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영토 대장정을 다녀와서

조 한 길

예년 같으면 더위가 한참은 물러갔을 8월 22일 아침,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해양영토 대장정에 참가하기 위해 여의도에 있는 서울마리나클럽을 찾았다. 

대학생들과 똑같이 “우리는 한배를 탔다”라는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와 반바지로 

갈아입고 남녀 대학생 86명과 함께 한국해양재단에서 주관하는 발대식에 참가 후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곧바로 인천 갑문 견학에 나섰다.

이번 대장정에 참가하는 대학생은 전국의 30여 개 대학교에서 선발되었는데, 남자 

4 대 여자 5의 비율로 여학생들이 조금 많았다. 참가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서 경쟁률도 

3 대 1 정도로 비교적 높았다 한다. 

차세대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해양주권 의식과 바다로의 도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7박 8일간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확장 및 보존을 위한 역사적인 유적지 및 해양과 

관련된 현재의 시설들을 돌아보고 또 체험을 하면서 저녁에는 전문가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일정으로, 지리적으로는 인천에서 시작하여 북서쪽의 백령도를 돌아보고, 

서해안을 따라 김제 벽골제를 거쳐 진도 울돌목에서 이순신 제독의 명량대첩지를 

견학하고, 남해안으로 들어가 완도의 청해진, 여수 세계해양박람회 기념관과, 통영의 

한산도 제승당 그리고 진해와 부산의 해양 관련 시설을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부산 

해양수산개발원 대강당에서 해단식을 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체험 학습으로는 대부도 해솔길, 변산마실길 및 부산 갈맷길 등 3곳의 해안누리길 

트레킹이 있었으며, 변산 모항갯벌에서 조개 캐기 및 해양운동회 등 갯벌체험을 하고, 

여수해양엑스포 공원에서는 카약을 직접타보는 체험활동을 하였다. 해군함정 견학은 

사전 협조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해경 1503호함과 2013년 새로이 건설된 

해양경비안전서 교육원을 여기저기 돌아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주간에는 견학 및 체험활동을 하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한 두시간씩 전문가 강의를 

들었으며, 그리고 각 조별 활동을 한 이후에 5~6인실에서 23시 이후에 취침하고, 

아침 점호도 단체로 하여서 매우 고단한 단체생활로 진행되었다. 짧은 기간이나마 

단체 조직생활을 통하여 협동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여름방학 기간 중 시간을 내어 참가한 남녀 대학생들은 이러한 서북도서 방문과 

해양관련 시설 및 유적지 탐방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였지만 해양영토의 중요성, 바다는 넓고 바다관련 일들이 많아서 우리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는 것을 깨달음은 물론, 국가와 해양에 대하여 진취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더불어 이번 해양영토 대장정이 대학생들에게 국가안보의식 강화 및 해양사상 

고취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내년에도 이러한 해양관련 견학 및 

체험활동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