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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1일 려닝대외를 통인 지역문와관광 연계 일진진략

1. 서론

최근 도시 생할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여유와 자연이 주는 힘은 도시생활에서의 스

트레스를 잊게 해준다 걷기 달리기 캠핑 동 아웃

도어 스포츠를 통해 마음과 육체적인 건강을 찾으

며 자연 속에서 /힐링’의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트레일 러닝이 붐을 일으키

고 있다 트레일 러닝σr 려1 runnin없이란 트레일

σrail) 과 러닝 (Running)의 합성어로 포장되지 않은

오솔길이나 산，오름l 들，초원지대 동을 달리는 아

웃도어 스포츠이며 러닝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대중

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었다

트레일 러닝은 자연과 합께 하는 운동이다 복잡

하고 사람들이 많은 도시 속이 아닌 지동차와 매

연이 가득한 시끄럽고 탁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맑은 공기와 니우들이 우거진 숲，끝이 보이지 않

을 만큼 시야가 확 트인 초원지대를 달리며 그 속

에서 많은 사람들과 도시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의삶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여행l 트레킹，동산，캠핑 퉁 이에 못지않게 새로

운 모험과 도전을 즐겨 찾는 사람들에게 트레일 러

닝은 또 하나의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트레일 러닝은 자연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된

다 지동차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니는 것이 아

니라 자연을 두딸로 직접 달리며 새로운 곳올 찾아

여행을 하고 자신의 한계에도 도전 õ"~는 것이다

2αm년 초반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트레일 러닝은 현재 일본과 홍콩 l

동 아시아에서도 많은 대회가 생기면서 트레일 러

닝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새로운 트레일 러닝대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머지

않아 트레일 러닝이 새로운 아웃도어 스포츠로 자

리 잡을 것이다‘

제주의 자연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호 동

재될 만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한

라산 오릉 l 바닷 7}，올레길 등의 코스는 세계 어느

대회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올 만큼 최고의 트레일

러닝코스를 자랑한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

행하는 트레일 러닝의 붐과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은 세계적인 트레일 러닝 대회를 개최하기에 최적

의 조건틀을갖추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홍보의 일환으로 개최되

고 있는 스포츠 이벤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를

하나의 문화관광 이벤트로 인식하고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히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대강순화， 김공， 201α 김애랑， 조우정/

2010; 박두용/설민신 2011; 박진기， 2013; 조우정 l

2011). 이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관광 휴양

의 성에서 스포츠의 성을 접목하는 새로운 이미지

를 창출하그깅}노력하고 있고，제주도가 곧 스포츠

메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특히 무공해

부가가치 산업인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사업올 유

치함으로써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21세기 제주의 주

요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양영

환，김덕진 2뼈)

제주발전연구원 (201킥에 따르연 2011년 한 해에

국제대회 317κ 국내대회 60개 총 91개의 스포츠대

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원이 141，292명이 방문한 것

으로 추산하고 있다.스포츠대회 개최로 인해 지역

내 생산증대효과는 약 1，636억원으로 집계되고 있

고 부7~.가치증대효과는 약 844억원 고용증대효과

는 1，96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이 스포츠。l벤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스포츠이벤트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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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연 조우정 (2006)
은 스포츠이벤트가 개최지역의 스포츠관광산업 진

흥을 통한 지역의 고용유발 및 생산 유치 l 지역민

의 소득 증대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 및 간접 자본

투자활성화， 지역발전 등의 효과를 유발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지선과 신학승 (2012)은 Nike 트레

일 런대회를 중심으로 체험형 스포츠이벤트와 브랜

드 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국제

스포츠이벤트와 문화관광 연계발전 방안(김진회，지

현잔 도재우.，2m2)，지방자치단체 개최 전국단위

스포츠이벤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박진기，

2013) 동 디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산업

의 성장，고용창출/관광지원 개발 동 경제적 가치

외에도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퉁 인간 삶의

질 차원에서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유지， 사회적

유대 관계 증진 동 무형의 이익까지 파생시킴과 동

시에 시장에 의한 스포츠 진흥의 저변확대라는 이

익까지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

다 특히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다른

분。벼 생산올 크게 유발 "5)'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

로 여겨지고 있대윤이중 동，1m)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붐을 일

으키고 있는 새로운 아웃도어 스포츠인 트레일 러

닝에 대한 소개와 세계 트레일 러닝의 현황/제주

와 트레일 러닝의 발전 방향 동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한다

11. 서l계의 트러|일러닝의 연왕

1 외국의 연왕

김되진 요뱅식

1) 유럽

유럽은 트레일 러닝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트레

일 러닝 시장이 활성화 되어 었다.알프스 산맥을

비롯한 최고의 트레일 코스와 도시를 벗어나면 어

디서든 한적하고 아름다운 시골 풍경들이 펼쳐지는

곳은 트레일 러닝의 코스로 손색이 없고 나이，성

별I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졸길 수 있는 트

레일 러닝은 다른 어떤 스포츠에도 뒤지지 않을 만

큼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

그림 1 올트라 트레일 몽블랑 νTMB-Ultra Trail Du
Mont-B1anc)대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프랑스의 울트라 트레

일 몽블랑 "(UTMB-Ultra Trail Du Mont-Bl 삐c) 대회
는 2때년 초반에 시작돼 현재 전 세계 7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7，αm여명이 참7념보 가장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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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례일 러닝대외를 통안 지역룬외관광 얻계 알진진릭

레이스로 자리 잡았다.이 대회는 코스가 4개로 나

누어져 있다 가장 많은 사람플이 참가하는 UI뼈

168krn는 총 고도 9，6따11를 오르게 된다 그 외

TD3 119krn(7，25Om)와 CCC 1ookm(5，95Om)가 있고

2-3인 팀으로 참가하는 대회인 rn 3OOkm(2，4OOr미

코스가있다

그림 2 알프스의트렌스 알파인런(GORE-π:x
TR예SALPINE-RUN)대회

UIMB 대회와 함께 유럽에서 유영한 대회는 알

프스 산맥을 횡단하는 트렌스 알파인 런(GORE-TEX
m따J5AU'INE-R 아이 대회가 있다 이 대회는 2인

1조 팀으로만 참가가 가능한 대회이다 세계 %국

에서 때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독일 냥부 알프

스 산맥에서 출발해 오스트리아，스위스를 거쳐 이

탈리아까지 달린다 코스는 8일 동안 니누어서 달

리는 스테이지 레이스로 30뻐n와 250krn가 있고

매년 장소가 바뀌연서 대회가 진행된다 참가자들

은 히루 평균 35-4뻐11를 달리고 매일 2αF
3，000m의 산올 달리면서 저녁때는 n않 체육관에서

모두 함께 숙박을 하며 파스타 파티，공연 등 많을

볼거리를 만들어 대회기간 즐거운 여행이 된다

2) 아메리카

미국은 유럽지역 다음으로 트레일 러닝 인구가

많은 곳이다 미국 내 트레일 러닝 인구만도 600만
명이 넙고 수백 개의 크고 작은 트레일 러닝 대회

가 열린다.트레일 러닝은 동네 한 바퀴를 달리는

가벼운 러닝부터 익스트렴한 환경에서 탈리는 어드

벤쳐 레이스 까지 다oJo하다
미국에서 열리는 울트라 트레일 레이스 중에 가

장 유명한 대회는 미국 서부 켈리포니아에서 열리

는 대회로 'The Westem 5ta!es Endurance 100
Mile Run' 이다 1974년에 시작된 이 대회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 된 울트라 트레일 레이스이면서

가장 힘든 대회로 유명하다

그 외에도 북미의 캐나다와 남미의 칠레/브라

질 동에서도 많은 대회가 열리고 있고 특히 남미

에서는 안데스 산맥에서 많은 트레일 러닝 대회틀

이 열리고 있다.또한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마라

톤과 브라질의 정글마라톤이 유명한데 이 대회는

20뻐11-300krn의 거리를 정글이나 사막 동을 탈리

는 t극한의’레이스이기 때문에 ’익스트림’한도전

올 즐기는 사랑들에게 브라질의 정글마라톤이나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마라톤은 가장 많이 찾는 대

회이다

3) 아프리카

아프리차 지역에서는 매년 많은 사막 마라톤 대

회가 열리고 있다.오로코 사하라 사막 마라톤，이

집트의 사하라 사막 마라톤，나미비아 사막마라톤/

칼라하리 사막 마라톤 동아 있으며 그 외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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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아프리카의 산，정글 동 오

지에서도 새로운 대회들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으

며 대부분의 대회들은 유럽이나 미국회사에서 대회

를 만들어 진행된다

그림 3 이집트의 사하라 시막 마라톤 대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유명한 대회는 내년이

연 30년째 되는 모로코 사하라 사막 마라톤이다.

이 대회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1，200명이 넘는 선

수가 참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사막마

라톤 대회이다， 창가비가 뼈만원 7t까이 되지만

매니아들은 이 대회를 위해 1년 전부터 준비하고

매해 참가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4) 아시아
아시아에서 트레일 러닝이 가장 활성화 된 곳은

일본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마라톤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 트레일 러닝의 인기 또한 이에 못지 않

- 35

김되진 요뺑식-
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울트라 트레일 마운틴 후지

(UIMF) 대회를 후지산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다.이

대회는 프랑스의 울트라 트레일 몽블램UIMB) 대회
의 성공을 바탕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트레일

러닝 시장을 고려해 만든 대회이다 대회 2년째인
지난해에는 1，α)J명이 넘는 선수가 참여했다

그 외 중국1 홍콩/싱가포르，타이완，필리E 동

아시야에서도 새로운 트레일 러닝 대회가 많이 생

기연서 전 세계적으로 트레일 러닝의 붕은 이어지

고있다

그림 4. 일본의 울트라 트레일마운틴 후지 대회

시진출처: http://VMW.ultralrailmtfuji ∞찌

2. 묵내의 연왕

국내에서는 200J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산악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으나 대회 운영 미숙

과 마케팅 부족 퉁으로 인해 사라져 버린 대회도

있고 큰 대회로 성장시키지 못했다 현재 각 지역에

서 산악마라톤과 트레일 러닝 대회들이 소수 열리

고 있고 최근에는 서울에서 아웃도어 브랜드인 데

상트에서 트레일러닝 대회를 열었으며 부산 b멈C에
서 주최하는 갈뱃길 트레일러닝 대회도 있다

제주에서는 2011년부터 시작된 ’제주국제트레일

러닝대회’가 있다.올해로 4회째로 진행 되고 있는

이 대회는 2011년 400명，2012년 세계 117H국 700
명，그리고 2013년에는 세계 23개국 Lαm 명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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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웃도어 활동의 증가는 트레일 러닝과

표 1 각 대륙별 유명 울트라 트레일 러닝 현황
(위키액과잠조)

로마라톤 인구의 증가는 미세한 반면 트레일 러닝

과 어드벤처 레이스에 참가하는 사랑의 수가 크게

증가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Ke미erO 때lenge샌wZæ 때비에<I11

.Kol<odaO1:ùIenge Raæ 였<I11

대 회 영

.Fi약1 River can뻐 lJItra Mrratlrr뼈Til:ia)
-때따.lri Augrabies당며æ Mrratlro 250lαn
-엄피'6UIa lJItra Fun Run !lJkm
Rlrà5 T，때1 Run
.T때-.Jaf'Ul씨p; Ra:e 4녕이-(sin::E:Jl외
.T，있wHt 잊gawa cup Jaf'Ul ιbm!ain
Fn:IUraræ Ra:e π없빼-æ 190제
.1JItra-TIäil !vb.ml 뻐l 띠m머16뻐뼈-æ
:lJ11)
Trnil Run퍼u(kor없~1ookrr(돼-æ :lJ11)
-G-arde TIäil않13d'Ar 뽕:45 kilm뾰g
(2B ni)
M1d<최m비and lJItra T，때111하αn
Tlâl'6VU때찌a 없<I11
.1JI따TIäil d 니 Mlll.BIan: 1E6km
.1JItra T때l 닮13 da Freita: 65 KìlorrelITs
(때찌
.1JItra TIäil Geira Rmaru: 53 Kìlaætns
β2 ni)
.1JItra Tnlil ArTigæ da ~h 뼈찌13:62
Kìlor뼈 "'(39 떼
.T!3I'6 찌마-，.，.run :lJJkrr(8 5땅)
fudwater lJItramrratlro 217km
.furr 100 M1e Fn:IUraræ Run 100미1es
(111lkm)
.r늄d따‘뻐Jrdred M1e En.i띠an::e Run
111lkm
.Le삶에1e T，때1 1뻐<I11
M뱅1m !Ion-.ter l7lkm
샤eslm1 51ates Fn:IUraræ Run 1떼<I11

。}시아
(짜버)

유럽
(Eur야>e)

오세
아니아
(αeania)

아프리카
(A&ica)

아메리차
(Anmca)

3. 세계 트러|일러님의 연왕 및 따급 표과

그링 5 제주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아웃도어 참가자 현황

을 보면 1억 4천만 명이 념는 사람들이 아웃도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인구 3억의 3
분의 1수준으로 3영 중 1명은 이웃도어 활동에 참

여한다고볼수였다

그리고 2013년 러닝 USA 자료를 보면 달리기에

참여하는 인구가 5，뼈만 명이 넘고 트레일 러닝에

참여하는 인구도 5'30만 명이 넘으며 조금 더 익스

트립한 어드벤쳐 레이스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160

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이 사항은 도

선수가 참가할 정도로 참가자 수도 늘고 있다 제주

트레일 러닝이 다른 대회와 다른 점은 한라산 l 오

릎 목장，올레강 해안도로 모래해변 동 제주의 자

연을 전부 체험할 수 있도록 코스가 기획되어서 다

른 대회와는 차별화를 두었다 창7~:지플은 기존 도

로마라톤에 참가힐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재주 자연

의 아릉다움과 자연 속에서 달리며 느꼈던 ’자연의

힘’을가장 큰 매력으로 평가했다 10km 와 l00km

코스가 았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외국인

들이 참여하는대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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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되진�요뺑석

표 2. 2012년 미국의 러닝 참가자 현황 SOJRCE: 2013 SRA Sports & Rtness Participation T，φlire Report

Run/Jog at least 011'"

Run/Jog 50+ days/yr
Run on Trails al least once
P따tidpated 1+ tiIre;
Parti디pated 1 time
Partidpated 2+ tiIre;
Run/Jog 6+ days/yr
Run/Jog 110+ days/yr
Run/Jog 25-1æ days/yr
Run/Jog 6-24 days/yr

얀IA TotaI R띠mers
얀IA ccre P，값6。뻐nts
앞IA Tola! Trai] Runners
얀IA Tot외 Adventure Racing
SFIA Casu허 Adνenture Racing
앞IA Core Adventure Racing
N'GA (1)씨I Rurπler5
N'GA (1) Frequ히t R미nners
N'GA (1)αg히m허 Runners
NSGA (1) Wrequent Runners
‘출처 h뻗Ilwww.runnin 웰sa.org

u.s. RWU1ing않rtidpation Numbers 2012
TotaI Parti。뼈nts
51펴o，cro (+28%)
29，478αXJ (+29%)
5，805αXJ (+8.1%)
1，618αXJ (3l6%)
672αXJ (99.8%)
945αXJ (9.2%)
4O，æl ，αXJ (+3.5%)
(+0.6%)
18，569，αXJ (+3.0%)
12，231，cro (+6.5%)

모험 레이스 참가자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

웃도어 브랜드에서도 매해 새로운 대회틀을 만들

어 내고 있다 현재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

스와 살로몬 풍에서 트레일 러닝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 참가자와 대회 수를 헤아렬 수 없을 안큼 미

국과 유럽에는 많은 대회들이 있으며 그 만큼 트

레일 러닝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걷기 퉁산，캠핑 동 아웃도어 열용이

불면서 。}웃도어시장의 성장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아시아 투데이 (20121205) 에 따르면 국내 아

웃도어 시장규모를 5조 8천억원으로 예상했다 5조

원의 시장은 인구가 8，000만 명을 넘는 독일과 프

랑스 보다 크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11조원)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매

출 현황을 보면 노스패이스 7，000억원 코오홍 스포

츠 6천 800억원 K26 천 500억원 블랙야크 6천300

억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국내에서는 동산과 트

레킹을 즐기는 중 •장년층에서 큰 매출을 가져왔으

며 아웃도어 의류를 패션으로 여기는 젊은 층에서

도 아웃도어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아웃

도어 업체의 광고를 보더라도 아이돌 스타 퉁 젊은

층이 호감이 가는 모델을 사용히는 것을 보면 아웃

도어 회사에서 젊은 층을 져냥한 마케팅이 적극적

이라는 것을볼수 있다

트레일 러닝이 도로 마라톤 보다 더 인기 있는

스포츠로 변화하는 과정틀을 보면 국내는 마라톤

인구와 풍산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적인 규모의 트레일 러닝대회가 만들어진다면 중

•장년충만이 아니라 20-30대의 젊은이틀을 포항

해 많은 러너들이 트레일 러닝 시장으로 다가 올

것으로 기대되며 트레일 러닝은 국내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을 이어갈 새로운 아웃도어 스포츠임

에 틀립이 없다

트레일 러닝 인구의 증가는 아웃도어 제품의 매

출 증가뿐만이 아니라 대회에 참여하는 관광객 수

의 증가와 더불어 지역 경제의 활성에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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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제주지역의 트레일 려닝대외의

발전방앙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산-들-바람의천혜의 자

연환경과 기후/그리고 호텔 펜션 동의 숙박시설과

공항에서 %분 이내의 경기장 시설 동과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스포츠관광에 대한 장재력은 매우

클 것으혹 예상된대양영환 김덕신 2005) 이러한 인

프라는 선수단은 물론 학부모와 동호인 퉁과 같은

스포츠관광객에게 최적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

접올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해 관광 비수기의 타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은 물론 스포츠 따라다이스 제주의

이미지 제고와 효자 소득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는 것무로 병가되고 있다(윤상택，김진향 2011)
제주에는 올레길 열풍으로 인해 기존의 관광 명

소를 찾는 여행객 못지않게 제주의 자연을 직접 걷

고 체험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이것은 여행

패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관광버스

를 타고 정해진 곳을 찾아 기념사진올 찍고 끝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육체적A로 조금 더 힘들더라

도 제주의 자연을 직접 걸으며 더 깊이 제주의 속

살을 체험하고 내 자신과의 한계에도 도전하며 새

로운 t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되는 것이다 이러

한 여행 패턴의 변화는 세계적으로 배낭여행의 증

가와 아웃도어 스포츠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볼수있다

제주에는 올레길 뿐만이 아니라 오름과 목장 퉁

트레일 러닝의 장소로는 최적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제주에는 2뼈년대 중반 제주소방서에서 주

최히는 오릅 마라톤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오

름 트레킹 동호회와 해양 스포츠 둥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지만 아직 스포츠 행사로서 상

품화 되지는 못했다 2CXXl년대 초반에 붕을 일으키

며 마라톤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현재는 잠

시 주춤한 상태이고 울트라 마라톤이나 철인3종경
기 대회에 참가하는 인구도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

른 것으로보고있다

사랑들은 어느 하나에 익숙해질 때 쯤 조금 더

새로운 것틀을 꿈꾸고 추구한다.트레일 러닝은 기

존의 트레킹 참여자 마라동，철인3종경기 참가지들

을 모두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아웃도어 스포츠

이다.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트레일 러닝 인구와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이 증명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주 트레일 러녕 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서

귀포시 풍의 후원을 받고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대회 홍보와 운영에서 부족

한 부분들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후원과 아웃도어 브랜드 대기업 등과 스

포츠 마케팅올 통한 스폰서십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이 대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다

고평가된다

그리고 알프스 산맥에서 열리는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 대회를 보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대회를 더욱 성공적으로 만들어 냈다 대회가 열리

는 마을 또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

져야만 원활히 대회를 운영할 수 있고 대회의 발전

은 지역사회의 홍보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회로 만들어 간다면 대회는 단

지 스포츠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역 축제로

발전하면서 더욱 성공적으로 대회를 운영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 해 대회가 열린 프랑스 남

부의 샤모니 지방은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마을 전

체가 축제분위기로 바뀌었고 전 세계 깨여개국

7，αm여명의 선수와 가족 친구들이 함께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매스컴에서 대회를 취재해 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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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스포츠에서 레이스 전체를 방송하기도 했다

또한 기존의 도로 마라톤처렁 정해진 곳만 달리

지 말고 매해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 참가자틀에게

새로웅을 느끼게 만들고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트

레일 러닝 창7~Ä~를 늘리고 외국의 성공적인 대회

를 참고로 일본/중국 l 홍콩 동 아시아에 홍보를 늘

려 가연 제주에서도 세계 어느 대회와 비교해도 뒤

지지 않을 성공적인 대회가 만들어 진다고 기대해

볼 수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내용을 바

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트레일러닝

대회의 발전 전략에 대해 요약해보고자 한다.

1. 트레일러닝대외 흉보 전략 구축

인터넷/모바일 풍의 보급으로 정보화 시대에 있

으면서도 아직까지 트레일러닝대회에 대한 전문적

인 정보를 얻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페스티벌이나 이벤트 수

와 규모는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정보매체

를 통해 고품격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반올 구축하는 것은 매

우중요하다-

따라서 언론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

라 개별 웹사이트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

해지고 있는 관광설명회/홍보책자와 안내지도 등

과 연계하여 트레일러닝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

하여 스포츠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스포

츠 관광 상품에 대한 볼거리를 최신 정보로 신속하

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시대에 부응하는 유

용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양영환，김덕진

2αl잉，아울러 러닝 컨퍼런스 및 미디어데이 행사

동을 활용하여 트레일러닝의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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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러|일려닝 대외의 축제와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스포츠대회는 각종 경

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다.일례로 제주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레

저스포츠대축제의 경우 주로 윈드서핑，철인3종l 낚

시 동 해당 종목의 동호인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을

뿐 일반인들이 참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트레일러닝 대회는 경기뿐만 아니라 레

저스포츠 행λh 이벤트 •공연행λh 여가레크리에이

션 동의 체험행새 향토음식점과 소규모 박랑회와

같은 벅거리，살거리，즐길거리 둥을 제공하는 축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트레일러닝 대회

와 차별화시켜 지속적 참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저|류영 대외로의 전왼을 흉애 지역경제

월성와

스포츠이벤트는 여러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

다 할 수 있다.트레일러녕대회의 경우 해당지역의

농수축산물，수자원 생활용품 동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산엽으로의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트레

일러닝대회가 초창기로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대회는 경기위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여

자는 그 날의 경기가 종료되면 떠나는 단기 체류자라

할 있다 따라서 경기가 종료되어도 볼거리와 즐길거

리를 제공히여 체류형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틀연 경기가 행해지는 오름 둥지에서 캠핑

장소를 제공하고 레크리에이션 활동 I 고사리쩍기

동의 다양한 채험활동 동올 제공함으로써 참여자틀

을 체류형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를 통해 해당지역의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



트러1일 려닝대외를 통안 지역문입핀굉 언겨1 일진진럭

으며，트레일러녕대회라는 이벤트를 통해 지역 이

미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올 뿐만 아니라 해당지

역의 오를 등 자연환경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4. 트레일러닝대외의 엉재정적 지원잭 마련

제주국제트레일러닝대회는 지역적 특성올 고려

한 의미있는 스포츠 이벤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트레일러닝대회의 초기 단계로 지역주민과 지

자체의 관심과 지지가 미홉한 실정이다.

따라서 트레일러닝대회가 제주 고유의 전통 있

는 대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행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상다수，

아웃도어 업체와의 스폰서십 체결 퉁이 필요하다

5 스포츠이벤트 전문인력 %엉

제주국제트레일러닝 대회와 같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이벤트를 발굴하고 성공적으

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특히，대학교 교육과정에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

았던 스포츠이벤트 기획l 스포츠관광，스포츠이벤트

디자인 동과 같은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스포츠와 관광 관련학과의 연계교육은

물론 융복합 교과를 개설할 필요가 었으며/스포츠

산업 업체와의 산학협동을 퉁한 산학맞춤형 교과/

우수인력에 대한 해외 연수 및 현장중심형 교육프

로그램 개발이 적극 요구되는 바이다

IV. 걸론 및 시사접

고도의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민들이 각종 스트

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혹 도시민틀은 갈

수록 산업형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건강에 대한 악

영향을 미치게 휩으로써 싱신을 단련하여 건강올

유지하는 방안으료 활동적이며 흥미가 있는 레저스

포츠 관광에 대한 용구가 중대되고 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웰빙 관광과 접목되어

특화되고 있다{김종은，고종화， 2006) 가장 대표적

인 사례가 올레길 트레킹이라고 말 할 수 있다.제

주 올레길은 여행과 심신단련/ 레저 활동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웰빙과힐링관광/이

라할수있다

제주 올레길의 성공은 단순히 제주의 야릉다웅

때문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트레킹과 아웃도어 열풍

이 불연서 제주 올레길도 한국을 대표 Õ")는 트레킹

코스로 말 돋음 했다고 볼 수 있다.최근 우리나라

는 레저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전환펌혹로써 선진국형 스포츠 참여유형을

띠어가고 있다{윤상택，김진연 2011) 그리고 새로

운 각종 레저스포츠 뿐만이 아니라 캠핑/트레킹

등 이웃도어 시장은 매해 성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아

웃도어 스포츠인 트레일 러녕 대회를 제주도를 대

표하는 스포츠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간다면 아름

다운 제주의 자연과 스포츠 행사가 잘 어우러지는

올레길에 이은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성공힐 것

으로 기대해본다

제주도는 2뼈년 초반부터 제주를 /스포츠의 매

카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기

존의 도로에서 달리는 마라톤과 철인 3종경기/울
트라 마라톤 대회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제주의 골프 산업도 이제는 하향세를 기

록하고 있다 이에 제주에서도 변화하는 세계의 흐

름에 맞춰 새로운 스포츠 상품이 필요한 시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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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기존의 도로 마라톤을 대표하는 미국의 보스

통/뉴용 마라톤，유럽의 베를란 런던 마라톤처럽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웅과 지역적인 특색

을 살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일 러닝 대회인

프랑스의 올트라 트레일 용을링-(UTMB) 못지않은

권위 있는 대회를 제주에서 만들어 아시아를 대표

할 수 있는 트레일 러닝대회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한 학계의 관심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트레일 러닝

의 관심도를 높여가는 것도 국내에서 트레일 러닝

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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