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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요트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강      동      균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한국 요트의 초기모습과 도입과정을 탐색하고 도입 이후 

변천과정을 조사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이를 위해 한국 요트에 관한 국내외 문헌자료와 국내 신문사 기

사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한국 요트의 변천과정과 발전과정 등 주요 

특성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요트의 초기 모습과 도입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 최초의 요트 ‘Black duck'호를 만든 호튼 언더우드의 손자 

피터 언더우드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요트의 초기 모습과 도

입 과정을 탐색한 결과, 1930년대에는 언더우드의 요트 제작 및 항해

와 『독립신문』과 『매일신보』에서 해외의 요트에 대해 소개하였

다. 이후 1950년대 해군사관학교에서 요트를 항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요트의 1929년 H. H Underwood가 마포에 공장을 가진 목수와 

만든 요트 블랙덕 1호를 시초로 본다. 언더우드는 백령도 맞은편에 

위치한 소래해변에서 선교사 휴양시설에 블랙덕 1호를 정박하고, 블

랙덕 1호를 이용하여 한강과 백령도를 항해하였다. 1930년대 『독립

신문』과 『매일신보』에 게재된 요트 관련 기사는 국내 요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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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해외의 요트 항해와 요트 현황을 게재하며 

요트를 국내에 소개하는데 그쳤다. 이후 1950년대 해군사관학교 옥포

회에서 1953년에 발간한 『制海』에는 해군사관학교 내에서 요트부가 

운영되었고 항해와 교육이 행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 요트의 시기별 변화와 발전과정을 보면 1970년대 한국에

서 최초 생산된 알렌호의 태평양 횡단을 시작으로 요트를 이용한 횡

단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1977년 상공부에 의해 요트가 전략수출품

으로 지정되면서 여러 대기업의 참여와 함께 요트 조선업이 활성화 

되게 된다. 1977년 대한조정협회의 조정부가 대한요트협회로 발족하

면서 한국 요트가 조직화되었다. 1980년대 한국 요트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면서 활성화된다. 1986년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

장을 건설하면서 아시아국제요트대회 개최와 서울 아시안게임과 올림

픽 요트종목을 개최하게 된다. 또한 한강에서 요트 교실과 요트 체험

이 나타나면 레저 요트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요

트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 요트 종목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획

득하고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요트 종목에서 금메달 6개를 획득하

며 아시안 게임 효자 종목으로 발전하게 된다. 1990년대부터 해양관

광단지와 요트시설이 등장하게 된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해양관광단

지에서 발전하여 마리나가 등장한다. 마리나는 해양수산부의 2010년 

제 1차 마리나 항만 개발계획과 2016년 제 2차 마리나 항만 개발계획

과 함께 요트 산업이 정부주도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한국 요트의 변천과정 연구를 토대로 한국 요트의 문제점을 

추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한국 요

트의 문제점은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요트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요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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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운행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요트 교육의 기

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트 교육은 현재 전국 요트학교와 대

학교 교양 교육과정 이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 요트 인구의 증가가 정체되어 있다. 이외에도 1990년대 이

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요트 종목 성적이 큰 발전이 없었으며 전국 

16개 요트 경기장이 구비되어 있지만 전용 경기장이 없고, 경기장 또

한 낙후되어 있어 훈련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해양이라는 지리적 특

수성으로 인한 접근성 미흡과 사치재라는 인식, 안전사고 등의 이유

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요트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은 총 3가지이다. 첫째, 

요트의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0년대부터 레저 요트 인

구가 증가하면서 요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요트 안전성 확보

를 위해서는 현재 요트 운행을 위한 자격시험에서 안전사고 대비와 

대처법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학교 교육 내 

요트 교육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전국 요트시험장 및 요트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중화를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정에 요트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요트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요트 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 현재 마리나와 지자체의 국제 요

트 대회 개최는 해외 요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

다. 한국 요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리나를 국내 관광객들의 휴양

지로 개발하고, 국제 요트 대회를 관광객 참여형 행사로 개최하여 국

내 요트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요트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한국 선박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수상스

포츠 종목에서 역사적 관점으로 연구된 종목은 조정이 유일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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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서는 한국 최초의 요트가 호튼 언더우드의 블랙덕 호가 아닌 부

산의 한 학교에서 만든 요트라는 논의도 있다. 이러한 논의처럼 아직 

한국 선박에 대해 정의되지 않은 연구나 과제들이 많다. 한국 선박에 

대한 역사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한국 선박 연구와 스포츠 선박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한국 요트에 관한 연구는 

현황 파악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로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요트의 역사, 교육, 산업, 스포츠를 종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요트. 한국 요트. 한국 요트의 변천과정

학  번 : 2013-2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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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해양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리적·사회적 인

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다. 먼저,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면, 삼면(三面)이 바

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 국가의 특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

다. 반도국이라는 입지적 특성상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과 3,400여 개

의 크고 작은 섬을 가지고 있고 이 작은 섬들로 인하여 한국은 세계에서 

국토면적당 가장 긴 리아스식(16,857km)해안을 갖춘 국가이다. 해양수산부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수역과 360여 개의 

해수욕장, 2,240여 개의 어항․포구 등의 해양 레저를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해양수산부, 2003). 다음으로 사회적 특징으로서도 2004년을 

기준으로 주5일 근무제의 확산, 그리고 이에 따른 근무시간이 단축, 이로 

인한 개인들의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욕구는 국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적 

풍요를 꿈꾸게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삶과 자기실현을 위한 욕구는 ‘여

가 레저’의 증대를 초래하였다(최석호, 2004). 

인간은 여가 레저를 단지 휴식시간과 피로를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닌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백광 외, 2001). 여가 레저 

참여에서 중요한 점은 여가 레저의 활동적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의미로 인식된다. 여가 레저 활동의 양적인 확대

와 삶의 질의 질적인 성숙으로도 여가의 참여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변화

하고 있으며, 여가 수단 확대와 함께 개인의 취향과 계절에 따라 재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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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릴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저스포츠가 보급되고 소비생활의 

선진화와 국제화에 따른 적극적인 체험형 레저스포츠를 지향하고 있다(양

명환, 2002; 박용범, 2003).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리적 조건에 맞게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과 해양사상의 고취가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적 조건에서도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

나라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 시대에 대비한 국내의 국가적 정책들

이 나타나고 있다(유흥주, 2009). 

한편, 선진국의 전례로 볼 때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 되면 육상 레

저에서 해양레저로 관심을 옮기며 해양레저스포츠 분야가 발전 양상을 가

지게 된다(유상준, 2009). 역사적으로 영국과 네덜란드, 스페인 등 바다와 

밀접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부의 축적과 영토의 확장 등 강대국으로서

의 면모를 다졌고 바다를 해운∙수산을 수렵 및 무역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개념을 탈피하여 이제는 사색의 바다, 휴식의 

바다, 스포츠의 바다 등으로 다양한 가치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지삼업, 2004). 

바다는 이제 해양 이용의 다양화 추세와 함께 건전한 여가활동의 공간으

로 각광 받고 있다. 더불어 해양은 공간마다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어 레

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김성귀, 2009). 

한국은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내륙지향형 레저 개발

에 치우쳐 온 나머지 해양레저산업에 있어서 해양 자원을 개발하거나 이용

하는데 다소 무관심해 왔으며, 동시에 한국형 해양 레저 개발에 인색하였

다고 볼 수 있다(박용범 외, 2000; 이정식, 2004). 심지어 지리적 요건을 갖

춘 제주도 또한 골프와 육상 스포츠 대회 개최와 같은 내륙지향형 레저스

포츠 치중해 있는 편이다(김덕진, 2007). 

그러나 최근에는 수상 레저 스포츠의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요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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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에서 주목받는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레저스포츠 중에서도 요트와 관련한 인프라 시설의 비중

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요트 관련 인프라 시설은 마리나 항만 기본계

획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2010)⌟을 중심으

로 계속해서 발전 중이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 사업이 뒤받쳐주고 있기에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마리나는 34개소이며, 거점형 마리나 항만은 9개소

로 양적 인프라가 확대되어 있다(해양수산부, 2017). 현재 우리나라는 요트

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주도로 현재 전국 10개의 요트 교육기관과 

18개의 요트 자격 면허시험장을 운영하며 소형 딩기 요트부터 대형 크루저 

요트까지 다양한 요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해양경찰청, 2017).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의 장애 요인 중 장비의 고가문제가 대중스포츠로

의 전환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이진모 외, 2008). 다시 말해, 해양레저

스포츠 중 요트는 개인이 소유한 선박이 있거나 대여가 필요하기에 다른 

해양레저스포츠보다 대중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아직까지 요트는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오는 상류층의 고급문화라는 인식이 

대중에게 남아있어 대중문화로서 정착하기에 어려움도 분명 있다. 이에 요

트를 레저스포츠로 참여하는 인구는 소수이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스포츠 활용을 통한 성과는 미미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요트 종

목과 해양레저스포츠산업 분야는 큰 발전이 없는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스포츠 중 요트 종목은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 해양레저스포츠 요트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

한 목적에서 기획하고자 한다. 

요트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한국 해양레저스포츠 요트 연구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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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와 레저·선박·조선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요트 활성화 방안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한국 요트와 관련한 역사적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관점으로 변천 과정 탐색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본 연구에서는 언더우드 2세의 요트의 등장과 한국 요트의 변천 과정

을 살펴보면서 요트의 시작과 변천 과정이 어떠한 형태와 특징을 가지는지 

알아보고 한국 요트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체육사1)적 의의

를 밝혀볼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해양레저스포츠 종목 중 발전 가능성이 큰 요트

를 중심으로 요트의 변천 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 요트의 발전 방

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요트의 도입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현재까지의 한국 요

트의 변천과정 관련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요트의 변천과정 정리와 

한국 요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은 거시적인 면에서 한국 요트의 역사적 기록과 체계화의 

발전을 위함에 있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 종목 중 향후 주목받을 가능성

이 큰 요트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 대한민국에 요트가 도입되는 배경을 시작으로 오늘

날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하나의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는 순간까지 그 

1) 이 연구에서 ‘체육사’는 체육사학은 체육 현상에 대한 역사적 연구로서, 지난 시기 

체육의 다양한 현상들에 관한 사실적 검증과 함께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이다(이종원, 나영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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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발자취를 관찰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 요트가 어떻게 대중적으로 

저변확대 될 수 있는지 제안해 보는 데에 있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 요트의 초기모습과 도입과정을 탐색한다

둘째, 한국 요트의 변천 과정을 조사하여 체계화한다.

셋째, 한국 요트의 변천 과정과 문제점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다. 

위의 발전과정을 토대로 요트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위

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요트의 도입부터 현

재까지의 변천 과정을 목록화하여 역사학적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결

과적으로 그 자료들에서 생성된 개념들의 맥락을 바탕으로 한국 요트의 변

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여 보았다. 

 4. 선행연구의 검토 

요트는 배를 설계하고 만드는‘조선’, 이와 관련된 활동과 경제활동을 

포함한‘산업’, ‘스포츠’, ‘역사’ 등의 주제로 오늘날까지 다양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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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연구가 진행됐다. 특히, 한국 해양레저스포츠 요트 관련 논문은 

1989년 연구가 시작되어, 약 10년 후인 1997년부터는 양적 증가가 이루어

졌다. 더하여 2006년 4월 해양수산부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 등록제⌟ 
시행을 기점으로는 그 수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7년부터 매년 10편 

이상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됐으며, 2017년 최근에는 17개의 연구가 이루

어져 있었다.

이를 구분하면 먼저, ‘조선 ’과 관련한 해양레저스포츠 요트 연구는 

김아름(2010)의 「요트 인테리어 디자인의 고급화 방안」, Paoli 외(2012)의 

「기계식 추적 기반 방법론과 광학 스캐닝을 통합하여 요트 선체 측정에 

관한 연구」, Deparday, Julien 외(2016)의 「측량법을 이용한 요트 돛의 형

상 측정에 관한 연구」,  Nigrelli 외(2017)의 「세일링 요트 설계를 위한 다

중 기법 접근법에 관한 연구」, Erkan 외(2017)의 「요트 선체 표면 수정을 

위한 파라 메트릭 기법을 통한 프레임 설계 등 요트의 돛」이 있다. 위의 

연구에선 선체 연구를 통해 안전성 확보와 요트 선체 발전 방향을 제시하

였다. 

또한 임정빈 외 (2012)의 「요트 계류장의 운동측정 장치 개발과 평가 결

과」, 서광철 외(2016)의 「수치해석 및 실험 기법을 이용한 130ft급 요트 

선형 저항성능 분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요

트 성능과 선체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요트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 연

구 분야가 주를 이루었다. 이를 살펴보면, 국외 연구인 Antonio Alcover외 

(2011)의 「요트 관광이 발레아릭 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Simone 

Ponticelli외 (2013)의 「일회성 고급재에 대한 공급망의 영향 : 요트 산업의 

사례」, XiaodongSun 외(2014)의 「중국의 크루즈 산업 : 노력, 진전 및 도

전 등의 연구」는 해양 자원을 관광레저자원으로 개발하는 형태와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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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를 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해양 지역 개발에 대한 우

수사례 적용방안 논의와 현황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국내 연구는 이진모 외(2008)의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인식

과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홍장원(2008)의 「해양레저

산업의 여건 전망과 발전전략의 연구」는 한국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

책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이용식(2011)은 「요트 활성화

를 위한 정책방안」, 최승담 외(2012)의 「요트관광 정책개선 과제도출 및 

우선순위 분석」, 김달곤(2015)의 「요트대회 도시지역의 발전: 미륵도 이

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사례를 중심으로」의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을 위

한 요트 활성화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었다.

그리고 ‘스포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트 경기 종목에 관한 국외 연구는 Magnusson 외 (2007)의 「올림픽의 요

트 유형 및 클래스 선원 사이의 인체 측정에 관한 연구」와 Neville 외 

(2009)의 「아메리카 요트 컵 : 선수의 인종 분석 및 신체적 특징에 관한 

연구」는 요트대회의 출전자나 유형을 분석을 통한 발전을 논의하였다. 이

에 반해 요트 경기종목에 국내 연구는 박규태 외(2007)의 「요트 선수의 경

쟁 상태 불안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만 진행되었다. 제10

회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에 참가한 요트선수 70명을 대상으로 경쟁 상

태 불안을 분석하여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요트 역사에 관한 국외 연구는 Douglas Hextall(1974)의 「요트의 역사」, 

Franco Giorgetti(2000)의 「요트의 역사와 발전, Ross MacTaggart(2002)의 

「요트의 황금시대 1830-1930」, Goldenberg외 (2011)의 「19세기 후반 국

제 요트 : 프랑스, 영국, 미국의 조직과 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요트의 기원, 발전과정과 조직형성 과정을 논의하였다. 이들과 대조하여 국

내에서는 ‘스포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요트 역사 연구가 201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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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앞서 서술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요트의 연구 분야는 레저 선

박 조선 분야 연구, 요트 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트 요트종목 연구 분야는 국외에서는 

아메리카 컵과 올림픽 요트종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연구는 큰 발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요트 역사에 관한 연구는 국외의 경우 1974년 Douglas Hextall이 

발간한 「요트의 역사」를 시작으로 요트의 기원, 발전과 시기별 발전과정

과 특징 연구가 이루어지며 요트의 발전과정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

음을 확인했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요트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가 현재로서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 해양레저스포츠 요트 연구 

동향은 크게 요트 산업 현황과 실태조사 연구와 레저 선박 조선 분야에 치

중되어 요트 활성화 방안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외국의 경우처럼 역

사적인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4.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한국 요트의 도입 시기를 기점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진 전개과

정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요트의 변천 과정과 발전과정을 중점으

로 연구하였다.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 요트의 변천 과정 연구를 위해 각종 신문(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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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트 관련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요트와 관련한 문헌과 면담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진행을 위해 본 주제와 관련이 있는 학위논문(11편), 학술지(25편)2) 

및 연구자료, 단행본, 국내 신문사 기사(독립신문, 매일신보, 조선일보, 경

향신문, 매일경제, 동아일보, 한겨례)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또한, 문헌에 

대한 고증 및 비공개된 자료수집을 위해 Horace Horton Underwood의 손자 

Horace Perter Underwood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아래에 제시하는 <표 2>은 앞서 언급한 연구대상 및 기타 자료목록

이다. 

2) 학술정보시스텝(RISS)에서 ‘해양레저 요트’로 검색한 결과에 따른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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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세부 내용

문헌

논문 요트 관련 학술지 ‧ 학위논문

신문
독립신문,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례, 경향신문, 매일경제

정부 간행물

전국마리나항만현황 조사, 해양산업통

걔 조사, 레저선박등록현황 및 조종면

허취득인원 현황

단행본
Korean Boats and Ships, 올림픽 공식 

레포트

사진
국내요트관련 

사진자료

Peter Underwood 기증3), 각종 신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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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상
Horace P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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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ace Horton Underwood의 손자

표 1. 문헌 및 조사, 인터뷰 자료목록

 2) 연구절차

한국 요트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배경이 되는 세계 요트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본 논문의 핵심적인 

틀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요트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검토하였

3) 본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등장하는 ‘블랙덕호’ 사진을 Peter Underwood에게서 이
메일을 통해 2018년 12월 6일 제공 받았고 ‘블랙덕호’ 관련된 내용은 2018년 12월 
5일 진행된 면담과 12월 5, 6, 7일에 걸쳐 3번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공받았다.

4) Horace Peter Underwood는 Horace Horton Underwood의 손자로 1955년 한국에서 출
생하여 현재는 한국에서 IRC 컨설팅 회사에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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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한국에서 언더우드가 1929년 처음 제작한 당시의 조선의 선박 현

황과 문화를 단행본과 면담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요트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등장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변천과정을 5개의 신문사 기사와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에서 발간한 올림픽 공식 레포트를 바탕으로 한국 

요트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목록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 요트의 

변천과정을 스포츠, 레저, 산업으로 분화하고 각 항목별 특징과 변화를 분

석하였다. 

한국 요트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 독립신문에서 지면 기사에 요트가 처음 등장한 1896년부터 2018년까지 

7개 신문사 기사를 분석하여 한국 요트 관련한 내용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연대별 변천 과정과 특징을 비교 ‧ 분석하였다. 언더우드의 최

초 요트에 대한 내용을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 공식 자

료인 「해양산업통계조사」, 「전국 마리나 항만 현황 조사」에서 선박, 항

만 시설, 마리나에 관련한 자료를 선별 후,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

다. 분석에 따른 자료를 통해 향후 한국 요트가 지향해야 할 길을 모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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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해양레저스포츠’ 정의 및 특징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국민체육

진흥법 2조, 2014). 체육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뉘는데 선수들이 행하

는 체육을 전문체육으로 구분하고 체력 증진을 위해 일반인들이 행하는 체육

을 생활체육이라고 한다. 체육의 개념은 선수들이 행하는 체육에서 체력 증

진을 위한 신체 활동과 레저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박

진권 외, 2002).

해양레저스포츠는 바다라는 특이한 지리적 요건으로 참여자들에게 호기심

과 참여 동기를 증진 시킨다. 해양레저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레저 선

박 또는 수상 레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특성상 기본 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과 설비를 요구한다는 점이 다른 레저스포츠에 비해 진입 장벽이 

높은 편에 속한다(반석호, 2002). 

오늘날 점차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다양한 

해양 레저 및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대폭 증대될 전

망이고 미래의 스포츠 형태는 기술의 발달에 기본을 둔 기교스포츠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자연적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 스포츠의 형태가 강조될 것

이기에 바로 여기에 부합되는 스포츠가 해양스포츠이다(김우성 외, 2014). 해

양레저스포츠는 “해양”이라는 독특한 자연적 요인, “해양문화”가 갖추

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레저스포츠”라는 레크리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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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적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는 여가 레저 참여자에게 참

여 동기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해양레저스포츠는 기상이나 환경 등 고려요소가 다양하고 복합적

이기 때문에 해양 공간으로서의 특성과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레

저스포츠와 비교하여 장비나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마리나와 같은 

해양레저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비교적 높은 비용이 수반되어 해양레저스포

츠의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레저스포츠에 비해 영세성이 면치 못하

고 있지만 ⌜마리나 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해양수산부, 2010)⌟을 계기

로 해양레저스포츠의 육성이 활발해지면서 해양레저스포츠의 보급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요트의 개념과 유래  

 1) 요트의 개념과 종류

요트는 레저 보트로서 안정성·심미성·주거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

되며, 레저와 스포츠의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요트는 돛 또는 선박 내 동

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항해하는 레저스포츠로 개념화되고 있고, 풍력을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풍력 이외에 계절과 같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해 할 수 있다. 

요트는 기본적인 기술과 함께 선체 운항법이 요구되는 레저 활동으로서, 

요틑 항해를 위해서는 풍향과 해류를 보는 법, 조류의 흐름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고, 안전 장비 외 기후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

다(옥성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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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는 크게 딩기 요트와 크루즈 요트로 분류된다. 먼저 딩기 요트는 선체 

내 다른 동력 없이 오직 풍력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작은 요트이다. 오직 풍

력으로 항해하기 때문에 크루즈 요트에 비해 가까운 해안이나 강에서 항해한

다. 그에 반해 크루즈급 요트는 선체 내 동력과 풍력을 모두 이용하는 요트

이다. 또한, 요트 내 휴식 공간과 거주 공간을 구비 하고 있고 항해를 위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 원거리 항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된다.

동력원에 종류에 의해 구분되기도 하는데 오직 돛을 이용하여 풍력을 추진

력으로 사용하는 세일링 요트와 선체 내 엔진을 주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모

터 요트로 구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엔진을 장착한 레저용 요트라 하더

라도 선실에 주거시설을 갖추지 않은 배는 모터보트라 부르며 요트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최승담, 2012). 

요트 선체의 크기는 대부분 32∼35피트(10∼11m)으로 이루어진다. 세일링 

요트는 20피트(6m)에서 100피트(30m)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선체 크기가 

존재한다. 크루징 요트는 대부분 32피트(12m) 이상의 선체로 구성되어 있으

며 주 동력원을 풍력을 이용하지만 입·출항 시에는 선체 내 자체 모터 동력

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메가 요트는 선체의 길이가 100피트(34m) 이상, 슈

퍼요트는 선체의 길이가 200피트(70m) 이상의 요트로 구분하다. 요트는 항해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선체 디자인과 다양한 실내 장비를 갖추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2) 요트의 유래

선박은 역사적으로 수렵과 화물이동을 위해 과거부터 제작되었지만, 레저

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의 출현이 여가용 요트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최초

의 요트는 여가용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화물 운반을 위해 작게 만들어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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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였다. ‘요트’라는 용어는 17세기 네덜란드 소형선박 jag 선에서 기원

을 찾을 수 있다. jag는 ‘사냥하다’, ‘쫓는다’의 뜻을 지닌 네덜란드어 

‘jagen’의 명사 형태이다. 최초의 요트는 바다와 강에서 풍력을 이용하여 

항해하여 수렵과 화물 운반에 편리하게 제작되었다고 한다. 한편 해양레저스

포츠 개념에서 요트의 기원은 17세기 중엽 영국 왕실 전용선 ‘메리호’이

다. 메리호는 1660년 찰스 2세가 왕정복고 후 왕으로 즉위할 때 네덜란드인

들이 선물한 100톤급 배로, 처음으로‘요트’라고 불렸다고 한다.(대한요트

협회, 2018).

더불어, 최초의 요트 경기는 찰스 2세에 의해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왕위 

즉위 후 찰스 2세는 템즈강에서 1661년 9월 1일 요크 공과 요트 경기를 벌였

는데, 이것이 요트 경기의 시초가 되었다. 근대 스포츠가 대부분 영국에서 발

전했듯 이 요트 또한 영국에서 근대적인 면모로 발전하였다(대한요트협회, 

2018). 

최초 요트 경기 규칙이 영국에서 1747년에 제정되었고, 1775년에는 경기 

규칙을 도입하여 요트 경기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트는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자연스레 미국으로 전파되었고 미국에서의 요트 활동

이 세계적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1851년 영국에서 개최된 요트대회에서 뉴

욕요트클럽의 ‘아메리카’호가 우승을 하였고 우승 트로피를 미국으로 가

져갔다. 이후 뉴욕요트클럽의‘아메리카’호의를 축하하며 우승트로피의 이

름을‘아메리카 컵’으로 지정하였고 현재 가장 유명한 대회로 4년마다 개

최되고 있다. 

영국 왕실의 레저스포츠로 시작된 요트는 1720년 아일랜드 코크에서 만들

어진 코크요트클럽과 1844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뉴욕요트클럽이 만들어지고

(American sailing association, 2017), 19세기 말부터 요트는 확산되어 1907년

에 국제요트경기연맹(ISAF)이 설립되었다. 하계 올림픽에서는 요트가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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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으로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 채택되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후 1900년 제2회 파리올림픽에서 최초 올림픽 요트 경기가 진행

되었고 현재까지도 정식 종목으로 지정되어있다(IOC program report(2005). 

 3. 요트의 역사   

 1) 세계 요트의 역사

17세기 해군 소속 임무를 수행이 주목적 이였던 쾌속선 요트는 레저를 위

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660년 영국 왕이 된 찰스 2세는 로테르담에 위치

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부터 영국 왕위 복위 선물로 요트를 선물 받았다. 

이 요트의 제원은 길이 15.8m, 폭 5.8m, 높이, 흘수 3m이고, 메리호로 명명

되었다. 메리호는 20명이 승선할 수 있었고 현대의 요트 모습과는 다른 레저

를 목적으로 제조된 범선에 가까웠다. 요트의 도착 이후 영국의 선박제조업

자 피터와 크리스토퍼 펫은 메리호의 디자인과 기능을 토대로 두 대의 요트

를 추가적으로 제조하였다. 이 2대의 요트는 왕의 신부가 될 포르투갈의 공

주 이름을 딴 캐서린호와 앤호로 명명하였다. 이후 1661년 또 다른 요트 베

잔호를 네덜란드로부터 선물 받아 찰스 2세는 4척의 요트를 이용하여 최초의 

요트 경기를 시작하였다. 최초의 요트 경기는 그리니치에서 그레이브젠드 강 

하류까지 항해했다(대한요트협회, 2018). 

요트 경기 이후 요트는 귀족, 공무원과 해군에서 유행하면서 1661년부터 

1683년 사이에 펫 형제와 다른 제조업자들에 의해 영국에서 26척을 요트가 

제조되었다. 요트에는 모두 대포가 장착되었으며 종종 해군의 공식적인 임무

에도 사용되었다.  18세기 초까지는 현대의 스포티한 요트의 모형이 아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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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범선에 가까웠다. 찰스 2세의 요트는 빠른 이동을 위해 증기선도 제작되

었다. 왕의 요트는 18세기 중반으로 가면서 휴일 레저, 요트 경주나 대회에 

참가하는데 이용되었다.

18세기 영국의 현재 브라이튼에 해당하는 스카버러와 브라이트림 스톤과 

같은 바다 공기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곳은 노출된 바다로부터 떨어져 있고 육지에 인접해 있어서 외적의 함대로

부터 안전했기 때문에 해양 휴양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 곳에서는 방

문객들에게 곤돌라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경기도 제공하였다. 또한 현대의 마

리나 형태로 귀족의 범선을 위한 정박 시설을 갖추었다(김지희, 2012). 

1720년대 아일랜드 남서쪽에 위치한 코크 지역에서 작은 요트 클럽들이 만

들어지고 가까운 바다에서 항해가 이루어졌다, 18세기의 바다는 외적이나 해

적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바다에서만 항해가 허락되었다. 1815년 

나폴레옹전쟁의 종식 이후 영국 해군은 자유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

였고 안전한 항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1815년 6월 1일 잉글리시젠틀맨그룹은 바다 요트항해를 위한 회의를 개최

하였고 최소 10톤 이상의 요트를 소유한 42명은 클럽을 만들었고 그 클럽은 

‘더 요트클럽’으로 명명되었다. 귀족회원들의 정기적인 모임으로 상류층

으로부터 요트가 명성을 얻었다. 1828년에 결성된 코크 요트 클럽은 최초의 

요트클럽으로 본다. 코크 요트 클럽은 요트 항해와 더불어 항해술과 선박의 

지식을 펼치고 수리기술까지도 공유하는 훈련용 클럽의 형태를 보였다. 코크 

요트 클럽은 1830년에 왕의 허가를 받으면서 왕이 승인한 클럽이 되었고, 이

후 2개의 요트 클럽이 더 생기면서 로얄 코크 요트 클럽이 되었다. 각 클럽들

은 증기선, 곤돌라와 범선을 이용해 항해하였고, 클럽을 구성하는 선박의 종

류의 다양성에 의해 전반적인 규정이 달랐지만 클럽통합이후 자연스레 통합

되었다. 1815년을 시작으로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세계 7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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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코크 요트 클럽을 모방하여 요트 클럽을 설립하였고 이는 요트의 국제적

인 확산을 견인하였다(김천중, 2008).

 2) 요트 경기의 변화

요트의 발전은 1900년 파리올림픽부터 시작된 요트의 세부종목 구분과 변

화는 올림픽 요트 종목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요트 선박의 세부종목의 

발전과정을 매 올림픽마다 국제요트경기연맹(ISAF)에서 발행되는 올림픽 공

식 레포트를 이용하여 요트 세부종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세부종목 정립은 

1907년 국제요트경기연맹(ISAF)의 설립되고, IOC로부터 세부종목 구분에 대

한 권을 위임받은 기점으로 하여 오늘날의 형태를 이루었다.

올림픽 요트의 세부종목 구분은 요트 세부종목의 구별기준으로 나눌 수 있

다. 요트 세부종목 구분은 제 4회 런던올림픽부터 국제항해연맹에 의해 구분

되었다(IOC, 2016). 

제2회 파리올림픽에서부터 요트 경기가 시작되었다. 파리올림픽에서 요트 

종목은 모두 혼합 종목으로 개최되었다. 세부종목은 모두 요트의 중량으로 

나누어 0.5t, 1t, 2t, 3t, 10t, 20t 무제한급으로 총 7가지 세부종목으로 나뉘었

다. 세부 종목의 구분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자들의 요

트를 무게 측정 후 종목을 나누었다(국제항해연맹, 2016). 

제4회 런던올림픽에서는 파리올림픽에서 요트 종목을 요트의 중량으로 종

목을 구분한 것과는 다르게 요트의 길이로 종목을 구분하여 총 4개의 세부종

목으로 나뉘었다. 런던올림픽에서도 파리올림픽과 마찬가지로 혼합으로 경

기가 진행되었고 종목은 6m, 7m, 8m, 12m급으로 구분하였다. 

제7회 안트베르펜올림픽에서는 총 11개의 세부종목이 개최되었다. 안트베

르펜올림픽의 요트종목 수는 올림픽 역사상 최고로 종목 수가 분화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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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었다. 세부종목은 제4회 런던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요트의 길이로 종목

을 구분하고 추가적으로 딩기 요트와 스케리 크루저급의 종목을 추가하였다. 

출전 요트의 길이로 종목을 구분에서도 6.5m, 8.5m 종목을 추가하며 종목이 

늘어났다. 

제10회 LA 올림픽에서 요트의 세부종목은 딩기 요트와 스케리 크루저급 

세부종목이 없어지고 킬보트 스타급과 모노 타입 클래스급이 추가되었다. 단

순히 요트를 길이로만 분류하여 종목을 나누던 과거와는 다르게 배의 돛 위

치, 배의 형태와 킬의 형태로 세부종목을 분류하며 종목의 발전을 보여주는 

올림픽이다. 제10회 LA 올림픽 이후 올림픽은 이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세부

종목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제19회 멕시코시티올림픽까지 이어졌다. 이어 제20회 뮌헨

올림픽에서는 총 5개의 세부종목이 개최되었다. 이전에 요트의 길이로 세부

종목을 구분하던 양상은 사라지고 동력과 무동력 요트의 구분과 킬의 형태로 

세부종목을 구분하며 딩기 요트, 킬보트, 플라잉더치맨 요트, 드래곤급과 템

페스트 급 총 6종목이 개최되었다. 바람만 이용하던 딩기 요트나 킬보트에서 

동력을 이용하는 플라잉더치맨 요트 급이 추가되면서 세부종목은 다양해졌

다. 

제23회 LA 올림픽에서는 총 8개의 세부종목이 개최되었다. LA 올림픽에서

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열리는 단일종목이 최초로 개최되었다. 남자 윈

드서핑, 여자 미스트랄과 남자 470급 딩기 요트 등의 세부종목이 개최되며 

새로운 종목 구분 양상을 보였다. 제24회 서울올림픽에서는 총 8개의 세부종

목이 개최되었다. 서울올림픽에서는 470급 딩기 요트, 윈드서핑, 킬보트와 플

라잉더치맨 종목이 개최되며 오늘날의 요트 경기 대회 세부종목과 비슷한 세

부종목을 구분하였다.  

이후 올림픽 요트 세부 종목은 제31회 리우올림픽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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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1회 리우올림픽에서는 총 10개의 요트 세부종목이 개최되었다. 1988

년 서울올림픽 이후 비슷한 세부종목 구분을 보이던 요트종목 구분은 리우올

림픽에서 여자 49ER FX 종목과 혼합 나크라17 종목을 최초로 개최하며 요트 

경기종목의 변화 표7를 보였다. 즉, 경기용 요트 제작 발전과정과 경기종목 

발전은 올림픽과 함께 일어났다. 

구분

세부

종목

수

세부종목 특징

제2회 

파리올림픽
7 세부종목 구분 기준을 중량으로 체택

제4회 
런던올림픽

4 세부종목 구분 기준을 선박의 길이로 체택

제7회 
안트베르펜올림픽

11

세부종목 구분 기준을 선박의 길이로 

체택하고 딩기요트와 스케리크루저급을 

추가
제10회 

로스엔젤레스올림
픽

5
세부종목 구분 기준을 배의 형태, 돛 

위치와 킬의 형태로 체택

제20회 
뮌헨올림픽

6
세부종목 구분 기준을 선박 자체 동력의 

유무와 킬의 형태로 구분
제23회 

로스엔젤레스올림
픽

8 남성, 여성의 단일 종목 개최

제24회 
서울올림픽

8 현대 요트 경기 세부종목 구분기준 정립

제31회
리우올림픽

10 여자 49ER FX, 혼합 나크라17을 추가

표 2. 세부종목 구분 기준에 따른 요트종목 변화

출처 : 국제항해연맹(ISAF) Olympic Official Report(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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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요트의 변천과정

 1. 1970년대 이전 한국 요트의 소개

 1) 한국 요트의 등장

1970년대 이전 한국요트는 1929년 요트가 처음 제작되고 항해를 하고 

한국 요트는 1950년대까지 ‘요트’라는 단어와 ‘욧트’라는 단어를 혼

용해서 사용하면서 국내의 요트 소개 및 보급보다는 신문을 통해 국외의 

요트에 대한 소개와 올림픽의 소개 내용이 기사로 나타났다. 한국에 요트

가 최초로 문서상에 나타난 것은 『윤치호의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글에서는 1893년 9월 24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참

석하여 요트를 관람한 내용과 러시아에서 1896년 7월 20일 오전 러시아 황

실요트인 ‘오네가’호를 타고 페테르부르크에서 크론슈타트 항구까지 9

시간가량을 탑승한 기록이 등장하였다. 

한편, 국내신문을 통해 소개된 요트는『독립신문』 1896년 9월 3일 해외

단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사에서는 1896년 9월 1일 싱가포르에서 

시암 왕과 영국 여왕의 공식 저녁 식사가 요트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해외의 요트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그림 6>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독립신문』 1897년 8월 5일자에

는 1897년 7월 12일 노르웨이 연안에서 독일 황제가 요트 항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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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HE King of Siam gave an official dinner on board his yacht at 

Singapore on the 1st inst.

*출처: 1896년 9월 3일 『독립신문』 기사에서 발췌

그림 2. Paris, July 12.

*출처: 1897년 8월 5일 

『독립신문』 기사에서 발췌

   
그림 3. London, 11th Aug.

*출처: 1897년 9월 11일 

『독립신문』 기사에서 발췌  

이어 『독립신문』 1897년 9월 11일자에는 1987년 8월 11일 시암 왕이 에

딘버러에서 커밍 대위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요트를 관람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그 외의 『독립신문』 해외 단신 기사에서는 요트에 관한 단

독 내용과 국내 요트 소개 및 요트 대회에 대한 소개 등은 아쉽게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1929년에 연희전문학교 설립자인 Horace Grant Underwood의 

아들인 Horace Horton Underwood가 한국 최초의 요트인 블랙덕 1호를 마포 

출신의 조선인 목수와 만들어 한강과 황해에서 항해를 하였다는 내용을 

Horton Underwood의 손자 Peter Underwood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해외단신에서 귀빈이 요트를 타거나 요트 관련 사고로만 소개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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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28년 7월 5일자 “國際(국제)올림픽會(회) 四十六個國參加(사

십륙개국참가)”에서 올림픽 종목 소개와 『매일신보』 1929년 6월 28일자 

기사에서 요트 선박을 소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만해도 시원한 

욧트競走 寫眞은 英國에서 開催한 욧트競走의 스타트”(매일신보, 1929)은 

사진 기사로 요트에 관한 설명은 없지만, 요트 2대의 사진을 기재한 기사이

다.

그림 4. 각만해도 시원한 욧트競走 
寫眞은 英國에서 

開催한 욧트競走의 스타트

*출처: 1929년 6월 28일 『매일신보』 

기사에서 발췌

   

그림 5. 욧트 경쟁에 림어하압신 

영국황제와 황후페하

*출처: 1930년 9월 7일 『매일신보』 

기사에서 발췌

 

  

『매일신보』1930년 9월 7일자에서 “욧트 경쟁에 림어하압신 영국황제와 

황후페하”(매일신보, 193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 귀빈의 요트 이용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매일신보』 1931년 3월 17일자에서 “욧트競技會”(매일신보, 

1931)는 미국에 욧트 클럽에서는 최근 창립 오십년 기념 축하로 요트 경기를 

개최한 내용을 소개한 사진 기사이다. 또한 사진의 요트의 선명‘아바타’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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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욧트競技會
*출처: 1931년 3월 17일 『매일신보』 

기사에서 발췌 

   그림 7. 요트로大西洋橫斷
*출처: 1931년 7월 14일 『매일신보』 

기사에서 발췌 

『매일신보』1931년 7월 14일자에서 “요트로大西洋橫斷”(매일신보, 

1932)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여 엠톰킨스가 요트 대서양 횡단

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구권에서는 요트 경기와 더불어 기념행사에 

요트가 많이 이용되는 것을 나타내는 기사이다. 이는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매일신보』1932년 7월 22일자에서 “욧트俱樂部”(매일

신보, 1932)에서는 이집트에서 행해지는 요트 클럽의 항해 전 바다로 이동하

는 요트 행렬을 소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동아일보』1932년 8월 12일자에서 “요트에米國優勝(미국우승) 올림픽

요트 종목”에서 미국의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스포츠 종목으로서 요트에 대

해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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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욧트俱樂部
*출처: 1932년 7월 22일 『매일신보』 

기사에서 발췌    

그림 9. 英國皇帝레-스用 욧트를 

御建造
*출처: 1932년 8월 28일 『매일신보』 

기사에서 발췌

  

『매일신보』1932년 8월 28일자에서 “英國皇帝레-스用 욧트를 御建造”

(매일신보, 1932)는 영국의 영토에서 요트 레이스가 대단한 흥미를 끌고 있다

는 기사가 개제되어 있었다. 이 기사에서는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는 요트 레

이스라고 소개하며 요트 레이스가 영국에서는 일반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일신보』1935년 5월 21일자에서 “여름의 豪華版 요트 레이

스”(매일신보, 1935)은 미국 호화 스포츠 요트 레이스를 소개하고 있다. 요

트가 정렬하여 경기를 하는 사진을 실으며 바람을 이용하여 속도를 다루는 

요트라고 하고 있었다. 『매일신보』 1937년 6월 21일자에서 模型 “욧트 競

技大會 (南加州에서 開催한 第二回競技大會)”(매일신보, 1937)은 미국 켈리

포니아에서 개최된 요트 대회의 준비 자세를 개재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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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여름의 豪華版 요트 레이스

*출처: 1935년 5월 21일 『매일신보』 기사에서 발췌

  『동아일보』 1947년 1월 26일자에서  

  “明年度올림픽 種目場所決定”에서는  

  올림픽의 장소 결정과 함께 요트 경기  

  장의 사진을 기재하여 스포츠 종목으로  

  서 요트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었다.  

  이후 1950년대에는 2편의 올림픽 기사  

  에서 요트를 확인할 수 있었고, 대서양  

  횡단과 해외 귀빈의 여가 요트를 소   

  개하는 기사를 『경향신문』과 『동아  

  일보』에서 총 5편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경향신문』 1962년 12월 24일자 “最適(최적)의休養地(휴양지)…

『워커·힐』”이라는 기사에서는 마리나는 아니지만 워커힐 호텔에서 요트

를 체험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63년에 

발행된 『경향신문』 중 2편의 기사에 스댄포트 대학의 요트 교육과 세계요

트대회를 다룬 내용이 나타났다. 

1896년 『독립신문』의 영문 해외 단신 기사에서 ‘Yacht'라는 단어가 

그림 11. 模型 “욧트” 競技大會 
*출처: 1937년 6월 21일 『매일신보』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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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등장하고 『독립신문』에서 해외 단신을 통해 요트가 행사에서 이용

되는 것이 소개되었다. 이후 『매일신보』의 1929년 기사를 시작으로 영국

과 미국의 요트 뉴스와 올림픽 요트에 관한 소개 기사들이 계속해서 실렸

지만, 국내 요트의 활동이나 경기에 관한 기사는 1962년 워커힐 호텔 준공 

기사에 나타난 요트 체험 이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 특히, 국내에 보급 및 

저변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욧트’와 ‘요트’로 요트 단어가 혼용

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경제적인 여건과 국가의 제반적인 

요소로 인해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1931년 3월 17일자 신문, 1938년 3월 12일자 신문에는 한강 

인근 선착장에 관한 기사를 실었는데 선착장에는 모터보트가 정박되어 있

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같이 당시의 한국 요트는 스포츠의 성격보다는 여

가와 유희적인 성격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며, 체계적인 보급이나 교육이 도

입되지 못하고 홍보에 그쳤던 것을 볼 수 있으며 요트경기에 관한 기사는 

일본의 경기 참가 기사 1개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요트는 언더우드의 1930년 요트 선박 제조와 신문 주도하에 국내에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요트의 유행이나 요트 교육에 대한 사

실적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언론에 의해 미국, 영국내 요트경

기와 요트 교육이 소개되고, 올림픽 요트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국내에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한국 최초 요트 ‘Black Duck호’

한국 요트는 언더우드씨가 1930년대 목수를 시켜 제작 한 것을 효시로 

본다(대한요트협회, 2018). 요트가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30년 호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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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Horace Horton Underwood, 1890~1951)5)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

다6). 호튼 언더우드는 연희전문학교 설립자인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의 아들로 1890년 9월 6일 지금의 서울시 중

구 소공동에 해당하는 한성부 정동에서 출생하여 미국 보든 타운 군사학교

와 뉴욕해밀턴대학에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1912년 선교활동을 위해 한국에 

다시 입국하였다. 언더우드 집안에서 그랜트 언더우드의 손자 피터 언더우

드를 제외하고 모든 구성원이 뉴욕해밀턴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마쳤다. 

영국 런던에서 이주 당시 뉴욕에 자리를 잡은 언더우드는 고향에 위치한 

뉴욕해밀턴대학에 모든 학위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랜트 언더우드가 조선

에 입국 한 이후 호튼 언더우드가 1929년에 최초로 요트를 제작하였고 본 

연구자는 호튼 언더우드의 손자 피터 언더우드와 연구 내용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언더우드 가계도는 <표 4>과 같다.

한국이 반도 지형이나 육로와 해로가 비균형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평가하

였다고 한다(H. H Underwood, 1890~1951). 그 당시 연세대학교 건립자의 아

들이자 선교사였던 호튼 언더우드 목사는 1930년 5월 한국의 작은 어선을 관

찰하던 도중 미국의 요트와 비슷한 점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후 호튼 언더우드는 한국의 선박 도면을 연구하고, 경북 강원도, 함경남

도 등의 해안 도시를 방문하여 조선의 선박을 조사하였다. 호튼 언더우드는 

당시 조사 내용을 1934년 2월 『Korean Boats and Ships』에 담아내며 한국 

요트에 관해 자료를 정리했다7). 이 책은 크게 그 당시 한국의 선박에 대한 

소개와 한국 선박의 역사로 2개의 주제로 정리된 단행본으로 한국 선박의 형

태와 역사를 서술하였다. 특히 이순신의 사진을 책 2쪽에 개재하고 이순신과 

5) 호러스 호톤 언더우드(Horace Horton Underwood, 1890~1951)는 한국 출신의 미국 선

교사로서 한국명은 원한경(元漢慶)이라고 한다(위키피디아 검색, 2018년 7월 10일). 
6) 요트가 도입되던 1930년대 당시 한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여건은 국외의 다른 

여러 스포츠를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미약하였다. 
7)  특이할 한 점은 이 서적에 한국의 선박과 이순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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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전술에 대해 집필하면서 이순신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1세 원두우

Underwood, 

Horace Grant

1859~1916

1885년 

연희전문학교 

설립

2세 원한경

Underwood,

Horace Horton

1890~1951

1929년 

한국 최초 

요트 제작

원일한 원요한 원재한 원득한 원은혜

Underwood, 

Horace H

1917~2004

Underwood, 

John T

1919~1994

Underwood, 

James H

1919~2008

Underwood, 

Richard F

1927~

Grace,

Underwood H

1929~

원한광 원한용 원한석

Underwood, 

Horace H

1943~

Underwood, 

william D

1953~

Underwood, 

Peter A.

1955~

본 연구 면담자

現 IRC컨설팅 

재직 중

표 3. 언더우드 가계도

출처 : 언더우드家 기념관

H. H Underwood(이하 호튼으로 명칭)의 손자 H. P. Underwood(이하 피터

로 명칭)는 초기 요트 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29년 호튼이 마포에 공장을 두고 있는 목수와 함께 1929년 처음으로 요

트를 제작했다고 전해진다. 요트의 이름은 ‘블랙덕’(BLACK DUCK) 1호로 

불렸다. 블랙덕 호의 현재 사진은 다음 <그림 1>에 나타난다. 블래덕 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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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의 모습과 정박해 있는 모습이다. 요트의 이름을 블랙덕으로 지은 이유

는 검은 오리라는 뜻으로 선체가 검은색을 띄며 가벼운 목재로 제작하여 바

다에서 통통 튀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름으로 전해진다.  

그림 12. 호튼의 블랙덕 1호의 모습(자료제공: 피터 언더우드, 2018년 12월 6일 면담)

호튼의 블랙덕 1호을 이용한 최초의 항해는 한강에서 백령도까지 가는 코

스였다. 백령도까지 이동 후 지금의 백령도 맞은편에 위치한 현재의 북한 지

역인 소래해안에 요트를 정박하였다. 당시 요트와 함께 선교사들의 휴양 건

물이 위치해있었다. 블랙덕 1호의 한강에서 최초 출항의 모습은 <그림 14>

와 같이 남아있다. 또한 피터가 기억하는 블랙덕 호와 선교사들의 휴양 건물

의 위치는 아래 사진<그림 15>와 같다. 당시 요트를 이용하여 바다에 나가거

나 강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는 없었으며 특히 일제 강점기로 

인한 항해 제재는 없었다. 항해 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연희전문학교

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현지인들의 참여는 전혀 없었다. 또한 선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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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 시설에서 요트를 탄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요트 클럽이라고 명명

하기에는 작은 규모였다고 전했다.

그림 13. 블랙덕 1호가 최초 항해로 정박한 소래해안 위치

(자료제공 : 피터 언더우드, 2018년 12월 6일 면담) 

당시 한국 선교사들의 탑승 모습을 담은 사진은 <그림 16>에 나타난다.

그림 14. 블랙덕 1호의 최초 출항 모습

(자료제공 : 피터 언더우드, 2018년 12월 

6일 면담) 

   
그림 15. 호튼과 연희전문학교의 학생들의 

탑승 모습

(자료제공 : 피터 언더우드, 2018년 12월 6일 

면담) 

이후 1930년대 호튼은 가족들과 함께 요트를 즐겼고, 다른 선교사들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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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를 즐겨탔다고 전해지며, 1949년 그의 아들이 블랙덕 2호를 만들지만 그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당시 가족들과 요트를 즐기던 모습은 다음 <그림 

17>와 <그림 18>과 같이 남아있다.

그림 16. 언더우드 가족의 요트 탑승 

모습 

    
그림 17. 1940년경 호튼과 그의 아들이 

요트를 탄 모습 

호튼은 요트에 관한 그의 저서,『Korean Boats and Ships』에서 한국 선박

은 강의 배와 바다의 배로 구분하고 사진과 함께 설명하였다. 이 책의 집필 

동기는 선교사로서의 사명과 함께 현지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기록하는데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그의 배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담은 것으로, 이

를 기록한 의미있는 책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의 강에서 다니는 배는 ‘매생이’와 ‘페리보트’로 

구분하였다. ‘매생이’는 한국의 강에서 주로 발견됐으며, 주 용도는 낚시

와 승객, 화물 운반 작업을 담당했다. 이 매생이의 선체는 12ft에서 14ft의 길

이로 선체 내부가 너무 협소하여 용도는 한정되어 있었고 탑승 인원도 2인에

서 3인으로 한정되었다. 이 배의 추진방식은 선체 후미에 고정된 노를 이용

하여 추진되는 선박이었다고 한다. 아래의 <그림 19>은 앞서 설명한 ‘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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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사진 자료이다. 

그림 18. 『Korean Boats and Ships』에 실려 있던 

“매생이(mehsaingi)”의 사진

*출처: Korean boats and ship(1934)

‘페리보트’는 매생이와 비슷하지만 선체의 길이가 길고 공간을 여러 부

분 나누어 활용이 가능하였다. 페리보트의 추진 방식은 긴 장대와 노를 이용

하여 이동하는 형태와 선박 중앙의 사각형 돛으로 풍력을 받아 이동하는 형

태였다. 승무원은 2명에서 3명으로 조타수와 줄을 견인하는 인원을 이루어졌

다. 매생이와 마찬가지로 페리보트의 용도는 낚시와 승객, 화물 운반을 담당

할 때 주로 사용되었고 조랑말이나 황소를 싣고 내리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페리보트는 모두 선체가 작고 얇아 바다 항해의 기능은 불가능

하였다고 한다. 

아래의 <그림 20>와 <그림 21>은 앞서 설명한 ‘페리보트’의 사진 자료이

다. 보다시피, <그림 20>의 페리보트에서는 인간의 힘이 요구되는 노, 장대를 

추진 동력으로 사용했으며, <그림 21>에서는 자연의 힘을 인간이 이용하는 

풍력을 통한 동력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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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페리보트

(추진동력 : 노, 장대)

*출처: Korean boats and ship(1934)

     

카누를 제외한 모든 선박에는 돛대와 돛이 존재하였고, 돛은 대부분 대나

무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강에서 이용되는 배는 3명의 탑승이 가능하게 제

작된 배가 가장 많았고 1명의 조종수와 2명은 어업이나 물건 운반을 하는 형태였다.

바다의 배는 1925년 기준 조선 총국 해양 수산국 보고에 따르면 한국 선박

이 489척이 해안에 정박되어 있었다. 이때 매생이와 카누는 선박 총계로 포

함되지 않았다. 언더우드는 선박 길이로 선박을 8개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이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박 길이 선박 수

10ft - 14ft 13

15ft - 19ft 168

20ft - 24ft 94

25ft - 29ft 122

30ft - 34ft 40

35ft - 39ft 23

40ft - 44ft 19

45ft - 49ft 10

표 5. 1925년 한국 해양 선박 길이 및 수

                                            출처 : Korean boats and shi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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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해양 선박은 15ft에서 29ft가 주  

  를 이루었고 화물 운반에 사용되었고,  

  40ft이상의 선박은 새우 어선과 육로  

  수송 선박이었다. 위의 <표 4>에서 보  

  이는 선박 이외에도 한국에는 60ft에서  

  70ft 사이의 선박도 존재하였다. 이는  

  <그림 22>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  

  대형 선박은 풍력을 이용하여 대형 화  

  물 운송에 사용되었고 어선으로는 사용  

  되지 않았다. 

<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양 선박에서 정박을 위해 사용되는 닻

은 금속 앵커가 보급되면서 과거 나무 앵커가 사라지고 있었지만 대부분 선

박은 나무 앵커를 사용하였다.

그림 21. 한국 대형 선박(길이:60ft~70ft)

*출처: Korean boats and ship(1934) 

그림 20. 선박 목재 닻

*출처: Korean boats and shi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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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바다의 선박은 가축 운반, 여객, 화물 운반의 3가지 용도로 사용되었

고 선박 대부분이 나무로 이루어졌다. 선박이 레저 활동으로 이용된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다. 

 3) 1950년대 해군사관학교 內 요트 

1929년 언더우드의 요트 제조와 요트 항해 이후 기록은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흥주(해군사관학교 31기)와 박미혜(現 해군사관학교 해양체육과

장)의 도움을 받아 1953년 해군사관학교 옥포회에서 발간한 『制海』에서 

요트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制海』에는 해군사관학교 10기(1949년 

입학, 1953년 졸업) 박선영에 의해 기본적인 요트 항해술이 기록되어 있다. 

해군사관학교는 1946년 1월 17일에 개교하여 초기 교육과정은 미국 해군의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과정 내에 요트 항해술이 포함되었

지만 레저용 요트는 운항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制海』10권(1953) 

 

    
그림 23. 요트 항해술 기록 1.

*출처: 『制海』10권(1953)

   



- 38 -

그림 24. 요트 항해술 기록 2.

*출처: 『制海』10권(1953)

<그림 24, 25, 26>에는 요트의 기본적인 항해술과 요트의 기본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요트의 구성품을 그림을 포함하여 마스트, 메인 세일 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노고존(No-Go-Zone) 항해법과 요트의 추진 원리도 포함하

고 있다. 이외에도 클로스 홀드, 클로스 리치, 러핑, 빔 리치, 베어링 어웨이, 

브로드 리치, 쿼터링 런, 러닝과 같은 항해 기술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요트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요트에 대한 기록은 해군사관학교 10기 졸업앨범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졸업앨범 내에 수영반이라는 항목에서 Yacht Cutter 반의 사

진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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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水泳班
*출처: 『해군사관학교 10기 졸업앨범』10권(1953) 

해군사관학교 水泳班(수영반)에는 수영반, 조정반과 요트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요트는 크루즈급 요트가 아닌 딩

기요트를 이용하여 교육하고 항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YACHT, CUTTER 班
*출처: 『해군사관학교 10기 졸업앨범』10권(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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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딩기요트 항해

*출처: 『해군사관학교 10기 졸업앨범』10권(1953) 

해군사관학교 10기 졸업앨범 이후에 발간된 졸업앨범에서는 요트가 계

속해서 등장하였다. 해군사관학교에서 10기가 입학한 1949년부터 요트 항

해술 교육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레저 요트는 

항해되거나 건조 되지 않았지만, 해군사관학교에서 항해술의 하나로 요트 

항해술 교육과 요트반이 운영되면서 요트 항해는 진행되었다.

 2. 1970년대 한국 요트의 도입기

 1) 요트 항해의 시작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요트를 제작하고 국내 생산 요트로 태평

양 횡단을 하고 요트 훈련장 개장과 요트 협회를 발족시키며 한국 요트가 등

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이전과는 달리 스포츠, 산업,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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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대회 등 여러 주제의 요트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림 28. 70만불의 요트

*출처: 1962년 2월 28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그림 29. 국산 요트 태평양 처녀횡단.

*출처: 1972년 6월 20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1970년대부터 한국인 요트 횡단이나 요트 제작이 나타나면서 해외 단신 요

트 소개 이외에 국내 요트 관련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국내 최초 

제작 요트는 『조선일보』 1972년 6월 20일자 “국산 요트 태평양 처녀횡단. 

12톤 짜리 ‘알렌호’ 22일 마산 출발”, 『매일경제』 1972년 6월 20일자 

“國產(국산)요트로 太平洋(태평양) 횡단”, 『동아일보』 1972년 6월 20일자 

“요트에 단꿈싣고 太平洋(태평양) 가로질러”와 『경향신문』 1972년 6월 

23일자 “太平洋(태평양) 횡단길 첫 國産(국산) 요트”가 많은 신문에 게재되

며 국내 최초 요트 제작과 횡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태평양 횡단을 위해 58일의 항해계획을 세우고 6월 22일 출

발예정이고 마산 킹 앤드 초이 요트사가 8개월간 제작하였고 선체는 12톤이

었다. 성능검사를 위해 마산에서 미국 켈리포니아까지 가는 계획을 세우고 

출발예정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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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국산 요트 「과연 떳구나」호 착미.

*출처: 1972년 9월 14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1972년 6월에 최초 요트 태평양 횡단 출발 이후 약 3달 뒤인 1972년 9월 

13일에 횡단을 마치고 돌아온 알렌호에 대한 기사는 『조선일보』 1972년 9

월 13일자 “國産(국산)요트 알렌號(호) 太平洋橫斷(태평양횡단) 美國(미

국)”,『조선일보』 1972년 9월 14일자에서 “국산 요트 「과연 떳구나」호 

착미. 마산 출발 82일 만에”, 『경향신문』 1972년 9월 14일자 “國産(국산)

요트 着美(착미) 알렌號(호)” 기사는 국내 최초 기술로 건조되어 1972년 6월 

23일 마산을 출발하여 82일만인 13일 오전 9시 미국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

스 마리나 델리이항에 도착한 내용의 기사이다. 국산 요트로서 최초로 항해

에 성공한 사건이다. 6월 27일 12시 일본 규슈 해상에서 조타장치 고장으로 

인해 일본에서 12일간 수리를 한 후 출항하여 항해를 완료하였다. 최초의 국

내 생산 요트로 태평양 횡단에 성공하였지만 선원은 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

었다. 『조선일보』 1976년 9월 3일자 지면에 게재된 “ <스포츠화제>한국 

첫 태평양 요트 단독 횡단계획 前 수영코치 玄光益씨” 기사와 『조선일보』 

1976년 12월 2일자 지면에 게재된 “<클로즈 업>요트로 세계일주탐험 田京

洙씨” 가사를 통해 국외 요트 항해가 1970년대 계속해서 시도된 사실을 확

- 43 -

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  <스포츠화제>한국 첫 태평양 

요트 단독 횡단계획 前 수영코치

   그림 32. 玄光益, <클로즈 업>요트로

세계일주탐험 田京洙씨. 내년 8월 

인천항 출발예정 

*출처: 1976년 9월 3일, 1976년 12월 2일『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요트 항해 이외에도 1970년대는 요트의 보급이 시작되었다. 요트의 보급은

『조선일보』1977년 3월 15일자 지면에 개재된 <클로즈업>휴일강물에 요트

대행진. 「오케이딩기」10척 진수식 지면 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사

는 1977년 3월 13일 양수리에서 진행된 딩기요트 10척의 진수식을 다루고 있

다. 대한조정협회 요트부가 육성을 위해 1976년 8월 제작을 시작한 딩기 요

트 10척의 진수식이였다. 

『조선일보』1981년 1월 27일자 지면에 개재된 대한요트협회 소년요트학

교 개설 여름방학 중 훈련지면 기사로 요트 교육이 대학 클럽의 중심에서 협

회 주도의 일반 학생의 요트 보급이 확장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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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클로즈업>휴일강물에 요트 

대행진. 「오케이딩기」10척 진수식

*출처: 1977년 3월 15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그림 34. 대한요트협회 소년요트학교 개설 

여름방학중 훈련 

*출처: 1981년 1월 27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2) 요트 선박의 수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 최초 요트 선박 제조에 성공하고 한국인의 요

트 항해가 태평양으로 확장되면서 태평양 항해 도전이 계속되었다. 

『매일경제』1973년 4월 24일자 “船舶(선박)수출 展望(전망)밝아” 기사

에서는 선박 수출 중 요트 제작에 대한 전망에 대해 보도하고 국내 제작 수

출 품목으로서 요트의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이 기사는 횡단과 스포츠를 넘

어 요트 산업의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최초의 요트 산업 기사로 나타났다.

요트 교육 보급화를 위한 요트 교육에 대한 기사는 『경향신문』 1974년 5

월 2일자 “週末(주말)요트敎室(교실) 팔당호수에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주말 요트 교실은 매주 개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트 보급

을 위한 교육이 시작이 이 시대에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해 1974년 6월 

10일자『동아일보』에서  양평군에 개장한 요트훈련장에 대해 기재하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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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스포츠 종목으로 체계적인 훈련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5. 육상요트 여의도에 첫선, 최고 시속20km.

*출처: 1976년 2월 21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동아일보』1975년 5월 10일자에서 “「요트選手權(선수권)」개막 오늘 

양수리서”는 요트 대회가 1975년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는 아니었지만, 스포츠 종목 요트가 한국에서도 시작된 것을 나

타내고 있다.『조선일보』 1976년 2월 21일자에서 “육상요트 여의도에 첫

선, 최고 시속 20km”는 1976년 2월 20일 인하대 공대 조선과 학생을 중심으

로 인하요트 클럽에서 제작된 육상용 요트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 요트는 훈

련, 레저용 요트로 길이 3.1m, 폭 2.4m 마스트 높이 5.5m로 이루어지고 1대당 

8만 원의 제작비가 든다고 소개하였다. 훈련용 요트의 개발로 일반인의 요

트 참여 기회 확대와 요트 훈련의 방식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었

다.

1973년 요트 수출에 대한 기사가 개재된 후 1976년 11월에 개최된 레저 용

품전에서 요트에 대한 인기와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을 『매일경제』에서 개

막과 폐막 기사에서 언급하였다. 이후 1977년부터 요트에 관한 기사가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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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협회와 산업 등 여러 방면에서 개재되기 시작하였다. 

스포츠 요트에 대한 기사는 1977년 8월 3일 『동아일보』에 개재된 “大學

生(대학생)요트레이스開幕(개막)”와 8월 5일과 6일에 3일에 걸쳐 경기 진행 

경과와 결과를 개재하며 대회를 소개하였다. 1977년 10월 28일 『동아일보』

에 개재된 “全國(전국)요트선수권대회 내일開幕(개막)”과 10월 31일에 『동

아일보』에 개재된 “南淳星(남순성) 우승 전국요트 1人乘(인승)경기” 기사에서 확

인하였다.

그림 36. 요트를 전략수출상품으로. 

상공부, 82년에 10만척 목표

*출처: 1978년 3월 14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그림 37. 올해 요트 286 척 수출 목표, 서

울미원등 대기업도 참여

*출처: 1977년 9월 1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위의 <그림 27>을 보면, 한국 요트 산업의 중요성은 1970년대 『조선일

보』 1977년 9월 1일 기사 “요트를 전략수출상품으로. 상공부, 82년에 10만 

척 목표”를 보면 한국 요트 산업이 1970년대 후반부터 진흥된 사실을 알수 

있다. 이 기사 이외에도 요트 산업에 서울 미원등의 대기업 참여와 효성물산

의 요트 생산 및 수출에 관한 내용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요트 산업 기사는 1970년대 총 20개의 기사 중 1977년과 1978년에 1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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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나타나며 상공부의 전략수출산업 지정과 함께 요트 산업에 대한 관심

이 크게 나타났다. 1977년 8월 31일 『매일경제』에 게재된“요트 戰略品(전

약품)으로 82년 10만隻(척)수출를 시작으로”에서 대기업의 요트수출참여에 

대한 기사와 상공부의 요트 전략수출산업 지정에 대해 개재하였다. 현대양

행, 미원, 선경, 효성물산이 요트 제작과 수출에 참여하며 1978년 9월 29일 

『매일경제』 “요트 1천3백척輸出(수출) 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300대의 요트 수출 계약에 성공한다.

그림 38. <경제칵테일> 효성물산 호수출 요트생산 한척에 8∼10만 달러 

*출처: 1979년 5월 8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3) 요트 협회의 설립

대한요트협회는 창설 움직임은 1978년부터 나타났다. 1978년 12월 28일자 

『경향신문』 “대한조정協(협) 요트부 정식競技團體(경기단체) 발족” 기사

에서 대한조정협회 산하 요트부를 정식 발족 하면서 요트경기단체가 생긴 것

을 알 수 있다. 이후 1979년 1월 8일 『동아일보』 “요트협회 창설움직임 

기사에서는 요트협회가 총회를 계획하고 발족 준비”이라는 기사가 개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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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79년 3월 9일 『동아일보』 “17일 창립총회 요트협회 발족” 기사와 

1979년 3월 9일 『동아일보』 “요트協會(협회) 創立(창립)총회 회장 崔炯魯

(최형로)씨 내정”와 『조선일보』의 “1979년 3월 18일 요트협 집행부 구성. 

회장에 최형로씨”의 기사에서는 대한조정협회 요트부에서 대한요트협회로 

발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9. 요트協 집행부 구성. 새회장

에 崔炯魯씨. 

*출처: 1979년 3월 18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그림 40. 체육회이사회 요트협회 등 

정식가맹.

*출처: 1981년 6월 24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대한요트협회 발족 후 1979년 5월 22일 『경향신문』 “「요트敎室(교

실)」책 발간에서”라는 기사를 통해 협회 발족 후 요트 보급을 위한 요트 

교육도서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적은 요트 항해에 대한 기본적인 지

식을 담고 있었다. 같은 해 6월에는 대한체육회에 준가맹단체가 되면서 조직

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9년 9월 4일자 『경향신문』 “국제요트경기연

맹가입” 기사를 확인한 결과 9월에는 국제요트경기연맹 회원국에 가입하고 

대한요트협회가 1981년 6월 24일 대한체육회에 정식가입 승인이 되면서 조

직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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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80년대 한국 요트의 보급기

1970년대 국내 첫 요트 제작, 태평양 횡단, 요트 산업 육성과 요트협회 발

족하면서 요트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국민들이 체험하

는 레저형 요트나 올림픽에 관한 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 1980년대에는 1970

년대에 나타난 기사 주제 이외에 올림픽, 국제대회, 레저형 요트가 추가적으

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1) 서울올림픽 개최와 성과

요트가 스포츠 분야로 1980년대 국내 첫 국제요트경기 조직, 아시안 게임 

개최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1979년 대한요트협회

의 발족 이후 『경향신문』 1980년 9월 1일 “大韓(대한)요트協(협) 會長(회

장) 崔炯魯(최형로) 世界(세계)요트選手權大會(선수권대회)를 보고…”기사에 

따르면 1980년 대한요트협회의 최형로 회장은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참관 후 

전국요트대회를 계획한다. 한국 최초 전국요트대회는 1981년 1월 17일에 개

최된다. 대한요트협회에서 조직하고 개최하였으며 이 내용은 1981년 1월 17

일 『동아일보』 “올가을 첫 全國(전국)요트大會(대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981년 9월 30일에 바덴바덴에서 치러진 1988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가 서

울로 지정되면서 요트는 1982년 뉴델리 아시안 게임을 시작으로 발전한다. 

『조선일보』 1981년 1월 23일자에 개재된 “대한요트협회 아시안게임에 대

비 내달부터 요트 강훈” 기사에는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 선

발을 위한 예비 훈련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실시한다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에서는 선수 선발 이후에는 4개 세부 종목 훈련에 필요한 요트 11척



- 50 -

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림 41. 대한요트협회 아시안게임에 대비 

내달부터 요트 강훈

*출처: 1981년 1월 23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그림 42. 요트대표 강화훈련

*출처: 1982년 9월 7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 

요트 6명의 아시아 게임 요트 국가대표 선수 선발 후 뉴델리 아시안 게임

을 위해 아산만 방조제에서 훈련을 한다. 이 내용은 『조선일보』1982년 9월 

7일 지면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982년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하였지만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며 국가대표 선발과 훈련 방식 정립하는 등 소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1984년 LA올림픽에 조신섭 선수가 요트 종목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다. 이 당시 올림픽 요트 종목 한국 참가자는 조진섭 선수가 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진섭 선수의 출전은 『동아일보』에서 출전 내용과 

성적 내용의 기사 2편을 개재한다. 조진섭 선수의 LA올림픽 출전은 1984년 6

월 14일 『동아일보』 “LA로 가는 길 외로운 요트狂(광) 趙振燮(조진섭)”

와 1984년 8월 10일 『동아일보』 “요트 처녀출전 最下位(최하위) 면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LA올림픽 출전 이후 대한요트협회는 198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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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첫 요트 국제 경기를 조직하고 개최한 것을 나타났다. 제3회 아시아요

트경기대회는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파키스타, 인도, 스리랑카, 홍콩, 말레

이시아, 싱가포르 9개국에서 124명의 선수가 출전하였고, 총 5개의 세부종목

이 진행되었다. 한국 대표팀은 제 2회 아시아요트경기대회부터 참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43. 아시아요트경기대회 오늘 출범. 

수영만서 9개국 백24명 참가

*출처: 1985년 9월 17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그림 44. 수영만 요트장서 86경기 치른다

*출처: 1986년 8월 26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제3회 아시아요트경기대회에서 한국대표팀은 국제대회 출전사상 최초로 

메달을 획득한다. 옵티미스트급에서 이문식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고 레이

저급에서 정홍제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며 은메달 2개로 9개 참가국 중 종

합 순위 4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요트대회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다루며 큰 관심을 끌

었다. 1984년 LA올림픽에 출전한 조진섭 선수는 메달 획득에는 실패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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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올림픽 요트 종목 최초 출전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경기 종목 요트에 선

수 출전외에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하여 한국은 1986

년 서울 아시안 게임을 개최 한다. 

아시안 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부산 수영만에 1982년 2월 16일 수영만 매

립사업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1985년 1월 28일 요트 경기장 건설사업소를 신

설한다. 1986년 4월 30일에 요트 경기장을 준공한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부

지 230,903㎡(육상 138,561㎡, 해상 92,242㎡)와 448척(육상 155척, 해상 293

척)의 계류가 가능한 요트 경기장이였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준공하고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요트 종목을 개최했다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요트 종목 메달  

  을 획득하지는 못하였지만 수영만 요트  

  경기장의 건설로 한국 최초의 요트 계  

  류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 또한 1987년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국제요트  

  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규모는 126척의  

  요트와 선수 29개국 498명의 선수가 출  

  전하였다. 1987년 국제요트대회에서 한  

  국 요트팀의 성적은 최고성적 18위를  

  기록하며 선수들의 경험부족을 실감하

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요트 경기는 9

월 19일 IOC 요트 종목 국제회의를 시작

으로 8,000명이 수용 가능한 부산 요트 경기장에서 요트 종목 개최를 준비하

였다. 바다에서 진행되는 지리적 요인 때문에 무선 통신을 위해 요트운영본

부에서 이동 선박 확인과 돌발사항에 대비하여 기지국 2개와 무선 시스템을 

갖추었고 해상통신지원요원 70명을 선박하여 활동조직을 구성하였다. 대회 

그림 45. 87 국제요트대회 개막. 대회 

운영정만 1백26척

*출처: 1987년 9월 22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 53 -

중 1988년 9월 20일 요트경기장에서 취재헬기 한 대가 기관고장으로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하였지만 원활한 통신과 지원으로 빠르게 구조하며 경

기 진행에 무리가 없었다(서울올림픽 공식보고서, 1989).

그림 46. 국제 요트대회 막내려,   한국 

모두 하위권

*출처: 1987년 9월 29일 

『조선일보』기사에서 발췌

   
그림 47. 한국선수 부진속 시설 운영은 ‘금’

*출처: 1988년 9월 29일『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서울올림픽 요트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은 메달 획득에 실패하였지만 1986

년 아시안게임 개최와 같은 해 국제요트대회를 수영만 경기장에서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대회를 진행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요트 대표 선수가 11명이 출전하였지만 토네이도급에서 16위가 대회 최

고 성적이고 모두 하위권에 맴돌았고 지면 기사 에서는 요트의 경제적인 요

소를 들어 요트가 대중 스포츠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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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기용 시설의 등장

1980년대 요트 산업은 1977년 수출 전략품 선정 된 이후 계속해서 발전하

였다. 1980년 메일경제 4월 25일에는 상공부에서 조선공업 적극육성하고 있

다는 기사가 개재되고 이 기사에는 조선공업에서도 요트를 적극육성할 계획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후 같은해 9월 15일에는 요트수출이 크게 증

가하여 6백만불의 수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1980년

대에는 요트 조선업 이외에도 요트경기장과 요트계류장이 건설되기 시작하

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1981년에는 아산만에 요트경기장을 착

공하고 완공한 내용을 2월 7일 『경향신문』에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

다. 아산만 요트경기장은 이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들이 훈련

하는데 적극 활용된다. 1985년 부산 수영만에 31만평 규모의 요트경기장 건

설을 시작하며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는 제 3회 아시아국제요트대회, 아시

안게임, 올림픽이 개최된다.

 3) 레저 요트의 보급화

경기장 건설 이외에 한강에서 수상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강

에 서울광나루에 건설된 요트장을 비롯하여 잠원, 반포 등 5곳에 선박기지가 

건설된다. 한강에서 요트장과 요트 소개는 1986년 2월 24일 『경향신문』 

「漢江(한강)의 여름」이렇게 달라진다 기사를 시작으로 한강의 요트 대여와 

요트 교육장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즉 요트 경기장 이

외에 마리나 규모는 아니지만 레저 요트를 이용할 수 있는 요트장이 한강에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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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990년대 한국 요트의 도약기

 1) 국제대회 출전과 성과

1980년대 국내 최초 국제대회 개최, 올림픽 개최, 아시안 게임 개최와 함께 

요트 조선업 이외에 요트 경기장이 건설되고 요트 훈련 시설인 아산만 경기

장이 건설되었다. 또한 1970년대부터 전략 수출품으로 지정된 요트 조선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고 제3회 아시아국제요트대회에서 국제대회 요트 종

목 첫 메달 획득과 올림픽 요트 종목 최초 출전 등 여러 분야가 균등하게 발

전하였다. 1990년대 에는 1980년대에 나타난 기사 주제 이외에 국내 마리나 

건설과 요트 교육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1990년대에는 대통령기, 

해양수산부장관배, 해양경찰청장배 등 국내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

다. 국내 요트 대회는 지속적으로 신문들에 의해 보도된 것 은 아니지만, 대

통령기 요트대회는 보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1990년대에는 요트 경기 종목의 국내  

  성장보다는 국제대회의 성적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1995년 12월 27일 동아  

  일보에는 제 8 회 아시아요트선수권 대  

  회에서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을 전하며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올리기 시작하여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큰 성과를  

  올린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6일부  

  터 20일까지 진행된 방콕 아시안게임 

요트 종목에서 금메달 6개를 획득하면 큰 성과를 거둔다. 대한요트협회는 

1995년부터 요트발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전담 코치를 배치해 종목별 특

그림 48. 여천시청 요트경기 선두

*출처: 1993년 5월 29일 『한겨례』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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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집중 지도하였다, 이로 인해 선수들의 기량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림 49. 金 6개 따낸 요트 주역 

*출처: 1998년 12월 14일 

『동아일보』기사에서 발췌

   그림 50. 요트 한국 첫날"신바람“ 

*출처: 1995년 12월 27일 

『동아일보』기사에서 발췌

그림 51. '요트 최상·축구 최악'평가

*출처: 1998년 12월 21일 『매일경제』 

기사에서 발췌

   그림 52. 요트 金돛대 변신·복싱 노골드 몰락

*출처: 1998년 12월 22일 『경향신문』 

기사에서 발췌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후 한국 요트는 아시

안 게임에서 효자종목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1990년대 국내 대회는 지속적

으로 개최되고 진행되고 있었지만 신문 기사에는 소수만이 보도되며 국내  

대회의 인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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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저용 시설의 등장

1990년 5월 12일 대한요트협회에서 한강 요트교실을 개설하면서 레저 요

트를 교육하고 소개하고 1991년 4월 4일에도 무료 요트 강습을 진행하며 레

저 요트 보급이 되는 것을 『경향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3. 요트교실 개선

*출처: 1990년 5월 12일 

『경향신문』기사에서 발췌

   
그림 54. 무료 요트강습 실시 

*출처: 1991년 4월 4일 

『경향신문』기사에서 발췌

1990년대 요트 교실과 강습에 관한 기사를 확인한 결과 모두 한강에서 진

행되었고 장소는 광나루, 반포, 잠원, 뚝섬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1998년 5월 

21일 『한겨례』 나흘 정도면 거뜬히 배울 수 있는 요트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인들에게 사치재로 인식되어 있는 요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요트 교육이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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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나흘 정도면 거뜬히 배울 수 

있는 요트  

*출처: 1998년 5월 21일 『한겨례』 

기사에서 발췌

   
그림 56. 스키장·요트장 회원모집 가능 문체부 

입법예고

*출처: 1994년 3월 1일 『경향신문』 

기사에서 발췌 

여가 요트는 1990년대에도 계속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 모험과 낭만이나 파

도를 가르는 내용을 개재하며 여가 요트를 소개하였고 1994년 3월 1일 『경

향신문』 기사 스키장·요트장 회원모집 가능 문체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요

트장과 스키장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입법을 예고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1994년 이후에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여가 요트에 대한 소개가 지속적으

로 개재되면서 여가 레저 요트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1990년대 스포츠 종목 요트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요트 종목에서 금메

달 6개를 획득한 기사들을 제외하고는 확인 되지 않았다. 1986년 서울 아시

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수 국제대회 개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

대표팀의 성과도 없었지만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요트종목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대한요트협회는 2005년 세계 청소년 요트선수권 대회 개최와 2012년 

세계요트선수권대회 및 국제요트연맹(ISAF) 연차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매년 열리는 국내 대한요트협회장배요트대회와 함께 전국요트대회를 주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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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가대표선발전을 주관하고 있다.

 3) 레저 요트의 저변확대

스포츠 종목 요트에 비해 1990년대 요트 산업은 꾸준하게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강 요트장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던 요트는 1993년 중문 

해양리조트타운 건설과 금호 충무 마리나가 건설되면서 강에서 바다로 공간

을 확장하게 된다. 이 내용은 1993년 3월 24일과 8월 18일 『매일경제』 기

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7. 우리 회사 力點사업 錦湖개발 忠武(좌), 내년 완공 中文 해양리조트타운(우)

*출처: 1993년 3월 24일, 8월 18일 『매일경제』 기사에서 발췌  

또한 1993년 10월 22일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요트대회를 현대자동차가 후

원하면서 현대자동차배 국제 요트 대회가 개최된다. 이 후원은 최초의 국외

에 이루어지는 대회 후원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은 1993년 10월 22일 『매일

경제』와 『동아일보』에서 다루며 산업의 영역이 조선업 이외에 여러 방면

으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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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現代自動車가 스페인에서 주최한 현대盃 국제요트대회(좌), 

現代自 스페인요트대회 개최(우)

*출처: 1993년 10월 22일 『매일경제』, 『동아일보』 기사에서 발췌

  1990년대 마리나 및 해저타운 건설은 충주  

  호, 통영, 고성 등 다양한 지역에서 건설되었  

  다. 이로 인해 기존의 요트산업은 사치성이라  

  는 인식이 대중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내용은 1997년 4월 28일 『동  

  아일보』 “한국 요트산업 어디까지 ‘사치  

  성’인식…대중화 걸음마” 기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1990년대에서 1980년대에   비해 스포츠에  

  관한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스페인에서 개  

  최한 국제요트대회를 대기업   이 후원하고  

  마리나와 해양   관광단지 조성과 더불어 요  

  트 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여   가 레저 요트  

  는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9. 한국 요트산업 어디까지 

"사치성"인식…대중화"걸음마"

*출처: 1997년 4월 28일 

『동아일보』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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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요트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1. 한국 요트의 현황과 대중화 시기

 1) 스포츠 요트 경기의 발전

한국 요트종목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국요트대회를 비롯하여 세계 

선수가 참가하는 코리아 매치컵과 볼보오션레이스가 개최하면서 활성화가 

된다. 해양경찰청장배, 해군참모총장배, 대통령기, 전국체전 등 많은 대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 국내 대회는 2000년 제5회 해군참모총장배 전

국요트대회부터 신문을 통해 나타가기 시작한다. 이 대회는 5월 31일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진행되었으면 남자부, 여자부가 모두 참가한 대회로 

나타났다. 이후 2003년 전국요트대회와 2004년 전국요트대회를 개재하며, 국

내의 여러 요트대회들이 개최되고 대회 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국제대회는 1998년 방콕아시안 게임 이후로 아시안게임에서 계속 선전

하계 된다.

방콕아시안게임 이후로 부산아시안게임에서도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한다. 

이는 매일경제,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례 신문에서 보도하면 아시안게임에

서 요트가 효자종목으로 인정받는다. 아시안 게임의 선전 이외에도 세계 청

소년 요트대회 개최와 국제요트연맹 회의 개최 등 요트 종목이 계속 해서 발

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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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개최지
메달수

금 은 동

1986 서울 ‧ ‧ ‧
1990 베이징 1 1 3

1994 히로시마 ‧ 1 1

1998 방콕 6 1 3

2002 부산 6 2 2

2006 도하 1 1 2

2010 광저우 1 2 3

2014 인천 4 1 1

2018 자카르타 1 1 1

표 5. 아시안 게임 한국 요트 종목 메달 획득 수

출처 : 대한체육회(2018)

그림 60. 2005년 세계 청소년 

요트선수권대회 개최 

   
그림 61. 국제요트연맹(ISAF)연차회의 

개최

*출처: 2003년 11월 19일(좌), 2009년 11월 12일(우)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하지만 1984년 올림픽 조진섭 선수의 요트 종목 출전을 시작으로 올림픽 

요트 종목 메달에 도전하고 있지만,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최초 금

메달 획득 후 현재까지 20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아시안게임과는 달리 올림픽은 아직까지 노메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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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신문에서도 올림픽 종목 요트 종목 기사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요트 경기 방송 중계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마리나 시설의 등장

국내 요트 생활체육 인구의 정체와 수출의 난조로 요트 선박 제조는 미비

한 수준이다. 요트 산업은 마리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과 유럽이 

세계시장의 85% 이상의 마리나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시아는 일본

(570개), 중국(89개)의 마리나를 가지고 있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대대

적으로 마리나 개발에 나서고 있고, 싱가포르 정부는 슈퍼요트 중심의 리조

트형 마리나 개발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청도(1,466척), 하무(1,450

척), 산야(600척)의 선박 계류가 가능한 대형 마리나 항만을 개발중이며, 싱가

포르 정부는 부지 무상 임대, 방파제 구축 등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딩기요트 형태의 소형 선박 선호 추세에서 현재는 대형 요트 선

호 추세로 슈퍼요트(선체 24m 이상) 시장이 급성장하였다. 슈퍼요트 시장의 

40%는 이탈리아가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들은 마리나의 대형화 및 

관광 거점화에 정책적 중점을 두고 관광전략의 하나로 마리나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약 2,0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연구원(2017)에 

의하면 해양레저선박시장은 매년 약 5,000천 이상은 선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한국 요트 산업의 경우 생산업체, 인력부족으로 

인해 자가 생산이나 서비스업이 취약하고 대부분 외국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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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내 용

2007, 5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 수립

2007, 7 서비스산업 경잭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2008, 11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지자체 협의

2009, 4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의결

2009, 4 마리나 항만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2010, 1 제 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고시

2010, 5 마리나항만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2011, 1 김포터미널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2011, 11 덕적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추가 반영

2011, 12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수립(위기관리대책회의)

2012, 11 제부 마리나만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12, 12 제부 마리나 항만구역 지정

2012, 12 제주 신양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추가 반영

2013, 2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방안 수립

2013, 3 거정형 마리나 항만 대상지 선정

2013, 8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

2014, 9 거점형 마리나항만(후포) 선정

2014, 11 거점형 마리나항만 기본설계 공모

2014, 11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재공모

2015, 4 거점형 마리나 항만 실시협약 채결

2015, 7 거점형 마리나항만 신규대상지(안산, 당진, 여수, 부산)선정

2016, 2 거정형 마리나항만(안산, 여수) 실시협약 채결

2016, 3 포항 마리나항만 실시협약 체결

2016, 6 후포 거점형 마리나항만 착수

2016, 11 해운대 거점형 마리나 항만 실시협약 체결

2017, 7 당진 거점형 마리나 항만 실시협약 체결

표6. 해양수산부 마리나 기본계획 추진 경위

출처 : 해양수산부(2017)

국내 요트 시장은 국내 레저선박수와 요트, 보트 조종면허 취득자 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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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게 증가중이나, 요트 구매, 요트 레저 참여에 대한 참여는 느린편이다. 

2016년 요트, 보트 조종면허 신규 취득자수는 13,422명으로 연 10% 수준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3) 요트 레저의 대중화

2011년 8월 11자 『경향신문』 “요트로 ‘나홀로 태평양 횡단’,김현곤씨 

130일만에 부산에”기사를 비롯하여 2004년 7월 9일 『매일경제』 “海士여

생도 대한해협 요트횡단 도전”, 2005년 10월 9일 『경향신문』 “요트 세계

일주 나서는 5명의 프런티어 '장보고 후예' 기상 떨친다”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에서 요트를 이용한 국내외 횡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 횡단에 관한 내용은 2010년대에도 계속해서 등장한다. 

2013년 12월 23일 『한겨례』 “요트 무기항 무원조 도전 김승진씨 /바람 도

움만으로 나홀로 세계일주 나서요”를 시작으로 무기항 무원조로 요트로 세

계횡단에 성공한 김승진 선장에 대한 뉴스는 계속해서 등장한다. 2018년 8월 

16일 『한겨례』 “태평양 횡단 요트에서 바람과 별, 생각을 품다”를 통해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요트횡단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횡단 이외에도 교육과 레저 요트도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레저 요트는 2009년 9월 23일 한겨례 “ [나도 해볼

까]딩기요트 쏴아아아 귓가에서 우는 물살”, 같은 해 11월 20일 매일경제 

“화성 전곡港서 요트 타세요”,  2014년 7월 12일 경향신문 “차로 해안도

로 지나다 요트 투어로 우도 가는 배에서 제주에서 돌고래 가까이 볼 곳”과 

같이 레저 요트와 요트 투어를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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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신문사 제목

20010811 경향신문 요트로 ‘나홀로 태평양  횡단’,김현곤씨 130일만에 부
산에

20040709 매일경제 海士여생도 대한해협 요트횡단 도전

20050302 한겨레 요트에 꽉 채운 독도수호 의지

20051019 경향신문 요트 세계일주 나서는 5명의 프런티어 '장보고 후예' 기
상 떨친다

20090606 한겨레 허영만씨, 요트로 전국해안 일주

20130328 한겨레 요트로 태평양 횡단 도전 나선 김승진 문성만 선장

20131223 한겨레 요트 무기항 무원조 도전 김승진씨 /바람 도움만으로 나
홀로 세계일주 나서요

20150515 경향신문 210일간의 세월호 치유 ‘희망항해’ 국내 첫 무기항 요
트 세계일주 성공

20150516 매일경제 국내 최초 무동력 요트 세계일주, 김승진 선장 요트로 
지구 한 바퀴 돌아

20150516 매일경제 김승진, 세계 6번째 '무기항 무원조 무동력 요트' 세계일
주 ‘성공’

20150516 매일경제 국내 최초 요트로 '지구 한 바퀴' 김승진 선장 귀항

20150720 한겨레 ‘국내 첫 요트 세계일주’ 김승진 선장, 해양수산부 명
예 홍보대사 위촉

20160726 경향신문 탐험가 김승진씨와 무동력 세계일주한 요트 ‘퇴역’

20161211 경향신문 요트 일주 김승진 선장, 일반인과 ‘3만㎞ 항해’

20170901 경향신문 요트 세계 일주 김승진 선장, 일반인과 ‘3만㎞ 항해’ 
성공

표 7. 2000년~2018년 요트횡단 관련 기사

요트 선박을 이용한 레저와 투어 소개 이외에도 지역에서 요트 관광을 유

치하면서 2011년 4월 8일 한겨례 신문 “한강에서 요트 즐기세요'시민요트나

루' 16일 개장”, 2013년 5월 6일 경향신문 “요트 타고 그림 보고! ‘아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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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별로 요트 레저와 관광에 대해 홍보와 

소개를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개재되었다.

레저 요트와 관련한 사고 기사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

다. 2014년 10월 4일 매일경제에 개재된 “서울 한강서 요트 전복돼 탑승자 

13명 전원 구조”를 시작으로 딩기요트와 크루즈 요트의 사고 기사들이 게재

되면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레저 요트 교육은 전국 12개 요트학교에서 진행되는 내용과 요트 조종 면

허에 대한 정보를 개재하며 조종면허가 필요 없는 딩기요트급과 조종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요트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한국 요트의 활성화방안

 1) 한국 요트의 문제점

한국 요트는 1970년대에 대한요트협회가 발족하고, 요트 횡단과 요트 선박 

수출이 시작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레저 요트는 1970년대 요트 횡단을 

시작으로 1980년대 요트가 보급되고 1990년대부터 레저 요트 시설(해양관광

단지 및 마리나)가 개발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스포츠 종목 요트는 

1984년 제 23회 올림픽 조진섭 선수의 요트 종목 출전을 시작으로 1986년 아

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스포츠 요트가 발전하

기 시작한다. 요트 산업은 1973년 상공부의 전략수출품으로 요트가 지정되면

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요트 조선업이 발전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업을 비롯한 국내 요트 단지와 마리나 개발도 활성화되면서 

요트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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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는 제 2회 파리올림픽부터 정식 채택된 종목으로 올림픽종목 중 메달 

수는 10개 내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지만 한국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다. 국

제요트연맹(ISAF) 가맹국은 130개국으로 한국은 1979년 9월에 정식가입을 한 

단체이다. 국제요트연맹(ISAF)는 올림픽 요트 종목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고 

있는 단체로 단체의 역할과 규모를 보았을 때 국제적으로 요트에 대한 관심

과 활성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세계에서 요트 강국은 영국, 독일, 프

랑스, 호주, 뉴질랜드를 꼽을 수 있다. 서구문화권 국가들이 대부분 요트 강

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이 강국이며 싱가포르

이 뒤를 이어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요트는 선진국 IOC위원과 사회지

도층 상당수가 요트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스포츠계의 입지를 강화하

기 위해서는 요트종목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용식， 2010).

한국 역대 올림픽 성적 중 최고 성적은 시드니올림픽 남자 470급 15위와 

여자 미스트랄급 13위으로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아직 메달 획득을 위한 기

록은 수립되지 않았고 서울올림픽과  방콕, 부산 아시안게임을 제외하면 경

기에 대한 관심도 적은 실정이다. 또한 올림픽 요트종목은 10개, 아시안 게임 

요트종목은 14개인데 비하여 전국체육대회 요트세부 종목은 7개에 불과하여 

저변확대 및 경기력제고에 어려움이 있다. 

요트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올림픽 성과 부족이 비인기종목으로 연결되어 

인기 스포츠인 축구, 농구에 대학팀과 실업팀이 현저히 적고 관심도 적기 때

문에 선수와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 현재 요트는 선진

국에 비해 국내대회와 선수와 지원이 부족하여 국내 내에서도 경쟁이 약하고 

국제대회 참가율도 낮아 외국의 우수선수 및 팀과 비교하였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국 요트의 변천과정을 보면 한국 요트는 1970년대 기업이 중심이 되어 

요트 횡단을 기획하고 지원하였으며, 요트 선박 조선업은 국내 보급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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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수출품으로 선정되어 수출에만 전념하는 형태였다. 1980년대에는 서울

올림픽 유치 후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건설하고 요트 선수 육성을 시작

하며 단기간의 성과에 치중되어 있었다. 한강에서 요트 보급이 시작되는 시

기였으나 요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한정되어 있었고 올림픽을 

위한 엘리트 선수 육성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서 레저 요트 시설이 등장하고 레저 요트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요트종목에서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여러 신

문에서 요트 종목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요트가 활성화 되었다. 이후 2008

년 해양수산부 주도의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거점형 마리나 개

발되고 거점형 마리나를 기반으로 대회 유치와 대회 개최는 물론 해양 축제

를 개최하며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요트는 1998년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모두 6개의 금메달을 획

득하며 아시아에서는 요트 강국이 되었다. 한국 요트는 1990년대부터 국제대

회 성과와 레저 요트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정부주도사

업은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트 보급이 아닌 전략수

출품으로 요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서울올림픽의 성과를 위해 스포츠 종목 요

트가 시작되었고 요트 종목의 발전과 레저 요트 대중화를 위한 노력은 1990

년대 아시안게임의 성과와 요트 시설 확충을 기점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소포츠 종목 요트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요트는 훈

련 시설과 부대여건이 잘 구비되어야 하는데 전국에 요트장은 16개가 있으나 

겨울에는 훈련이 불가능한 날씨와 전용경기장 부재로 연간 훈련일수가 부족

하고 경기장 편의시설도 낙후되어있다(대한요트협회， 2010). 한편 요트 교

육은 현재 전국 22개 요트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요트 자격증 발급 시험과 교

육을 병행하고 있고 대학교 교양, 전공 수업이외에 초‧중‧고등학교 체육에서

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체육에서 요트종목은 해양이라는 특수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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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근성 미흡과 사치재라는 인식,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교육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2) 한국 요트의 활성화 방안

한국 요트 및 해양레저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먼저 해양관광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해양관광수요

의 다양화와 다변화, 고부가가치 해양레저 서비스산업 육성, 체험별 해양관

광활동 및 해양문화 관련 활동 증가 대처 등으로 통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해양관광 시장의 중심국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하고 향후 지속적

인 해양관광 개발활동, 정책대응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을 

위한 환경마련이 필요할 것이다(김가야, 김형철, 김정호, 2014). 해양관광수요 

증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산업 육성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가 진

행되었다. 또한 해양레저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를 해양레저스포츠 장비의 

비용을 문제점으로 선정하여 해양레저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마리나에 

편중되어 있는 정부 산업을 마리나와 해양레저스포츠 장비 개발이 동시에 이

루어져야 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정식, 2004). 즉 해양레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치 이전에 정부사업으로 먼저 선정하여 해양레저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트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서는 활성화 방안을 요트 조선, 요트 교육, 요

트 클러스터 조성, 요트 리스제도 도입을 포함한 4가지로 제시안 연구가 이

루어졌다. 위 연구는 요트 조선업 발전은 위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레저보트 쇼 등에 참여하여 

국내브랜드를 해외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참가비용의 경우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요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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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 대학을 중심으로 요트 전문가 양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성교

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숙련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교육 기회가 적어

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트 교육 고정을 6개월로 감축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여천수, 2004). 

추가적으로 요트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내 요트회사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기술과 장비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관 사업체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가능한

데,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에서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요트

회사에게 장기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즉 정부 주도의 

요트 회사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활성화 방안이다.

또한 요트의 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요트에 참여하지 못하는 잠재

적인 인구에 대해 요트 리스 제도를 도입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다(현우용, 2014).

우리나라가 4계절을 가진 날씨 특수성을 지적하며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의 공백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션 돔을 설치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한다

고 하였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극단적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션 

돔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서희진, 2004)

현재까지 진행된 해양레저와 요트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는 정부 정

책, 요트 레저의 발전을 위한 활성화로 이루어졌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

소와 장비가 모두 지원이 되어야하지만 요트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스포

츠라는 지형적 특수성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요트의 활성화를 위

해서는 정부 주도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가 많았고, 

지형적 특수성과 4계절을 가진 특수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이에 대

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활성화 방안은 정부 지원에 편중된 방안이 대부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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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부 지원이외의 다양한 시각에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 연구와 문제점을 토대로 구축

한 활성화 방안은 총 3가지이다.

첫째, 요트 대중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요트 안전사고에 

관한 내용은 2000년대부터 신문기사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다. 2014년 10월 

4일 매일경제에는 한강서 요트가 전복되어 13명이 구조되었다는 기사를 비

롯하여 한강과 해안에서 일어난 요트 안전사고에 대한 기사가 다수 기재되고 

있다. 이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제정하

여 안전한 요트 운항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터보트와 

요트 운전을 위한 면허제 운영, 해양레저활동 금지구역 설정과 레저 장비에 

대한 검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운전면허의 

취득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실

기시험은 당일에 단기코스로 수료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는 것은 하루 만에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요트 면허 실기 

시험에서는 요트 1대에 6~8명이 탑승하여 동시에 평가를 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단독적으로 요트 운항을 도전하는 것이 운항미숙으로 이어져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허 시험을 강화하

여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야 할 것이다. 

둘째, 요트 대중화를 위한 학교 교육 내 요트 교육 확충이다. 한국 요트의 

교육은 1979년 대한요트협회가 발족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까

지 한강에서 요트 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 요트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8년 요트 조정면허 제도가 

도입되면서 면허 취득을 위해 만들어진 22개의 요트 자격 면허 시험장에서 

요트 교육을 시작하면서 요트 교육이 해양경찰청 주도로 이루어지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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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학교 시설에서는 현재 대학교에서는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해양

레저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 에서는 요트 교육이 엘리트 

체육을 제외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트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전국 요트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요트 교육이 개인 단위로 진

행되고 있지만, 요트 학교와 학교가 협업하여 한강과 해안에 위치한 요트장을 

중심으로 학교 단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요트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요트 인구 유치보다 국내 인구 유치가 먼

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요트는 1930년 언더우드 2세의 요트 제조와 요트 

항해를 시작으로  이후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알렌호의 태평양 

횡단을 기점으로 도입되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현재 마리나와 지자체

의 국제 요트 대회 개최는 해외 요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한 요트를 이용하여 횡단에 성공하면서 요트가 대량 건

조되었다. 이때 제작된 요트로 요트가 대중에게 보급화 되는 듯 했으나 제작

된 요트는 모두 외화벌이를 위해 수출되었다. 1990년대에는 국내 요트 보급

을 위한 레저 시설이 한강을 중심으로 등장하였고 레저 시설에서 요트 교실

도 열렸지만 참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08년를 시작으로 진행

되고 있는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은 국내 관광객 유치가 아닌 해외 관광객 유치

를 목표로 삼고 있고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대규모의 해양축제에서 진행하는 

요트 대회도 대부분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해외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엘리트 종목에서 한국 요트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고 현재까지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에 대

한 대중매체 홍보가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 요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리

나를 국내 관광객들의 휴양지로 개발하고, 국제 요트 대회를 관광객 참여형 

행사로 개최하여 국내 요트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래 마리나는 요트

계류시설와 리조트로 구성된 시설이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리조트를 우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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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마리나 본연의 목적인 요트 시설이 우선시 되야 

할 것이다. 결국 외국인 유치를 위한 용도로 마리나가 사용될 경우 국내 요

트 대중화는 계속해서 늦춰질 것이며 국내 엘리트 스포츠는 물론이고 레저 

요트 대중화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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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해양 레저스포츠 요트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각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

이 정리된다. 

첫째, 한국 요트의 도입과정과 초기 모습을 탐색하였다. 한국 요트는 1929

년 H. H Underwood가 마포에 공장을 가진 목수와 함께 요트를 만든 것에서 

시작되었다. 언더우드는 백령도 맞은편에 위치한 소래해변에서 선교사 휴양

시설에 블랙덕 1호를 정박하고, 블랙덕 1호를 이용하여 한강과 백령도를 항

해하였다. 당시에는 블랙덕 1호만 존재하여 오늘날의 요트 클럽의 형태와 같

이 조직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한국 요트의 시기별 변화와 발전과정을 조사하여 체계화하였다. 1970

년대 한국에서 최초 생산된 알렌호의 태평양 횡단을 시작으로 요트를 이용한 

횡단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알렌호를 시작으로 요트 조선업이 큰 관심을 끌

며 1977년 상공부에 의해 요트가 전략수출품으로 지정되면서 여러 대기업이 

요트 조선업에 참여하였으며 1983년 10만척 수출을 목표로 요트 조선업이 활

성화 되게 된다. 1977년 대한조정협회의 조정부가 대한요트협회로 발족하면

서 한국 요트가 조직화되고 국제항해연맹에 가입하며 요트의 보급이 시작되

었다. 1980년대 한국 요트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중심으로 활성화된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요트종목에 조진섭 선수가 최초로 출전하고 

1986년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아시아국제요트대회 개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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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시안게임 요트종목, 서울 올림픽 요트종목을 개최하게 된다. 또한 한

강에서 요트 교실과 요트 체험이 나타나면 레저 요트가 보급되기 시작하는 

시대이다. 1990년대 한국 요트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요트 종목에서 큰 성과

를 없었지만 19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 요트 종목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획

득하고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요트 종목에서 금메달 6개를 획득하며 아시

안 게임 효자 종목으로 발전하게 된다. 1980년대 한강에서만 진행되면 레저 

요트 항해와 교육은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강에서 바다로 진출하면서 해

양관광단지와 요트시설이 등장하게 된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해양관광단지

에서 발전하여 마리나가 등장한다. 마리나는 해양수산부의 2010년 제 1차 마

리나 항만 개발계획과 2016년 제 2차 마리나 항만 개발계획과 함께 요트 산

업이 정부주도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위의 변천과정을 토대로 한국 요트의 문제점과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한국 요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1990년대 이

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요트 종목 성적이 큰 발전이 없었으며 전국 16개 

요트 경기장이 구비되어 있지만 전용 경기장이 없고, 경기장 또한 낙후되

어 있어 훈련에 차질이 생겼으며,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요트 운전면허 

시험과 기관내 교육이 병행되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양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접근성 미흡과 

사치재라는 인식,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요트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은 총 3가지이다. 첫째, 요

트의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0년대부터 레저 요트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요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는 현재 요트 운행을 위한 자격시험에서 안전사고 대비와 대처법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학교 교육 내 요트 교육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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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현재 전국 요트시험장 및 요트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중화를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요트 교육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요트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요트 인구를 증가시

켜야 한다. 현재 마리나와 지자체의 국제요트대회 개최는 해외 요트 관

광객 유치를 위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요트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마리나를 국내 관광객들의 휴양지로 개발하고, 국제요트대회를 관광

객 참여형 행사로 개최하여 국내 요트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제언

본 논문에서는 요트의 변천과정을 통해 한국 요트의 도입과 발전 과정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제한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한국 요트 발전을 위한 후속연구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요트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한국 선박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 최초의 요트를 만든 호튼 언더우드의 저서 ⌜Kore

an Boats and Ships⌟는 호튼 언더우드의 이순신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한

국 선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책을 집필하는 동기가 되었고, 책 2쪽에 이순

신 장군의 그림을 삽입하는 등 깊은 애정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순

신을 비롯한 한국 해양사에서 중요한 연구도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수상스포츠 종목에서 역사적 관점으로 연구된 종목은 조정이 유

일하다. 한편에서는 한국 최초의 요트가 호튼 언더우드의 블랙덕 호가 아닌 

부산의 한 학교에서 만든 요트라는 논의도 있다. 이러한 논의처럼 아직 한국 

선박에 대해 정의되지 않은 연구나 과제들이 많다. 한국 선박에 대한 역사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한국 선박 연구와 스포츠 선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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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 요트에 관한 연구는 현황 파악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로 치중

되어 있다. 현황 파악과 발전 방안 연구의 대부분도 2008년부터 시작된 ⌜마

리나항만개발계획⌟이후 마리나가 개발되면서 마리나를 이용한 발전방안과 

정책발전방안이 주를 이룬다. 현재까지 역사, 교육, 산업, 스포츠를 종합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 요트의 도입, 보급, 발달, 활성화를 포함한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연구를 비롯하여 2008년부

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요트 산업과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을 기점으로 

발전하고 있는 요트 스포츠를 모두 포함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요트 대중

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트는 마리나라는 인식과 마리나는 외국인 관

광객 유치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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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Korean Yacht

 

Kang, D ongkyun

Dept. of Physical Education

S eoul N ational U 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itial appearance and 

introduction process of the Korean yacht,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change after the introduction, to systematize it, to draw out problems 

based on the process of change, and to suggest ways to develop the 

yacht. For this purpose, collected and analyzed the domestic and overseas 

documents on Korean yacht, Government Resources, and the domestic 

newspaper.

  In order to explore the early days and introduction of yachts, 

interviewed Peter Underwood, the grandson of Horton Underwood, who 

made Korea's first yacht "Black duck." The search for Korean yachts 

before the 1970s was based on "independent newspaper" And analyzed 

yacht articles published in domestic newspapers from 1970 to 2017.

  Korean yacht appeared in the 1930s. First, the initial appearance and 

introduction process of the Korean yacht started with the 1929 H 

Underwood making a yacht with a carpenter with a factory in Mapo. 

Underwood docked Black Duck # 1 at Missionary Recreation Facility on 

the beach of Sorae, opposite Baekryeong Island, and sailed on the Han 

River and Baekryeong Island using Black Duck # 1. In the 1930s, 

"Independent Newspaper" and "Mail Sinbo" articles about yachts di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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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domestic yachts. 1950s, Yacht sailing and training were conducted at 

the Naval Academy through the “Okpo Society book“. In the 1970s, the 

first production of the yacht “Allen” in Korea began with the crossing 

of the Pacific Ocean. In 1977, the yacht was designated as a strategic 

export item by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In 1977, the 

Korean Yacht Association was established as the Korean Yacht 

Association. It is revitalized around the 1988 Seoul Olympics. In 1986, the 

Busan Yacht Stadium will be constructed to host the Asian International 

Yacht Contest and Seoul Asian Games and Olympic Yacht Events. Also, 

when the yacht class and the experience of yacht appear in the Han 

River, leisure yacht started to spread. The Korean yacht won the first 

gold medal in the Beijing Asian Games yacht event in 1990 and won six 

gold medals in the Bangkok Asian Games yacht event in 1998, and it will 

develop into an Asian game event. Since the 1990s, marine tourism 

complexes and yacht facilities have emerged. Since the 2000s, marine has 

developed in the marine tourism complex. Marina is developing the yacht 

industry as a government-led industry along with the first marina port 

development plan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 

2010 and the second marina port development plan in 2016. 

  Based on the process and problems of the Korean yacht, we sought to 

revitalize it. The problems of the Korean yacht through the process of 

transition are as follows. Since the 1990s, there have been no major 

developments in the performance of Asian games and Olympic sailing 

events. Although there are 16 yacht stadiums nationwide, there are no 

dedicated stadiums and stadiums are inferior, so there is a disruption in 

the training. The yacht driving license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Maritime Police Agency and the in-house training are concurrently 

conducted. However, in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The yacht has not been developed so much because of lack of 

accessibility due to the geographical specificity of the ocean, recognition 

of being a luxury property, and safety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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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gges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 comprehensive 

Korean ship study should be carried out including a study on the Korean 

yacht transition process. In a water sports event, the only thing that has 

been studied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is the medi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the argument that the first yacht in Korea is a 

yacht made by a school in Busan. As discussed above, there are many 

undefined researches and challenges for Korean ships. Korean ship study 

and sports vessel study should be done in the absence of historical 

research on Korean ship. Second, the research on Korean yacht is 

focused on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It is 

considered that various studies including the history of yacht, education, 

industry, and sports should be done.

key words: yacht, korean yacht, Transition Process of Korean Y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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