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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마리나 및 마리나업 개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본 

가이드북에서는 ‘마리나항만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마리나항만법상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마리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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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Marina)의 어원은 ‘해변의 산책길’ 또는 ‘해안에서 생선요리를 파는 곳’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작은 항구’라는 뜻으로 쓰임.

■   최근에는 수변지역에 마리나선박을 계류ㆍ보관하기 위한 수역시설, 레저를 즐기기 위한 

숙박시설, 레스토랑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을 겸비한  복합적 해양레저공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나, 각 국가별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 마리나를 보는 관점이 다름

 해양레저산업 도입 초기 국가 해양레저 선진국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로 한정
레저·관광·숙박·레스토랑 등 각종 서비스시설을 갖춘 

종합리조트 형태

■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 해양레저산업을 이끌고 있는 ICOMIA(International Council of Marine 

Industry Associations, 세계해양산업협회)는 요트 하버(Yacht Harbor)와 마리나(Marina)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하며, 요트 하버는 단순 요트 계류를 위해 설계된 항구이며, 마리나는 

상업시설과 주거·관광 기능이 포함된 워터프론트(waterfront)라 할 수 있다”라는 견해

■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마리나는 해양 관련 파생산업을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자, 해양관광산업의 핵심시설로서 요트산업의 범주를 

벗어나 종합적인 해양관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시설(요트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숙박, 쇼핑몰 등)이 제공되는 복합 레저문화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

참고 : 마리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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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마리나 및 마리나업 개요

가.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항만법’에 따르면, “마리나선박 대여업”이란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과거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대여업 형태의 사업은 

수상레저사업, 유선사업으로 등록·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비상구조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 구비 

등의 등록조건이 요구되며 운항구역 등이 제한적이므로 실제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해양레저·관광 서비스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우측 비교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유선업 및 수상레저사업은 

사업장 등의 등록조건이 까다로운 관계로 초기 창업비용이 

과다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차터업)의 1인 또는 소규모 

기업의 창업이 어려웠다.  그로 인해 국내에서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차터업)이 정착되지 않았고, 마리나 선진국들과 같이 

개인마리나선박 소유자가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마리나선박을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관리비용을 저감하는 

시스템도 국내에서는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법’ 개정을 통해,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률의 시행일인 

’15. 7. 7.부터는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활용하여 ‘마리나 

선박 대여업’ 사업을 등록·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신설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비상구조선 구비 조건을 

삭제하였다.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 제출 조건을 

마리나항만 내 선석을 확보한 증명서 제출로 대체하였고, 

운항구역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수상레저사업, 

2. 
마리나업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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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사업 등으로는 곤란하였던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관광·레저 서비스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선업·수상레저사업 및 마리나선박 대여업 비교

구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수상레저사업 마리나항만법

사업
정의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사업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

대상
선박

1. 총톤수 5톤 이상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中 
승객 정원 13명 이상

3.   노와 상앗대 
등으로움직이는 선박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 
23종

(톤수 등에 대한 제약 無)

5톤 이상 마리나선박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등 8종)

사업
자격

 해기사 자격

 인명구조요원 자격

 일반조종면허

 인명구조요원 자격

 일반조종면허

 인명구조요원 자격

사업장
승강장, 승객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 필요

계류장·탑승장, 
승객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 필요

마리나선박 계류시설(보유 
또는 임대 모두 가능)

비상
구조선

 반드시 갖춰야 함  반드시 갖춰야 함 -

제한
사항

관람유람선 또는 50톤 이상 
선박만 주류반입 가능

운항구역 제한 있음

 주류 판매금지 -

 또한 1척의 마리나선박만으로도 대여업 창업이 가능하여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국형 대여업(차터업) 창업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에 등록된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 

대부분이 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이 활성화되면 ① 마리나선박 소유자는 본인 소유 마리나선박의 

임대를 통해 요트 관리비를 저감하고, ② 마리나선박 임대업자는 사업용 마리나선박 

확보가 용이해지며, ③ 마리나선박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마리나선박 이용이 

가능해지게 되어 국내 마리나·요트 문화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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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항만법’에 따르면,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은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마리나선박을 보관·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관계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없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인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 

또는 요트 보관소를 갖추도록 하였으나, 계류 이외의 영업행위 부문이나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은 제시되지 못했다. 

이러한 제도적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를 위한 사업을 

국내 법·제도 하에서 운영하려면 가장 유사한 ‘요트장업’으로 등록하는 수 밖에는 

없었는데, 그러한 경우 사업자는 3척 이상의 요트를 갖추고,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

척 이상,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 등록요건이 있어, 

육상 보관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았다. 또한 수상 계류시설 사업의 

경우에도 단순 계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

요트장업’의 과도한 시설기준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요트장업 등록기준

필수시설 시설기준

① 운동시설

• 3척 이상의 요트를 갖추어야 한다.

•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繫留場) 또는 요트보관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 요트 내에는 승선인원 수에 적정한 구명대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법’ 개정을 통해,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률의 시행일인 ’15. 7. 7.부터는 적정 시설을 갖춘 후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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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은 해상 계류시설 또는 육상 보관시설과 운영 

사무실을 갖추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요트 보관·계류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였던 ‘요트장업’ · ‘창고업’ 등 보다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타 법령으로 운영 중인 

기존 마리나 사업자들이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리나항만법」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준

항목 등록기준

가.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마리나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나. 사무실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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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마리나 및 마리나업 개요

다. 기타 마리나 관련 업

‘마리나항만법’에서는 “마리나업”을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외에도 그 밖에 마리나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이 있을 수 있으며, 마리나선박 수리·정비·청소관리업, 

마리나선박 운항대행업, 마리나 편의시설 운영업(식음료업, 상점, 주유소, 편의점 등), 

마리나교육, 클럽하우스운영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다만, 현행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2에서는 앞서 설명한 2가지 업만을 규정 

(등록, 신고 등)하고 있어, 기타 마리나 관련업을 별도로 등록할 수는 없다. 다만,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을 보유하거나 일부 임차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으로 등록하고, 위의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선박 수리·정비·청소관리 등의 서비스는 지상 또는 해상 작업장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통한 영업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마리나 서비스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업비용 절감과 전문성 

확보, 업종 구분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법 개정을 통해 상기 나열된 다양한 마리나 

서비스업종도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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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   기존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할 뿐, 

마리나 서비스업 근거나 규정 등은 미비

-   또한, 타법에 근거를 둔 수상레저사업, 유선업, 요트장업 등은 마리나 서비스업 특성에 맞지 

않아 마리나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

●   따라서 마리나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리나업을 신설

█ 주요 개정사항 

① 마리나업 범위 정의, 마리나업 신설

-   마리나업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정의하고 등록 근거 마련

② 마리나업 등록 사업자에 대한 규율

-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행위제한, 준수 의무 사항 마련

-   마리나선박 이용자와 마리나업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보관·계류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부여

③ 마리나 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모집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자가 선박 또는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④ 마리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마리나선박 제조업자 고유식별코드(MIC) 부여에 관한 근거 마련

-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 공동활용 촉진 등을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 

-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에서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참고 : 마리나항만법 개정배경과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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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 절차

█ 사업명

마리나선박 대여업

█ 정의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준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4.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영 별표 1 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기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기타 사항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8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반드시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가입 필요(등록기준은 아니나, 보험 미가입 운영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가능)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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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마리나선박

1)   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본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아 

대여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소유한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용권(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보한 경우

2)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을 것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인력기준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해당 마리나선박에 적합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제1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갖출 것

2)   동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리나선박만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3)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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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 절차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창업 프로세스를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창업 절차 
개요

창업 구상

사업성 분석
사업 입지,  
시장성, 수익성 
등 종합검토

취득 :  
요트·보트 구입

임대 :  
요트·보트 임대

창업자금 지원제도 :  
중기청·지자체  
각종 정책지원사업 
자금 참고

법인설립 등기 : 
관할 법원
법인설립 신고 : 
관할 세무서

채용 : 
사업 선박에 승선할 
면허소지자 및 교육
이수자 채용

업 등록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요금 신고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취득 :  
사업자 본인이 
조종면허 취득 
및 교육이수

보험 :  
마리나·수상레저
사업 영업책임
보험 등 가입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

창업형태 결정 및 
자금 준비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마리나선박 도입
(취득 또는 임대)

조종면허 취득 및 교육이수
(본인 취득 또는 채용)

계류시설 확보
(보유 또는 임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이용약관 신고·게시 
및 보험 가입

사업자 등록 및 사업개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세금 납부·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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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 구상 및 
사업성 분석

가. 창업가를 위한 조언

미국의 신생기업 중 1년을 견디는 비율은 채 50%

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내 신생기업 중 창업 2년을 

견디는 기업의 비율도 이와 비슷하다. 통계청의  

‘기업생멸 행정통계(2013)’을 보면 1인 규모의 경우는  

5년 후 생존율이 28.3%, 2인 이상 규모의 경우는 

44.5%를 보이고 있다. 종사자 규모가 2인 이상의 

경우가 생존율이 높다.

창업 성공 확률

생존율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1인 기업 60.0 47.1 39.3 33.9 28.3

2인 이상 기업 76.2 62.3 53.2 48.6 44.5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개발, 2013

즉, 창업에 대한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자금 부족, 매출 부진 등의 애로사항을 

극복하면서 경영을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사장으로 산다는 것(2012, 흐름출판사)’이란 책에서는, 

성공한 기업가가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한다. “언제 

기반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사생활도 

없이 사업에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업에 매진할 

각오와 의지가 있을 때만이 창업을 실천하라고 권유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실패하지 않기 위한 창업은 바로 

사전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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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 절차

나. 사전 조사와 계획

어느 한 조사에서 실패한 200여 개의 신상품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부정확한 시장조사가 45% 정도로 나타났고, 실패 원인으로 비중이 클 

것 같았던 ‘제어할 수 없는 환경’ 요인은 25% 정도에 머물렀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의 성공요인은 운이 아니라, 사업 시작 전의 철저한 시장조사와 이를 구체화하여 

사업화하는 노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을 시작하려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전조사와 계획이 후순위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보이지 않는 정보와 지식에 대하여 가치를 많이 두지 않기 

때문인데, 고부가가치와 틈새시장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이는 성과는 보이지 않는 준비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업 아이템과 시장 여건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는 사업계획 수립 등, 창업을 결정하는 

굳은 각오보다도 사업에 대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

신상품 실패의 원인 

부정확한 
시장조사

제품의  
품질 결함

비효과적인 
마케팅

높은
비용

경쟁사의 
강력한 
대응

부적절한 
출시시기

기술개발의 
실패

기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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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기업 VS 기회기업

기업을 2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한다면 ‘필요기업’과 ‘기회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필요기업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한 기업을 의미하며, 기회기업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창업한 기업을 의미한다.

필요 기업
(Necessity Entrepreneurs)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한 기업

기회 기업
(Opportunity Entrepreneurs)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창업한 기업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필요기업은 창업 5년 안에 2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비율이 2%에 머무르지만, 기회기업은 14%로서 약 7배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으로 갈수록 필요기업보다는 기회기업이 많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양현봉 외 2인, 산업연구원, 창업기업의 행태와 성과분석, 2009)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보관·계류업 등 마리나 서비스업도 기회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 마리나와 요트를 사랑하는 준비된 창업가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마리나·

요트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대중화시키면서, 본인들의 자아를 실현하는 동시에 매출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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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형태 결정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로서의 창업과 

법인사업자로서의 창업은 그 절차가 상이하여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인사업자로 마리나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법인은 관할 법원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법인사업자로서 마리나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그 형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마리나선박 1척으로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특성상, 1인 기업 또는 소규모 형태의 

창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가이드북에서는 

개인사업자로서 창업하는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인도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때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창업형태 
결정 및 
자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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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 규정

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사업자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서식 관련)

첨부서류 구분 내  용

1.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1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

3. 상가건물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4.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연료 도매업, 
기체연료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가스 
운영업 등에만 해당

상기 규정과 같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는 하나, 실무적으로는 첨부서류에 사업허가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계 기관에서 사업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세무서에서는 관계 기관에 

사업허가를 신청한 신청서 사본과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창업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먼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을 하고, 사업 등록증을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순서로 창업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만, 반드시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발급일 20일 이내에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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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창업 형태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발기

정관 작성

법인 설립 총회

출자·납입

법인 설립등기
및 신고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 등기 : 관할 법원
법인설립 신고 : 관할 세무서

등록 신청 : 관할 세무서
(등록증 발급 20일 내)

등록 신청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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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금준비

창업을 준비하고 회사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특히, 창업초기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의 확보는 물론, 비상시의 자금조달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초기 창업자는 사업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져 있지 못한 시기이며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 현재 여건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출실적이나, 사업화 실적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창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출자하는 방법이 대부분이겠으나, 

자금이 부족하다면 외부로 눈을 돌려 정부지원금, 창업 지원금, 차입(융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외부의 자금조달 방법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나 크게 정부의 

정책자금을 통한 조달방법과 은행 등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 정책자금 소개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 활용 가능

●  자금 종류   정책자금은 크게 자금융자, 출연자금, 간접지원으로 구분되며, 지원규모·조건 및 

자금 종류 등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

●  지원 계획    통상 매년 1월에 해당연도의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며, 예산운용 상황에 

따라 연중 수시로 지원 계획이 공고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정책자금은 상·하반기로 배정되고 선착순으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자금지원 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적기에 신청 필요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신용보증기금(http://www.kodit.co.kr) 등 참고

신용보증제도는 회사의 성장 발전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적 담보가 

부족하거나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 무형의 신용을 발굴, 

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등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지원에는 법에 의해 보증이 제한된 업종이 

있으므로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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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크게 1) 마리나 

선박을 확보하여야 하고, 2) 해당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조종면허를 갖추고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거나 

사업자 본인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3) 선석이 구분된 

계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중 선박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마리나선박 대여업: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

(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4. 
마리나선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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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사업등록기준) - 가목 마리나선박 기준

구분 등록기준

가. 마리나선박

1)   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본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아 대여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소유한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용권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보한 경우

2)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을 것

따라서,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 중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을 소유하거나, 3년 이상 장기 임대 등을 통해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기 법 규정에서 말하는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이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선박국적증서 상에 등록된 선박의 톤수(용적 톤수)를 말하는 것이며, 제품 

홍보 브로슈어에 기재된 임의 톤수(중량 톤수)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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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한 두번째 요건으로, 

사업에 이용될 마리나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조종면허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마리나선박은 20톤 미만으로서 수상레저  

안전법으로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사업주 본인이 취득하거나, 그러한 조종면허를 

갖춘 종사자의 채용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선박의 톤수가 20톤을 초과하여 

선박법으로 등록된 선박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선박 

직원법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또는 6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거나, 그러한 조종면허를 갖춘 종사자의 

채용이 필요하다.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사업등록기준) - 다목 인력 기준

구분 등록기준

다. 인력기준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해당 마리나선박에 적합한 「수상레저 

안전법」 제4조에 따른 제1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갖출 것

2)   동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리나선박만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3)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5. 
조종면허 
취득 및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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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Marina

마리나선박에 관련된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중복으로 적용 

되므로, 선박별로 필요한 면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1. 동력수상레저기구

가. 5톤 이상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 1급 조종면허 및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나. 5톤 이상 20톤 미만의 요트

- 요트 조종면허 및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조종면허),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한정면허) 및 동항 제6호(소형선박 
조종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소형선박 정의) 참조

1-2. 동력수상레저기구(여객 13명 이상)

가. 5톤 이상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 선장, 기관장 각각 1명 필요

- (연안) 선장 : 6급 항해사 + 1급 조종면허 / 기관장 : 소형선박 조종사 

- (원양) 선장 : 6급 항해사 + 1급 조종면허 / 기관장 : 6급 기관사

나. 5톤 이상 20톤 미만의 요트 : 선장, 기관장 각각 1명 필요

- (연안) 선장 : 6급 항해사 + 요트 조종면허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 (원양) 선장 : 6급 항해사 + 요트 조종면허 / 기관장 : 6급 기관사

2. 선박법으로 등록된 선박

가. 25톤 미만의 소형선박

- (연안) 선장·기관장 : 소형선박 조종사(1명 가능) 

- (원양) 선장 : 6급 항해사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각각 1명)

나. 여객 13명 이상인 25톤 미만의 소형선박

- (연안) 선장 : 6급 항해사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각각 1명) 

- (원양) 선장 : 6급 항해사 / 기관장 : 6급 기관사(각각 1명)



25

Ⅱ.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 절차

[참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소형선박의 승무기준)

항행구역 선박의 구분 선박직원 승무자격

연안수역
여객선

선장

기관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 조종사

여객선 외의 선박 선장 및 기관장 소형선박 조종사

원양수역

여객선
선장

기관장

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여객선 및 어선 외의 
선박

선장

기관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 조종사

어선 선장 및 기관장 소형선박 조종사

다. 25톤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3의 제1호·제2호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갑판부·기관부 

승무기준” 참조

또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자 본인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인명구조 자격 등과 관련된 상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인명구조요원) 

제20조(인명구조요원)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군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

국내에 등록된 요트·보트의 약 95%가 20톤 미만인 동력 수상레저기구이므로, 본 

가이드북에서는 20톤 미만의 선박에 관련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방법 및 그 절차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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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Marina

가.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1)   조종면허를 발급받고자 할 때 필기시험을 접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전국의 

해양경비안전서, 면허시험장에 방문,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2)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3)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 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가능하나, 장소변경은 불가하다.

필기시험 준비사항

구분 내용 비고

구비서류

응시원서(해양경비안전서 소정양식)1통 / 증명사진 2매(3㎝×4㎝)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해양경비안전서 
방문접수만 가능) 주민등록증(학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요트 4,000원(인터넷 접수 시 처리비용 별도)

대리접수 응시원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시험방법 4지 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구술시험

외국어

PC시험

가능

시험내용

- 일반조종면허 :   수상레저안전(20%), 운항 및 운용(20%), 기관(10%), 법규
(50%)

- 요트조종면허 :   요트활동 개요(10%), 요트(크루즈급)(20%), 항해 및 범주
(20%),  
법규(50%)

준비물
주민등록증(학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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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기시험 접수 및 응시

1)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 받은 자가 실기시험에 응시하거나, 

실기시험에 불합격하여 실기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접수한다.

2)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간 재접수가 가능하다.

3)   필기시험 합격 후 시험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실기시험 준비사항

구분 내용 비고

구비서류
응시표,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해양경비안전서 
방문접수만 가능),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사진 첨부된 것

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요트 54,000원(인터넷 접수 시 처리 비용 별도)

대리접수 응시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실기시험 코스

일반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180° 변침

변침

후진

변침접안

인명구조

증속

계
류
계

이안

사행

시험수역
1. 항계외 수역
2. 개방수역
3. 양식장 등이 없는 수역
4. 본선 항로가 아닌 수역

돛 줄이기

돛 내리기

침로기주침로기주

이안

항내기준
펜더정리

접안
펜더준비

돛 올리기

옆바람 돛조종

풍하 방향전환

풍상 방향전환

바람

항계선

계
류
시
설

(風下)

(風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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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Marina

다. 수상안전교육

1) 교육대상 :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최초 또는 갱신 시)

2) 교육시기 : 수상안전신규교육(최초), 수상안전갱신교육(갱신)

3) 교육내용(영상교육 포함 3시간)

-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 수상 상식

- 수상 구조

4) 수상안전교육의 면제

가)   갱신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면허시험업무 

종사자 교육 또는 안전교육강사 교육을 이수한 자

나)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를 갱신하는 시점에서 과거 1년 이내에 

수상안전교육 또는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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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력 조종면허의 취득

1) 필기시험(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주관)

- 학과시험 : 1급(70점), 2급(60점) 이상 득점

2) 실기시험(시험장 시험)

- 실기시험 : 1급(80점), 2급(60점) 이상 득점

3) 필기시험 과목

동력조종면허 필기시험 과목

구분 내용 비고

1. 수상레저안전

가.   수상환경(조석. 해류)

나. 기상학 기초(일기도, 각종 주의보. 경보)

다. 구급법(생존술.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라. 각종 사고 시 대처방법

마.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2. 운항 및 운용

가. 운항계기

나. 수상레저기구 조종술

다. 신호

3.기관 가. 내연기관 및 추진 장치나. 일상정비다. 연료유. 윤활유

4.법규

가.   「수상레저안전법」

나. 「개항질서법」

다. 「해상교통안전법」

라. 「해양오염방지법」

4)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동력조종면허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선체 빗물,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 것

길이 약 5~6m 전폭 약 2~3m

최대출력 100마력 이상 최대속도 30노트 이상

탑승인원 4인승 이상 기관 제한 없음

부대장비 나침의(기름10mm 이상), 속도계(MPH), RPM게이지 각1개, 예비노, 소화기, 자동정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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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Marina

마. 요트조종면허의 취득

1) 필기시험(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주관)

 - 학과시험 : 70점 이상 득점

2) 실기시험(시험장 시험)

 - 실기시험 : 60점 이상 득점

3) 필기시험 과목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과목

구분 내용 비고

1. 요트활동개요
가. 해양학 기초(조석.해류.파랑)
나. 해양기상학 기초(해양기상의 특성, 기상통보, 일기도 읽기)

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2. 요트 

가. 선체와 의장
나. 범장
다. 기관
라. 전기시설 및 설비
마. 항해장비
바.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사. 생존술

3.  항해 및 범주 
(帆走)

가. 항해계획과 항해(항해정보, 각종 항법)
나. 범주
다. 피항과 묘박
라. 식량과 조리. 위생

4.범주

가. 「수상레저안전법」
나. 「개항질서법」
다. 「해상교통안전법」
라. 「해양오염방지법」
마. 「전파법」

4)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길이 약 10m 전폭 제한 없음

최대출력 20마력 이상 최대속도 제한 없음

탑승인원 6인승 이상 기관 선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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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국민안전처는 관 주도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수상레저 동호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수상레저안전법」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업무를 민간단체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요트시험 대행기관을 포함하여 전국 23곳의 

조종면허시험 대행 기관을 두고 있다.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구분 대행기관 지정기관 실기시험장 지정일

1 서울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서울지부 한강공원 난지지구 01.1.15

2 경기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기지부 가평군 청평호 01.1.15

3 강원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강원지부 춘천시 의암호 01.1.15

4 충남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충남지부 아산시 신정호 01.1.15

5 충북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충북지부 충주시 충주호 01.1.15

6 경북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북지부 영덕군 오십천 01.1.15

7 경남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남지부 마산시 광암해수욕장 01.1.15

8 서부경남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서부경남지부 합천군 봉산면 01.1.15

9 경북제2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북지부 안동시 안동호 01.1.15

10 울산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울산지부 북구 태화강하류 01.1.15

11 부산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 수영구 수영강하류 01.1.15

12 전북시험장 (주)지평선 마린리조트 김제시 능제저수지 05.6.17

13 전남서부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전남지부 영암군 영산호 01.7.23

14 전남동부시험장 (사)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
여수시 
부표관리사무소

01.7.23

15 제주시험장 제주도 요트협회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01.7.23

16 서울요트시험장 (사)한국외양요트협회 서울지부 한강공원 난지지구 07.7.18

17 강원요트시험장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삼척시 덕산항 08.9.16

18 경북요트시험장 (사)한국외양요트협회 경북지부 영덕군 강구항 08.9.16

19 경남통영요트시험장 통영요트학교 통영시 도남관광단지 08.9.16

20 경남고성요트시험장 (사)한국외양요트협회 경남서부지부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08.9.16

21 부산요트시험장 한국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영도구 동삼동 10.11.1

22 전남요트시험장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목포시 죽교동 10.11.1

23 제주요트시험장 제주한라대학 산학협력단 제주시 도두동 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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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Marina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절차(국민안전처 자료)

•인터넷, 우편
•해경서, 시험장 방문

1. 응시원서접수

•23개 시험장

2. 필기시험

•인터넷, 우편
•23개 시험장 방문

3. 실기접수

•위탁기관방문
•23개 위탁기관

5. 수상안전교육

•23개 시험장 방문

4. 실기시험

•안전교육 수료증
•증명사진 1매

6. 교부신청서작성

•17개 해양경비안전서
•당일~14일이내

7. 면허증교부

▶
접수

▶
합격

▶
합격

▶
접수

▶

▶

▶

불합격 불합격

필기면제자

실기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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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한 세번째 요건으로, 

사업에 이용될 마리나선박이 안전하게 계류 및 접안, 이안을 

할 수 있는 계류시설이 필요하다.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사업등록기준)  

- 나목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구분 등록기준

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여기서 말하는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이란, 

사업에 이용되는 마리나선박 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의미한다.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은 일반적인 

부두안벽 및 잔교에서부터, 아래 사진과 같은 부유식 폰툰 

계류시설과 같이 다양하지만, 그 형태와 규모와는 상관 

없이 번호 또는 구역 등으로 구분되어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한다.

해당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매매·분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류시설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용허가 또는 

임대계약·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그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6. 
계류시설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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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시설은 반드시 마리나항만법으로 지정·고시된 마리나 항만구역 내의 계류시설 

만이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어촌어항법에 따라 조성된 어항시설에 

해당되는 계류시설이라 하여도 관리청으로부터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간 동안 

사용허가를 받는다면 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하천법에 따라 

조성된 ‘강(江)마리나’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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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함께,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 24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예시 : 1962.1.1.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사업장의 위치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고, 마리나 계류시설 번호 등을 함께 기재

마리나선박 명세

 예시 : 1. 선명 : OOO, 선박번호 : OOOOOOO, 톤수 : OO톤, 길이 OOM, 승선정원 OO명

2. 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 번호로 구분하여 기재

사업기간
 예시 : 2015. 7. 8. ~ 2018. 7. 6.

요금

 예시 : 1. OOO호 : 1시간 당 OOOO원, 1일 당 OOO원
       2. 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 번호로 구분하여 기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4.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

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마
리

나
선

박
 대

여
업

 창
업

 절
차

36

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Marina

- 24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예시 : 1962.1.1.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사업장의 위치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고, 마리나 계류시설 번호 등을 함께 기재

마리나선박 명세

 예시 : 1. 선명 : OOO, 선박번호 : OOOOOOO, 톤수 : OO톤, 길이 OOM, 승선정원 OO명

2. 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 번호로 구분하여 기재

사업기간
 예시 : 2015. 7. 8. ~ 2018. 7. 6.

요금

 예시 : 1. OOO호 : 1시간 당 OOOO원, 1일 당 OOO원
       2. 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 번호로 구분하여 기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4.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

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자유 양식으로 사업장의 상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충실하게 기재하되, 전화·팩스·

핸드폰 등 연락처 및 상기 법정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

☞ 또한 사업에 등록되는 마리나선박과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사진도 첨부

3.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4.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   사업에 등록되는 마리나선박이 본인의 소유이거나 국가·지자체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 타인의 선박을 임대차·사용대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3년 이상의 사용권 확보 필요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

☞   계약서·협약서 등은 원본 제출 원칙,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선박소유자의 원본대조필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하여야 함.) 날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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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 휴·폐업 및 지도·감독 등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란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말한다.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관련

명칭 관할구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김해시ㆍ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에 한정), 제주특별자치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김포시ㆍ부천시ㆍ고양시ㆍ의정부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 
구리시ㆍ동두천시ㆍ포천군ㆍ양주군ㆍ가평군ㆍ연천군ㆍ시흥시 및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라남도 중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고흥군ㆍ보성군ㆍ구례군ㆍ곡성군 및 장흥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상남도(김해시ㆍ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은 제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라북도, 충청남도(장항항에 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고흥군ㆍ보성군ㆍ구례군ㆍ곡성군 및 장흥군은 제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김포시ㆍ부천시ㆍ고양시ㆍ의정부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구리시ㆍ동두천시ㆍ포천군ㆍ양주군
ㆍ가평군ㆍ연천군ㆍ시흥시 및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은 제외), 충청남도(평택항ㆍ당진항에 한정)

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영 별표1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 가이드북 「Ⅱ-5. 조종면허 취득 및 교육」 란을 참조하여 등록할 선박에 적합한 조종면허 

증서와 교육 증서 서류를 준비

6.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빙하는 임대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   가급적 3년 이상의 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 3년 미만의 사용권에 대한 서류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   계약서·협약서 등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을 제출할 경우 시설소유자의 원본대조필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하여야 함) 날인 필요

  ※   이외에도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니 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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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Marina

가. 이용약관 신고·게시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정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즉시 이를 신고하고, 변경된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단, 최초 이용약관 신고 시에는 마리나업 등록신청과 

함께 신청하도록 한다.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시행규칙 제27조(이용약관) 

8. 
이용약관 
신고·게시 및 
보험 가입

법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항 생략)

시행규칙 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

호서식의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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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예시 : 1962.1.1.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화:                    )

사업장의 위치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고, 마리나 계류시설 번호 등을 함께 기재

마리나선박 명세

예시 : 1. 선명 : OOO, 선박번호 : OOOOOOO, 톤수 : OO톤, 길이 OOM, 승선정원 OO명 
2. 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 번호로 구분하여 기재

계류시설 명세

예시 : 계류시설 위치 도로명 주소 및 계류시설 번호 등 해당 계류시설 명세를 기재

대여 

기간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상 기재된 사업기간 기재
(최초 신청시 등록 신청서 상 사업기간과 동일하게 기재)

대여료

(필요시 마리나선박 종류별 보관료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예시 : 1. OOO호 : 1시간 당 OOOO원, 1일 당 OOO원
       2. 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 번호로 구분하여 기재

 그 밖의 이용조건

그 밖의 이용조건 등이 있는 경우 기재

 적용일

 현재 신고하는 이용약관의 희망 적용일을 기재

 변경 사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마
리

나
선

박
 대

여
업

 창
업

 절
차

40

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Marina

나. 보험 가입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보험가입 기준은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보험가입 기준과 동일하다. 

현재 국내보험사들이 마리나업 관련 보험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 등록 취소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므로 제도가 신설된 초기임을 감안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선 가입 후,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되는 시점에 해당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제32조의4(보험 가입)

제32조의4(보험 가입)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8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마리나업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할 것

참고로, 수상레저사업용 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주요 내용

보험 가입 대상 -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등록사업자

보험의 종류

- 수상레저 및 운전자 상해보험(의무)

- 가이드 및 운전자 상해보험(의무)

- 선체 보험(선택)

가입시 

필요 서류

- 수상레저 보유현황(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

- 사업자 등록증

-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

- 가이드(안내요원) 명단

- 수상레저사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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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보장 내용

1) 대인배상책임

 -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운영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

 - 기본보상한도액 : 1인당 1억 원

 - 보상한도액 증액 가능(단, 추가보험료 발생)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 원

2) 치료비담보특약 : 1인당 1백만 원, 1사고당 1천만 원

3) 제3자 배상책임담보

 -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운영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

 - 기본보상한도액 : 1인당 6천만 원 / 1사고당 6천만 원

 - 보상한도액 증액 가능(단, 추가보험료 발생)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 원

4)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조항

 -   피보험자가 수상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마리나업 관련 
보험 취급 회사

- 메리츠화재(연락처 : 02-6464-3036)

- KB손해보험(연락처 : 02-6900-3407)

- 탑스넷(연락처 : 02) 755-0020)

- 동부화재(연락처 : 02) 2262-3690)

- 삼성화재(연락처 : 02) 311-1172)

- (주)애니인슈(연락처 : 02) 2678-7511)

- 한국해운조합(연락처 : 02) 6096-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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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자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인도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때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관할 세무서란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세무서(거주지가 아님)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 규정 

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사업자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서식 관련)

첨부서류 구분 내  용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1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

상가건물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연료 
도매업, 기체연료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가스 운영업 
등에만 해당

9. 
사업자 등록 
및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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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금납부와 신고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 

추진세금에 더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 자칫하면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과 관련 세무신고,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한다.

1) 개요 

사업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라고 하며, 법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한다.

2)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1.1~12.31)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해에 벌어들인 사업소득은 물론, 부동산 임대 소득 및 이자 소득, 

일시재산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한다. 모든 개인 사업자는 다음해 5.1 ~5.31에 

연간 소득금액에 대해 확정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정관상 정해진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는 법인 본점 소재지의 세무서이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사업자는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팔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신고기간별로 발생한 거래내역을 부가가치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리

나
선

박
 대

여
업

 창
업

 절
차

44

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Marina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 납세 사업자의 구분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일반과세자 납부 방법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납부 방법

•  매출액(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신고할 사항 신고기간 신고할 사항 신고기간

예정고지 예정고지 발부 4.1. ~ 4. 25. 예정고지 발부 10. 1. ~ 10. 25.

확정고지 상반기 사업실적 7. 1. ~ 7. 25. 하반기 사업실적
다음해 1.1. ~ 

1. 25.

※ 1, 2기 예정신고는 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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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각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등 관련 규정 참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시행 2013. 7. 1.] [국세청고시 제2013-22호, 2013. 7. 1., 일부개정]

제3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 「법인세법」 제117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선정

3. 결제금액 입금을 위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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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원 고용 관련 신고사항

직원을 채용했다면 직원 관리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인사 및 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과 취업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외부적으로 관련 기관에 

기본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이다.

1)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작성 

근로자 명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꼭 만들어야 한다. 근로자 명부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며, 이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임금대장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2) 4대 보험과 취업규칙 사항 신고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므로 근로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고용보험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고용보험 적용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성립 관계신고서 및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개시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폐지·

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소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7

Ⅱ.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 절차

취업규칙 사항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사무소)의 민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항 목 구비서류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고서 국민연금법 제21조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신고서 고용보험법 제15조

산업재해보험
근로복지공단

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버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류 제5조

취업규칙 신고
노동부 지방사무소

신고서
취업규칙 의견서

근로기준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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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정의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 준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4.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기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기타 사항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8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반드시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가입 필요(등록기준은 아니나, 보험 미가입 운영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가능)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준

핵심 가이드

구분 등록기준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마리나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사무실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마
리

나
선

박
 보

관
·

계
류

업
 창

업
 절

차

52

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Marina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창업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창업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절차는 모두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창업절차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번 장에서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을 

위한 시설확보 및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창업 절차 
개요

창업 구상

사업성 분석
사업 입지,  
시장성, 수익성 
등 종합검토

창업자금 지원제도 :  
중기청·지자체  
각종 정책지원사업 
자금 참고

법인설립 등기 : 
관할 법원
법인설립 신고 : 
관할 세무서

업 등록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요금 신고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보험 :  
영업책임보험 
등 가입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

창업형태 결정 및 
자금 준비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확보
(보유 또는 임대·협약 등)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이용약관 신고·게시 
및 보험 가입

사업자 등록 및 사업개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세금 납부·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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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등록기간 동안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과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확보’란 반드시 보유할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마리나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 항만법 등의 

관계법령상 관리청으로부터의 사용허가 또는 해당 시설 

소유자로부터의 매매·분양·임대 또는 독점적인 사용권을 

보장하는 협약(유상 또는 무상을 가리지 않음) 등 다양하다.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기준)

항목 등록기준

가.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마리나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나. 사무실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2. 
보관·
계류시설 및 
사무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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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Marina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함께,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① 생략

② 법 제2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자유 양식으로 사업장의 상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충실하게 기재하되, 
전화·팩스·핸드폰 등 연락처 및 상기 법정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

☞ 또한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업장의 사진도 첨부

3.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에 대한 승인도면 등 제출, 승인 
도면이 없는 경우, 자유 형식의 도면(배치도)에 사진을 첨부하여 
상세히 작성 필요

4.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 또는 도시과 및 인터넷 민원신청을 통해 
지적도 또는 지형도 등 발급 가능

5.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용권에 대한 계약서·협약서 등은 가급적 원본을 제출, 사본을 제출할 
경우 시설 소유자 또는 허가권자의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마리나항만법, 어촌어항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시설 사용허가 등의 서류는 사본을 그대로 제출하여도 무방

3.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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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예시 : 1962.1.1.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사업장의 위치

도로명 주소로 기재

보관․계류시설 명세

사업장 명칭, 보관·계류시설 종류, 보관·계류시설 규모, 보관·계류 최대 가능척수 등 기재

사업기간

 예시 : 2015. 7. 8. ~ 2018. 7. 6.

요금

예시 : 1. OO톤 미만 선박 : 1일 OOO원, 1달 OO원
      2. 각 이용조건에 따라 기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

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4.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

형도

 5.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 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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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Marina

이때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 휴·폐업 및 지도·감독 등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란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말한다.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관련

명 칭 관할구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김해시ㆍ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에 한정), 
제주특별자치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김포시ㆍ부천시ㆍ고양시ㆍ의정부시ㆍ남양주시
ㆍ파주시ㆍ구리시ㆍ동두천시ㆍ포천군ㆍ양주군ㆍ가평군ㆍ연천군ㆍ시흥시 및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라남도 중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고흥군ㆍ보성군ㆍ구례군ㆍ곡성군 및 장흥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상남도(김해시ㆍ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은 제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라북도, 충청남도(장항항에 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고흥군ㆍ보성군ㆍ구례군ㆍ곡성군 
및 장흥군은 제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김포시ㆍ부천시ㆍ고양시ㆍ의정부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구리시ㆍ동두천시
ㆍ포천군ㆍ양주군ㆍ가평군ㆍ연천군ㆍ시흥시 및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은 제외), 
충청남도(평택항ㆍ당진항에 한정)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 이후의 보험 가입 및 이용약관 등 신고·게시 절차, 

사업자 등록 및 사업 개시와 관련한 숙지사항 등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해당 절차를 참고하도록 한다.



chapter 04.



Ⅳ. 마리나업 운영 관련 유의사항 ………………… 59

<참고 :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62



59

Ⅳ. 마리나업 운영 관련 유의사항

█   「마리나항만법」에서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선박에서의 주류 판매 또는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나,

●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주류를 제공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업(음식과 함께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주세법상의 주류소매업 

등의 사업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자의 운항 대행 서비스를 받지 않고 선박만을 렌탈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선내 음주가 가능

●  다만, 선박을 조종하는 사람이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로 조종할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또는 해사안전법 제41조에 따라 벌금 및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함

마리나선박 대여업만 등록하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주류 판매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여 주는 사업이며,

●  수상레저사업은 수상레저기구(요트 이외의 수상스키, 워터슬래드, 카누·카약 등도 

포함)를 빌려주거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임

█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5톤 이상의 선박만이 사업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요트·

보트만을 빌려주거나 태워주는 것이 가능하며,

●  수상레저사업과 같이 수상스키, 워터슬래드 등을 태워주는 사업은 불가능

●  따라서 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만 등록한 상태에서 이용자에게 수상스키, 

워터슬래드 등을 태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처벌이 예상됨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요트·보트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수상레저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용자에게 
수상스키 등을 태워주는 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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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자의 운항 대행 서비스를 받지 않고 오직 선박만을 렌탈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  마치 렌트카를 이용하듯이, 해당 선박을 직접 조종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자유 

의지에 따라 특정 도서지역이나 다른 항만에 방문하는 것이 가능
*   다만, 선박 자체의 항행구역(선박검사증서 또는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항행구역을 말함)에 따른 

항해가능범위는 제한됨.

●  그러나 사업자(또는 종사자)가 선박을 조종하여 이용자를 타 도서지역이나 다른 

항만에 내려주는 것은 「해운법」 상의 ‘여객운송사업’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의 ‘도선사업’에 저촉될 소지가 매우 높음

●  이는 마리나항만법 제2조에 따라 마리나선박의 정의를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으로 정하고 있어,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여객의 

운송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

 마리나선박 대여업 운영 시 이용자를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타 도서지역 등에 내려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8의 보험가입 조항은 마리나업 등록을 마친 ‘등록사업자의 의무’임

●  따라서 보험가입은 마리나업 등록기준은 아니며, 보험가입 증명 서류가 마리나업 

등록제출 서류는 아님

●  다만, 등록사업자가 보험가입 없이 영업할 경우,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6에 따른 

시정명령*, 제28조의7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 (1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위반) 등록 취소
 *** 1)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 원, 2)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만 원에 10

일을 초과하는 위반기간 1일마다 1만 원씩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로, 마리나업 등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대인 배상책임 

보험으로서, 현재 (주)메리츠화재 등에서 마리나업 전용 상품을 준비중

●  꼭 마리나업 전용 상품이 아니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마리나업 운영상 발생한 

피해에 대해 대인배상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보험 가입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8에 따라 보험가입의무가 있던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만 마리나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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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리나업 운영 관련 유의사항

█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통상 수역이 특정되지 않은 

선박 계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지,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의 일부를 특정하여 다시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목적은 

애초에 계류시설의 임대, 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점용·사용 허가받은 자의 계류시설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는 

것이 특별히 공유수면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임대를 통해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운영하는 것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제8조제8항 :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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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마리나업을 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

4호

1)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 원

2)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

만 원에 10일을 초과하는 위반기간 1

일마다 1만 원씩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

5호
20만 원

법 제28조의4를 위반하여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

6호
20만 원

법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용요금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

7호
20만 원

법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여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

8호
10만 원

법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

9호

1)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 원

2)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만 

원에 10일을 초과하는 위반기간 1일마다 

1만 원씩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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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마리나의 일반적 기능과 시설

1) 계류 및 보관시설

마리나의 계류 및 보관시설은 마리나선박의 해상, 혹은 

육상의 정박이나 보관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마리나선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수면보관과 육상보관이 있다. 수면보관은 

부잔교 등의 계류시설에 마리나선박을 계류한 채로 보관하는 

것이고 육상보관은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을 

육상의 야드나 보트보관소에 보관하는 것이다. 대형 

마리나선박은 수면보관이 일반적이고, 육상보관은 주로 

소형 마리나선박이 이용한다. 

마리나의 계류(上) 및 보관(下) 기능

부록1.  
마리나시설 
및 
마리나선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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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가시설

마리나에서 육상보관되고 있는 선박이 수상으로 출입하는 경우와, 수상의 선박이 

수리·점검·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상하가가 필요하다. 상하가에는 경사로, 포크리프트

(fork lift), 크레인 등이 이용된다.

마리나의 상하가 기능

3) 수리ㆍ점검시설

보팅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마리나선박의 적정한 수리ㆍ점검이 불가피하며, 

마리나의 수리시설은 간단한 수리시설부터 전문적인 수리공장까지 매우 다양하다.

마리나의 수리 및 점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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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급ㆍ청소시설

마리나는 계류된 마리나선박 또는 방문 선박의 주요물자인 물, 연료, 식음료를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개인 및 클럽·동호인의 장거리 항해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리나의 보급기지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마리나선박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청소시설도 필요하다. 쓰레기,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리나의 보급 기능

5) 숙박ㆍ휴식시설

마리나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샤워·화장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최근 들어 

해양 여가활동이 장기적이고 체류형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 마리나에도  호텔 등의 

숙박시설로서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마리나에서는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향후에는 

숙박 및 휴식 시설이 마리나에서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마리나의 숙박 및 휴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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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리운영시설

관리운영시설은 일반적으로 클럽하우스로 불리는데, 클럽하우스의 공통적인 기능은 

아래 표와 같이 3가지 기능으로 크게 분류된다.

클럽하우스의 기능

기능 시설ㆍ설비 비고

마리나시설 및 이용자의 
관리기능

프런트, 관리사무실, 하버사무실, 응접실, 
당직실, 화장실, 로비

마리나 고유의 것

항해자 및 오너에 대한 
서비스 기능

탈의실, 샤워실, 욕실, 선구라커, 세면실,  
마린shop, 클럽룸, 연구실(회의실)

마리나 고유의 것

항해 후 선원 및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 기능

커피shop, 매점, 레스토랑, 숙박시설,  
연수실(기업연수 등)

제3자에 의한 영업도 
가능

기본적으로 클럽하우스는 이용자의 공간과 관리자의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이용자의 공간은 로비·라커룸, 화장실·샤워실, 클럽룸, 마린샵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관리자의 공간은 사무실, 응접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마리나의 관리운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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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수ㆍ교육시설

요트, 그 중에서도 딩기요트는 레저로서보다 오히려 스포츠로서의 색채가 짙어 

요트스쿨, 강습회 등이 많이 열리는데, 최근 마리나에서 주최하는 요트스쿨, 강습회 등이 

매우 확대되고 있어 마리나에 요트 연수·교육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마리나의 연수 및 교육 기능

2. 마리나선박의 구분

1) 모터보트(스피드보트)

모터보트는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전용의 보트들이 많다. 이들 보트는 사람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인명구조의 요인 때문에 선수가 데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웨이크보드는 타워 봉이, 수상스키는 선미에 스키 봉이 

장착되어 있다.

모터보트(스피드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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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낚시보트

낚시보트는 선수에서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워크어라운드와 하우스 타입으로 

나눠진다. 낚시보트는 낚시대 홀더, 자동식 수조 등 선상낚시에 특화된 옵션이 

장착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20ft 전후의 보트들이 많으며 바다의 거친 파도를 어느 

정도로 치고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낚시를 하면 선실이 많이 더러워질 수 

있으므로 바닥을 카펫 대신 FRP로 외부마감을 하기도 한다.

낚시보트

3) 세일요트

주 동력장치가 엔진이 아닌 돛으로 이동하는 요트가 세일요트이다. 접안·이안을 

위해 보조 동력으로 엔진은 장착되어 있지만, 실제 운항은 바람을 이용한다. 

바람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요트이기에 파워요트에 비해 유지비용이 매우 저렴하며 

해양스포츠로서 매력적인 부분이 더 많다.

선실(Cabin)의 유무에 따라, 딩기요트(Dingy yacht)와 크루저 요트로(Cruiser 

yacht) 나누어지는데, 딩기요트는 주로 입문자와 해양스포츠 활동으로 많이 이용되며, 

크루저 요트는 해양 여가활동을 주목적으로 이용된다.

세일요트(좌: 딩기 요트, 우: 크루즈 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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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워 요트

주동력으로 엔진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30ft급 이상의 크기를 모터보트와 구분하여 

파워요트로 통칭한다. 크루저 요트와 마찬가지로 선내에 여가활동에 필요한 필요시설들 

(침실, 주방, 화장실, 거실 등)을 갖추고 있다.

파워 요트

5) 슈퍼 요트

선체길이가 24m(80ft급)이상인 호화 레저요트를 말하며, 선실에는 침실과 응접실, 

화장실, 싱크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장기간 항해가 가능한 요트이다. 대형인 

만큼 고가이며, 매년 슈퍼요트 판매 척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13년 세계해양산업협회

(ICOMIA)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6,000척 이상의 슈퍼요트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된다.

슈퍼 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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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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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레저선박 등록 및 건조·수출 현황

■ 레저선박 등록 현황

(단위 : 척)

법령별

연도별
계

수상레저안전법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선박안전법
(플레저보트 및 유선)

총계(누적) 12,985 12,115 870

2014년 2,292 2,320 △28

2013년 2,162 2,146 16

2012년 1,595 1,562 33

2011년 1,118 1,004 114

■ 레저선박 건조·수출 현황

(단위 : 척)

구 분
레저선박 
건조척수

레저선박
수출척수

수출 대상국

2014년 129  16 
미국(하와이) 2, 일본 1, 중국 2,  
몰디브 1, 말레이시아 2, 터키 1,  
싱가포르 1, 콜롬비아 4, 팔라오 2

2013년 240  27 
미국(하와이) 2, 일본 12, 중국 2,  
몰디브 2, 말레이시아 2, 홍콩 2,  
미얀마 4, 필리핀 1

2012년 88  10 
중국, 태국, 크로아티아 
(국가별 수출 척수자료 無)

2011년 82 0 -

부록2. 
마리나산업 
통계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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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마리나산업 주요 현황(세계해양산업협회, ’13)

구 분 미 국 영 국 독 일 호 주 일 본 기 타 총 계

마리나 수 11,000개 565개 2,700개 450개 570개 8,095개 23,380개

종사자 수 29.3만 명 3.1만 명 2.0만 명 2.8만 명 1.3만 명 32.1만 명 70.6만 명

관련업체 29,315개 4,194개 3,560개 2,214개 700개 23,921개 63,904개

선 박 수 1,590.6만 척 55.2만 척 50.6만 척 183.5만 척 28.7만 척 990.0만 척 2,898.6만 척

국가명 ’13년 등록 척수 국가명 ’13년 제조 척수

총계 28,986,426 총계 3,246,120

미국 15,906,067 중국* 3,109,416   

캐나다 4,300,000 일본 32,971 

호주 1,835,000 프랑스 20,994 

스웨덴 881,000 폴란드 16,590 

노르웨이 859,000 핀란드 13,397 

핀란드 807,000 영국 9,699 

영국 551,560 독일 8,438 

이탈리아 469,038 뉴질랜드 8,200 

네델란드 520,000 아르헨티나 7,813 

뉴질랜드 514,284 스웨덴 5,413 

프랑스 483,051 브라질 4,886 

독일 505,795 터키 3,005 

일본 287,350 노르웨이 2,550 

스페인 195,730 그리스 1,425 

아르헨티나 184,341 체코 604 

그리스 156,413 크로아티아 540 

크로아티아 102,475 스페인 179 

스위스 99,301 한국 240 

터키 83,075

 *   중국의 경우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제조 척수 
(293만 척)가 합산된 수치

**   세계 해양산업협회 ’14년 통계자료는 ’15년 하반기 
발표 예정

폴란드 68,940

브라질 75,310

아일랜드 27,010

체코 20,850

중국 53,836

한국 1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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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Marina

3. 국내 요트·보트 조종면허 취득자 수

(단위 : 척)

면허종별

연도별
계 일반 1급 일반 2급 요 트

총계(누적) 153,559 51,929 93,729 7,901

2014년 13,422 4,020 8,409 993

2013년 13,973 4,587 7,984 1,402

2012년 14,233 4,884 8,108 1,241

2011년 13,413 4,243 7,707 1,463

2010년 11,500 3,933 6,814 753

2009년 12,055 4,134 7,170 751

2008년 9,205 3,077 5,700 428

2007년 9,300 2,908 6,160 232

 * 1급 :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면허시험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
   2급 :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호버크래프트, 스쿠터 등) 조종을 위한 면허
   요트 : 요트를 조종하는 자 및 요트조종면허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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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 마리나 현황표 (기본계획 미반영 포함)

구분
위 치 
(항명)

마리나명 개  발
운영
주체

개발
근거

개발
년도

개발
구역

시설규모 개발 
사업비
(억)

투자주체
해상 육상

운

영

중

(32)

한  강 서  울 (주)서울 마리나 (주)서울 마리나 민투법 ’11 하천 60 30 270 민  간

경  인 김  포 수·공 워터웨이플러스
항만법 

(마리나항만법)
’12 무역항 136 60 777 민  간

전  곡 전  곡 화성시
화성 

도시공사
어촌어항법

’09 
’11

지방 
어항

145 55 467
국  비 (92) 
지방비(375)

보  령 보  령 보령시 보령시
공유수면 
매립법

’01 기타 - 50 30
국  비 (8) 
지방비(22)

격  포 격  포 부안군
전북 

요트협회
어촌어항법 ’11

국가 
어항

37 - 48
국  비(24) 
지방비(24)

목  포 목  포 목포시
세한대 

산학협력단
항만법 ’09 무역항 32 25 70

국  비(35) 
지방비(35)

여수  
요트경기장

소  호 여수시
전남 

요트협회

공유수면

매립법
’87 기타 - 50 16

국  비(7) 
지방비(9)

완  도 완  도 국가(전남도) - 항만법 ’13 무역항 9 - 16 국  비

물  건 물  건 남해군
남해군 

요트협회
어촌어항법 ’11

국가 
어항

25 - 20 지방비(20)

삼천포 삼천포 (주)삼천포 (주)삼천포 어촌어항법 ’06 기타 22 20 5 민  간

통  영
충  무

금 호 
충무마리나

금 호 
충무마리나

공유수면

관리법
’97

무역항
92 15 652 민  간

공  공 국가(경남도) 경상남도 항만법 ’13 30 - 15 국  비

사  곡 사  곡 거제시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법

’97 
’05

기타 - 10 8.4
지방비(8) 
민 간(0.4)

지세포 지세포 거제시
거제 

요트협회
어촌어항법

’09

’13

국가 
어항

20 - 35
국   비(2) 
지방비(33)

수영만 수영만 (주)대우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공유수면 
매립법

’86 기타 293 155 711
기부채납 
(대우→
부산시)

운촌
The bay 

101
㈜동백섬 
마리나

㈜동백섬 
마리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등

’14 기타 61 - 350 민간

남천 남천
㈜진일월드 

마린
㈜진일월드 

마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14 기타 36 - 42

기부채납 
(진일→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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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Marina

구분
위 치 
(항명)

마리나명 개  발
운영
주체

개발
근거

개발
년도

개발
구역

시설규모 개발 
사업비
(억)

투자주체
해상 육상

운

영

중

(32)

양  포 양  포
국가 

(해수부)
포항시 어촌어항법 ’09

국가 
어항

36 - 10 국  비(10)

포항구항 포항구항 포항시 포항시
공유수면

관리법
’10 무역항 14 - 1.2 지방비(1.2)

오  산 오  산 울진군 - 어촌어항법 ’13
국가 
어항

15 15 20
국  비(10) 
지방비(10)

후  포 후  포
국가  

(해수부)
- 항만법 ’13 연안항 7 15 국  비

강  릉 강  릉 (주)시마스터 (주)시마스터 어촌어항법 ’10
국가 
어항

33 - 30 민  간

수  산 수  산 양양군
강원도 

요트협회
어촌어항법 ’09

국가 
어항

60 50
국  비(36) 
지방비(14)

속  초 공  공
국가

(강원도)
강원도 항만법 ’13 무역항 30 - 15 국  비

도  두

도  두 (주)도두마리나 (주)도두마리나

어촌어항법

’09

국가 
어항

10 - 13 민  간

한  라 한라대학 한라대학 ’08 4 - 12 민  간

공  공 제주도 제주도 ’13 9 - 46
국  비(23) 
지방비(23)

김  녕

김  녕 (주)에니스
(주)

김녕요트투어
어촌어항법

’08
국가 
어항

4 - 5 민  간

공  공 제주도 제주도 ’13 15 10 28
국  비(11) 
지방비(17)

위  미 위  미
해비치호텔&
리조트(주)

해비치호텔&
리조트(주)

어촌어항법 ’08
국가 
어항

1 - 140 민 간

중  문 중  문 퍼시픽 랜드 퍼시픽 랜드
공유수면 
관리법

’91 
~’11

기타 15 - 706 민  간

대  포 대  포 제이엠(주) 제이엠(주) 어촌어항법 ’11
지방 
어항

4 - 6 민  간

소  계 1,75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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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 치 
(항명)

마리나명 개  발
운영
주체

개발
근거

개발
년도

개발
구역

시설규모 개발 
사업비
(억)

투자주체
해상 육상

개

발

중

(8)

왕  산 왕  산 인천시 -
경제자유 
구역법

’14 무역항 150 150 1,500
국  비(50) 

지방비(117) 
민간(1,333)

제  부 제  부 경기도 - 마리나 항만법 ’15 기타 176 124 582
국  비(291) 
지방비(291)

홍  원 홍  원
국가 (

해수부)
- 어촌어항법 ’15

국가 
어항

50 50 81.98

국비 
*방파제 등 
기반시설 

비용

비  봉 비  봉 보성군 - 어촌어항법 ’14.6 기타 20 - 70
국  비(35) 
지방비(35)

당항포 당항포 고성군 - 어촌어항법 ’16 기타 50 50 92
국  비(49) 
지방비(43)

대포·
근포

대포·
근포

거제시 - 어촌어항법 ’15
국가 
어항

60 40 135
국  비(50) 
지방비(85)

이  호 이  호 이호랜드 -
공유수면 
매립법

’14 기타 20 10 60 민간

소  계   970척

※ 노란 배경부분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미반영 지역임(운영중 14개소 / 개발중 2개소)
  *    마리나항만법에 의거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된 마리나항만은 충무, 중문, 목포, 김포(운영중), 제부(개발중)  

5개소임



부
   록

78

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Marina

5. 전국 마리나항만 개발 현황도(기본계획 미반영 포함)

수 도 권

충 청 권

제 주 권

경 북 권

전 북 권

경 남 권

서 남 권
전 남 권

강 원 권

* ()는 마리나 개소임

: 운영중(32개소)

: 개발중(8개소)

: 제   안(1개소)

범  례

속 초

수 산

강 릉

오 산

후 포

양 포

운 촌

남 천

수영만

포항구항

사 곡

소 호

완 도
물 건

지세포

삼천포

통영(2)

중 문 대 포 위 미

김녕(2)도두(3)

김 포

서 울

전 곡

보 령

격 포

목 포

당항포

대포·근포

비 봉

이 호

함 평

홍 원

제 부

왕 산

부산북항

부 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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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및 어촌마리나역 위치도

: 마리나항만

: 어촌마리나역(다기능어항)

: 어촌마리나역(신규개발)

범    례

속 초

수 산

강 릉

덕 산

후 포

강 구

두 호

양 포

감 포

포항구항

대진항

오산항

신양항

연도항초도항

매물도항

서거차항

우이도항

전장포항

삼길포항

방아머리

부산북항

수영만

백운포

고 늘

진 하
동 암

남 천

운 촌

동 환

명 동

구 산

당항포

삼천포

고군산

무창포

원산도

시화호
덕적도

지세포

충 무

사 곡

하 동

대포·근포

도 두
이 호

대 포

화 순 중 문 강 정

신 양

김 녕

엑스포

광 양

웅 천

소 호

비 봉

비 응

홍 원

창 리

제 부

왕 산

흘 곳

인 천 김 포 서 울

영 종

장 고

전 곡

안 흥

보 령

남 열

완 도

목 포

화 원

진 도

계 마

저동항

위미항

물건항

욕지향

남당향

격포향

왜 목

* 수정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59개소, 어촌마리나역(驛) 1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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