬 씽씽겨울축제

- 대표적인 겨울 축제 가운데 하나로 자라섬 일대의 가평천에서
매년 얼음이 어는 1월에 진행

자라섬 막걸리 축제

-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주 축제로 다양하고 우수한 전국의 막걸
리를 알리기 위해 전국 150여개 유명 양조장 참여

수제맥주축제

- 국내 수제맥주문화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평에 위치한
대한민국 1등 수제맥주 브루어리 카브루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제맥주축제

[그림 4-15] 7080 청평고을 조성계획 조감도

자료 : 경호엔지니어링 외(2018). ｢청평고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가평군.

가평군은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청평역세권 주변의 폐철도부지 등을 포
괄하는 7080 청평고을 조성계획을 수립해 추진
- 7080 청평고을 조성계획은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의 저수지만 자연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제시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건립하는 청소년 해양교육센터는 해양(내수면 포
함) 관련 교육 및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해양교육센터와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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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사회의 연계는 “내륙 + 해양”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예상
- 청소년 해양교육센터는 해양(내수면 포함) 위주의 AR과 VR, 어족자원 전시 및 체험, 수상
안전 관련 교육 및 체험 등 위주로 구성
- 가평군 지역사회는 우수한 자연환경에 기초해 휴양, 산악 및 수상 레포츠 등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가평군은 자라섬을 중심으로 한 수변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와 가평군 지역사회의 연계는 내륙과 해양의 연계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관
계 형성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 전망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에 지역사회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공공부문과 민간의 연계
상품 개발, 서비스상품의 다양화 등을 통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해 시장지배력을
향상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레저휴양산업 발전 선도
- 예시1 : 가족 중심의 휴양관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족과 함께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에서 해양 관련 교육, 체험 등을 한 이후 민간의 캠핑장에서 1박 및 자라섬,
쁘띠프랑스, 기타 수목원 등을 관광하는 체험상품 개발
- 예시2 : 가족이 함께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에서 수상레저 관련 교육과 기초적인 체험을
한 이후 민간의 캠핑장에서 1박 및 청평호로 이동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상레저를 체험하
는 상품 개발
- 예시3 : 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 단체의 경우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에서 해양 및 수상레
저 관련 교육, 체험 등을 한 이후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내부의 숙박시설을 활용해 숙박,
생선을 활용한 야외 바비큐 등을 체험하고 민간의 청평호 수상레포츠, 수목원, 자라섬
등과 연계해 기타 휴양 및 레저스포츠를 경험하는 상품 개발

플랫폼은 청소년 해양교육센터가 주도해 운영
[그림 4-16] 지역 연계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 구성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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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계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축
청소년 해양교육센터가 주도한 가운데 민관협의체 구축
- 민관협의체 구축 목적은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와 가평군에 소재한 풍부한 휴양, 힐링 등
자원을 연계해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상품의 다양화, 연중 지속가능한 서비스상품 제공
등 범위의 경제 실현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향상하고,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
- 민관협의체 구축은 청소년 해양교육센터가 주도하고, 가평군 관계자, 민간(수상레포츠,
수목원, 캠핑장 등 대표 위주로 구성)대표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

민관협의체는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와 가평군 소재 민간의 휴양, 힐링, 산악 및
수상 레포츠 등이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상품을 개발해 운영
- 위의 예시를 통해 제시한 “해양 + 내륙”형태의 다양한 연계상품 개발 및 운영

참여 민간업체 선정
공공과 민간의 연계는 공익과 효율의 연계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 공공의 목적은 수익 창출도 필요하지만, 공익을 보다 중시
- 민간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공익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 창출을
위한 효율성과 책임경영을 중시
- 특히, 소규모 민간업체일수록 안전성 등과 관련된 수익성이 낮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아 일부 불안 요인 내재

성격이 다른 공공과 민간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검증시스템 필요
- 내수면을 포함한 해양은 일부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검증 절차 필요

민관협의체를 통해 민간의 참여 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검증 절
차를 통과한 민간업체 선정 및 MOU 체결을 통한 연계 협력사업 추진
-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장점 연계 필요
- 검증을 통해 민간 참여 업체의 안전성, 신뢰성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

공공과 민간이 연계해 “해양 + 내륙”의 효율적인 결합을 통해 네트워크에 기초
한 범위의 경제(집단화)를 실현하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휴양, 힐링, 레포츠
분야의 랜드마크로 부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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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청소년 해양교육센터가 플랫폼을 활용해
자체적인 프로그램(해양)과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내륙)을 연계시켜 서비스상품의 다양
화 및 질적인 성숙 유도
- 서비스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 니즈에 기초한 상품의 다양화 및 연중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 향상 및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 추진

민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민관협의체가 주도해 “해양 + 내륙”의 연계효과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에 플랫폼이 구축된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의 프로그
램과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의 상품 개발 및 홍보
- 프로그램 개발은 민관협의체가 주도한 가운데 전문가를 초빙해 개발

3)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개발 구상
[그림 4-17]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시설배치도

번호
1
2
3
4
5
6
7

시설명
중앙내수면연구소 본관
전시실
순환여과동
어미관리동, 종묘생산동
식당
후문 수위실
관사(저수지)

자료 : 네이버 지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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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
9
10
11
12
13
14

시설명
관사
호수
하우스
기초실험동
사료창고
외부 수조
테니스장

건축면적 963.1㎡의 중앙내수면연구소 본관(1)은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해양
교육센터 메인 건물로 활용
- 건물의 외부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되, 청소년과 유치원생이 접근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리모델링 추진
- 1층과 2층으로 구성된 건물 내부는 층별 해양 영상 교육 및 가상현실(AI, VR·AR 등)
체험실로 구성
- 본관 1층 : 해양교육센터 체험 접수 및 Information 센터, 청소년 해양수산자격증 및
직업 지원센터, 요리실, 영상교육실, 자격증 시험장, 화장실, 샤워실 등
- 본관 2층 : VR·AR 교육 체험장, 해양 및 레저 안전 교육실, 내수면 어종 및 생태 교육,
체험교육 운영실, 해양선박안전 교육(선박사고 대비 비상탈출 등) 등
[그림 4-18] 구중앙내수면연구소 본관 외부 전경(좌), 리모델링 후 전경 예시(우)

⇒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자료 : 국립청소년해양센터. “https://nyoc.kywa.
or.kr” (2021. 7. 20. 검색).

[그림 4-19] 구중앙내수면연구소 본관 1층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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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구중앙내수면연구소 본관 2층 모식도

건축면적 1,032.0㎡의 전시실(2)과 건축면적 609.5㎡의 순환여과동(3)은 리모
델링보다는 신축을 통해 아쿠아리움, 직업체험장 등으로 활용
- 1층으로 구성된 기존 건물은 재활용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
- 신축 건물은 어족자원 전시, 유치원 및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양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 등을 포괄하는 아쿠아리움 조성
- 현재 순환여과동 내 수조에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 내수면 어종 및 희귀어종은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에 활용
[그림 4-21] 전시실, 순환여과동 전경(좌), 신축 및 리모델링 후 전경 예시(우)

⇒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자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https://www.mabi
k.re.kr” (2021. 8. 2. 검색).

컨테이너 형식의 가건물인 건축면적 514.1㎡의 종어관리동(4)과 건축면적
167.9㎡은 식당(5)은 리모델링을 통한 재활용이 불가능해 푸드코트, 푸드트럭
등 장소로 활용
78∣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방안 연구

- 동 장소는 기존의 가건물을 철거하고 체험객이 체험 기간 동안 즐길 수 있는 푸드코트(가평
군 지역의 외부 업체 혹은 대형 유명프랜차이즈 입점 유도), 푸드트럭(지역 청년들이 참여
가능한 유형) 등 입점 유도
[그림 4-22] 종어관리동, 식당 전경(좌), 리모델링 후 전경 예시(우)

⇒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건축면적 586.2㎡의 3개동과 1개 주택으로 구성된 관사(7, 8)는 재활용해 해양
교육센터를 방문하는 취약계층과 청소년 위주의 체험객 숙박시설로 활용
-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프로그램 참여자가 숙박 가능한 유스호스텔 형식으로 리모델링
- 관사 옆 부지에 소형 캠핑체험 및 바비큐(BBQ)장을 설치해 학생들이 직접 요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 구축
- 가평군 인근 캠핑장 및 숙박시설과의 경쟁 및 충돌 방지를 위해 평일과 주말을 차별화하여
해양교육센터 내 숙박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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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관사 전경(좌), 리모델링 후 전경 예시(우)

⇒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자료 : 익산유스호스텔. “www.익산유스호스텔.co
m” (2021. 6. 15. 검색).

호수(9)는 자연환경 및 경관이 뛰어나 체험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휴식, 휴양 등 방향의 공원으로 조성해 운영
- 가평군은 7080 청평고을 조성계획에서 자연생태문화공원 조성방안 제시
[그림 4-24] 호수 전경(좌), 리모델링 후 전경 예시(우)

⇒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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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내수면연구소의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외부 사육조(13)는 아쿠아
포닉스 모델 체험 및 치어 사육을 통한 수산자원 체험장으로 활용 추진
- 지역별 교육청과 연계해 해양교육센터를 방문하는 학교별 수조를 지정하고, 해수면,
내수면 어종의 탄생부터 치어, 성어까지의 육성과정 확인,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교육,
사육된 어종을 주변 하천에 방류 등 교육 및 체험장으로 활용
- 사육조 옆에 수영장을 구성하고, 청평호에 소재한 선박조종면허시험장과 연계하여 선박
조종시험 전 선박체험 및 해양선박 안전 교육 장소로 활용
- 사육조를 실내 낚시터와 유사하게 구성하여 청소년, 유소년 등에게 낚시 체험프로그램
및 수자원 보호 관련 교육 등 장소로 활용
[그림 4-25] 외부 사육조 전경(좌), 활용 계획(아쿠아포닉스) 예시(우)

⇒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자료 : 농촌진흥청, “www.rda.go.kr” (2021. 8.
5. 검색).

[그림 4-26] 외부 사육조 전경(좌), 체험 낚시 예시(우)

⇒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자료 : 창바우 마을. “http://www.xn—9g3b27q
0ne.kr/front/site/main.php”. (2021. 8.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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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프로그램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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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결론
가평군에 소재하였던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충남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중앙내수
면연구소 이전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는 현재 일부 직원만 남아 어종 및 자산을 관리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면적 : 부지면적 76,199㎡, 연면적 6,879㎡
- 주요시설 : 본관청사, 실내사육동, 야외 양어시설, 저수지, 직원 숙사 등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는 해양수산부 국유자산으로서의 목적사업을 수행
함과 동시에 가평군의 이해관계도 반영하는 활용방안 모색 필요
- 해양수산부는 2017년 수립한 ｢해양교육 로드맵｣ 및 2021년 제정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
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평군에 소재한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청소
년 해양교육센터” 건립을 추진
- 가평군은 2001년 청평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에는 중앙내수면연
구소 이전부지와 청평역 역세권을 포괄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7080 청평고을 조성계획
수립하고, 이와 관련해 청평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본 과제는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해양수산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도 가평군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방안을 제시

2. 정책제안
가평군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건립 및 육성
가평군은 수도권 최대의 힐링, 휴양이지만, 외부 수요 창출을 선도해 가평군 관
광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랜드마크는 미흡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외부 방문객 유치를 선도하는 가평군의 새로운
랜드마크형 해양교육센터 건립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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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1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의 본관, 실내 사육동 및 전시실, 순환여
과동, 종묘생산동 등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단양에 소재한 다누리
센터와 유사한 형태의 아쿠아리움 건립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의 실외사육조 등은 청소년을 포함한 체험객에게 해양 관련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저수지는 7080 청평고을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자연생태문
화공원으로 개발 추진
- 장점 : 가평군의 새로운 명소를 유치하고, 연간 유료관광객만 400만명 내외에 달하는
가평군 관광자원과 연계해 시장지배력 향상 및 방문객 확대
- 단점 : 국내 공공기관 주도의 적지 않은 교육, 체험 등 사업이 기관 운영비 확보도 어려울
정도의 수익 창출 사례에 기초한 수익 창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가평군은 연간 400만
명 내외에 달하는 유료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점에서 기존 사례와 비교해 수익 창출 가능성
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

방안2 :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발
- 기존 시설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가평군 지역사회와 강력히 연계해 서비스상품의 다양화,
연중 지속가능한 공급 등을 통한 범위의 경제(집단화)를 추진해 가평군의 위상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개발 추진
- 장점 :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수익 창출 가능성 향상
- 단점 : 중소규모의 다양한 자원이 연계된 범위의 경제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외부 관광객을 강력하게 흡수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은 미흡

가평군 소재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이전부지에 대한 조속
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재활용 위주의 방안2를 검토
하되 장기적인 차원에서 방안1을 목표로 사업 추진 필요

해양 교육 및 체험 활성화 기반 구축
아쿠아리움 건립
- 해양 및 내수면의 생태환경과 어종 등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 어종별 생태환경 조성 및 청소년에 대한 체험과 교육 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운영
- 해양과학 전문기관과 연계해 첨단의 해양과학, 바닷속 영상 등의 전시 및 교육

가상현실(AR, VR 등)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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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활용해 청소년의 해양에 관한 관심 유발 및 체험
기회 제공
- 스마트폰을 활용한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해 청소년의 내수면 생태체험, 가평군 소재
관광지 체험, 선박운항체험 등 기회 제공
-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양플랜트, 수중생태환경, 바닷속 문화재 발굴 등을 실제
체험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축

수상레저 관련 교육 및 체험시설 구축
-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와 가평군 소재 수상레저 업체가 연계해 수상레저 관련 안전 교육
및 보트를 포함한 수상레저기구의 체험 기회 제공

생태문화공원 조성
- 7080 청평고을 조성계획과 연계해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의 저수지를 생태문화공
원으로 조성

청소년의 낚시, 치어 사육 및 방류 등 체험장 조성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의 실외사육조를 활용해 청소년의 치어 사육 및 방류, 낚시체
험 등 공간 조성
- 지역별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별 수조를 지정하고, 학생들이 내수면 어종의 탄생부터 성어에
이르는 과정 확인, 내수면 생태체험, 유소년 낚시 등의 체험장으로 활용

지역 연계 플랫폼 구축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건립하는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와 가평군 지역사회
의 연계는 “내륙 + 해양”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예상
- 청소년 해양교육센터는 해양(내수면 포함) 위주의 AR과 VR, 어족자원 전시 및 체험, 수상 안전
관련 교육 및 체험 등 위주로 구성
- 가평군 지역사회는 우수한 자연환경에 기초해 휴양, 산악 및 수상 레포츠 등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가평군은 자라섬을 중심으로 한 수변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와 가평군 지역사회의 연계는 내륙과 해양의 연계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관계
형성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 전망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에 지역사회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공공부문과 민간의 연계상
품 개발, 서비스상품의 다양화 등을 통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해 수도권 동북부 지
역의 레저휴양산업 발전 선도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87

- 예시1 :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에서 해양 관련 교육, 체험 등을 한 이후 민간의 캠핑장에서
1박 이후 자라섬, 쁘띠프랑스, 기타 수목원 등을 관광하는 체험상품 개발
- 예시2 : 해양교육센터에서 수상레저 관련 교육 및 간접 체험을 하고 민간의 캠핑장에서
1박 이후 청평호로 이동해 수상레저를 체험하는 상품 개발
- 예시3 : 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에서 해양 및 수상레저
관련 교육, 체험 등을 한 이후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내부의 숙박시설을 활용해 숙박, 생선을
활용한 야외 바비큐 등을 체험하고 수상레포츠, 수목원, 자라섬 등 체험 상품 개발

지역 연계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축
- 민관협의체 구축은 청소년 해양교육센터가 주도하고, 가평군 관계자, 민간(수상레포츠,
수목원, 캠핑장 등 대표 위주로 구성)대표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
- 민관협의체는 청소년 해양교육센터와 가평군 소재 민간의 휴양, 힐링, 산악 및 수상 레포츠
등이 연계한 “해양 + 내륙”형태의 다양한 연계 상품 개발 및 운영

참여 민간업체 선정
- 공공과 민간의 연계는 공익과 효율의 연계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하며, 성격이
다른 공공과 민간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검증시스템 필요
- 민관협의체를 통해 민간의 참여 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검증 절차를 통과한
민간업체 선정 및 MOU 체결을 통한 연계 협력사업 추진

민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해양 + 내륙”의 효율적인 결합을 통해 네트워크에 기초한 범위의
경제(집단화)를 실현하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휴양, 힐링, 레포츠 분야의 랜드마크로 부상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 프로그램 개발은 민관협의체가 주도한 가운데 전문가를 초빙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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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land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building in the Gapyeong-gun
relocated to chungnam kumsan-gun in the first half of 2021. The
relocation site(Plottage: 76,199㎡, Total ground area: 6,879㎡) are located
in an important location in Gapyeong, so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high potential of local inland marine activation through utilization. There
are some main facilities: Main building, Indoor breeding grounds, Outdoor
aquaculture system, Reservoir, etc.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utilize the relocation site of the Inland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in a direction that contributes to the interests
of local residents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in
Gapyeong-gun.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of redeveloping policies for
relocation site of Inland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and also new policies
will have properly to reflect the interests of the Gapyeong-gun.
Based on some case analysis results, the development plan of
relocation site of the Inland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was presented
in order of policy directions.
First, the aquarium will be established to create a space for visitors
to learn about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fish species of the marine
and the surface of inland waters. It plays a key role in ocean education
policy, has to spreading advanced marine scientific technology in
conjunction with marine science specialized institu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use augmented reality (AR) and virtual reality
(VR) programs to generate interest in the ocean and provide experience
opportunities. Using augmented reality programs on their devices, it
provides opportunities for teenagers to experience the ecology of
domestic facilities, tourist attractions in Gapyeong-gun, and ship
Abstract∣91

operation experience.
Third, the Youth Marine Education Center and nearby water leisure
companies provide education such as water leisure theory and safety,
opportunities to experience water leisure equipment including boats.
Fourth, the "Reservoir within the relocation site of the Inland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shall be constructed as a natural ecological and
cultural park in conjunction with the "7080 Cheongpyeong Village
Creation Plan".
Fifth, creating a space for teenagers to marine activities, such as
breeding, fry discharge, fishing experience, etc., by utilizing an outdoor
breeding tank of relocation site of the Inland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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