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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d the following aims:

(1)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an eco-friendly environment based on the experiences

of adventure sports participants, and to identify eco-friendly behaviors;

(2)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adventure sports that are held in a natural environ-

ment, as well as the existing problems in different adventure sports fields

(3) To conduct an analysis of various eco-friendly behaviors and of the efforts that are

being exerted to address a wide range of problems related to environmental pollution, by em-

ploy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a bid to ultimately present the symbiotic, coexistent,

and harmonious relations between nature, sports, and humans.

Ten individuals who were engaging in the adventure sports of scuba diving and

paragliding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nd the gather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surjection", "unit", "sign", and "subject" facto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most of

the adventure sports participants who were the subjects of the study believe that an

eco-friendly environment helps protect and preserve nature, which is the basis of human life

that adventure sports flourish in a natural environment that nature sustains adventure sports

and that dealing carelessly with nature, or concentrating on the exploitation of natur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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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purposes a real danger to its preservation.

It was established in the study that keen adventure sports participants, or those who

have a passion for and a thriving career in adventure sports, can do much to address environ-

mental problems. The results of the study demonstrate that the link between sports and

nature will promote a keen interest in and love for nature among sports enthusiasts as well

as an awareness of the need to protect and preserve it, which will in turn lead them to

develop a desire to do such. When these are realized, concrete images of eco-friendly

behaviors will be seen on the part of a greater number of people.

Key words : eco-friendly behaviors, risky sports

Ⅰ. 서 론

“눈앞에 가득한 산하를 바라보고 번지점프

를 한 용기의 대가로 새해와 싸워 이긴 자신감

을 충전 받는다. 친구들과 어울려 “깡깡” 얼어

붙은 강물 위에서 얼음축구를 즐기는 송년회의

맛도 솔솔하다...”(스포츠서울, 2005년 12월 28

일자)

자연과 하나 되는, 자연을 몸으로 느낄 수 있

는 모험 스포츠는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떠나 좀

더 능동적인 여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자연을 벗 삼은 야외에서의 스포츠는 특별한 재

미와 색다른 에너지로 다양한 여가 세계로의 기

회를 줄 뿐만 아니라, 건강과 휴식 그리고 진정

한 여가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실행과 주 5일 수업제 도

입은 여가 활동의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즉, 늘

어난 주말을 이용한 많은 여가시간은 다양한 야

외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행복한 삶을 위

한 절대 조건으로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여가

스포츠. 특히, 자연에서 펼쳐지는 모험 스포츠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모험 스포츠는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각종 레포츠를 즐기고

자 하는 가치 추구에 대한 욕구 수준이 높아지면

서 그 수요 역시도 증가하고 있다. 현대사회 속

에서의 각종 공해와 소음, 일상의 많은 스트레스

와 활동량 감소 등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

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연 속에서

의 신체활동은 매우 중요시되며, 필수적인 것이

다. 다시 말해 스포츠를 통해 자연환경 자체에

도전하는 모험 스포츠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다양한 자연의 신비와 섭리 속에서 여러

가지의 호기심을 갖는 활동을 행하게 됨으로써

노력과 인내로써 이룬 성취감과 만족감을 맛보

게 된다(심상신, 1997).

모험 스포츠는 산, 강, 바다, 공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이나 혹은 그 자원을 매개로 하는 다양

한 여가 활동으로 자연성향형. 즉,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위주로 하는 활동(김경철, 1994)으로 자

연 속에서 서로의 인격에 접촉하는 소박한 협동

생활을 함으로써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된

다. 모험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지상 스포츠의 암

벽, 빙벽, 고산 등산, 스키, 스노우보드, 수중 스

포츠의 스킨스쿠버, 심해 다이빙, 항공 스포츠의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손승범, 1999) 등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모험 스포츠는 자연에의 참가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스포츠 활동을 수행할 수 있

는 공간은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주변 자연환

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와 같이 모험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필수 공간. 즉, ‘자연 환경’으

로 자연과 모험 스포츠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

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생적 존

재로써 자연과 인간 그리고 여가의 서로 긴밀한 유

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김동규, 이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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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따라서 모험 스포츠를 접함에 있어 그 필

수조건인 ‘자연’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이렇듯 자연 환경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

야외 활동으로서 모험 스포츠이지만 무계획적이

고 파괴적인 이용자 위주의 환경 개발과 환경 오

염이 자연의 재생 능력과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박세혁, 2004).

1990년대 들어 과거에는 고급 스포츠로만 여

겨졌던 골프, 스키 등의 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적 욕구가 커지는 레저

시설의 확충 방안으로의 산지 이용은 산림 면적

의 훼손, 주변 자연 생태계 위협 등으로 환경 훼

손의 주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골프장에서의 농약 사용의 점점 더 많은 증가

와 그에 따른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환경부, 2003), 동절기 스키장 개장과 관련하여

스키장 및 인근 음식, 숙박, 팬션, 목욕장 업소

등에서 오․폐수와 쓰레기 등에 따른 수질 오염

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래프팅을 즐기는 내린천,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우후죽순격 개발은 주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등산의 경우에 있어

서는 등산객 편의 제공을 위한 인공 보조물 설

치, 인공적 풍취 강조를 위한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고 산의 형세를 변형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또한, 사냥(수렵)이나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는

동물의 밀렵 및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인한 생태계

의 파괴와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마찰(이정식, 남중

웅, 2002) 등으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은 기업들의 이

윤 추구에 눈먼 개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환경 정

책,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승

인, 전문성이 결여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들의

환경 보존 의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박세혁, 2004).

따라서 자연 환경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모험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친환경적, 환경친화적 접근으로

의 의식 변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적 행동이란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행동

으로 환경 보호와 보존을 위한 관리 행동이나 환

경 의식 행동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하는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장혜연, 한경미,

1997; 이상협, 2003)으로, 모험 스포츠 참가자의

친환경적 행동은 모험 스포츠 참가자가 자연에

대해 가지는 어떠한 신념이나 일반적 태도에 의

해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연 환경과 관련한 여가 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관광 형태로써의 리조트와 국

립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연에

대한 환경 태도 및 친환경 행동에 관한 연구(김왕

상, 2000; 이동근, 최재용, 2002; Oskamp, Burk-

hardt, Schultz, Hurin, ＆ Zelezny, 1998; Vining,

＆ Ebreo, 1990), 스포츠 형태로써의 골프장과 관

련한 친환경으로의 관리와 개발에 관한 연구(이정

식, 구본일, 2002; 김광두, 박광자, 강현경, 2003),

여가 활동 참가자들의 자연 환경 태도와 친자연적

태도에 관한 연구(최윤환, 김성일, 1995), 스키, 등

산, 낚시, 수상스포츠(요트,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래프팅), 스포츠 산업에서의 각종 환경 파괴의 원

인을 분석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즉, 인간

이 자연화하고 자연이 인간화하는 보전과 스포츠

관 정립의 연구 등 윤리적 접근으로의 친환경 방

안에 관한 연구(이정식, 남중웅, 2002; 이학준

2002),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육성 정책으로의

자연을 배경으로 한 야외 스포츠에 관한 연구(김현

기, 2003)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자연 환경

의 현장에서 스포츠를 행하는 참가자들의 경험을 바

탕으로 한 심층적, 실질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 환경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모험 스포츠 참가자가 인식하는 친환경에

대한 이해, 자연환경에서 펼쳐지는 모험 스포츠

특성과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진단

해 보고자 하며, 친환경을 위해 어떠한 행동과 노

력을 기울이는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모험 스포츠 참가자들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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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친환경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행동

을 기울이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 참가자

들의 풍부하고 주관적인 경험을 이끌어내기 위

한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가자의 선정은 질적 연구에서 흔히 사

용하는 비대표적 표본(non-representative)에 의

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채택하였

다. 연구자가 모험 스포츠 참가자에게 직접 접근

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 그들의 자발적인 참

여를 유도하기 어려우므로, 모험 스포츠와 관련

한 전문가 집단과 동호회(그룹)를 운영하는 클럽

장과 동호회(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패러글라

이딩) 회장과의 회의를 거친 후 본 연구의 목적

에 부합되고 기준안에 적합한 모험 스포츠 참가

자를 추천 받아서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모험 스포츠 중 수중에서

행해지는 스킨스쿠버와 항공에서 행해지는 패러

글라이딩 종목에 규칙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중

연구 대상의 기준에 부합되고, 연구 취지에 동의

한 10명(각 종목별 5명)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가자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이들은 모두 한 달에 2～3번 정도 수중 활동

(스킨스쿠버)과 비행(패러글라이딩)에서 동호인

들과 함께 해당 종목의 운동을 즐기고 있으며,

또한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여행 및 관광을 포

함한 국내외 투어를 나가고 있는, 해당 종목에

있어 매니아, 전문가라 인식하고 있는 참가자들

로 구성하였다.

<표 1> 연구 참가자의 개인적 특성 (가명)

성명

내용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정진섭 황형숙 허재혁 김관홍 윤일중 홍용극 김봉석 오경환 정선미 김진숙

성별 남자 여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연령 34세 49세 34세 35세 53세 65세 32세 39세 33세 60세

운동 경력 9년 12년 8년 11년 10년 30년 15년 17년 10년 25년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모험 스포츠 참가자의 친환경적 행

동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개인 대 개인의 형태로 심층 면접(in-depth inter-

view)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방식으로는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과 반구

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혼용

하여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정보를

이끌어 내도록 하였으며,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

은 <표 2>와 같다.

심층 면담은 2007년 5월까지 모두 2차례에 걸

쳐 실시하였다. 1차 면담은 2006년 7월부터 10월

까지 실시한 후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보충

부분에 대한 2차 면담을 2007년 2월부터 5월까

지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구자와 보조 연구원이

함께 실시하였으며,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각 면담은 연구 대상자

에 의해 지정된 조용한 장소에서 행해졌으며, 면

담자의 양해를 구한 다음 면담의 전 과정을 소형

녹음기로 녹음하였다.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녹음

면담범위 면담내용

자연과

친환경의 의미

자연, 친환경의 의미

모험 스포츠와 자연환경과의 관계

모험 스포츠에서의 친환경의 의미

친환경적 행동

일상생활 및 해당 스포츠 활동 참

여에서의 친환경을 위한 변화와

노력의 모습

저해, 장애요인 개인, 대인, 제도 등

<표 2> 면담의 범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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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는 우선 글로 옮겨 문서화한 다음, 문서

화된 자료에서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단위화,

부호화, 주제화의 과정을 통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분석방법의 절차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는

자료처리 방법에 의하여 정리된 자료를 참여자

의 순서에 따라 분석 순서를 정하였다. 둘째, 수

집된 자료에서 나타나는 단어와 단어, 어구, 문장

과 문장을 중심으로 의미상으로 분류 과정을 거

친 다음 번호를 배정하였다. 셋째, 의미가 반복적

이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진 자료를 중심으로 주

제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자료를 부호화하였다.

넷째, 도출된 다양한 부호와를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하며, 추론을 통해 관련된 주제들을 모아

주제별 파일을 만들었다. 다섯째, 자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나

범주 또는 의미를 생성하려고 주제별 파일에 공

통되는 의미나 문구를 선정하여 하위 범주를 구

성하였다. 여섯째, 연구 문제와 관련된 주제별로

선별하고, 그 주제에 따라 생성된 개념을 중심

으로 공통성과 독특성을 발견하여 해석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부록참조-부록 1～3). 이

러한 작업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순환적 과정

을 거쳤다.

3. 자료의 진실성

질적 연구에 있어 타당성과 신뢰성은 연구의

질이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

해 충분한 기간 동안의 구성원간 검토(member

check)를 통해 수정과 보완의 확인 절차를 거쳐

수집된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누락된 자료

를 수집하였다. 구성원간 검토는 참가자가 그 당

시 떠올리지 못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연구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

해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하고

있다(Guba ＆ Lincoln, 1989). 본 연구에서는 심

층 면담을 통해 얻어진 녹음 자료를 문서화 한

후, 문서를 연구 참가자에게 읽어 볼 수 있게 확

인하여 연구 참가자 스스로가 면담 내용 중 잘못

된 내용, 수정하고 싶은 내용, 추가하고 싶은 내

용 등에 대한 견해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집된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누락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에 대한 동

료 연구자와 전문가와 함께 연구 설계의 시작부

터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전 과정에서 지속적 협

의의 전문가 협의(specialist meeting)를 통해 타

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전문가 협의는 연

구자가 오류나 편견에 빠지지 않게 하며, 연구자

로 하여금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정직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Padgett, 1998).

본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 시작부터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전 과정에 모험 스포츠 지도자 2명과

전공 관련 전임교수 2명, 질적 연구 전문가 1명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다.

Ⅲ. 친환경적 행동의 이해

모험 스포츠 참가자의 친환경적 행동을 알아

보기 위해, 먼저 참가자들이 인식하는 친환경의

의미를 살펴보고, 자연환경에서 펼쳐지는 모험

스포츠의 특성과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에 관해 진단해 보고자 한다. 또한, 친환경을 저

해하는 각종 환경 폐해 등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변화의 모습, 즉 친환경적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친환경의 의미

인간 삶의 터전인 자연. 따라서 이러한 삶의

터전을 위한 자연의 보호와 보존은 필수적이다.

또한, 인간과 자연 상호간의 작용과 조화 역시

필요한 것이다.

모험 스포츠 참여자들은 자연과 친환경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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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이고..유기농 등 음식부터 시작

해 옷에도 친환경적 소재를..뭐..공기다, 물이다, 각종

공해와 오염, 온난화 등 점점 자연환경에 대한 파괴로

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없애자는 의미이겠죠. 좀 더 깨

끗하게, 또 건강하게 살자 라는 부분이 우리 스포츠에

서도 예외는 아니라 생각해요. 특히 야외에서 하는 모

험 스포츠는 자연과 항시 호흡하면서 하는 것이기에..

자연과 굉장히 밀접하고..따라서 이러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아껴 자연 그대로의 최상의 모습을 유지하

는 것. 그런 것이 친환경이지 않을까요?(패러글라이딩,

김진숙)

자연이란, 참 어려운 얘기인데..내 집이라 생각합

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고, 생활환경입니다. 인

간은 자연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이듯이 인간과 자

연은 공생공존하는 관계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

며 상호작용에 의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지요. 따라

서 모두가 살아가는 생활환경인 자연이 하나의 거대

한 집과 같은 것이라면, 다른 이의 것도 아닌 자신의

것, 자신의 집, 내 집이라 생각한다면 아마 함부로 하

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친환경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더불어 인위적, 인공적인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보호, 보존을 하는 것이 진정한 친환

경이라 생각합니다(스킨스쿠버, 정진섭).

모험 스포츠 참가자들이 인식하는 친환경이

란, 이상과 같이 인간 삶의 터전인 자연을 보호,

보존하는 것이며, 훼손의 최소화, 자연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각종 공해와 오염으로의 자연 파괴의 현 시점에

서 스포츠 현장 역시도 예외가 아님을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자연을 아끼고 보호, 더 나아

가 보존하려는 노력 역시 친환경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험 스포츠와 자연환경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모험 스포츠

는 자연 안에서 계속적 참여와 지속의 매력을 지

니게 된다. 반면 자연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상,

모험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부득이한 자연의 훼

손도 나타나게 된다.

가. 참여와 지속의 매력성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환경의 편

안함,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펼쳐지는 해당 활

동에 대한 신비감과 성취감 등은 모험 스포츠

를 즐기는 참가자들에 있어 자연을 한층 더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더 나아가 해당 운동으

로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에 대한 소중함 또한 인식하게 되

며, 해당 활동의 참여와 지속의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바다라는 자연환경이 좋아서..오로지 바다에 매력

을 느껴 다이빙을 합니다. 스쿠버 자체는 매력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다라는 자연환경에 큰 매

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스킨스쿠버, 김관홍).

진짜 자연은..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죠. 이런

느낌이라서 하게 되고, 빠져들고, 헤어나지 못하는구

나. 한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똑같은 장소이고,

똑같은 기온인데..하다못해 구름 모양까지 똑같은데도,

이륙해 보면 정말 다른 거죠. 이처럼 수시로 변하는

자연 속에서의 황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패러글라

이딩, 오경환).

또한, 자연환경을 통해 반복되고 복잡한 일상

으로의 탈출을 꾀하는 해방감은 각종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활력으로써 기분전환을 가져다 주

어 심리적 강인함의 제공과 개인 생활에 있어 행

복감과 만족감을 경험한다(정청희, 김은혜, 최은

규, 1995).

야외활동의 이점이랄까요. 정말 한번 데리고 가고

싶다. 일부러 남들은 도시락 싸들고 야외에 나가는데,

우리는 가서 이게 하기 싫으면 그냥 자다가만 와도

좋은 거죠. 그래서 다친 사람도 그냥 나와서 구경하다

가요. 야외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잔디에 누우니

너무 편하고..또한 자연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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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떠 있을 때 그런 얘길

많이 해요. 체험자들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되는 것을 느낄 때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

요. 매력을 느끼고요(패러글라이딩, 홍용극).

나. 자연환경의 훼손

그러나 무엇보다 자연 경관을 무시한 인위적

환경 및 자연을 파괴하는 환경 오염의 문제가 야

외 스포츠 전반에 발생되게 됨을 간과할 수 없

다. 자연 환경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 야외

활동으로의 스포츠가 무계획적이고 파괴적인 이

용자 위주의 환경 개발과 환경 오염으로 자연의

재생 능력과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박세혁, 2004).

해당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 환경 오염의 모습들, 또한 수중 생물체 및

산림의 피해 및 파괴의 문제들은 간과할 수 없으

며, 더욱이 모험 스포츠를 참가하는 사람들의 인

식 자체가 이용자 중심의 해당 활동을 위해선 환

경의 훼손 역시 감수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들

이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며, 모험 스포츠 지도

자 역시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인지 및 교육에

대한 부재가 무엇보다 모험 스포츠 현장에서 자

연환경 훼손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생물체에 피해를 주는 거요. 수중 생물 올라타기나 만

지기 등..다이버 본인이 원치 않는 벌레 등이 등에 붙

었을 때 느낌이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까

요? 이를 테면 거머리가 팔에 붙었다거나 바퀴벌레가

등에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 면요? 거북이나 듀공 같

은 생물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진 않을까요? 거북

이 등을 올라타는 것 등은 절대로 이로울 수가 없죠.

숨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본인이 의도

하지 않았더라도 수중 생물에 대한 부상을 입힐 수도

있답니다(스킨스쿠버, 허재혁).

환경 오염과 훼손의 문제랄까? 특히 피티병이 말도 못

하게 많아요.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 그건 100% 진짜 보기 싫은 게 피티병 이더라고요.

또, 담배 피는 것도..그래도 담배꽁초는 좀 작다는 거..

하지만 이 담배꽁초 불씨 때문에 산불이 난 것도 본

적이 있고....(패러글라이딩, 오경환).

패러글라이딩은 거의 산에서, 산 정상에서 하게

되어서 올라가는 길이 무척 불편하죠. 길이 따로 없으

면 많이 힘들죠. 해서 리프트나 곤돌라가 있었음 싶

고.. 단양 같은 곳은 비행을 위해 따로 아스팥트 길을

냈는데, 사실 외관상 많이 흉해요. 밑이 푹 파여 보여

서, 우리가 봐도 좀 보기 싫긴 하죠(패러글라이딩, 정

선미).

<그림 1>은 어느 한 개인의 다이버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단적

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필리핀 아닐라오 해안의 유명한 “홍메롱 사

건”으로 현지에서는 한국인 다이버에 대한 적개

심 유발과 전체 한국 다이버들의 수준을 가늠하

는 매개물이 되었다.

3. 친환경적 행동

자연 환경 훼손 등 각종 폐해 모습에 관한 자

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

한 다양한 많은 노력과 변화의 모습. 즉, 친환경

적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당 종목에 진지

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소위 매니아, 전문가라

칭하는 참가자들에게서 더욱 많은 친환경적 행동

<그림 1> 필리핀 아닐라오의 트윈 락(Twin

Rock) 포인트

(자료출처: 연합뉴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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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고 있다.

매니아 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내가 또

와서 그런 멋진 경관과 체험을 하려 한다라고 하면

내가 버린 쓰레기는 스스로 주워와야지 안 그러면 나

중에 와서 내가 치우는거야 . 내가 체험을 하고 좋은

경험을 접해야 되는데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싫더

라고 ..그렇게 따지면 이런 길거리도 마찬가지지 뭐 .

가다가 그냥 껌 종이 슬쩍 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또

다니는 길이고 또 오는 길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깨

끗한 길이 좋으니까. 중요한건 그런 거에 대한 인식조

차 없다라는 거. 물론 스포츠도 예외는 아니지. 아니

더욱 중요하다라고나 할까?(패러글라이딩, 김진숙)

특히 모험 스포츠 참가자들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변화를 통해 친환경적 행동

이 형성되게 된다.

가. 인식의 변화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지요. 모든 다이버는

보존 의식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건강한 해양 환경,

호수들, 항로 등을 가지는 것에 달려 있고, 이런 곳들

은 다이버로서만 찾아가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이

버들은 지구의 생태계 균형을 위해 수중 생물들, 자원

들, 그리고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합니다(스킨스쿠버, 허재

혁).

나. 관심의 변화

패러글라이딩을 통해서 변화무쌍한 자연환경과 접

하면서 하늘을 많이 보게 되요. 예전에 비행에 관련한

하늘을 보며 흥분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꼭 비행이

아니더라도 하늘을 보는 습관이 생겼죠. 밤에도 별 보

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연에 대해

나름 교육도 받아요. 저기압, 고기압, 바람 풍향 등등

자체 시험도 보고 교육도 받게 되죠. 이를 통해서 ‘아!

저런 것이 있었구나.’ 산이 주는 고마움도 필요성도

알게 되고요..또 나무가 쿠션 역할을 해줘요. 정말 우

리에겐 너무나 필요하죠. 이러한 것을 많은 사람이 알

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자연에 순응하는 것..그리고 오래 같이 이러한 것

을 하며 느끼고 즐겼음 하는 게 제 큰 바램이예요(패

러글라이딩, 김봉석).

집에서 TV를 시청하게 되는 경우에서도 예전에

비해 자연을 다룬 내셔널지오그라피 채널을 많이 보

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과의 많은 교감도 하는 것

같고요. 또 예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고로쇠수액을

채취하는 걸 보여줬던 것이 생각나는데, ‘참..저렇게까

지 하면서 저걸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

말 그 수액 한 방울을 받아내기 위해, 건강에 좋다고,

사람에게 좋다고는 하나..반대로 생각하면 그 나무에

게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또 요즘 공익광고들을 보니까 물에 대한 절약 캠

페인으로 하루 20리터의 물로 물이 굉장히 부족한 국

가에서는 어린이 1만 5천명 이상의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광고가 생각나네요. 정말 돈 얼마가 아니라

물 몇 리터라는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예전엔 물이

라는 것에 대해서도 별 생각을 안했던 것 같은데, 억

만금의 돈보다도 그 몇 리터의 물이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껴지며 정말 아껴야 겠

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런 변화가 이 운

동을 시작하면서 나타난 거라 생각해요(패러글라이딩,

오경환).

다. 실천으로의 노력(친환경적 행동)

자연으로의 인식과 관심의 변화는 친환경적

행동. 즉 친환경을 위한 실천으로의 노력을 나타

나게 한다. 해당 스포츠가 펼쳐지는 현장에서는

물론이요, 일상생활, 더 나아가 환경 보호 운동으

로까지의 친환경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

다이빙 유영 중에 수중에서 쓰레기 등 발견한다면

그걸 수거한다거나, 수중만이 아닌 해안 연안의 청결

노력, 한 예로 출수 후 보트 위에서 담배를 필 경우,

재를 아무데나 버린다거나 꽁초를 보트 위에 버리지

않고, 휴대용 재떨이 파는 걸 누구나 한번쯤 봤을 거

예요. 그걸 사용해 꽁초 등 수거하죠. 작은 노력, 작은

사랑의 봉사가 지상을 천국 그 이상으로 만들 수 있

겠죠?(스킨스쿠버, 정진섭).

일단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아끼려 합니다. 비행

을 하다..불시착을 한다거나, 나무에 떨어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기체를 빼내고,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선

나뭇가지를 자를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되

도록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나무에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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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입히지 않으려 노력을 하고, 나무를 자를 수 밖

에 없는 경우엔, 나무 밑둥을 자르지 않습니다. 최대

한 잔가지 정도를 자르려 하죠(패러글라이딩, 정선미).

저는 쓰레기 배출부터 노력해요. 일상생활부터의

변화랄까요? 쓰레기 내놓는 날이라던가, 최소한의 재

활용을 위해 노력을 하죠. 또, 요즘 고양이들이 쓰레

기 봉지를 잘 물어뜯어서 저는 몇 겹으로 싸서 봉지

가 뜯어지지 않게 나름 노하우를 만들기도 했죠(패러

글라이딩, 오경환).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소속된 단체에서의 1년에 1

번 정도 수중 정화 활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제 스스

로 자발적으로 나가서 일년에 몇 차례씩 수중 정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뿌듯해 하기도 하고,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스킨스쿠버, 허재혁).

<그림 2>는 스쿠버다이버들의 친환경적 행동

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해양 스포츠 활동이 왕성

한 필리핀에서 시행하는 환경 정화 활동 행사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모험 스포츠 참가자의 친환경적 행

동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이 경험한 내용을 바탕

<그림 2> 필리핀 마닐라 남부 친환경 다이빙

(자료출처: 연합뉴스, 2006)

으로 모험 스포츠를 통해 인식하는 친환경의 의

미를 살펴보고, 자연환경에서 펼쳐지는 모험 스

포츠의 특성과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관해 진단해 보고자 한다. 또한, 친환경을 저해하

는 각종 환경 폐해 등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

력과 변화의 모습, 즉 친환경적 행동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자연과 스포츠와 인

간이 공생, 공존하는 조화로운 여가의 방향을 제

시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모험 스포츠 참가자로서 스킨스

쿠버, 패러글라이딩 종목의 참가자 10명을 선정

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전사, 단위화, 부호화, 주제화의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험 스포츠 참가자들은 친환경에 대해

인간 삶의 터전인 자연을 보호, 보존하는 것이며,

훼손의 최소화, 자연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유

지하는 것이라 하였다.

둘째, 자연에서 펼쳐지는 모험 스포츠의 특성

과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자연환

경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모험 스포츠는 자연

안에서 계속적 참여와 지속의 매력을 지니게 된

다. 반면 자연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상, 모험 스

포츠를 즐기기 위한 부득이한 자연의 훼손도 나

타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험 스포츠 참가자들의 친환경적 행동

은 자연과 환경으로의 인식과 관심의 변화를 통

하여 나타나게 된다. 해당 스포츠가 펼쳐지는 현

장에서는 물론이요, 일상생활, 더 나아가 환경 보

호 운동으로까지의 친환경적 행동을 보이게 되

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모험 스포츠 참가자의 친환경적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진정한

친환경으로의 모험 스포츠 장 마련을 위한 구체

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모험 스포츠로의 많은 참여와 활동을

통한 자연으로의 관심과 책임을 인식하게 한다.

모험 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

람(일반인)보다, 또한 모험 스포츠 참가자 중에

서도 진지한 형태로, 전문화된 형태로서의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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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아’라 규정되어지는 참가자들이 더욱 자연으

로의 친환경적 행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박

세혁, 2000). 따라서 모험 스포츠로의 보다 많은

경험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자연을 자연스럽

게 접하고 이해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친환경으로의 변화의 모색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법

률적 및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

보호 구역 설정, 벌금 제도, 관리와 감시 제도 등

을 통해 모험 스포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서의 환경 오염 행위 및 행동들 또한 인근 주민

에게까지 피해를 줌으로써 잦은 마찰이 빚어지

게 되는 부분들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외국에서의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는

참가자의 이야기이다.

예전에 미국 방문 경험으로 계곡에서 낚시를 했는

데. 하루 입장료가 10불이었어요. 일정량 포획을 하는

룰이 있었어요. 5마리 이하로...너무 비싸지도 않고 재

미에서 그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또

한, 일정기간 헌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간 등 제

정으로 무분별한 포획을 막을 수 있겠죠. 캐나다에서

는 일정 사이즈, 어획량에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제도가 미흡한 것 같아요. 산란기...포획을 금해야 한

다고는 알지만 관련정보가 부족한 편입니다(스킨스쿠

버, 윤일중).

셋째, 실천적 접근으로의 환경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론적, 실천적 교육을 통한 모험 스

포츠 현장에서의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식

하게 하며, 여러 분야에서의 친환경을 주창하는

부분들이 모험 스포츠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인

식하며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친환경

으로의 실천적 접근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혼자 스스로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데에는 한

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매산리에서의 교관이

알려준 몇 가지 지침이나 교육들이 나름 환경에 대해

보호하려는 의식을 키워 준 것은 사실이고요.. 허나

대부분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보니 자와 같

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해도 과언이 아니

죠. 정말 기본적 교육이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패러글라이딩, 허재혁).

외국의 경우, 유년기 때부터의 친환경에 관한 교

육이 잘 되어 있다. 세부지침까지 잘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도를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엔 벌금이죠...작은 법규 위반에도 300～400불 벌금이

부과되는데...따르게 되어있지요(스킨스쿠버, 황형숙).

넷째, 친환경 가치로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연이 존재해야 만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기에, 자연이 오염되고 파괴되면 사

람 역시도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자연과 인간

은 공생, 공존의 관계임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변화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며, 무

엇보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에 감사하는

의식으로의 전환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위치에서의 친환경 실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스포츠가 이루어지

는 모험 스포츠 현장은 물론이요, 평상시의 일생

생활에서도, 나아가 전반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 친환경을 위한 환경 보호 행동 등의 실천이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며, 이는 친환경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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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원자료의 내용분석 및 제목설정(예시)

면 담 노 트

주 제 : 모험 스포츠와 자연환경

날 짜 : 2006년 10월 7일(토)

장 소 : 세미나실

면 접 자 : 오경환(패러글라이딩)

테잎번호 응답자 진술 연구자 메모

6 - 1

Q : 자연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A : / 자연에 의미에 대해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요. 자연 앞에서 감히 이야기를 할

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이거하면서 많이 배워요. 하늘을 많이 보고, 꼭

비행이 아니더라도 하늘 보는 습관이 생겼죠/ 자연은 그 사람이 그 동안 했던 모든

것을 돌려주는 것 같아요. 자연에 베푼 것 만큼..돌아가는 거죠. 사실 사고 나는 경

우를 보더라도..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연에 대해 생각하고, 베푼 정도에 따라

서../물론 사고 등의 경우를 보면 ‘운’이라는 것도 굉장히 좌우하기도 하지만..대체적

으로 자연에 대해 숙연함을 가지고, 자연 자체를 감히 거스르려..역행하려 하지 않

는다면 사고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에 대해 도전을 넘어

서 자만과 뛰어넘으려 하면..바로..사고가 되는 거죠/

Q : 친환경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A : /언젠가 호주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수목원? 산림욕? 그 비슷

한 곳까지 가는 길의 장면을 보았는데, 아마 몇킬로는 된 것 같은데, 차가 일정 거

리 까지만 들어가고, 나머지의 몇 킬로는 걸어서 들어가는 들어갔던 장면이 기억나

네요/ 우리나라에도 아침고요수목원이란 곳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입구에 들어서자 마다 빽빽한 주차에..정말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그 모습이..수목원이라는..산림욕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때

론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이름하에 얼마나 많은 훼손을 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제가 홍콩, 뉴질랜드, 일본, 미국 등 각 나라에서 몇 년씩 살았었는데..홍콩과 싱가

폴을 비교하자면, 홍콩은 지저분함과 자연스러움의 반반이 공존하는 곳이라 한다면,

싱가폴은 너무 깨끗 그 자체죠. 해서 싱가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홍콩의 지저분한

모습에 싫어도 하지만, 정작 홍콩을 좋아하는 사람은 싱가폴을 싫어한답니다. 싱가

폴이 깨끗하기는 하지만, 그 깨끗함이 너무나도 인위적이라는 것. 너무 인공적으로

변하는 모습에 반감을 사며 좋아하지 않는거죠/ 과연 무엇이 친환경이고, 보존인지

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또 뉴질랜드의 경운, 사람들이 양말

도 안신고 맨발로 많이 다녀요. 처음엔 이해를 못하고 원시인..미개인이라 생각했는

데, 그 속에 있다 보니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빠지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환경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교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맨발로 그렇게 돌아다니면..하하..미쳤다하겠지요/

자연의 위대함

자연에 관심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자연에 순응

자연보호/보존

이용자 중심

인위적 환경

자연 그대로의

환경

자연스러움

<부록 2> 단위내용의 부호화(예시)

〃

생략

〃

참여와 지속의 매력성-자연환경-4-11 오로지 바다에 매력을 느껴 다이빙을 한다.

참여와 지속의 매력성-자연환경-9-13 진짜 매력이 자연을 느끼며 중독이

참여와 지속의 매력성-해방감-1-11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넘어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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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지속의 매력성-해방감-6-12 동경이 실현되어 하늘을 날고 있는 것

참여와 지속의 매력성-동화됨과 편안함-3-14 물이 날 감싸않는 느낌의 무아지경

〃

하략

〃

〃

생략

〃

자연환경의 훼손-환경오염-10-23 담배꽁초에 특히 피티병은 100% 진짜 보기 싫어요.

자연환경의 훼손-생물체 파괴-3-25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수중 생물에 대한 부상

자연환경의 훼손-생물체 파괴-8-27 길을 내기 위해 산을 깎는데 사실 보기 흉하죠. 비행하다 불시착을 나

무에 하게 되면 나뭇가지를 자르기도 많이 하게 되요.

자연환경의 훼손-지도자의 문제-4-31 다이빙 중급자까지의 지도자가 환경에 대한 가르침 부족(백화현상을

제대로 모름)

자연환경의 훼손-인식의 문제-2-30 다른 형태의 오염에 비하면 우리 다이버들이 수중세계에 가하는 피해

는 아주 미미하지 않을까요? 피해의 대부분은 우발적인 것이고

자연환경의 훼손-인식의 문제-10-29 경관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선 길도 제대로 잘 나 있으면

좋겠고, 리프트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단 생각을 많이 하죠

〃

하략

〃

<부록 3> 모험 스포츠 참가자의 친환경적 행동 유형 및 내용

유형 내용

친환경의

의미

자연의 이해

삶의 터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환경이자 삶의 터전

상호작용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

공생공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생공존의 관계

친환경의 이해
자연스러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자연스러움

보존하는 것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호, 보존하는 것

모험 스포츠

와 자연환경

참여와 지속
매력성 ‘자연’이라는 환경에 대한 매력감

해방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일상으로부터의 해방감

자연환경의

훼손

환경오염 해당 활동에 의한 주변 환경의 오염

생물체 파괴 해당 활동에 의한 생물체에 피해 및 파괴

지도자의 문제 지도자의 자질과 교육의 부재

인식의 문제 이용자 위주로의 인식 문제

친환경적 행동

인식의 변화 보호와 보존으로의 인식 변화

관심의 변화 자연 그 자체를 보고, 느낌

실천으로의 노력
일상생활, 스포츠현장, 더 나아가 환경보호운동으로까지의

친환경을 위한 실천의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