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포럼 I 신해양시대 충남 해양수산 발전전략

주5일근무와 웰빙시대의 어촌관광 진흥전략

정준 丨 농촌체험휴양협회 회장

충청남도 서해안의 어촌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 백의 민족의 심볼인 학은 예부터 무병장수와 입

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웰 신양명과 선비의 깨끗한 정 신세 계를 의 미하는 대단

빙 (Well-being) 문화를 접 목시 키지 않으면 안된다.

웰빙'이란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심신의 건

히 격조 높은 조류이다.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서해의 임진강하구와

강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로서, 남녀 

노소나 계층간의 구분없 이 누구나 공감하는 생활철 

천수만을 거쳐 남해의 순천만에서 율동하는 학은 

옛 선비들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던 새이다. 선비

학이다. 들은 학의 문화를 생활속에서 즐기기 위해 '학춤을

그러므로 도시의 웰 빙족들을 충남 서 해안의 어촌 창안해서 오랫동안 추었다. 옛 선비들이 즐겨추었

관광지로 유입시 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가 필요 

하다.

첫째는 웰빙의 핵심인 '심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프로그램 을 준비해야 한다. 

던 학춤은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건강 

이 란 측면에 서도 대단히 우수한 심 신 수련법 이다.

지 금 전국적 인 웰 빙 붐을 타고 곳곳에 명 상원, 요 

가학원, 기공 수련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복잡한 도시 생활 때문에 심신에 누적된 그런데 우리의 학춤 이야말로 명상법 •단전호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서해안의 아름다운 해안과 섬 흡 •유산소 운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통합적인

에서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 한국형 건강수련법 인 것이다.

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적극 추천하는 것

은바로 학춤 건강법'이다. 둘째는 자가용을 소유한 자가 운전자들을 어 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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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 주유고객으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촌을 찾아온 자가 운전자들은 어촌

1970년대 중반 마이카 붐이 일 어난 이후 2005년 체험이나 문화현장이나 역사유적지 답사를 하려는

상반기 현재 전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이 미 1천5

백만 대를 넘 었다. 특히 금년부터는 주5일 근무가 

욕구가 높아서 민박, 빈집구입, 민간투자 등의 도시 

와 어촌간의 문화교류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것

확산되면서 이미 금요일 오후가 되면 전국의 주요 이다.

관광지로 빠져나가는 자가용의 물결로 고속도로가 이 렇게 되면 웰빙시대의 충남 서해안의 어촌관광

정체되기 일쑤이다. 활성화는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될

그러므로 제대로 홍보만 하면 손쉽게 찾아올 수 수 있을 것이다.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의 자가운전자들을 위한 타켓

마케팅 전략의 수첩이 절실하다. 이미 2003년에는

'동해안으로 떠나는 자동차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

행되었고, 금년에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경상남 

도와 전라남도가 후원하는 '남해안으로 떠 나는 자동

차 축刑가 지난 6월 현충일 연휴기간（6월4일〜6월

6일）중에 전국적 인 규모로 개최되 었다.

이 제는 서 해안에서 이 러한 자동차 축제가 개최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 난 3년동안의 자동차 축제를 통해 도출된 결론

은 어촌을 찾아오는 자가운전자들은 주로 30〜40

대 의 가장들이며 가족단위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또 어 촌을 찾아온 자가운전자들은 관광버 스를 타

고 온 단체 관광객들에 비 해 농수산물을 직 접 구매

하는 비율이 높아서 농수산물 직거래가 활발히 일

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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