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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동력 구조장비가 없어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 어려워
-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곳도 있어 해수욕장이 국민 휴양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으나, 상당수 해수욕장은 여전히
안전요원, 동력 구조장비, 감시탑, 물놀이구역 부표 등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전국 해수욕장 20곳 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이용자 상위 10곳 지정 해수욕장** 및 지역거점별 각 5곳 지정·비지정 해수욕장
** 관리청(기초 지방자치단체)이 지정해 관리·운영하는 해수욕장

☐ 비지정 해수욕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반해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해수욕장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동력 구조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곳 중 4곳(모두 비지정)에는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장비가 모두 없어
유사 시 안전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20곳 중 8곳(지정 4곳·비지정 4곳)에는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요원의 넓은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5곳(지정 1곳·비지정 4곳)에는
물놀이구역 부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깊은 수역으로 제한 없이 나아
갈 수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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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 및 동력 구조장비 ]

[ 감시탑 ]

[ 물놀이구역 부표 ]

☐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해수욕장도 다수 있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에는 탈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샤워시설을 필수적
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곳 중 5곳(지정 2곳·비지정 3곳)에는
탈의시설이, 2곳(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었다.
특히, 화장실이 설치된 18곳 중 4곳(모두 지정)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5곳(지정 4곳·
비지정 1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성범죄 등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샤워시설 ]

[ 취약자 전용 화장실 ]

[ 비상벨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비지정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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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일반현황

□ 해수욕장 정의1) 및 용어

ㅇ

(정의)

ㅇ

(용어)

·

해수욕장”은 ‘해수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해수욕”은 ‘건강증진
피서 레크리에이션 등을 목적으로 바닷물에 몸을 씻는 행위’로 정의됨.

·

“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해수욕장”이 정식 용어로 인정됐으나, “해변” 용어도 혼용되고 있음.

□ 지역별 현황

ㅇ

(요약)

년 현재 전국 지정 해수욕장 은 267개소로 추산 되고,
통계 에서는 비지정 해수욕장을 86개소로 추정한 바 있음.
*

2018

**

년

2016

2)

ㅇ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청(기초 지방자치단체)이 지정하여
관리·운영하는 해수욕장
**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해양수산부 지원으로 한국어촌어항협회 운영)의 통계수치에 인천
광역시 소재 지정 해수욕장(누락 추정)을 합산
(상세현황 )

지정 해수욕장의 분포현황은 인천광역시 7개소, 충청남도 33개소,
전라북도 8개소, 전라남도 55개소, 경상남도 26개소, 부산광역시 7개소, 울산
광역시 2개소, 경상북도 25개소, 강원도 93개소, 제주특별자치도 11개소임.
*

*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을 시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정리
□ 관련 안전기준 및 시설물 설치기준3)

ㅇ

(안전기준)

ㅇ

(시설물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함.
설치기준) 탈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샤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함.

1) 윤인주·홍장원, 「우리나라 해수욕장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2016. 5. 31.)
2) 상동
3) 제6조 제1항, 제34조 제1·2항,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제17조 및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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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조사 결과
조사 개요

∎(조사대상) 전국 해수욕장 20곳(지정 해수욕장 15곳·비지정 해수욕장 5곳)
- (지정) 이용자 상위 10곳 해수욕장 및 지역거점별 5곳 해수욕장
- (비지정) 지역거점별 5곳 해수욕장
∎(조사항목) 관련 안전기준 및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여부
∎(조사기간) 2018. 7. 10. ~ 7. 30. (개별 해수욕장 개장일에 맞춰 진행)

☐ 비지정 해수욕장은 유사 시 안전사고 대응 어려워

ㅇ 해수욕장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인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물적 자원인 동력
구조장비를 구비해야 함.

-

(안전요원)

조사대상 해수욕장
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음.

-

(동력

-

(문제점)

곳 중 5곳(지정 1곳·비지정 4곳)에는 안전

20

구조장비) 조사대상 해수욕장 20곳 중 6곳(지정 1곳·비지정 5곳)에는
동력 구조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
조사대상 해수욕장 20곳 중 4곳(모두 비지정)에는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장비가 모두 없어 유사 시 안전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
이었음.

☐ 감시탑, 물놀이구역 부표 미설치한 곳도 있어

ㅇ 감시탑은 안전요원의 시야를 넓게 확보해 주는 시설물이고 물놀이구역 부표는
,

이용자에게 수역의 깊이를 알려주는 시설물임.

-

(감시탑)

조사대상 해수욕장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물놀이구역

곳 중 8곳(지정 4곳·비지정 4곳)에는 감시탑이

20

부표) 조사대상 해수욕장 20곳 중 5곳(지정 1곳·비지정 4곳)에는
물놀이구역 부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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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필요해

ㅇ

(탈의시설)

ㅇ

(화장실)

조사대상 해수욕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조사대상 해수욕장
있지 않았음.

-

(취약자

-

(비상벨)

ㅇ

곳 중 5곳(지정 2곳·비지정 3곳)에는 탈의

20

곳 중 2곳(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20

전용 화장실) 화장실이 설치된 해수욕장 18곳 중 14곳에는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취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4곳(모두 지정)에는 일반 화장실만 설치되어 있었음.
화장실이 설치된 해수욕장 18곳 중 13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성범죄 등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5곳(지정 4곳·비지정 1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샤워시설)

조사대상

곳 중 2곳(모두 비지정)에는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20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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