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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지구, 달의 삼각 줄다리기

조석

바다는 하루종일 해수면이 오르내린다. 이와 같이 해수면이 규칙적
으로 오르내리는 일을 되풀이 하는 현상을 조석(潮汐, tide)이라 한다. 해수면의 상하운동인 조석현상은
동시에 바닷물의 수평적인 흐름을 가져온다. 즉 밀려들어 오는 물(밀물)에 의해 해수면이 올라가고,
쓸려 나가는 물(썰물)에 의해 해수면이 내려간다.

조석현상과 기조력
바다는 하루종일 해수면이 오르내린다. 이와 같이 해수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일을 되풀이 하는 현상을 조석이라 한다. 해수면의 상하운동
인 조석현상은 동시에 바닷물의 수평적인 흐름을 가져온다. 밀려들어
오는 물(밀물)에 의해 해수면이 올라가고, 쓸려 나가는 물(썰물)에 의해
해수면이 내려간다. 이러한 조석현상을 일으키는 힘을 기조력이라 한다.
조석현상은 태양, 지구, 달 등의 상대 위치에 따른 기조력에 의해 발생

핵심키워드
조석 | 달과 태양 그리고 지구의 운동에 의해서 한 지점에서 하루 이내의 비교적 짧은 주기로 해수면이 변동
하는 것을 말한다.

되는 바다 표면이 주기적으로 상승, 하강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조석은 만조와 간조가 약 24시간 50분마다 두 번씩 일어
나는 반일주조, 만조와 간조가 한 번씩 일어나는 일주조 형태로 발생한다.
반일주조는 바닷가에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회 나타나지만,
조석 주기는 정확히 12시간이 아니라 약 12시간 25분이다. 이처럼 조석

기조력 | 기조력(起潮力, tide-generating force)은 조석현상을 일으키는 힘을 말한다. 기조력의 주요 구성 요소

주기가 12시간보다 조금 긴 것은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도 역시 같은

는 달과 태양의 인력, 지구운동에 의한 원심력이다. 그 이외에도 기상 요인 등이 기조력의 형성에 작용한다. 달과

방향으로 지구 둘레를 공전하기 때문이다. 지구가 24시간에 1회 자전하

태양의 지구에 대한 인력은 지구상의 각 지점에서 조금씩 다르며, 이것이 해수의 이동과 지구의 변형을 가져와
조석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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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 달은 지구 주위를 약 13° 공전하므로, 달이 처음과 같은 위치에
오려면 지구가 13° 더 자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구는 1시간에 약 1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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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공전

조석 주기

처음 만조의 위치

간조
지구가 반 자전 후
만조가 되는 곳

바닷물
달

만조

12시간 25분

만조

북극
처음 만조의 위치

달

달

자전

지구

달의 인력

공통 질력량 중심을
도는 원심력

자전하므로, 13°를 더 자전하려면 약 50분이 걸리고, 조석은 하루에 2회

간조

기조력

무게중심
달

씩 발생하므로 조석 주기는 약 12시간 25분이다. 조석의 파장은 지구 둘

달

달

레의 반에 해당할 수 있는 파장이 가장 큰 해파이다. 그리고 이런 파장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은 중력이다.

달의 인력이 만들어내는 해양의 부풀음

지구 운동이 만들어내는 반대편 쪽의 부풀음

합쳐진 결과

1,650km

지구와 달의 질량 비교와
평균 거리를 나타낸 모식도

지구의 질량은 달의 질량의 81배

태양과 달이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은 어떨까? 태양의 질량은 달보다
2,700만 배 크지만 거리는 태양이 달에 비해 387배 멀다. 태양에 의한

(1/82) r

(81/82) r

지구-달 간의 평균 거리 (r)

기조력은 달에 의한 기조력의 0.46배에 지나지 않는다. 지구와 달은 공통

기조력 모식도(위)
원심력 관성과 달의 인력의
차이로 생기는 기조력(아래)

질량중심의 둘레를 1항성월(약 27.3일)의 주기로 공전한다. 따라서 지구
기원전 4세기경 희랍의 탐험가이며 지리학자인 피티아스(Pytheas)는
조고(潮高, 조석에 의해 달라지는 물의 높이)와 달의 위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조석현상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
그러나 조석이 제대로 이해된 것은 17세기에 뉴턴(Isaac Newton)이 만
유인력의 법칙을 밝히고 난 이후이다. 지구와 달이 그들의 공통 질량 중
심의 주위로 회전운동을 할 때 생기는 원심력과 인력(벡터)의 합에 의해
기조력이 발생한다. 달과 태양의 지구에 대한 인력은 지구상의 각 지점에
기조력 관련 애니메이션
강원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kangwon.ac.kr/
~sericc/sci_lab/earth/tide/
tide.html
미국 미국 코스탈캐롤라이나
대학교 홈페이지
http://kingfish.coastal.edu/
marine/Animations/Tides/
Tides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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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금씩 다르며, 이것이 해수의 이동과 지구의 변형을 가져와 조석을
일으킨다. 해양에서 조석을 일으키는 천체는 달과 태양이며, 실제 조석을

의 중심은 공통 질량중심을 원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운동은 지구의
원심력에 의한 것이다. 달의 인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지구
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는 크게, 먼 지점에서는 작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달을 향한 지구의 부분은 달의 인력을 강하게 받고, 반대편은 인력보다
원심력이 커서 기조력은 그림과 같이 분포된다.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
에 한 지점에서 관측한 기조력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달을 향하고 있는 바닷물이 달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부풀어 오를 때
반대편 지구의 바닷물은 원심력에 의하여 부풀어 오른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 바다가 밀물이 될 때 지구 반대편 우루과이의 바다 역시 밀물이 된다.

일으키는 기조력(T)의 크기는 그 천체(달과 태양)의 질량에 비례하고 지
구와 그 천체(달과 태양)의 중심까지의 거리(r)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3

T ∝ m1m2 / r

태양

달

달

태양
지구

지구

사리 때 태양, 지구, 달의 모습
삭(朔, 그믐)일 경우(좌)
망(望, 보름)일 경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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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자전하는 동안 한 번은 인력에 의해서, 또 한

혀 있는 형태이므로 밀물이 들어올 때 출구가 막혀 넘치는 현상에 의해 물

번은 원심력에 의해서 두 번의 밀물이 발생하게 된다. 달은 음력 한 달을

높이가 더욱 높아지고, 썰물은 반대로 더욱 낮아지게 된다.

주기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보름과 그믐에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위에 있게 되는데 이때는 태양의 인력이 합쳐지면서 기조력은 최대가 되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되며 ‘사리’ 또는 ‘대조’라고 한다.

조석을 관측하는 방법
조석은 옛날부터 고기를 잡는 기간이나 간장, 된장 등을 담그는 날짜를

달

조금 때 태양, 지구, 달의 모습

결정할 때 이용되어 왔으며, 요즘은 해안공사, 선박 운항, 해양 방재 등

지구

상현(上弦, 반달)의 경우(좌)
하현(下弦, 반달)의 경우(우)

태양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전국 연안에 조

태양

위관측소(검조소)를 설치하여 365일 관측하고 있으며 실시간 관측시스템

지구
달

을 이용하여 조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석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달과 태양의 위치, 지구의 자전, 해안선의 모양, 수심, 위도 등이 있다.

한편 태양, 지구, 달이 직각으로 배열되는 상현과 하현에는 인력이

특히 조석은 해양에서 관측되는 현상 중 예측 가능성이 가장 큰 특성을

상쇄되어 기조력은 최소가 되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작아지는데 이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에 있어서도 건설, 환경, 물류 등에 중요하

‘조금’ 또는 ‘소조’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한 지역에서 조석을 지속적으로 관

게 사용되고 있어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조석은 여러 지역에서의 조석

찰하면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항상 같지 않을(일조부등)

관측 결과와 자료에 기초하여 약 1개월 이내의 변화, 즉 단주기 변화와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간 간격을 주기로 커졌다 작아지는 현상이 반복되

1년 주기 변화, 즉 장주기의 변화를 알고 예보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조차는 약 15일을 주기로 커졌다 작아지는 현상

조석을 예보하거나 과거의 조석상황을 추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석 예

을 반복하는데, 달의 위상이 망(보름)과 삭(그믐)일때 조차가 가장 크고,

보는 기상 특성(기압 또는 바람 영향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상현이나 하현일 때 조차가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해

현장에서 관측되는 자료와 예보 값은 어느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

안보다 서해안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며, 그 크기는 최대 약 10m

만약 이러한 기상 특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대단히 정확한 예보를 구할

에 달한다. 서해는 동해나 남해에 비해 바다가 육지 깊숙이 들어와 막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세계 각 지역은 각각의 조석 예보표를 발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조석의 예보를 하려면 장기·연속적으로 해수면의 변화
를 관측·기록하는 조석 관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연안에 조위관측소

달의모양

삭
상현달

10

바다이야기

해수면의 높이 차이 m ( )

조석과 달의 위상
(강화읍 외포리의 조석곡선)

10
8

사리

보름달

하현달

사리

조금

를 설치하여 장기 조석 관측을 시행한 후 자료를 분석하고 그 지역의 조
석을 일으키는 성분인 조화상수1)를 산출하여 조석을 예보하여야 한다.

사리

조금

6

조석을 관측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우면서 꼭 해야 하는 것은 눈금이
그려져 있는 자(표척)를 바닷물 속에 수직으로 세우고 바닷물의 높이를

4

눈으로 측정하는 표척 관측이다. 이러한 표척 관측은 짧은 시간 동안의

2
0

1

3

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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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5

17

19

21

23

25

27

29

1
음력(일)

관측이나 해면의 높이 기준이 되는 기본수준점표 높이를 측정할 경우와

1) 조
 화상수(harmonic
	constant, tidal harmonic
constant):
 ① 각 분조 고유의 크기
(진폭)와 주파수(주기)
② 특정 지점에서 여러 부조
에 대한 조석 및 조류의
진폭과 위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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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전국 47개 조위관측소

실시간 해양 관측 자료(좌),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표(우)

속초
강화대교
인천송도

영종대교

영흥도

경인항
인천

굴업도

묵호
동해항

울릉도
독도

안산
태안

대산

평택
후포

안흥
보령

어청도

서천마량

포항

장항

군산외항
위도

서해

울산

영광

순천만

목포

마산
진해
광양
여수

대흑산도

통영

부산
신항

부산

가덕도
거제도

고흥

진도

완도

용할 수 있다. 또한 매일 장비에서 관측되는 자료를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그래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관측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결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거문도

추자도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1분 또는 10분 간격으로 우리나라의 주요연안에

제주
성산포

모슬포

이미 대기압, 해수 밀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의 관측 자료를 바로 사

서귀포

대해 조석을 관측하고 있으며,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월, 연별 평균 고저
조위, 최고·최저조위, 평균해면 등의 조석 통계자료와 일정기간(1월, 1년,
10년, 100년 등)의 적정한 통계 분석방법에 의하여 해수면 변동률을

기계식 조위계 자료의 정확성을 파악하려 할 때 행해진다. 그러나 눈으로
관측하는 방법은 밤이나 눈, 비, 안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날에는 정확
한 관측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기계식 조석 관측 장비인 조위계를 이용한 장기 관측을 시

산출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수요자들에게 홈페
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항만 및 연안에
대한 매일의 고조 및 저조 시각과 조위에 대한
예보 값이 포함된 조석표를 간행하고 있다.

행하는데 기계식 조위계는 물 높이 변화에 따른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수압식과 부표를 물 위에 띄어 놓고 물높이가 변화함에 따라 부표의 높이
가 달라지는 것을 측정하는 부표식을 사용한다. 먼저 수압식은 압력을 관
측할 수 있는 센서를 바다 속에 설치하고 이것을 통해 전해지는 수압에서
대기압을 제외시킨 값을 이용하여 물높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수압식 조위계는 단기관측이
나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 바닷물의 높이 변화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한다. 부표식 조위계는 바닷물의 높이가 변화되는 상황을 기록지라
는 종이 위에 펜으로 그래프를 그리도록 되어 있는 장비로 관측 자료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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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관측 모식도(부표식 검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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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표와 기준면

조석 예보(조석표)
달의 모양(월령) : ◐ 상현,  
◯ 망(보름), ◑ 하현, ●삭(그믐)
고저조 : ▲고조, ▼저도

간 면이 된다. 정확히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적정기간 조석 관측을 한 결과 중 가장 아래로 내려간 면이 기준면이라

월령 날짜

h:m(height)

h:m(height)

h:m(height)

h:m(height)

음력

◐

1

02:36(95)▼ 08:32(313)▲ 14:32(68)▼ 20:58(341)▲

9/19

◑

2

03:05(110)▼ 09:00(300)▲

9/20

15:00(80)▼

21:25(328)▲

생각하면 된다.

해수면이 최대가 되는 시기
조석표는 각 지역에 대해 날짜별 고조(만조)와 저조(간조)의 시간 및
조위를 미리 예측하여 나타낸 표로, 원하는 지역과 날짜를 선택한 후

백중사리는 ‘백중(百中)’과 ‘사리(spring tides)’의 합성어로, 백중(음력

고조 및 저조의 시간과 조위를 확인하면 된다. 고조는 물이 가장 많이

7월 15일)을 전후한 사리 때 경험적으로 해수면이 가장 높아서 붙여진 이

들어온 때이며 고조 시간 이후로부터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고, 저조는 물이

름이라 할 수 있다. 해수면 높이는 대기압이나 열(해수의 팽창이나 수축)

가장 많이 빠진 때이며 저조 시간 이후로부터 해수면은 다시 높아지게

에 의해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양력으로 9월경이 최대이며,

된다. 저조에서 고조의 간격은 대략 6시간 12분 정도이다. 조위의 기준

이 시기 사리 때는 해수면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년 음력

면은 그 항만의 약최저저조면(Approximate Lowest Low Water, ALLW)

7월 15일 전후 백중사리에 해수면이 연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으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간행하는 해도의 기본수준면과 일치한다. 조위

데, 이는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엄밀히 말해 백중사리는 백중날에 달의

의 단위는 대부분의 지역은 센티미터(cm)로, 그 외 지역은 미터(m)로 표기

근지점(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로 평균주기 27.55455일)과

되어 있고,2) 시간은 24시간제를 사용했으며, 조석자동응답시스템(ARS:

사리(망이나 삭일 때로 평균주기 29.53059일)가 일치할 때를 의미한다.

1588-9822)3)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근지점 망 또는 삭 조석의 주기는 약 1년 1달 18일(약 413.428일)이

조석 관측의 기준면은 기본수준면(datum level, DL)이라고 하며 조석

므로, 매 4년마다 거의 같은 월(月)의 일(日)에 근지점이 위치하게 된다.

표의 조고 및 해도에 있어서 수심을 표시하는 기준면으로 사용한다. 국제

그 결과 4년 주기로 통상 해수면이 높은 양력 9월경에 백중사리가 일어

수로회의에서 수심기준면은 조석이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면으로

나게 되면 이 시기에는 연중 해수면이 최대가 된다.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심기준면은 각국에서 그들의 규정에

백중은 음력 7월 보름에 드는 속절(俗節, 제삿날 이외에 철이 바뀔 때

2) 미터(m) 표기 지역은 녹동,
서거차도, 벽파진, 안마도,
덕적도, 강화도(외포리), 대연
평도, 순위도, 백령도 신항
등이다.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수심기준면은 약최저저조면(인도대저조면,

마다 사당이나 조상의 묘에 차례를 지내는 날)이며, 백종(百種)·중원(中

Approximate lowest low water)으로 규정되어 있다.

元), 또는 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 한다. 백종은 이 무렵에 여러 가지 과

기준면을 설정하는 방법은 기준면을 잡고자 하는 지역에서 1개월 이상

일과 채소가 많이 나와 ‘백 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고 하여 이

3) 2013년 1월 1일부터 조석
예보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은 인천송도, 영흥도, 서천,
태안항, 복사초, 도농탄, 교본
초, 왕돌초, 쌍정초, 속초등
표, 독도, 미조항 등이다.
2014년 1월 1일부터 조석
예보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신규조위관측소)은 부산신
항, 동해항 등이다.

의 조석 관측을 실시한 후 그 자료를 조화분해하게 된다. 이 조화상수는

르는 말이다. 중원은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삼원(三元)의 하나로, 이 날

그 지역의 조석에 관한 특성들이 들어간 자료이므로 이 값을 기본으로 기

에 천상(天上)의 선관(仙官)이 인간의 선악을 살핀다고 한 데에서 유래했

준면을 잡으면 조석을 예보할 수 있다. 산출되는 조화상수의 개수는 관측

다. 또한 망혼일이라고 한 까닭은 망친(亡親)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간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면을 설정하는 데에 4개(M2,

술·음식·과일을 차려 놓고 천신(薦新)을 드린 데에서 비롯되었다.

14

바다이야기

S2, K1, O1)의 조화상수를 사용한다. 이 조화상수의 반조차를 이용하여

입하(立夏)로부터 시작되는 여름은 ‘녀름짓다’라는 옛말처럼 밭매기와

관측된 기간의 평균해면(A0)에서 4개분조의 반조차 만큼 아래로 내려

논매기 등 농사일이 한창인 계절이다. 그러나 ‘어정 7월, 동동 8월’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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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이 있듯이 농촌의 7월은 바쁜 농번기를 보낸 뒤고, 한편으로는 가을
추수를 앞둔 달이어서 잠시 허리를 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에 ‘백중’이라는 속절을 두어 농사일을 멈추고, 천신의례와 잔치, 놀이판
을 벌여 노동의 지루함을 달래고 더위로 인해 쇠약해지는 건강을 회복하
고자 했다.

바다 갈라짐 현상은 무엇일까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조석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이에 수반되어 해수의 흐름이 일어나는데 이를 조류라고 부른다. 해역으
로 해수가 밀려들어와 해면이 상승하면서 고조로 가는 동안의 흐름을 창
조류(flood current), 즉 밀물이라고 한다. 또한 고조에서 해수가 밀려나
가 저조로 수면이 낮아지는 동안의 흐름을 낙조류(ebb current), 즉 썰물
이라고 한다. 조류는 고조와 저조의 중간지점에서 최대 속도를 가지며,
고조 또는 저조시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동안 흐름이 잠시 멈추게 되는데
이를 정조(slack water)라고 한다. 해역(지역)마다 정조에 다다르는 시간

서는 2회만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해양에서 실시되는 해류관측

과 지속 시간 또한 달라진다.

의 결과는 해류와 조류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조류는 넓은 범위의 해류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해류와 분리하여

것을 분리하여야 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조류는 해류와 달리 일정한 방향으로

한자로는 ‘해할(海割)’이라고도 하는 바다 갈라짐 현상은 고조와 저조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방향과 속도가 변하고, 일

의 차가 크고 해저지형이 복잡한 지역에서 발생한다. 바닷물이 규칙적

정한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조석현상과 복잡한 해저지형과의 연관관계에 의

조류가 거의 정지한 상태를 계류, 조류가 방향을 바꾸는 현상을 전류라

해서 조석의 저조시 주위보다 높은 해저지형이 해상으로 노출되어 바다

고 한다. 전류는 약 6시간 12분마다 하루에 4회 발생하는데, 장소에 따라

가 갈라진 것 같아 보이는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서해안
은 고조와 저조의 차(조차)가 다른 나라보다 크고 해안선이 복잡하고 길
며 바다 밑 모양이 울퉁불퉁해서 바다 갈라짐 현상이 발생되는 지역이
많이 있다. 진도, 충남 무창포, 화성군 제부도, 서귀포 서건도, 소매물도
등 12곳에서 나타나며,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바다 갈라짐 현상이 나타

조류 관측기와 조류 관측 성과
(좌), 조류도(부산항부근 수치
모델링)(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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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각을 예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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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더 알아보기
분류
고조(高潮)

조석으로 인해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 상태로, 만조라고도 한다.

저조(低潮)

고조의 반대.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로, 간조라고도 한다.

1일 1회조

하루에 한 번의 고조와 저조만 있는 조석

1일 2회조

하루에 두 번의 고조와 저조가 있는 조석

고조 간격

달이 그 지점의 자오선상을 경과하여 고조가 될 때까지의 시간

근지점조
기본수준면
(Datum level)

영화로 보는 ‘울돌목’의 비밀
우수영

해남군

양도
왜군 100여 척으로
명량 공격

해도의 수심기준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평균해면에서 주요 4개 분조
(M2, S2, O1, K1)의 진폭(반조차)의 합만큼 내려간 면
조석에 의해 해면이 하강하여 가는 동안을 말한다.

창조

조석에 의해 해면이 상승하여 가는 동안을 말한다.

대조

삭 또는 망 후 조차가 큰 조석

소조

기본수준면으로부터 대조의 평균고조면까지의 높이

이순신 장군
전선 13척으로
일자진 대응

울돌목

왜군 330척

벽파진

진도

명량대첩 해전도

상현, 하현경의 조차가 극히 적은 조석

소조승

기본수준면으로부터 소조의 평균고조면까지의 높이

소조차

소조의 평균조차(소조 때의 조차의 평균치)

월조 간격

달이 그 지점의 자오선상을 경과하여 고조 또는 저조가 될 때까지의 시간

일조부등
(一朝不等)

하루 중에 두 번 발생하는 고조와 저조(조석)의 높이가 같지 않은 현상

2014년 여름 극장가를 강타한 영화 〈명량〉에는 왜군함대를 격파한 ‘울돌목’이라는 지역
이 나온다. 울돌목은 바닷물이 울면서 돌아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유속이 빠른 곳이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이 지역의 거세고 빠른 물살을 이
용해서 승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남해에서 밀려오는 해류가 약 300m 정도의 좁은 울돌목을 통과하면서 수압이 급증해 유

정조

고조 또는 저조에 따른 해면의 승강이 멎을 때

속이 최대 초속 6.5m정도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빨라진 급류는 울돌목의 암초들과 부딪혀

조차

서로 연달은 고조와 저조의 높이의 차

직선으로 흐르지 못하고 물이 솟구치기도 하고 와류(소용돌이)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밀

파랑

바람에 의해 생긴 수면상의 풍랑(風浪)이 다른 해역까지 진행하면서
감쇠하여 생긴 너울

물과 썰물에 따라 조류 방향이 하루 네 번바뀌고, 이때마다 소용돌이 위치가 변하여 이러

파랑작용
지각

바다이야기

달이 지구에 가까이 온 후 일어나는 조차가 큰 조석

낙조

대조승

18

내용

파도가 해안을 침식하는 것을 말한다. 파랑 작용에 의해 침식된 흙과 모래,
자갈이 밀물과 썰물로 인해 바다 멀리까지 운반되어 갯벌을 형성한다.
어떤 분조가 일으키는 가상천체가 그 지역의 자오선상을 경과하여
그 분조가 고조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각도로 표시한 것

혼합조

약 1일에 2회의 고저조가 있으나 일조부등이 크고 때로는 1일 1회조로
되는 조석

회귀조

달의 적위가 최대인 때의 일조부등이 큰 조석

한 상황을 모르면 배를 통제하기 어렵다. 특히 명량해전 당일인 1597년 음력 9월 16일
은 ‘대조기’로 평상시보다 조차와 조류의 흐름이 크고, 이 소용돌이가 극에 달하는 때였다.
이순신 장군은 이런 명량해협의 복잡하고 강한 조석 변화를 파악하고 빠른 조류를 전술
에 이용하여 13척의 배로 10배나 많은 왜군을 물리치는 해전 역사에 손꼽히는 승리를 이끌
어 낸 것이다. 지금은 빠른 조류를 이용한 조류 발전소가 세워지고, 해마다 봄이면
급류에 밀린 숭어를 뜰채로 잡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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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바다 사해의 비밀
2004년에 개봉했던 영화 〈투모로우〉의 원제는 ‘The day after tomorrow’
이다.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는 한국에서는 재난마저도 하루 더 빨리 와

계절이 변하는 이유

심층류의 대순환

야 했던 모양이다. 영화에서 재난의 전조는 극지방의 바다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남극와 북극의 빙하가 녹아
내리며 바다의 염분이 낮아진다. 그러자 해수의 거대한 순환이 멈추기 시
작하며 적도 지방의 넘치는 태양의 에너지가 난류를 타고 고위도 지역으
로 전달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위도별 온도차가 심해지면서 극지방에서
냉기가 내려오고 미국 북부 지역이 얼어붙기 시작한다. 물론 영화는 과장

유리병에 편지를 넣어서 바다에 띄우면 어떻게 될까? 해류를 따라 돌고
돌아 육지에 도달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영화 속 이야기는 정말로 가능할까? 과학자들은 그린란드
근방에서 방사성 원소로 동일한 실험을 한 결과 실제로 해류를 따라 돌고 돌아서 결국 출발지로 되돌아

되게 표현했지만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심층류와 온난화의 영향은 이미
학계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다. 해저 심층류의 순환과 지구의 에너
지 균형에 대해 알아보자.

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심층류의 대순환’이라 한다.

핵심키워드
대류 | 대류(對流)란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순환 시스템이다. 따뜻해진 유체는 부피가 증가하고,
그러면 부력이 상승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위로 올라간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다른 입자와 충돌
해 에너지를 잃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부피가 감소하고, 그러면 다시 부력이 낮아진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에너지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대류는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만 일어난다. 촛불이 위로 뾰족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연소 시 발생된 열로
주변 공기가 가열되어 상승하는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촛불을

2004년 개봉했던 영화
〈투모로우〉

켠다면 불꽃의 형태는 동그란 모양일 것이다.
에너지 순환 | 태양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받는 달의 지역은 영상 150도에 육박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영하
150도에 이른다. 이는 공급되는 태양에너지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연초와 여름 휴가철에 유독 사람
이 많을 것을 볼 수 있다. 연초에 사람이 많은 것은 새해가 되면 가장 많

것은 지구도 마찬가지이다. 달처럼 지역별 온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기와 물이 지구에서

이 하는 다짐 중 하나가 운동이기 때문이고, 휴가철에는 몸매 관리를 하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자.

려는 인파 때문이다. 여름철 바닷가에서 멋지게 수영복을 입기 위해 필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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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멋진 몸으로 바다에 들어가서 튜
브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수영을 하는 것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에 걸쳐있는 한 호수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곳이다. 호수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커 바다로 불리는 이 호수는 세
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이곳은 바로 죽음의 바다, 사해(死海)이다.
사해는 주변의 해수면보다 400m 가량 낮아서 요르단에서 강물이 유입되
기는 하지만 물이 빠져나가는 출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호수이다. 단순
히 생각하면 계속해서 수위가 상승할 것 같지만 강물의 유입량보다 증발
량이 더 커서 매년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사해의 특징은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호수와 같이 흘러들어
온 강물이 모였다가 일정량씩 흘러나간다면 강물에 녹아 있던 다양한 물
질이 함께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해는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증발되기 때문에 강물에 녹아 있던 물질은 모두 호수에 남게 된
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호수에 녹아 있는 물질의 농도는 점점 짙어
진다. 이렇게 물에 녹아 있는 물질을 염류(鹽類)라고 부르며, 염류의 농도
를 염분이라고 한다. 평균적으로 해수 1kg당 34.5g의 염류가 녹아 있는
데 사해의 경우에는 1kg당 200~300g의 염류가 녹아 있다. 사해의 물이
어느 정도 짠맛을 낼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이 너무 짠 나머지 강물
의 유입구를 제외하면 어떤 생물도 살기 어려워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것이다. 심지어 피부병을 일으키는 세균도 살 수 없을 정도의 염분이라
세계적인 피부병 치료 장소로도 유명해졌다. 매년 수위가 내려가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바닥이 드러날 것이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염전

감소하여 물보다 밀도가 커지고, 다시 숨을 들이쉬면 물보다 밀도가 작아
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에서 수영을 할 경우 호흡관리를 하지 못하면

사해는 염분도가 높아 가만히
있어도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다.

물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그러나 사해의 경우는 이러한 걱정이 없다. 숨
을 내쉴 때 사람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리터당 1.03kg 정도라면 사해는
1.24kg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물 위에 뜰 수 있다. 부력보조용 조끼
를 입고 수영하는 것처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이 될 것이다.
사해와 수영 실력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찬 물에 메추리알을 넣으
면 물속에 가라앉는다. 반면 소금물에 메추리알을 넣으면 물 위로 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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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 · 압력 · 온도의 상관관계

는 것을 볼 수 있다. 콩이나 옥수수 등의 알갱이를 걸러낼 때에도 소금물

해수의 밀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에 넣으면 덜 여문 알갱이가 떠오르게 된다. 사해도 마찬가지다. 염분도

우선 한 가지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염분이다. 염분이 높아질수록 밀도가

가 높아질수록 물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해에 물건을 빠뜨리면 대

증가한다. 두 번째는 수압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압이 높을수록 물의

부분의 경우 물 위에 둥둥 뜨게 되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사람의 밀도는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밀도란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는 말이다. 같은

물보다 작지만 상황에 따라 그 값은 변한다. 숨을 내쉴 때는 폐의 부피가

질량을 가진 물체의 경우 부피가 작을수록 밀도는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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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의 밀도와 수온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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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온도

1.026

2000

로 식별하기 어렵다면 라면의 건더기 스프를 먼저 넣어보자. 이때 건더기

10

들은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데, 잘 살펴보면 건더기들이 물의 흐름을

0

따라 떠오르다가 떨어지고 다시 물의 흐름을 타고 떠오르는 것을 반복

-2

1.024

밀도

냄비에 물을 넣고 가열하기 시작하면 내부에서 물의 순환이 생긴다. 눈으

밀도
1.022
3000

한다. 이런 물의 흐름을 대류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온도에
의한 밀도 변화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 현상이다.

5˚

10˚
15˚
온도(˚C)

20˚

남

60˚

40˚

20˚

0˚ 20˚
위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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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류가 일어나는 원인은 간단하다. 열이 공급되어 온도가 상승하게 되
면 물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열에너지가 공급되면서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큰 운동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입

수압이 커진다는 것은 동일한 질량이라도 주변의 압력이 증가한다는

자의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더 큰 거리를 움직

것을 의미하므로 부피가 작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어느 지점에

이게 된다. 물 분자는 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입자들과 충돌하여

서의 압력은 그 위에 쌓인 유체 기둥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니 수압이

계속적으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더 큰 거리를 운동한다는 것은 3차원

높을수록 물의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물의 밀도가

공간에서 살펴보면 더 큰 부피를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물

증가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물과 같은 액체는 기체

분자의 질량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더 큰 부피를 차

와는 달리 압력에 따른 밀도의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하기 때문에 밀도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물 분자에 작용하는 지구의

특정 깊이를 넘어가게 되면 압력은 당연히 증가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물

중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므로 부력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물 분

의 밀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압이 밀도에 영향

자는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보다 위로 작용하는 부력이 더 커지게 되며 위

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로 가속되는 운동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온도가 증가한 물은 위로 운동하

물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요소는 수온이다. 물의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는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다. 라면을 끓이기 위해

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대류 현상이라고 부르며 열에너지가 이동하는
대표적인 물리적 현상의 한 가지이다.
해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수온이 높
을수록 물의 밀도가 감소하는 것은 지구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법칙이다.
따라서 수온의 영향에 따라 해수의 밀도는 다양한 분포를 가지게 된다.
이 세 가지의 요인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수의 온도가 높으면
밀도는 감소하지만 따뜻한 물에는 더욱 많은 염류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염분이 증가할 수 있다. 염분이 높은 물은 다시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요인만 가지고는 해수의 밀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밀도가 이런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심층류의 순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대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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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북극 근방에서 가라앉아 남쪽으로 흐르는 심층류는 이동과정에서
염분이 낮아지고 온도가 상승하며 밀도가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남극 근
방에 이르면 심층류는 중층류가 되어 태평양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점차
염분이 낮아지고 온도가 상승하면 밀도가 작아져 태평양에서 상승하게
되어 표층 해류가 되며, 따뜻해진 물의 흐름은 인도양을 거쳐 다시 그린
란드를 향하게 된다. 물론 큰 흐름 이외에도 남극에서 저온에 의해 밀도
가 커진 해수가 저층류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흐름이 존재하지만 전 지구
적 해수의 대순환 모델은 이와 같다. 이 순환의 가장 큰 원동력은 그린란
드 근방에서 해수가 가라앉는 것이다. 난류의 경우 온도가 높기 때문에
따뜻
한 표층

증발도 빨리 일어난다. 따라서 북극 근방까지 도착한 난류가 증발하면 염
해류

분이 높아지게 된다. 더구나 물이 얼면 불순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극지방
차가운 심층 해류

에서 해수가 빙결되는 경우 염분은 더더욱 높아진다. 이런 고염분 저온의
영향으로 밀도가 높아지면 침강하는 해수는 수천 년에 걸친 순환의 원동
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심층 해류의 순환
북대서양에서 가라앉은 해수가
북미대륙을 따라 남하하여 남
극해를 돌아 인도양 태평양으
로 이동하다가 표층으로 다시
올라와 대서양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순환계를 이르
고 있다. 이 컨베이어벨트가 지
구 기후에 미치는 중요성을 더
욱 인식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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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류의 대순환
해수의 순환과 기후 변화
미국 동부 연안을 거쳐 흐르는 멕시코 만류는 대표적인 난류이다. 미국
동부를 지날 때는 해안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기후에는 크게

서울의 온도는 여름철에는 40℃에 육박하다 한겨울이 되면 영하로 떨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유럽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영국과 아이슬란드,

어진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보통 이렇

노르웨이 일부 지역의 겨울철 기온이 동일 위도에 비해 크게는 20℃ 가

게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공전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이

량 높게 유지하는 것도 난류의 영향 때문이다. 이 해류에는 많은 염류가

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과 가까울 때는 여름이고 멀 때는 겨울이 된다고

녹아 있어 염분량이 많지만 온도가 높아서 밀도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다면 북반구와 남반구가 반대의 계절을 갖는

만류가 그린란드 근방의 차가운 해수를 만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북극해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브라질이나 호주에서는 크리스마스가 한여름이라

에서 남하하는 해수의 영향으로 냉각되면 고염분에 낮은 온도의 해류가

산타클로스가 반바지를 입고 다녀야 한다.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열대

되어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해수의 밀도가 높아지면 바다의 표면

야로 시달리는 계절에 지구는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궤도에 위치하

에서 흐르던 해류가 깊은 바다로 내려앉는다. 이렇게 내려앉은 해수는 심

고 있다. 즉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계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층수를 이루며 깊은 해저에서 다시 남쪽을 향해 흐른다. 이 흐름을 심층

계절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축에

류라고 부르는데, 심층류는 연간 20km 정도의 속력으로 지구를 순환하

비해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자전축의 북쪽이 태양의 반

며 이렇게 한 번 순환하는 데에는 수천 년의 시간이 걸린다.

대편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동안 밤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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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이 더 많다. 그 결과 저위도 지역에는 계절과 관
자전축
자전축

계없이 많은 양의 태양에너지가 쌓이고 극지방은 상대적으로 태양에너지
가 부족한 상황에 처한다. 만약 지구에 공기와 물이 없다면 이런 상황은
적도와 극지방에 극심한 온도차를 만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극지방은 너

여름에 북반구에서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다

무 추워서, 적도지방은 너무 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것

겨울에 북반구에서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다

이다. 다행히 지구에는 공기와 물이 풍부하다.
물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도 가열되면 상승

태양
여름

겨울

하며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적도지방에 태양에너지가 집중되면 공기가
가열되어 온도가 상승하면, 밀도가 감소하여 상승기류가 형성된다. 이렇
게 상승한 기류는 위도 30도 인근에서 냉각되어 하강기류가 형성되고

계절 변화의 원인

보다 길다. 반대로 태양을 향해 기울어져 있으면 낮이 밤보다 길다. 이때

이렇게 하강한 기류는 지면에서 나뉘어 적도와 고위도 지역으로 향한다.

태양빛을 받는 시간과 태양이 뜨는 고도의 차이가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

이때 지구의 자전의 영향으로 북반구에서는 공기가 시계방향으로 휘면서

내게 된다. 여름에는 더 오랫동안 태양빛을 받으며, 태양이 뜨는 고도가

불어나가기 때문에 중위도지역에서는 서풍이 저위도 지역에서는 동풍이

더욱 높다.

불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위치한 지역에

태양의 고도가 주는 영향은 손전등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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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서풍이 불게 된다.

손전등을 하얀 종이에 비춰보자. 종이에 비스듬하게 손전등을 비추면 빛

또한 극지방의 저온으로 인하여 공기가 냉각되면 하강 기류가 생기게

이 닿는 면적은 비스듬하게 타원을 그리며 넓어지지만 단위 면적당 도달

되고, 이 흐름은 지면에서 중위도를 향하게 된다. 위도 60도 인근에서는

하는 빛의 양은 적어진다. 반대로 전등을 종이에 수직으로 비추면 빛이

극지방에서 내려온 기류와 30도 지역에서 올라온 기류가 만나서 상공으

닿는 면적은 원을 그리면 작아지지만 단위면적당 도달하는 빛의 양은 증

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어 상층부에 도달하게 되면 이 공기의

가한다. 바로 이 두 가지, 일조 시간과 태양의 남중고도의 차이가 계절의

흐름은 다시 극지방과 저위도 지역으로 나뉘어 다시 공기의 큰 대류 세포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 전체에 이루어지는 공기 대순환의

여름에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더 많은 양의 빛에너지가 도달하며,

원동력은 적도와 극지방의 태양에너지의 불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태양이 떠 있는 시간마저 늘어나기 때문에 빛을 받는 지역은 태양에너지

발생한 공기의 흐름은 적도 지방에 남는 태양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이동

가 쌓이게 된다. 따라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태양의 남

시키는 효과를 일으킨다. 바로 이 효과에 의해서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중고도가 낮아지면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작아지며, 일조시간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

마저 줄어들면 태양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추운 겨울이 되는

그러나 공기가 단위 질량당 저장할 수 있는 열에너지의 양이 크지 않기

것이다. 같은 위도 상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여름과 겨울이 만들어지지만

에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공기의 순환에 의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서로 다른 위도에서는 같은 원인에 의하여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

는 않는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이 해수의 순환이다.

적도 근방의 저위도 지역의 남중고도가 극지방의 고위도 지역에 비해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물질 중에서 열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기에 같은 시간 동안 햇볕을 받아도 단위 면적에 도

물질 중 하나가 바로 물이다. 1kg당 1℃에 1,000칼로리의 열을 저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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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물의 열에너지 저장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빛을 발한다. 적도 지
역에서 출발한 많은 해류는 태양의 열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여
난류가 되고 고위도 지역에 이 에너지를 전달한다. 심지어 지구 역사에서
적도에서 이동하는 난류가 극지방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대륙이 분포되

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대기와 해수에 의한 열교환 시스템이

어 있던 시기에는 북극해에 얼음이 존재하지 않는 시기도 있을 정도로 큰

지구 에너지 균형의 핵심인데 둘 중 하나가 멈추게 되면 다른 쪽에서 그

에너지를 해수가 운송했다. 그리고 이런 해류의 흐름에 원동력이 되는 것

만큼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해수에 의한 열교환이 멈

이 심층류의 하강에 의한 대순환 시스템이다.

추면, 적도와 극지방의 온도차가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대기에 의한 열
교환 시스템이 강해지게 된다. 적도 지방의 온도가 상승하면 더욱 더워진
바다에서 열에너지를 공급받아 발생하는 태풍과 사이클론이 더 많이,

지구 온난화 문제

더 강력하게 열을 중위도 지역으로 실어 나르게 되는 것이다.
대기 순환 세포가 강력해져 더 강한 편서풍, 무역풍이 불고 제트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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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영화로 돌아가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일들을 떠올

가 지구 전체에 형성되며 세력권이 남쪽으로 내려와 극지방의 차가운 기

려보자. 그린란드 근방의 빙하가 녹으며 해수로 유입되면 염분이 낮아진

단이 중위도 지역으로 확장하게 된다. 영화에서는 극지방 성층권의 차가

다. 그러면 해수의 밀도가 작아지게 되며, 유입된 만류가 침강하는 힘이

운 기단이 중위도로 확장하며 순식간에 모든 것을 얼려버린다는 설정을

약해지게 된다. 극지방에서 해수의 침강이 멈추게 되면 전 지구적인 해류

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까지 일이 급작스럽게 벌어질 수는 없다. 하지

순환의 원동력이 사라지게 된다. 그 결과 해수의 순환에 의한 에너지 평

만 온난화가 계속되면 해수에 의한 열교환 시스템이 약해지면서 슈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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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과 같은 다양한 기상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
더 알아보기

터 지적되었으며, 최근의 기상 변화 추이는 이런 예측이 옳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온난화는 기온이 상승하는 것인데, 오히려 날씨가 추워진다니 모순적
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는 현상이다. 전 지구적인 에너지 시

엘니뇨 현상

스템에서 해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척이나 크며 이 순환 체계가 무

‘엘니뇨’는 남자아이를 뜻하는 스페인어이다. 페루 인근의 바다에서는 크리스마스 즈음

너지는 경우 인류가 이를 복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에 수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2년에 한 번 꼴로 7년 동안 일어났다. 따뜻한 바다는 수증기가

수 있다. 온실 가스가 배출되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 극지방의 얼음의

많이 포함된 상승기류를 만들고, 이는 폭우를 불러온다. 또한 이 더운 바닷물은 많은 양의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얼음의 경우 빛의 반사율이 높아 태양에너지의 흡

염류를 포함하고 있는 차가운 바닷물이 깊은 바다에서 용승(바닷물이 해면으로 솟아오르는

수율이 낮으나 해수의 경우 흡수율이 높아 얼음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태

현상)하는 것을 막아 지역 어장에도 큰 영향을 준다.

양에너지를 흡수하여 얼음이 녹는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된다.

엘니뇨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역풍의 주기적인 세기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남태평양은

또한 해수의 온도가 상승할수록 물에 녹을 수 있는 기체의 양이 감소하

서쪽을 향하는 무역풍이 부는 지역이다. 이 바람은 적도 지역의 더운 바닷물을 서쪽인 인

기 때문에 바다에 녹아 있는 다양한 온실 기체가 더 많이 방출된다. 온난

도네시아 방향으로 몰고, 인도네시아 부근의 수온이 높아지며 증발량이 많아져 많은 비를

화를 일으키는 기체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메탄 가스는 대부분 해

내리게 한다. 이 지역에서 상승한 공기는 다시 상층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후, 페루 인근에

수에 녹아 있다. 온도가 상승하면 해수에 녹아 있다 방출되어 더욱 빨리

서 하강하여 무역풍 순환 고리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이런 순환이 약해지게 되

온실 효과를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또 다시 더 많은 양이 방출될 것이다.

면 더운 바닷물이 점점 동쪽으로 고이게 된다. 그러면 페루 인근에서 강수량이 증가하여 홍

온난화 과정은 이렇게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 더 큰 결과를 불러오기 때

수를 유발하고,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페루의 따뜻한 바닷물

문에 일어난 일을 되돌리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이 서쪽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이 해역에서 용승하는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을 막게 되어, 어

있는 유일한 일은 이러한 일이 더 이상 가속화 되지 않기 위해 원인을 줄

종이 변화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약해진 무역풍 고리는 상공의 제트 기류의 세력에도 영

이는 것이며, 자연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향을 주어 미국과 인근 지역의 기후도 뒤흔들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런 무역풍의 세력 변
화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지구의 온
난화가 진행되며 엘니뇨 현상이 강해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무역풍
서

무역풍 악화
동

적도

서

따뜻한 해수

동
따뜻한 해수

용승

엘니뇨
발생 전

찬 해수

찬 해수

엘니뇨
발생 후

엘니뇨 현상 발생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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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성만점인
해수의 특성
해수는 지구 표면의 약 71%를 덮고 있으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약 97%를 차지한다. 또 해수는 열용량(heat capacity)이 커서 비교적 천천히 식거나 더워져
지구의 기후와 그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또한 해수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원소가
녹아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해양은 지구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환경을 제공
한다.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인 수온, 밀도, 염분에 대해 알아보자.

핵심키워드
수온약층 |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으로 수직적인 온도의 변화폭이 매우 적은 혼합층과
온도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심해층 사이에 있다. 계절적인 변화로 인해 형성되는 계절적 수온약층과 영구
수온약층이 있다.

해수의 수온분포
우리에게 물은 공기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한편으로 친숙
해서 그 특성과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물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면 부

염분 | 해수에는 여러 종류의 물질이 녹아 있는데, 이를 염류라고 하며, 해수에 1kg에 녹아 있는 염류의 총량을

피가 증가하며 얼음의 형태로 물 위에 뜬다. 또한 분자량이 적은 것에 비

염분이라고 한다. 염분은 실용 염분 단위(psu, practical salinity unit) 또는 천분율(‰, permill, 즉 1kg당 수치)을

하여 끓는점과 녹는점이 높다. 이밖에도 표면 장력이 커서 물의 표면 위

사용한다.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약 35psu이고 그중의 약 85%를 차지하는 염이 바로 염화나트륨(NaCl)

에 바늘이나 면도날이 뜨거나 곤충이 걸을 수도 있고, 컵에 물을 채울 때

이며 6개의 주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99% 이상이다.

에도 컵의 테두리보다 볼록하도록 채울 수 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 | 해역마다 염분이 달라도 해수에 녹아 있는 염류의 질량비가 모든 바다에서 일정한데 이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한다.

물의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성질은 바로 열을 받거나 잃을 때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지구 표면의 약 71%를 덮고 있으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의 약 97%를 차지하는 바닷물은 열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능력, 즉 열용

CTD(Conductivity, Temperature and Depth) |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이온 양에 비례하는 전기전도도의

량이 커서 비교적 천천히 식거나 더워져 지구의 기후와 그 변화에 큰 영

성질을 이용하여 염분, 온도, 압력을 보다 정밀하고 연속적으로 측정 가능한 장비이다.

향을 준다. 해양은 육지보다 태양열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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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은 해수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물리적 성질이며, 해양에서 서식

수온약층의 위에는 온도가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해수가 존

하는 식물과 동물의 성장, 산란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다.

재하고 아래쪽에는 밀도가 높은 해수가 존재하므로, 수온약층이 잘 발달

지구 표면의 3분의 2 이상을 덮고 있는 해수는 막대한 양의 태양복사에

할수록 상하층의 해수교환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수온약층 아래에서 해

너지를 흡수한다.

저까지의 깊은 곳에는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이 약 4℃ 이하의 차가운 해
수가 존재하는 심해층(deep layer)이 있다.
위도
0
깊이(m)
500

60˚N

30˚

수온(˚C)
0˚

혼합층

60˚S

0

5

10

15

고위도

20

25
저위도

위도와 수심에 따른 해수의
수온분포

수온약층

1,000
1,500

30˚

중의도
심해층

대양에서의 표층수온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시간적 그리고 공
표층수온의 분포(좌)
표층수온의 분포 모식도(우)

간적으로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위도에 따른 표층수온의 변화를 보면 극

온대, 아열대 해역의 경우 여름에 표층의 수온이 급속히 높아지기 때문

지방의 해수 약 영하 1℃부터 적도 지역의 해수 약 30℃까지 띠 모양의

에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 수온의 연직 기울기도 더욱

수온분포를 나타낸다. 해수면이 받는 태양복사에너지의 양은 위도에 따

커지고, 수온약층도 점차 얕아져 보통 수심 약 10~100m 사이에서 발달

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지 않다. 즉 고위도 지역보다 저위

한다. 표층이 냉각되는 겨울에는 약 100~150m 깊이까지 수온이 동일하

도 지역이 더 많은 양의 태양에너지를 받으므로 해수면 온도는 고위도에

게 되어 수온약층이 깊은 곳에 형성된다. 이와 같이 계절에 따라 그 깊이

서 저위도로 갈수록 높아진다. 또한 같은 위도에서도 멕시코 만류, 쿠로

가 다르게 나타나는 수온약층을 계절적 수온약층(seasonal thermocline)

시오 해류 등 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의 서쪽 경계부가 한류의 영향을

이라고 한다. 그 아래에서 심해층에 다다르기 전까지 수온의 연직 기울기

받는 동쪽 경계부보다 수온이 더 높다.

가 완만하게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거의 수온이 같은 약 500

표층수온의 해수면 온도는 해역에 따라 다르다.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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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 깊이의 영구적 수온약층(permanent thermocline)이 있다.

해수의 깊이는 약 200m 정도이다. 해수가 받는 태양복사에너지의 대부

위의 ‘위도와 수심에 따른 해수의 수온분포’는 위도와 수심에 따른 해수

분은 해수와 대기의 경계면을 통하여 해수 표면에서 흡수되기 때문이다.

의 수온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해수의 연직 수온분포는 위도별로도 차이

일반적으로 해수의 온도는 해수면 근처에서 높고 수심이 증가할수록 낮

가 난다. 표층수와 심해의 수온 차이가 큰 중위도와 저위도의 해수에는

아진다. 해수의 위쪽은 바람, 파도 등에 의한 대류 또는 수직 혼합이 일어

수온약층이 잘 발달해 있고 저위도에서 올라갈수록 그 깊이는 낮아진다.

나 잘 섞이기 때문에 수십, 혹은 수백 미터 정도 깊이까지 수온이 일정하

수온약층의 두께나 강도는 계절이나 폭풍, 해일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게 유지되며, 이를 혼합층(mixed layer)이라고 한다. 혼합층 아래 수심이

수 있다. 이에 비해 고위도 지역의 표층수는 저위도 지역에 비해 흡수하

깊어짐에 따라 태양에너지의 투과양이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수온이

는 태양복사에너지가 매우 적어 심해층과 수온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 있는데, 이를 수온약층(thermocline)이라고 한다.

낮고 활발한 대류로 인하여 수온약층이 발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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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과 해수의 상관관계

오차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 값을 얻을 수 있다. 더구나 이 여섯 개의 주
성분을 모두 측정할 필요도 없이 어느 하나만을 측정하면 나머지 다섯 개

물은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해수에는 리튬, 질소, 알루미늄

의 성분은 상대적인 조성비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발견에 결

등의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다. 해수가 증류수나 담수와 달리 짠맛이

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근대 해양학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1872~1876

나는 이유는 주로 해수에 녹아 있는 소금, 즉 염화나트륨(NaCl)에 의한

년의 3년에 걸쳐 행해진 챌린저(Challenger)호의 탐사이다. 77개 해역을

것이다. 해수에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물질이 녹아 있는데, 이를 염류라

조사하여 채취한 해수 시료는 영국 에든버러대학의 디트마(C. R. Dittmar)

고 한다. 해수에 1kg에 녹아 있는 고형물질(염류)의 총량을 염분이라고

교수에게 보내져 정밀한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일정 성분비의

한다. 염분은 해수 1kg에 들어 있는 염의 질량을 나타내며, 실용 염분

원리를 지지하는 결과가 1884년 발표되었다. 이전까지는 표층 바닷물에

단위 또는 천분율을 사용한다.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약 35psu이고,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챌린저호 시료 분석 결과를 통해 대양의

그중의 약 85%는 염화나트륨이며, 6개의 주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99%

전체 수심에 걸쳐 이들 주성분 이온들 사이의 성분비의 일정성이 입증된

이상이다.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치하는 염소이온(Cl )은 대부분

것이다.

-

화산 가스로 배출되고, 그 외의 5개 주성분은 주로 암석의 풍화에 의해
바다로 공급된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이들 여섯 개의 주성분 원소들 중에서 염소이온(Cl-)을
정확히 측정하여 염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염소분
(chlorinity)이라는 용어가 염분(salinity)과 함께 사용되어 아래와 같은
등식이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1kg의 바닷물

물 965.6g

바닷물 1kg이 포함하고 있는
물질 분석

염분(‰) = 0.030 + 1.805 × 염소분(‰)
주성분 원소들
나트륨(NA+)
10.556g

기타성분들(염분)

34.4g

이런 식이 얻어진 것은 발트해와 대서양, 북해 등에서 9개의 해수를 채
취하여 염분과 염소분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

24

황산(SO ) 2.649g
-

염소(Cl )
18.980g
기타 칼륨(K+)
0.380g

마그네슘(Mg2+) 1.272g
탄산(HCO3-) 0.140g
칼슘(Ca2+) 0.400g

결과였으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60여 년 이상 사용했다. 이 식은
1960년대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다시 정의되었다.

염분(‰) = 1.80655 × 염소분(‰)
해역마다 염분이 달라도 해수에 녹아 있는 염류의 질량비가 모든 바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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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정한데 이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한다. 주성분 원소의 농

이는 종전의 식에 비하여 훨씬 더 정밀한 값(유효숫자 6개)을 가지고

도는 지역이나 깊이에 따라 그 값이 다소 변하지만, 이들 성분 사이의 비

있다. 오늘날은 다행스럽게도 더욱 쉽고 정밀하게 염분을 측정할 수 있는

율은 일정하다는 의미이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밝혀지기 이전에는 해

방법이 개발되었다. 바닷물에 녹아 있는 주성분들은 전기를 띤 입자들,

수 중의 모든 성분을 분리 측정한 후에 그 총합을 구해 염분을 측정했다.

즉 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닷물은 전류를 통할 수 있다. 따라서 전

하지만 이제는 주성분 여섯 개만 분석하여 이를 합하더라도 1% 이내의

기를 통할 수 있는 정도, 즉 전기전도도(conductivity)는 바닷물에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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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염분의 양(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1950년대에 이르러 과학자들이
전기전도도를 정확하게 잴 수 있게 되고 1960년대에 이르러 상용화 되
자, 염분과 전기전도도와의 관계식이 면밀히 검토되었다. 이 결과로 마침
내 1978년 염분에 관한 새로운 정의가 추가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사용
하는 실용 염분 단위(psu, practical salinity unit)이다. 과거의 정의에서
기초했던 염분과 염소분의 관계식(S-Cl)에서 벗어나 염분과 전기전도도
사이의 새로운 관계식(S-Conductivity)에 기초한 것이다. 이 염분의 정
의에 사용되는 염분 35psu의 표준해수(종래의 염분 단위인 ‰를 필요로
하지 않음)는 1kg의 용액에 32.4356g의 KCl을 포함하는 KCl 용액과
15℃에서 전기전도도의 비가 1.0이 되는 바닷물로 정의된다. 최근에는
해수 중의 염분 농도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측정
장비를 이용해 손쉽게 염분을 구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염분은 해역이나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과 염분

나타나는데, 위도별로 염분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강수량과 증발량 차이
때문이다.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중위도 온대지방에서는 염분이 높
고,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적도를 비롯한 저위도와 한대 전선대 부근
에서는 염분이 낮다. 일반적으로 남반구보다 북반구에 더 많은 대륙들이
분포하여 북반구의 해수가, 그리고 대양보다 대륙 연안의 해수가 낮은 염
분을 나타내는 이유는 강을 통하여 많은 담수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위도의 해빙이 일어나는 지역은 염분이 낮고, 결빙이 일어나는 극지방
세계 연평균 표층염분(좌)
세계 연평균 표층염분
모식도(우)

의 경우는 염분이 높아진다. 해수의 평균 염분은 약 35psu이지만, 대양
별로는 대서양이 가장 고염분이고 인도양, 태평양 순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해역의 수온과 염분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3차원 전자지도인 한반도 주변해역 아틀라스를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

우리나라 주변해역 수온분포(좌)
우리나라 주변해역 염분분포(우)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양자료센터에서 2012년 1월 중순부터 공개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와 미국 해양대기청 국립해양자료센터가 함께 수온과
염분에 대해 조사한 자료이다. 지도에 수록된 수온과 염분 정보는 평균
월별 분포에 따라 디지털로 표시되며, 관련 그림과 수치 자료도 함께 제
공해 사용자가 가공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 수온, 염분이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및 해양예측, 기후 변화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수면에서는 수온에 비례하는 열적외선 영역의 전자기파를 복사하므
로,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인공위성에 탑재하여 바다에서 복사되는
에너지의 양을 관측함으로써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지 않아도 바다표면의
수온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위성으로 NOAA,
GMS, Terra, Aqua 등이 있고, NOAA 위성의 기상관측용 센서인 AVHRR
에 의해 수집된 수온 자료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응용분야로는
해류의 이동, 시공간적 수온변화 분석, 냉수대 감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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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의 밀도

수심에 따른 해수의 수온분포에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분류
되는 것처럼 밀도에 따라 그림과 같이 크게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

밀도는 단위 부피의 질량을 말하며 순수한 물(증류수)의 경우 4℃에서

다. 표층(surface zone) 혹은 혼합층은 해양의 상층부로 파도와 해류 등

1g/㎤이다. 해수의 밀도는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특성인 수온과 염분에

의 작용으로 잘 섞여서 수온과 염분이 일정하고 따라서 밀도가 거의 일정

의해 결정되며 대체로 1.020~1.030g/㎤이다. 밀도 값의 범위가 매우 작

하다. 해양에서 가장 가볍고 전체 부피의 약 2%만 차지하는 표층은 보통

게 보이지만 해수의 밀도 차이는 해수가 운동하는 힘의 근원 중 하나로

수심 약 100~150m이고, 해역에 따라 없을 수도 있고 1,000m에 이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은 낮아지고 반대로 밀도는 커

곳도 있다.

지며 염분이 증가하게 된다. 즉 차고 짠 해수가 따뜻하고 덜 짠 해수보다
밀도가 크다는 의미이다.

표층 아래의 밀도약층(pycnocline)은 수심에 따라 밀도가 급격히 증가
하는 층으로 밀도가 작은 표층의 물과 밀도가 큰 심층의 물을 분리한다.
즉 밀도약층이 발달한 해역은 수심이 증가할수록 밀도가 점점 증가하여
안정되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밀도 약층의 급격한 밀도

온도(˚C)

증가는 주로 수온약층의 수온 감소 때문이므로 대체로 영구 수온약층과
수심(km)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아열대 해역에서 가장
표층 : 해수의 2%
밀도의 약층 : 해수의 18%

1

깊다. 심층(deep zone)은 밀도가 가장 큰 심해 구역으로 수심에 따른 밀도
의 상승이 거의 없는 층으로 전체 해수의 약 80%를 차지한다.

2

밀도와 수온의 연직분포 비교

심층 : 해수의 80%

3
4

밀도 약층
50°

40°

30°

20°

10°

0°

위도 증가 (북쪽 또는 남쪽)

이렇게 밀도에 영향을 주는 수온, 염분 등의 성질에 의해 수괴(water
해수의 수온과 염분도
(T-S도)(좌)
해수의 밀도에 따른 층의
구분(우)

수심(km)

60°
염분(psu)

대개일치

수온 약층

표층

0

밀도약층
1

mass)라고 하는 물의 덩어리가 분류된다. 사회에서 공통의 목적을 가지
는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만드는 것처럼 거의 균일한 수온, 염분, 밀도의

2

심층

성질을 갖는 해수의 집단이 수괴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온의 해수에서
는 온도에 의한 밀도의 변화가 크지만, 저온의 해수에서는 염분의 영향이

3

크다. 압력은 수심이 10m 증가할수록 1기압씩 증가하지만, 물의 압축성
이 매우 작은 특징으로 인하여 수심 차이가 크지 않은 2개의 수괴에서

4
밀도(g/cm3)

수온(˚C)

밀도 변화는 수온과 염분에 비해 매우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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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만능 관측 장비, CTD
로젯 채수기

염분의 측정은 초기에 채수병에 바닷물을 담아와 일일이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크누센
(Knudsen) 적정법1)에 의한 염소이온 농도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이온 양에 비례하는 전기전도도의 성질을 이용한 CTD(Conductivity, Temperature
and Depth)라는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수심에 따른 염분, 온도, 압력을 보다 정밀
하고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장비는 계기의 센서 부위에 해류를 빨아들여 선
박의 항적에 따라 수온, 염분, 수심을 연속적으로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다.
바다 속으로 내려진 CTD는 수압의 비례를 통해
수심을 구하고 빨아들인 물로 수온을 측정하며,
염분은 센서가 해수의 전기전도도를 감지한다. 깊이
에 따라 수집된 이 정보가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있
는 전선(conducting wire)을 통하여 선상의 컴퓨터

첫째, 원하는 깊이까지 로젯을 내려 수심에 따른 온도와 염분의 분포를 1차적으로 알아낸다.

에 즉시 입력되므로 이들 성분의 수직적인 분포를

둘째, 1차로 조사한 분포로부터 어떤 깊이에서 해수를 채취하면 적절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현장에서 바로 알아낼 수 있어 매우 유용하고 편리

셋째, 장비를 원하는 깊이로 끌어올려 그 깊이에 로젯이 도달했을 때 선상에서 신호를 보내 채수기를 닫아

하다.
SBE 23Y
D.O. Sensor
SBE 18
pH Sensor
PUMP

CTD는 해양탐사가 국제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해수를 채취한다.
넷째, 이런 방법을 차례로 반복하여 로젯을 끌어올리면서 채수기에 원하는 수심에서의 해수를 채취한다.

1970년대의 ‘국제해양연구 10년 계획(International
Decade of Ocean Exploration, IDOE)’ 기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로젯 장비를 선상에서 운용하며, 이외에도 해수 중의 용존산소, 수소

중 컴퓨터의 발전에 힘입어 새롭게 개발된 놀라운

이온농도(pH), 식물색소농도(클로로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장착하여 동시에 다양한

탐사 방법의 하나이다. 요즈음 대부분의 해양탐사는

요소를 측정하므로 오늘날 해양탐사의 필수 장비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CTD와 해수를 채취할 수 있는 채수기들이
함께 부착된 로젯(Rosette)이라는 장비가 이용된다.
탐사에 이용되는 CTD 구조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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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닷물의 모든 브롬 및 요오드 성분이 같은 당량의 염소로 바뀌고, 모든 탄산염들이 같은 당량의 산화물로 치환된 후의 바닷물 1kg에
포함된 용존 무기염들의 총 그램 수이다. 이 값을 얻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480℃에서 일정한 무게를 얻을 때까지
가열하여 건조시킨 후 가열 중 휘발된 Cl와 Br의 양을 Cl로 환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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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힘으로 자동차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
1987년 개봉했던 〈프레데터(Predator)〉(1987)를 보면 아널드 슈워제
네거가 무시무시한 근육을 이용해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장면이 나온다.

배가 물 위에 뜨는 원리

부력의 발견

한편 람보로 유명한 실베스터 스탤론은 〈데이라이트(Daylight)〉(2013)에
서 그보다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를 들어올린다. 이 영화에서는
자동차에 깔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지렛대를
이용해 자동차를 들어올렸다. 긴 지렛대와 지렛목만 있으면 지구도 움직
일 수 있다고 호언장담 하던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의 반비례 법칙을

부력(浮力)이란 무엇일까?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그래비티(Gravity)〉

이용한 것이다.

(2013)는 미세 중력 상태를 지금까지 가장 현실적으로 묘사한 영화라고 평가 받는다. 영화는 극적

그런데 자동차가 물에 잠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올리는 것이 어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비과학적 요소들을 곳곳에 드러냈다. 현실에서는 영화와 달리 중력이 없는 한

서 더 과학적인 방법일까? 그리고 자동차보다 더 크고 무거운 배는 어떻

불꽃은 활활 타오를 수 없다. 이제 인간을 내리 누르는 힘, 중력과 그 반대로 위로 뜨려는 힘, 부력에

게 물 위에 뜨는 것일까? 다른 물고기들과 달리 상어는 왜 잠을 자면서도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헤엄을 쳐야 할까? 아르키메데스는 어떻게 순금으로 만든 금관과 은이 섞
인 금관을 구분할 수 있었을까?

핵심키워드
압력 | 우리는 항상 큰 압력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간다.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지만 산을 오르거나 하늘 높이 뜬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 혹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 빌딩을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을 경험한다. 이는

물

압력의 차이로 인한 현상이다.

무게가 같다.

압력은 일반적으로 높이와 관계가 깊다. 물리학계에는 두 개의 기압계를 이용하여 높이를 측정하는 문제를 제시
했던 교수와 이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해결한 제자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일화로 회자되고 있다. 교수는 기압의
차이를 이용하여 높이를 구하라는 의도로 문제를 냈으나, 제자는 기압계의 낙하 시간을 이용해 높이를 측정했다.
틀린 답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압력을 이용해 높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력 | 높이에 따라 압력이 달라지면 압력의 차이에 따라 힘이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이 힘을 부력이라 하며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작용한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과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신전에 봉헌된 왕관의 순금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찾던 중 ‘부력’의
원리를 알아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알몸으로 뛰쳐나와 ‘유레카’를 외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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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작다.
(작은 부력을
받는다.)

물

부피가 크다.
(큰 부력을
받는다.)

왜 작은 왕관 쪽으로 저울이
기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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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287년 시라쿠사에서 태어난 아르키메데스는 평생을 수학, 물

보고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리학, 공학,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고 동시에 여러 가

보면 상황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남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숨을

지 유용한 발명을 했다. 그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

쉬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산소(공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는 자신의 계산을 방해하는 로마 군인에게 ‘내 원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남자의 몸 위에 쌓여 있는 공기의 무게는 대

했다가 죽음을 당한 이야기이다. 다른 하나는 신전에 봉헌된 금관에 불순

략 10톤 정도이지만 남자는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따뜻한 햇살

물이 섞여 있는 것을 알아내고 너무 기뻐 벌거벗은 채 거리로 뛰쳐나와

을 즐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란 무게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

‘유레카’를 외쳤다는 이야기이다. 그중 두 번째 일화가 부력과 관련되어

이다.

있다. 아르키메데스는 시라쿠사의 국왕 히에론 2세의 명으로 금관의 순

1654년 독일의 마그데부르크에서 ‘공기의 무게’에 관한 실험을 했다.

도 여부를 밝혀야 했는데, 이 문제는 ‘부력’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해결

지름 약 35cm의 반구 두 개를 맞붙인 후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구 내부의

할 수 있었다.

공기를 뺀 다음 다시 반구를 떼어놓는 실험이었다. 이 반구는 사람의 힘
으로는 떼어놓을 수 없었으며, 반구의 양쪽에서 8마리씩 총 16마리의 말
이 끄는 힘을 통해서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다. 이처럼 공기의 무게는

압력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엄청난 무게로 힘을 가하고 있다. 이때 공기의 무게에 의해 가
해지는 힘은 방향을 구별하지 않는다.

부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압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따뜻한 봄날 한

유리컵에 물을 반쯤 채운 다음 종이로 컵의 위를 덮고 유리컵의 테두리

남자가 한강공원 잔디밭에 누워 있다고 가정하자. 맑은 하늘에는 하얀 구

를 손으로 눌러준 후 유리컵을 재빨리 뒤집어보자. 종이를 받치고 있는

름이 떠 있고 시원한 바람이 남자의 얼굴을 스친다. 이 평화로운 모습을

손을 치워도 물은 쏟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 역시 공기의 무게 때문
에 발생하는데 공기가 종이에 가하는 힘의 방향은 위쪽이다. 만약 유리컵
안에 들어 있는 물의 무게가 지표면에서의 공기 기둥의 무게보다 무겁다
면 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표면으로부터 유리
컵의 높이가 10m 이상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공기처럼 이리저리
흘러갈 수 있는 물체를 물리학에서 유체(流體)라고 부르며, 이런 유체의
무게 때문에 발생하는 힘을 압력이라 한다. 압력은 부력의 원인이 되는
현상이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친 이유
마그데부르크의 반구 실험
(1654년, 독일)
출처 | 오토 폰 게리케의
《진공에 관한 새로운
실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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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력에 대해 알아보자. 공기가 유체이듯이 물도 유체이다. 더구
나 물의 무게는 공기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다. 사람이 누워있을 때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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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받는 공기의 무게가 10톤이라면 공기 대신 물을 쌓는다면 10m의 높

원기둥의 무게가 부력보다 작으면 원기둥은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가 될 것이다.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어느 순간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

원기둥의 무게가 부력보다 크더라도 부력의 방향이 위쪽을 향하기 때문

과 캠핑을 할 때 밥이 설익는 것을 막기 위해 냄비 뚜껑에 돌을 얹는 것은

에 물에 잠긴 원기둥의 무게는 물 바깥보다 가볍게 느껴지게 된다.

공기에 의한 압력, 즉 기압의 차이 때문이다. 물의 무게 차이는 욕조에 물

바로 이것이 실베스터 스탤론이 자동차를 들어올리기 위해 자동차가

을 채우고 20cm 정도만 잠수해보면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으로 느낄 수

물에 잠길 때까지 기다린 이유이며 배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이유이다. 또

가 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부력의 원인이다.

한 모든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무게와 부력의 비례는 물질의 고유한 값
이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는 금관과 동일한 무게의 황금을 양팔저울에
올린 채 물속에 넣어 금관의 순도를 조사한 것이다.

압력이 작다.

빙산의 일각

원
기
둥

부력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 물로 만들어진 공을 물속에 넣는다면,
공은 물속에서 위아래로 받는 힘이 균형을 이룬 상태로 물속 어느 위치에
정지해 있게 될 것이다. 즉 공의 무게와 공에 작용하는 부력이 같은 상태

유체

압력이 크다.

부력의 원리

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잠긴 부분과 같
은 부피를 가진 물의 무게와 같으며,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동일

원기둥을 반듯하게 세워 물속에 넣어보자. 그러면 원기둥은 물에 의한
압력을 받을 것이다. 원기둥의 윗면은 아래를 향해 압력을 받고, 아랫면
은 위를 향해 압력을 받는다. 만약 위와 아래에서 받는 압력의 크기가 동

한 값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 물에 떠 있는 모든 물체는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물에 잠겨 있는 부피의 비율도 구할 수 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빙산의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

일하다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원기둥의 위와 아래
에 작용하는 압력이 동일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압력이 유체의 무게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특정 위치에서의 유체의 압력은 그 위에
쌓여 있는 유체 기둥의 무게에 의해 좌우된다. 즉 동일한 유체라면 깊이

부력

가 깊어질수록 유체 기둥의 높이가 높아지므로 기둥의 무게가 점점 더 무
거워질 것이다. 원기둥이 물속에 세워진 상태로 잠겼다면 윗면의 높이에

물로
만들어진 공

쌓여 있는 물기둥의 무게는 아랫면의 높이에 쌓인 물기둥의 무게보다 가
벼워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가 아랫면보다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무게

아래로 누르는 힘보다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원기둥이
실질적으로 받는 힘은 위쪽을 향하게 된다. 이 힘을 부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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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과 무게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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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 더 크다는 말이다. 정확히 얼마나 차이가 날까? 얼음의 밀도는

의 여러 섬에 나무와 함께 떠 밀려온 다양한 생물들이 새로운 생태계에

물의 밀도의 0.9배이다. 물리학에서 밀도는 동일한 부피에서 물체가 갖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 태풍이 휩쓸고 있을 때에는 바람에 부러진 나무도

는 질량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부피일 때, 얼음의 무게는 물의 무게의 0.9

훌륭한 배였을 것이다. 허파 호흡을 하는 생물체의 평균적인 밀도는 물보

배라는 것을 뜻한다. 물 위에 얼음이 떠 있다는 말은 얼음이 위아래로 움

다 작으며, 나무의 밀도 역시 물보다 작기 때문에 작은 생물체를 태운 나

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지해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무들은 큰 문제없이 물 위에 뜰 수 있었다. 인류가 부러진 나무를 이용하

힘을 모두 합하면 얼마가 되어야 할까?

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나무의 가운데를 도려내어 배의 형태를 만들기 시

뉴턴이 1687년에 출간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보면 정지해 있

작한 것이 조선기술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무의 속을 파내면 동일

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이 0이면 물체는 그 자리에 정지해 있다. 이

한 부피에 비해 무게가 줄어들고, 이렇게 밀도가 감소하면 빈 공간에 다

것을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라고 한다. 이 법칙에 따라 물에 떠 있는 얼

른 물체를 담을 여유가 생긴다.

음에 작용하는 힘의 합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얼음에 작
용하고 있는 힘의 종류는 어떨까?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가 당
기는 힘을 받고 있다. 뉴턴은 이를 만유인력 혹은 중력이라 불렀다. 일반
적으로는 ‘물체의 무게’라고 알려져 있다.
만약 얼음을 밀어 올리는 힘이 얼음의 무게 정도라면 얼음은 물 위에
떠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얼음은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하
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얼음의 무게와 같은 힘으로 얼음을 위로
밀어 올리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물에 잠긴 물체가
압력 차이로 받는 힘, 즉 부력 때문이다. 이때 부력의 크기는 얼음이 물에
나무의 가운데를 도려내면
부피는 동일하지만 무게가
줄어든다.

잠기며 밀어낸 물의 무게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얼음 전체의 무게와 물에
잠겨 있는 얼음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음의 밀도가 물의 0.9배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드디어 해답을 구할 수
있다. 얼음의 전체 무게는 얼음 부피의 0.9배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와 동

조선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배의 밀도는 점점 감소했다. 전체 치수를

일하므로, 물속에 잠긴 얼음의 부피는 전체 얼음의 부피 중 90퍼센트가

증가시키면 부피는 세제곱으로 증가하고 단면적을 증가시키면 제곱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일각’은 빙산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이다.

증가한다. 배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벽체의 최소한도를 생각했을 때,
배의 크기가 클수록 배의 총 밀도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면 배의 총 무게에 비해 부력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 많은 것을 배

부력과 조선기술의 발달

에 싣는 것이 가능하다.
나무의 경우는 자체 내구도의 문제로 일정 이상의 크기를 가진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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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선을 개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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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에 물을 채우고 빼내는 것으로 배가 수면 아래에서 운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배를 잠수함이라 하는데, 이는 1차 세계대전부터 이용하
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류는 부력을 조절하면서 배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러한 원리
를 이용한 생물이 바로 물고기이다. 물고기는 부레를 이용하여 체내의 밀
도를 변화시켜 부력을 조절하며 이 방법으로 원하는 수심에 머무를 수
있다. 물속에서 위로 이동할 때에는 부레를 부풀려 밀도를 감소시킨다.
그렇게 하면 무게에 비해 부력이 증가해 떠오르게 되는데, 원하는 수심에
도달하면 물의 밀도와 동일하게 부레의 부피를 조절한다. 그러면 물고기
는 지느러미로 살짝 위치를 조정해주면 수심을 유지한다. 그러나 모든 물
고기가 부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어의 경우 부레가 없어 부
력을 조절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어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헤엄을 치는 수밖에 없다. 상어는 잠을 자는 경우에도 꼬리를 흔들어야만
가라앉지 않는다. 상어가 다른 물고기와 달리 평생 쉬지 않고 헤엄을 쳐
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 무겁기 때문이다. 나무를 배의 형태로 만든 것처럼 쇳덩어리를 얇게
잠수함은 평형수를 조정해
만들었다.

펴서 배의 형태로 만들면 동일한 두께의 벽체를 가진 나무배에 비해 무게
는 증가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부력을 얻을 수 있다. 철판의 두
께를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고, 여기에 용접 기술이 발달하
여 철판을 이어붙일 수 있게 되자 배의 무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더
구나 나무에 비해 철판의 내구성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더 큰 규모와
다양한 형태, 다양한 용도의 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배의 총 밀도를 변화시켜 부력을 조절할 수 있다면 배가 물에 잠
기는 부피의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다. 배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만 배의 아랫부분에 물을 넣고 뺄 수 있는 탱크를 만들면 배의 총 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부력 조절을 위해 배의 아랫부분에 들어가는
물을 평형수라고 하는데 현대 선박은 대다수 이를 이용하여 배의 높낮이
를 조절하고 짐을 싣는다. 평형수를 극단적으로 이용하면 배 내부의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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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빙산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
퀴즈를 하나 풀어보자. 얼음을 담은 컵에 물을 가득 채웠다. 시간이 지나 얼음이 녹으면
컵 속의 물은 어떻게 될까? 보기는 세 가지이다.

사실 해수면 상승은 주어진 문제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 빙산이 녹기 때문에 일어난다
고 설명하면 부족한 것이 많은 부분이다. 얼음이 녹아서 일어나는 해수면 상승은 북극해의
빙산보다는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 등의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유입되는 것에 의

❶ 컵 속의 물이 넘친다.  
❷ 컵 속의 물 높이에 변화가 없다.
❸ 컵 속의 물이 이전보다 줄어든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이 녹는 것으로는 물의 높이가 변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컵 바깥에 있던 얼음이 녹은 물을 붓는다면 컵은 넘칠 수밖에 없다.
땅 위에 쌓인 빙하가 녹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첫 번째의 보기를 선택한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면 당연히 컵 속
에 가득 차 있던 물이 넘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북극해에 떠 있는 빙산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 컵에 가득 차 있던 물이 넘치듯이 빙산이 녹으면 그 물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는 상승
할 것이다. 그러나 정답은 두 번째 보기이다. 본문에서 설명했던 부력과 관련해 생각해보
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얼음의 밀도가 물의 0.9배이기 때문에 얼음이 물 위에 가만

공간

추

히 떠 있기 위해서는 물에 잠긴 얼음의 부피가 전체 얼음 부피의 0.9배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더라도 얼음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10kg의 얼음이 녹
아서 물이 되어도 질량은 10kg으로 동일하다는 말이다.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이 모두 녹아

얼음 속의 공간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물의 높이가 유지되지만, 추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물의 높이가 낮아진다.

서 물이 되었을 때 질량은 동일해야 할 것이고,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의 0.9배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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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녹아서 물이 되면 얼음의 부피는 0.9배로 감소해야 할 것이다. 얼음이 물속에 잠겨 있는

그러면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컵에 떠 있는 얼음의 한가운데에 빈

부피가 얼음 전체 부피의 0.9배이므로 얼음이 모두 녹아서 물이 된다면 얼음이 녹은 물의

공간이 있는 경우와 물보다 밀도가 큰 추가 들어 있는 경우, 얼음이 녹았을 때 각각 어떤

부피는 녹기 전 물에 잠긴 얼음의 부피와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얼음이 녹아도 물

변화가 생길까? 얼음의 한가운데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물의 높이가 유지되지만, 추가

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 즉 북극해의 빙산이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은 거

들어 있는 경우에는 물의 높이가 낮아진다. 얼음이 다 녹은 후 빈 공간은 물 밖으로 사라지고,

짓이다.

밀도가 큰 추는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차이를 생각하면 해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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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배가 뒤집히지 않는 이유

		

선박의 복원력
거센 파도와 휘몰아치는 바람에 배가 전복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일까? 배가 물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 돌림힘과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을 통해 거친 바다를 해치고 나가는 선박의 비밀을 알아보자.

튜브가 뒤집어지는 이유
바닷물이 짜고 쓰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언제가 한 번쯤은

핵심키워드
돌림힘 | 돌림힘이란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힘이다. 돌림힘은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맛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왔기 때문
일 수도 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 여름이 되면, 우리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닷가로 휴가를 떠나고는 한다. 엉덩이를 튜브의 구멍에 넣고 신나

거리에 비례하고,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는 오뚝이가 넘어졌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게 놀다가 머리를 뒤로 젖히는 순간 튜브가 뒤집혀 물에 빠진 경험이 있을

논리로, 배가 비바람에도 전복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을 풀 수 있는 핵심 키워드이다.

것이다. 왜 튜브가 뒤집히게 된 것일까? 튜브와 사람의 무게는 그대로인

돌림힘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 트럭이나 버스의 핸들이 자가용의 핸들보다 큰

데 어째서 물체의 운동 상황에 그렇게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것은 핸들을 회전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문을 밀고 들어갈 때 회전축에 가까운 쪽보다 먼

바로 복원력과 돌림힘이라는 개념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

쪽을 밀면 문이 쉽게 열리는 것도 돌림힘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또한 줄타기를 할 때 빈손으로 하는 것보다
장대를 들고 하는 경우가 더 쉬운 이유 역시 돌림힘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무게중심 | 무게중심이란 물체의 무게를 대표하는 한 점이다. 이 점에 받침대를 세우면 물체를 안정적으로 지지

그렇다면 돌림힘은 무엇일까? 힘자랑을 하는 남자 아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좋은 게임이 하나 있다.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서로 힘을 비교해보
는 것이다. 방망이 끝을 쥐고 친구에게는 손잡이를 쥐게 한 다음 서로 반

할 수 있다. 또한 무게중심에 물체의 모든 무게가 집중된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대 방향으로 야구방망이를 돌리게 하는 것이다. 방망이를 비트는 사람이

무게중심은 질량이 큰 쪽에 가깝게 형성된다. 단순한 모양의 물체는 무게중심을 구하기 쉽다. 반면 다양한

승리하는 게임이다. 언뜻 보면 손잡이를 잡은 사람이 유리할 것 같지만

모양의 물체는 무게중심을 구하기 힘들다.

웬만큼 힘 차이가 나지 않고서는 방망이 끝을 잡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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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아도 넘어지게 된다. 이 실험의 핵심은 무게중
심과 회전축의 위치 관계이다. 상자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 상자
회전팔
회전팔

회전팔
회전축

회전축
회전팔

의 회전축은 지면과 닿아 있는 오른쪽 변이 된다. 이때 회전축에서 상자
의 무게중심으로 선분(線分)을 그으면 그 길이가 상자에 작용하는 중력과
회전축 사이의 거리가 된다. 중력의 방향과 회전축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

힘점
힘점

도 중요하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상자를 회전시킨 돌림힘은 상자의 무
게에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곱한 값에 비례한다.

돌림힘의 원리
나사를 손으로 쥐고 돌리는
경우(좌)
드라이버를 사용해 돌리는
경우(우)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크기의 힘을 사용해도 회전팔
이 더 길기 때문에 돌림힘 효과
가 더 크다.
돌림힘의 크기 =
힘의 크기 X 회전팔의 길이

기울이는 방향

기울이는 방향

돌림힘이란 회전하는 물체와 관련된 물리량을 말한다. 정지한 물체 내

복원력의 원리

부에 회전축이 있는 경우 회전축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에 힘을
가하면 물체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이때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을 돌

무게중심

림힘이라 한다. 그 힘의 세기는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가해진 힘의

돌림힘
선분

돌림힘

곱에 비례한다.
다시 말해 물체에 힘을 가해서 회전할 때, 중심에서 먼 지점에 더 큰 힘
을 가할수록 더 쉽게 회전하며, 이때 회전 방향은 힘이 가해진 방향이라

중력

중력

접지면

회전축

중력

접지면

회전축

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들 중 손톱깎이와 가위, 드라이버
등이 돌림힘을 이용해 만들어진 도구들이다.
일반적으로 상자의 무게중심은 상자의 중심이다. 바로 서있는 경우 무
게중심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접촉면의 중심을 향하게 되며 안정성

상자는 왜 넘어질까

에는 문제가 없다. 상자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무게중심의
위치가 접촉면의 중앙에서 회전축인 오른쪽 변으로 이동한다. 회전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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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적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 남자와 여자에게 무

넘어가기 전에는 중력의 방향이 회전축의 왼쪽을 향하게 되고, 돌림힘은

릎을 꿇은 상태로 앉아서 뒷짐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바닥에 놓인

상자를 왼쪽으로 회전시킨다. 이 방향은 기울어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과자를 입으로 물고 일어나게 한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성공하는 반면 남

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하는 힘을 제거하면 상자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

자들은 과자를 먹으려다 머리를 바닥에 박고 일어나지 못한다. 이 실험에

다. 이 경우 돌림힘이 물체의 위치를 복원시키기 때문에 ‘복원력’이라고도

숨어 있는 물리적 개념을 역학적 안정성이라고 한다. 역학적 안정성이란

부른다. 그러나 상자가 많이 기울어져서 무게중심의 위치가 회전축의 오

물체에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나타낸다.

른쪽으로 이동하면,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이 회전축과 무게

직육면체 상자의 위쪽에 힘을 가해 오른쪽으로 조금씩 기울여보자.

중심을 잇는 선분의 오른쪽을 향하게 된다. 그러면 돌림힘도 오른쪽으로

그러다 다시 힘을 가하지 않으면 상자는 원래의 위치대로 되돌아온다.

작용하여 더 이상 상자를 원래의 위치로 복원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

그러나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각도를 조금씩 키우다보면 어느 순간 상자

게 되고 나면 상자는 자체의 무게로 안정성을 잃고 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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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의 원리

오뚝이는 다 사용한 화장지의 심과 고무찰흙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화장지 심의 안쪽에 일정량의 고무찰흙

그렇다면 어떤 물체가 가장 안정적일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돌림

을 붙인다. 지면에 놓으면 고무찰흙을 붙인 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아래

힘을 만들 때 항상 복원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

로 내려갈 것이다. 이 상태에서 오뚝이의 위쪽에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체의 무게중심이 항상 접지면 내에 있어야 한

여 기울이게 되면 그림과 같이 고무찰흙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다. 그러한 면에서 공은 가장 안정적인 모양이다. 공을 넘어뜨린다는 개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중력이 회전축의 왼쪽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결과

념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역학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공이 가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반시계방향으로 작용하여 복원력이 된다. 외부에

장 완벽한 물체이다. 공은 언제나 무게중심이 회전축의 연직선(鉛直線,

서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는다면 오뚝이는 자체 무게로 고무찰흙이 아

중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직선) 상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은 어

래로 향해 있는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떻게 놓는다고 해도 자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회전축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넘어지지 않는다. 단 공이 지면과 닿는 면적은 좁기 때문에 지면이 경
사가 있다면 공의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중력은 회전축을 벗어나게 되어
넘어지게 된다. 단지 공은 상하좌우가 없는 물체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현
상을 ‘쓰러진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굴러간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재기하는 사람을 ‘오뚝이’라고 표현한다. 바로 이
오뚝이가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이다. 오뚝이의
원리도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오뚝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복원력
오뚝이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물체의 무게중심이 접지
면 내에 있으면 된다.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태클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자세
종합격투기 경기를 생각해보자. 상대 선수의 태클로 넘어지면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태클을 막고 버텨내는 능력은
종합격투기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방
어기술이다. 그럼 선수들은 어떤 방법으로 태클을 방어할까? 선수마다
다양한 자세와 방법을 취하지만 유심히 본 사람들이라면 공통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자세를 낮추고 두 발의 간격을 넓히는 것
이다. 이렇게 자세를 낮추면 무게중심도 낮아진다. 무게중심이 낮아질
수록 상체가 앞뒤로 기울어지더라도 무게중심의 수평면 상의 위치 변화
가 적다. 또한 두 발을 넓게 벌리고 있으면 낮아진 무게중심의 위치로
회전축을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상대가 태클을 하더라도 두 발을 최
대한 벌리고 자세를 낮추면 선수의 몸무게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복

돌림힘

원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중력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태클이 들어올 때 바닥에 누워버리는 것이 가장
안정적 자세일 것이다. 물론 실제 경기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태클이 들어

고무찰흙

오기 전에 먼저 누워버린다면 무게중심을 가장 낮추고 회전축의 폭을 가
회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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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넓게 만들 수 있으니 물리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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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중심은 배의 중심축으로부터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부력의 중심
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배에 작용하는 무게와 부력에 의한 돌림힘은 왼
쪽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결과 배는 안정적인 자세로 돌아갈 수 있게 된
다. 문제는 무게중심이 물 위로 올라가는 경우이다. 오른쪽 그림처럼 무
게중심이 물 위로 올라간 경우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배의 무
게중심이 중심축의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배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이 배
를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든다. 일단 무게중심이 중심축을 벗어나게
되면 배의 전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기울어질수록 배의 무게는
더 강하게 배를 회전시키게 되어 결국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밸러스트 탱크와
배의 무게중심

배의 무게중심과 복원력
배가 물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항하는 것도 복원력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한다. 하나는 무게중심

배안에 물건이
가득 있는 상태

배안에 물건이
반 정도 들어있는 상태

배안에 물건이
빈 상태

에 작용하는 배의 무게이고, 다른 하나는 물이 배를 밀어내고 있는 부력
이다.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아래로 작용하는 무게와 위로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가 물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낮추고 바닥면의 폭을 넓혀서 무게중심이 회전축을 벗어나지 않게 해야

일반적으로 배가 운항을 할 때, 배의 무게중심은 왼쪽 그림처럼 물 아

한다. 가장 안정적 구조물, 오뚝이를 다시 생각해보자. 바닥이 둥근 오뚝

래쪽에 위치한다. 바람과 파도에 의해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

이가 지면에서 좌우로 흔들리듯이 배도 바다 위에서 흔들릴 수 있다. 오
뚝이가 아래쪽에 무게중심을 유지하여 안정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배도 아래쪽에 무게중심을 유지하도록 ‘밸러스트 탱크(ballast

복원력

tank)’라는 구조를 설치해주면 된다.
부력

부력
수면

무게중심

중력
부심

양의 복원력(좌)
음의 복원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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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중심

부심

배의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 이런 특별한 구조물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물보다 밀도가 높은 철강으로 만들어진 선
박기술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게를 줄여 가능한 적재량
을 늘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배의 무게중심이 높을 때는 배의 아래쪽에

중력

화물을 충분히 적재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배들이 짐을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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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을 할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 안정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가득 실었던
핀 안정기

더 알아보기

짐을 하역한 다음에는 배의 무게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밸러스트 탱크이다. 짐을 가득 실은 상황에서는 탱크
를 비우고 짐을 하역한 후에는 탱크에 물을 채워 배의 흘수선(吃水線,
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을 내린다. 이 탱크는 배의 아랫부분에 위치

세월호 침몰사고

해 있어 무게중심이 물 아래로 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대다수의 배는 핀 안정기(Fin Stabilizer)라는 기술을 사용한다.

❶ 16일 오전 7시께 세월호, 진도 앞바다
서거차도와 맹골도 방향으로 운항
❷ 우측으로
급격한 변침

핀 안정기는 비행기의 날개와 같이 양력(揚力, 유체 속을 운동하는 물체
에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이용하는 기구이다. 배의
좌우에 센서로 연결되어 있어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핀의 각도를 조
절하여 각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의 방향을 위아래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정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배에 작용하

정면도
 격한 변침으로 결박된 화물이 풀리며
급
무게중심이
우현
좌현쪽으로
쏠림
5층

는 힘을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물론 이 장치는 배가 가볍게 요동칠 때 이
용되지만 배의 복원력을 증가시키는 장치임은 분명하다.

화물
실
화물
실

4층
C

3층

객실

❸ 오전 7시 40분께 배가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기
시작(승선원 증언)

좌현

❹ 오전 9시께 침몰

객실

D

그럼 튜브가 뒤집히는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야 안전
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까? 우선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는 엉덩이

하부
기관
실

변침(變針) : 여객선이나 항공기 운항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항로를 변경하는 것을 뜻함

를 튜브 아래로 깊숙이 넣어야 한다. 그러면 밸러스트 탱크가 설치된 배

세월호 사고 원인

와 같이 안정적 물놀이가 가능하다. 그리고 튜브가 살짝 흔들릴 때마다
그 반대편으로 팔과 다리를 길게 뻗어준다면 이용하는 핀 안정기가 설치
된 배와 같이 요동을 줄이며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행했다. 당시 세월호는 안산 단원고 학생 476명
을 포함하여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이었다. 안타까운 이 사고의 원인은 두 가지로 지
적되었다. 우선 선박을 무리하게 증축을 하여 전체 선박의 높이가 높아진 것이 하나의 원
인이었다. 높이가 높아지면 배의 무게중심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진도 앞바다
처럼 조류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해역에서 배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 복원력을 잃기 쉽고 작
은 흔들림에도 많이 기울어지게 된다. 배가 안정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
겠지만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급속 변침을 하면 무게중심이 낮은 배에 비해 더 심하게 기울
어지게 된다. 이 상황에서 선적한 화물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원인이 되었
다. 결박하지 않은 화물들이 배가 기울 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배의 기울기가 더 커졌
고, 기울어진 배에 작용하는 중력과 부력에 의한 돌림힘의 방향이 음의 복원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순간 배는 더 이상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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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배는 어떻게 움직일까
여름에 바닷가에 가면 물 위에 많은 물체들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튜브를 타고 있는 아이들과 바나나 보트를 비롯한 다양한 놀이 시설들,

배는 어떻게 움직일까

		

선박의 추진력

여기저기 있는 부표, 어느새 해안까지 밀려오는 해초들까지 정말 다양한
물체들이 바다 위를 떠다닌다. 이런 물체들 중에서 과연 ‘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단지 물 위에 떠 있는 것만으로는 ‘배’라고 구분할 수
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면 튜브나 부표도 배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박이란 다음의 세 가지의 요소를 충족해야만 한다. 첫째,
물에 떠야 하고, 둘째, 물 위에 뜬 상태로 사람이나 물건을 실을 수 있어야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배의 모습은 언제나 웅장하다. 그 거대한 배가 움직

한다. 셋째, 그 상태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잘 생각해보

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과학의 발달과 함께 선박은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리고 선박

면 튜브를 타고 이동하는 아이들은 훌륭한 선박의 소유자이다. 튜브는 물

의 추진 기술은 어떻게 발달해왔는지 알아보자.

에 뜨며, 사람을 실을 수 있고, 물장구를 치면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면 위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선주(船主)’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동’의 문제일 것이다. 이는 인류가 고대부터 계속
해서 고민해왔던 문제이며, 지금도 계속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핵심키워드
작용-반작용의 원리 | 뉴턴이 《프린키피아》(1687)에서 제안한 운동의 기본 원리 중 세 번째의 원리가 바로
작용-반작용의 원리이다. 이 원칙은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는 경우 반드시 힘을 가한 물체도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것이다.
모든 물체의 추진에는 작용-반작용의 원리가 적용된다.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 발로 땅을 밀어내는 힘과 그에
대한 반작용이 필요하고, 로켓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가스를 밀어내는 힘과 그에 대한 반작용이 필요하다.
물 위를 운항하는 배도 마찬가지이다. 밀어내는 힘과 그에 대한 반작용이 추진력으로 작용하며, 무엇을 어떻
게 밀어내는 가가 기술의 핵심이다.
선박의 3요소 | 선박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만 한다. 첫째, 물에 떠야 하고, 둘째,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울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이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재질과 기술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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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오랫동안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미국 동부 연안에서 북쪽으
로 운항할 때에는 멕시코 만류가 큰 도움이 되었으며, 대서양을 횡단하는
선박들은 북대서양 해류를 따라서 물건을 실어 날랐다. 따라서 해도(海
圖)와 항해일지에는 이런 물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대를 거듭하면
서 비밀스런 지식이 쌓여 많은 선장과 항해사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
다. 하지만 해류나 조류에만 의지한 채 운항하는 것은 많은 위험과 어려
움이 따랐다.

뗏목에서 철선에 이르기까지
배를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기 위해 처음에는 사람의 힘만을 이용했다.
물체가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다.
통나무를 엮어 만든 뗏목은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예를 들어 내가 벽을 밀면 벽도 반대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발로 땅을 밀면 땅이 발을
밀어내기 때문에 사람이 걷거나 뛸 수 있고, 프로펠러가 공기를 밀어내면
공기가 프로펠러를 반대방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다. 또한 로켓이 연소가스를 내보내면 가스가 로켓을 밀어내기 때문에
로켓이 날아간다. 추진되는 물체에 작용되는 근본적인 원리는 동일하다.

지금도 강원도 속초의 청초호에서 운항하는 갯배[도선(渡船)]를 보면
사람의 힘만으로 청초동 아바이마을과 중앙동을 오가고 있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철선(鐵線)을 사람의 힘으로 당겨서 이동하는 방식이다. 물론
철선이 깔리지 않은 물 위에서는 이런 방법으로는 배를 움직일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노를 저어야 한다.
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5000년경으로 추정된다. 초기의 배
는 짧고 넓은 모양의 노를 사용했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배는 여러 사

그러나 이 원리가 기능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수천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
을 수 있다.
물에 뜬 물체가 이동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당연히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가장 쉬울 방법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물방울의 무리가 배와 충돌하면 물방울들의 속도
가 느려지면서 배를 움직인다. 물론 물방울의 양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물방울의 속도 변화는 무시할 수 있다. 강의 상류에서 뗏목을 강물에 띄운
채 물의 흐름을 따라 간다면 하류까지 도착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벌목을 하여 목재를 운반하던 방법이 이와 같았다. 물론 물의 흐름이
빠르지 않을 경우 가능하며, 상앗대(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를 이용하여
중간에 조정을 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뗏목의 추진력은 물의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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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열을 지어 노를 사용하는 형태로 발전한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추진하는 배는 큰 문제가 있었다. 일단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었
으며, 자고 먹는 시간을 포함해 일정한 휴식을 취해야 노를 저을 수 있었
다. 또 배의 추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는데, 그러
다보니 많은 음식 등을 실어야 했고, 반면 그만큼 다른 짐이나 물건을 실
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

바

람

바

람

기선의 등장
힘

삼각돛을 이용한 항해

추진력
성분

산업혁명 이후 기선의 등장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철도가 놓여 기차가 달리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기관의 힘을 이용하여 추진을 하는 선박, 즉 기선(汽船)이 등장한다. 미국
의 허드슨강에서 시험 운항을 했던 이 배는 증기 기관을 이용하여 외륜

인류는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범선
(帆船)은 그렇게 등장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범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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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輪)을 돌리는 형태였는데, 기선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외륜이란 배의
양쪽 옆구리에 달린 일종의 물레방아였다.

건조했고 이를 이용하여 먼 곳까지 항해했다. 초기의 범선은 사각형의 돛

증기기관의 힘으로 물레방아를 돌리면 물레가 물을 밀어내는 힘으로

을 기둥에 고정시킨 형태로, 순풍이 불 때에만 바람을 따라 이동할 수 있

배가 추진한다. 물론 초창기에 만들어진 형태라 증기기관에서 공급되는

었다. 바람의 방향이 배가 가려는 방향과 다른 경우에는 돛을 전혀 이용

회전력이 바로 배의 추진력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낭비가 많은 비효율적

할 수 없었고, 이런 경우 다시 사람이 노를 저어야 했다. 전체 항해 중 일

구조였지만, 곧 스크루 프로펠러(screw propeller)가 발명되어 속도와 효

부의 구간에서만 돛을 펴고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시 해류와 인력을 이용

율성을 개선했다. 스크루 프로펠러는 축(軸)에 2∼6개의 날개깃을 달아

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인 시기가 오래 지속되었다.

원동기의 힘으로 날개를 회전시킴으로써 배를 추진하는 장치다.

그러다 큰 삼각형의 돛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또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지금도 배가 추진되는 방식은 19세기 중엽의 스크루선과 큰 차이가 없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돛을 개발하여 순풍

다. 증기 기관에 의해서 스크루를 돌리던 방식이 증기압을 이용하여 직접

이 불지 않아도 방향을 조정하고, 바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운항할 수 있

증기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바뀌어 선박의 실질적인 운항 능력은 크게

게 되었다. 물론 큰 삼각돛을 활용하며 역풍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항해의

변했다. 그러나 스크루가 물을 밀어내면 물이 스크루를 밀어내며 전진한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바람과 해류가 없는 지역에서 기댈 수 있는 것

다는 큰 틀에서는 동일한 형태라 생각해도 될 것이다. 디젤 엔진을 사용하

은 오로지 사람의 힘뿐이었다.

는 경우나 원자력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나 추진 자체의 형태는 동일하다.

선박을 움직이는 날개
프로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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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킥의 원리, 마그누스 효과
모든 배가 스크루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서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니다.
20세기 초에는 마그누스 효과(Magnus effect)를 이용한 선박이 건조되어
대서양을 건너기도 했다. 마그누스 효과란 유체 속에서 회전하는 물체가
회전에 의한 흐름이 가속되는 쪽에서 유속과 회전축에 모두 수직인 힘의
작용을 받는 현상이다. 쉽게 말해 축구공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공의 오른쪽은 공기의 저항을 받아 압력이 높아지고, 왼쪽은 낮아진다.
그러면 공은 압력이 낮은 쪽으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날케롭게 휘
어지는 프리킥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때 공을 휘게 만드는 힘이 바로 마
그누스 효과이다,
축구공
진행방향

프리킥의 원리

마그누스 효과
축구공
회전방향

최근 고속정이나 공기부양선에 주로 이용하는 워터제트 추진기의 경
우 기존의 스크루 추진과는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워터제트 추진기

마그누스 효과를 이용해 만든
안톤 플레트너의 범선

는 단순히 스크루 프로펠러가 회전하며 물을 밀어낸다는 개념과 달리 펌

공기속도 빠름
압력 낮음
공기속도 느림
압력 높음

프 작용을 이용하여 전면의 물을 빨아들인 후 후면으로 뿜어내며 추진을
하는 방식이다. 스크루 프로펠러 추진의 경우 배의 속력이 증가할수록 추
진력이 감소한다. 마치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경우 회전 트랙의 속력이
증가할수록 추진력을 얻기 힘든 것과도 같은 현상이다. 그러나 워터제트
추진의 경우 배의 속력이 증가할수록 전면의 물을 빨아들여 압축하기 쉬

저항력

워지기 때문에 고속의 운항에 적절한 추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연구되고 있는 추진 방식으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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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독일의 안톤 플레트너(Anton Flettner)가 제안한 선박의 추진

자추진 방식도 있다. 수면 아래에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한 다음 자기장을

력은 마그누스 효과를 이용한 것이었다. 배의 정중앙에 위치한 두 개의

통과하는 해수에 전류를 흘려보내, 전자기력에 의해 후면으로 해수를 배

원기둥이 회전함에 따라 추진되는 원리였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회전 방

출하는 방식이다. 전자기력에 의해 배출되는 해수는 자기장을 형성하는

향과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구조라 범선의 일종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선박을 밀어내게 되고, 이 힘을 이용하여 추진을 하는 형태가 전자추진

형태는 일반적인 범선과 달랐다.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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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배의 추진을 방해하는 것
배에 작용하는 힘은 추진력밖에 없을까? 배에 작용하는 힘이 순수하게 추진력만 있다면 배의
모양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배에는 추진력 외에도 다양한 저항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배에 작용하는 추진력이 저항력보다 클 때에만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런 저항력을 줄이는 것이 현대 조선기술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배가 운항할 때 작용하는 저항력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마찰 저항이다. 모든 물체
는 다른 물체와 접촉한 상태에서 운동을

위해서는 배가 물 아래로 많이 잠길수록 좋겠지만, 그럴수록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적정한 선
을 유지하기 위해 배의 형태가 다양해진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조파 저항이다. 조파 저항은 배가 진행을 하면서 주변에 만드는 물결 때문에 발생
하는 저항이다. 진행하는 배 주위에 물결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배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의
일부가 물결이 가진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배가 가진 운동에너지가 줄어
들면서 속도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런 조파 저항을 막기 위해 고속선은 물에 잠기는 부분을 최
소화하고, 대형 선박은 물에 잠기는 부분의 앞머리를 둥근 공의 모양으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

할 때, 방해하는 힘을 받는데, 이를 마찰

세 번째는 와류(渦流) 저항이다. 배가 진행을 하면 배 주위의 물 입자가 배를 따라서 흐른다.

력이라 한다.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때 위치에 따라 흐르는 물 입자의 속력이 달라지며 배의 뒷부분에서 배를 따라 흐르는 물 입

배의 경우, 물과 접촉한 상태에서 운항

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와류가 발생한다. 이 와류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을 ‘와류 저항’이라고 한

하기 때문에 배와 물 사이의 마찰력에

다. 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 입자가 배 뒤로 부드럽게 지나가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

의해 추진에 방해를 받는다. 일반적으

해서는 배의 모양이 중요하다. 배가 각진 형태는 물 입자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원형

로 운항하고 있는 배의 엔진을 정지하면

이나 유선형이 더 좋다.

배 길이의 50배 정도를 더 진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공기의 저항이 있다. 물론 공기에 의한 저항은 물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과 비교

야 정지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저항의

하면 작지만 바람이 심하게 부는 지역이나 선체 위에 구조물이 많은 경우는 무시할 수 없는 저

대부분이 마찰에 의한 저항이다. 따라서

항이다.

이 저항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수면 아래
잠기는 부분의 청결이 중요하며, 배가 물

이렇게 네 가지의 저항과 추진력이 배에 작용하는 힘이며, 이 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의 운동 상태를 결정한다.

과 접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
도 진행 중이다. 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신발처럼 불쑥 튀어나온 구상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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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바다에서
위치 찾기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바로 나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이것은 그리 간단한 기술이 아니었다. 지도나 도면을 보고 위치나 내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독도법(讀圖法)이라는 독립된 능력으로 불릴 정도였다. 하물며 육지에서도 이런데 물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는 어떠하겠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바다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역사 속 위치 찾기

핵심키워드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오제 중 하나인 황제
(黃帝)는 염제(炎帝) 의 후손을 자처하는 치우(蚩尤)와 탁록의 들판에서

삼각측량법 | 알고 있는 두 지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지점의 정보를 알아내는

중원의 패자를 가리기 위한 전투를 벌인다. 안개를 불러오는 능력을 가지

방법이다. 삼각비를 이용하여 특정지점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고 있던 치우는 전장을 안개로 가린 후 승기를 잡는다. 헌원은 안갯속에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데에도 삼각측량법을 사용한다. 지구의 둘레, 태양계 내의 행성들의 상대적인 거리,

서 길을 잃고 포위망에 갇힌 채 고민에 빠진다. 여기는 어디고 나는 어느

태양과 달의 직경,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했으며, 현재 사용하는 GPS나 레이더를 이용한
위치 측정 모두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은 삼각측량법을 사용한다.
태양시 | 태양시(太陽時)는 태양을 기준으로 한 시각 체계를 말한다. 엄밀하게는 별을 기준으로 한 항성시
(恒星時)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지구의 공전 주기에 비해 자전 주기가 짧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중국 신화에 나오는 황제와 치우의 전설이다. 황제
는 결국 지남차(指南車)를 발명하여 치우를 이기고 중원의 지배자가 되지
만, 헌원과 동일한 고민을 했던 항해자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했다.

태양이 머리 위에 남중(南中, 자오선 통과)한 시각을 12시로 정하고, 다음 날 남중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24등분

군인이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기술 중 하나가 지도를 보고 자신의 위

하여 24시각 체계를 만들었다. 하루에 360도를 자전하기 때문에 시간당 15도를 이동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지형지물의 각도를 관찰

경도가 15도 차이 나는 지역은 한 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하면, 간단한 삼각측량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나침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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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의 발명으로 원양으로의
항해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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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북쪽을 확인한 다음, 지도에 표시된 지형을 확인하여 육안으로

하지만 연안에서만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선

실제 지형이 내 위치에서의 북쪽 방향과 몇 도의 각도에 보이는지 확인한

연안은 육지의 연장으로 곳곳에 암초가 있다. 수면은 평평하지만 그 아래

다. 그리고 지도에 표시된 지형에 남쪽 방향을 기점으로 하여 동일한 각

는 많은 굴곡이 있다. 더구나 연안에서는 수중 지형에 따라 갑자기 조류

도만큼 기울어진 직선을 그린다. 그런 후 지도와 육안으로 보이는 풍경에

의 속도가 빨라지는 지역도 있고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

서 일치하는 몇 개의 지형을 더 찾은 다음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지도에

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중 지형을 생각하면, 처음 가는 목적지로 연안

그려진 직선들이 교차하는 지점이 만들어진다. 이론적으로는 한 점에서

항해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해류를 적절히

만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략적인 교점의 분포에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이용하기 힘들어진다. 미국의 동부 연안에 형성된 멕시코 만류를 이용하

있다. 좀 더 좋은 관측기기들이 있다면 정확한 위치를 알아낼 수도 있다.

면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것은 고속의 항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시

그렇지만 주변이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항해사들에게는 자신의 위치를

북에서 남으로 돌아오는 것은 해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몇 배

알아낼 지형지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치를 알아낸 것

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경우 먼 바다로 나가서 해류의 영향에서 벗어난

일까?

다음 남하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지만, 연안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불가능
한 항로이다.

보이는 곳에서 항해하기
사람들이 처음부터 원양으로 나갔을까? 그렇지는 않다. 처음 해수욕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무턱대고 발이 닿지도 않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는 않을 것이다. 인류 역사상 항해의 초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기초적인
항해는 연안 항해에서 시작한다. 육지가 눈에 보이는 가까운 바다에서 목
적지를 이동하는 것이다. 연안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찾기 위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눈에 보이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계속 위치를
확인하며 이동하면 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원주민들의 항해술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 태평양의 적도 인근에서 뉴질랜드에 이
르는 지역에는 많은 섬들이 흩어져 있다.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
랫동안 서구 문명에 격리된 채 살아왔다. 이들은 최초에 어디에서 온 것
일까? 선박 제조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봤을 때, 섬에서 발원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전자 조사 결과 이들 역시 아프리카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나왔다. 이들은 어떻게 바다를 건넜을까?
20세기 초, 인류학자들은 이들의 항해술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
궁무진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적도 인근에는 무역풍이 불고, 남태평
양의 북쪽에서 이 바람은 항상 동에서 서로 불었다. 바람이 항상 한쪽으
로 불면 전체적으로 물이 방향을 따라 이동한다. 그러면 마치 가속되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 컵을 들고 있을 때, 컵 안의 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
는 것처럼 바다 표면에 느끼기 힘들 정도의 경사가 생기게 된다. 별을 확

울돌목은 물살이 빠르게 흐르며
내는 소리가 우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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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힘든 날이면 이들은 이런 경사를 이용하여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
다고 한다. 또한 이 바람에 의해 바다에 한 방향을 향한 물결이 생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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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결의 방향은 주변 육지의 영향이 없으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다. 육지
19세기 초 피지인이 이용한
돛을 단 카누

에 가까워지면 육지에 반사된 물결과 바람에 의한 물결이 간섭을 이루게
되는데, 육지의 형태와 거리에 의해 파동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들은 이

북극성으로 위치를 찾는 방법

런 파도의 형태를 분석하여 지형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자신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육지를 여행할 때 산과 강의
형태를 살펴보듯이 바다에서 변화하는 파도의 형태를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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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유럽 문명의 역사로 돌아가자. 나의 위치를 알기 위해 필요한 것

폴리네시아인들은 별자리를
보고 바다 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았다.

은 어떤 정보일까? 현재 우리는 지구 표면에서 위치를 나타낼 때 경도

이뿐만이 아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와 위도를 사용한다. 북극에서 남극을 잇는 자전축을 지름으로 하는

만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섬을 기준

지구 표면을 지나는 원을 그려보자. 이 원을 자오선이라고 한다. 자오선은

으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방위를 찾을 수 있는 별의 목록을 작성했다.

자전축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하며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중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바다를 항해할 때 지향점으로 삼았다. 더 놀라운 것

에서 영국의 그리니치 지역을 지나가는 자오선을 ‘본초자오선’이라고

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별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알고 계절과 시간에 따라

부른다.

항해에 필요한 천문지식을 정리한 것이다.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폴

경도(經度)란 내가 있는 위치를 지나는 자오선이 본초자오선과 이루는

리네시아인들은 노래와 이야기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기록을 전해왔다.

각도를 의미한다. 본초자오선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 180도, 서쪽으

항해자들은 이 방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했다. 20세기 초에는 이미 먼

로 180도의 경도로 지구 위의 모든 지점을 나타낼 수 있다. 반대로 수직

바다까지 항해를 하는 일이 없어졌음에도 모든 항목을 암기하고 있었다.

으로 지구를 썰어보자. 반으로 나뉜 지구의 단면은 원을 그리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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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을 ‘위선(緯線)’이라고 부른다. 위선을 이루는 원들은 모두 자전축과
북극성

수직을 이루므로 서로 평행하게 잘린 상태로 다양한 크기로 겹겹이 놓이

북극성
수평선

@

게 된다. 이 다양한 원 중 가장 지름이 큰 원을 이루는 위선을 ‘적도선’이

고도

라고 한다. 지구를 구로 가정했을 때, 적도선은 지구를 이등분하는 선이
된다. 따라서 적도를 이루는 원의 중심은 지구의 중심과 같은 지점이다.
@

내가 위치한 지점에서 지구의 중심으로 선분을 하나 그어보자. 그리고

위도

내 위치와 같은 경도 상에서 적도와 만나는 지점에서 지구의 중심으로 선
분을 하나 더 그어보자. 이 두개의 선분이 이루는 각도를 ‘위도(緯度)’라
한다. 경도와 위도라는 두 가지 정보만 알고 있으면 나의 위치를 어디서
든 찾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시스템을 켰을 때 표시되는 숫자
으로 마지막 두 별 사이 거리의 5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별이 북극성

는 바로 이 두 개의 값을 나타낸다.
그러면 어떻게 경도와 위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 우선 오른쪽 그림에

이다. 그 다음은 쉽다. 수면으로부터 북극성이 떠 있는 고도를 측정하면

서와 같이 북두칠성을 찾는다. 하늘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국자 모

그것이 오른쪽 그림의 @ 각이다. 모든 별은 지구에서 너무나 멀기 때문

양의 별자리이다. 북두칠성을 찾았으면 국자를 이루는 마지막 두 별을 이

에 지구의 모든 지점에 도달하는 별빛은 평행하게 도달한다. 위의 그림에

용하여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림에서 보이듯 국자를 퍼올리는 방향

그려진 두 별은 모두 북극성을 의미한다. 즉 북극성은 지구의 자전축이
향하고 있는 별이기 때문에 간단한 기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그 고도
가 측정지점의 위도를 의미하게 된다.

북극

180°

위선

80°

90°

50° 본
40°

80°

90°

초
자

ψ
λ

30° 오

70°
60°

80°
70°
60°

선
20°

50°
40°
30°

N
20°

W
10°

S

50°

E
10°
0°

1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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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선분 A와 B는 평행하며, 선분 C

구가 1시간에 15도씩 동쪽으로 자전한다는 것을 종합하면 현재 나의 위

도 서로 수직을 이룬다. 그러면
하다. 각 c는 90°-b와 크기가 같
으며,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이기 때문에 각 d와 c를 합
하면 90°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d의 크기는 b와 같으며, 결국
a의 크기와 동일하다.

치가 12시가 되었을 때, 동쪽으로 경도 15도가 떨어진 지점은 12시가 된
지 1시간이 지났고, 서쪽으로 15도 떨어진 지점은 12시가 되기 1시간 전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있는 위치의 경도를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한 시계이다. 내 위치에서 태양이 남중했을 때, 그리니치 천문

20°
30°
40°

경도와 위도를 통해 위치 찾기

30°

40°

c b

d

각 a와 b는 맞꼭지각으로 동일

즉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이 12시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지

P

E

B

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에 1시간에 15도씩 서쪽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경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60°

a

는 A, B와 직교한다. 선분 D와 E

동쪽으로 회전한다. 이 현상 때문에 우리는 매일 동쪽에서 뜨는 태양을

70°

D

A

그러면 경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경도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
경선

90°

북극성의 고도는 측정지점의
위도와 같다

적도
본초자오선

대를 기준으로 한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이 오전 10시라면 나의 위치는
동경 30도이다. 따라서 경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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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를 이용한 위치 측정

B
J

b
P

C
H

c

a

A

rA

를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이미 위치를 아는 지점 A까지의 거리 rA
를 측정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나의 위치가 점 A를 중심으
로하여 반지름 rA의 구를 그리면 구의 표면 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 다
음 동일한 작업을 이미 위치를 하는 두 지점 B와 C에 반복한다. 그러면
도 정확한 시계가 필요하다. 많은 유럽의 국가에서는 포상금을 걸고
레이더

정확한 시계를 만들도록 했는데, 16세기에 갈릴레오가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한 이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1735년이 되어서야 크로노미터
(chronometer, 정밀도가 높은 태엽시계)가 발명되었다.

세 개의 구면이 나오고 나의 위치는 세 구면이 만나는 지점이 된다. 3차
원인 구를 지도위에 그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 구면
이 만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선분 a는 구면 A와 구면 B가 교차하는
지점을 지도위에 나타낸 것이다. 선분 b는 구면 B와 구면 C, 선분 c는 구
면 C와 구면 A가 교차하는 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세 선분 a, b,
c가 교차하는 지도상의 지점 P는 세 구면이 교차하는 지점이 되며, 곧 나

전파를 이용한 위치 측정

레이더가 아니라 지상의 기지국에서 보낸 전파를 수신하여 기지국의 방

에서 선원의 눈에 확인되는 지형지물의 정보와 먼 바다에서는 별의 위치

위를 알아낸 다음 삼각측량법을 이용하여 현재의 위치를 알아낼 수도 있

와 정확한 시계를 이용한 계산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다. 혹은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전파를 수신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전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전파를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이다. 기본적인

는 송신 시점에서 위성의 위치와 시각을 나타내는 정보가 담겨 있는데

원리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삼각측량법과 같으나 현대 기술을 응용하면

이를 수신하는 순간의 시각과 비교하여 위성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차이가 난다.

있다. 그러면 역시 3개 이상의 위성에서 날아온 전파를 분석하여 동일한

반사된 전파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면 전파의 속도를 이용하여 거리

바다이야기

기본적인 원리는 레이더를 이용한 것과 동일하지만 선박에서 방출된

역사적으로 사용해오던 모든 위치 측정 방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연안

일단 레이더를 사용하여 이미 알고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86

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인 것이다.

방법으로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기계를 GPS라고
하며 스마트폰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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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삼각측량법

달

90°
X

삼각측량법은 간단한 원리이다. 이미
알고 있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와 그 지

태양

점에서 목표 지점까지의 각도를 알면 삼
각함수의 비를 이용하여 위치와 거리 등
을 알아낼 수 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을 알면
두 내각

이
삼각형

수
를 구할
어 거리
되
정
확

있다

지구

44°
1 unit

이 방법을 이용하여 지구의 둘레 길이도
구했다. 이미 교과서에 에라토스테네스
의 방법이 실려 있어 알고 있는 사람들

삼각측량법

태양계 행상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이 많을 것이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착안한 것은 시에네에서는 정오에 태양이 수직으로 비춰 지면에 세운 막대

테네스는 간단하게 삼각측량을 이용하여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었고, 이 거리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정오에 지면에 세운 막대 그림자의 끝과 막대 끝

를 이용하여 지구의 둘레 길이를 측정할 수 있었다. 기원전 200년 경을 살았던 에라토스테네

이 이루는 각도가 7.2도를 이룬다는 점이었다. 이미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던 에라토스

스의 계산과 착안은 매우 뛰어나서 천 년 이상이 지난 후의 아랍지역의 최고의 과학자들도 더
이상 개선할 수 없을 정도였다. 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진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측정기
구 자체의 정밀도가 향상된 다음이었으니 삼각측량의 강력함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원리이지만 그만큼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근대의 천문학에서도 이용되어 태양계의 각
행성들까지의 거리와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에도 이 원리가 사용된다. 물론 천

7.2°

문학적 거리는 너무 멀기 때문에 알고 있는 두 지점으로 춘분날 지구의 위치와 추분날 지구의

A(알렉산드리아)
햇빛

위치가 쓰일 정도이지만 사용되는 원리 자체는 동일하다.
바다에서 배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삼각측량법도 원론적으로는 동일하다. 단지

M

7.2°

S(시에네)

어려움이 있다면 흔들리는 배 위에서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망
망대해에서는 알고 있는 두 지점을 찾아내기 힘들다. 이런 문제는 GPS나 전파를 이용한 위치
측정 시스템이 해결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둘레 측정 방법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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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궁무진한 수자원의 보고 - 해수담수화
2. 미래를 여는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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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담수화란 무엇인가
일상에서 늘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도록 하는 체험을
다룬 TV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에서 한 주는 ‘물 20리터를 가지고

무궁무진한 수자원의 보고

해수담수화

5일 동안 생활하기’라는 주제로 방영을 한 적이 있었다. 한국인은 평균
하루에 물 300리터 정도를 소비한다고 한다. 그런데 20리터로 5일을 생
활해야 한다니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물을
물 쓰듯’ 낭비하는 우리들의 습관을 돌아볼 수 있었고, 물의 소중함도
일깨울 수 있었다.

세계의 물 부족 문제와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이

지구에는 13억 8,500만㎦ 정도의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 전

있다. 지구의 3분의 2가 물인데, 이 물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럼 어떤 사람은 바닷물은

체를 2.7km 높이로 덮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담수는 전체 물의 2.5%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하면

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빙설과 지하수를 제외하고 사람이 손쉽게 사용할

가능하다고도 말할 것이다. 실제로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한 물을 이용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 분야에

수 있는 담수호의 물 또는 하천은 전체 물의 0.01% 이하인 약 10만㎦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두에 서 있기도 하다. 이른바 해수담수화 산업이다. 이제 해수담수화의 역사와

다. 또한 가뭄과 홍수 등 기상 이변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수자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원의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은 물 부족 정도에 따
라 물 기근 국가, 물 부족 국가, 물 풍요 국가의 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기적인 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물 부족 국가’

핵심키워드
해수담수화 |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하여 담수를 얻는 과정을 ‘해수담수화’ 혹은 ‘해수탈염(脫鹽)’, 영어로는
‘Desalination’이라고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수담수화 방식은 역삼투법(Reverse Osmosis)과 증발법,
전기 투석법, 냉동법 등이 있다. 이 중 증발법과 역삼투법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삼투법과 관련된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
역삼투법(Reverse Osmosis) | 역삼투법은 해수담수화 방식의 하나로 물은 통과하지만 물속에 녹아 있는 염분
등은 투과하지 않는 역삼투막에 해수를 통과시켜 담수를 얻는 방법이다.
해양 심층수 | 해양 심층수는 광합성에 필요한 태양이 닿지 않는 약 200m 이하의 깊은 수심에 있는 수온이
연중 2℃이하로 안정되어 있는 오염되지 않는 해수자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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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물의 양 비교
물방울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지
구상의 담수, 중간 것은 빙하를
제외한 담수, 가장 작은 것은 우
리가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
이다. 깨끗한 물은 지구 전체 물
의 약 0.01%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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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풍요의 역설과도 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기를
해수에서 소금을 증발시켜 담수를 얻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벗어날 수 있
었을 것이다.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하여 담수를 얻는 과정을 ‘해수담수
화’ 혹은 ‘해수탈염’, 영어로는 ‘Desalination’이라고 한다.
선원들이 바닷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모아 식수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
에서 해수담수화가 시작되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는 군부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담수 설비를 만들기 시작해,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해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건조한 기후 지역에 속하는 중동의 사막을 중심으로 대규모 담수화
에 해당한다. 또한 세계 물 포럼(World Water Forum)에 따르면, 전쟁으
물 부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어린이들
출처 | 유니세프

로 인한 사망자의 10배에 해당하는 500만 명 이상이 매년 수인성 질병으
로 사망하고 있다.
세계는 이제 물의 양뿐만 아니라 청정한 물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영국의 물 전문연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에 따르면 2010년 세계 물 산업 규모는 4828억 달러에 달한다. 일본 경
제산업성은 2007년 360억 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물 산업 규모가 2025년
이면 86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시설이 가동 중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식수와 석유가 부족해 일찍부터
담수화 기술과 태양열을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에 몰두했으며, 2011년
이스라엘 연간 생활용수의 40%를 해수를 이용한 담수로 공급하고 있다.
해수담수화 시장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년 60% 이상의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해수담수화가 급성장하는 이유는 다량의 수자원을 안정
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공사 기간이 짧아 조기에 다량의 수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생산 시설이 단순해 시설 면적이 크지 않고 지속
적 기술 개발로 생산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OECD)는 2025년 물 산업 규모를 포함한 세계 물 인프라 투자수요가
1조 3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인구증가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지구온난화 등으로 물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

해수담수화의 방법

인다. 물 산업은 이제 말 그대로 ‘블루 골드’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수담수화의 방법에는 역삼투법과 증발법, 전기

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투석법, 냉동법 등이 있다. 이 중 역삼투법과 증발법이 각각 45%와 50%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다의 물을 담수로 바꾸

를 차지하며, 최근에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삼투

는 것이다.

법과 관련된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 먼저 증발법은 해수를 증발시켜
서 염분과 수증기를 분리하고 수증기를 응결시켜 담수를 얻는 방법으로

해수담수화의 기원과 역사
해수를 담수로 바꾸려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었다. 그 옛날 바다
를 항해하는 선원들은 엄청나게 많은 바닷물을 보며 정작 먹을 물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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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중동 지역에서 주로 이용한다. 그러나 역삼
투법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역삼투법은 물속에 녹아 있는 염분 등은 투과하지 않고 물만 투과하는
역삼투막에 해수를 통과시켜 담수를 얻는 방법이다. 삼투압은 농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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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놓았을 때,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
은 쪽으로 용매가 옮겨가는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압력을 일컫는다. 삼투
압의 발생 원리는 아래 그림과 같다.

삼투압

용액의 삼투 현상과 삼투압
오랫동안
방치

h

설탕
용액

물

반투과성막
설탕분자
물분자
반투과성막

역삼투법은 반투막을 경계로 하여 양측에 담수와 해수를 넣은 다음 삼
투압 과정을 통해 담수가 반투막을 투과하여 해수로 이동하도록 한 후,
해수에 삼투압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해수 중의 물이 반투막을 투과하도
록 하는 과정을 통해 담수를 얻는다. 1990년대 이후 세계 곳곳에서 주로

또한 해수담수화는 국내에서도 낙도지역과 같은 만성적인 식수 부족

이용하고 있다. 역삼투법은 증발법과 비교해 에너지 소비가 적다는 장점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삼투압 방식을 위

이 있으나 반면 고가의 역삼투막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한 반투막인 ‘멤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의 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나라가 수자원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

두산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쇼아이바에 건설한 해수담수화
설비
출처 | 두산중공업

다. 멤브레인 필터는 액체 또는 기체의 특정 성분을 선별적으로 통과시켜

해수담수화 플랜트 산업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액체막이나 고체막으로 필터 역할을 한다. 오염
된 물의 정수, 해수담수화 등에 사용되며 땀은 방출하고 빗물은 튕겨내는

해수담수화 생산 시설 산업의 세계 1위는 두산중공업이다. 1978년

96

바다이야기

등산 의류용 소재인 고어텍스도 멤브레인의 일종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파라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또한 작고 사용하기 편리한 염분 제거 장치를 만들 수 있다면 조난 구

오만, 카타르, 리비아 등 중동 지역에 걸쳐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조용이나 재해 상태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조

세계 시장점유율은 40%에 이른다. 지난 30년 동안 중동 지역에서 수주한

난당한 선원들은 바다에서 탈수되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데 작고 간편

프로젝트가 23개에 달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물은 하루에 1,500만 명이

한 염분 제거 장치만 있다면 얼마든지 식수를 조달할 수 있으며, 만약 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 그 규모와 성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면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도 식수 부족

것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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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바다에서 얻는 또 다른 물
해양 심층수는 광합성에 필요한 태양이 닿지 않는 약 200미터 이하의 깊은 수심에 있고, 수온
이 연중 2℃이하로 안정되어 있는 오염되지 않는 해수자원을 의미한다. 그린란드 근처의 빙하가
녹으면서 밀도가 커진 물은 해저로 가라앉아 1000년 이상을 주기로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수산증양식, 농업, 의료, 건강, 미용분야

해수(원수)

순환한다. 해양 심층수는 오랜 기간 형성되어 저온으로 안정적이며 잘 숙성되어 각종 효소들의

담수

식수, 식품, 화장품 등

작용으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바다 깊은 곳에서도 존재하여 오염되지 않았고
무기 영양 염류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해양 심층수도 바닷물이기에 그냥 먹을 수는 없고,

발효 및 염장식품, 물소금, 의약

농축해수

역삼투압 방식과 같은 염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미네랄수

해양 심층수는 활용 분야도 다양하다. 해양 심층수 개발의 원조인 미국은 1972년 카리브해의
센트크로이섬 수심 870m에서 1970년대 석유 파동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시작

소금

음료, 발효, 두부, 재배

식염, 산업용 소금

했다. 해양 심층수의 저온 특성을 이용해 온도차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다. 1990년대 들어
해양 심층수의 다목적개발 및 다단계 이용

일본을 중심으로 식품이나 화장품 등으로 해양 심층수 연구가 확대되었고, 노르웨이는 해양
심층수를 이용하여 대구, 연어, 송어, 광어 등을 양식하는 데 활용했다. 이 밖에도 의료, 미용,
제약, 식품, 음료 분야에 이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 분야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해양 심층수 개발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양수산부가 2001년부
터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에서 심층수 개발연구에 들어갔으며, 정부는 500억 원을 들여 2005년
해양 심층수연구센터를 건립했다. 또한 2007년 ‘해양 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는 등 해양 심층수 개발에 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국내 해양 심층수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5,700억 원이다. 앞으로 물 산업이 발전하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98

바다이야기

Ⅱ.첨단기술과 함께하는 해양자원

99

02
미래를 여는

해양플랜트 산업이란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조선 강국이다. 수년째 세계 조선산업
1위의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에 그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 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선박 수주량, 건조

조선업

량, 수주잔량 등 조선산업 세계 시장점유율을 보여주는 3대 지표에서 모
두 1위를 차지했다. 수주잔량 금액으로 따지면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을
주로 수주한 덕분에 한국(1,014억 달러)이 중국(839억 달러)에 앞서 있
으나 양적 측면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 중국의 선박 건조 능

현대 경영학자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 경쟁자가

력은 2013년 약 2,140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전 세계 건조능

없는 유망한 시장을 ‘블루 오션(Blue Ocean)’이라고 한다. 해양산업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블루 오션’

력의 39.4%를 차지하며 29.5%의 한국을 앞질렀다. 우리 조선산업도 이

이다. 역사는 인간이 만든 것 중 영원한 것이 없다는 교훈을 준다.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는 휴대폰이나
조선산업도 점차 뒤따라오는 2인자들에게 언제 추월당할지 모르는 것이다. 영원하지는 않지만 급변
하는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와 후손 몇 세대 정도는 거뜬히 책임질 수 있는 해양산업 분야를 함께
살펴보자.

핵심키워드
해양플랜트 산업 | 좁은 의미로 해양자원을 개발, 채취,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양 구조물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 해양 신재생 에너지, 해수담수화, 심해저 광물자원 등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관련된
다양한 장비와 해양건축물도 포함된다.
FPSO | 부유생산저장하역설비(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FPSO)’의 약자로 물 위에
떠 있는 상태(Floating)로 시추선이 찾아낸 원유를 정제(Production)하고, 이를 저장(Storage)한 다음, 유조선에
하역(Offloading)하는 특수선이다.
위그선 | 수면 위 5m 이내에서 뜬 상태로 시속 5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초고속선이다. 위그는 ‘Wing In Ground’
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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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세계 최대 원통형
골리앗 FPSO
2010년 2월 노르웨이 ENI 노
르게 AS사로부터 수주한 것으
로, 우리나라가 하루 사용하는
원유의 절반가량인 100만 배럴
을 저장할 수 있다. 이 설비는
지름 112m, 높이 75m 규모로
노르웨이 북서쪽 85㎞ 떨어진
골리앗 해상유전에 설치된다.
원통형 FPSO는 기존 선박형
FPSO보다 바람과 조류, 파도
등 거친 해상환경에 강해 효율
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출처 |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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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선박, 즉 해양플랜트와 같은 한 단계 높

조건이 좋지 않아도 일정 지점을 유지할 수 있는 최첨단 위치 제어 기술

은 기술력을 가진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을 갖추고 있다. FPSO는 간단히 말해 배 위의 정유공장이다. FPSO는 물

해양플랜트는 간단히 말해 해양자원을 개발, 채취, 운송하기 위해 사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시추선이 찾아낸 원유를 정제하고, 이를 유조선에

용되는 해양 구조물을 말한다. 바다에서 원유나 가스를 채굴하는 거대한

하역하는 특수선이다. 1인 다역인 FPSO는 해양플랜트 중에서 가장 비싼

구조물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양플랜트라고 하면 이런 원유나 가스

장비이다. 현대중공업이 2010년 수주한 노르웨이의 골리앗 FPSO는 가

설비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해양플랜트는 넓은 의미로 해양 신재생 에

격이 1조 3,000억 원이나 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전

너지, 해수담수화, 심해저 광물자원 등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환경 모니터

세계에서 발주한 드릴십 10척 중 8척, FPSO는 3기 전량을 우리나라가

링에 관련된 다양한 장비와 해양 건축물을 포함한다. 해양 구조물의 대부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극지용 드릴십
스테나(좌)
드릴십 개념도(우)
출처 | 삼성중공업

분은 석유와 가스 확보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최근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해양자원 탐사,
길이 : 228m
높이 : 19m
배수량 : 97,000t

시추 기술의 발전으로 해양자원 개발이 심해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개발도상국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이중 시추탑
GPS위성
수신장치

인해 심해유전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유가가 1배
럴당 60달러 이상이었을 때 심해용 드릴십 발주가 급증했으며, 향후 유
가의 고공 행진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심해 유전 개발은 더욱 활발해질 것
이다. 2014년 세계 유가는 1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 원유

트러스트

트러스트
3.5m(3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 중 심해 유전에서 공급되는 원유는 2000년 2%
에서 2010년 8.5%로 늘어났고, 2025년에는 1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00m

3.5m(3개)
Stand by 상태
이중 시추탑을 이용하여
약 18일간 단축, 미리 설치함

해저

7000m

47개의 구멍

석유

이에 따라 해양플랜트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도 2010년 1,450억 달러에
서 2020년 3,275억 달러, 2030년 5,040억 달러로 연평균 6.7%씩 성장
할 전망이다.
현재 해양자원 개발은 석유·가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기술 발전으로

해양플랜트 산업의 전망과 과제

인해 해저 광물자원과 메탄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의 상업적
개발도 곧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2012년 1월 알래스카에서
해양 광물자원 공동 채굴시험에 착수했다. 해양플랜트 산업이 더욱 성장
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해양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은 드릴십과
FPSO이다. 드릴십은 바다에서 석유를 탐사하는 시추선으로 삼성중공업
은 2009년 11월 극지용 해저 드릴십인 ‘스테나 드릴막스’를 세계 최초로
건조했다. 이 선박은 해저 11km까지 드릴 장비로 내려갈 수 있고,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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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산업은 자원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써도 중요하지만, 고부
가가치 산업으로서 국내 조선산업의 차세대 동력으로 각광받을 만하다.
우리나라 기업이 가진 기회 요인과 경쟁력은 충분해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건설, 철강, 전자, 조선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해양플랜트에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조선소는 우수한 제작 역량으로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어 산업을 주도할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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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양플랜트의 기본 설계 능력 부족, 엔지니어링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 수준 미흡,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우리가 보완해 나가
야 할 점이다. 특히 기존의 선박을 제작하는 조선산업에서는 이미 유사한
많은 선박들을 제작했기 때문에 표준적인 설계를 가지고 제작하면 되
었다. 그러나 자원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해양플랜트의 경우 설
계부터 원가산정에 이르기 까지 아직 우리 기업들이 가지는 취약 요인들
이 많다.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산업이 조선산업과 같이 세계에 우뚝 서
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 있는 인재와 장인 정신으로 무장한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조선 강국의 마지막 관문 크루즈
아직은 크루즈 여행은 보편적이지 않다. 배는 육지와 섬을 연결해주는
역할 정도로만 이용되어 왔을 뿐이다. 그런데 의외로 세계인들은 크루즈

판매 수입은 1억 1,000만 원, 승객을 통한 관광수입은 11억 2,000만 원

여행을 즐기고 있다. 2013년 크루즈 관광객은 2,1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승객 2,000명으로 가정)에 달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2년 한해

있다. 2014년 1월까지 등록된 전 세계 크루즈 선박은 410여 척 정도며

크루즈를 통해 28만여 명이 입국해 1인당 평균 512달러, 총 2,260억 원

이들 선박의 총 침대 수는 467,629개라고 한다. 크루즈 선박을 통한 관

을 지출했다고 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7만 5,000톤급 크루즈는 750

광도 매력적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을 따돌려 조선 산업의 우위를

여 명, 10만 톤급은 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크루즈선

하지만 우리나라 크루즈 선박 제조 전망은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다.

크루즈 선박은 한 척당 가격이 몇 천억 원에서 1조 원에 육박하는 것까

우선 선박을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이지만, 내부 인테리어와 고급 디자

지 천차만별이다. 현재 전 세계 크루즈 시장 규모는 362억 달러에 이른

인을 책임질 우수 인력, 유럽이 장악하고 있는 크루즈 시장의 장벽을 넘

다. 지금까지 미국(55%)과 유럽(33%)이 크루즈 시장을 주도했지만 최근

기 위한 노력, 크루즈 전용 항만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등이 부족

에는 아시아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크루즈 산업은 대표적인 융복

한 현실이다.

합 산업이다. 해운, 항만은 물론 호텔, 관광, 물류, 문화 등 다양한 부분
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되면 여행사, 면세
점, 레저시설 등의 업종이 직간접으로 수혜를 받게 된다. 외화 획득과 일
자리 창출 효과도 적지 않아 어느 관광산업보다 지속가능한 형태이다.
크루즈 선박이 1회 입항할 때 항만 수입은 3,600만 원에 이르며 선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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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KTX 위그선
꿈의 선박이라고 불리는 ‘물 위를 나는 배’, 정식 명칭은 Wing-InGround Effect Ship(수면비행선박, 해면 효과 익선)이다. 수면 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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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2014년 8월 사천 아론 비행선박산업이 위그선을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말레이시아에 수출했고, 포항과 울릉도 노선에도
판매할 계획 중이다. 포항과 울릉도 노선에 위그선이 도입된다면 둘 사이
의 거리 217km를 1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어, 이른바 ‘바다의 KTX’가 되
는 것이다.

위그선과 크루즈선의 미래
위그선과 크루즈선은 기존 해상 운송의 개념을 2차원 평면에서 3차원
입체로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의 해상 운송은 여객과 화물을 나르는
‘직선적’인 운항이었고, 여객과 화물의 ‘운송’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와 미래에는 해상과 하늘을 넘나드는 입체적인 운항, 인간의 삶을 풍요롭
게 하는 레저의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해상 운송 개념의 진화는 해상
운송 수단의 발달을 통해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양산업은 극지, 심해저, 대륙붕 자원 개
일정한 높이로 떠서 운항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사기구와 국제 민간 항공
위그선

기구의 협약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된다. 지면 효과(Ground effect)를
이용한 위그선은 러시아가 군사 목적으로 1960년대에 최초로 개발했다.
지면 효과는 공기 중을 항해하는 날개가 지면에 근접하면 날개 밑 부분에
공기가 갇혀 떠오르는 힘인 양력은 증가하여 지면에 가까워질수록 효율

발과 바다 목장 조성, 해양환경 보존, 심층수 및 유전자 자원 개발, 해상
안전, 연근해 관리, 해양관광 및 해양 도시 개발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 원자재, 과학기기 등을 해
상으로 운반해야 할 수단이다. 따라서 해상 운송 시스템의 발전은 다른
해양산업의 동반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수반한다.

이 향상되는 것이다. 위그선은 흔히 이야기하는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고가인 비행기와 저속이라 운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 선박의 단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차세대 운송 수단이다.
1960년대에 러시아가 군사적 목적으로 초고속 항해가 가능하고 활주
로 없이도 수면에 직접 이착륙해 적의 레이더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위그선을 제작했다. 미국은 제트 항공기와 군사용 수송기 개발에 치중해
위그선 개발을 등한시 하고 있었다. 구소련 붕괴 이후 민간 기업 위주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독일, 일본, 중국 등도 위그선
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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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LNG 운반선을 통해 살펴본 선박의 생산 과정
우선 설계가 끝나면 설계도에 맞춰서 철판을 자르고 선체 일부의 모양에 맞도록 접고 굽혀 도
면과 같이 만든다. 이때에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절단기가 큰 강철을 설계도에 따라 자른다.
대형 선박도 수많은 강철 조각을 이어서 정확하게 조립한다. 블록을 맞추어 모양을 만드는 레고
놀이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건조하는 이유는 선박의 건조 공정을 줄이고 건조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조선소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 선박을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제작하고, 제작된
블록을 용접하여 하나의 선박으로 만드는 블록 공법은 이런 요구에서 출발했다.
블록이 완성되면 블록은 운반 전용차인 ‘트랜스포터’를 이용해 정밀하고 안전하게 초대형 크
레인이 있는 거대한 도크(Dock, 바닷물을 채웠다가 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시설)로 가져가 본
격적인 선박 만들기가 시작된다. 도크에서 초대형 크레인으로 조립할 때에는 큰 블록이지만 한
모스형 LNG선(좌), 멤브레인형 LNG선(우)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거대한 블록들을 서로 연결할 때에는 철판 용접의 방법으로 이어
붙인다. 블록이 조립되면 선박의 핵심인 엔진이 탑재되고 추진기인 프로펠러가 장착된다. 프로

LNG는 Liquefied Natural Gas의 약자로 액화 천연가스를 말한다.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펠러는 조립하거나 용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주물을 뜬 뒤 기계로 일일이 깎아

존재하여 부피가 크기 때문에 온도를 영하 163도 낮추어 액화시킨 다음 LNG선으로 운반한다.

만든다고 한다. 2013년 세계 최대의 프로펠러는 현대중공업이 만든 직경 9.1m, 둘레 29m,

이 과정에서 부피는 600분의 1로 줄어든다. LNG 운반선은 LNG를 보관하는 창고가 독립 탱크

무게 107톤의 프로펠러이다.

형으로 여러 개인 모스형과 선체를 창고로 이용하는 멤브레인형으로 구분한다. LNG 운반선은
최첨단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많이 든다.

선체가 다 완성되면 도크에 물을 채워 선박을 띄운다. 이 과정을 진수(進水, launching)라고
한다. 다른 선박은 이 과정으로 끝이 나지만, LNG 운반선의 경우 LNG를 저장할 탱크를 만드는

선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LNG 운반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선박 건조

작업을 더 거친 후에 완성된다. 선박은 시운전의 과정을 거친 후 선박의 이름이 정해지고 그 후

과정의 첫 번째는 배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조선회사가 계약을 맺는 것이다. 배를 필요로 하

에 배는 선주에게 인도된다. 인도되면 취항식을 하는데, 새로운 선박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는 사람이 주문을 하는 것을 발주라고 한다. 선박은 완전 주문 생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

줄에 매달린 샴페인을 선체에 던져 깨뜨리는 의식과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자른다는 의미로

고가 없다. 계약이 끝나면 곧바로 설계에 들어간다. 선박 한 척을 건조하기 위해서 대체적으

선박과 연결된 줄을 도끼로 자르는 의식을 끝내면 모든 항해의 준비가 끝난다.

로 설계기간이 7~8개월 정도 투입되고, LNG선 같은 경우 가스탱크를 정밀하게 만들어야 하
기 때문에 설계에만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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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바다의 하얀 황금

소금
salary(봉급), soldier(병사), salad(샐러드)의 공통점은 모두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sal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이다. 로마인들은 사랑에 빠진 사람을 살락스(salax), 즉 소금에 절여진
상태라고도 불렀다. 로마인들은 일찍이 소금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있었다. 소금은 제약뿐만 아니라
겨울철 도로의 제빙, 논밭의 토양 개선 등 1만 4,000여 가지로 사용된다. 한때는 희소성으로 인해
귀한 몸값을 자랑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너무 흔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도 가치는 변하지 않은 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소금 없이 살 수 있을까

핵심키워드

소금의 결정

바닷물 1kg에는 평균 35g의 소금이 들어 있다. 매우 적은 양이라고 생

암염 | 암염(巖鹽, halite, rock salt)은 소금이 딱딱하게 굳어 돌처럼 된 소금 덩어리이다.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각할 수도 있지만, 지구 전체 바닷물에 들어 있는 양으로 계산하면 엄청

소금 획득 방법 중 하나로, 과거에 바다였던 곳이 지각변동에 의해 육지로 변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난 양이다. 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추거나 식품을 발효·저장할 때 꼭 필

물은 마르고 소금만 남아 암석의 형태로 굳은 것이다.

요한 물질이다. 소금의 절대적인 필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인간은 과연 소금 없이 살 수 있을까?

천일염 | 천일염(天日鹽)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햇빛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다. 약 80%는
염분이며 나머지 20%는 미네랄과 수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산 천일염의 미네랄 함유량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나트륨(natrium)의 어원은 이집트에서 소듐 카보네이트(sodium
carbonate)를 ‘나트론’으로 부른 것에서 출발했다. 소듐의 어원은 중세
시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최초 발견자가 ‘소듐’이라 명명했다고 한다.

자염 | 자염(煮鹽)은 바닷물을 끓여서 얻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채취법을 통해 만든

나트륨은 독일권에서 주로 사용된 말로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까지 전파

소금이다.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나트륨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영어
권 국가에서는 소듐을 주로 사용한다.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소듐이라 써

정제염 | 정제염(精製鹽)은 ‘이온교환수지’라는 특별한 장치를 써서 해수로부터 염화나트륨을 분리해 만드는

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소듐’을 권장하는 추세이다.

소금으로 일본에서 개발한 것이다. 기계 장치를 이용해 생산했다고 해서 기계염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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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소금이라고 부르는 물질은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혼
히말라야 암염(좌)와 이를 이용
하여 만든 램프(우)

합물인데, 그 주성분은 염화나트륨(염화소듐, NaCl)이다. 간단히 염소 혹
은 나트륨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화학적으로는 전혀 다르다.
나트륨은 아주 불안정한 물질로 쉽게 타 버릴 수 있으며 염소는 치명적인
유독가스이다. 나트륨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염소와 함께 있
을 때 안정된다. 염화나트륨은 우리 몸속에서 소듐 이온(Na+)과 염소
이온(Cl-)으로 쉽게 이온화하여 주로 세포외액에 존재하며 생명을 유지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포외액과 세포내액은 세포막에 의해 분리되는데 양쪽 모두 중성이지
만 조성은 매우 다르다. 세포외액은 양이온의 대부분이 소듐 이온이지만
세포내액은 칼륨 이온의 농도가 매우 높아서,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두
이온이 높은 농도 차이를 유지한다. 세포 안팎의 삼투압은 주로 소듐이온

것은 정염(井鹽),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자염, 바닷물에서 이온 교환 장

과 칼륨 이온에 의해 조절된다. 두 이온의 세포 내외에서의 농도 차이는

치를 이용하여 염화나트륨만을 분리해 만드는 정제염, 천일염을 물에 녹

체액의 삼투압과 혈액의 부피 유지, 신경 자극의 전달, 근육 수축이나 세

여 한 번 씻어낸 후 재결정하여 얻어 낸 재제염(再製鹽) 등이 있다

포 안으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염소

암염은 소금이 딱딱하게 굳어 돌처럼 된 소금 덩어리이다. 인류가 최초

이온은 혈액의 산도를 유지하고 삼투 현상에 관여하며, 음식 소화에 필요

로 사용한 소금 획득 방법 중 하나로, 과거에 바다였던 곳이 지각변동에

한 위액 중 염산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의해 육지로 변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물은 마르고 소금만 남아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 소금을 필요로 하며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소금

암석의 형태로 굳은 것이다. 암염은 미국, 유럽,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

의 한 성분인 소듐 이온을 조금이나마 필요로 하고 혈액과 근육은 더 많

들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소금이다. 그러나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98~99%

이 필요로 한다. 더구나 아무리 소금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소변이나 땀

를 차지하므로 미네랄이 거의 없는 소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랜 세

으로 배출되는 염분의 양은 최소 하루 1g 이상이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소

월에 걸쳐 암염으로 굳어지는 동안 미네랄 성분이 씻겨 내려갔기 때문이

듐을 섭취해야 한다.

다. 암염 중 일부는 지각변동을 거치는 동안 발생한 열 때문에 흰색이 아
닌 적색을 띠는 경우도 있는데, 히말라야 소금이 여기에 속한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햇빛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만든

다양한 소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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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이다. 약 80%는 염분이며 나머지 20%는 미네랄과 수분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국내산 천일염의 미네랄 함유량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짠 맛을 낸다고 해서 모두 ‘소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금의 종류는 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므로 전통 방식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양하다. 광산에서 소금 돌덩어리를 캐내 생산한 암염, 바닷물을 햇빛과

때 일본에서 부족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 타이완 방식의 염전을 들여와

바람으로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 짠물이 고여 있는 호수에서 얻어 낸 호

만든 것이다. 이전에도 자염을 만들면서 염전 자체는 사용했지만, 천일염

수염(湖水鹽)이 있다. 또한 소금기가 녹아 있는 지하수를 증발시켜 만든

에서 쓰던 염전과는 조금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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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과정이 복잡해 가격이 비싸지만 다른 소금에 비해 칼슘 함량이 매
우 높고, 함수를 끓이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걷어내므로 천일염과 달리 쓴
맛이 없다. 개흙에 함유된 아미노산 때문에 소금 자체에서 감칠맛이 돈
다. 1960년대 이후 맥이 끊어졌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복원되었으며
태안의 자염이 유명하다.
정제염은 ‘이온교환수지’라는 특별한 장치를 써서 해수로부터 염화나
트륨을 분리해 만드는 소금으로 일본에서 개발한 것이다. 기계 장치를 이
용해 생산했다고 해서 기계염이라고도 한다. 염화나트륨 함량이 보통
99% 이상으로 미네랄 함량은 거의 없다. 정제염 기술이 개발된 후 일본
에서는 염전에서 채취한 천일염보다 위생적이라고 여겨 1972년 기존의
염전을 모두 폐쇄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네랄이 함
유되어 있지 않는 소금이 가져오는 폐해를 알고 정제염보다는 천연에서
현재의 염전은 바닥에 타일을 깐 얕은 저수지로 여기에 바닷물을 가

얻는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두어 건조한 것이고, 자염은 소금 성분 함량을 높인 흙 자체를 추출한다.

호염(胡鹽)으로 불리기도 하는 호수염은 바다였던 땅이 지각변동에 의

다만 생산 직후의 천일염은 각종 불순물 때문에 맛이 없다. 염화마그네슘

해 호수로 변한 후 그 안에 있던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만들어진 소금이

과 같은 미량의 염류 때문에 쓴맛이 나서 간수를 빼는 과정을 거쳐야 하

다. 남미 볼리비아의 3,680m 고지에 있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 유명하다.

우유니 소금 호수

며, 간수를 빼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짧으면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
리는 작업이다. 같은 천일염이라고 해도 호주, 멕시코 등지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염도가 약 98~99%로 미네랄 성분이 거의 없어 정제염과 별반
차이가 없다. 국산 천일염은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기가 어려워 가격 경쟁
력이 떨어지지만 미네랄 함량이 높고 풍미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염은 바닷물을 끓여서 얻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
던 채취법을 통해 만든 소금이다. 일본과 베트남에도 이와 비슷한 방법이
전해 내려온다. 문헌자료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했다고 하며, 일제강
태안 자염
출처 | 태안군농업기술센터

점기 이전까지는 주로 자염을 사용했다. 갯벌이 발달한 한국의 환경에 특
화된 방식으로 일단 갯벌을 써레로 갈아 염전을 만든 후, 여기에 바닷물
을 붓고 다시 써레질을 하는 일을 반복해 높은 염도를 함유한 개흙을 만
든다. 이 개흙을 모아 말린 뒤 ‘섯등’이라는 여과장치에 넣고 섯등 밑에 항
아리를 받친 다. 여기에 바닷물을 부어 매우 짠 함수(鹹水)를 추출하고 이
를 가마솥에 넣고 끓여 불순물을 걷어낸 후 농축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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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니 소금 호수에 쌓인 엄청난 분량의 소금은 안데스산맥이 융기하기
이전에 바다였던 호수가 융기 이후 안데스산맥 고지의 강수량이 적은 지
역에 형성한 것이다. 면적은 12,000㎢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상남도보다
약간 넓은 규모이다. 호수의 소금 매장량은 약 100억 톤 이상이며, 매년
25만 톤의 소금이 채취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휴대폰과 노트북, 전기 자
동차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리튬(lithium)의 매장량도 약 1억 4,000만 톤
으로 이 양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게랑드의 연보라빛 소금
게랑드소금은 프랑스의 대서양 연안인 브르타뉴(Bretagne)의 게랑드

프랑스 게랑드의 위치(좌)
게랑드 염전(우)

(Guérande)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이다. 게랑드 지역은 대서양의 온난

물 1리터 당 염분량이 0.5g 이상 함유되어 있는 내륙의 호수를 소금 호

한 기후로 풍부한 일조량과 건조한 날씨 등이 어우러져 천일염 생산에 이

수, 즉 염호라고 한다. 대표적인 염호는 사해, 그레이트솔트호(Great

상적인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대체적으로 연보라색이 감도

Salt Lake), 카스피해(Caspian Sea) 등이 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

는 밝은 회색빛이 특징인데, 이는 염전 바닥이 장판이나 타일이 아니라

쳐 있는 사해는 평균 해수면보다 약 400m나 낮아서 요르단에서 강물이

갯벌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금을 얻는 과정에서 흙도 같이 묻어나오기 때

유입되기는 하지만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구조이다. 또한 건조한 기후 때

문이다. 게랑드 소금은 염화나트륨 외에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특히

문에 들어오는 물과 거의 같은 양의 수분이 증발하여 염분이 바닷물의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5배 이상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어 ‘죽음의 바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그레이트
솔트호(좌)
소금 결정이 뭉쳐 있는
호숫가의 모습(우)

라고 불린다. 나트륨 함량은 적은 반면 염소 이온과 마그네슘, 칼륨, 칼
슘, 브롬과 같은 양이온의 함량이 높은데, 이 성분들은 류머티즘과 피부

독일
릴

병 치료에 효과적이어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르아브르

그레이트솔트호는 로키산맥 중의 워새치산맥 서쪽 기슭에 있는 호수
스트라스부르
파리

브레스트

게랑드

로, 분지(盆地)이기 때문에 주변의 강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도 유출구가
없어 염분 함유량이 높다. 사막지대에 위치한 그레이트솔트호의 염도는

디종

프랑스
France

낭트

스위스

바닷물보다 높아 증발량과 유입량에 따라 염도가 변하기는 하지만 대체

리옹
그르노블

대서양

보르도

니스

마르세유
툴루즈

에스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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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이탈리아

로 20~27% 정도이다. 평균 수심은 4.5m로 118m인 이스라엘의 사해보
다 얕다. 그레이트솔트호 바닥에 쌓여 있는 소금의 양은 총 60억 톤에 달
하는데 대체로 염화나트륨 함량이 높지만 황산염, 마그네슘, 칼륨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무기물 공급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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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리츠카 소금광산
광산 통로 곳곳에 수백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각종 소금 조각상
이 있다. 사진은 30여 년에 걸쳐
만들어진 예배당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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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5~16세기 초까지 번성했던 잉카제국의 소금을 생산해왔던 살리나스
염전은 해발 3,000m의 고지대 산속에 위치해 있다. 만년설로 뒤덮인 안

세계 곳곳에는 소금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유적지들이 있다. 그중 유네

데스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암염지대를 통과하면서 바닷물과 같

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폴란드 비엘리치카 소금광산

은 짠물로 바뀐다. 이 물을 산비탈 염전에 모아 계단 형태의 염전을 만들

(Wieliczka Salt Mine)은 13~20세기 말까지 암염이 계속 채굴되었으며,

어 소금을 생산하는 것이다. 살리나스 소금밭은 아직도 이 같은 방식 그

180~200만 년 전 바닷물이 증발하고 소금만 남아 형성된 곳이다. 소금

대로 소금을 채취하며, 아토피성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층이 무려 10km에 걸쳐 있고 두께는 500~1500m에 이른다. 이 소금광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산은 11세기에 처음 알려지게 되어, 14세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

중국의 차마고도(茶馬高道)는 ‘마방(馬幇)’이라 불리는 상인들이 중국

다. 당시 국가 재정의 3분의 1이 이곳에서 캐낸 소금을 팔아 충당할 정도

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서로 사고팔기 위해 지나다닌 해발고도 4,000m

로 중요한 부의 원천이었다. 17세기부터 소금 채굴량이 줄면서 소금광산

가 넘는 험준하고 가파른 지역이다. 차마고도 란창강(瀾滄江) 깊은 계곡

의 의미는 퇴색했으나, 수백 년간의 채굴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광산

의 내륙에서도 소금이 생산된다. 차마고도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

내부는 그 자체로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개발되면서 유명 관광지가 되었

나는 곳으로, 이 두 개의 거대한 대륙판이 만나 생긴 틈 사이로 바닷물이

다. 소금이라는 특이한 재료로 만든 예배당, 제단, 조각상과 같은 훌륭한

올라와 소금 우물이 형성되었다. 란창강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강물이

예술품 창작이 활성화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라 강변 언덕에 수백 개의 염전을 형성했다. 수많은 나무 기둥을 세우고,

살리나스 소금밭
잉카인들은 좁은 계곡에 계단
식 형태의 염전을 만들어 소금
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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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에 나무 받침을 올린다. 나무 받침 위에 돌과 흙을 깔고 고운 진흙을
이겨 미장을 한 후 두렁을 높여 만든 염전이다. 이 염전들이 수백 개 어울
려 다랑이진 모습이 오늘날 볼 수 있는 소금 계곡의 진풍경이다.

소금 산업의 어제와 오늘
인류가 언제부터 소금을 생산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기록
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소금을 이용하여 미라를 만들었고, 중국은
하왕조 때부터 바닷물을 오지항아리에 담아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다.
기원전 252년 중국 쓰촨성(四川省)의 군수인 이빙(李氷)이라는 사람은
천연 소금물이 지하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내고 세계 최초로 염정(鹽
井)을 파도록 지시했다. 11세기 초 중국인들은 소금을 이용하여 화약을
제조하기도 했다. 중국의 제국들은 소금을 전매했고, 당나라 때에는 나
라 수입의 절반 이상이 소금을 통해 나왔다. 로마인들은 오스티아 소금
을 내륙으로 나르기 위해 최초의 로마 도로인 살라리아 가도(via
Salaria), 즉 소금 길을 건설했다. 로마 군단은 병사들에게 때때로 소금

생산하여 판매하게 되었고, 호주와 멕시코의 대규모 염전에서 값싼 천일

을 급료로 주었다.

염을 수입하면서 국내 천일염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게다가 우리

소금 생산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록은 고려 태조 때 처음 등장한다. ‘도염

나라의 천일염은 불순물이 많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상 식염에서도 제외

원’을 설치해 소금 전매제를 실시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원천으로 삼았다

되어 각종 가공식품이나 단체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에까지 놓이고

는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우리나라는 천일염전을 도입하기 전인 1907

만다.

년까지는 바닷물을 직접 가마솥에 끓여서 소금을 생산했다. 그 후 대동

최근에야 서해안의 갯벌에서 생산된 천일염의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

강 하구를 중심으로 천일염전이 이루어졌으나, 6·25전쟁 직후 당시 최

했다. 또한 심장병과 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이 나트륨 과다

대 규모였던 황해도의 연백 염전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남한의 일부 염전

섭취 때문이라고 알려지면서, 이를 막아줄 수 있는 미네랄이 함유된

은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격감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영 염전을 확장

서해 천일염과 같은 소금이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하는 동시에 민영 염전을 적극 장려하여 1955년부터 자급자족하기에 이
르렀다.
그러다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공업이 활성화 되면서 공업용 소금의 수
요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우리나라 천일염은 미네랄 함량이
높아 공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79년 최초로 정제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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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바다에서 얻는
			
무한 에너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6%에 이른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화석 연료
가 전무한 우리나라가 에너지 빈국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이 기회였던가?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새로운 에너지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는 산업이다. 우리에게도 에너지 부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우리에게는 있고 저들에게는 없는 강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나아
갈 방향은 무엇일까?

핵심키워드
조력 발전 |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로부터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방파제 혹은 방조제로 해안을 가로막아야 한다.

우리나라 에너지 이용 실태

해양풍력발전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2012년에는 1,848억
달러 에너지를 수입했으며, 총 공급에너지의 96%를 해외에 의존했다.

조류 발전 | 조류의 흐름이 빠른 곳에 해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는 발전 방식이다. 조류 발전은 방조
제를 건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력 발전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발전에 적합한 지점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발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조력 발전에 비해 자연적인 흐름의 세기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
되는 단점이 있다.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가 85.2%, 원자력이 11.4%를 차지했다. 원자력
의 원료인 우라늄도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석유는 85%를 중동에서 수입
하고 있다. 중동의 정세에 따라 에너지 수급의 상황이 요동친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다는 점, 후쿠시마 원전 사태

파력 발전 | 파력 발전은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파도의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가용 에너지(낙차, 기계 운동)로
변환하여 발전기를 구동한 후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다.

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과 소비가 갖는 문제점이다. 최근에는

해양 온도차 발전 | 해양 온도차 발전(OTEC,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은 표층수와 심층수의

세계 각국이 화석 연료와 원자력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꼽고

온도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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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은 2012년 기준으로 3.4% 정도를 차지
한다. 이것도 많은 부분은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 발전과 매립지 가스,

제주

2.9

평균 대조차 (m)

조력 발전

우리나라 평균 대조차(좌)
시화호 조력 발전소(우)

목재 등의 바이오 에너지로 ‘신’ 에너지가 아닌 ‘재생’ 에너지라고 불린다.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 즉 조석현상이 매일 2회씩 주기적으로 나타난

신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지열 등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 국토가 좁

다. 해역의 지형 조건에 따라 밀물과 썰물의 해면 높이 차이가 다르게 나

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경쟁

타난다. 이러한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에서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력이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해양 에너지’일 것이다. 해양 에너지는 해양

로 바꾸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조력 발전이라 한다.

의 밀물과 썰물, 파도, 조류, 온도차 등을 전기나 열에너지로 생산하는 기
술로 조력, 파력, 조류, 온도차 발전 등의 방식이 있다.

출처 | 안산시

조력 발전을 위해서는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큰 해역을 선정하여
방조제를 설치하고 해수를 가둔 후 밀물과 썰물에 따라 해수를 출입시키
면서 방조제 안쪽과 바깥쪽의 수위차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시스템으로 기본 원리는 수력 발전과 같다.
조력 발전은 조석 간만의 차가 큰 지역만이 건설 후보지가 될 수 있기

바이오 15.08%

때문에 입지 지역이 한정적이다. 또한 태양과 달, 지구의 상호 운동에 따

수력 9.21%

라 조석차가 균일하지 않다는 점과 조위가 일정한 시간대에서는 발전할
수 없고,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방조제로 가로

폐기물

67.77%

기타 7.94%

태양광 2.68%
풍력 2.18%
해양 1.11%
연료전지 0.93%

2012년 신재생 에너지 공급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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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0.74%
태양열 0.30%

막은 지역 안쪽의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갯벌로 보전했을
경우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일단 흐르는 물을 가두어 두
었을 때의 생태계 변화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석유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고갈 염려가 없다
는 점에서 유망한 발전 방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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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조석 간만의 차가 13.5m인 랑스강 하구에 1967년 세계 최초
로 시설 용량 24만kW 규모의 랑스발전소를 완공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 밖에도 러시아는 1968년 완공한 키슬라야발전소에서 800kW
를, 캐나다는 1968년 완공한 아나폴리스발전소에서 20000kW를, 중국
은 1980년 완공한 지앙시아발전소에서 3000kW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8월부터 일부 발전기에서 전력 생산에 들어가 25
만 4000kW의 발전 시설 용량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 발
전소를 운영 중이다. 연간 발전량은 552GW로 소양강댐의 1.56배이자,
이전까지 세계 최대 규모였던 프랑스 랑스발전소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
구 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시화호 조력 발전소는 연간 약
86만 배럴의 원유 수입을 대체해 매년 약 942억 원을 절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세계적으로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이 얕을 뿐
만 아니라 해안선의 굴곡이 심해 조력 발전의 입지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충남 서산과 태안 사이에 있는 가로림만은 조력 발전 건설 후보지
로 검토 중이며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 건설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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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조류 발전이 처음 시도된 때는 1963년이다. 울돌목 일대에 조
류 발전 시설을 설치했는데, 준공하는 순간 버팀대가 부러져 실패했다고

해안에 방조제를 설치하여 조석 간만의 차이로 발전하는 조력 발전과

전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조류발전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2009년 5월

달리 조류 발전은 조류의 흐름이 빠른 곳에 해류의 흐름을 이용해 터빈

해남과 진도 사이의 울돌목(명량해협)에 국내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시

을 돌리는 방식이다. 조류 발전은 방조제를 건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험조류발전소를 준공했다.

조력 발전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발전에 적합한 지점을 선정

이 지역은 빠른 물살로 구조물 설치 공사에 두 번이나 실패하는 등 우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발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조력 발전에 비해

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의

자연적인 흐름의 세기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된다는 단점이 있다.

서한경 연구원에 의하면 발전소 설치 이래 지금까지 울돌목의 조류 속도

그러나 방조제로 막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수의 흐름이 자유롭고 선

는 최고 13노트(24㎞/h)를 관측했으며, 통상 7노트에서 10노트를 보인

박의 운항이나 어류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아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다고 설명했다. 해군 충무공리더쉽센터 제장명 교수는 2013년 명량울돌

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으로 평가된다. 조류 발전은 풍력 발전과 비교해

목 역사교실 발제 자료에서 최고 유속이 11.6노트(21.5km/h)라고 주장

해수의 밀도가 공기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같은 시설용량일 경우 풍

했다. 당시 조선 수군의 전선 운항속도가 3노트인 점을 고려하면 3배 이

력 터빈에 비하여 조류 터빈의 크기가 훨씬 작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상이다. 충무공이 이곳에서 기적에 가까운 승리를 했듯이 우리도 울돌목

울돌목 조류 발전소 조감도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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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조류발전소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양에 있어 세계를 호령할 날을

류)형 파력 발전은 파랑의 진행 방향에 사면을 두고 월파시킨 파를 후면

기대해본다.

에 저수함으로써 평균해면과 수두차(위치 에너지)를 형성(1차 변환)하고,
이를 저수지 하부에 설치한 저낙차용 수차 터빈으로 발전(2차 변환)하는
방식이다. 진동수주형 파력 발전은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파의 운동으로

파력 발전

부터 수주(水柱) 내의 왕복성 공기류나 수류를 형성하고 이로부터 에너지
를 흡수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모습으로 침식되어 있는 바닷가의 기암괴석들을 보면 파도의
힘을 실감한다. 쉴 새 없이 육지를 향해 다가오는 파도는 역동적인 힘의
상징이다. 이러한 파도나 너울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파력 발전
이라 한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0TWh 가량의 전력을 파력 발전으로 생
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전 세계 전력 소모량의 10%에 해당
하는 발전량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력 에너지 가용 잠재량이 10.3GW이고, 계절별,
해역별로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겨울철의 파랑 에너지 밀도가 상대
적으로 높다. 특히 제주 서서남 근해와 독도 등의 도서지역, 수심이 깊은
외해역에서 상대적으로 파랑 에너지 밀도(10~16kW/m)가 높게 나타난
다. 파력 발전 기술은 현재 상용화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유럽을 중
심으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에는 본격적으로

파력 발전은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파도의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가용
에너지(낙차, 기계운동)로 변환하여 발전기를 구동시킨 후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단계를 거친다. 파력 발전 방식은 1, 2차 변환 방식과 수심, 사용

상용화될 전망이다. 동해와 제주도 주변 해역은 강한 파랑이 발생하는 해
역으로 파력 발전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선박해양플랜연구소의 주관으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하는 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한다. 흔히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
는 2차 변환 장치에 이르기 전 단계인 1차 변환에서 파의 위치와 운동 에
제주도 파력 발전소(좌)
제주도 파력 발전소 원리(우)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발전기
안의 공기를 위로 압축시킨다.
위로 밀려난 공기는 터빈을 돌
려 전기를 발생시킨다.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너지를 직접 이용 하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변환을 거치는지에 따라
분류한다. 이에 따라 가동물체형 파력 발전, 월파(월류)형 파력 발전, 진

해양 온도차 발전

동수주형 파력 발전으로 나뉜다. 가동물체형 파력 발전은 파의 상하운동,

해양의 표층수는 태양에너지로 가열되어 수온이 높고 심층부의 수온은

회전 운동 등을 유체(해수, 파랑)에 접촉된 물체에 직접 전달하여(연성 운

상대적으로 낮다. 열대 해역에서 해면의 온도는 20℃를 넘으나 수심

동)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이다. 월파(월

500~1,000m 정도 깊이의 심해에서는 4℃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

공기 흐름
시멘트 구조물

터빈 발전기

해양 온도차 발전이다. 1948년에 해양에너지개발공단이 조직되어 서아
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세계 최초로 해양 온도차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공기실

파도 진행 방향

해양 온도차 발전은 주야의 구별 없이 전력 생산이 가능한 안정적 에너
지원으로 특별한 저장 시설이 필요 없으며 계절적인 변동을 사전에 감안
해 계획적인 발전이 가능한 우수한 방식이다. 그러나 발전 설비의 부식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냉수 파이프를 통해 유입되는 생물 때문에

해저
해저

128

바다이야기

생기는 문제점이 개선해야 할 점이다.

Ⅱ.첨단기술과 함께하는 해양자원

129

을 검토 중이다. 이는 방조제 건설을 할 경우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
해양 온도차 발전방식

터빈

이라 예측하기 때문이다. 파력 발전 같은 경우 지금까지 접근성이 용이한

작동유체
표층수

해안 지역에 적용 가능한 연구 개발이 지배적이지만 해안 지역 이용에 대
한 문제, 송전을 위한 해저케이블 비용과 건설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발전기
기화기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펌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에너지 시장은 잠재력이 크다. 그래서 많은

응축기

선진국이 해양 에너지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이미 이 분야
를 선도하고 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파력, 조력 발전을 통해 영국 에너
지 수요의 20% 이상을 충당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
과를 비롯하여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한다.

펌프
심층수

영국의 저탄소혁신조정그룹은 그동안 영국의 해양 에너지 잠재력에 대
해 작성된 보고서들을 토대로 2050년에 연간 75TWh의 전력을 파력과
조력으로 생산하여 영국 전체 전력 소비의 10% 이상을 충당한다는 시나

해양 온도차 발전은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전 세

리오를 발표했다. 영국은 해양 에너지의 자체적인 이용량이 많을 뿐 아니

계가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라 기술적 우위로 발전 장비 수출도 가능하므로, 2050년까지 세계 해양

동해에서 표층수와 심층수 사이의 상당한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에너지 시장의 15%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한 부가

있다. 그러나 계절적인 편차가 심하여 개발 착수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가치는 연간 14~43억 파운드(한화 약 2.5~7.8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다. 2014년 3월 한국 전력은 강원도 강릉 영동화력발전소에 10kW급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는 2004년 미국전력연

‘해양 복합 온도차 실증 발전소’ 준공식을 했다. 한전이 세계 최초로 고안

구원(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 이어 최근 ‘파력 및

한 이 설비는 표층수 대신 발전소의 발전 과정에서 방출되는 열에너지를

조류 에너지에 관한 각각의 평가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안의 파력 발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계절적인 단점을 극복할 것으로 평가된다.

잠재량이 연간 2,640TWh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2004년의 평가 결과에

해양 복합 온도차 발전이 아직 시험단계에 있지만 경제성 확보가 가능해

비해 26%나 증가한 양이다. DOE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

지면 한국과 같은 중위도 국가로의 기술 수출도 기대된다.

까지 해양 에너지와 수력 발전으로 전력 수요의 15%를 충당할 수 있을 것
으로 보고하여 앞으로 해양 에너지 개발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 신재생 에너지 전망
우리나라에서 조력 발전은 이미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력이 확보되었으
며, 대규모 발전이 가능해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효과가 크다. 시화호
조력 발전소 이후 가로림만과 같은 신규 조력 발전소 건설은 아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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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미래를 향한 도전

해양바이오
바다에는 지구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약 80%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는 바, 그 다양성만큼 이용가치도 엄청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유용 생물자원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은 약 1% 미만이다. 현재 육상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기후 변화 등으로 육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갈수록 한정되어 있어 해양 개발 잠재력은 매우 높다. 해양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해양바이오(Marine Biotechnology, MBT)는 식품 및 제약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등 많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해양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져 관련 분야는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떠오르는 추세다.

조류와 해조류의 사전적 의미
조류는 광합성을 하지만 여느 육상식물에 비해 구조가 아주 단순하고

핵심키워드

(뿌리, 줄기, 잎이 구별되지 않음), 꽃이나 열매를 맺지 않는 은화식물1)에
속하며, 포자로 번식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하등식물’이라고 한다. 조류

해양바이오와 바이오 연료 | 해양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구조 등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및 인류복지 증진에 응용하는 과학기술을 말한다.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식물, 미생물, 동물 등의 생물체(바이오매스)
와 음식 쓰레기, 축산 폐기물 등을 열분해하거나 발효시켜 만들어낸 연료를 말한다. 바이오 연료는 화석 연료
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해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는 형태적인 차이, 광합성 산물, 광합성 색소의 종류, 서식 장소 등에 따
라 분류한다.
형태적인 차이는 다시마와 같이 수십 미터에서 마이크로 단위의 것까
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미세조류라
하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형 해조류라고 한다. 흔히 우리가 알고

해조류 | 조류(藻類, algae)는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의 한 무리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해조류는 바다에서 나는
조류를 통들어 이르는 말이다. 조류는 형태적인 차이, 광합성 산물, 광합성 색소의 종류, 서식 장소 등이 분류
기준이 된다. 생태학적으로는 미세조류(micro-algae)와 대형 해조류(macro-algae)로 분류된다. 대체로 현미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미세조류라 하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형 해조류라 하는데, 흔히 알고 있는 김,
미역, 다시마, 파래 등이 속한다. 해조류는 색깔에 따라 갈조류와 홍조류, 녹조류로 나뉜다. 갈조류는 다시마,
미역, 톳, 감태 등이고, 홍조류는 김이나 우뭇가사리, 녹조류는 파래, 청각, 매생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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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김, 미역, 다시마와 같은 것은 대형 해조류에 속한다. 서식 장소에
따라서는 염분이 있는 바닷물에 사는 것을 해조류, 강이나 호수와 같은
민물에 사는 것을 담수조류라고 분류한다.
모든 조류는 기본적으로 엽록소라는 녹색을 띠는 광합성 색소를 가지
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다른 보조 색소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갈조류

1) 은화식물
(cryptogams, 隱花植物)
꽃이 피지 않고, 포자를 이용
하여 번식하는 식물을 통틀
어 말하며 민꽃식물이라고도
한다. 종자식물에 대응되는
식물군으로 세균류, 조류, 균
류(菌類), 선태식물 및 양치식
물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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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란 플랑크톤이 많이 늘어나 이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색소로 인해
바다나 강, 호수의 색깔이 변하는 현상이다. 적조는 조선시대에도 있었
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적조를 일으키는 생물은 식물플랑크톤인 규조류나 와편모조류가 대부분
이다. 적조는 수온, 염분, 빛, 영양 염류 농도와 같은 환경이 플랑크톤이
증식하기에 알맞을 때 발생한다. 특히 각종 폐수 안에는 플랑크톤이 잘
자라도록 돕는 질소와 인 같은 영양 염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을 부영양화(富營養化)라고 한다. 당연히 이 영양 물질을 먹고 사는
플랑크톤은 개체 수가 이상적으로 증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적조 현상이
는 갈색을 띠는 색소가 많아 갈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갈조류는 다시마,

발생하는 것이다.

좌측부터 톳과 미역,
우뭇가사리

미역, 톳, 감태 등이고, 홍조류는 김이나 우뭇가사리, 녹조류는 파래, 청

적조는 수산업과 양식업에 큰 피해를 끼친다. 적조가 발생하고 나서 식

출처 | 국가자연사연구종합
정보시스템

각, 매생이 등이다. 그럼 해조류는 어느 정도 깊이의 바다 속에 서식할까?

물플랑크톤이 죽으면 미생물이 이것들을 분해한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조류는 엽록소를 갖고 광합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햇빛이 도

다량으로 사용되어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점차 부족해진다.

달하지 못하는 대륙붕의 깊이까지 서식하며 그 이하의 심해에서 살지 못

이러한 경우 바다 생물이 숨쉬기가 어려워진다.

한다.
조류는 서식 형태에 따라 바닥에 붙어사는 저서성 조류와 떠다니는 부
유성 조류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는 저서
성 조류에 해당된다. 떠다닌다는 의미를 가진 부유성 조류는 조금 낯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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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인데,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부유성

해조류에 대한 동서양의 평가는 엇갈린다. 서양에서는 해조류의 영문

미세조류는 흔히 식물플랑크톤(phytoplankton)이라고도 불린다. 플랑

명이 ‘sea weed’인 점으로 알 수 있듯이 바다의 잡초로 인식되지만, 이에

크톤은 ‘방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의 ‘플랑크토스(Planctos)’에

반해 동양에서는 ‘바다의 식물’로 인식되어 식용으로 즐겼다. 해조류가 건

서 그 이름을 따왔다.

강에 이롭다는 것은 해조류 소비 왕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 세계 최고

식물플랑크톤 중 대표적인 것은 규조류(硅藻類, diatoms, 돌말류)와

의 장수국가란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특히 세계적인 장수촌인

와편모조류(渦鞭毛藻類, Dinophyta)이다. 규조류는 규소 성분의 껍데기

일본 오키나와의 다시마 소비량은 일본 전국 평균치의 1.5~2배에 달한

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죽어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으면 규조토가 되는

다. 연간 해조류 섭취량이 1인당 약 5kg인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80세에

데, 도자기를 빚는 흙으로 쓰인다. 와편모조류는 편모를 이용해 움직일

근접했다. 이 때문에 서양 의학계도 요즘 해조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수도 있으며 적조를 일으키기도 한다. 적조는 짧은 시간에 플랑크톤의 숫

명칭도 ‘바다의 잡초’에서 ‘바다의 채소(sea vegetable)’로 격상했다.

자가 늘어나 바닷물 색깔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다. 물에 사는 미세조류는

우리 선조들의 해조류 사랑은 다양한 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육상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만들어 육상 생태계 전체를 부양하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역과 각종 해산물을

듯이, 식물플랑크톤은 수중 생태계를 부양한다.

채취해 판매하고 전투 때에는 밥에 미역을 비벼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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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드라마 열풍의 주역인 〈대장금〉에도 당뇨병을 앓고 있는 명나라 사

등 식이섬유라 열량은 거의 없다. 게다가 알긴산은 위 속에서 수십 배로

신에게 해조류 밥상을 권해 건강을 되찾게 했다는 일화가 나온다. 중국의

불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진시황본기》에는 진시황이 불로초 원정대를 파견했는데, 고조선에서 다

공복감을 이기지 못하는 것인데 미역 줄기의 양쪽 끝을 말린 미역귀 등

시마를 구해 돌아갔다고 전한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초학기》 등 의

해조류를 섭취하면 금세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전에 해조류

학서에서도 해조류의 효능을 찾을 수 있다. 《동의보감》은 미역이 열과 답

를 먹어 배를 채워놓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답한 것을 없애며, 뭉친 기를 풀어주고 배뇨 활동을 원활히 해준다고 기

해조류는 당 함유량이 굉장히 높다.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모두 탄수

록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의학서 《본초강목》은 김이 구토와 설사를 완

화물의 함량이 50% 가까이 되는데, 해조류가 가지고 있는 다당류의 종류

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초학기》에는 고려 사람은 새끼를 낳

로는 알긴산, 카라기난(carrageenan), 한천(agar), 후코이단(fucoidan)

은 고래가 미역을 먹어 산후의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을 보고 산모에게 미

이 많이 알려져 있다.

역국을 먹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김은 신

미역이나 다시마를 물에 불리면 점액질이 생기는데, 이는 알긴산으로

라시대 왕족의 폐백 품목이기도 했다. 또 선조들은 발효 음식으로 해조류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갈조류의 20~30%를 차지하는 섬유질이다. 알긴

를 활용했다. 전복장아찌, 다시마장아찌 등의 해조류 장아찌를 장독에 보

산은 아이스크림, 오렌지 주스, 맥주, 치즈 등의 식품 가공 시 첨가제로

관해 먹었고 김치를 담글 때 청각을 넣었다고도 한다.

사용된다. 또한 알긴산은 포만감을 주지만 살은 찌지 않아 다이어트 식품

한국인이 즐겨 먹는 해조류는 미역, 다시마, 파래, 톳 등을 비롯해 30

으로도 좋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유해 중금

여 종이 된다. 해조류는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를 돕고 혈압과 혈당,

속을 체외로 배출시키고 나트륨을 배설하며,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암을 예방한다고도 알려져 있다.

의약품으로도 이용된다.

해조류의 탄수화물 함량이 30~40%라 얼핏 열량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카라기난은 홍조류에 포함하고 있으며 점성, 젤 형성능, 유화 안정성,

수도 있다. 그러나 해조류에 함유된 당질 대부분이 알긴산(alginic acid)

결착성 등의 성질을 활용하여 식품 및 화장품의 점도 증강제 등으로 활용
된다.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한 한천은 젤 형태로 응고성과 탄력성이 있어
젤리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등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아토피를 치유하
는 모자반 추출물과 치매를 치료하는 감태의 에클로탄닌과 호모타우린
성분 등도 해조류에서 추출하는 신약이다.
후코이단은 미역귀와 같은 갈조류에서 생산되며 효능은 혈행 개선, 항
암 효과, 항알레르기, 항산화, 항바이러스, 혈액 응고 방지, 혈당 상승 억
제 효과,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어 암환자뿐만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 환
자에게 도움이 된다. 이러한 후코이단의 효능에 대하여 다방면에 걸쳐 그
효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후코이단은 암세포를 죽이는 아포토시스
기능 덕에 항암의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후코이단과 관련한
세계 시장은 30억 달러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항암 효과에 관한 연구가 진
행될수록 그 잠재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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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에너지는 화석 연료와 달리 생물체에 의해 생산되어 고갈될 염
려가 없고,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다시 광합성 과정
을 통해 식물이 흡수하여 식물을 생장시키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사탕수수나 옥수수 같은 농작물에서 바이
2) 바이오매스(biomass)
 래 생태학 용어로 어느 시
원
점에서 일정의 공간 내에 존
재하는 생물체의 총량을 의
미한다. 최근에는 에너지원
으로 전환하여 이용하려는
생물체량을 바이오매스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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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연료를 추출하고 있다. 바이오매스2)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에서는 사
탕수수와 뿌리식물의 일종인 카사바에서 에탄올을 추출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등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꾸준히 상용화 해왔는데 지금은 국가
전체에서 소비되는 자동차 연료의 약 40%를 에탄올로 충당하고 있다. 스
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바이오매스 주유소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미세조류를 통한 바이오 연료 생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하지만 폭발적인 바이오매스 경작지의 증가는 열대우림을 파괴해 오히

있다. 미세조류는 아주 쉽고 빠른 속도로 세포 분열로 생장한다. 적조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바이오
오일(좌)

려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식량 자원이 아닌 바이오

현상을 일으킬 만큼 번식력이 좋다. 온도만 적절하다면 세계 어느 바다에

진한 녹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미세조류의 색소때문이다.

연료를 추출하는 작물을 재배하거나 곡물 등을 식량이 아닌 에너지 생산

서든 재배가 가능하다.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의 매력은 환경

에 사용함으로써 곡물 가격 폭등이라는 애그플레이션을 일으킨 주범으로

친화적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미세조류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 이산

몰렸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수수 대나 잎, 거대 억새와 같

화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재배 시 이산화탄소 제거 효과가 있

이 식량과는 상관없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에탄올로 전환하는 연구가

다. 또한 육지에서는 인(P), 질소(N)와 같은 오염물질이 해양에서는 미세

진행 중이다. 곡물의 전분을 이용하는 1세대를 거쳐서 식물의 줄기와 잎

조류의 양분이 되므로 오염물질 제거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해양생태계에

등을 이용하는 2세대로 전환되고 있는 중인 것이다. 그러나 2세대 바이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적조 현상도 미세조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

왼쪽 앞의 분말은 건조미세조
류 파우더이다. 왼쪽병부터
①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지방
추출물
② 지방층분리                              
③ 1차 바이오디젤                        
④ 세척한 바이오디젤층                 
(위층의 노란 띠)   

오매스는 산림의 황폐화와 토지 이용의 비효율이라는 논란을 야기하고

해서도 에탄올 채취가 가능하다. 100m의 적조 생물 띠가 발생하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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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따라 해조류를 이용하는 바이오 연료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

톤의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미세조류는 농경지를 필요로 하

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활용한 바이오에탄올 개발이 새로운 미래에너지

지 않기 때문에 식량 자원 부족 문제나 곡물 가격 급등의 문제에서 자

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유로울 수 있다.

바다에는 플랑크톤 등의 미세조류와 다시마, 미역 등의 거대 조류가 육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해조류를 바이오 연료로 폭넓게 사용하지

상식물보다 많은 광합성을 하고 있다. 매년 지구에서 일어나는 2000억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조류를 바이오 디젤이나 에탄올로 가공하는 작

톤의 광합성 양 중 90%가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조류의

업이 현재까지는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

역할은 중요하다. 거대 조류의 경우는 이미 식용, 사료, 비료, 의약품 등

진다. 곡물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작업보다도 훨씬 더 기술적으로 어렵

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미세조류는 에탄올로 전환되는 전분 함량이

기 때문에 미세조류 재배 비용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실제 연료 생산

50%나 되는 종류가 있어 다른 식물보다 30배 정도 많은 에탄올을 추출할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들은

수 있다.

물론 셰브런(Chevron)이나 엑슨 모빌(Exxon Mobil)과 같은 거대 정유

미세조류 유래 바이오디젤 추
출과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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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까지 미세조류를 포함한 조류 바이오 연료 개발에 투자를 하는 이유
는 조류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양바이오의 주요 성과
우리나라의 해양바이오 산업 중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를 살펴보자.
국내 해양 생명자원 1만 336종, 7만 8,218점을 확보했으며, 해외 해양 생
명자원 4,236종, 8,236점을 확보했다. 또한 국내외 기관과의 MOU 체결
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해양 생물 38종 유전체를 분석하고
유전자원 12.2GB 확보, 유전체 자원 활용 DNA 중합 효소 개발에도 성
공했다. 신약, 신소재 분야로는 해양 천연물 유래 신양 유효, 선도물질 20
종, 당뇨 등 각종 질병 치료제 후모 물질로 4종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리
고 홍합 유래 의료용 생체 접착제, 말미잘 유래 미세 실크 섬유, 해조류
유래 창상 치료제 등의 기술 개발에도 성공했다.
수산 생물 유전체 발현 연구로 넙치 등 주요 자원의 유용 유전자를 대량
(DB구축, 총 2만 4,000개)으로 확보해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했다. 넙치
의 경우 1만 3,000여 개의 유전자를 집적한 유전자 칩을 이용하여 우량
한 어미 집단을 선발했고, 이로써 분자 육종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바이오 에너지 분야로는 미세조류 유래 바이오디젤 한국석유관리원 품
질 인증과 실증 배양장을 구축했다. 또한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다양한 해양 생물

생체 에너지 생성기작 세계 최초 규명 및 세계최고 수준의 바이오수소 생
산성을 확보했다.
해양 생물이 생산하는 대사물질과 이들에 관한 지식은 해양 생명공학
과 해양바이오 산업 발전의 요체이다. 해양 생물자원의 학술적, 산업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해양환경으로부터 해양 생물을 체계적으
로 채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3년 말 기준으
로 해양 미생물 1,009종, 6,098주를 확보해 연구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양미생물자원 뱅크를 구축했다. 체계적으로 확보된 해양 생
물과 화합물은 의약과 해양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선정된 생물로부터 2차 대사물질을 분리하고, 이들의 화학
구조를 결정하여 화학적 방법으로 생리활성 천연물의 유도체를 합성하여
구조-활성 관계가 밝혀졌다.

미래를 향한 도전
지구의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수많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인간에게
홍합 유래 의료용 생체 접착제

140

바다이야기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해양의 각종 생물자원들은 예로부터

Ⅱ.첨단기술과 함께하는 해양자원

141

인류의 중요한 식품 중의 하나로 큰 몫을 담당하며 수산업과 양식업 등

육종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 해양 생물의 대사물질과 생체 기능을 이

주로 1차 산업에 국한되어 활용되었다. 오늘날 각종 해양 생물자원들은

용해 다양한 해양 소재를 개발하는 해양신소재 기술, 해양 생명자원과 친

미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인간의 힘으로 해

환경적 생태환경 보존 기술로 분류하여 개발해왔다.

양의 생산능력을 더욱 높임으로써 자원의 생산 잠재력을 향상시키려고

생명 공학의 응용영역이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서 해양 생물자원은

노력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육상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및 기후 변화 등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관련 분야는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떠오

의 문제로 인해 해양 생물자원을 기본적인 식량, 식품으로 활용하는 데

르고 있다. 2006년에 이미 OECD 생명공학분과는 다가오는 미래를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

바이오 경제(Bio-Economy)시대로 선언하고, 2011년부터 해양생명

고 있어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학을 주요 논의 주제로 선정하여 해양바이오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양바이오는 해양 생물과 이들로부터 유래한 물질에서 인류에게 유용

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해양 생물들에 대한 지식의 폭이 확대되고

한 지식과 물질을 얻는 연구 개발 활동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해

있고, 바이오기술이 급속히 발전되면서 IT혁명 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양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구조 등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얻어

핵심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하여 ‘21세기는 해양바이오시대’라고 불리게 될

진 지식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과

것이다.

인류 복지 증진에 응용하는 과학기술이다. 이런 해양 생물을 활용한 과학

첨단 지식 고부가가치산업인 해양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은 연간

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수집하고 유용물질을 제품이나

36억 달러 수준이지만 매년 수배씩 증가하고 있다. 해양소재의 제품화

서비스 생산에 활용하면서 해양바이오 산업이 형성되었다.

성공률은 6,000분의 1로 육상 생물소재의 1만 3,000 분의 1보다 두 배나
높아 연구의 효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양 생물·기초원천 기술

해외 각국은 해양자원 선점, 신약소재 개발, 에너지 분야의 제품 생산 등에
해양 식량·식품자원 개발 기술

해양바이오 기술의 분류

해양 생물의 생명현상, 기능, 구조 등의
연구에 기반이 되는 기술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
생물의 육종/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

주력하며 해양바이오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 지원을
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해양산업 활동과 해양 생물자원에 대해 구체적 가
치를 알고 있지 못하다. 바다가 인간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혜택

해양 신소재 개발 기술

해양 생태환경 보전 기술

해양 생물의 대사물질, 생체기능을 이용,
다양한 생물소재를 개발/활용하는 기술

해양 생명자원 보전, 오염방지 및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반 기술

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
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의 4.5배에 달하는 해양관할권
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해양 생물자원이 풍부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
다. 이러한 지리적 강점과 세계적 기반을 가진 화학 산업, 우수한 IT, BT

생명공학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미래 해양바이오 산업은 식품이나

기술력 및 인적자원을 접목하면 경쟁력을 가진 해양바이오 산업을 구축

제약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등 많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해양바이오 산업을

나라는 해양바이오 기술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 개발해왔다. 해양 생물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투자,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의 기능이나 구조 등을 연구하는 해양 생물 원천 기술, 해양식량이나
식품자원 개발을 연구하고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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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연구선 ‘온누리호’를 기념한 미생물

개미산 이용을 통한 에너지 생산 모델

CO2
Formate

H+

H+

Na+
ADP+Pi

2H+

Fdh2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Na+
ATP

H2

H+

ATP
synthase

Formate

Antiporter

Mfh2
complex

전체연구단이 초기에 유전체 해독을 시도했던 대상은 미생물이었다. 그 이유는 게놈 사이즈가 작고, 효

Formate
transporter

In

고세균을 비롯한 해양 생물의 유전체 해독을 시도하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극한생물분자유

Out

소 발굴과 같은 유용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생물 유전체
분석 비용이 높았으므로 한 종을 분석하는 데 약 2억 원 정도가 필요했다. 유전체를 해독할 첫 미생물을

H+

Na+

Na+

선정하는 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논의와 토론을 거쳐 초고온성 미생물을 해독하기로 결정했다. 때마

포메이트 트랜스포터(Formate transporter) : 개미산을 밖으로부터

세포막에 위치하며, 세포 밖의 개미산은 포메이트 트랜스포터라는

세포내로 이동

세포막 기구를 통해 세포 안으로 진입한다. Fdh2라는 개미산 탈수소

침 2002년도에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를 이용해 서태평양 파푸아뉴기니 해역의 심해열수구 지대(수심

Fdh2(Formate-dehydrogenase) : 개미산으로부터 수소 이온을 분리

화 효소에 의해 산화되면서 생성된 전자가 Mfh2라는 수소화효소에

시켜 산화함(탈수소효소)

전달되어 수소를 생성한다. (2H+ + 2e- → H2)

Mfh2(membrane formate hydrogenase) :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이온

이때 Mfh2에 의해 수소 이온이 밖으로 이동되어 세포 안과 밖에 수소

을 밖으로 이동

이온 농도차가 발생한다. 앤티포터라는 이온 전달 기구에 의해 세포

앤티포터(Antiporter) : 세포막을 가로질러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온을

밖 높아진 수소 이온과 세포 내 나트륨 이온이 교환되어 최종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교차 이동

나트륨 이온 농도차를 형성한다.

ATP 합성효소(ATP synthase) : ATP 합성 효소(에너지 생산)

최종적으로 나트륨 이온 농도차에 의한 힘을 이용, ATP 합성효소에

개미산을 먹이로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효소들은

의해 세포와 생명체의 성장과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를 생성한다.

1,650m)에서 채취한 시료로부터 국내 최초로 80℃의 고온에서 생장하는 혐기성 미생물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심해잠수정 없이 다중코어 채집기라고 하는 기본 장비만을 이용해 심해저 열수구의 퇴적물
시료를 확보하고 이로부터 초고온성 고세균을 분리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성공시킴으로써
외국 과학자들의 부러움과 의심을 받았다.
분리된 미생물에 대해 기초적인 생리적, 생화학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써모코커스 속(genus)의 새로운 종이라는 것을

Thermococcus onnurineus NA-1(SEM)

Thermococcus onnurineus NA-1(TEM, thin section)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종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탐사선 온

kodakaraensis)’라는 종의 유전체 해독 결과를 불과 몇 달 전에 발표해 써모코커스 속에서 세계 최초

누리호를 기념해 ‘써모코서스 온누리누스(Theromcoccus

라는 타이틀은 아쉽게도 놓치고 말았다.

onnurineus) NA-1’이라고 이름 붙였다. 당시 써모코커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팀은 NA-1 의 유전체를 분석해 놀라운 정보를 밝혀

속의 균주에 대해서는 유전체 해독이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기

냈다. 열역학적으로 개미산(formate, HCOO-)과 수소는 에너지 준위가 비슷해 개미산에서 수소로

때문에 첫 유전체 해독 대상 생물을 NA-1 균주로 선정되었

전환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생물학적 에너지가 매우 낮기 때문에 생물체가 성장할 수 없는 것으로 학

다. 첫 유전체 해독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료했다. NA-1의

계에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연구팀은 NA-1이 개미산을 먹이로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유전자군을 발견

전체 게놈 염기서열이 200만 개 정도이며 이 미생물이 1,976개

하여 성장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 유전자군이 에너지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의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해독되었다. 유전체 해독 결과, 8개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개미산 이용을 통한 에너지 생산 모델을 구상했다.

의 수소화 효소 유전자군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알려

이 연구 성과는 2010년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에 게재되어 학계를 놀라게 했다. 심해탐사를 통해

진 미생물 중에서 최다수로 확인되어 2008년도에 보고되었다.

미생물을 분리하는 데서부터 원천 생명현상을 밝히는 데까지 약 8년이 걸렸던 것이다. 현재 NA-1

그러나 일본 그룹에서 ‘써모코커스 코다카렌시스(Thermococcus

균주를 이용한 바이오수소 생산 연구는 별도의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종의 초고온성 고세균으로 밝혀진 ‘써모코서스 온누리누스 NA-1’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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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상어 이빨에서 자란 망간단괴
사방을 둘러봐도 섬 하나, 지나가는 배 한 척 없는 망망대해, 하늘빛을

바다의 노다지

심해저 광물자원

머금은 그 새파란 태평양에 떠 있는 해양조사선 온누리호 갑판에서 바라
본 풍경이다. 하와이에서 온누리호가 출항한 지 꼬박 일주일가량 걸려 도
착한 이곳은 하와이 동남쪽 2,000km 지점인 클라리온-클리퍼튼(ClarionClipperton, C-C) 해역이다.

미국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 소비 국가인 동시에 자원
태평양

부족 국가이다. 2012년에는 6대 전략광물인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의 수입액이 약 350억
달러에 달했다. 그중 리튬, 희토류 등 희유금속(稀有金屬, rare metal)은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라 해마다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원 개발의 침체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져

하와이
한국

광물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상당량을 공급하고 있는

클라리온 균열대

중국의 경우 이러한 자원의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분쟁이 있는 상대국에 압박을 가하여

클리퍼턴 균열대

외교 분야에 활용한다. 이렇듯 자원을 수입하여 첨단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핵심키워드

조사 정점에 도착한 온누리호의 연구원들은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본
격적인 해양조사를 시작했다. 로젯 채수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수심의 해

망간단괴 | 망가니즈 20~30%, 철 5~15%, 니켈 0.5~1.5%, 구리 0.3~1.4%, 코발트 0.1~0.3%를 비롯한 40여

수를 채취하고, 깊은 수심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카메라(DEEP SEA

종의 금속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명 바다의 ‘검은 보고(寶庫)’로 불리는 주요 광물자원이다.

CAMERA)로 해저를 촬영했다. 여러 조사 장비 중의 하나로 약 4시간 전,

망간각 | 해수에 함유된 금속이 해저산 사면의 암반에 흡착되어 만들어진 광물자원으로 도로의 아스팔트처럼
사면을 피복하는 상태로 산출된다.

태평양의 한국 단독개발 광구(좌)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
자유낙하식 시료채취기(FFG)(우)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깊은 바다 속으로 향했던 FFG(Free Fall Grab) 4개가 임무를 수행하고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FFG는 장비 하단에 설치된 그물이 해
저에 도착하면 펼쳐졌다 닫히면서 해저면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되

열수광상 | 해저 지각에 침투한 해수가 마그마 등의 열수에 의해 고온이 되어 암석으로부터 중금속을 용해하고,
이 열수가 균열된 틈을 통해 해저에서 분출하면서 해면이나 그 아래에 황화물의 형태로 침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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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장치다. 그물은 돌덩어리 같은 것들을 가득 담아 건져졌는데,
이것은 불과 수 시간 전에 수심 약 5,000m 깊이의 해저에 있던 망간단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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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년에 수mm 정도의 퇴적되기 때문에 어른 주먹 정도의 크기가 되려
면 1000만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지름이 약 3~10cm인 검은색의 감자 모양으로 망간뿐만
아니라 산업의 주요 원자재가 되는 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유용한
금속광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성장 동력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보유한 ‘바다의 보물’이다. 망간단괴는 망가니즈 20~30%,
철 5~15%, 니켈 0.5~1.5%, 구리 0.3~1.4%, 코발트 0.1~0.3%를 비롯한
40여 종의 금속 성분을 포함한다.
망간단괴는 평탄한 심해저에 분포하는 흑갈색 단괴로 19세기 후반
이다. 그중에는 날카롭고 다양한 크기의 상어 이빨도 섞여 있었는데, 몇
망간단괴분포(좌)
출처 | 김
 웅서 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상어 이빨에서 성장한
망간단괴(우)

개의 상어 이빨에는 망간단괴가 붙어 있다. 어떻게 상어 이빨에 망간단괴
가 붙어 있는 것일까?
사람은 어릴 적에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난 후에는 새로운 치아가 생
기지 않는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상어는 이빨이 손상되거나 빠지면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뒤에 있는 이빨이 앞으로 나온다. 이렇게 빠진 상어의

1874년 영국의 해양탐사선 챌린저호에 의해 발견되었다. 망간단괴는 대
개 둥글둥글한 형태로 상어 이빨, 암석, 골편 등을 핵으로 삼아서 금속 광
물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동심원을 그리며 성장하는 결집체이다. 망간단
괴에 함유되어 있는 니켈은 화학 플랜트와 정유시설, 배터리 등에 이용
된다. 또한 코발트는 항공기 엔진과 의료기기 산업, 구리는 통신이나 전
력 산업, 그리고 망간은 철강 산업의 필수 소재이다.

이빨은 바다에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 해수에 용융된 금속 성분이 침전,
해저에 가라앉은 이런 상어 이빨을 핵으로 삼아서 망간단괴로 성장하는
것이다. 상어 이빨의 빈 공간에 망간단괴가 채워져 있기도 하고 바깥쪽으
로 더욱 성장한 형태를 보이는 것도 있다. 광활한 해저에 분포하는 수많
은 망간단괴 중에서 운 좋게 FFG에 담겨 수면 위로 올라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망간단괴의 단면(좌)
망간단괴의 외형(우)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의 검은 보고
바다에는 소금이나 석유처럼 인간에게 유용한 광물자원이 많이 있다.

해산의 아스팔트 광맥, 망간각

망간단괴는 해수에 용융된 금속 성분이 침전하여 성장한다. 이런 특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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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대륙붕이나 대륙사면과 같이 퇴적률이 높은 대륙 주변부에 근접

망간각은 평탄한 심해저에 분포하는 망간단괴와 달리, 해수에 함유된

한 환경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퇴적물의 유입이 매우 적은 지역,

금속성분이 해산의 경사면을 피복하는 상태로 암반에 흡착되어 형성

즉 평균 수심이 약 5,000m인 대양의 심해저(심해분지)에 주로 나타난다.

되는 광물자원이다. 망간각은 망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해산 경사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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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해저지형도에 나타난
해저산(좌)
해산의 사면을 덮고 있는
망간각(우)
망간각의 형성 과정(좌)
망간각의 단면과 함유된
금속과 용도(우)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지각을 통해 해수 유입

백금
귀금속재료
0~40g/톤

금속이온을 많이 함유한
산소결핍층
망간각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저층해류

열수와 찬 해수가 섞이면서
용존물질 침전

구리
전기, 전자재료
1~4kg/톤

주변 암석에서
Cu, Ag, Fe, Au, S 용출

망간각

니켈
항공우주산업,
전자산업재료
2~9kg/톤

망간
제철·제강용재료
170~270kg/톤

코발트
전자산업,
화공산업재료
5~12kg/톤

해수가
약 450도로 가열

‘껍질(각)’이 마치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덮고 있는 모습에
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그마 1200도

망간각은 수심 800~2,500m에 분포하며 두께가 두꺼울수록 코발트,
니켈, 구리, 망간, 백금, 기타 유용금속(희토류) 등의 함량이 높다. 망간
각에 함유된 금속은 전자, 전기, 제강, 화공, 귀금속 등 산업용 재료로 활

해수와 혼합되어 압력과 온도가 낮아진다. 이때 열수용액에 함유되어

용되며 코발트의 함량이 높아 고코발트 망간각으로 불리기도 한다.

있던 구리, 아연, 금, 은 등의 유용금속이 계속 분출하여 검은 굴뚝연기

열수광상의 생성 과정

형태의 유화물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마그마의 영향으로 열수용액이
만들어지고 순환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250℃ 이상으로 뜨거워진 열수

해저의 금속 온천, 열수광상

가 분출공(열수 분출구, hydrothermal vent)을 통해서 분출되는 것이
다. 이렇게 검은색의 황화물이 석출되어 나오는 모습이 마치 검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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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에는 광물을 함유한 뜨거운 물이 마치 굴뚝에서 뿜어 나오는 검은

를 내뿜는 굴뚝과 흡사하여 ‘블랙 스모커(black smoker)’라는 이름이 붙

연기처럼 솟아나는 곳이 있다. 해수가 해양 지각의 틈새를 통해 지하로

여졌다. 정리하면 열수광상(熱水鑛床, hydrothermal mineral deposit)은

스며들면 마그마의 영향으로 압력과 온도가 상승하여 유용금속을 다량

마그마의 영향으로 해양 지각에 침투한 해수가 고온의 열수가 되어 암

함유한 열수용액(hydrothermal solution)으로 변한다.

석으로부터 중금속을 용해하고, 이 유용 금속을 함유한 열수가 상승하

이렇게 변한 용액은 더 이상 지하 깊숙이 갇혀 있지 못하고 다시 해저

여 균열된 틈 등을 통해 온천처럼 분출하면서 급속히 냉각되어 해저의

면으로 상승하여 분출된다. 열수용액이 해저면으로 분출되면서 차가운

열수 분출공 주위에 형성되는 광상(鑛床, ore deposit)을 말한다. 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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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공 주변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현재까지 전 세
금
귀금속재료
전자산업재료
5~30g/톤
(5~30ppm)

은
귀금속재료
전기·전자재료
263~1,900g/톤
(263~1,900ppm)

계 바다에서 약 300개 이상의 열수 분출공을 탐사했고 그 결과 광합성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생태계가 바다 속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
이다. 이곳은 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는 암흑과 가깝기 때문에 생명체들은
몸의 색깔 또한 완전히 검거나 하얀 것이 특징이고 대부분 눈이 퇴화하고
입이 감각적으로 발달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구리
전기, 전자재료
합금재료
40~150kg/톤
(4~15%)

아연
도금 및 합금재료
140~360kg/톤
(14~36%)

계속된 탐사를 통해 오늘날에는 태평양뿐만 아니라 대서양과 인도양
에서도 열수가 발견되고 있다. 해양 지각이 멀어지는 발산 경계인 해저산
맥(해령)은 지구 내부에서 뜨거운 용암이 올라와 식으면서 만들어진 것이
다. 해저 온천의 블랙 스모커는 오늘날 유용한 여러 광물자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판구조론과 관련한 열수광상의 연구

이란 유용한 광물이 한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 채굴 대상이 되는 곳
열수광상에 함유된 금속과
용도(좌)
검은 연기처럼 분출하는 열수
분출공(우)
출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을 말한다. 생성 원인에 따라 마그마광상, 퇴적광상, 변성광상으로 분류

미국은 1977년 태평양에 위치한 갈라파고스 섬 주변에서 해령을 조사

한다. 광물들은 암석의 갈라진 틈을 채워서 광맥(鑛脈)을 이루는 경우가

하면서 열수광상을 찾는 데 성공했다. 심해 유인잠수정 앨빈호를 이용하

많다.

여 흑연(Black Smoker)이나 백연(White Smoker)을 내뿜고 있는 열수분

열수광상의 형태나 규모는 지질 구조, 암석의 성질, 열수용액의 온도

출구(Chimney)를 관찰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열수광상의 존재를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열수용액의 온도는 100℃ 이상이며, 최대

확인했다. 또한 동태평양 해령 및 후안데푸카(Juan de Fuca) 해령 등 태

300℃ 이상에 이르기도 한다. 물의 끓는점은 압력이 높아질수록 증가한

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지에서 약 100여 곳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학문

다. 1기압일 때 물은 100℃에서 끓지만,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점은 100℃
보다 높아진다. 물은 218기압일 때 끓는점이 최대 374℃ 이르는데,
374℃ 이상일 때 물은 압력과 관계없이 끓게 된다. 374℃를 물의 임계 온
도라고 한다. 우리 주위에서는 물을 아무리 가열하여도 100℃ 이상의 온

북동 태평양
중앙해령

도로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다. 일단 100℃가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하여 모
두 100℃의 수증기로 바뀌기 때문이다. 수압이 높은 심해에서는 끓는점
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350℃라는 높은 온도에서도 물은 끓지 않는다. 높

중앙 인도양
중앙해령

은 수온과 높은 압력의 환경이지만 열수 분출공 주변에는 다른 심해환경
보다 수천 배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황화

대서양
중앙해령

서태평양
배호분지
확장대

남서 인도양 중앙해령

남동 인도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중앙해령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중앙해령

태평양
남극 중앙해령

동스코시아
확장대

박테리아다. 열수 분출공 주변에 사는 황화박테리아는 뿜어져 나오는 황
화수소를 산화시킬 때 나오는 에너지로 탄수화물을 만든다. 식물이 광합
성으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황화박테리아의 화학합성으로 열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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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열수 분출공의 분포와
주변 생태계
출처 | 극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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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설을 실제 자연현상에서 찾아낸 20세기 해양과학의 위대한 발견이었

1994년 국제해저기구(ISA)로부터 세계에서 일곱 번재로 15만k㎡의 할당

다. 이러한 발견으로 다양한 탐사와 연구 활동이 촉발되었으며, 다른 지역

광구를 인준 받았다. ISA는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심해저 광물을

에서도 열수광상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주로 수심 300~3,700m의 해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

령과 호상열도 주변지역에 나타나며 금, 은, 구리, 아연 등을 함유하고 있

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ISA는 하와이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어 전자, 전기, 귀금속 등 산업용 재료로 활용된다. 해저의 열수 분출구 주

1,500km 떨어져 있는 태평양 공해상의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에 할

변에는 지역별로 관벌레, 심해 게, 심해 새우 등의 희귀 생물들이 서식하

당 광구를 인준했다.

고 해양바이오 산업에 원료를 제공하며, 황화물 형태의 금속 광물자원으

이후 8년 동안 선행 투자가에게 부가된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로 기존의 제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개발비용이 절감되는 특성이 있다.

2002년에는 허가받은 면적의 50%인 7만 5,000k㎡(남한 면적의 4분의 3)
를 우리나라 단독 개발광구로 확정했다. 우리 광구의 망간단괴 추정 매장
량은 약 5억 6,000만 톤으로 총 4,602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2009년 광
물가격 기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연간 300만 톤 규모로 생산한다면 매

심해저 자원 개발 현황

년 2조 원씩의 경제적 가치를 100년 이상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각국의 단독개발광구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우리나라가 심해의 해양 광물자원 탐사에 뛰어든 것은 1980년대부터
이다. 1983년 하와이 대학의 연구선을 임차해 처음으로 심해저탐사를 수
행한 우리나라는 1992년 건조된 종합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투입되면
우리나라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지역

서 독자적인 탐사를 수행해왔다. 그 후 유엔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서태평양
마젤란해역
| 망간각 |

인도양 중앙해령
| 해저열수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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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태평양
C-C지역
| 망간단괴 |

남서태평양
피지EEZ 통가EEZ
| 해저열수광상 | | 해저열수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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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기술 시험이 2013년 11월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기술 상용화에 대
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선행국들이 채택한 제련 공정에 대한 비교 실험을 통해 함유되어 있는
금속을 경제적으로 제련하고 희토류 광물도 회수할 수 있는 친환경적 고
회수율 용융환원-습식제련공정 개발하여 실증화를 수행하고 있다. 시험
망간단괴 개발에서 효율적 제련공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전체 투자비
의 60% 이상이 제련공정에 소모되기 때문에 유가금속 생산의 경제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망간단괴를 녹여 유용금속을 합금 형태
로 회수하는 용융환원 공정은 망간단괴에 대한 유용금속 전체 회수율을
좌우한다. 이번 실험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
학기술원과 함께 망간단괴에서 전략금속을 추출해 내는 제련기술과 수심
2,000m급 채광기술 등의 상용화 기반기술을 2015년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단계의 탐사를 실시하여 1989~1991년, 1998년에 마샬
제도와 마이크로네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of Marshall Islands and
Micronesia)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미국 국립 지질조사소(US Geological
Survey)가 기초 광역 탐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후 1999~2004년에
심해저 광물 탐사와
채광 모식도

이후 활발하게 자원 탐사와 개발을 수행하여 이제는 사업생산 기반구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서태평양 공해지역을 대상으로 광역탐사를 독자

1단계 기초 광역탐사 해역
(마샬제도)(좌)

축을 목표로 개발 등급 선정 및 최적 채광지 확보를 위한 광구 정밀탐사

적으로 수행하여 14개 해산 광역탐사를 하고 7개 해산에서 망간각 개발

2단계 광역탐사
(서태평양 공해)(우)

와 채광에 의한 인위적 환경 변화 평가를 위한 환경 탐사를 수행하고 있

유망지역을 발견하여 DB를 구축했다.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다. 또한 망간단괴를 효율적으로 채취하기 위한 집광로봇인 미내로를 개
발했다. 미내로(MineRo, 무게 28톤)는 이동용 무한궤도와 부력시스템,
채굴 및 저장 시스템을 갖추고 모선의 지시 없이 해저를 돌아다니며 망간
단괴를 채취할 수 있는 길이 6m, 폭 5m, 높이 4m, 무게 25톤에 달하는
대형 로봇이다. 미내로는 광물을 의미하는 미네랄(mineral)과 로봇

Co-rich Crust
Survey Area

Manganese Nodule
Survey Area

(robot)의 합성어이다. 미내로는 포항에서 동남 130km, 수심 1,370m 해
역에서 세계 최초로 망간단괴를 채집한 자항식(사전에 계획한 주행 경로
를 따라서 이동하는 방식) 채광로봇이다. 2013년 7월 미내로는 심해저 주
행 경로 추종시험에 성공했으며, 집광과 양광시스템을 통합한 채광기술
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또한 망간단괴를 녹여 유용한 광물을 뽑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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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해저 열수광상의 상업적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해저 열수
인도양 공해지역 광구인 인도
양 중앙해령(좌)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서태평양 도서국 EEZ 내
지역(통가, 피지)(우)

광상 광구 확보의 시급성이 알려져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그러다

또한 2009년 3월에 해저 열수광상 개발사업단을 설립하여 민간투자를

2010년 ISA의 해저 열수광상 규칙이 제정되었고, 2012년 7월 망간각 규

유치했다. 독자적 탐사 기술 개발로 통가 해역에 부존하는 열수광상의 자

칙이 제정되는 동향분석을 통해 망간각 탐사가 재개되었다. 우리나라는

원량을 평가하고 열수광상 개발 후보 광구를 선정하고 상업개발 기반을

유망광구 선점과 광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1980년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피지 EEZ 내 해역을 대상으로

부터 탐사를 시작하여 시추를 통한 정밀 자원량 평가를 했다.

2008년 12월에 해저 열수광상 신규 탐사권을 신청하여 2011년 11월에

발견했고, 최근에 시추를 포함한 정밀 탐사를 수행 중이다. 러시아는
2013년 2월에 광구를 신청했고, 중국과 일본은 2013년 7월에 광구를 확
보했다.

바다이야기

를 갖는 해저 열수광상 탐사권을 획득했다.

ISA의 망간각 개발 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탐사가 일시 중단되었다.

2003년까지 27개 해산을 조사하여 17개 지역에서 망간각 부존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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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가 해역을 대상으로 총 2만 3,739㎢ 광구 면적에 배타적 탐사 권리
통가 해역의 광구(좌)
피지 해역의 광구(중)
공해지역의 인도양 중앙해령
광구(우)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년 유효의 탐사권을 취득하기도 했다. 대사은 3개 광구(KF-1~3), 약
2,948㎢가 해당되며 향후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개발 추진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탐사를 수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해역은 공해 지역 광구인
인도양 중앙해령으로 ISA에 광구를 등록(10,000㎢)한 이후 15년간 광구

열수광상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원화 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계적

포기 과정을 거쳐 국가 주도로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한 광구를 선점하여

으로 열수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우리나라가 탐사를 수행하

최종 25% 정도 개발하고 개발광구로 선정했다. 인도양의 공해상 해저 열

고 있는 해역인 남서태평양 도서국인 통가, 피지의 EEZ 내 지역은 독점

수광상 유망광구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7월 10,000㎢의 인

탐사권을 확보한 후 4~6년 이내에 민자 유치를 통한 민간 주도 방식으로

도양 중앙해령 지역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중앙해령 탐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4~2006년 북동 라우분지를 대상으로 수

수행하여 열수플룸 분포를 확인했다.

행한 열수광상 탐사를 통해 5개의 열수 분출 지역을 확인했으며 2개의 열

전 세계는 2020~2030년대에 가장 중요한 신산업으로 심해저 자원 개

수광체 부존지역을 신규로 발견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2008년 3월에

발을 꼽고 있다. 유럽에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나라별, 기업별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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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의 용존 물질

바닷물에 녹아 있는 원소들의 평균 농도 / 바다 위의 리튬 회수 플랜트 상상도

드렛지로 채취한 망간각
출처 | 손
 승규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독일연방지질자연자원연구소(BGR)에서는

해수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이 녹아 있다. 오늘날 해양학자들은 자연계에

망간단괴 채광기술 개발 기간 때문에 약 10년 후 상업생산을 예상하고 채

존재하는 90여 가지 원소들이 바닷물에 어느 정도 녹아 있는지, 어떤 분포 모습을 하고 있

광 및 제련 투자 소요액은 12억 유로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 정

는지 알고 있다. 도쿄대학교 노자키 칸(野崎歡) 교수는 북태평양에 녹아 있는 원소들의 평

도에 망간단괴 상업개발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럽 등의 민간

균 농도를 로그(log) 단위로 수심에 분포되어 있는 농도를 분석했다. 이들 원소들의 대략적

기업은 2020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 농도를 크기에 따라 살펴보면 농도가 무려 0.7m나 되는 주성분 원소의 하나인 나트륨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투자와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2023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육상 광업에 비해 환경피해가 적고, 간간히
심해 광업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는 것으로 봤을 때, 머지않아 심해 광업
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에는 망간단괴, 망간각, 열수광상 이외에도 개발 초기 단계이거나

부터 시작하여 10~15m(fM : femto molar)의 저농도의 이리듐에 이르기까지 원소들마다
다양한 농도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닷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물리적인 자원으로 이용되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뽑
아내는 것은 가장 일찍부터 시작된 바닷물의 자원 활용이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이 주로 식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상당량의 소금이 염소나 가성소다와 같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래 광물자원이 다량으로 존재한다. 육지에서의 자

다른 화합물들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외에도 식수를 비롯하여 바다로부터 얻어내는

원이 고갈되고 금속자원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에 특히 바다는 자원고

중요한 화합물에는 바닷물을 침전시켜 만들어내는 마그네슘 수화물이 있다.

갈에 대비하는 보물창고이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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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절반가량의 마그네슘산화물 혹은 금속 마그네슘을 만든다.

에너지원으로 지목되었다. 리튬은 바다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매장량이 무한대에 가까우며,

바다에서 추출한 브롬도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채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향후 세계 청정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바닷물에는 실제로 모든 원소들이 녹아 있어 바다가 유용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다. 바닷물에 녹

따라서 점차 리튬 확보 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리튬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낮은 농도를 극복하

아 있는 우라늄도 궁극적으로는 원자력 이용을 위한 원료 공급원을 다양화 하는 목적으로 회수

기 위한 효과적인 흡착제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있다.

해양용존 리튬 추출 기술은 크게 흡착, 탈착, 농축, 분리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고성능 리튬

최근에 와서 주목을 받는 것은 바닷물의 리튬 추출이다. 리튬은 생물활성이 거의 없는 원소에

흡착제는 스피넬구조의 이온체(ion-sieve) 형태로 제조되어 바닷물 속에 미량(리터당 0.17㎎)

속하며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원소이다. 1949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존 프레드릭

으로 녹아 있는 리튬 이온을 높은 선택성으로 흡착할 수 있게 해준다. 흡착된 리튬이온은 묽은

케이드(John Frederick Cade)가 혁명적인 치료법을 발표했다. 조증환자들에게 적정량의 리튬

산을 이용해 탈착 과정을 거친 후 분리, 농축과정을 거쳐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고순도 탄산

을 투여한 결과 치료 효과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 발견으로 그때까지 정신병의 치료에 전

리튬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기충격요법이나 효능이 증명되지 않았던 전두엽 절제술 외에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생물학
적 리튬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흡착제는 리튬만 골라잡는 일종의 ‘그물ʼ이다. 리튬
과 망간을 섞고 열을 가해 리튬망간산화물을 만든 후 약한 염산을 처리해 리튬만을 떼어낸 것이다.

또한 리튬은 오늘날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전화나 노트북의 리튬 전지로도 사

이렇게 리튬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는 리튬망간산화물 그물을 바다에 던지면 리터당 약 0.17mg

용된다. 이외에도 세라믹스, 냉매흡수제, 촉매,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

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리튬이 선택적으로 그물에 걸린다. 리튬 가격이 조금만 더 오르면 채

기 자동차의 동력원뿐만 아니라 향후 핵융합 발전용 연료로도 주목받고 있어 국가 전략적 녹색

산성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2014년까지 상용플랜트를 건설하고 2015년부터는 연간 2~10만
톤 규모를 생산할 계획이다. 일본과 프랑스 등 경쟁국보다 앞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리튬
개발에 성공한 이유는 우리의 기술력 덕분이다. 과학이 국가 경쟁력에 기본이 됨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고선택성 이온체형 리튬 흡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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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바다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해양탐사

바다 속은 육지에서 찾을 수 없는 심해 생물자원, 에너지자원이 널려 있다.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망간단괴, 희소 금속을 비롯한 풍부한 심해 광물자원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은 심해잠수정을 개발해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심해잠수정
개발의 역사와 국내외의 현황을 알아보자.

해양탐사의 역사
해저석유 개발, 해양에너지와 해양자원 개발, 해양공간의 이용, 해안
이나 항만 개발 등을 수행하려면 우선 바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해양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양조사는 해양조사선, 잠수정, 관측부이(buoy)
등을 이용하여 해상의 기상, 파도, 해류 수심, 수온, 염분, 해저지형과 지
질, 수중음향, 오염도 등 해양 개발이나 해양오염 방지에 필요한 여러 가
지 정보를 획득하고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최근에

핵심키워드

는 인공위성에 의한 원격탐사 등의 첨단 탐사기술을 해양조사에 활용함
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해양 정보를 빠른 시간에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게

심해잠수정 | 브뤼셀대학의 물리학과 교수였던 어거스트 피카르(Auguste Picard, 1884~1962)가 기구를 만들던
기술을 응용해 1948년 처음으로 심해잠수정을 만들었다.

되었다.
인류는 지구 곳곳을 연구하고 탐험해왔고 지구를 벗어나 태양계 행성

수중건설로봇 | 해양 개발을 위해서는 험난한 수중 환경을 이겨내고 해양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는 수중건설로

을 비롯해 우주에 대한 탐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화성의 표면

봇이 필요하다.

에 대해서 밝혀진 것보다 지구의 심해에 관해서 알려진 것이 더 적다.

해미래와 미내로 | 해미래는 2006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6,000m 해저를 탐사할 능력은 갖춘 무인잠수정이다.
미내로는 해미래와 함께 심해저 광물 채취용으로 개발한 장비이다.

근대 해양학의 시작을 알린 챌린저호 탐사부터 최첨단의 집결체인 심해
탐사정과 로봇을 이용해 심해저의 생명체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현재까
지의 해양탐사와 해양조사의 주요 과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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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탐험 결과보고서(Report on the Scientific Results of the Voyage
근대 해양학의 문을 연 챌린저
호의 모습(좌)
챌린저호의 탐험 경로(우)

of H.M.S Challenger)〉로 발간되기도 했다. 당시 수집된 많은 정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전보와 전화의 발명으로 생활양식은 큰 변
화를 가져왔고, 유럽과 미국 사이의 신속한 정보 교환은 매우 중요한 일
이 되었다. 미국은 이를 위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전화선을 가설하려 했
고, 선로 개설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역사상 최초로 해저지형에 관한 조
근대 해양학의 시작은 지금부터 약 130여 년 전, 1872~1876년에
행해진 챌린저호 탐사를 꼽는다. 이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서 해양
학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업적들을 이루어 낸 역사적 탐사이다. 탐험항로
는 12만 7,600km에 이르며, 영국 해군부와 영국왕립학회에 의해 공동
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탐험은 362개의 기지에서 관찰 자료를 모
았으며, 492개소에서 측심탐사를 하고 133개소의 퇴적물 분석을 실시
했다. 챌린저호 탐험으로 대양의 수온분포와 해류를 조사할 수 있었고,

사가 실시된다. 대서양 전역에 걸친 해저지형의 조사는 미 해군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당시만 해도 배에서 밧줄을 이용해 직접 깊이를 측정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로부터 약 100년 뒤인 1950년대에 콜롬비아대학에
서 대서양 해저지형도 제작 작업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좀 더 생생한 대
서양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고, 실제 대서양 중심부가 비정상적으로 돌
출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 지역이 바로 대서양 중앙해령이다. 이때는 닻
줄 대신 음파를 이용한 음향측심법을 사용했다.

수로도 작성 및 측량과 함께 생물학적인 조사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화산섬

그 뒤 챌린저호 탐험으로 알려진 사실들을 보충하는 탐험이 있었지만
음향측심법(좌)
다중음향측심기(우)

해수면

새롭게 바뀐 사실은 거의 없었다. 챌린저호의 탐험은 해저탐험의 역사
에 신기원을 이루었다. 그 결과물은 1880~1895년에 〈챌린저호 항해의

대륙붕
해령

해구

심해저평원
기요

해산

대륙붕

열곡

대륙 사면
대륙대

대륙사면

이 음파를 이용한 해저탐사의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순수한 과학적 목

발사된 신호

적에 의해 개발되지는 않았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영국군의 군
반사된 신호

해저지형 모식도

함을 침몰시키기 위해 U-보트라는 잠수함을 개발한다. 이로 인해 연합군
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U-보트 잠수정을 찾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

해저

해저

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합군은 돌고래가 초음파를 통해 서로 신호를 교
환하고, 또 물속에서도 잘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로써 U-보트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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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음파를 이용해 바다 속을 알아내는 방
법의 시초가 되었다. 이 방법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바다를 연구하는

프로펠러

출입
장치

데 활용되면서 대서양 중앙해령의 존재와 이 해령의 깊이가 주구 둘레보

예인 장치

다 약 두 배나 길게 이어져 있음을 알아냈다. 이후 기술은 급속히 발전해
이제는 유인잠수정과 로봇을 이용해 심해저 생명체까지 연구하게 되었다.

심해잠수정의 역사

금속 선체

20세기 초 스위스 태생의 벨기에 브뤼셀대학 물리학과 교수였던 어거스
트 피카르(Auguste Picard, 1884~1962) 박사는 유별난 천재 과학자였다.

관측용 조명
방향타

항해용 창

관측용 창

그는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성층권에 올라가 기상을 관측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FNRS 1호를 개발하여 수차례 실험한 결과 1931년에 2만 3,000m
오티스 바턴의 잠수구(좌)
피카르 박사와 FNRS호(우)

선실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둥근 공의 형태로 높은 곳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밀폐된 공간에 밖을 관측할 수 있는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카르 박사는 이 기구를 응용하여 새로운 잠수정 FNRS 2호를 개발해
1,380m까지 잠수하여 바다 속 탐사에 발을 내디뎠다. 1948년에는 오티

심해잠수정 바티스카프의
구조도

스 바턴(Otis Barton, 1899~ ?)이 잠수구를 타고 1,372m까지 잠수함으
로써 15년 전 자신이 윌리엄 비브(William Wyatt Bibb, 1877~ 1962)와
함께 세웠던 기록을 경신했다.
1933년 비브와 만난 것을 계기로 심해잠수정을 만들기 시작한 피카르
는 1940~1950년대에 걸쳐 새로운 잠수정을 만들었다. 과거의 잠수정은
밧줄로 연결되어 있어 모선이 파도에 흔들리면 따라서 흔들렸는데, 새로
만들어진 잠수정은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연구 초기에
는 벨기에 정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벨기에의 관심이 사라지자 스위스 정
부와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시의 도움을 받아 1953년 바티스카프의 다음
모델인 잠수정 트리에스테호를 완성했다. 바티스카프 시리즈는 이후 트
리에스테호로 이름을 바뀌게 되었고, 이 잠수정은 1953년 4,049m까지
잠수하는 데 성공하며 지중해와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여러 차례 심해를
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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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 설계 자체가 달라진다. 엔진에 시동을 걸어 바다 속 깊은 곳에서
도 이곳저곳을 누벼야 하고, 압력에 취약해지더라도 유리창을 꼭 달아야
한다. 탑승한 해양과학자가 외부를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각종 탐사 장비
와 조명, 로봇팔을 붙이고 다닌다. 바티스카프나 트리에스테에 비해 여러
모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그렇게 깊은 바다를 들어
갈 이유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인근 바닷가를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안
전하고 활용도 높은 잠수정을 개발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국외의 심해잠수정
과거 심해 탐사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이었다. 트리에스테호를
한편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된 피카르와 미국의 해군인 돈 월시(Don
트리에스테호를 개량한 트리에
스테 2호

Walsh)는 1960년 1월 23일 트리에스테호를 타고 바다에서 가장 깊은 챌
린저 해연(1만 893m) 바닥까지 잠수했다.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4시간 43분을 내려가 오후 1시 6분, 마침내 그들은 세
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에 다다랐다. 20분쯤 머문 뒤 수면으로 올라오는
데 3시간 27분이 걸렸다.

개발한 피카르는 이후 매사추세츠에 있는 해양연구소와 함께 심해잠수
정 앨빈호를 만들었다. 앨빈호는 미국의 대표적인 잠수정으로 해저
4,500m까지 내려갈 수 있다. 앨빈호는 1968년 스페인 해안에 빠진 수
소폭탄을 회수하고, 1979년 동태평양에서 열수광상을 발견해 심해가
자원의 보고임을 밝혀내는 혁혁한 공을 세운다. 또, 심해저 생명체뿐만
아니라 1985년에는 북극해에서 침몰한 호화여객선 타이타닉을 찾아내
세계를 흥분케 했다. 현재 5,000여 회의 심해 잠수 기록을 갖고 있다.

미국의 앨빈호(좌)
러시아의 미르(우)

깨지지 않는 기록
만약 트리에스테 2호를 현대 해양과학자들에게 넘겨준다면 얼마나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을까? 아마 ‘할 것이 거의 없다’가 정답일 것이다.
트리에스테호는 자체 동력이 없고, 무게 추를 달아 바다 속 깊이 들어간
후 추를 버리고 다시 조용히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이 전부이다. 물론 부력
조종에도 적잖은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현대 과학기술이라면 어려운 일
은 아니다.
심해잠수정을 개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수압이다. 트리에스테호
가 1만m가 넘는 바다 속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수압에 견딜 수 있
는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기록을 세우기보다는 연구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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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심해잠수정
우리나라는 아직 유인 잠수정은 없으나 유일하게 심해잠수정을 개발하
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탐사장비연구사업단에 따르면 기술력
은 충분하다. 하지만 수심이 얕은 남해, 서해는 심해잠수정이 필요 없고,
동해를 통해 태평양 탐사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주변국들과 영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과학 실험용 유인 잠수정은
1987년에 개발한 ‘해양 250’이 유일하다. 탑승 인원 3명으로 해저 250m
까지 탐사할 수 있으며 수중카메라와 비디오, 로봇팔 등을 탑재하고 있다.
서해 앞바다 탐사용으로 낮은 수심에 적합하게 개발했지만, 서해의 혼탁
함 때문에 자주 운용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한국도 6,000m 해저를 탐사할
능력은 갖추고 있다. 2006년 완성한 무인잠수정인 ‘해미래’ 덕분이다.

해미래
출처 |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러시아에서 1987년에 만든 심해잠수함 미르호는 해저 6,000m까지
프랑스의 노틸(좌)
중국의 유인 잠수정 ‘자오룽호’(우)

잠수할 수 있다. 특히 활동시간이 긴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해저에서
20시간까지 추가 보급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프랑스의 심해잠수
함 노틸은 해저 6,000m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해저 생태계와 심해 광물
조사에 탁월한 성능을 보였으며, 1,500여 차례의 잠수 실적을 갖고 있다.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의 심해라는 뜻인 ‘신카이 6500
(深海 6500)’은 1989년에 건조되었으며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심해잠수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진, 쓰나미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해저
6,492m까지 내려가 심해 해양 경사면과 대단층면을 조사했으며 1,000
여 회의 잠수 실적을 갖고 있다.
우주 항공 기술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해서 유인우주선의 성공으로 세계
를 놀라게 하고, 2011년 7월 26일, 중국이 자체 개발한 심해 유인 잠수정
‘자오룽(蛟龍, 홍수를 부른다는 전설상의 동물)’호로 해저 5,038m까지 파
고드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해저 3,500m 이하를 탐사한 나라가 되었다. 중국
해양국은 전 세계 해저 자원을 탐사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심해잠수정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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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잠수정은 탑승자 거주 구간을 별도로 설계할 필요가 없어 유인 잠
수정보다는 수압에 견디기 쉽다. 하지만 반대로 정밀한 제어 장치를 연결
해 원격 조정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까다롭다. 물속에서는 전파가 통하지

해양에너지

않으므로 초음파 신호 장비를 써야 한다. 한반도 주변을 탐사하려면

장대교량

3,000m급으로 충분하지만, 우리나라가 광구권을 갖고 있는 태평양 해역
해양
플랜트

이 수심 5,000m가 넘어 고성능 잠수정을 개발한 것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자랑 해미래는 바다 속 6,000m까지 탐사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이다. 6,000m급 무인잠수정은 전 세계 해양의 98%를 조

준설

사할 수 있으며 정밀 지형지도 작성, 지질 분석, 망간단괴를 비롯한 심해
자원 탐사 등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한다. 해저탐사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현재 해미래의 뒤를 이을 한국의 유인 심해잠수
정의 출현을 기대해본다.

해양플랜트

파이프라인

CCS

co2저장

해중터널

수중건설로봇이 개척한 심해의 세계
세계적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해양개발을 정보통신, 우주개발, 생
명공학과 함께 4대 핵심 산업으로 분류한 바 있다. 최근 해양영토 확대 및
해양자원개발 등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 개발을 위해서는 가혹한 수중 환경을 이겨내고 해양 구조물
을 건설할 수 있는 장비인 수중건설로봇이 필요하다. 미래 해양구조물을
책임질 수중건설로봇의 필요성 및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미래 해양구조물 시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 있는 해양구조물 수요 변화에 대해 미리 대처하고, 미래 요구에 적극

Operated Vehicle)나 트랙식 ROV, 견인식 장비 등이 활발하게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ROV는 470대 정도이다. 국내

다양한 종류의 해양 구조물

에서는 ROV 개념의 6,000m급 무인잠수정 “해미래”를 비롯하여 심해저
광물채취 장비인 미내로, 항만 건설용 장비, 다관절 복합로봇 등이 성공
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해저지반조사 장비나 수중굴삭용 장비 등 다양한
수중로봇에 대한 연구 또한 현재 진행 중이다.

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양구조물 시공 장비, 특히 수중건설로
봇을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천해 조건에서 잠수부가 수
중건설작업을 수행한 반면, 작업 수심이 점차 깊어짐에 따라 수중건설로

수중건설로봇 개발 계획

봇은 열악한 수중 환경을 극복하고 수중 작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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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해외

수중건설로봇 사업은 2종의 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을 비롯하여 성능

의 경우에는 다양한 해양구조물 건설의 목적으로 유영식 ROV(Remotely

평가 시험을 위한 수조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복합형 R&D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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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지관리

0.지반조사

4.매설 시공
3.상부구조시공

2.지반 조성

1.하부기초시공

유영식 ROV 기반 정밀 시공
및 관리로봇 활용 개념도

구성되며, 2018년까지 총 85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게 된다. 2종

효율성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해외장비의 국산화로 수입대체 효과도

의 수중건설로봇은 유영식 ROV 기반 로봇과 트랙기반 로봇으로 구분

기대된다. 또한, 수중건설로봇 기술은 해양개발 및 미래 해양개척의 핵심

된다. 유영식 ROV 기반 로봇은 수중용접, 수중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요소기술로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다양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가

수중 정밀 작업이 가능한 로봇이며, 트랙기반 로봇은 해상 풍력발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수중건설장비가 전무한 현 상황에

CCS, 해양플랜트 등과 같이 다양한 목적의 해양 구조물 시공에 있어 지

서 기술의 종속화를 벗어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중건

반조성작업과 케이블 매설 작업이 가능한 로봇이다. 아울러, 수중건설로

설로봇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수중세계 진입

봇 개발을 위해 실증 실험수조동, 제작동, 연구공간 등으로 구성되는 관

의 첨병이 될 것이다.

수중건설로봇 적용 사례
(해상풍력)

련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중건설로봇이 개발될 경우 인간을 대신하여 심해 수중작업과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수행함에 따라 인명 보호뿐 아니라 해양과업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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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5대양 해양탐사시대 본격 개막
우리나라는 약 1,00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5,000톤급 첨단 해양과학

아울러, 최초의 쇄빙선 아라온호에 이어 대형 해양과학조사선의 건조가 추진됨에 따라 해양

조사선 건조 사업을 본격 추진해왔다. 해양수산부와 조사선 건조 시행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

과학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해양 분야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향후 육상자

원, 그리고 조사선 건조회사는 2012년 12월 26일 해양과학기술원에서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건

원 고갈에 따른 해외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및 탐사, 기후 변화 연구 등 우리나라의 해양경쟁력

조계약 서명식’을 갖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조사선의 총 공정기

강화를 위해 대양에서 전 지구적 해양과학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간은 36개월로 2015년 12월 준공·인도되어 약 6개월간의 시험운항을 거쳐 2016년 6월 공식
취항할 예정이다. 이 조사선은 선체의 위치와 자세 제어를 통해 정밀 해저탐사를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으며, 무인잠수정 등 대형장비의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첨단 연구장비를 갖추게 됨
은 물론 저소음, 저진동, 저탄소, 저폐기물 배출을 실현함으로써 ‘Smart and Green Research
VSAT / FB500

Vessel’로 탄생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선이 건조될 경우 우리나라도 세계의 선진 해양강국들과

대기분석기
AWS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지구적 규모의 해양환경, 자원 탐사는 물론 기후 변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트리머

수심/지층/어군 음파탐사기

에어건
자력계
박스 코어러

AUV
플랑크톤
어류
ROV

바다모래

대수층

드랫지

메탄
수화물

CTD
심해(음파)
카메라

심해어류

자유낙하식
시료채취기

TV그램

다중 코어러
망간각
석유/가스

조사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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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망간단괴

채광기

열수광물

Giant 코어러

해양조사와 탐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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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함께하는

해양환경과 문화
1. 갯벌은 땅일까 바다일까
2. 인류와 함께한 물고기 이야기
3. 병들어가는 바다 - 해양오염
4. 바다 속에 잠든 역사와 문화를 깨운다 - 수중문화유산
5. 바다를 생각하고 말하는 해양문화
6. 바다에서 놀고 꿈꾸기 - 해양관광산업과 직업

01

갯벌의 생성
갯벌 하면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것이다. 온몸에 머드팩을 바르는 축

갯벌은   땅일까
바다일까

제, 발이 푹푹 빠져 걷기 힘든 모습, 조개와 게, 낙지 등을 잡는 모습 등
갯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다양하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숨구멍을 통해
1억 개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 갯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변
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갯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어떤
생물들이 살고, 어떻게 갯벌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갯벌은 밀물 때는 바닷물로 덮여 있다가 썰물 때 육지로 드러나는 해안

1997년 영국의 과학전문지인 《Nature》는 농경지의 가치보다 갯벌의 생태적

가로 작은 모래알갱이나 진흙, 자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갯벌의 ‘갯

가치가 100배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수산물은 연안에서 생산한 것이다. 인구가

(개)’은 ‘바닷가’를 의미하고 ‘벌’은 ‘넓은 들’을 의미한다. 결국 갯벌은 ‘바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바다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염습지 식생이나 갯벌이 정화해준다. 결국

닷가의 넓은 지형’이라는 의미이다. 갯벌은 파도나 바람에 의해 운반된 미

갯벌은 육지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기물을 분해하고 정화하여 높은 생산성을 유지한다.

세한 흙들이 해안가에 쌓이고 밀물과 썰물 작용에 의해 평평한 평지를 이
루며 만들어진다. 갯벌은 날마다 두 차례씩 바다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육지가 되기도 한다. 또 가로, 세로 1cm 정도의 영역에는 눈에 보이지 않
는 1억 개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

사리와 조금

핵심키워드
갯벌의 특징 | 갯벌은 밀물 때는 바닷물로 덮여 있다가 썰물 때 육지로 드러나는 해안가로 모래나 진흙, 자갈 등

태양

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닷가의 넓은 지형’인 갯벌은 매일 두 차례 바다가 되거나 육지가 된다. 1㎠에 1억 개

태양

이상의 미생물이 사는 등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갯벌의 종류

달

달

모래 갯벌 : 모래 갯벌은 해수의 흐름이 빠르고 해안사구가 많은 곳에 만들어진다.

상현

지구

펄 갯벌 : 펄 갯벌은 진흙이 주성분인 갯벌로 걷지 못할 정도의 농도이다. 강에서 유입된 진흙이 주로 강하구에
서 갯벌로 형성된다.

삭망(그믐)
지구

달

혼성 갯벌 : 혼성 갯벌은 모래와 펄이 섞여 있는 갯벌로 모래가 많으면 모래펄 갯벌, 펄이 많으면 펄모래 갯벌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

만월(보름)
하현
달

갯벌의 기능 | 갯벌의 기능은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자연 정화, 자연재해와 기후 조절, 생태적
서식지, 문화 교육적 기능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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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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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이 가장 많이 밀려올 때를 ‘사리(대조)’라고 하고 가장 적게 밀려올
때를 ‘조금(소조)’이라 한다. 사리는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이 되었을 때
태양과 달이 바닷물을 끌어 당기는 힘이 합해져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
장 크게 난다. 사리는 보름달과 그믐달일 때 발생한다. 조금은 태양과 달
이 지구를 중심으로 직각을 이룰 때 바닷물이 끌어당기는 힘이 분산되어
밀물과 썰물 차이가 가장 작다. 상현달과 하현달이 뜰 때 조금이 된다.

조석표
▼간조 ▲만조

일자

음력

시간(높이)

시간(높이)

시간(높이)

시간(높이)

4

9.7

04:00(144) ▼

10:16(696) ▲

16:17(143) ▼

22:41(717) ▲

5

8

04:57(171) ▼

11:23(673)▲

17:24(204) ▼

23:47(672) ▲

6

9

06:05(185) ▼

11:43(673) ▲

18:47(238) ▼

:

7

10

01:03(648) ▲

07:19(175) ▼

14:04(703) ▲

20:11(234) ▲

8

11

02:17(650) ▲

08:27(147) ▼

15:10(751) ▲

21:19(206) ▲

위의 도표에서 4일 4시와 16시 17분이 갯벌에서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간조 시간으로, 갯벌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4시와 16시 17
분 전후 약 3시간 동안이다. 예를 들어, 오후 16시 17분이 간조이므로 오
후 14시 47분에서 17시 47분까지 갯벌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4일 10시
16분과 22시 41분에는 반대로 바닷물이 갯벌에 가장 많이 들어온 시간으
로, 이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30분 전후가 낚시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하루에 두 번(정확하게는 25시간마다) 간조와 만조가 발생
하기 때문에 위의 도표에서 하루 기준으로 바닷물의 높이 숫자를 비교
하여 낮은 숫자가 간조, 큰 숫자가 만조가 된다.

펄 갯벌은 진흙이 주성분으로 잘 걷기 힘들 정도로 빠진다. 강에서 유
입된 진흙이 주로 강하구에서 갯벌로 만들어진다. 펄 갯벌은 모래 갯벌보

서천(장포리) 갯벌

다 퇴적물의 간격이 좁아 산소나 먹이를 포함하는 바닷물이 펄 속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곳에 사는 생물들은 지표면에 구멍을 내
거나 관을 만들어서 바닷물이 흘러들도록 한다. 서해안의 한강, 임진강
하구의 강화도와 영종도 갯벌, 금강 하구의 군산 갯벌, 영산강 하구의 무
안 갯벌, 만경강, 동진강 하구의 김제, 부안 갯벌 등이 대표적이다. 진흙의
퇴적량에 따라 발이 빠지는 정도가 다르다. 갯지렁이류와 게가 서식한다.
자갈 갯벌은 크고 작은 자갈이 주성분을 이룬다. 남해안과 서해안에 발

갯벌의 종류

달되어 있으며, 해변가 주변의 산이 침식되어 생긴 자갈과 모래 등이 주
변에 퇴적되어 형성된 갯벌이다. 자갈은 모래나 진흙보다 무겁기 때문에

모래 갯벌은 주성분이 모래질이다. 해수의 흐름이 빠르고 해안 사구가
많은 곳에 만들어진다. 태안반도 갯벌, 안면도 갯벌, 장항 갯벌, 옥구 갯
벌 등이 대표적이다. 모래 갯벌에는 바지락, 동죽, 서해비단고등이 많이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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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멀리까지 운반되지 못하므로 갯벌이 넓게 발달하지 못하며, 주로 굴
이나 따개비가 서식한다.
혼성 갯벌은 모래와 펄이 섞여 있는 갯벌로 모래가 많으면 모래펄 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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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

동검도 갯벌(좌)
영흥도 갯벌(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수산물은 연안에서 생산한 것이다. 갯벌의 수산
물 생산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대부도 남리의 경우 286.2ha의 면적에서
22억 원, 영종도는 310ha의 면적에서 30억 원에 달한다. 인구가 증가하
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오염물질이 바다로 배출되는데, 이를 염습지 식생
이나 갯벌이 정화해준다. 결국 갯벌은 육지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기물
을 분해하고 정화하여 높은 생산성을 유지한다. 흔히 갯지렁이 500마리가
의해 물의 흐름이나 속도가 변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강화도의 경우
동검도 주변은 펄 갯벌이지만 서쪽으로 갈수록 혼성 갯벌, 또는 모래
갯벌로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조선(간조) 부근에는 모래 갯벌이,
고조선(만조) 부근에는 펄 갯벌이 그 사이에는 혼성 갯벌이 존재한다.
주로 상부에서는 칠게, 중부에서는 동죽이나 맛조개, 하부에는 가시닻
제부도 갯벌

해삼 등이 서식한다.

배설물 2kg을 정화한다고 한다.
장소

생산물

이용면적(ha) 연간총생산액(원) ha당 생산액(원)

대부도남리

김, 패류 양식

286.2

22억

754만

영종도

김, 패류 양식

310

30억

954만

군장지구(군산)

김, 패류 양식

781.94

73억

939만

홍보지구(홍성)

김 양식

40

3억 4600만

865만

대표적 갯벌의 면적 및
생태적 가치(1996)

갯벌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장소로 두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완충하
제부도 갯벌

는 역할을 한다. 갯벌은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
을 완화시키거나, 홍수 때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물의 수위를 낮추어,
태풍이나 해일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육지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킨다. 또한 대기 온도와 습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기후 조절 기능도 한다. 무분별한 갯벌의 개발은 많은 피해를 낳기도
하는데 실제로 영산강 지역의 갯벌 매립으로 해안가에 있는 지역의 해수면
이 상승하여 약한 태풍에도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반대로 미국은 이러한 기후 조절 기능 때문에 습지를 복원하고 있다.
갯벌에는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산소 공급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미생물
의 증식에 알맞은 장소이다. 이때 어류는 이곳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된 유기물질을 섭취하며 자란다. 또한 연안습지는 대형 포식자로부
터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한다. 실제로 어패류들이 이곳에서 산
란을 하거나 어린 시기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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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라진 갯벌은 연안 생태계의 큰 변화를 가져왔고, 아직도 시화 지구나

자산이다. 갯벌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치, 해수욕 등 휴식과 여가의

새만금 지구의 간척 사업은 보존과 개발에 관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소를 제공한다. 또 갯벌의 생물이나 철새를 관찰하는 자연학습장의 역

영종도 신공항 건설과 인천 송도 신도시 매립지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할을 한다. 이런 다양한 문화적 가치는 갯벌 생물의 다양성이 토대가 되

수 있다. 강화 갯벌은 한강과 임진강에서 흘러나온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어 가능한 것이므로 갯벌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갯벌이다. 이러한 갯벌은 강에서 유입되는 풍부한 유기물과 넓은 갯벌에
서 나오는 원활한 산소로 수많은 갯벌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영종
도의 신공항과 관련된 건설로 인해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갯벌의 형

생태계 파괴와 갯벌의 보존

태가 바뀌었고 많은 퇴적물의 급속한 유입이 갯벌을 무산소 환경으로 만
들어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인천 송도 신도시의 매립

우리나라 주요 갯벌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길고, 구불구불하여 갯

지 역시 해안 매립으로 인해 저서 생물이 급감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벌이 발달하기에 최적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다. 갯벌의 총 면적은 2,400

특히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지점에서의 저서생물 종수를 비교해보면

㎢로 국토 면적의 2.4% 정도로, 그중 갯벌 면적은 83%가 서해안, 17%는

약 30%에 가까운 저서생물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해안에 분포한다. 우리나라는 갯벌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전부 가지

매립과 간척에 의한 해양생물 서식지의 파괴는 갯벌 생태계의 기능을

고 있다. 첫째, 경사가 완만하고, 둘째, 조수간만의 차가 크며, 셋째,

상실시킨다. 갯벌은 어패류가 성장하는 곳으로 갯벌이 파괴되면 결국 어

한강, 금강, 영산강, 만경강, 동진강 등에서 부유물이 유입된다. 이러한

획량이 감소하게 되고 매립으로 인한 산업의 오폐수 및 생활오수에 의한

이유 때문에 면적은 작지만,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런데

부영양화는 적조를 발생시키고 중금속의 유입은 결국 사람에게까지 영향

우리나라는 이런 갯벌을 보호하지 못하고 간척과 매립 등으로 현재 전체

을 미치게 된다. 매립과 간척은 하천을 통하여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면적의 33%의 갯벌이 사라져 버렸다. 간척지로 새로운 땅을 얻었지만,

갯벌이 스스로 자정 작용의 기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갯벌의

인공담수호나 농업 용지, 공업 용지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국한되어 왔다.

자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오염물질이 계속 축적되면 갯벌을 더욱 오염
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갯벌의 매립과 이로 인한 연안 환경오염
의 증가는 국제 보호조를 포함한 철새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

●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갯벌
인천과 경기도 갯벌은 남한 갯벌의 35%를 차지

● 충청남도의

갯벌
충청남도 갯벌은 전체의 13%정도를 차지하고, 하구 갯벌보다는 해안선이 복잡

세계의 5대 갯벌

● 전라북도의

갯벌
	전라북도에는 전체 갯벌의 5%만을 차지하며 금강, 만경강, 동진강 등 큰 강의
하구가있어 전형적인 하구 갯벌이 발달

세계의 5대 갯벌은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 이외에 북해 연안 갯벌, 캐나

● 전라남도의

갯벌
전라남도의 갯벌은 전체 갯벌의 44%를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섬과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갯벌이 발달

다 동부 연안 갯벌, 미국 동부 조지아 연안 갯벌, 아마존 하구 갯벌이다.
세계 5대 갯벌들은 육지의 평평한 지형이 바다까지 이어져 있거나 아마존

● 경상남도와

부산의 갯벌
전체 갯벌의 약 3%정도 차지

과 같이 강을 통해 많은 흙이 연안에 쌓여 넓고 얕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
갯벌

188

바다이야기

우리나라는 국토의 확장과 농지 확보를 목적으로 간척 사업을 한창

Ⅲ.인류와 함께하는 해양환경과 문화

189

네덜란드

진행하고 있을 때, 우리보다 갯벌과 연안습지의 가치를 일찍 깨달은 외국

람사르 협약은 농경지 확장, 제방건설, 갯벌매립 등으로 습지가 지속

의 선진국들은 자기 나라의 상황에 맞게 관련법과 행정체계를 만들어 갯

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의 습지가 소실되고 있는

벌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람사르 협약(Ramsar

상황에서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등장했다. 습지는 생태학적으로

Conference)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1971년 이란에서 1회가 개최된 이

중요하며 인간에게 유용한 환경자원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시키는 데

후 1997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했고, 현재 강원도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

공헌했다. 생태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는

늪, 전남 장도 습지, 전남 순천만, 제주 물영아리, 충남 태안군 두웅습지,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여 습지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자는

울산 무제치늪, 무안갯벌,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오대산 습지, 제주 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협약이다.

장오리오름 습지 등 11개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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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으로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3국에 걸쳐 있다. 이 해안은 조수의 수
더 알아보기

로, 모래, 진흙층, 해변, 모래 언덕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양염류가
풍부해서 해조류의 일차생산성이 높고 물새와 어류의 중요한 서식지이
다. 독일은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정도로 갯벌 정책에 철저하다.
이곳에서는 매립이나 간척 개발을 금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조차도 눈앞
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보다 자연과의 조화에 치중하고 있다.
육지가 바다보다 낮고, 풍차가 많은 나라 네덜란드는 생존을 목적으로
해안을 매립하고 큰 제방을 건설하지만, 이것이 곧 재앙이 되어 매년 홍
수와 흉년이 반복되자 결국 역간척의 결단을 내리게 된다.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여 복원 공사를 통해 이제는 어떤 새로운 시설과 활동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바덴해 규약이나 자연보존법에 근거해 갯벌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갯벌을 매립하여 부족한 농토와 산업단

국내 갯벌 생태공원 및 체험장
강화 갯벌
센터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934-2번지
tidalflat.ganghwa.incheon.kr

선재도 갯벌 체험

www.seonjaedo.com

소래습지
생태공원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7번지 일원
randpark.incheon.go.kr/
posts/945/1379?curPage=1

대부도 갯벌 체험

www.ansandaebudo.co.kr

시화호갈대
습지공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20-116
wetland.iansan.net

제부도 갯벌 체험

www.jebumud.co.kr

시흥갯골
생태공원

경기 시흥시 섬말길 94
www.siheung.go.kr/culture

영흥도 갯벌체험

www.yhtown.co.kr/mud

서천해양
박물관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288-19번지

안면도 이야기

www.anmyeondo.info

금강철새
조망대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www.gmbo.kr

조개 부리 마을

jogae.go2vil.org

하전 갯벌
체험학습장

전북 고창군 심원면 서전길 30

노을지는 갯마을

www.seavillage.net

만돌 갯벌
체험학습장

전북 고창군 심원면 애향갯벌로 320

변산 반도 닷컴

www.byeonsanbando.com

순천만 자연
생태공원

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513-25
www.suncheonbay.go.kr

신안갯벌 어촌체험

mud.shinan.go.kr

지, 주택단지 등으로 개발했다. 이로 인해 60% 가까운 갯벌을 잃었으며
지금도 개발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생물 다양성과 휴양
가치가 부각되면서 갯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본은 환경
단체나 비정부 기구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활동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의 5대 갯벌

북해연안

캐나다 동부 연안

대한민국 서해안

미국 동부 조지아 연안

아마존강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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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독교가 물고기 소비를 늘렸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에 처한 성금요일, 스페인 사람들의 식탁은

인류와  함께한
물고기 이야기

물고기로 채워진다. 체코인들은 크리스마스에 잉어를 먹는다. 유럽 내륙
에 위치한 체코에서 물고기는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니다. 그런데
유독 이 날만은 물고기를 먹는다. 프라하 구시가에 비린내가 진동할 정도
의 잉어 특수가 찾아온다. 크리스마스 직전 일주일 동안 체코에서 판매되
는 잉어는 약 275만 마리나 된다고 하니 엄청난 양이다. 유럽 내륙까지
물고기의 소비를 이끌어낸 원인은 무엇일까?

인류 역사상 물고기는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물고기는 가장 손쉬운 사냥 대상

중세는 그리스도교 사회였다. 사회의 모든 흐름이 그리스도교적 질서

이었으며,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랑받아 왔다. 콩고강가에서 10만 년 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에 맞춰 있었다. 음식문화도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

뼈 작살이 발견되면서 구석기시대부터 인류가 물고기를 잡아왔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형된 성금요일은 모두가 금식을 해야 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선사시대 물고기는 안정적인 자원이어서 사람들이 한곳에 오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다양하고

한 부활절까지 40일의 기간 인 ‘사순절(四旬節)’도 금욕 기간으로 정했으

재미있는 물고기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수산업이 나아가야

며, 종교력에 표시된 다른 여러 기념일도 금욕의 기간이었다. 이를 모두

기독교의 상징인 물고기

할 길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자.

핵심키워드
대구 | 대구(大口)는 대구목 대구과로 분류되며 북반구의 한랭 지역에 분포한다. 육식을 하며 주로 깊은 심해에
사는 어종이다. 크기는 최대 1m가 훌쩍 넘고 중량도 20kg이 넘는다. 대구의 산란 개수는 다른 어류에 비해 특히
많은 편으로, 암컷 한 마리가 수만 혹은 수십만 개의 알을 낳는다. 그러나 무사히 성어로 성장하는 생존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치 | 참치는 고등어과의 육식성 어류로 고속으로 무리지어 바다를 유영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전 세계에
7종류가 있으며 큰 것은 무게가 500kg까지 나간다.
장어 | 장어(長魚)는 한자 그대로 몸이 뱀처럼 긴 물고기이다. 분류학적으로는 경골어류 뱀장어목에 속하는 모든
종류가 포함되지만 무악류인 먹장어도 길이가 길어 장어로 분류된다.
이석 | 이석(耳石, otolith)은 동물의 귀에 들어 있는 평형감각을 유지하는 칼슘카보네이트 성분의 평형석으로
어류의 경우 연령, 서식처의 환경 등을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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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면 한 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 적도 있었다. 중세시대에 피가 많은
붉은 고기는 탐욕으로 받아들여졌다. 육식을 하는 것은 탐욕을 불러온다
고 생각하여 그리스도교에서 정한 기간에는 육식을 비롯하여 부부관계도
금지했다. 이러한 금지령이 얼마나 엄격했던지 육식 금지령을 어긴 경우
중세에는 교수형에 처해진 일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금욕기간에도 물고
기를 먹는 것은 허용되었다. 물고기는 탐욕을 부르지 않는 ‘차가운’ 음식
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에서 물고기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고기
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로마 제국이 313년 ‘밀라
노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그리스도교도들은 엄청

네덜란드의 번영을 이끌어낸 청어

청어(좌), 수르스트뢰밍(우)

난 박해에 시달렸다. 박해가 심해지자 초기 그리스도교도들은 로마 병사

196

바다이야기

들을 피해 지하 공동묘지였던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리스

중세시대 북해 바다는 온통 청어로 가득 차서 좁은 해협에서는 노를 젓

도와 관련된 수많은 상징들을 남겨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대리석에 새겨

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청어의 가치를 처음 발견한 이들은

놓은 물고기 벽화이다.

네덜란드 어부였다. 천연자원도 없고 지대가 낮아 늘 바닷물에 잠기는 척

당시 그리스도교도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박한 환경의 네덜란드는 청어 잡이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번영하기 시작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암호로 물고기를 그렸다.

했다. 14세기 인구의 5분의 1이 청어 잡이에 종사했을 정도로 네덜란드

물고기를 뜻하는 ‘익투스(Ichthys)는 그리스어로 이크티스(ΙΧΘΥΣ)’라고

는 청어 잡이를 통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인들이 청

한다. 이크티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Ιησουσ Χριστοσ Θεου

어 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Υιοσ Σωτηρ)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단어이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청어는 한꺼번에 잡히는 양이 많았으나 쉽게 상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

사람들에게 물고기는 예수의 몸을 상징했고, 물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와

것을 해결할 혁명적인 가공법을 네덜란드의 한 어부가 발견했다. 잡힌 청

하나가 된다는 의미였다.

어를 단칼에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후 선상에서 바로 염장하는 방법이었

313년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기독교는 1000년경 유럽 전역으로 확산

는데, 육지로 들여와서 다시 나무통에 염장하여 밀봉하면 1년까지 보관

된다. 이때 금요일에 고기를 금하는 풍습이 함께 퍼지면서 물고기 수요

이 가능했다. 네덜란드인들이 개발한 염장 청어는 오랜 보관 기간뿐만 아

가 증가했고, 이는 유럽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 14세

니라 둥근 통에 담아 보관했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해 유럽 시장에서 무려

기 유럽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육식을 금하는 기간

40%의 매출을 차지했다.

이 늘어나면서 물고기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자 ‘어떤 물고기를 먹을 것

한때 세계 선박의 절반 이상을 보유했으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

인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혔다. 또한 강이나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만으

서 극찬했던 국가가 바로 15~17세기의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에 청어

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했다. 결국 바다 물고기를 잡기 시작

가 없었다면 네덜란드의 번영도 없었을 것이다. 가난한 네덜란드를 세계

했고, 연안에서보다 원양에서 잡은 물고기를 즐기기 시작했는데, 그것

최고의 해양 강국으로 바꾸어 놓은 청어는 지금도 네덜란드의 오래된 건

이 청어였다.

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양이다. 네덜란드 역사를 바꿨던 청어 무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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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스케브닝겐(Scheveningen)에서는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대구

몰리는 대표적인 청어 잡이 축제가 열린다.
수르스트뢰밍은 세계 최고의 악취 음식이라고 평가 받은 청어 통조림
으로, 이것이 새로운 저장법을 낳았다. 수르스트뢰밍은 ‘신 청어(sour
herring)’라는 뜻이다. 스웨덴 북부 사람들은 청어를 염장하고 싶었으나
소금이 귀해 조금밖에 넣지 못했고, 이것이 새로운 저장법이 되었다.

신대륙을 가장 먼저 발견한 어부들
노르웨이의 바다에는 유럽의 역사를 바꾼 또 다른 물고기가 서식한다.
바로 대구이다. 깊은 바다 밑바닥을 헤엄치는 대구는 근육을 사용할 일이

센트의 상당부분은 청어였다. 유럽인들은 기름진 청어에 익숙했으나 점

적어 흰 속살이 발달했다. 덕분에 지방 함량이 적고 담백해서 청어보다

점 담백한 흰 살 생선에 매료되었고, 유럽의 물고기 시장에서 대구는 청

저장성과 상품성이 좋다. 처음 대구에 주목한 사람들은 바이킹(viking)이

어를 밀어내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었다. 바이킹은 ‘도망가다’라는 뜻의 고대 노르웨이어 비카(vika)에서 유

험난한 파도 때문에 대구 조업에 나선 60%의 어부들은 대구 조업 중에

래한 말로, 상업으로 부를 얻기 위해 고향을 떠난 스칸디나비아인들을 가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구 잡이의 이윤이 엄청났고 대구 수요도 끝이

리킨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근거지로 했던 북해와

없었기 때문에 수천km 떨어진 북대서양의 바다로 조업을 나가기도 했다.

발트해 연안까지 8~11세기까지 상업 활동을 하다가 세력이 커지자

북대서양과 인접한 나라의 어부들은 새로운 어장을 찾아 끝없이 서쪽 바

1,000년 전 스칸디나비아를 떠나 영국과 센강 유역을 침공하고 지중해

다로 진출했다.

동부 해역으로 진출해 모든 유럽을 정복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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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떼를 쫓아 서쪽으로 간 어부들은 아이슬란드를 지나 북미 대륙의

861년경 아이슬란드를 발견한 그들은 982년경에 아이슬란드를 떠나

동쪽 끝, 뉴펀들랜드(Newfoundland)에서 대구 조업을 시작했다. ‘새롭

그린란드에 정착하기에 이른다. 바이킹들이 그토록 먼 거리까지 항해할

게 발견된 땅’이라는 뜻의 뉴펀들랜드는 1497년 이탈리아 태생의 영국 탐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바이킹의 주식은 주로 대구였는데, 이들은

험가 존 캐벗이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대구

대구를 바람에 말려 보존과 수송이 용이하도록 했다. 마치 칭기즈 칸의

어장을 이용한 어부들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어부들이 대구의 황

부대가 육포의 개발로 원정이 가능했던 것 같은 이치이다. 스칸디나비아

금어장인 이곳을 비밀에 붙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들

의 차가운 바닷바람에 바짝 말려 수분과 무게를 줄인 대구는 신대륙 발견

을 토대로 최근 일부 역사학자들은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이전에 대구 잡

과 유럽 팽창의 큰 역할을 해왔다.

이 어부들이 먼저 신대륙을 발견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하튼 대

스페인의 바스크인에게는 바이킹에게 없는 소금이 있었다. 바스크인은

구의 수요 증가가 대양으로 나가고자 하는 욕구를 이끌어냈고, 신대륙으

대구를 염장하여 저장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후 이를 무역했다. 16~18

로의 이주를 상당부분 촉진시킨 것은 역사적으로 자명한 사실이다. 1620

세기까지 유럽인이 소비한 물고기의 60퍼센트는 대구였고, 나머지 40퍼

년 메이플라워호를 탄 최초의 정착민이 도달한 곳도 미국의 케이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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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평생을 헤엄쳐야 하는 특성 때문인지, 참치는 맛도 좋고, 비싼
어종으로 유명하다. 참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일본의 도쿄 츠키
지 수산시장에서 2012년 신년 첫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의 참치가 나와 일
본 전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 이날 세운 기
록은 역대 최고가 기록을 2,000만 엔이나 뛰어넘는 5,649만 엔(약 8억
5,000만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금액이었다. 킬로그램 당 3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다. 신년 첫 참치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를 낸 곳은 스시잔마
이라는 도쿄를 중심으로 전국에 46개의 점포를 소유한 스시 프랜차이즈
이다. 손님 앞에서 참치를 부위별로 자르는 ‘참치 해체 쇼’나 스시 장인이
(Cape Cod), 즉 대구곶이었고 17세기 신대륙으로 이주한 이주민의 대부
사진에서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
이 참치의 지느러미를 감출 수 있
는 격납홈이다. 평상시에는 사진과
같이 있다가 빠르게 헤엄쳐야 할
때 위의 사진처럼 격납홈에 지느러
미를 감추고, 또 배 지느러미도 접
는다.
출처 | 부
 산 MBC 다큐멘터리
3부작 ‘참치 전쟁’

분은 어부였다.

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스시 학교’를 운영하는 곳으
로도 유명하다.
고가의 참치는 대부분 잘 아는 것처럼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참치도
부위별로 판매한다. 부위별로 그 맛을 감별할 만큼 참치의 맛에 주목한

평생 헤엄쳐야 하는 물고기

것은 일본뿐만은 아닌 것 같다. 지중해에서도 단백질의 주공급원으로 참
치가 각광을 받았던 것 같다. 참치 알을 소금에 절여 말린 것으로 갈아서

평생 잠들지 못하고 헤엄쳐야하는 물고기가 있다. 바로 참치이다. 이는

스파게티에 뿌려 먹거나 그 자체로 얇게 썰어 먹는 보타르가(Bottarga),

참치의 독특한 아가미 구조 때문이다. 참치의 아가미는 플라스틱처럼 딱

소금에 절여 말린 참치 허리 살인 모쉬아메(Mosciame), 여기에 염장 건

딱한 덮개 속에 부채처럼 생긴 여러 겹의 판이 있다. 이 살은 물속의 산소
를 흡수하는 기관인데, 참치는 아가미를 스스로 움직여 물을 빨아들이고
내뿜을 수 없다. 입을 약간 벌리고 달려서 바닷물이 산소 흡수 기관과 아
가미 덮개를 통과하도록 해야 숨을 쉴 수 있다. 멈추면 질식사하게 되는
것이다. 참치와 고등어 등 일부 어류가 이러한 아가미 구조를 가지고 있
다. 참치의 독특한 아가미는 다른 어류보다 큰 심장과 몸 안에 촘촘한 모
세혈관을 발달시켰다. 다른 어류보다 큰 심장은 근육에 힘이 필요할 때
급격히 움직여 산소를 공급한다. 참치는 겉모습도 유선형으로 수중유영
에 최적화된 형태이다. 비늘이 없으며, 몸통에는 지느러미를 감출 수 있
는 격납홈이 있다. 이는 빠른 속도로 헤엄쳐야 할 때 옆 지느러미를 숨겨
저항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로 먹이를 쫓거나 상어와 같은
포식자에게 쫓길 때 사용한다. 보통 참치는 평상시 20~30km의 속도로
다니며, 유사시에는 100km 이상의 속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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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의 다양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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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참치 심장인 쿠오레(Cuore di Tonno)까지 지중해의 이탈리아 음식

를 수정이 가능한 연령으로 키우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1년생 참다랑어

중에는 참치와 관련된 음식의 종류가 많다.

치어의 가격은 10만 원대로 상당히 고가인데, 이를 출하가 가능한 성어

3000년 전인 고대 로마시대부터 참치의 길목을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
함정 그물로 덫을 놓아 참치를 잡는 방식인 ‘마탄자(mattanza)’라 불리는

(成魚)로 키웠을 경우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니, 고부가가치 창출
이 가능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참치 어업이 행해졌다. ‘마탄자’라는 말은 스페인어에서 기원한 말로 ‘죽
이다’라는 뜻의 ‘마타르(matar)’가 어원이다. 지중해로 찾아오는 참치는
본능적으로 서쪽으로 향해 가는데, 우두머리 참치의 방향을 함정으로 돌

비밀이 많은 물고기

려 이들을 잡는 방식이다. 이렇게 잡아들인 참치는 소금에 염장 과정을
거쳐 유럽 전역에 공급되었다. 염장 참치 무역은 로마에 큰 부를 가져다
주었고, 지금도 지중해에는 참치를 뜻하는 체테(Cete)라는 말과 관련된
지명이 많다. 1만 년 전 선사시대 시칠리아 서쪽 레반조 섬에는 초기 인
류가 숭배했던 대상을 동굴 벽에 그림으로 남겼는데, 거기에는 참치 그림
이 있다. 최소한 1만 년 동안 참치는 지중해 사람들과 함께한 것이다.
참치는 스시의 열풍 덕분에 이제 세계인의 물고기가 되었다. 뉴욕에서
런던, 두바이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날것을 먹지 않던 중국인들까지 스시
열풍 대열에 합류했다. 참치 수요 증가는 호주의 작은 어촌이었던 포트
링컨을 호주에서 가장 백만장자의 비율이 높은 도시가 되었다. 포트 링컨
은 바다에서 잡은 참치를 6개월간 양식 후 출하하는데, 1만 4,000명에 불

장어(長魚)는 한자 그대로 몸이 뱀처럼 긴 물고기이다. 분류학적으로는
경골어류 뱀장어목에 속하는 모든 종류가 포함되지만 무악류인 먹장어도
길이가 길어 장어로 분류된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장어의
종류는 보통 민물장어라고 부르는 뱀장어, 여수 등지에서 ‘하모’라고 불리
며 육수에 살짝 데쳐먹는 샤브샤브로 유명한 갯장어, ‘아나고’라 불리며
횟감으로 유명한 붕장어, 껍질을 벗겨 놓으면 꼼지락 거린다고 하여 불리
는 ‘꼼장어’, 포장마차에서 술안주로 인기가 많은 먹장어 등이 있다.
흔히 장어라고 이야기하면 뱀장어를 의미한다. 뱀장어는 비밀이 많은
물고기이다. 강에서 일생을 보내는 민물고기로 때가 되면 바다로 돌아가
산란을 하고, 생을 마감한다. 산란을 위해 장어가 여행을 하는 거리는

과한 작은 도시를 참치 산업 규모 2,300억 원의 부자 도시로 만들었다.
불과 60여 년 전에는 기름기가 많아 처치 곤란하던 물고기의 존재인 참
치가 변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참치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바다에서 잡히는 참치의 양
은 점차 들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부분은 바다에서 연승어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연승어업은 긴 줄에 낚시 바늘을 여러 개 달아 낚아 올리
는 방식을 말한다. 고가의 어종이다 보니 남획으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들
고 있는 추세이다. 참치의 어획량을 줄이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일본은 최근 긴키대학교 수정연구소에서 2002년 인공수정 치어를 대
량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처음 참치 양식 연구를 시작한지 40여 년 만에
이룬 성과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주도 근해에서 인공 수정된 참다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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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좌), 먹장어(우)
붕장어(좌), 갯장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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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000km에 육박한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어디에서 산란을 하는
장어의 이석(위)
장어의 이석을 통한 산란일과
부화일 추정(아래)

지, 그리고 그 치어가 어떻게 강으로 돌아오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장어가 민물에 사는 기간은 5~6년이고 산란기가 되면 색깔이 은백색
으로 변한다. 장어가 산란하는 장소를 찾는 것은 오랫동안 학자들의 난제
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30년대부터 장어 산란장을 찾는 연구를 진
행해오고 있다. 장어의 산란장을 찾는 연구의 방법은 가장 어린 치어를
찾아 그 부근을 장어의 산란장이라고 유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란장 추정지가 점점 남하했다.

짜를 측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실뱀장어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제주도
해역의 실뱀장어에서 채취한 이석을 통해 이들이 약 8개월에 걸쳐
3,000km를 해류에 실려 유영을 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 도쿄대학교 해양연구소는 20여 년 동안 태평양 일대를 뒤진 끝에
Mariana Is.
장어 산란장 추정지

지난 1991년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뱀장어 치어 수백 마리를 잡는 데 성
공했다. 이 연구소의 쓰카모토 가쓰미 교수는 필리핀과 마리아나 해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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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학자들은 태평양 바다를 헤매며 더욱 작고 어린 치어를 잡

맥 사이의 서북 태평양을 뱀장어 산란장이라고 추정하는 논문을 《네이처》

아 장어의 산란장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란장 추정 연구

에 발표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어 2006년에는 3일된 난황을 가진 새

는 실뱀장어의 이석(耳石)을 통해 장어의 나이를 알아냄으로써 큰 전기

끼를, 2008년에는 알을 품은 성어를, 그리고 2009년에는 알과 성숙한 뱀

를 마련하게 되었다. 단단한 뼈를 가진 경골어류는 머리, 엄밀하게 말하

장어를 추정 산란장에서 발견하게 되어 그동안 산란장을 알 수 없었던 뱀

면 귀 속에 이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석은 칼슘과 단백질이 주성분으로

장어 생태의 베일을 벗겼다.

이루어진 뼈와 비슷한 물체로 몸의 균형을 감지하는 평형감각 기관이다.

하지만 아직도 장어가 산란장을 어떻게 찾아가며 구체적인 이동 경로

이 이석을 쪼개거나 갈아서 단면을 보면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무늬가 있

는 어떻게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해저산맥 때문에 교란된 지자기

는데, 이를 통해 어류의 나이를 알아낼 수 있다. 장어의 이석은 정확히 하

(地磁氣, 지구가 가지는 자기)와 염분이나 수온이 다른 해류가 만나는

루에 한 칸씩 자라며, 실뱀장어의 이석을 통해 정확한 수정과 부화한 날

독특한 심해를 감지해 산란장을 찾는다는 가설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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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어의 양식은 민물로 돌아오는 실뱀장어를 채취하여 이를 어른
물고기가 되도록 키우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물고기를 양식하는 경

변화가 원인이다. 가장 최선의 해결방안은 인간의 어업 방식을 바꾸는 것
이지만, 이것은 각국의 첨예한 이해대립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 일반적으로 어미로부터 알을 짜내 부화시켜 물고기 새끼를 만든다.

어족 자원의 고갈과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산 자원을 보급

그러나 뱀장어는 아직 인공적인 부화가 힘들어 하구로 올라오는 자연산

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방향을 선회하

실뱀장어를 잡아 키운다. 이를 양만(養鰻)이라고 한다. 보통 물고기는 양

고 있다. 그렇다면 기르는 어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수

식이라고 하는데, 뱀장어에는 유독 ‘뱀장어 만(鰻)’을 써서 양만이라고 하

산 자원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어느 산업에서나 순수 학문의 중요성

니 그만큼 특별하다는 뜻일 것이다.

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물고기 이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온대산 실뱀장어 자

야기도 단순히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물고

원이 90% 이상 줄어들었다. 유럽연합은 2009년부터 수출을 규제하고 있

기의 생태에 관한 연구는 현재의 재미 차원을 넘어서 미래 우리나라 수산

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은 자국의 실뱀장어 어획량이 감소한데다가 수입

업의 생존을 좌우할 키가 될 것이다.

량까지 줄어 뱀장어 양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뱀장어의 가격도

이러한 흐름은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갈수록 부각되리라 확신

나날이 올라 1980년대 중반 1kg당 수십만 원 하던 것이 1997년에는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생물자원, 즉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

1,000만 원을 넘었다. 당시 금값인 1,200만 원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쟁터이다. 세계의 종자 시장 규모는 1775년 120억 달러에서 2008년 기

2012년에는 4,000만 원을 넘어 7,000만 원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이제 양

준 약 695억 달러로 5배 이상 성장했는데, 2020년에는 약 1650억 달러

식 장어를 먹기에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2008년 수산 종자 산업은 157억 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남획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굿둑도 원인

러의 규모이다.

으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하천은 유량 관리를 위해 강과 바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다를 하굿둑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때문에 어른 장어는 바다로 내려가지

(FAO)의 공동보고서(OECD-FAO Agriculture Outlook 2011~2020)〉

못하고, 실뱀장어는 강을 거슬러 오르지 못한다. 물론 하굿둑에는 어류들

에 따르면 수산업 중에서도 양식어업이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로 평

이 강을 오를 수 있도록 ‘어도(魚道)’를 설치했지만, 하굿둑의 어도 대부분

가받고 있는데, 세계 각국은 미래 식량산업으로 양식어업에 주목하고 이

이 연어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실뱀장어에게는 굉장히 높은 높이

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다. 또한 어도의 설계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지만 강과 바다가

국내 양식어업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단기

만나는 기수역(汽水域)을 보존하는 것이 더욱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은 종자 수급, 어장 환경, 질병

할 수 있겠다.

관리, 개발 품종의 단순화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문제들
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산 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산 종
자 산업화에 대한 뒤늦은 대응은 농산물처럼 토종 종자가 국외로 유출된

어족 자원의 고갈과 수산업의 미래

후 국내로 역수출되어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영국 탐험가 존 캐벗이 양동이로 퍼 올려도 될 만큼 많다고 했던 대구
는 이제 멸종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이는 무차별적 남획과 생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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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병들어가는 바다

해양오염
바다는 지구상의 97% 이상의 물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버리는 각종 폐기물
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오염물질이 바다 전체에 골고루 분산되지 않고 일부 국한
된 해역에 머물고 그 자리에 침적됨으로 그 지역의 해수 및 해양 지질에 오염을 가중시키고 해운 및
수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환경과 경제에 피해를 주게 된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급속한 산업화 등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
기 위한 생산과 소비의 증가는 배기가스, 생활 및 산업 쓰레기, 오폐수 등

어망에 걸린 쓰레기
출처 | 김상수

의 폐기물도 함께 증가시켰다. 특히 중금속을 포함한 각종 오염물질들이
하천 등을 통하여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폐기물과 유해성이 높은 오염물질들은 해양의 자정능력을 넘어 심
각한 해양 오염원이 되고 있다.

핵심키워드
해양쓰레기 | 해양쓰레기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2012년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배출 폐기물의 종류로 언급된 분뇨, 폐수, 원료동식물 폐기물,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성
폐기물, 수산 가공 잔재물, 수저준설 토사 등을 해양 폐기물로 분류했다.

해양으로 흘러들어 침적된 각종 폐기물은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
고 있고, 이로 인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더불어 해양 동식물에 악영
향을 미쳤다. 이것은 곧 해양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인간들의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998년 그린피스(Green Peace)의 〈세계 바다에 대한 보고서(Report

유엔환경계획 |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은 1972년 유엔 인간 환경

on the World’s Ocean)〉 의하면 전 세계 해양 오염의 주 발생원을 육상

회의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의에 의해 유엔 산하기구로 설립되었다. UNEP는 1974년부터 해양오염 방지를

기인 물질(77%), 해상기인 물질(12%), 해양투기(10%)로 분류하고 있다.

위한 통제와 권리를 목적으로 지역해 프로그램(Regional Seas Program)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종 폐기물의 분해 시간은 신문은 6주, 섬유 장갑은 1년, 스티로폼 부표

해양 안전과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 조약을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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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에 따
라 해안 쓰레기, 부유 쓰레기(해수면 가까이에 떠다니는 쓰레기), 해저 또
는 침적 쓰레기(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쓰레기) 등으로 분류한다.
해양쓰레기는 부유성 쓰레기와 침적성 쓰레기로 나눈다. 부유성 쓰레
기는 이동성이 높아 조류를 타고 해안가나 먼 바다로 이동하는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실제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2012년 국가 해양 폐기물의 모니
터링 결과 모니터링 정점 20곳에서 조사된 외국기인 해양 폐기물이
1,647개로 전체 5만 1,347개의 3.2%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해양쓰레기들은 해안가를 뒤덮기도 하며, 분해가 잘 안 되는 부유
성 쓰레기는 100년 이상 해양에 떠다니기도 한다. 부유성 쓰레기에 속하
그물에 걸린 해양쓰레기(좌)
산호초를 덮고 있는 어망(우)

이상 소요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폐기물을 인간이 회수하지 않으면 해수

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는 물질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해

면이나 해저에 침적되어 각종 오염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수면에 떠 있게 된다. 특히 플라스틱은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해양쓰레기이다. 이런 난분해성 폐기물은 해류를 따라 흐르

출처 | NOAA/NMFS

해양쓰레기란 무엇인가

다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지는데, 해양생물들이 이를 먹이로 착각하고 먹

한국에서 일본 나가토로 이동
한 양식용 화학 약품통

을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출처 | 이종명

해안 폐기물에 대한 이렇다 할 정의는 따로 없지만 해안 폐기물은 해양
폐기물의 범주에 속한다. 해양 폐기물은 바다 쓰레기, 해양쓰레기라고도
불리지만 이 둘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은 법률적으로 해양 폐기물과
해양쓰레기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2012년 제정된 해
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배출 폐기물의 종류는 분뇨, 폐수, 원료동식물 폐
기물,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 폐기물, 수산 가공
잔재물, 수저 준설 토사 등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해양쓰레기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는 법령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다만 해양수산부의 1차 해양
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에서 ‘해양쓰레기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해안에 방
치되거나 해양으로 유입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형물로 재질과
종류, 기존 용도를 불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도 법령상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의하면 ‘해양쓰레기는 인간이 생활
또는 산업 활동으로 만든 물질이 연안으로 이르거나 강이나 바다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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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의 종류

해양쓰레기 종류별 분해 속도

부유성

침적성

분해 속도

종이류

1개월

의류 및 천

1~12개월

나무

13년

고무

100~500년

플라스틱류

500년

금속

100~500년

로프

500년

유리

500년 이상

자망이 목에 걸려 상처를 입은
바다사자

출처 | S ave Our Seas Ltd./
Tom Campbell/
Marine Photobank

해양쓰레기가 생태에 미치는 영향
해양쓰레기는 해양생태계나 해양활동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거와 처리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즉 해양쓰레기가 방치된다면
어획량의 감소는 물론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해양 생태계의 혼
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해양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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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의 피해를 살펴보면 썩지 않는 폴리에틸렌 등의 플라스틱류에

2010~2011년까지 2년 동안 한국의 해양쓰레기 생물 피해 사례를 조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바닷새가 연간 200만 마리, 포유류가 10만 마리 이

사한 결과 약 40여 건의 수집 사례와 20종의 생물이 관찰되었다. 그중 37

상 피해를 보고 있다. 그중에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유망은 잘 분해되지

건이 조류였으며, 괭이갈매기가 낙동강하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않아 어류나 포유류가 걸려 죽거나 먹이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더 큰

수집된 자료 중에 조류가 17종으로 85% 이상을 차지했고, 이 중에는 천

문제는 이런 오염의 최후 피해자는 먹이사슬의 최상위층인 인간이라는

연기념물인 저어새와 호사도요, 큰고니도 포함되어 있었다. 낚싯줄 같이

점이다. 해양생물의 오염물질이 인간에게 그대로 쌓일 경우 각종 질병을

고리가 있는 해양쓰레기는 동물의 부리나 목, 날개, 발에 쉽게 감기고 작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은 크기의 해양쓰레기는 먹이로 착각해 삼키게 된다.

호주는 1974~2008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로 피해를 입은 해양생물

천연기념물 449호로 지정된 호사도요는 희귀한 철새로 서울 부근과 충

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거북이 6종, 고래 12종, 듀공과 바닷새 34종, 물

남 대호, 경남 낙동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년 서

개 8종, 상어와 가오리 10종 등 최소 78종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도 그

산 천수만에서 호사도요가 번식하고 있는 것이 최초로 확인된 이후 계속

물에 걸리거나 엉키는 사고를 당하거나 먹이로 오인해 소화불량이나 소

번식하고 있다. 주로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아프리카,

화장애를 입고 굶어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본 전역에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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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가되는 상태)시킴으로써 플랑크톤을 이상 번식시켜 적조 현상
을 일으키기도 한다.
폐어망 같은 어구들은 선박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엔진이나 프로펠러에 감겨 해양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1992년 서해
페리호 사고도 해양쓰레기로 인한 안전사고였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생건수

8건

16건

14건

6건

4건

천연기념물 205호 저어새 전 세계적으로 5종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위의 표와 같이 최근 5년간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는 매년 평균 10건

호사도요(좌)
출처 | 문화재청

나라에는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 2종이 서식한다. 저어새는 중국, 한국

정도가 발생한다. 경관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데 수시로 밀려오는 해

큰고니(우)

등지에서 번식하며 일본, 타이완, 중국의 하이난 섬 등에서 월동한다.

양쓰레기는 환경오염은 물론 해양관광산업에도 피해를 주고 지역 경제에

저어새는 노랑부리저어새와 아주 닮았으나 몸길이가 73.5㎝로서 다소

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 쓰레기와 달리 해양쓰레기는 그 처리 방식에

작다. 몸 전체가 흰색이고,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이다. 여름깃은 뒷머리와

있어 많은 한계가 따르고 처리 비용 또한 일반 쓰레기에 비해 3배 정도가

목이 노란색이며 겨울깃은 뒷머리와 목의 노란색이 없다. 해안의 얕은 곳

더 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수거 자체가 쉽지 않고 수

이나 간석지, 갈대밭 등에서 생활하며, 잠은 숲에서 잔다. 먹이는 작은 민물

거가 되어도 염분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고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곳도

고기나 개구리, 올챙이, 곤충, 호수나 늪지 식물과 그 열매를 즐겨 먹는다.

많지 않아 처리 자체가 쉽지 않다.

폐어류로 인한 해양사고 건수
(2008~2012)
출처 : 중
 앙해양안전심판원,
2012

버려진 어구들은 선박의 안전
에 큰 위협을 가한다.

천연기념물 201호 큰고니는 9종이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고니,
큰고니, 혹고니 3종이 있다. 가을이 되면 추위를 피해 우리나라의 동해안
과 남해안에서 겨울을 난 후 북쪽 캄차카 반도에서 동북부 시베리아에 걸
친 툰트라 지대의 먹이가 풍부한 환경에서 번식한다. 고니는 몸길이
120㎝ 정도로 큰고니보다 몸집이 작다. 암수 모두 몸은 흰색이고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이며 부리의 머리는 노란색이다. 어린 새는 몸이 밝은 회갈
색을 띠고 부리는 분홍색으로 큰고니 무리 속에 섞여서 겨울을 난다.
저서 생물의 경우 우리나라의 남해와 서해의 연안은 많은 섬들과 지형
에 따른 조석의 발달로 복잡한 퇴적 구조 속에 저서 생태계가 공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쓰레기가 연안에 떠다니거나 침적하게 되면,
햇빛을 차단하거나 산소의 공급을 막아 해양생물의 서식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해양생물이 질식하거나, 과다한 인, 질소 성분이 해수를 부영
양화(수중 생태계 안에서 인·질소 및 다른 식물 자양분들의 농도가 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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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 특히 육상 쓰레기는 태풍이나 홍수, 집중호우 때 한꺼번에
바다로 유입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상 쓰레기는 해상에서 어업 활동
이나 낚시 등으로 생긴 폐어구, 낚싯줄, 로프 등과 선박의 운항이나 해양
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쓰레기 등이 있다.
구분
육상기인

●

집중호우, 홍수, 태풍 시 하천이나 강을 통해 유입되는 생활 쓰레기

쓰레기

●

해변에 출입하는 관광객이나 연안 주민들의 투기로 인한 폐기물

●

어업활동 중 유실 또는 투기되는 어구

●

정치망 또는 양식장에서 태풍으로 유실되거나 버려진 어구

●

선박운항, 해양시설 이용 또는 해난 사고로 발생하는 폐기물

해상기인
쓰레기

바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해양
쓰레기들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

발생 원인별 주요 쓰레기

(단위%)

구분

한국

일본

호주

미국

서유럽

전체평균

플라스틱류
(스티로폼포함)

75.8

92.2

74.1

22.9

75.0

68.0

유리

9.0

2.2

2.9

12.6

2.1

5.8

나무

6.2

0

0

0

2.9

1.8

항행 등 해상 쓰레기는 연간 5만 400톤으로 추정하며, 강, 하천, 해안가

금속

2.8

1.0

0.8

34.7

2.9

8.4

로부터 유입되는 육상 쓰레기는 10만 9,400톤으로 추정한다. 총 연간 15

고무

0.4

0.7

21.6

3.7

1.5

5.6

의류 및 천

1.9

0.6

0.3

15.0

3.0

4.2

종이

2.3

1.0

0.1

0

4.4

1.6

기타

1.6

2.3

0.2

11.1

8.2

4.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확실한 통계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1997년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
기의 총량을 매년 640만 톤으로 추정한 바 있다. 2008년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의 1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어업활동, 선박

만 9,800톤이 발생되는 것이다. 하지만 해양쓰레기는 강이나, 하천, 선박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별
구분

국가별 해양쓰레기의 발생현황
구성비

등 그 원인이 다양하고, 해양쓰레기의 유입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쉽지 않
은데다 이미 침적된 해양쓰레기의 발생량은 파악 자체가 어려워 공식적
인 발생량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은 육지에서 만들어진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
는 경우와 바다에서의 여러 해상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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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육상기인 쓰레기는 인간의 농축산 활동이나 생활 오폐수 등이 하천

전 세계의 해양쓰레기의 종류별 분포를 보면 플라스틱류가 해양쓰레기

과 강을 따라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도서 지역 및 인접 지역 주민들에

의 70%에 해당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금속, 유리, 고무, 의류가 많이

의해 버려지는 쓰레기와 해변 관광객들에 의해 버려지는 쓰레기이다. 또

발생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류는 부유 쓰레기와 침적 쓰레기 모두에서

연안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가 파도나 바람에 의해 바다로 유입되는

가장 많은 발생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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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폐스티로폼
출처 | 홍선욱

국제적 대응 및 개선 방안
미국은 2006년 해양쓰레기 연구 및 보존과 감축 헌장을 발효하여 해양

바다이야기

로부터 항행 허가를 받기 전에 선박 내의 모든 쓰레기는 수용시설로 운반

바다 밑에서 쓰레기를 건져 올
리는 잠수부들

해야 하며 항구는 쓰레기를 수용해야 한다.

출처 | 제주해경

쓰레기 규제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 조사 및 통제법을

일본은 해양쓰레기의 국가 간의 이동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

만들어 미국 수역 내에서 어떤 선박이든 플라스틱을 폐기하는 것을 불법

으며 2002년부터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성이 주도하여

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와이 연안의 산호초는 미국 전체 산호초의

9개의 관련 정부 부서가 협의회를 설치하여 원활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보호·보존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

이를 통해 해외 기인 쓰레기에 의한 해양 생태계의 환경 및 경관 악화와

이고 있다.

해안 기능 저하 및 어업의 피해, 선박의 안전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호주는 국립해양청(The National Oceans Office)이 해양 정책을 관리

218

활동 또한 매년 지자체가 주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선박이 스웨덴 항구

고 있다.

하는데 해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과 자연 서식지의 소멸로 위협받

한국은 1991년 해양오염 방지법을 시작으로 1999년부터는 해안 정화

는 해양생물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봉지에 대한

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 관리 정책의 체계화를

해양생물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위한 연구를 시작하는 등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스웨덴은 지자체가 쓰레기의 수집과 처리 시설로 운반하는 책임을 지

있다. 먼저 전국 20개소를 선정하여 국가 간의 이동 상황을 조사하는 해

며 모든 지자체는 지역 쓰레기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변 정화

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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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연근해 32개 해역의 현장 조사를 통한 해양쓰레기의 변화 양상

은 지역 협약의 채택을 촉진하고 해양자원을 보호하며, 해양오염에 대해

분석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수거와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평가를 하고 개발도상국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

위해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는 현지 주민들을 활용하고, 연근해 어장의

다. 14개 지역해 프로그램 중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해는 북서태평

폐어구, 폐어망 등 해양 부유, 침적 쓰레기는 민간업체에 맡겨 실시하고

양해(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5개국)와 동아시아해(인도네시아,

있다. 이 밖에도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는 2011년 해양쓰레기 대응 센터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호주, 캄보디아, 중국, 한국, 베트

를 구축하여 정책개발,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남 10개국) 두 곳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각 국가들과 국제 사회가 해양쓰레기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쏟아지는 배출량과 어업활

해양쓰레기 관련 협약

동에 사용되는 도구의 재질(플라스틱류 등)의 변화, 좀 더 강력한 각국의
자발적인 통제와 기준 마련, 해양쓰레기로 인한 국제적인 분쟁을 방지하

1972년 스톡홀름의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해양 투기 활동을 규제하기

기 위한 중재와 노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구 온난화 문제와 더불어

위한 범세계적인 체제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되어 폐기물의 해양 투기 방

해양쓰레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지에 관한 1972년 런던 협약이 탄생하게 되었고 1975년 8월에 발효하게

해양환경보전은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할 공동

되었다. 이 협약 내용에서 당사국들에게 폐기물의 해양 투기 방지 의무를

의 과제이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시 말해 국제적인

부과하여 각 국가로 하여금 인류 건강과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자원에 피

공동의 과제인 해양쓰레기 문제는 각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UN과

해를 주고 쾌적함을 해치며 합법적인 바다의 이용을 방해하는 폐기물의

같은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방향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방출, 특히 선박, 항공기, 선착장, 바다 위의 인공 구조물 등으로부터 폐

위한 충분한 연구와 현장조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UNEP 같은 국제

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

기구에 좀 더 주도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다. 이후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면서 해양법의 기본 틀이 마련

한다.

되었고 이를 통해 해양오염 관련 기본 원칙들이 구체화 되었다.
UNEP은 1972년 유엔 인간 환경회의의 권고에 따라 유엔 총회의 결의
에 의해 유엔 산하기구로 설립되었다. UNEP은 1974년부터 해양오염 방
지를 위한 통제와 관리를 목적으로 지역해 프로그램(Regional Seas
Program)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 안전과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조약을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14개 지역 140개 연안국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인 해양환경보호
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역해 프로그램은 주로 육상기인 오염 및 선박사고로 인
한 해양오염, 생물다양성보호, 방사성 물질과 같은 위험 물질에 의한 오
염 및 그 이동을 규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지역해양 프로그램

220

바다이야기

Ⅱ.첨단기술과 함께하는 해양자원

221

더 알아보기

유출유로 오염된 만리포 해수욕장 (방제 이전) 출처 | 국토교통부

자원봉사자 해수욕장 방제작업 출처 | 국토교통부

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

해양오염 사고의 주요 오염원으로는 선종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기타선에 의한 사고 건수가

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해양 생태계

76건(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선 66건(26%), 화물선 48건(20%), 유조선 32건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피해 보상 문제로 많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

(12%)순이며, 유출량은 화물선 사고로 인한 유출량이 222㎘로 전체 유출량의 53%를 차지하여

다.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일일 평균 약 230여 척의 유조선이 81만 톤의 기름을 운송하고 있으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유조선에 의한 사고 건수는 10% 정도이나 유출량은 전체의 24%를 차

화물선, 예인선, 여객선 등의 입출항이 빈번하여 선박 등 해양 시설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 발생

지하여 단 한 건의 유조선 오염 사고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해양오염 사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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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사고의 대표적 사례는 2012년 1월 19일 포항시 영일만항에서 있었던 대형화물선 좌

2012년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 건수는 총 253건으로 2011년보다 12%가 감소했다. 이는 최근

주 사고를 들 수 있다. 영일만항에 대기 중이던 화물선 글로벌 레거시호(2만 9,753톤 파나마선

5년 평균 발생한 사고 건수(284건)에 비해 31건 감소한 수치이다. 2012년에 발생한 253건 중

적)가 기상악화로 해안으로 밀리면서 방파제에 충돌 후 해안가에 좌주되었다. 방파제 충돌 시 선

소형 선박으로부터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243건으로 전체 사고의 96%를 차지했다. 사고원

체 파공으로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자 선원들이 선저폐수 등 115㎘가 배출되면서 해안가와 주

인은 취급부주의 171건(68%), 충돌이나 침몰 등으로 인한 해난 사고가 33건(13%), 파손 27건

변 해상을 오염시켰다. 글로벌레거시호 사고는 인근 상가와 어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으

(11%), 고의 12건(4%), 기타 10건(4%) 순으로 나타났다.

며, 아직도 피해 보상 등 후속처리가 끝나지 않아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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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중문화재란 무엇인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예부터 고유한 해양문화를 이루며

바다 속에 잠든 역사와 문화를 깨운다

수중문화유산

살아왔다.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를 통해서도 타 지역과 끊임없는 문화 교
류를 해왔다. 역사시대로 접어들면서 해상 활동이 더욱 빈번해져 교역,
어로, 해전 등의 활동과 생활에 관련된 많은 물적 증거들을 바다 속에 남
기게 되었다. 선사시대 조상들도 뗏목이나 통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뼈낚
시, 작살, 원시적 어망 등을 이용해 어로 활동을 했다.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물고기 뼈와 어구류 등은 이러한 사

바다 속에는 해수면 변동으로 수몰된 과거 정착지와 교역, 어로, 해전
등의 활발한 해상 활동에서 기인한 수중 유물 등 인류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수중문화재는 역사
서에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역사 정보를 가득담은 귀중한 유물들로 선사시대 이래 바닷길을 통한
물자, 문화, 인류의 이동(교류) 양상이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임을 드러내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실을 입증해준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알려진 경남 울주군 반구대 암각
화에는 여러 사람이 배를 타고 고래를 잡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장보고(張保皐)는 완도 청해진을 발판으로 신라-당일본을 잇는 동북아 해상 무역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고려시대는 우
리 역사상 가장 활발한 대외 해상 교류가 전개되었던 시기로 연해 항로
를 이용해 조세로 걷어 들인 물품을 운반하는 조운(漕運)이 발달하기도
했다. 그러다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바다를 통한 대외활동은 점차 줄어들
지만, 국내의 조운은 더욱 발전을 하게 되었다.

곡물과 도기호 발굴
출처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핵심키워드
수중문화유산 | 바다, 하천, 강, 호수 등 물속에 있는 인류의 흔적 중 문화적, 역사적, 고고학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을 수중문화유산(Underwater Cultural Heritage)이라고 한다. 바다 속에는 해수면 변동으로 수몰
된 과거 정착지와 교역, 어로, 해전 등의 활발한 해상 활동에서 기인한 수중 유물 등 인류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수중고고학 |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연안에 위치한 유적지, 난파선, 범람한 도시, 항구 등 바다뿐만 아니라 강,
호수, 습지대 등의 물속에 있는 고고학적인 유적이나 유물인 수중문화유산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고고학의 한
분야를 수중고고학(Underwater Archeology)이라 한다.
수중고고학은 과거 물속에 잠긴 유물이나 유적을 발굴하여, 인류의 생활 방식과 역사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모든 활동이 대기 중의 육상이 아닌 바다나 하천 등의 수중이라는 조사환경과 육상과는 다른 접근 방법
적인 면에서 육상고고학과는 구분된다. 수중고고학은 고고학의 범위를 물밑까지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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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이 생겨나게 되었다. 수중고고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경
출처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로 시작된 비교적 젊은 과학 분야라 할 수 있다. 수중고고학은 과거 물속
에 잠긴 유물이나 유적을 발굴하여, 인류의 문화생활 방식과 역사 등을
밝혀내는 학문이다. 따라서 모든 활동이 대기 중의 육상이 아닌 바다나
하천 등의 수중이라는 조사환경과 육상과는 다른 접근 방법적인 면에서
육상고고학과는 구분된다. 즉 수중고고학은 고고학의 범위를 물밑까지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저 유물에 대한 첫 탐사활동
으로서는 문화재청(당시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1973년부터 시도된 충무
공 해전유물 조사가 그 첫 번째이지만,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수중고
고학 조사 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수중발굴은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실
수중문화재는 바다, 하천, 강, 호수 등 수중에 있는 인류의 흔적 중 문

시된 신안해저문화재 발굴조사이다. 신안해저유물의 발견 이래 수중문화

화적, 역사적, 고고학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을 말한다. 바다 속

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서, 현재까지 수중 매장문화재

에는 해상 활동을 하다 물속에 잠긴 유물과 해수면 변동으로 수몰된 과거

의 발견신고 해점(海点)이 23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의 정착지 등이 있다. 이런 수중 유물들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1943년 자크 쿠스토(Jacques Cousteau)와 에밀 가냥(Emile Gagnan)

많은 물적 증거가 된다. 침몰한 고선박, 선박에 실려 있던 선적물, 선상

이 발명한 아쿠아렁(aqualung)부터 1974년 대서양 중앙해령을 발견하

생활용품, 물 아래 잠긴 도시나 항구 등이 대표적인 수중문화재이다.

고, 1985년 타이타닉호를 탐사한 심해잠수정 앨빈호까지 잠수와 심해탐

수중문화재는 물속에 있어 육지에 매장된 문화재보다 보존상태가 양호한

사를 위한 해양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바다 속에서 인간의 활

2011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
면 마도 해역에서 발견된 고려
시대 난파선인 마도 3호선(좌)
심해잠수정 앨빈호(우)

편이라 좀 더 생생한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국가가 종합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한다. 그 가운
데 수중문화재 프로젝트는 문화재청 소속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전담하고 있다. 국가기관에서 전담하여 수중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 연
구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드물다. 그러나 발굴 조사가 아닌 지표 조사는
국가가 허가한 사설 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중요 수중유적의 경우는
발굴 조사 기간에도 사적(史蹟)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중고고학은 무엇인가
바다가 육지의 거대한 옛 성이나 왕릉 못지않게 많은 옛 유물을 보관
하게 됨으로써, 난파선과 유물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수중고고학’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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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영역이 나날이 넓고 깊어져가면서 수중고고학 발전은 점점 더 박차를

번째이지만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수중고고학 조사 개념이 도입된 최

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저 유물은 해저자원의 한 영역에 포함시

초의 수중발굴은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실시된 신안해저문화재 발굴

킬 수 있으며, 해저 유물 탐사는 최고도의 해저탐사 기술이 총체적으로

조사이다. 신안해저유물의 발견 이래 수중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적용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옛날의 배는 바다를 오가며 육지와 육지 사이

과 인식이 높아져서, 현재까지 수중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해점(海点)이

의 ‘공간’을 좁혔지만, 오늘날의 배는 난파선을 찾으며 옛날과 오늘 사이

23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신안 발굴 이후 여러 차례의 수중발굴조사가 행

의 ‘시간’을 좁히고 있다.

해지게 되었다.
1975년 늦은 봄,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한 어부의 그물에 청자 그릇 등 6점의 유물이 건져 올려졌다. 신안해저유

수중고고학의 발자취

물이 600여 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
이다. 또한, 신안해저유물은 바다 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 역사에 대한 인

수중고고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비교적 젊

식도 일깨워 주고 정부나 대중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를 마련했

은 과학 분야이다. 고고학사에서 최초의 수중고고학적 활동은 1775년

다. 어부의 매장문화재 신고가 있은 후, 1976년부터 9년에 걸쳐 해당 바

로마 인근 Tiber강에서 유물을 발굴하여 인양한 것이다. 그 이후에도 이

다 밑에서 침몰선과 유물의 발굴·인양 작업이 실시되었다.

탈리아, 그리스 등의 지중해 연안에서 잠수부를 통한 유물인양이 있었

발굴 작업은 기대 이상의 놀라운 성과를 냈다. 도자기, 금속 제품,

으나 고고학 지식의 부재로 인해 많은 유물이 훼손되고 파괴되었다.

석제품, 동전, 일용 잡화 등 총 2만 2,000여 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유

그 당시의 고고학자의 역할은 물 밖에서 잠수부의 작업을 지시하는 정

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침몰된 선박은 중국 항저우를 출발하여 우리나라

도였고 그로 인해 단순한 유물의 인양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1900년

를 거쳐 일본으로 가려던 무역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침몰 연대는 도자기

그리스 크레타 섬 인근해역에 대한 조사, 1907년 튀니지 로마상선 발

의 양식과 목간(나무 조각에 적은 문서) 등을 통해 볼 때 1300년대 중반

견, 1928년 그리스 로마의 난파선 발견 등으로 이어졌다. 육상에서의

으로 확인되었다. 이 해저 유물들은 14세기 유물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활동은 1909년 멕시코 치첸이트차 우물 발굴, 1928년 이탈리아 네미호

가치가 크다. 특히 수중에서 한 시기의 도자기가 대량으로 출토된 예가

선박 발굴 등이 있다.

없어 만든 시기와 생산지를 밝힐 수 있고, 고대 동양 무역선의 실체를

1943년 수중호흡기가 발명되고 스포츠 다이빙의 보급으로 수중고고
학이 크게 반전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지중해 연안에서 많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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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바다 속에 숨어 있던 뜻밖의 보물
은 황해가 예로부터 해양 교통의 요지였음을 증명하는 해양 유산이다.

적이 확인되고 유물이 인양되자 각 정부는 수중문화재에 대한 보호조치

이후 전남 무안 도리포, 완도 어두리, 목포 달리도, 신안 방축리, 제주

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수중고고학의 비약적인 발전의 한 획을 긋는

신창리, 군산 비안도, 야미도, 십이동파도, 보령 삽시도, 태안 죽도, 안산

사건이 1961년에 전함 Wasa호의 발굴, 인양이다. 이 조사는 조난구조가

대부동 등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고대 선박이나 유물 등이 인양되었다.

아닌 고고학적인 연구를 위해 거의 완벽한 형태의 배가 최초로 인양된 것

계획적인 학술 발굴 조사는 1989년 설립된 해군사관학교 충무공해전유

에 큰 의의가 있다.

물탐사단에 의해 1898~2001년까지 남해안일대를 실시한 것이다. 이 조

우리나라에서 해저 유물에 대한 첫 탐사활동으로는 문화재청(당시 문

사에서 전남 백도 근해에서 승자총통, 별승자총통, 지자총통, 불량기자

화재관리국)에 의해 1973년부터 시도된 충무공 해전유물 조사가 그 첫

포, 도추 등의 철제품과 도자기편을 인양했다. 이외에 완도 장도의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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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지역 개발 등으로 많은 자취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퇴적층이 노출되
지정문화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현재 소
장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총 3건 5
점이며 해당 유물은 “청자 퇴화문
두꺼비모양 벼루(보물 제1782호)”,
“청자 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 매병
및 죽찰(보물 제1783호)” 및 “청자
음각연화절지문 매병 및 죽찰(보물
제1784호)” 이다.
(지정일자 2012.2,12.17)

면서 역사적 난파선들은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수중 환경, 특히 우리
나라에서의 수중 환경은 육상 환경과 달리 인간이 익숙하게 활동할 수 있
는 공간이 아니다. 따라서 육상에서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업도 수중에
서는 특별한 경험과 주의를 필요로 하고, 많은 노력과 비용을 요구한다.
또한 비록 유물과 유적의 위치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수중에 들어
청자 퇴화문 두꺼비모양 벼루

청자 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
매병 및 죽찰

청자 음각연화절지문
매병 및 죽찰

시대 청해진 조사에서 접안시설로 추정되는 원목렬이 발굴되었다.
우리나라의 수중고고학은 1975년 신안 해저유적 발견으로 시작되었다.

가지 않는 한 보이지 않으므로 발굴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수중문화재를 조사하는 방법

이런 수중유물 발견신고를 통해 1976년 신안선을 비롯하여 총 21번의 발

수중문화재 조사는 크게 수중 지표조사(탐사)와 수중 발굴조사로 나눌

굴이 이루어졌으며, 역사적 난파선 12척, 유물 12만여 점이 출수(出水)되

수 있다. 수중 지표조사는 수중에 매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와 천연동

어 다시 역사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발굴성과로 중세 해양 교역사, 고

굴, 화석 등의 유구를 발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다. 유물

려 시대 조운과 해상유통과정, 한선(韓船)의 구조 등이 밝혀져 학술적인

을 발견하여 신고하고 도굴범을 검거하는 등에 의해 유물의 매장 여부를

성과도 컸다. 초기에는 해군의 도움으로 수중 인양작업이 이뤄졌으나, 국

확인하거나, 해양 건설 공사 시행자의 의뢰, 학술적인 목적 등으로 실시

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수중 고고학자를 양성하고 전문 기술과 장비

한다. 크게 사람이 직접 조사하는 육안조사(잠수조사)와 장비를 이용하는

를 구축하여 2002년부터 독자적인 수중발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장비조사(음향측심기, 지층탐사기, 지자기탐사기 등)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사전조사이다. 도서지방의 문헌조사와 현

우리나라의 수중 환경

장의 조사를 통하여 해상의 조건(수심, 조류 등)을 파악하고 조사 구역을
정한 후 어떤 장비를 사용하여 조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두 번째로는

사이드스캔소나를 이용한
해저면 조사

우리나라는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
하여 육로 못지않게 바닷길에서도 일상적, 상업적, 문화적, 국제적 활동
이 활발히 이뤄졌다. 활발했던 해상활동은 바다 속에 많은 흔적을 남겼
다. 한국의 수중문화재는 주로 서해에서 발견된 예가 많다. 한국의 서해
는 두꺼운 갯벌과 모래가 퇴적되어 있다. 갯벌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난파선과 유물들 위로 퇴적되면서 난파선과 유물을 타임캡슐로 만들어버
린다. 갯벌 환경은 난파선들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바닷물을 탁하게 하여
오늘날 수중발굴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해저 유적은 근대 이후 본격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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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선이동방향

탐사선이동방향

조사방향

조사방향

(Jack Stay)이다. 육안탐사 시에는 해저면 아래에 존재할지 모르는
유물확인을 위해 1m 또는 1.5m 길이 탐침봉을 이용해 탐침조사도 함께
장비를 이용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바다, 댐, 호수, 하천 등의 수중저(수
다중빔음향측심기를 이용한
해저면 탐사 모식도(좌)
수중문화재 탐사선 ‘씨뮤즈’호
(위)와 발굴선 ‘누리안’호(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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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다.

중의 지표와 그 하부 및 해양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연장된 해양수중의

수중 발굴조사는 수중 지표조사를 통해 유구나 유물의 집중 매장처를

지표와 그 하부)의 유물이나 유구 상태를 탐색하거나 확인하는 데 해저면

확인한 곳에서 실시한다. 해저에 매장된 수중문화유산은 오랜 기간 동안

음향 영상조사(SideScan Sonar), 지자기조사, 지층조사, 잠수 확인조사

주변 환경과 평형을 이루어 안정한 상태에 도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등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다.

성급한 접근과 발굴의 시도는 침선을 위험으로부터 복구하는 것이 아니

해양탐사장비를 주로 이용하여 조사구역 해저면의 상태와 지층을

원형 탐색(좌)
지그재그 탐색(우)

라 오히려 보존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탐사하여 유적지라 생각되는 이상체 지점을 확인하고 위성위치측정

수중 발굴과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발굴은 기본적인 목적이나 방법에서

장치(DGPS)를 사용하여 정확한 지점으로 이동한 후 잠수조사가 이루

는 차이가 없다. 다만 수중이라는 환경과 관련하여 특화된 장비나 방법을

어진다. 잠수사의 육안이나 영상장치 등으로 해저면을 조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에서 차별화될 뿐 고고학적 기술은 땅이나 바다나 동일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심해이거나 장해물(그물, 어구)로 인하여 조사가

발굴조사는 ① 유구(선체)나 유적의 규모파악 → ② 그리드설치 → ③

어려울 때는 무인잠수정, 무인유선카메라를 이용하여 이상체 지점의

단계적인 제토를 통한 정밀 발굴(사진, 영상촬영, 실측을 통한 기록) →

크기, 매장 상태 등을 조사한다. 잠수사의 육안탐사 방법은 여러 가지

④ 선체와 유물 인양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중 지표조사에서 이루어

가 있지만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잠수사가 기준점의 중심에서

지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사 방법을 수립하고 조사단을 구성하여

밖으로 조금씩 원형을 넓혀가며 조사하는 원형탐색과 일정한 길이의

조사 기간이나 조사 해역의 여건에 맞는 계획을 하며, 유구 확인 후 수중

고정된 기준선을 설치하고 잠수사가 기준선과 직각방향으로 탐색선을

발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굴이 이루어지게

조사하면서 조금씩 탐색선의 양쪽을 이동시켜 나가는 지그재그탐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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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구역 설정
해저 유구의 크기 및 유물의 분포지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수사가 해저면
의 유구를 가 실측 후 크기, 해저 매몰 상태 등을 점검하여 유물의 발굴을
위한 구획 틀을 설정하고 발굴 방법을 결정한다.
제토 작업을 하는 잠수사 (좌)
수중에서 유물을 사진 촬영하
는 잠수사(우)

2. 그리드 설치
해저 유구의 가 실측이 이루어진 후 본격적인 발굴을 위해 해저면에 철제
파이프, 줄 등을 사용하여 정사각형(1×1m 혹은 2×2m)의 구획 틀을 만들
고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 이러한 그리드의 번호는 유물의 정리 및 체계적
인 발굴 작업을 위한 태양에너지로 활용한다. 그리드는 발굴지역의 수중 환
경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될 수 있다.

4. 실
 측 및 촬영
정사각형의 그리드 안에서 내부 유물의 매장 상태를 확인하고 물속에서
젖지 않는 실측 도면을 이용하여 잠수사가 조사구역의 유물을 실측하고
촬영하는 단계이다. 유구의 매장층에 따라서 실측·촬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 단계는 수중발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단
계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1m×1m의 그리드
를 두 명의 조사원이 실측을 하는데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촬영
은 숙련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그날의 수중시계가 가장 큰 문제
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촬영을 잘하는 숙련자일지라도 수중시계가 확보되
지 않으면 촬영이 불가능하며, 조류 또한 방해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리드 설치(좌)
그리드 번호판 부착 작업(우)

3. 제토
갯벌이나 모래 등을 유구에서 제거하는 작업으로 수중에서는 이러한 작
업을 위해 에어리프트(Air lift), 진공 흡입펌프, 워터제트 등을 이용한다.
에어리프트는 고압의 공기를 이용하여 갯벌을 제토하는 장비이며, 조류
수중에서 난파선의 실측작업을
하는 잠수사(좌)
유물을 수습하는 모습(우)

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유물을 안전하게 육안으로 확
인하면서 발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진공 흡입펌프는 고압의 공기를
주입할 필요 없이 진공을 이용하여 갯벌을 직접 흡입할 수 있는 장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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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근에는 주로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워터제트는 물을 분사하여

5. 유
 물 수습

갯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잠수사가 움직이기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유구의 실측과 촬영이 완료되면 유물상자 등을 이용하여 유물을 인양한

있으며, 유물 매장처의 확인이나 이미 확인된 매장처의 갯벌 제거를 위해

다. 유물의 수습을 위해서는 먼저 유물을 해저면이나 유구 등에서 분리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켜야 한다. 이를 위해 유물의 파손 및 훼손에 유의하면서 유물을 감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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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갯벌을 대나무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인양 후 그 아래층에도
고려시대 난파선에 실려 있던
유물들 (좌)
수습한 유물의 분류(우)

유물이 존재한다면 제토, 실측 및 촬영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6. 유물 정리
수중에서 인양된 유물은 선상(바지선)에서 세척이 이루어지면 고유번호
를 부여하며, 구역·형태·재질별로 나누어지게 된다.

7. 긴급 보존처리
현장에서는 유물의 재질별로 긴급 보존처리를 한다. 특히 목재 유물의 경
우 대기 중에 노출되면 빛과 산소에 의하여 산화(흑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인양된 즉시 빛이 들어갈 수 없는 상자에 물을 채워서 담가두어
야 한다. 금속유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더 이상 산화반응이 일어나지 않
도록 세척과 함께 공기가 통하지 않는 진공보관이 이루어진다. 현장에서

9. 최종 조사
고선박의 인양까지 모두 완료된 후에는 인양된 선박의 아랫부분과 유구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여 잔존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유적과 어떠
한 연관성을 지닌 유물이나 유구가 확인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
단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재질별 특성에 맞는 긴급 보존처리는 유물에 급격한 환경 변화를 주지 않
게 하며, 실험실로 이동되기 전까지의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8. 고선박의 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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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문화재 보존처리
문화재 보존처리는 크게 수중 발굴 문화재와 수집문화재를 대상으로

유물과 함께 고선박이 발견되었을 경우 유물을 모두 인양한 후에 고선박

한다. 문화재의 재질, 구조, 성분, 보존환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의 인양이 이루어지게 된다. 고선박의 인양은 여러 조건에 따라 방법이

진행하며, 아울러 전통기술과 과학기술을 통한 문화재 수리와 복원을

달라질 수 있다. 선체의 부후(腐朽) 정도와 규모, 발굴 현장의 수중 여건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수중고고학, 미술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선체를 분리하여 인양할 것인

기술사, 생활문화사 등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 전체를 한 번에 인양 할 것인지 달라진다. 선박을 해체하여 인양할 경

수중문화재의 종류와 재질은 난파선, 도자기, 목간, 금속류, 곡물류,

우 고선박의 구조적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하며, 외판과 저판의 연결부분

식물류, 섬유류, 어류, 골재류(骨材類) 등 매우 다양하다. 이 문화재들은

의 나무못(피삭, 장삭)을 확인하여 분해를 해야 하는데, 나무못을 고정하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굴 이후 급속히 훼손

는 쐐기 등을 잘 확인하여 분해해야 한다. 선박 전체를 한 번에 인양할 경

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특히 난파선과 같은 수침목재류(waterlogged

우는 구조물을 만들어 수면위로 올라왔을 때 선박 자체의 하중과 물 표면

wood, 水沈木材類)의 경우 긴급 보존처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수침목재

에서 일어나는 표면장력 등을 고려하여 부후된 고선박이 안전하게 인양

문화재의 경우 보존처리, 수종(樹種) 분석, 연륜 연대(年輪年代) 연구, 보

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인양된 고선박은 목재에 들어 있

존과 전시 환경 연구 등을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해양문화재연

는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탈염을 실시하며, 그 후에도 일련의 보존처리

구소에서는 크게 수중 발굴 난파선, 수침고목재, 금속유물, 도자기 등으

과정을 거치게 된다.

로 분류하여 보존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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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중 발굴 난파선 보존

견된다. 또한 오랜 기간 수분과 염분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식이

난파선의 보존처리는 탈염(脫鹽, 염분 제거),세척, 경화 처리, 건조, 표면

급격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해양염 제거와 안정화 처리 후에 보존처리를

처리의 과정을 거친다. 보존처리는 목재 세포에 있는 수분을 약품으로 대

진행한다.

체하여 선체를 강하게 하는 작업이다. 보존처리 이후에도 환경 관리가 매

4. 도
 자기 보존

우 중요하다.

해양에서 인양된 도자기는 유약이 산화되고 여러 종류의 해양 동식물이
덮고 있어, 탈염과 이물질 제거가 필수 과정이다. 도자기의 보존처리는
보존처리 전 상태조사, 패각류 제거, 세척 및 중화처리, 탈염, 건조, 접합
및 처리 후 상태 조사 순서로 진행된다.
바다 속에서 건져진 유물은 정리, 등록, 보관 등 몇 단계로 나누어 처
리한다. 위와 같이 보존처리 작업이 끝난 유물은 유물의 명칭, 수량, 발굴
➊ 탈염

➋ 세척

➌ 경화처리(치수안정화)

지역 등을 정리하여 유물의 특징, 통계를 작성하는 정리 작업을 마친다.
이렇게 정리된 유물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
중 발굴한 유물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발굴조사가
보고서가 작성되고 나면, 유물에 대한 소유자 공고 의뢰 과정을 거친 후,
소유자가 없을 경우는 국가의 유물로 등록하는 국가귀속 과정을 실시하

➍ 건조

출처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➎ 실물 복원

➏ 전시 중인 신안선

게 된다. 국가 귀속된 유물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박

출처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 수침고목재 보존
바다에서 발굴한 수침고목재를 보존처리한다. 고목재(Archaeological
wood)는 목재의 수분 함량에 따라 ‘건조 고목재’와 ‘수침 고목재’로 구분
한다. 수침고목재는 해양, 저습지, 토탄층에서 수침 상태로 있었기 때문
에, 목재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이 분해되어 없
어지고, 수분이 스며든 상태이다. 수침고목재의 보존은 수침고목재 내의

➊ 처리 전

➋ 소도구를 이용한 패각류 제거

➌ 염산을 이용한 패각류 제거

➍ 탈염 중

➎ 처리 완료 후 1

➏ 처리 완료 후 2

수분대신 약품을 치환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에도 목재가 그 형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금속 유물 보존
해양에서 발굴된 금속 유물은 철제 유물과 청동 유물이 대부분이다. 금속
유물은 대부분 부식물이 유물을 뒤덮고 있으며, 깨지거나 찌그러진 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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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 연구소 등으로 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보관관리 기관은 유물에

최초로 수중문화유산을 ‘역사적, 고고학적 성격의 물체’로 명문화한 국제

대한 정보를 다시 등록하여 안전하게 수장고에서 관리한다. 이러한 과정

법이며, 세계기념물유적위원회(ICOMOS)는 ‘수중문화유산 보호와 관리

을 유물 등록과 격납이라고 한다. 이 외에 유물은 수장고 외에 박물관에

에 관한 국제 헌장’을 1996년에 채택했다. 수중문화유산에 관한 새 국제

서 운영하는 상설전시실에 유물을 전시하거나, 특별 전시회 때 전시하기

규범인 ‘수중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 유네스코(UNESCO) 총회에

도 하며, 유물을 전시하고 싶어 하는 다른 박물관 등에 유물을 대여하여

서 채택되었다. 본 협약에서 수중문화유산은 ‘고고학적, 문화적, 역사적

활용하기도 한다.

성격을 지닌 인류의 흔적으로 100년간 수중에 잠겨 있던 것과 그 유산의
고고학적, 자연적 배경’(동 협약 제1조)이라 정의하고 있다. 본 협약은 향
후 수중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

역사를 담은 바다의 타임캡슐

게 될 것이다. 수중문화유산(해저 매장물)의 접근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국내법 규정들이 있다. 먼저 문화재적 접근으로는 ‘문화재보호법’을 들 수

깊고 드넓은 바다 속에는 인류의 현재는 물론 미래와 과거까지 고스란

있다. 이 법의 제43조는 해저에 포장된 문화재는 매장문화재로 보호해야

히 간직하고 있다. 바다 속에는 해수면의 상승과 지각변동으로 인해 가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일반 매장물의 접근 근거로는 ‘국유재산에 매장

라앉은 유적이 있는가 하면, 재난으로 인해 난파된 수많은 침몰선이 고스

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선박안전법상의 선박 구난(救難) 및 해철

란히 보존되어 있다. 이처럼 한 시대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유

(解鐵) 등을 들 수 있다.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국제적 추세와 관련하

물 유적을 육지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 바다는 실로 생생한 박물관이라

여 우리나라도 수중문화유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의 정비 등 필

할 수 있다.

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중문화유산은 어느 한 개인

그러나 귀중한 수중문화유산은 현재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 지난 18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 국민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세기 이래 보물사냥꾼(treasure hunter)들이 고대 유물 유적을 약탈하고

공동 유산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고, 그 보존을 위해 지혜와 관심

불법으로 도굴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육지보다 바다에서의 보물찾

을 모아야 한다. 정부 당국과 학계 그리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

기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중해의 프랑스 해역에서는 지난 20여

는 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 수중문화유산의 보존은 물론 바다 속

년 동안 약 400척에 달하는 그리스, 로마시대 난파선들이 발견되었다. 그

의 타임캡슐인 수중문화재를 통해 역사 속으로 여행을 할 수 있기를 기대

중 3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국에 의해 조사되기 전에 모두 약탈되었

해본다.

다. 난파선에서 인양된 암포라(amphora, 단지), 귀금속 등의 수중문화
유산은 암거래시장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그로 인해 도굴꾼들 간의 폭
력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심해에서의 안전을 무시한 작업으로 인해 20
여 명의 잠수사들이 사망한 일도 있었다. 이를 가리켜 ‘암포라 전쟁’이라
고 부른다.
세계는 인류 공익 자산인 수중문화유산이 처한 위험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약탈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국제적인 노력과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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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수중문화재 조사와 발굴 전문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유물 발굴조사가 이루지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도 마

히 희소하다. 학계 등에서는 수중 문화재의 활발한 발굴을 위한 전문가의 육성 등을 강조하지만

찬가지다. 대규모 유적인 경우 수십 년 째 발굴조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도로 공사나 건축물 신축

아직 국내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3면이 바다인 우리 현실상 해양문화재 연구와 수

등으로 긴급하게 발굴조사를 막 시작한 곳도 있다.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에서 수십만 년 전의

중 발굴조사, 또 수중 발굴조사 전문가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바다 속 문화재 발견신고는 계속

유물을 발굴하는 것은 보람된 일일 것이다. 어두운 땅 속에 묻힌 유물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그

되고 있으나 신고건수의 19%만 발굴이 이뤄지고 절반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유물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비로소 되살려 내는 일이다. 발굴된 유물,

다. 이에 따라 ‘수중문화재의 보고’로 평가받으며 2년째 진행 중인 영화 〈명량〉 속 이순신 장군의

문화재는 기존에 쓰인 역사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하고, 문화적 자긍심과 자부심을 안기기도 한

전장인 ‘명량대첩 해역’ 발굴은 앞으로 16년, 태안 ‘마도해역’은 21년이나 지나야 완료될 상황이

다. 문화재 발굴은 땅, 육지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 수중에서도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

수중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는 말 그대로 육지가 아니라 물속에서 유물을 발굴 조사하는 사
람을 말한다. 문화재 발굴하면 흔히 육지에서 진행되는 고고학적 발굴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
만 바다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가라앉아 있는 선박, 난파선을 비롯하여 실려 있는 온갖 다양한

수중문화재 신고

유물을 수중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들이 발굴 조사함으로써 역사의 빈 줄을 새로이 채우고 있
다. 해저 보물선을 처음 발견하고, 바다 속에서 갯벌을 애써 걷어낸 뒤 차곡차곡 쌓여진 고려시대
청자 수천 점을 보는 감동과 그 보물들을 세상에 알리는 보람은 힘든 만큼 무척 크다고 한다.
수중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가 되
려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관
련 기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대학 등
에서 일을 하는 게 우선이다. 또 일의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4년 3월 11일부터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활성화
를 위한 홍보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수중에서는 육상에 비해 육안으로 문화재를 확인하
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업 종사자들의 발견신고가 중요하다. 수중문화재를 발견했을 때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중문화재 발견 후 7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및 경찰
서에 신고한다.

특성상 잠수가 필수적이다. 유물 발굴

둘째, 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후 감정 및 국가 귀속여부가 결정된다.

이라는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전문

셋째, 문화재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 발견신고자에게는 문화재 규모와 가치 등을 평가하

지식은 물론 잠수 능력 등에 따른 육체

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적·정신적 강인함이 필요하다고 한
다. 수중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는 극
잠수 준비를 하는 수중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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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바다를 생각하고
말하는 해양문화

바다는 인간에게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가치를 풍요
롭게 하기도 한다. 인간은 바다를 보며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으며, 시와 소설을 썼다. 이러한
바다 이야기는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는 정체성을 주기도 했다.

산타루치아

핵심키워드
해양문화 | 해양사와 해양생활사, 정신과 해양생활사 등을 포함하는 문화자원을 말한다. 해양사에는 자연사문화
자원, 선사시대 문화자원, 해군, 대외교류, 해전(海戰), 도시(都市) 강상(江上)문화자원, 종교문화자원 등의 해양사

은색별이 바다 위에 빛나고,

거기서는 모든 것이 미소 짓는다.

물결도 조용하며 바람도 부드럽다.

산타 루치아여,

오라. 경쾌한 나의 배로.

그대는 조화의 제국이다.

산타 루치아, 산타 루치아.

어째서 우물거리고 있나?

산들바람이 이다지도 상쾌하다니.

저녁은 아름답다.

배를 타는 일은 얼마나 멋진가.

산들바람은 신선하고,

자, 오라. 노 저어가자.

가볍게 불고 있다.

산타 루치아. 산타루치아

오라, 경쾌한 나의 배로.

오오, 아름다운 나폴리여,그 행복이여.

산타 루치아, 산타루치아

산타루치아 항구

유명한 가곡 〈산타루치아(Santa Lucia)〉는 나폴리 수호신의 이름이자

를 포함한다. 해양생활사에는 어촌사회와 어민, 해양생활사 문화자원과 어로환경조건, 어로기술, 항해술, 의식주

나폴리 해안의 명칭이기도 하다. 바다는 인간에게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

생활, 해양유통과 해양생활사 문화자원 등을 포함하며, 정신과 해양생활사 문화자원에는 해양의례, 해양민요,

도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가치를 풍요롭게 하기도 한다. 인간은 바다를

해양설화 등의 문화자원을 포함한다.

보며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으며, 시와 소설을 썼다. 이러한 바다 이
야기는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는 정체성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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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에게 바다란
인간은 예로부터 바다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해왔다. 특히 인구
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바다는 삶의 터전을 넘어 여가활동 장

과 제도를 만들어 영화, 음악, 미술과 접목시켜 대중들과 공유할 시스템
을 구축해야 한다.

소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한 경제 성장으로 국가 간의 물류 이동이 폭
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해양을 통해 이루어졌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인류가 기댈 곳은 해양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생존과

다채로운 해양 미술의 세계

결부된 바다, 우리가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육지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여름 피서지 정도로 여
겨질 수 있다. 어부에게는 생활터전이었지만 사실 어부뿐만 아니라 대부
분의 사람들도 바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다. 바다는 우리의 식탁
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기후를 조절해주기도 한다. 육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바다의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생물
자원이나 광물자원, 대체 에너지원, 최첨단 바이오산업까지 바다로부터
얻고 있어, 앞으로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한하다.
우리가 바다 가까이 살며 매일 바다를 보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바다

해양 미술은 하나의 장르로 분류되기보다는 대체로 바다를 소재로 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의미를 가진다. 해양 미술의 경우 근대 이후 사실화가
대세로 자리매김하면서 풍경화의 소재로 바다가 많이 언급되었다.
네덜란드는 육지 자체가 해수면보다 낮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바다에
대한 생각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예술 분야에
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해양 미술에서 볼 수 있다. 본격적인 해양 화가의
등장도 네덜란드의 지리적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 해양 화가의 선구자 살
로몬 반 루이스달(Salomon van Ruysdael, 1600~1670)은 바다 풍경화

살로몬 반 루이스달의
<Tower Mill>

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바다를 생각하고 바다를 말한다는 것은 인
간의 또다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실 바다를 생각하고 바다에 대
해 말하는 해양문화는 인류의 출발과 함께 했다. 하지만 해양문화라는 일
부 상위계층에서 누릴 수 있는 ‘여가’의 개념으로 생각해왔고, ‘예술’ 자체
도 삶의 일부에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 영위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했다.
최근에 와서야 문화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면서 사람이 생각하고 말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폭넓게 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면에서 해양문화란
문화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해양을 소재로 삼은 활동의 산물을 총칭한다.
좁은 의미로는 해양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승되어온 정신과
예술, 그리고 의미와 가치,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해양과 관련하여 의미
를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해양문화가 풍성해지
고 우리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양문화를 즐기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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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술 사상 대표적인 해양 화가로서 위상을 굳혔고, 영국 해양화의
로버트 스미드슨의
‘나선형 방파제’

기틀을 마련했다.
미국 화가 로버트 스미슨(Robert smithson 1938~1973)은 그림을 캔
버스가 아닌 바다에 직접 그린 대지 미술가로 유명하다. 1970년 유타주
의 솔트레이크의 로젤 포인트에 불도저를 동원하여 ‘나선형 방파제’를 만
를 처음으로 격상시킨 선구자이다. 루이스달은 탁 트인 지평선 위로 높이
빌렘 반 데 벨데의
<The Shot>

피어오르는 구름과 오밀조밀한 해안선을 즐겨 그렸다. 지평선을 낮게 그

들었는데, 이 나선형 방파제는 펄과 바위, 결정염을 너비 4.6m, 길이
457.4m, 반경 48.8m짜리 나선형 둑을 쌓은 것이었다.

리면서 오른쪽이나 왼쪽에 배나 구름을 배치하여 속도감을 갖도록 유도
한 점이 특징이다.
빌렘 반 데 벨데(Willem van de Velde) 부자는 네덜란드 최고의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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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음악

화가 가족이다. 아버지(1611~1693)도 유명한 화가였지만 보통 벨데라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클래식 음악에서 ‘바다의 음악’을 이야기하자면

고 하면 하면 그 아들(1633~1707)을 일컫는다. 빌렘 반 데 벨데는 1673

이탈리아를 빼고 말할 수는 없다. 이탈리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년 영국으로 이주하면서 영국왕실의 총애를 받으며 해양화에 전념한다.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예로부터 바다와 관련된 음악이 발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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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텔로의 배를 해안에서 지켜보는 군중들의 긴박감 넘치는 합창으로 진
〈오델로(Otello)〉

행된다.

해양과 문학
바다는 삶의 현장이다. 바다는 숨 가쁘게 살아가는 도시인의 피난처나
안식처이면서 뱃사람의 생존 현장이며 사투를 벌여야 하는 치열한 일터
이다. 바다를 주제로 한 문학 작품은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을 그대로 담
고 있다.
미국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1899~1961)가
1952년에 발표한 《노인과 바다》는 비교적 단순한 이야기의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퓰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작품이다. 《노인과 바
다》에 등장하는 인물은 산티아고라는 어부와 그의 일을 거드는 마알린이
라는 소년 두 사람뿐이다. 멕시코만에서 고기를 잡는 산티아고는 오랫동
안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엄청난 대어를 낚는다. 사흘 동안의 사투 끝에
잡은 대어를 갖고 돌아오는 중에 상어 떼의 습격으로 고기는 다 뜯기고
뼈만 싣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이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작품인 듯하지만,
단순한 삶 속에서 힘겨운 운명을 스스로 감수하고, 그 운명을 사랑하며
민요나 가요풍의 칸초네부터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바다를 주제로 한 음
악들이 다양하다.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는 이탈리아를 대표하
는 작곡가로 그의 오페라 중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적지 않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오델로
(Othello)〉를 원작으로 한 베르디 만년의 걸작 《오델로(Otello)》이다. 무어
인이라는 출신 성분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장군을 거쳐 키프로스섬의 총독
자리까지 올랐던 오델로가 그에게 불만을 품은 부하 이아고의 계략에 빠져
사랑하는 아내 데스데모나를 죽이고 파멸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 오페라는 지중해의 키프로스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특히 첫 장면
은 터키 함대를 격파하고 귀향하는 과정에서 폭풍우를 만나 고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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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살아가는 강인한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노인의 배

된다. 이후 니모는 치과병원의 수족관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가 구사일

에 단 돛은 밀가루 부대를 이어서 꿰맨 것이다. 초라한 돛을 매단 채 고기

생으로 탈출하여 바다로 돌아온다.

잡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를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탄탄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실제 바다 세계를 완벽하게 살려

패배를 각오하면서 살아가고 나아가 패배한 운명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낸 환상적인 영상까지 더해져 ‘3D로 탄생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영화’라

헤밍웨이는 밀가루 부대 돛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는 호평을 들었다. 관객들은 마치 바다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
었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감독은 이를 위해 채광, 미세 입자, 해수 변화뿐
만 아니라 바다 속의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 산호초의 잎부터 열대어와

해양과 영화

거북이, 말미잘, 불가사리, 고래 등이 가득한 바닷속을 경이롭게 펼쳐보
였다. 상어의 이빨까지 입체감을 살렸으며 선명한 단색의 파란 바다와 부

20013년 개봉한 앤드류 스탠튼 감독의 〈니모를 찾아서〉는 10년 만에
다시 제작된 3D 애니메이션이다. 이 영화는 남태평양 산호초 지역에 살
던 호기심 강한 아기 물고기 ‘니모’가 인간에게 납치되자 아빠 말린이 아
들을 구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항구까지 대장정을 떠나는 이
야기를 담고 있다. 아빠 물고기 말린은 청새치에게 399개의 알과 사랑하

유물들로 뿌옇게 시계가 흐려지는 깊은 바닷속, 햇빛이 반사되는 해수면
까지 세세하게 묘사하여 관객들을 몰입시켰다. 이처럼 더욱 생생하고 선
명하게 우리 곁에 찾아온 〈니모를 찾아서〉는 스토리는 그대로 유지하되
귀여운 외모의 개성만점 캐릭터들과 실제 바다 세계를 풍성하게 살려내
원작의 웃음과 감동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냈다.

는 아내를 잃은 뒤 한 개 남은 알에서 부화한 아들 니모를 애지중지 키우
는 열대어였다. 니모가 처음 학교에 가는 날, 불안해하며 쫓아다니는 아
빠에 대한 반발심에 니모는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갔다가 잠수부에 포획

애니메이션〈니모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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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바다에서 놀고 꿈꾸기

해양관광산업과 직업
해양관광산업이란 바다를 이용한 다양한 관광 활동이나 산업을 말한다. 관광
산업은 고용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현재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산업은 전체 관광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해운, 수산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보다 경제적 기여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해양관광산업이 전체 해양산업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해양관광
산업에는 해변뿐만 아니라 해상, 해중, 해저에서 일어나는 활동들도 많아 육상에서의 활동보다 그
종류가 훨씬 다양하다.

해양관광산업

핵심키워드
레저 | 레저(Leisure)는 인간이 여가시간에 자유로운 활동이나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 레저는 인간이 노동시

해양관광산업이란 바다를 이용한 다양한 관광 활동이나 산업을 말
한다. 관광산업은 고용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세계관광기구(WTO :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전 세계 국제관광객 수가 1995년

간 이외의 시간에 행하는 모든 여가 활동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라 해양 레저스포츠는 해양 공간에서 진행되

5.6억 명에서 2020년 16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는 레저스포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산업은 전체 관광산업의 50% 이상을 차
지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해운, 수산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보다 경제

우리나라 해양관광자원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해양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한 편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약 3,200여 개의 수려한 섬과 1만 2,800km에 이르는 아름다운 해안선, 해양관광에 유리한 수심
20m 내외의 해역이 국토의 3분의 1에 이른다.

적 기여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양관광산업에는 해변뿐만 아니라
해상, 해중, 해저에서 일어나는 활동들도 많아 그 종류가 다양하다. 직접
적인 해양관광산업에는 해수욕장을 비롯한 휴양 산업, 해양 스포츠 레포

바다와 관련한 직업 | 바다와 관련한 일자리는 무궁무진하다.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츠 산업, 유람 관광산업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대 산업으로 해양문화

것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다. 해양 관련 교육기관과 관련 직업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 해양 리조트업, 숙박업 등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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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의 갯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해양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한 편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수려한 섬과 길게 이어져 있는 아름
다운 해안선이 있으며, 해양관광에 유리한 저수심 해역이 풍부하다. 또한
동해의 넓은 해수욕장, 남해의 다도해를 중심으로 한 해양 리조트와 유람
관광선, 서해의 갯벌 등 해안별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 등 천
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수욕은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여름철 해양관광 활
동으로 낮 기온이 25℃를 넘는 시즌인 6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가능하

우리나라의 해양 레저인구는 2010년 현재 554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
으며 가족 단위의 레저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그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
다. 이중 사업장을 이용하여 레저 장비를 사용하는 인구가 477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 이 시즌을 이용하여 숙박, 요식업, 해양레포츠 등 다양한 산업 활동이

구분

동시에 일어난다. 최근에는 기후 온난화로 개장 시즌이 앞당겨지고 있다.

내용

해양 레저 활동의 종류

보딩(서핑, 윈드서핑)
● 요트, 보트(세일링 요트, 카누, 제트스키, 파워 보트)
● 다이빙(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 고무보트, 페러세일링,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

스포츠형

해양 레포츠

해양
의존형

레저(Leisure)는 인간이 여가시간에 자유로운 활동이나 기회를 갖는

해수욕(바다수영, 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
조개잡이, 갯벌체험, 해변 캠프
● 바다낚시(보트 낚시, Trolling, 해중 전망대)
●

휴양형

●

것을 말한다. 레저는 인간이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에 행하는 모든 여가
활동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라 해양 레저스포츠는 해양 공간에서 진행되

유람형

●
●

는 레저스포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내수면과 해수면에서 일어나는 해

해상 유람(관광유람선, 여객선)
해중경관 관람(관광 잠수정, 해중 전망대)

비치 스포츠, 모래놀이, 해변 레크리에이션 활동
해양 경관 조망, 산책, 조깅
● 해양문화 탐방(해양생물 관찰, 문화재 답사)
●

양 레저는 크게 해양 의존형과 해양 연관형으로 구분되며 해양 의존형은
다시 스포츠형과 휴양형, 유람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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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별 환경 및 관광 여건

구분

동해
수온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음

서해
계절에 따라 변화가
심함

남해
쿠로시오난류의 영향
으로 겨울철에도
높은 편임

수온
2월(4~15℃)이 가장 낮고 8월(23~27℃)이 가장 높음
● 해수욕은 20℃가 넘으면 가능하고, 잠수는 10℃ 이상이 적당
● 바다낚시, 생태관광, 요트, 윈드서핑 등도 수온의 영향을 받음
●

약 1m로 적음
조석차
및
조류

해안선
및
도서

약 1~4m, 동에서
서로 갈수록 커짐

조
 류는 조석 운동에 수반되는 해수의 흐름으로 대개 조석차가 큰 지역에
서 조류가 강함
● 조석차가 큰 지역은 갯벌이 발달하여 갯벌 생태 관광에 유리함
●

가장 낮음
탁도 및
해중관광

약 4~9m로 큼,
북쪽으로 갈수록 커짐

높음

낮음

탁
 도는 물의 흐린 정도이며, 서해가 가장 높음
탁
 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스킨스쿠버 활동이 적합
하지 않음
●탁
 도가 낮은 동해의 경우 바다 경관이 아름다워 바다 경관활동이 유리함
●

2010년 해양 레저는 해수욕이 약 71.4%, 해양 스포츠는 약 5.5%를 차
지했다. 특히 해양 스포츠는 2000년 157만 4,000명에서 2010년 636만
8,000명으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류 열풍으로 중
국과 일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해양 레저가 새로운 관광 테마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한편 해양 레저 산업 중에 레저 선박 제조와 서비스 시장의 다양화는
레저 선박의 기능과 활용도를 넓혀가고 있다. 해양 레저 장비 산업의 세
계 시장 규모는 2006년 기준 470억 달러이다. 레저 선박 보유 규모는 약
2,300만 척을 상회하고 있고, 매년 103만 척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요트나 모터보트 수요는 2007년 1만 500척에서 2015년 4만
6,000척으로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2억 8,000만 달러에서 12억 8,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해안선이 단순
도서가 적음

해안선이 복잡
도서 많음

해안선 복잡
도서 많음

동력 해양레저장비

슈퍼요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Inflatable boat

무동력 해양레저장비

크루즈요트, 딩기요트, 수상스키

해
 안선이 복잡하고 도서가 많은 지역은 해안 경관이 아름다워 레저 보트
활동이나 유람선 관광에 유리
●해
 안선이 복잡하고 도서가 많은 지역은 갯바위 등 바다낚시 하기가 좋은
공간이 많아 바다낚시에 적합함
●

해양 레저 시장의 미래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여가시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다양한 레저와
문화 체험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해양 레
저와 해양문화 체험에 참여한 연간 인원은 약 1억 1,600만 명으로 추산
된다. 이는 전체 관광객 연간 인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2030년에
는 약 2억 50만 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4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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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과 바다낚시
해수욕은 대표적인 해양 레저 활동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350여 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주로 6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2010년 해경 통계에 의하면 한해 9,0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우리나라
해양 레포츠 중에 시장 규모가 가장 큰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수
욕 시즌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 활동들이 같이 일어난다. 숙박, 요
식업 등 해수욕장의 인근에 분포한 해양 레포츠 업체들의 산업 활동이 지
역경제의 활성화를 담당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해수욕장의 2010년 이용객을 보면 해운대, 대천, 경포대, 광
안리 등 4대 해수욕장 방문객이 3,600만 명으로 40% 정도에 이르고 10
대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체의 60% 정도에 이른다. 이외에 110여 개의 크
고 작은 해수욕장이 우리나라 해수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해
수욕이 사람들의 레저 활동에 지금까지 큰 역할을 감당했다. 앞으로도 많
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등 환경
문제, 교통문제 등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작은 규모의 해수욕장

십리포 해수욕장(좌)
바다 낚시(우)

은 수익성이 낮고 시설의 재투자도 힘들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바다낚시는 가장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해양 레포츠라고 말한다. 삼면이

못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해수욕장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균형적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1년 내내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이점을

인 정책 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해안 산책로나 자전거길, 전망대

가지고 있다. 2004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570만 명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시설을 개발한다면 사람들이 한 곳으로

이른다. 이 중에 약 34%인 195만 명이 바다낚시를 즐긴다고 한다.

몰리지 않으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해수욕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바다낚시는 갯바위낚시, 섬 낚시, 선상낚시 등이 있으며 예전에는 갯
바위낚시가 많았으나 점차 국민소득이 높아짐과 함께 주 5일제가 정착되
면서 선상낚시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낚시 배의 형태 역시 작은 어
선에서 앞으로는 모터보트나 요트 같은 고급 선박을 이용한 전문 바다낚
시선이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관광의 꽃, 크루즈
바다의 궁전이라 불리는 대형 크루즈는 해양관광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반 해운이나 해양관광은 운송이나 이동 또는 선상에서의 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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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목적이지만 크루즈선은 배를 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크루즈선 자체에 각종 놀이, 오락, 휴식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크루즈
관광이 중요한 산업의 하나가 되었다. 최근에는 유람 선박의 대형화가 이
루어져 15~20만 톤급의 유람선도 등장했으며, 배 안에는 수영장을 비롯
해 골프연습장, 암벽 등반 시설, 번지점프대까지 설치되어 있다.
세계의 크루즈 시장은 북미와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데 북미의 경우
2005년 925만 명에서 2015년 1,450만 명으로, 유럽은 2005년 320만 명
에서 2015년 59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아시아는
2005년 84만 명에서 2015년 17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 제주, 인천 등에서 크루즈선을 탈 수 있으며 중국,
일본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크루즈선에 대한 인식 부족
으로 이용객들이 많지 않다. 2008년에 팬스타 크루즈에서 남해 연안 여
행을 시작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곧 중단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향후 소득의 증대와 휴가 일수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연안의 크루즈 여행
이나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까지의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박이나 기구를 이용해서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활동에는 요트와 윈드
서핑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요트는 모터와 같은 동력이 없이 바람의
힘으로만 항해하는 선박이다. 딩기라는 1~2인용 요트도 있지만 대개 여
러 명이 조를 이루어 역할을 분담하여 돛과 선체를 조작하는 세일링
(Sailing) 요트가 많다. 기구를 이용하는 윈드서핑은 2m 전후의 보드
(Board)와 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람의 힘을 이용해 즐기는 활동이다.
특별한 해상 조건은 필요 없지만 안전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바람이 약
한 만이나 폐쇄형 해역에서 많이 이용된다. 파도가 많이 일어나는 해안에

점프대를 도약해서 멀리 뛰는 점프스키, 맨발스키 등이 있다. 시속 60km
수상스키

정도로 질주하는 모터보트에 매달려 바다나 강물 위를 질주한다.
스킨스쿠버는 바다 속을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스킨스쿠버는 스킨다이빙(스노클링)과 스쿠버다이빙이 있는데 스킨다이
빙은 공기통 없이 다이빙을 하며, 스노클(호흡파이프)을 사용한다. 스킨
다이빙은 공기통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30초~1분 30초 정도 잠수하는
반면에 스쿠버 다이빙은 압축된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통을 짊어지고 잠
수하기 때문에 수심 30m까지, 그리고 시간은 공기통 부피에 따라 최대
50분까지 가능하다. 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버 양성기관에
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스쿠버다이빙은 공기통과 기타장비를 사용
하지만, 스노클링은 오리발, 숨대롱, 물안경을 사용하여 얕은 수심에서
잠영한다.

서는 보드만으로 즐기는 서핑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안은 파도가 큰
곳이 별로 없어 윈드서핑을 주로 한다.
수상스키는 양발에 한 개씩 끼고 두 개의 스키로 타는 투 스키와 양 발

해양 생태체험과 문화관광

을 스키 한 개에 끼고 다니는 원 스키, 일반인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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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중에서 현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해양 생태 체험

것이 자유로워 놀랄 만큼 많은 연기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만든 트릭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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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해양관련 축제
선진국들은 이미 국립해양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는 1990년대에 와서야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을 시작으로 해양 전시시설을
건립했다. 이후 국가 지원으로 어촌민속관, 해양수산과학관, 등대박물관,
고래박물관 등 다양한 해양관련 전시시설을 건립했다. 최근에는 우리
나라를 대표할 국립해양박물관이 부산에 세워져 각종 해양 전시관의 중추
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
경기, 인천

타고 바다에서 풍광이나 바다의 생물 등을 감상하거나, 배를 타지 않고
제주도 올레길

주요 축제
연평도 풍어 축제, 월미 축제

충남

보령 머드 축제, 황도 붕기 풍어제, 대하축제

전북

위도띠 뱃놀이, 부안 해변 축제

전남

영등 축제, 향일암 일출제, 장보고 축제, 진남제, 명량대첩 축제

경남

옥포대첩 기념 축제, 한산대첩 기념 축제

부산

자갈치 문화 관광 축제, 부산 바다 축제

경북

장생포 축제, 우산 문화제, 영일만 축제

강원

남대천 연어 축제, 동해 무릉제, 여름바다 예술 축제

제주

서귀포 칩십리 축제, 성산일출체, 한여름밤의 해변 축제

바다가 보이는 해안이나 섬 등을 거닐며 자연의 풍광을 감상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적 차원에서 갯벌, 철새, 고래, 물범 같은 해양 포유류를 비롯한
생태 자원을 이용하여 체험활동을 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생태 체험의 공간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강화도, 인천
(소래) 및 도서지역, 금강하구, 천수만, 낙동강 을숙도, 강릉 경포호,
순천만, 제주도 올레길, 울릉도 등이 해양생태 체험으로 많이 이용되는
지역이다.
해양문화 관광은 다양한 해양문화를 중심으로 체험하는 관광 활동
이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해양축제로 서해안 풍어제, 장보고 축제, 이순
신 장군의 승전을 기념하는 명량대축제, 보령 머드축제, 진도 영등제, 부산
자갈치 축제 등이 있다.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지
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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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바다에서 꿈꾸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
청소년기에는 미래에 대해 많은 꿈을 꾼다. 누군가는 대통령이나 과학자 혹은 좋은 부모를

바다와 관련한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 바다와 관련한 일자리는 무궁무진하다. 배를 만드는 일

꿈꿀 것이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꿈은 청소년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요즘 청소년에게

부터 시작해서 수중 생물이나 수중문화재를 연구하는 학자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해양 관련 공공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으면 주로 사회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는 의사, 검사, 변호사,

기관으로 진출하거나 관련 학과의 교육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바다 관련 직

교수 등을 답하고는 한다. 그중에 일부 대중문화와 관련된 직업(영화감독, 방송인, 가수 등)을

업의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까? 해양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은 전국

원하는 청소년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은 아직 미래의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에 약 26곳이 된다. 또한 항만물류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해양건설공학과, 해양경찰학과, 해양생

본인이 어떤 소질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는 모든 것이 대학 입시에 맞추어 있는 사회적,

산학과, 해양생명과학과, 수산경영학과, 지구해양과학과 등 해양 관련 학과의 종류도 다양하다.

교육적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것에서

전공에 따라 교과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관련 직업 분야도 다양하다.

비롯된다.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는 고민은 청소년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가야대학교와 동명대학교 등에 있는 항만물류학과는 21세기 항만 물
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항만 물류 산업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전공자들은 주로 항만공사나 선반운항 업체, 선박관리 및 물류터미널 운영 업체, 항만통신업 등
국내외의 항만 혹은 무역 업체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한국해양대학교의 항해학부는 해기 및 해
운, 해양산업 분야의 유능한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전공
자들은 최첨단 선박의 고급항해사나 도선사 등이 될 수 있으며, 해운회사, 해운업, 해운중개업,
국토해양부 공무원, 항만관제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의 지구해양과학과는 지구환
경을 보존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공자들은 해양조사업체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수산양식업체, 지질조사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석유개발회사, 한국전력이나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수
산과학원 등의 연구기관이나 박물관 큐레이터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양체
육학과는 다재다능한 해양 레저스포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일반 체육학과와 차
별화를 두었다. 전공자들은 해양체육과 관련한 업체나 교육계로 진출하거나 해양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수상안전 지도자, 해군특수요원, 해저 각종공사 잠수요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다. 해양 교육기관이나 관련 학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2010년에 발간된

출처 | 《직업으로 꿈꾸는 바다》(한국해양재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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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화재단의 《직업으로 꿈꾸는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Ⅲ.인류와 함께하는 해양환경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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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산업동향 제86호 : 해조류(algae)바이오연료 산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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