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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수 배경 및 목적
ㅇ 연수 배경
-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 제2차 시범사업 최종 인증기관 담당자에 대해 인센티브
일환으로 해외 선진체육시설 견학 기회 제공
- 해외 선진체육시설의 운용 실태 조사(안전관리 업무 등)를 통한 국내 체육시설 안전
관리 개선방안 모색 및 활용도 제고
- 인증기관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한 인증 체육시설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 기대
ㅇ 연수 목적
- 해외 선진체육시설 견학 기회 제공으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모색 및 활
용도 제고

Ⅱ. 연수 개요
ㅇ 연수기간 : 2019. 12. 7(토) ~ 12. 14(토) [6박8일]
ㅇ 연수장소 : 호주 (시드니, 캔버라, 멜버른)
ㅇ 연수인원 : 12명 + 1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도시공사(광명), 시설관리공단(달성군, 영등포구, 청주), 개발공
사(강원도),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체육회(광주광역시), 국민체육센터(기장군, 양산시), 도
시관리공단(성북구) 및 한국표준협회 인솔자 1명
ㅇ 연수방법 : 3가지 방식으로 현지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 포인트 도출
- Policy Research Meeting (정책 연구 회의)
- Special Lecture (현지기관 담당자 특강)
- Technology Visit (기술적용사례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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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추진사항
1. 연수 대상자 정보

No

기관명

성명

직책

1

국민체육진흥공단

김**

팀장

2

국민체육진흥공단

김**

과장

3

광명도시공사

이**

팀장

4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김**

대리

5

강원도 개발공사 올림픽시설팀

이**

주임

6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정**

팀장

7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

최원지

과장

8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김**

사원

9

기장군 국민체육센터

김**

대리

10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안전시설팀

권**

팀장

11

양산시 국민체육센터

이**

차장

12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

정**

과장

한국표준협회

엄**

연구원

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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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 프로그램
호주 체육시설 벤치마킹 연수 - 일정표
일자

지

제1일

인 천

역

교통편 시 간
OZ601

주

요

일

정

식사

20:00

인천 출발 ( 비행시간 : 9시간 30분 )

08:20

시드니 도착하여 트랜스퍼 가이드 미팅 후 국내선 수속

조:기내식

* 트랜스퍼 가이드

중:현지식

11:30

시드니 출발

석:한 식

13:05

멜버른 도착하여 가이드 미팅

12/07
(토)
제2일

시 드 니

12/08
(일)

멜 버 른

QF429

* 미팅 피켓명 : “ 국민체육진흥공단 ”
* 멜버른 가이드 : 정혜승 가이드님 ( +61 (0)481 593 805 )
14:00

늦은 점심식사

16:00

▶ 멜버른 지역사회 체육시설 방문

18:00

저녁식사
호텔 체크인 및 휴식
HOTEL : BATMAN’S COLLINS - 7트윈
주소 : 623 Collins St, Melbourne VIC 3000, 호주
전화번호 : +61 3 9614 6344

제3일

멜 버 른 전용차량 08:00

호텔조식 후

조:호텔식

12/09

09:30

▶ SPORT AND RECREATION VICTORIA OFFICE 방문

중:현지식

(월)

12:00

점심식사

석:한 식

14:00

▶ MELBOURNE AND OLYMPIC PARK 방문
▶ MELBOURNE SPORTS & AQUATIC CENTER 시설견학

18:00
19:30

저녁식사
호텔체크인 및 휴식
HOTEL : BATMAN’S HILL COLLINS - 7트윈 확약

제4일

맬 버 른

12/10
(화)

QF816
캔 버 라

07:00

호텔조식 후

조:호텔식

08:00

공항으로 이동

중:현지식

10:15

멜버른 출발

석:현지식

11:20

캔버라 도착하여 가이드 미팅
* 캔버라&시드니 가이드 : 고영민 부장님 ( +61 (0)410 603

13:00 100 )
14:30

점심식사

18:00

▶ AIS ( AUSTRALIAN INSTITUTE OF SPORT ) 방문

19:30

저녁식사
호텔체크인 및 휴식
HOTEL : IBIS STYLES CANBERRA- 7트윈
주소 : 203 Goyder St, Narrabundah ACT 2604, 호주
전화번호 : +61 2 6295 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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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5일

지

역

교통편

캔 버 라

시 간

주

요

일

정

식사

09:00

호텔조식

조:호텔식

12/11

10:00

▶ 캔버라 체육시설 방문

중:현지식

(수)

13:00

중식 후

석:한 식

시드니로 이동 ( 약 4시간 소요 )
시 드 니

17:00

석식

18:30

호텔체크인 및 호텔투숙
HOTEL : IBIS SYDNEY OLYMPIC PARK - 7트윈 확약
주소 : 11 Olympic Blvd, Sydney Olympic Park NSW 2127,
호주

제6일

전화번호 : +61 2 8762 1100
호텔 조식 후

시 드 니

12/12

09:00

(목)

10:00 )
13:00

조:호텔식

▶ SYDNEY ACQUIRE CENTER ( SYDNEY OLYMPIC PARK 내 중:현지식
(뷔페식)
▶ ANZ STADIUM 방문 ( 올림픽 스태디엄 ) – 외국인 가이 석:한 식
드투어

18:30

점심식사 ( 뷔페식 )
시드니 로 귀환 하여
석식 후 호텔체크인 및 호텔투숙
HOTEL : IBIS SYDNEY OLYMPIC PARK - 7트윈 확약

제7일1

시 드 니

09:00

호텔조식 후

조:호텔식

12/13

10:30

▶ SYDNEY 스포츠 레저 시설 견학

중:한 식

(금)

13:00

중식

석:현지식

15:00

연수 마무리 미팅

17:30

석식

18:30

호텔로 이동하여 휴식
HOTEL : IBIS SYDNEY OLYMPIC PARK- 7트윈 확약

제8일

시 드 니

12/14

인 천

OZ602

10:20

시드니 출발

19:00

인천 도착

조:호텔식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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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준비사항

ㅇ 사전설명회
- 날

짜 : 2019. 12. 03.(화) / 참여인원 스케쥴 확인 후 재조정

- 장

소 : 한국표준협회 역삼본부 회의실

- 프로그램
➀ 해외연수 개요 배경 설명
➁ 방문기관, 방문시설 설명
➂ 사전 인터뷰로 취합된 안건 사항 및 요구사항 의견교환
④ 연수 수첩 및 사전 준비물 배포
⑤ 안전교육

<간담회 – 안전교육>

＜간담회 - 개요 및 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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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문도시 체육 정책
1. 호주 행정 체계
1) 정부형태
- 호주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구성
- 연방정부는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위치해 있고 형식적인 수장은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이나 3년마다 선출되는 수상에 의하여 실질적 연방 정부 업무
수행
- 연방정부는 외교, 교육, 국방, 무역, 이민, 보건, 복지에 관한 사무를 총괄
- 주정부는 치안, 소방, 환경, 철도, 학교,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할 하며, 뉴
사우스웨일즈 주를 비롯하여 6개의 주정부가 있으며, 2개의 자치구가 있음
- 지방정부는 지역 내 시설물 관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사무를 맡고 있으며, 주정부 산하에 145개의 지방정부가 있고 뉴사우스웨일즈
주(NSW)에 94개, 그 중 50개가 시드니에 있음

- 9 -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제2차 시범사업 해외연수 결과보고

2) 연방정부 / 주정부 / 지방정부 소관정책 비교
- 분야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이루고 있음.
연방정부는 정책 방향설정과 재정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주정부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는 재정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정부는 주민행정 사업과
서비스의 실질적 전달주체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정책분야별 행정단위 역할>
구분
보건

교육

연방정부

주정부

주정부 보건지원보조,

병원, 공중보건,

국가적인 캠페인,

지역사회보건, 구강보건,

사립의료보험 보조

켐페인(청소년 자살 등)

주정부 교육지원보조

학교, 전문대학과 여타

대학재정지원, 연구

교육기관

국가적 캠페인,
가족과
지역사회

사회보장

재가노인방문 서비스,
장단기쉼터제공, 비정
부기구 직접적인 재정지원,

노인

여성

위한 서비스

할인혜택

법제정(성차별 금지법 등),
가정폭력 캠페인 (PADV)

교육

위한 서비스

퇴직군인연금
양로원에 대한 규제와

범부처간 정책,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어린이보호와 청소년을

통해 위급시 도움,

지원
비정부 단체 재정지원,

각종 프로젝트지원,

노인과 어린이를

노인, 장애연금,

지역단체 노인 복지서비스

어린이 보건소, 위생

탁아서비스, 위기 시 쉼터,

지역사회서비스 부서를

비정부기구 Peak 단체지원,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역사회서비스,

탁아사업지원
실업, Centerlink, 가족수당,

재정지 원, 국민연금정책,

지방정부

할인, 면담, 정보제공

경로증, 노인복지상태평가,

가 정 방 문 프 로

후견인지원, 대중교통

그 램 (HACC),

경로우대, 비정부단체 지원,

식사배달, 면담, 여가,

주택지원(호 스텔 등)

편의시설, 주택

정보, 재정지원, 여성건강을

면담, 정보제공,

위한 서비스 지원, 다문화

그룹별 재정지원,

다언어 지원

여가선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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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의 체육정책
1) 정책 방향성
ㅇ 1972년 관광여가부를 신설하고, 1981년 호주체육원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체육
정책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1989년 호주 체육원을 포함한 관련기관을 흡수 통
합하여 호주체육위원회가 국가 체육정책 집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함
ㅇ 연방 차원에서 스포츠 정책과 비전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부와 호부 스포츠 위원회는 엘리트 스포츠의 성공과 국민들의

호주 정

스포츠 참여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강조하여 왔음
ㅇ 최근에는 국가적 보건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스포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
고 있음
<호주 스포츠 위원회가 국가적 스포츠 정책과 비전 수립에 있어 고려하고 있는 사항>
-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의 성과, 특히 호주 국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에서의 성공
- 지역사회에서 스포츠와 여가 참여율 증진
- 지역 클럽 및 국가적 스포츠 경기의 활성화
- 국민의 건강과 체력의 질 향상
- 페어플레이의 강조
- 사회통합과 조화에 기여하는 스포츠의 기능 강화
- 스포츠에서의 약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2) 정책 추진 조직 및 시설 정책
ㅇ 연방정부는 문화·유산·스포츠·스포츠레크리에이션부에서 체육정책을 담당 하고 체
육행정 위임기구인 호주스포츠위원회를 통해 정책결정 및 집행
ㅇ 호주스포츠위원회는 호주체육원(Australian Institutes of Sport)을 통해

시설,

재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체육정책을 실행
ㅇ 주정부는 스포츠·레크레이션부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정책을

집행하

고 있으며 각주의 체육원에서 체육의 진흥과 발전을 추진
ㅇ 국가단위의 스포츠조직으로 100개의 경기연맹단체가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으
며 이들은 회원들의 회비와 호주체육회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운영

되고 있음

ㅇ 호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연간 약 2조의 재원이 스포츠에 사용되었고 연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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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10%, 주정부다 40%, 지방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대부분의 스포츠 시설관리 및 유지를 담당하고
있음
ㅇ 체육시설의 조성의 주요 주체는 지방정부 소관 업무이며, 올림픽시설과 같이 국
가적 주요시설의 경우 조성 및 유지보수를 위해 일부 재원이 지원됨
ㅇ 주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 체육시설이 시설을 이용하는 스포츠클럽, 학교체육, 지
역사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
ㅇ 2004년부터는 학교체육과 스포츠클럽을 연계 운영하고 있는데 호주 교육 당국
은 주당 3시간을 체육시간으로 운영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선 학
교에서는 일주일이 아닌 하루에 3시간까지도 체육활동을 실시
ㅇ 학교스포츠클럽은 교내의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이용하지만 교내 충당이 어려운
수영, 암벽 등반, 볼링 등 다양한 종목을 레크리에이셔널스포츠(Recreational
Sports) 시간을 통해 학교 밖의 지역 공공체육시설을 이용
ㅇ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내 활동만으로 시설이용이나 규모 면에서
있는 부분을 극복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이용에도

한계가

긍정적인 역할

을 하고 있음
3)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정책
ㅇ 엘리트 체육정책은 호주체육회와 호주체육원을 중심으로 체육단체나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지원
ㅇ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호주체육원, 주립체육원, 지역훈련원과 호주올림픽위원
회와 협력체계를 구축
ㅇ 스포츠 단체들에게 해당종목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의 채택을 장려하고 있
으며, 경기지도자, 체육행정가 및 심판들의 역할과 기능 강화와 스포츠에서의
약물 금지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음
ㅇ 호주의 전통적인 체육체계는 지역사회에서 성인중심의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
고 학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신장시키는데 주력

하고 있음

ㅇ 초창기 영국의 스포츠를 받아들여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체육이 활성화되
었으며 주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체육이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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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89년 발부터 시작된 4년 단위의 체육정책에는 생활체육진흥정책에 관한 내용
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포츠 참여인구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자와 클럽을 육성하
고 균등한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ㅇ 호주정부는 학교를 중심으로 오비스포츠(Ossie Sport)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
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를 확대하여 왔음
ㅇ Active Australia는 호주 국민의 신체활동 장려를 위하여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건강 관련 기관 및 민간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레크리에이
션 체력운동 및 기타 신체활동에 관한 활동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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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방문기관 세부 내용
1. SPORT AND RECREATION VICTORIA OFFICE
: 빅토리아 주정부,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관할 부서

( 맬버른 주정부 오피스 담당자)
1) 시설 현황

ㅇ 빅토리아 주는 100개의 주립 스포츠 협회, 호주 국가 스포츠 단체의 3분의 1, 고도
로 개발된 거버넌스 및 행정 구조의 16,000개 클럽을 보유함
ㅇ 정부관리 기관으로, 55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함
ㅇ 또한, 다음과 같은 6개의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 프로 복싱 및 전투 스포츠위원회 : 라이센싱 프로모터, 트레이너, 심판, 심사 위원 및
매치 메이커 보유, 권투, 킥복싱 및 기타 전투 스포츠 프로모션을 위해 허가 된 인원
에게 허가증을 발급하는 참가자 등록 업무 수행
- 빅토리아 스포츠 기관 : Victorian Institute of Sport는 호주와 빅토리아 최고의 운동
선수의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함. 이 연구소는 고급 전문 코칭, 스포츠 과
학 및 스포츠 의학 서비스, 직업 및 교육 조언, 교육 및 경쟁 지원을 제공함
- 멜버른 및 올림픽 파크 트러스트 : 멜버른 파크 및 올림픽 파크를 개선하고 홍보함
- 주립 스포츠 센터 :

Albert Park의 멜버른 스포츠 및 수생 센터와 Royal Park의

State Netball and Hockey Center의 지속적인 계획, 개선, 관리, 운영 및 홍보를
감독함
-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 트러스트 :

MCG의 관리, 제어 및 개발을 담당하며, 멜버

른 크리켓 클럽과 함께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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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디니아 파크 스태디엄 트러스트 :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엔터테인먼트 및 관련
사회 및 기타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카디니아 파크 (시몬드) 스태디엄 및 관련 토
지를 담당하며,

질롱 지역의 경제, 지역 사회 및 생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운

영됨
2) 시설 이용 및 관리운영 특징
ㅇ 380만 명 이상의 빅토리아 주민을 지원하여 스포츠를 즐기고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
을 즐기는 것을 지원함
ㅇ 9,500개의 커뮤니티 스포츠 시설,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 2,000개 이상의 트레일
네트워크 및 수천 개의 놀이터, 공원 및 스포츠 보호 구역을 관리함
ㅇ 연간 $ 1.8b가 넘는 행사 일정을 지원함
ㅇ 고성능 경로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스포츠 시설에 투자 관리함
ㅇ 빅토리아 오피스는 학교 활동과 지역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체육 교육 정
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옴. 학교 교사의 전문성과 지역 체육 강사의 경험을 동시에
활용하자는 윈-윈 정책의 일환임
3) 운영 성과
ㅇ 모든 빅토리아 주민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참여 기회 확대
ㅇ 스포츠 및 주요 행사에서 호주 최고의 주로서 빅토리아의 명성을 유지
ㅇ 빅토리아가 계속해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산업과 행정의 본거지가 되도록 보장
ㅇ 커뮤니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품질 개발 및 개선
ㅇ 고성능 경로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스포츠 시설에 투자
ㅇ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조직의 역량 강화
ㅇ 스포츠 및 활동 레크리에이션 시스템 활동에 대한 강력한 증거 기반 계속
ㅇ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이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강화
4) SPORT AND RECREATION VICTORIA OFFICE 전략 방향
가) 수요 충족
ㅇ SPORT AND RECREATION 기반시설 수용인원 확대
ㅇ 유연하고 혁신적인 참가 옵션 생성
ㅇ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
ㅇ 국제, 대도시, 지역, 기반시설 네트워크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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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범위한고 포괄적인 참여
ㅇ 시스템 구축
ㅇ 경제적인 부분에서 참가 옵션을 제공
ㅇ 인종차별 대처
ㅇ 여성참가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ㅇ 빅토리아 원주민(Aboriginal Victorians)의 참여 증가
ㅇ 장애인, LGBTI(성 소주자), 소외된 청소년 계층
다)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초점
ㅇ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의 구조와 요구를 지원하는 모델 구축
ㅇ 조직화되지 않은 비 구조적 신체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정보와 진흥 제공
ㅇ 여가 활동을 할수 있는 인프라에 투자
라) 탄력성과 수용력있는 시스템 구축
ㅇ 자원 봉사자와 스포츠 및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 인력을 지원
ㅇ 훌륭한 거버넌스와 다양한 리더십을 장려
ㅇ 강력한 증거 기반과 분석 능력을 개발
ㅇ 평판 위험과 무결성 위협을 해결
마) 이벤트, 고성능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연결
ㅇ 빅토리아의 행사 일정을 뒷받침하는 주 및 지역 시설에 투자
ㅇ 스포츠 외교'를 통해 새로운 무역 및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ㅇ 이벤트와 고성능 스포츠 및 풀뿌리 스포츠 간의 연계를 강화
ㅇ 우수성을 위한 경로 개발
ㅇ 빅토리안 스포츠 연구소, 지역 아카데미 및 스포츠 전반에서 고성능 선수를 위한
새롭고 통합된 지원 제공
바) 공유 결과를 위해 협력
ㅇ 공동 작업에 대해 합의 된 우선 순위를 개발
ㅇ 집단적 영향력을 창출하기위한 보완 투자 보장
5) SPORTS AND RECREATION VICTORIA OFFICE -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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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philip Saikaly >

<발표자 Belinda Kleverlaan>

- 맬버른 스포츠 정책과 현황

- Sport and Recreation Victotia 소개

- 지역사회 체육시설 개발과 기획

- 주정부 메인 스포츠 인프라네트워크

-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 연구사례 : 멜버른 파크 재개발

- 여성을 위한 역할
- 스포츠 기술
6) 기타

<
VICTORIA OFFICE 사무실 외관 내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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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장 내부 모습 >

< 회의 모습 >

< 기념 선물 전달 >

< 단체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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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LBOURNE SPORTS & AQUATIC CENTER
: 스포츠 허브 조성을 통한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복합 활용

<기관소개 및 시설 소개 담당자>

1) 시설 현황
ㅇ 빅토리아 주가 조성한 호주 최고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알버트 공원
내 1997년에 조성
ㅇ 멜버른 스포츠 허브로도 불리움
ㅇ 세계 최고의 수중 경기장 및 최첨단 스포츠 코트와 경기장 보유 - 아쿠아(2008
년 커먼웰스 게임 시 증축), 실내시설 및 실외시설 구비, 골프장 18홀 18개, 축
구장 20면, 골프연습장 보유
ㅇ 3층 시설로 다양한 실내외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종목별 연맹사무실이
입주

2) 시설 이용 및 관리운영 특징
ㅇ 조직 현황 - 450명 직원 근무
ㅇ 1997년 오픈 당시부터 건물 내 다양한 종목의 협회 사무실도 입주 - 임대료는
부과 - 프로그램 개발, 대회 유치 및 일정 등 부분 협업
ㅇ 평소에는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지만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전문체육시설로도
사용 - 학교대항 종목별 대회(배구의 경우 호주 전역에 학교 500팀 존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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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별 이용료 수준
- 스쿼시 : 시간 당 약 22.1~27.6불
- 탁구 : 시간 당 15~18불 - 배구 : 시간 당 35불
- 배드민턴 : 시간 당 24불
- 농구 : 시간 당 4.4불
- 노인들의 경우 멤버, 연금 지급자 등에 따라 할인
ㅇ 수영장의 경우 생일파티장 등 주민들을 위한 친목공간으로 활용
ㅇ 주부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이용자 편리를 위해 어린이 케어 센터
설치
- 1섹션 당(90분) 10불
ㅇ 노인들의 경우 탁구, 테니스, 수영 등의 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스페셜

요금제

도입
ㅇ 학교 학생들의 Activity 공간으로 활용
- 비용은 학생들이 지불(학교에 연단위로 프로그램 운영)
- 수영 등 주요 종목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ㅇ 원활한 관리운영과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든
용구는 이동식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바닥에 경기장 규격은 테이프로 표시
- 용기구에 이동식 바퀴 설치
ㅇ 멤버쉽은 짐과 스타디움만 운영하며 실내시설, 수영장 등은 모든 시설은 이용료
를 지불하고 사용
ㅇ 수영장 유지 관리
- 7종류의 수영장 보유 : 50M, 어린이 수영장, 25M, 다이빙 풀, 멀티풀 등
- 2008년 커먼웰스 게임 시 수영장 설치 - 50M 풀은 25M에 이동식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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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도 무빙 시스템 도입
- 안전요원은 풀 이용자 수에 따라 배치
ㅇ 육상경기장
- 국가대표를 위한 전문시설이나 선수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에 개방
(이용료 부과, 시간당 4불 지불)
- 빅토리아 스포츠 연구소가 입지하여 선수들의 훈련지원
- 육상경기 및 클럽을 위한 축구장으로 사용
- 빅토리아 스포츠 연구소가 입지하여 선수들의 훈련지원

3) 알버트 공원 F1 경기장
ㅇ Adelaide에서 개최되던 포뮬러원 호주그랑프리(Formula One Australian Grand
Prix)를 2006년도부터 멜버른으로 유치
ㅇ 포뮬러원(F1) 개최를 위해 당초 경기장 조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알버트 공
원 기존 2차선 도로를 활용하여 개최
ㅇ 현재는 매년 독점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경기 2달 전부터 대회 준비를 위
해 공원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협조로 인해 원활하게 추진
ㅇ 포뮬러원(F1) 대회 중 약 50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유치되며, 대회 기간 중 멜
버른 컨벤션시설에서는 자동차 관련 컨벤션이 진행되어 스포츠 관광 및 자동차
관련 사업에도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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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단체 사진>

< 내부 사진>

<비상상황 대피 통로>

< 실내 수영장 사진>

<이동식 좌석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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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내 안전요원>

<장애인 좌석>

<비상 시 게이트>

<실외 수영장>

<비상상황 대피도>

<프로그램 운영도>

<안전관련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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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허가증 >

1층 스포츠 컴플랙스 수용인원
5000명

2,3층 사무동, 체육관, 수영장
수용인원 2500명

발급처 : Peter
`

Luzinat&Associates
(빌딩 조사 컨설턴트)

< 필수 안전 조치 심사 점검표 >
< 점검표 > * 주간 *매월 *3개월 *연도별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NO
1

구분

세부 구분
출구

2

화제 제어 시스템

3

화재 명령과 탐지

4
5
6

화재 격리
승강기
조명

7

연기 제어 및 공조기

출구수단
소화기 및 소방 호스
소화전 및 소화 시스템
스프링클러 시스템
화재 압 시스템
발생경보 시스템
화재 컨트롤 패널
화재 감지 및 경보 장치
방화문
비상승강기
비상 조명 및 출구 표지판
에어컨 시스템
방화 댐퍼
기계식 환기 시스템
연기 제어 조치
시스템 인터페이스 검사
계단식 가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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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LBOURNE CRICKET 경기장
: 호주 최고 인기 종목인 크리켓 전용 구장으로 최고 시설 수준 유지
1) 시설 현황
ㅇ 빅토리아 주 멜버른에 위치한 다목적 스포츠 경기장으로 수용인원은 100,000명
ㅇ 1854년 크리켓의 시작된 크리켓의 성지 같은 경기장으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하
여 현재의 형태로 운영
ㅇ 현재 프로 크리켓팀인 빅토리안 부시레인저스와 프로 오스트레일리아 풋볼리그인
AFL의 콜링우드 매그파이스, 멜버른 데몬스, 리치먼드 타이거스, 그리고 호손 호
크스의 홈구장
ㅇ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큰 경기장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명탑을 보유한
스포츠 경기장
ㅇ 리치먼드(Richmond) 및 졸리몬트(Jolimont) 지하철역과 인접

2) 시설 및 관리운영 특징
ㅇ 시설은 주정부 소유하고 있으며, 빅토리아 주 크리켓 연맹에서 관리
ㅇ 1838년에 연맹 결성, 3년 후에 멜버른이 도시가 될 정도로 오래된 연맹(골드 러시
일 때 크리켓과 야구 2개의 팀이 들어오면서 시작)
ㅇ 1858년부터 1908년에 경기장 조성 후 몇 차례 증축하여 올림픽 경기도 유치하여
현재의 시설 형태로 조성
- 5,800만 불을 들여 2014년에 리모델링(화장실, 입구, 음식점 리모델링)
ㅇ 원래는 크리켓 경기만 했으나 현재는 타원형의 형태 구장에서 축구, 럭비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ㅇ 회원전용 자리인 멤버 스탠드 배치
- 멤버 스탠드(협회 멤버) 23,000석 이외 올림픽 스탠드, Great Southern 스탠드,
Postford 스탠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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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푸드코트, 바 등 다양한 식음시설을 갖추고 관중들에게 서비스 제공
- “집에서 편안히 경기를 관람”하는 것과 같이 관중석 후면에 다양한 F&B와 편의
시설 배치
- 어느 각도에서나 볼 수 있도록 TV화면 설치
ㅇ 경기장으로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차량동선 연결
- 선수 및 일부 스탭, 대기업 부스 이용자만 사용 가능
ㅇ 코치룸, 작전실, 락커룸, 의료실 등 최상의 경기운영을 위한 시설 구비
ㅇ 크리켓 경기 특성 상 경기중 식사 및 티타임 시간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식당 등
구비

3) 운영 성과
ㅇ 크리켓멤버가 109,000명에 이를 정도로 이용자 수요 풍부
- 20% 정도가 관람
- 20만 명이 멤버가 되기 위해 대기 중(출생 직후 신청하면 25년 후에 멤버가 됨)
- 멤버 신청 시 110불, 대기 중에 연간 450불 계속 지불해야 대기 유지
ㅇ 크리켓 멤버는 등급이 있으며 최고 등급의 경우 연간 회비 650불 지불
ㅇ 기업 부스는 광고판 부착도 가능하며, 연간 15만 불을 지불해야 하며 식음은 별
도로 부과함
ㅇ 올림픽공원에서 관리하는 다른 부지 내 다른 시설과 달리 크리켓연맹에서 수익을
창출하여 재정이 풍부하므로 별도의 명칭사용권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ㅇ 대부분의 주요 시설과 인접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며 전철, 주차
등 접근성이 양호하여 이용수요들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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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크리켓 구장 전경>

<단체 사진>

<내부 전경>

<박물관 내부 사진>

<기념품 증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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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USTRALIAN INSTITUTE OF SPORT
: 엘리트 선수 육성 및 스포츠·건강 분야 첨단 연구 프로그램 개발
1) 시설현황
ㅇ 1976 몬트리올올림픽 성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호주의 날(Australian Day)인
1981년 1월 설립
ㅇ 약 22만평의 면적에 10여 종목의 훈련시설 보유
ㅇ 스포츠의ㆍ과학 지원을 위해 8개 실험실(스포츠영양학, 운동역학, 스포츠생리학,
기술 분석, 스포츠의학, 물리치료, 근력 및 컨디션, 심리학 분야) 운영함
ㅇ 운동역학실험실은 훈련 및 경기 현장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열면 바로 운동장과 연결되도록 하였고, 일본스포츠과학연구소
(JISS) 운동기술분석실이 이를 벤치마킹한 사례
ㅇ 조직 및 사업

ㅇ 운동역학실 : 선수들의 운동기술 분석 실시. 기술분석 외에 스포츠장비 개발 및
운동역학에 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함. 실험실 가운데 가장 우수한 곳이며,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한 곳임
ㅇ 운동생리학실 : 호주 내의 유명한 회사와 대학교(BOC 가스회사, Bio-Rad 제약
회사, 캔버라대학교, 퀸스랜드대학교, 빅토리아대학교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선수들의 생리학적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 노력을 주로 수행함. BOC 가스
회사의 지원을 받은 고압실험실이 있으며, 별도의 생화학실험실에서는 운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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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내의 체성분 변화를 조사함
ㅇ 심리학실 : 스포츠의학적 측면에서 설치 운영되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심리학적 접근보다는 선수들의 정서와 안정을 우선시하기 때
문임. 자아 개념, 정신적 외상(trauma)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ㅇ 스포츠의학실 : 국가대표선수와 지도자, AIS 장학생, AIS 방문객에 대한 의학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영됨. 선수들의 질병 및 상해에 대하여 즉각적인 처치를 하
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것은 외부 전문의에게 의뢰함. 스포츠영
양학실, 운동생리학실과 연계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부상방지/예방 연구,
재활연구 등을 수행하며, 제약회사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음
ㅇ 스포츠영양학실 : AIS 내의 식단 운영을 책임지고, 선수들의 영양 관리, 체력과
영양학적 교육을 실시함. 운동 후 피로회복을 위한 영양, 체중 조절, 근육과 지방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결과는 전국적으로 보급됨
ㅇ 물리치료실 : 부상선수에게 적절한 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 및 맛사지를 제공. 국
제경기 시에는 선수단과 동행하여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대
표선수와 지도자는 물론, 방문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함

2) 시설 및 관리운영 특징

ㅇ 예산 : 국고지원을 받고 있음
ㅇ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종목별 우수지도자(외국지도자 포함)를 상시
보유하고 있으며, AIS를 찾는 대표선수는 물론, 꿈나무선수도 부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함. 따라서 AIS의 지도자는 경기단체 소속이라기보다는 AIS
가 자체적으로 상시 채용하고 있는 직원임
ㅇ 은퇴 후 일반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하여 직업적, 교육적
프로그램도 운영함
ㅇ 전문체육 외에 장애인체육과 에버리딘 원주민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함
ㅇ 재정확보를 위한 자체사업(예 : 연구결과 판매 등)도 전개하며, 각 주에 있는 스포
츠과학연구소와 종목별 경기단체와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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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포츠정보센터는 체육 관련 도서와 각국의 연구 저널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방영되는 경기를 녹화하여 자료를 보관하는 정보자료실을 운영함
ㅇ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원/지도자 세미나를 연 2회 실시하며, 세미나에는 캔버
라 외 6개 분원에서 지도자, 연구원들이 참가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회를 가짐. 세미나가 끝나면 체육관광부와 함께 체
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적, 제도적 제안 및 건의함
ㅇ 경기지도자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스포츠의학 분야는 석사과정도 있음

3) 운영 성과

ㅇ 1994년 사이클 장비 개선 연구(탄소섬유 소재 프레임 제작)를 통하여 1996년 애
틀랜타올림픽에서 우승 사례가 있었음. 사이클 개발은 제조회사와 기술료 지급을
조건으로 계약하여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음
ㅇ 2005년, 2009년 및 2010년에 호주에서 권위 있는 캔버라·수도권 관광상 수상
ㅇ 2000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것이 결정되자 시드
니 올림픽 메달 획득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오스트레일리
아가 금메달 16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17개를 획득하는데 기여
ㅇ 세계적인 스포츠 영양학의 거장이자 AIS의 호주 국가대표 선수단 전속 영양학자
인 Louis Burke는 선수들의 심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충제 가이드라인을 개발
하는 성과가 있었음
4) 기타

<AIS 단체 사진>

<국가대표 훈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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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수구 훈련장>
<비상상황 대피도>

<복싱,태권도,유도 훈련장>
<체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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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YDNEY OLYMPIC PARK-SYDNEY ACQUIRE CENTER
1) 시설 현황
: 도심의 버려진 공간 활용, 환경친화적 시설 조성·운영

ㅇ 시드니 올림픽 공원은 2000년 하계 올림픽이 개최를 위해 조성되었으며, 총 640ha
면적으로 시드니 중심가 면적의 2배에 이르는 크기임
ㅇ 시드니 올림픽 주경기장이 위치한 홈부시베이(Home bush Bay)는 한국의 난지도와
같은 곳으로 매캐한 악취와 쓰레기 더미, 그리고 도살장과 벽돌공장이 이 곳에 있던
전부였던 곳이었으나 하계올림픽 최초로 환경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재개발하여 올
림픽 시설을 조성
ㅇ 호주 정부는 이 매립지를 복원하는 데 1억 3,700백만 호주달러(약 890억 원)를 투자
했으며, 악취 제거를 위해 150여종의 특수식물을 심었고 900만 톤의 쓰레기는 땅속
에 묻혔으며, 도살장에서 나온 콘크리트와 돌조각 등은 도로의 기반을 다지는데 사
용하는 등 아낌없는 투자를 한 결과 이 지역은 한 순간에 죽음의 땅에서 인류 화합
의 장으로 바뀌었고 홈부시베이는 환경극복의 명소로 인정받고 있음
ㅇ 올림픽 이후 환경올림픽의 전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표적 올림픽
시설도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공원 640ha 중 430ha는 그린 스페이스로 멸종
위기 종의 동물들을 위한 공간과 생태공원으로 조성
ㅇ 올림픽 공원에는 올림픽 시설은 ANZ Stadium, 육상경기장, 수영장, 보조경기장, 하
키센터, 넷볼, 스포츠센터, 테니스센터 등 조성
- 스타디움(현재 83,500명 수용), 에이서 아레나(시스니 수퍼돔, 콘서트 21,000명, 농구
경기 18,000명, 체조경기 15,000명 수용), 테니스 경기장(17,500명 수용), 하키경기장
(16,200명 수용), 양궁 경기장(4,500명 수용), 스포츠센터(5,000명 수용)
ㅇ 비올림픽 시설로 산악자전거, BMX, 몬스터 스케이트 파크 등이 함께 조성
ㅇ 쓰레기매립장 위에 세워진 올림픽 주경기장을 비롯하여 올림픽에 사용되었던 스포
츠 시설을 현재까지 잘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적 관심 중 하나인‘환경’과 관련하여
환경 파괴 없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음
ㅇ 주경기장 뿐 아니라 시드니의 모든 경기장과 시설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되었으

- 32 -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제2차 시범사업 해외연수 결과보고

며, 수영경기장의 경우 반투명지붕을 설치해서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중석은 에어컨 등 냉방시설이 가동 되지 않아도 자연 환풍 시설만으로
충분히 시원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낮 시간에는 10개의 전구만으로도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음
ㅇ 올림픽 공원 곳곳에 설치된 19개의 태양전지 타워는 하루 23㎾의 전기를 생산해내
며 그 지역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태양, 바람 등 자연의 힘을 최
대한 활용하도록 계획
ㅇ 호주는 연평균 강우량이 우리나라의 3분의1 수준으로 자연환경의 특성상

올림픽

개최에 따른 물 공급 증가 대책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시드니 올림픽 위원회는 빗
물을 모아 정원수와 화장실용 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안하여 활용
ㅇ 관중 1만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구경기장과 주경기장의 경우 천장에 빗물을 모
으는 통로를 만들어 잔디에 주는 물로 사용하였으며, 수영장 물도 잔디밭 등에 재활
용함. 이 방법으로 연간 8억5천ℓ의 식수를 절약할 수 있었고
로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제한된 양만 주었고, 경기장

화단에 주는 물은 도

주변에는 가뭄에 잘 견디는

나무만 골라 심었을 정도로 물관련 대책에 대한 준비는 매우 철저히 하였음.
ㅇ 호주는 시드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깨끗하고 선진화된 국가라는 이
미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고 스포츠와 문화, 환경을 하나로 묶은 성공 사례로 평
가 받고 있음

2) 시설 이용 및 관리운영 특징
ㅇ 올림픽 시설의 총괄 관리는 2001년에 설립된 시드니 올림픽 공원 위원회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올림픽 공원 위원회는 주정부 에이전시로서 뉴사우스웨일즈 주
(NSW)의 대표적인 스포츠 공원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ㅇ 시드니 올림픽 공원 내 시설은 올림픽 이후 사후 활용에 대한 구상을 두고 조성
ㅇ 대형시설은 민간위탁하며 일부 시설을 직접 관리
ㅇ 스포츠 이외에도 레저, 문화, 사회활동, 교육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35km
자전거 도로와 도보길에는 매달 80,000명이 이용
ㅇ 시드니올림픽 위원회는 마스터플랜 2030을 마련하여 시드니 올림픽 공원의 확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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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중
ㅇ 2030 플랜을 통해 시드니 올림픽 공원이 3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6,000개의
주택 14,0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확장계획 수립
ㅇ 마스터플랜의 기본 컨셉은 환경 친화적인 시설 유지 관리에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글로벌 도시로 발전을 목표로 함

3) 비상시 대피 운영
ㅇ 시드니 올림픽 파크 아쿠아틱 센터는 대피는 크게 3가지 BLUE, GREEN, Yellow 경
로로 대피 할 수 있게 설계 되었으며, 대피로는 다음과 같다.

<방화계단으로 안내>

<1층 대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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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수영장 수영복 규정>

<한글로된 규정>

<Medicine centre>

< 방화문>

<비상도어 컨트롤러>

< 방차, 응급차 전용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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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높이에 따른 플러그 종류

<상단 플러그>

< 하단 플러그>

<작업중인 잠수부>

< 소방 컨트롤 시스템>

AIS 아쿠아틱센터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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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Z STADIUM
: 환경친화적 시설 조성과 민간기업에 의한 전문적 관리운영
1) 시설 현황
ㅇ 위치 : 시드니 올림픽 공원 내 위치
ㅇ 시설 규모 : 83,500석(시드니 올림픽당시 11만석)
ㅇ 조성비용 : 약 6.9억 호주달러(1999년 완공)
ㅇ 주경기장 건설 당시 환경친화형으로 조성되어 주경기장에 사용된 에너지는 석유
나 석탄이 아닌 천연가스(500㎾용량의 가스병합시설 두 개 조성)를

사용하고 있

어 이산화탄소와 같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유해가스 발생량을 40%나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됨
ㅇ 거대한 에스컬레이터 지지축에서 발생하는 풍력을 이용해 자연통풍시설을 가동시
키고, 자연투광도를 높여 인공조명의 전력 사용을 최소화시키도록

설계

ㅇ 시드니는 2000년 하계 올림픽이 개최된 도시로 개폐회식이 개최되었으며, 현재는
럭비리그, 럭비유니온, 풋볼 등 스포츠 경기와 대형 콘서트 등 개회
ㅇ 올림픽 이후 육상트랙을 제거하고 보조경기장을 육상경기장으로 활용
ㅇ 성화점화대 등을 제거하고 지붕을 설치(카우보이 형태로 호주를 상징)하였으며,
지붕의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여 잔디 관리에 활용
ㅇ 6층까지 관람석을 설치(14층 건물 높이)하였으며 남반구에게 가장 좋은 HD화면
설치
ㅇ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2) 관리운영 현황
ㅇ 운영 주체 : 시드니 올림픽 이후 민간 스포츠시설 관리운영 회사인 Venues Live
가 운영
- Venues Live : 민간 스포츠시설 전문 관리운영 회사
- 현재 호주 내 민간스포츠 시설 전문 회사들이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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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 위탁 배경
- 대규모 체육시설은 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주정부 전문성이 부족하여 시설 관리
운영만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위탁 실시
ㅇ 위탁업체에 의해 이벤트 및 대관 위주로 관리되며, 일반 개인 및 학교

사용은

제한
ㅇ 사업구조 : 총 수입은 주정부로 귀속되며, 민간위탁
- 위탁업체에게 주정부에서 위탁 수수료 지급
ㅇ 민간 위탁 조건
- 1998년부터 17년 동안 운영하여 장기계약 이였으나 최근 5년 계약으로 변화
- 마이너스 옵션은 없으나 수입이 일정수준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위탁업체 변경
가능
- 대규모 개보수 비용은 주정부가 지원(7억 호주달러 지원)
ㅇ 관리운영 조직
- 상주 정규직 110명(행사계획, 마케팅, 행사진행, 재무, 시설관리 등 총괄)
- 시드니 올림픽 공원 내 식음료 부분만 추가로 3~4곳 운영(퍼스지역의 6만석
스테디움 운영 계획 예정, 별도 팀 구성)
ㅇ 관리운영
- 성공적 시설 운영을 위해 행사 기획, 운영,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부 인적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문 역량 보유
- 현장 핵심 스태프, 경기장 관리, 기계 설비 관리, 잔디 관리, 마케팅, 홍보, 고객
유치, 식음료, 재무 등 부서별 전문 인력 확보
- 이벤트 진행을 위한 진행요원과 식음료 인원을 비정규직 활용(최대 2,500명까지
활용)
- 청소, 안전, 의료는 아웃 소싱
- 원활한 시설운영 및 행사 진행을 위해 경찰, 소방서, 교통기관 등 공공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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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 티켓팅 대행 회사와 행사기획 단계에서부서 관중 규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예측을 통해 시설 운영과 행사 진행 계획을 수립
- 티켓팅에 대한 예측은 시설 운용 및 인력 활용 규모를 예측함으로써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
3) 운영성과 및 시설 관리 특징
ㅇ 명칭사용권 : ANZ 은행, 7년 동안 31.5백 만 달러(약 315억)지불
ㅇ 매년 50개의 대형 이벤트가 개최되며, 평균 1.5백 만 명 방문
ㅇ 멤버쉽 : VIP 플래티넘 회원 가입비 34,000불 600개 회원 확보
- 1999년부터 2030년까지 회원 당 2명이 콘서트를 비롯한 이벤트 관람 가능
ㅇ 기업 부수 판매 : 109개 부스는 기업이 연간 30만 불을 지급하고 이벤트 있을 시
40장 관람권과 식음료 제공
- 이벤트 없을 시 회의 공간으로 사용 가능(식음료 주문 시 별도 비용 청구)
- 발코니 형태로 조성되어 경기를 가까운 곳에서 관람 가능
ㅇ 조성비용만큼 수익을 달성하지는 못하였고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위탁
운영을 통해 운영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ㅇ 대규모 이벤트 유치가 가능한 공간의 확보, 고용창출, 국내외 관광객 유입 등 스
포츠 인프라 측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ㅇ 시설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정기적 스포츠이벤트(AFL)와 비정기적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유치된 시설의 최상으로

치르기 위해 노

력
ㅇ 민간위탁 필요성(관리주체 입장) - 대규모 시설의 경우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운영단계에서는 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노하우를 가진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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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담당자 미팅 & PT>

<기념품 증정>

< ANZ 스타디움 홍보 영상>

<홍보 시청각실>

1500명 수용이 가능한 전자동 이동식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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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ISO 22000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정기관 JAS-ANZ(호주-뉴질랜드 통합 인정기구)
*한국의 KAB(한국인정지원센터)
인정기관의 역할 : 인증기관을 승인 하며, 인증기관 과 심사원
관리기관을 관리감독하며 취소권한 가지고 있음.
IAF(국제인정기구포럼): 적합성평가 분야 인정기관 간 상호협정의 체결을 통해 경영시
스템 인증, 제품인증, 요원인증분야에서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인증기관 TQCSI : 1996년 JAS-ANZ에 공식 승인 받고, 운영을 시작 하였
으며, 9001을 비롯한 14001, 22000, 27001,45001, 27001 등의 인증을
기업/기관에 부여.

ANZ 보유 인증서

* ISO (표준번호) : (개정년도)

ISO 9001 : 2015 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 : 2015 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 : 20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22000 : 2018 식품안전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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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호주 선진 체육시설 시사점
1. 호주 정부 체육시설과 민간 체육시설
ㅇ 호주 정부와 호주 스포츠 위원회(Australian Sports Commission: ASC)는 엘리트
스포츠의 성공과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 최근에
는 국가적 보건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스포츠의 민간주도

중요성이 더욱 강조

ㅇ 84년에 창설된 호주 스포츠 위원회(ASC)는 호주가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지속적
으로 성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옴 다만 호주 스포츠 위원회에게 직면한
상황이 있음. 호주 스포츠 위원회 산하의 호주 스포츠 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Sport: AIS) 이 점점 주 정부의 스포츠 연구원(State and Territory Institutes
and Academies of Sport: SIS/SAS)과 사기업들로부터 경쟁자로 인식, 특히 호주
스포츠 위원회가 호주 스포츠 연구원(AIS)을 이용할 지 안 할 지 결정해야 하는
국가 스포츠 조직들 (NSOs) 에게 정부 재정 지원계획을 논의할 때, 타 기관들과
의 갈등에 직면
ㅇ 연수단이 방문한 주정부의 스포츠 기관과 ANZ 스타디움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위
탁을 받아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여러 시설, CLUB들을 보면 호주 스포츠 위
원회가 방과 후 프로그램 (Active After-School Communities:AASC) 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에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국가 스포츠 조직들, 타
정부 기관들, 비 정부 기관들 및 사기업들과 프로그램의 실행을 두고 고민이 생길
수가 있다.

<캔버라에 KAMBAH NO.3 클럽>

<노년층에 사랑을 받는 롱볼링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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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올림픽 파크 스포츠 홀에서 저녁 스포츠 활동>
현지 시각 21:30

2. 스포츠 정책 방향

1) 스포츠 수요 확대를 위해 지속적 인프라 투자 필요
ㅇ 스포츠시설의 조성과 활용은 수요가 기반이 되어야 조성 필요성과 정책적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ㅇ 최적의 스포츠 인프라 조성과 운영은 엘리트 및 생활체육 참여인구를 확대를 촉
진할 수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함
- 국내 스포츠인프라는 호주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지속
적인 인프라 확충 필요
- 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제 도입 등 새로운 체육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선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프라 정비가 시급
ㅇ 엘리트선수 경기력 향상과 안정적 선수 수급 역시 생활체육 참여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2)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을 위한 지방체육시설의 역할 강화 : 시설 운영
참여
ㅇ 엘리트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지역시설의 역할 확대 필요
ㅇ 기존의 전국체육대회 준비와 선수 육성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재정적 자립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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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체육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운영으로의 새로운
영역 확대
-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지도자, 행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설 운영에 필
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음
-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을 매개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업
을 통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고리를 마련
ㅇ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지도자와 은퇴선수,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자 인력풀을 활
용하여 프로그램 구성 및 코칭 전문성을 확보 가능
ㅇ 중장기적으로 지방체육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수요 확충
및 엘리트 선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3.체육시설 관리운영 측면

1) 체육시설 운영 주체의 다변화와 여건 개선
ㅇ 호주 체육시설은 조성 주체인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출자 기관 또는 민간 체육시
설 전문 관리운영회사, 종목별 연맹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관리 운영 되고 있
었음
ㅇ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어 조성되는 시설이지만 시설 규모나 이용자 및 관리운영상
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이 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을 시사함
ㅇ 국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주체 선정에 있어서도 행정의 편리성이나 관리의 용이
성만을 고려하여 특정 기관이 독점하기 보다는 관리운영 주체를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민간 스포츠시설 관련 산업 분야의 육성과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기 위해서
는 민간 위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함
ㅇ 시드니 ANZ Stadium 위탁 사례와 같이 민간위탁자가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 적정 위탁료의 산정, 성과급 지급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
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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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개보수의 경우 민간위탁자가 부담하기에는 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

2) 운영주체의 전문성 확보
ㅇ 공공 직영의 경우 대부분 순환보직의 비전문 인력에 의해 시설 관리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시설 관리운영과 유지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하기에 한계가 있음
ㅇ 따라서,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공공조직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체육시설 관리운영 경험자 및 전문성을 가
진 인력의 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체육시설 관리운영 주체에게 시설 운영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

을 강화

3)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 유지 보수
ㅇ 스포츠시설은 대회 개최나 시설 이용을 위해 평상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내구연한이 증가함에 따라 부분적 개보수가 요구됨
ㅇ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관리운

영자는 체계적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 시설 유지 보수가 필요함
ㅇ 국내 종합운동장 스포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임에도

불구하

고 노후화된 시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종합운
동장의 기능 증진을 위해 노후 수준 및 리모델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

여 지역 엘리트 및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성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ㅇ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의 경우 대규모 재원 투자가 필요하므로 광역자치단체 및 일
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
ㅇ 기존의 육상경기장 기능뿐 아니라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생활 체육관
등 스포츠 시설을 집적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

4) 학교체육 시스템과의 적극적 협업
ㅇ 호주의 경우 학교체육 시간에 외부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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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료

지불을 통해

시설 운영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 학교 체육시간은 호주에 비해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있지 않으나 자유
학기제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학교 인근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ㅇ 학교 체육은 주민들의 사용 빈도가 낮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시설을 효율
적으로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음
4. 대형 이벤트 시설 사후 활용
1) 시설 조성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의사결정
ㅇ 스포츠 시설에는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며, 관리운영에도 많은 공공재원이 소요되
므로 신규 시설 조성에 신중한 의사결정이 요구됨
ㅇ 멜버른의 경우 F1경기 유치를 위해 당초 새로운 경기장 건립이 논의되었으나 경
제적 측면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심의 기존 공원 도로를 활용하였음
ㅇ 경기 준비 및 개최 기간(2달)동안 주민들의 공원 출입이 제한되지만 시민들은 기
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들의 협조로 공공재원을 절감할 수 있
었음
ㅇ 대형 이벤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 조성을 필요하나 무조건적인 신규 조성
보다는 기존 자원의 활용을 검토하여 조성비를 절감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방안 마련이 요구됨

2)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 시설 조성
ㅇ 스포츠 시설은 조성되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므로 조성단계에서 사후
활용을 고려하여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음
ㅇ 시드니 올림픽 Stadium은 환경친화적 설비를 통해 호주의 기후적 특성과
운영비 절감에 기여하였고, 기업과 멤버쉽 고객 유치를 위한 공간과

관리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최고 수준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음
- 유지 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명, 태양광 이용 설계, 물 사용 등에 있어 에너
지 절감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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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성비를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설의 가치와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국제 수준의 대회 유치 및 소비자의 수준에 맞는 시설 수준으로 시설을 조
성하는 것이 필요함
ㅇ 그렇지 않은 경우 시설은 단시간에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아 활용도가 급격히 하
락할 우려가 있음

3) 생활체육시설로의 활용을 고려한 시설 조성
ㅇ 대형 이벤트 시설은 대부분 국제적 수준의 전문 체육시설로 조성되나 이벤트 이
후에도 전문체육시설로만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 멜버른 스포츠 앤 아쿠아틱 센터와 같이 대회 규격 시설도 이벤트 이외

기간에

는 생활체 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시설 활용도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수영장의 경우 레인길이 수영장의 바닥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조성
- 실내체육관은 다양한 종목을 할 수 있도록 고정물 설치 제한
ㅇ 시드니 올림픽

공원과 같이 특정 부지에 대형 시설이 조성될 경우 전문 체육시

설과 생활 체육

시설을 집적하여 대회 이후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함

4) 스포츠 이외 용도로의 복합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ㅇ 스포츠 시설을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활용 및 마케팅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기

반 창출 필요
ㅇ 복합공간 조성 시 소비자의 수준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공간

규모,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함
ㅇ 기업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선호하는 공간 구성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
며, 이벤트가 개최 되지 않는 기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운영 지원
- 케이터링 서비스 등 회의, 연회 등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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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포츠시설 마케팅

1) 시설이용자 관점에서 다양한 시설 구성
ㅇ 호주의 체육시설들은 스포츠 관람자나 참여자 입장에서 편리한 동선 구성과 이용
동선 내 필요한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음
- 멜버른 크리켓그라운드의 경우 집에서 TV를 보며 시청하는 것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와 각종 편의시설을 좌석 뒤편에 집중적으로 배치
- 다양한 식음 공간과 서비스의 제공은 시설에서의 이용자 체류시간을 길게 해줌
으로써 소비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운영 수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실제로, 호주의 스테디움 운영에 있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부분이 식음
부분으로 임대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현실과 차이가 있음
- 기업을 위한 부스도 식음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소비자의 요
구 수준에 맞는 다양한 식음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

2) 기업을 위한 공간 및 홍보 적극 활용
ㅇ 호주의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스위트룸이 주요한

수익 창

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ㅇ 스위트룸은 기업의 회의, 접대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해당 부수 경기장 내부를
활용 하여 홍보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스테디움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임
ㅇ 상암구장이나 고척스카이돔의 경우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기조성

된 시설이나 신규 시설 조성 시 호주와 같이 기업을 위한 임대 공간을 보다 적극
적으로 계획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 고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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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ㅇ 스포츠시설 이용자는 생애주기별로 이용시간, 선호종목, 건강 상태 등에

있어 차

이가 존재함. 따라서, 생애주기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이 필요함
ㅇ 특히, 유아나 노인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해당 인구 특성에

맞는 별

도의 프로그램 구성이 요구됨
ㅇ 호주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요금제와 여러 종목을 조합한 프로그램 제
공을 통해 노인층 스포츠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단순한 요금
할인을 넘어 노인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한 시점임
ㅇ 유아의 경우에도 동반하는 부모님의 체육활동도 함께 진행 할 수 있도록 돌봄
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4) 명칭사용권을 통한 재원확보 및 홍보 확대
ㅇ 호주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스포츠시설에 대한 명칭사용권을 통해 관리
운영비 또는 조성비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음
ㅇ 명칭사용권은 중장기적으로 시설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대규
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

직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함
- 알리안츠 스테디움은 시드니 이외에도 뮌헨 등 여러 도시의 스테디움에 명칭
사용권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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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 확보 사례

AIS 내 전용 심볼 샵

<MCG 내 박물관으로 별도 관광수입＞

ANZ 스타디움 내 코카콜라 전용 관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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