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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미래 창의인재의 필독서,
과학향기
최근 미국 MIT의 바라나시 교수와 대학원생은 ‘꿀 병에 남은 꿀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부인의 불만을 해결하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잘 나오는
케첩 병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용기 안의 미세한 요철에
액체 윤활제를 발라 그 안에 담긴 액체가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입
니다. 이들이 만든 회사인 리퀴글라이드는 최근 수백만 달러를 투자받고
마요네즈, 풀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우
리가 살면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과 그 원리를 생각하고 해결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를 이제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과학적 호기
심과 문제해결이 창조경제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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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은 생활 속에서 발견한 국민
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의
발전과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창업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생태계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창의적 융합인재로 길러내는 일이 그 무엇보
다 중요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과
ICT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문화사업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ISTI의 과학향기 서비스는 10여 년 전부터 어렵고 딱딱한 과학 지식
과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주고 재미있게 전달하여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
극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과학향기 캐모마일>은 최신 과학기술
이슈와 지식 그리고 유용한 과학상식 등으로 알차게 꾸며졌습니다. 특히
실생활 속의 다양한 수학 원리를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내었고,
우리나라 명소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속에 담긴 지형, 지질, 기후, 식생
등 지리를 통해 본 과학 이야기를 흥미롭게 엮었습니다. 이 책의 주요 독
자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과학 이야기를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접하는 분들이
진한 과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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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상상력과 창의성 자극하는
KISTI 과학향기
“상상력은 어떠한 지식보다도 중요하다.”
20세기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 중의 하나입니다. 2015
년은 그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발표
당시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다는 그의 이론은 기존의 뉴턴 역학
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보다 더 정확하게 우주를 설명합니다. 특히 뉴턴역
학에서 힘이라고 생각했던 중력을, 일반상대성이론에서는 휘어진 시공간
에서 나타나는 효과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설명합니다. 그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세상에 첫 모습을 드러낸 이래 스마트폰 시
장은 급성장해 현재는 스마트폰이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이
폰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안적 창의성의 산물이라

생활에 밑줄긋는 과학이야기

| 캐모마일

11

고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 3D 프린터 같은 새로운 기기가 부상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어떤 미래를 창조할지 상상하기 힘듭니
다. 물론 그 핵심에는 창의성과 상상력이 있습니다.
21세기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유용한 지식을 찾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용한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
거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식 자체보다 지식이란 구슬을 보배로 꿰어내
는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창의성의 원천은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유용한 지식이라면 이것을 접한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해야 할 것입니
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그동안 일반 대중에게 과학을 친
숙하게 전달하려고 고민하며 ‘KISTI 과학향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초창기
에는 최신 과학 이슈 및 인문학과 결합된 과학, 생활 속 흥미로운 과학을
전달했고, 최근에는 지식을 높이는 과학뿐 아니라 상식을 바꾸는 과학, 웃
다 쓰러질 과학, 역사를 바꾸는 과학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독자에게 재미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모자람
이 없습니다.
초기에 뉴스레터 형식으로 시작된 과학향기는 2013년부터 ‘팟캐스트’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겨레신문,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아이뉴스24, 국제신문 등 여러 언론사에서 제휴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네
이버, 다음 같은 국내 주요 포털과,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 서비스를
통해서도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올해 11번째로 출간하는 단행본 <과학향기 캐모마일>은 2014년 한 해
동안 서비스됐던 과학향기 콘텐츠 중에서 선별된 총 48건의 칼럼과 28건
의 과학상식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생활 속에서 과학의 기
초인 수학을 만날 수 있는 칼럼과 여행에서 배우는 과학에 대한 칼럼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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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련됐습니다. 수학 관련 칼럼인 ‘사랑도 수학으로 풀 수 있을까’란 기
사에서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다는 ‘사랑 방정식’을 보면, 그의 상상력과 창
의성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꽃잎을 우려낸 물을 주면 금세 식물의 생기를 되찾게 해준다는 캐모마
일처럼, 과학향기를 접하는 사람마다 그들 속에 잠자고 있는 상상력과 창
의성이 깨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ISTI의 과학향기라는 신선한 자극
을 접한 누구나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향기 캐모마일>이 발간될 수 있도록 상상력과 창의성이 돋보이
는 칼럼을 써주신 집필진, 일러스트레이터, 편집진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
에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상상력과 창의
성을 자극하는 과학향기가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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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보다 100배
빠르게, 라이파이
LED 불빛 아래 서면 영화 한 편을 모바일 메신저 한
글자처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세상이 온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의 합작 벤처인 ‘초병렬 가시광통신
프로젝트팀’은 2013년 10월 말, 새로운 무선통신기술 ‘라이파이(Li-Fi)’의
놀라운 속도를 선보였다. LED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을 이용해 무려 1초
에 10기가바이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성공한 것이다. 현재 일상
적으로 쓰고 있는 무선랜인 와이파이(초속 100Mb)의 100배, 무선통신 중
가장 빠르다는 LTE-A(초속 150Mb)보다 66배나 빠른 속도다.
‘라이파이’라는 이름은 2011년 영국 에든버러대 해럴드 하스 교수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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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이(Wi-Fi)를 꺾을 새로운 근거리 통신기술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
이다. 라이파이에서 라이(Li)는 빛(Light)에서 따왔다. (참고로 파이(Fi)는
충실도를 의미하는 ‘fidelity’의 약자다.)
그런데 가시광선으로 어떻게 통신을 한다는 걸까? 얼핏 상상이 되지
않지만, 가시광선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한밤중에 적이 쳐들어오면 횃불로 봉화를 올렸다. 인디언들
은 햇빛을 거울에 반사시켜 원거리 통신을 했다. 바다에서는 등대가 불을
깜빡거리며 위치를 알렸고, 해군함정들은 전략신호를 빛으로 주고받았다.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로는 신호등이 있다. 녹색 불이 깜빡거
리면 다음에 건너라는 신호다.
LED도 빛을 깜빡거려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신호등과 같다. 다
만 신호등보다 훨씬 빨리 깜빡거릴 수 있어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
다. LED는 초당 200번 이상 깜빡거린다. 사람의 눈은 1초에 100번 이상
깜빡거리면 인식할 수 없지만 컴퓨터는 인식할 수 있다. 불이 들어오면 1,
들어오지 않으면 0으로 해석한다. 반대로 0과 1로 이뤄진 디지털 신호를
LED의 깜빡거림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LED를 이용한 가시광 통신을 연구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어차피 조명
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기에너지의 대부분을 열로 낭비하는 백
열등과 형광등이 점점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로 교체되고 있다. 비싼
돈 들여서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데, 통신기술까지 더하면 1석 2조라는
게 연구자들의 생각이다.
라이파이가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은 LTE-A에도
사용된 직교주파수 분할다중 발신기법(OFDM) 덕분이다. 하나의 주파수
를 여러 개 대역으로 나눠 각각 정보를 쪼개 보낸 다음, 수신지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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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파이가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은 LTE-A에도
사용된 직교주파수 분할다중 발신기법(OFDM) 덕분이다.
그런데 왜 LTE-A보다 66배나 빠른 걸까.
라이파이는 정보고속도로를 거의 무한대로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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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합치는 방법이다. 차가 마구 뒤섞여 달리던 넓은 도로에 차선을 그
어 줄을 맞춰 달리게 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같은 기술을 사용했는데 왜 LTE-A보다 66배나 빠른 걸까. 주
파수 대역, 즉 정보가 다니는 도로의 넓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
동통신과 무선 랜은 대략 300MHz~30GHz 사이 영역의 주파수를 사용
한다. 이 안에서도 국가별, 용도별로 잘게 쪼개진다. LTE-A를 개통하기
위해 한 통신사가 20MHz 대역의 주파수 이용권을 사는 데 낸 비용은 무
려 1조 원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파수는 좁고 너무 많은 사용자가 몰리면서 서로 간섭
이 일어나 통신품질이 떨어진다. 2.4GHz 주파수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와
이파이는 사용자가 조금만 몰려도 통신품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라이파이는 정보고속도로를 거의 무한대로 넓힐 수 있다. 가시광선의
주파수 영역은 380THz~750THz(테라헤르츠, 1THz=1,000GHz)로 무선
통신 전체 주파수보다도 무려 1만 배 이상 넓다. LED 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 광활한 대역에서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가시광통신에도 단점은 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빛이 닿는 곳
에서만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시광선은 벽을 통과할 수도 없고, 심
지어 손바닥으로 수신기만 가려도 통신이 되지 않는다. 원거리 통신용으
로는 당연히 탈락이다.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이 간섭을 일으켜 낮에는
야외에서 사용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늘 조명이 켜져 있는 곳에서만 쓸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조건에 최적인 장소들도 있다. 서울 강남구에 위
치한 코엑스몰, 혹은 복잡한 지하상가나 대형백화점을 생각해 보자. 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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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라면 길을 잃기 쉬운데 실내에는 GPS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럴 때
곳곳에 켜져 있는 조명으로부터 디지털 정보를 내려받아 위치를 찾거나
필요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ED통신연
구실은 자동차나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돕는 기술, 시각장애인을 돕는 기
술 등 가시광통신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빛만 가리면 통신이 두절되는 라이파이의 단점은 곧 장점이기도 하다.
쓰고 싶은 범위에서만 통신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을 막고 싶다면
LED만 끄면 된다. 병원이나 비행기, 원자력발전소처럼 전자기파 사용이
예민한 장소에서도 라이파이는 걱정 없이 쓸 수 있다. 빛이 전자기기 근처
로 새들어가지 않게 문만 잘 닫아놓으면 된다. 보안에도 강하다. 와이파
이는 마음만 먹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도·감청을 할 수 있지
만, 라이파이는 눈에 보이는 곳까지만 통신이 가능하다.
물론 라이파이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건물 등 장애물
로 인해 빛이 차단되면 신호가 끊길 수 있고, 빛을 직접 받아야 하는 특성
상 장비를 작게 만들기 어려운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조명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세
상이 열릴 것이다.
글_ 변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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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
누구냐 넌?
소설 속의 유명 탐정 ‘셜록 홈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영
국 드라마 <셜록(Sherlock)>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드라마에서
홈즈는 뛰어난 추리력을 갖고 있지만 성격이 괴팍하고 별나 주변 사람들
에게 인기가 없다. 한 예로 홈즈로부터 무시당한 한 법의학자는 그를 ‘사
이코패스(psychopath, 정신병질자)’라 비난한다. 그러나 거칠 것 없는 홈
즈는 자신은 고기능 ‘소시오패스(sociopath, 사회병질자)’라며 공부 좀 더
하라고 맞받아친다.
비슷해 보이는 두 명칭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실 현재 정신의학에서
는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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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란 하나의 진단명을 사용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이
를 구분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의미를 혼용(混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까? 최근 인기 몰이중인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한 남자 주인
공이 방송사 누리집에는 사이코패스로, 언론에서는 소시오패스로 소개되
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공통점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진단기준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법과 사회적 관행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묵살하며, 후회나 죄의식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서, 감정의
폭발이나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불량배, 깡패, 무법자, 건
달, 악당, 양아치 등 많은 별명을 갖고 있는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에는 낮
은 공감 능력과 부족한 양심이 깔려있다.
반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점은 사회적 교류 수준에서 찾
아볼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아예 감정의 교류를 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에 비해 소시오패스는 일정 수준의 공감과 사회적 애착 형성이 가능하다.
실제 반사회성 인격장애 환자 중 사이코패스 정도가 높은 집단의 뇌에서
만 공감, 도덕적 판단, 친사회적 감정의 처리에 연관된 영역의 회색질(뇌
나 척수에서 신경세포체가 밀집돼 있어 짙게 보이는 부분)이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다. 반면에 사이코패스 정도가 낮은 반사회성 인
격장애 환자 집단은 일반인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데 소시오패스의 감정 처리는 일반인과 차이가 있다. 소시오패스
가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예를 들어 시체, 고문)가 포함된 문제를 접할 때
이들 뇌의 측두엽으로 혈류 공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
다. 이는 보통 사람이 약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문제를 풀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소시오패스가 감정을 처리할 때 일반인처럼 즉각 반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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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범은 무시한 채
탁월한 연기와 화려한 거짓말로 당신의 마음을
측은하게 만드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라.
그는 그에게는 없는 당신의 양심을 공격 중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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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한 예상과 달리 소시오패스는 매력적인 경우가 많다. 이들이 호감을
쉽게 얻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공감은 정서적 공감이 아닌 인지적 공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쓰
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그래서 이들은 적절한 표정으
로 감정을 연기하며 주변 사람을 바둑판의 바둑알처럼 조종하며 착취하는
기생적 인간관계를 맺곤 한다.
소시오패스는 또한 거짓말을 하는 데에 능숙하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를 생각해보자. 혹시라도 들통날까봐 긴장하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소시오패스에게 양심이란 그저 사전 속 단어에 불과하기 때문
에 이들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일말의 거리낌이나 망설임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소시오패스가 거짓말을 잘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 기준 중 하나인 높은 사기성을 보인 사람들이 보통 사람에 비해 두뇌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의 회색질이 14.2% 감소한 반면에 백질은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다. 인간의 두뇌에서 회색질
은 신경 세포들이 밀집돼 있는 겉 부분이고, 백질은 신경세포를 서로 연결
하는 신경 섬유망이 깔려 있는 속 부분이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전전두피질
의 신경세포가 적어 도덕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쉽
게 하는 것일 수 있다. 대신 신경세포 사이에 더 많은 통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억과 생각들을 수월하게 연결할 수 있다. 소시오패스가 그
럴 듯한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기존 정보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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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할 수 있는 두뇌 구조 덕분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시오패스는 왜 생기는 것일까? 일부 사람들은 소시오패스
가 선천적인 사이코패스와 달리 후천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소시오패스의 원인은 어릴 적 심리적 외상이나 신체적, 감정적 학
대와 같은 부정적 환경이다. 그러나 원인을 이렇게 나누어 단정 짓는 것은
다소 성급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은 반사회성 인격장애
의 56%, 나머지는 환경적 요인이거나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시오패스의 원인으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이를 예
방할 수 있다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는 이들의 비율을 줄이는 것도 가능
해 보인다. 외국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부모가 자
녀에게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줘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이런 관점
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학대와 같은 생애 초기 스트레스를 겪는 아동
에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시오패스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범죄자가 아닌 한 책의 제
목처럼 ‘옆집의 이웃’일 수 있다. 이들은 공감과 양심 없이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주변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의 무
기가 위협하는 ‘공포’가 아니라 연민을 자아내는 ‘동정심’이란 점이다. 사
회적 규범은 무시한 채 탁월한 연기와 화려한 거짓말로 당신의 마음을 측
은하게 만드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라. 그
는 그에게는 없는 당신의 양심을 공격 중임을.
글_ 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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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가전, 냉장고 문이
저절로 스르륵?!
이런 냉장고 어떤가? 양손에 반찬통이라 문 열기가 어려우면 알
아서 척척 문을 열어주는 냉장고. 김치면 김치, 회면 회. 넣은 칸마다 음
식에 따라 온도를 맞춰서 바꿔주는 냉장고. 20세기까지 냉장고는 그저 음
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장소에 불과했다. 하지만 냉장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냉장고는 점점 더 똑똑해져서 보관된 식자재의 유통 기한을 관리하고,
지금 보관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알려준다. 앞으로 냉장고는 산지
에서 출하되는 제철 채소를 말해주고, 요리 이름을 입력하면 필요한 재료
를 인근의 어느 상점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지 검색해줄 것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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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식단에 필요한 재료를 스스로 상점에 주문하고, 결제하는 구매 대
행 기능을 갖출 수도 있을 것이다. 식이 요법이 필요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을 꺼낸다면 알람을 울리는 기능도 상상해볼 수 있다.
아마 가까운 미래에 냉장고는 우리들의 영양사이자 식품 구매 대행자
가 될 테고, 귀찮은 내부 청소는 내장된 로봇이 알아서 처리하는 능력자가
될 게 틀림없다. 이 모두는 냉장고가 스마트, 그러니까 똑똑해지게 된 덕
분인데, 그 비결은 ‘인터넷’이다.
하지만 냉장고가 인터넷에 연결된 이 장밋빛 미래에는 그늘 역시 만만
치 않다. 알아서 문 열어주고 온도 맞춰줄 줄 아는 냉장고는 반대로 언제
든 제멋대로 문을 여닫고, 작동을 멈춰버리는 악동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
다. 소위 ‘어둠의 세력’이 냉장고로 할 수 있는 일을 따져보자.
나와 내 냉장고 정보가 유출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 먹는 마요
네즈에는 첨가물이 많으니 자사 제품으로 바꾸라며, 내 냉장고 속 정보를
훤히 다 알고 보내는 기막힌 스팸이 폭주할지 모른다. 그러나 스팸 메일
은 애교다. 냉장고를 해킹해서, 설정 온도를 제멋대로 바꾸거나 고장을 낼
수도 있고, 작동을 아예 멈추게 할 수도 있다. 특정 기관과 기업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에 내 냉장고가 쓰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공격적인 테러리스트들이 냉장고 자체를 원격 폭탄으로 사
용하리란 끔찍한 상상도 해볼 수 있다. 이 쯤 되면 인터넷으로 세상에 연결
된 냉장고는 미래 사회를 그린 SF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도 남을 지경이다.
‘사물 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
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
안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사물 인터넷 기기는 지난해 87억 개
에서 2020년에는 500억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적인 통신 장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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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
(IoT : Internet of Things,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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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의 존 챔버스 회장은 사물 인터넷 시장의 규모가 1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 역시 현재 2조 3천억 원인 국내 사물 인터넷의 시장이 2년
뒤 4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 이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
든 물건과 기기가 사람을 통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하는 세
상이 곧 도래할 것이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에서 봤던 것처럼
길 가의 광고판마저 나에게 인사를 할 날이 온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은 태생적으로 보안에 취약하다. 스마트 가전을
내세우지만 TV나 냉장고에는 그 흔한 ID나 비밀번호도 없다. 사물 인터
넷 기기들은 대개 운영 체제(OS)를 갖추고 있지만 제품 자체에 보안 기능
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또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기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유선과
달리 무선은 IP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을 차단하고 좀비화된 기
기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용 빈도가 낮은 기기나 방치된 기기가
범죄의 도구로 쓰일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제 때에 알고 대처하기 어렵다
는 문제도 있다. 기존의 보안 방식은 PC와 같은 전통적인 인터넷 환경에
맞춰 있어 사물 인터넷 기기에 적용하기 어렵고, 아직까지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보안 표준과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TV나 냉장고가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건 공상이 아니
다. 지난 1월 미국의 보안 업체 프루프포인트는 TV나 냉장고와 같은 가
정 내 가전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1월 6일까지 약 보름간 악성 이메일 75만
건이 발송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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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안 업체들은 이미 몇 해 전 가정용 오디오나 프린터가 악성 코
드에 감염돼 오작동 하는 모습을 시연해 보였다. TV를 해킹하면 시청자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스마
트TV의 홈쇼핑 방송을 해킹해 시청자가 주문하면 돈이 해커에게 입금되
도록 하는 방식의 새로운 피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동차를 해킹하면 달리는 속도나 방향을 해커가 조작해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 고작 20 달러짜리 회로 기판 하나를 자동차에 연결하면 가능
하다. 의료 기기 해킹은 치명적이다. 모바일 전문 보안 업체 룩아웃은 당
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주입하는 인슐린 펌프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경고
한 바 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테러리스트들은 항공기를 해킹해 경로를 바꾸고
미사일을 엉뚱한 곳에 떨어뜨리게 만든다. 그저 영화 속에서만 있는 일이
라고 안심할 수 없다. 온갖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하게 될 때 엘리베이터는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테니까. 보안을 위해
설치한 디지털 도어록이나 CCTV가 도리어 도둑에게 제 발로 문을 열어주
고 증거를 지워버릴 수 있다.
사물 인터넷이 만개한 뒤에는 늦다. 해커들의 천국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서둘러야 한다.

좀비 가전 해커들이

PC를 해킹해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심은 뒤 ‘좀비 PC’를 만들어 조종하는 것처럼
해커의 공격에 감염되어 각종 스팸 메일이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스마트 가전 기기.

글_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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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는‘팝콘 브레인’
“드드드득…, 탁! 토독…, 탁! 타닥!”
시간 차를 두고 터져 나오는 톡톡 소리와 함께 향긋한 냄새가 번진다.
왠지 기분이 좋아지며 입안에 군침이 돈다. 팝콘을 튀기는 소리다. 말린
옥수수 알갱이에 열을 가해서 만들기 때문에 탁(pop) 하고 터지는 옥수수
(corn)라는 이름이 붙었다.
팝콘은 섭씨 200도가 넘어야 터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탁 하는 소리
가 띄엄띄엄 들린다. 아직 열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냄비가 본격적으
로 달궈지면 타다닥 하고 연속적으로 소리가 들린다. 시간이 더 흐르면 소
리의 빈도가 잦아들면서 팝콘 한 봉지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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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신경이 평소보다 조금 더 무뎌진다고 생각해보자. 감기약을 먹
어서 몽롱할 때는 주변에서 오가는 소리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한
가지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들거나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때도 감각 정
보가 상당 부분 차단된다.
이럴 때는 팝콘의 소리가 달라진다. 드드드득 하고 부글거리는 낮고
조용한 소리는 들리지 않고 탁 하고 터질 때만 인식이 된다. 아무 낌새도
없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시 조용해지는가 싶다
가 잠시 후 탁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팝콘이 터지듯 크고 강렬한 자극에만 우리의 뇌가 반응하는 현
상을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이라 한다. 데이빗 레비(David Levy)
미국 워싱턴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가 만들어낸 용어다.
2011년 6월 CNN을 통해 처음 소개된 ‘팝콘 브레인’ 증상은 컴퓨터와 스
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여러 기기로 멀티태스킹
을 반복할 때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뇌에 큰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팝콘 브레인을 가진 사람은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한다. 잔
잔하고 미묘한 요소들은 관심을 끌지 못한다. 새로운 소식이 뜨지 않았나
10분이 멀다 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켜보면서도 방 청소나 설거지 같은 살
림살이는 뒤로 미루기 일쑤라면 팝콘 브레인을 의심할 만하다. 급한 업무
를 처리할 때도 아닌데 여기저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접속을 반
복하는 것도 전형적인 증상이다.
인간의 뇌는 강렬한 자극을 선호한다. 한 가지 자극이 반복되면 지루
함을 느껴서 그보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중독’의 시작이다. 중독
은 크게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적 중독과 약물에 의한 정신적 중독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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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이 뜨지 않았나
10분이 멀다 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켜보면서도
방 청소나 설거지 같은 살림살이는 뒤로 미루기 일쑤라면
팝콘 브레인을 의심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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뉜다. 신체적 중독은 원하지 않은 독성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간 상태여서
해독제를 통해 신속한 치료를 해야 한다. 반면에 정신적 중독은 자발적으
로 특정 성분을 섭취하거나 특정 행동을 반복하다가 발생한다. 당사자가
깨닫기 전까지는 심각성을 알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마약, 알코올, 카페인, 도박 등 아이들에게는 금지된 식품
이나 행동을 통해서 정신적 중독이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근 들어 인터넷 접속, 컴퓨터 게임, 온라인 쇼핑 등 일상생활의 행동만으
로도 깊은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아, 아동, 청소년과 같이 성인 이전의 시기에는 뇌 발달이 완성되지
않았다. 뇌의 특정 부위만 지나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런데 일상적인 행동만으로도 중독에 빠진다면 뇌의 구조가 달라
질 수도 있는 문제다. 가장 큰 위해 요소로 지적되는 것은 인터넷이다.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견딜 수가 없는 증상을
‘인터넷 중독 장애(IAD)’라 부른다. 아직 정식 질환으로 등록되지는 않았
지만 위험성은 충분하다. 일반적으로는 학업이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데
도 인터넷에 하루 6시간 이상 접속하는 행동을 6개월 넘게 지속할 때 인
터넷 중독 장애라 판단한다.
2011년 중국 연구진은 하루 10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14~21세
의 학생 17명의 뇌를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으로 촬영해서 인터넷 중
독 장애가 뇌의 구조까지 바꾼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은 하루 2시간
미만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는 16명의 대조군에 비해 뇌 신경 섬유가 모인
백질 부위가 현저히 두꺼웠다. 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감정 조절, 의
사 결정, 자기 제어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
2014년 5월 초 미국정신과협회(APA)의 연례 대회에서는 인터넷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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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보이는 청소년은 뇌에 비정상적인 특징이 나타났다는 발표가 있었
다. 한두 건의 실험이 아닌 최근의 연구 13건을 종합한 결과다. 인터넷 중
독 장애는 부정적인 정신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연구가 지적
하는 부작용만 해도 우울증, 자살 충동, 강박 장애, 식이 장애, 주의력 결
핍, 과잉행동 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장애 등 다양하다.
예전에는 인터넷 중독의 주범으로 컴퓨터가 지목되었지만 이제는 스마
트폰이 그 자리를 넘겨받았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사용 인구는 이미 4
천만 명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용 시간도 길어져서 스마트폰 없
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2013
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금
단 현상, 내성, 일상생활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중독 위험군이 10~19
세의 25.5%에 달한다. 2012년에는 중독 위험군이 18.4%였던 것에 비해 1
년 만에 7% 이상 높아진 수치다.
팝콘 브레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연결
된 전자 기기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CNN은 인터넷 접속 시간 기록하
기, 하루 인터넷 사용량 정하기 같은 딱딱한 방법 이외에 2분 동안 창밖
바라보기, 전자 기기 쓰지 않는 시간 가지기, 문자 메시지가 아닌 전화로
연락하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제안했다. 3년 전
방법이지만 지금도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수칙들이다.
팝콘 브레인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의 화면을 끄고 바깥
경치를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과 못 다 나눈 대화를 이어가자.
글_ 임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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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PTSD),
이해와 믿음으로 극복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

실종자 304명 중

292명(6월 17일 기준)이 주검으로 돌아왔다.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
다. 담당자들의 무책임한 행동과 국가의 무능함에 온 국민은 슬픔을 넘어
서 분노했다. 국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해 전문가를 투입하고 있지만, 유가족과 생존자가 상담에 응하지 않는
다고 한다. 단원고를 위기 극복 연구학교로 지정했다는 발표도 이어졌다.
지금 생존자와 유가족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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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절망의 시간이 온다
재난 직후(3~7일) 사람은 아픔과 피곤함도 잊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
한다. 세월호가 침몰한 직후 실종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밤낮을 울며 실
신 직전의 상태가 돼도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팽목항으로 뛰었다.
시간이 지나면서(사고 후 1~3개월) 초기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지
만 유가족은 체육관에 모여 있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매스컴
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고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갖는
다. 친구에게 구명조끼를 건네고 죽은 아이의 유가족은 살아남은 이를 보
며 우리아이 몫까지 열심히 살아달라며 진심어린 격려를 보낸다. 살아남
은 아이도 용기를 얻고 열심히 살겠노라 다짐을 한다.
문제는 다음 단계다. 사고가 난 뒤 2~3여 개월이 지나면 끝없는 절망
기가 찾아온다. 매스컴과 주변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자신들이 단순한 호
기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면서 공동
체가 아닌 개인의 문제라는 생각에 막막하고 두려워진다. 잃은 가족과 함
께 했던 공간에서 그리움과 슬픔은 더욱 커진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피로
도 몰려들면서 두려움, 죄책감, 허무함과 같은 여러 감정이 뒤섞이며 깊은
슬픔에 빠진다. 유가족의 잇단 자살 기도가 그 예다.
친구를 구하려다 죽은 아이의 부모는 만약 내 아이가 친구에게 구명조
끼를 벗어주지 않았더라면, 내 아이가 살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원망과
그리움이 커진다. 또 생존한 아이는 ‘그 친구가 살았어야 했는데’라는 미
안함과 죄책감에 휩싸인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감정을 입 밖으로 낼 수
없다.
유정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은 “이 시기에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
야기하는 것은 회복의 중요한 시작”이라며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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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 외상이 진행 중인 유가족에게 사고 직
후 전문가가 찾아가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
다”고 지적했다.
이 시기에는 재경험 현상(플래시백)도 두드러진다. 생존자는 사건과
연관될 수 있는 물건이나 상황, 냄새나 촉각만으로도 사고가 반복적으로
떠오르거나 악몽을 꾼다. 대구 지하철 사고의 트라우마 극복 과정에 대해
다룬 논문 ‘트라우마 내러티브 재구성과 회복효과, 2010’을 보면 사고 이
후 노래를 못하게 된 성악과 학생의 상담 내용이 담겨있다. 사고 당시 다
른 사람보다 숨을 잘 참아 기관지 손상이 적었음에도 더 이상 노래를 못하
게 된 이유는 고음이나 음을 길게 끌기 위해 숨을 참을 때마다 사고의 고
통이 떠올라서였다. 전문가들은 “일본 쓰나미 생존자의 경우 김치찌개에
올려진 두부를 보고 쓰나미에 휩쓸린 사람들이 생각나 구토 증세를 호소
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또 신경이 예민해져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게 된다. 사고와 관
련된 것을 피하거나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 때
문에 주변 사람이 도움을 목적으로 사고에 대해 이야기 해 보라고 묻거나
성급한 충고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오히려 당사자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귀 기울여주고 언제나 당신이 옆에서 지원해준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
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온 국민의 이해 필요해
끝없는 실망 끝에는 회복기(사고 6개월~1년 후)가 온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고를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극복하고 새 삶을 꾸
리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시기다. 사고를 잊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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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당사자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귀 기울여주고
언제나 당신이 옆에서 지원해준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이들이 이해와 믿음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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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고는 기억의 일부로 남는다. 혼란과 갈등도 계속된
다. 매년 4월 16일이면 평소보다 더 우울한 시간이 찾아오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내면의 죄책감과 불안감,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심리적
인 회복이 된다.
충격이 너무 커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 해리장애가 나
타나기도 한다. 사고에 대한 기억만 지워져 사고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거
나 사고의 기억을 ‘나’의 경험과 분리시켜 사고는 기억하지만, 내가 겪은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회복기에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가 그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정부는 사고
경험자가 다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되 아픈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지 않아야 한다.
미국 정부는 9.11 테러 이후 전문가를 소집해 교통과 바다 생태계, 건
축, 시민들의 충격 등 전 분야에 걸쳐 10년간 뉴욕시가 입은 피해에 대해
조사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들이 다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전폭적으
로 지원했다. 심리 치료는 물론 직업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새로운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주로 이사를 원하는 이에게는 주거를 제공
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는 이에게는 후견인도 지원했다.
또 매년 9월 11일이면 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하여,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임을 강
조하며 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갔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날이 갈수록 커져 생존자
와 유가족뿐 아니라 온 국민이 세월호 사고의 외상을 겪고 있다. 생존자를
위한 국가의 지원은 단원고를 위기 극복학교로 지정해 낙인을 찍는 일부

44

생활에 밑줄긋는 과학이야기

| 캐모마일

캐모마일
터 시작했다. 고등학생은 성인과 달리 가치관이나 자신만의 세계가 완성
되지 않은 상태다. 단원고 학생들은 이 상황에서 일어날 것이라 상상조차
못했던 사고가 벌어지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 유정
연구원은 “어른이 외상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집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과
정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이라며 “위기
극복 학교 지정은 다시 자신만의 새로운 집을 짓는 아이들의 토대에 ‘어딘
가 아픈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외부 전문가가 아닌 학교 선생님이나 지역 사람들
의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치유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 상담실을 늘리거나 수업
의 일부를 활용해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의 감정에 대해 편하게 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외부의 의식을 덜하면서 다시 축
구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
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미국이 9.11 사건을 극복하는 데는 국민들의 힘도 컸다.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로 전 국
민이 추모 촛불 점등을 하는 등 그들의 슬픔을 함께 하고 격려했다. 우리
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도 생존자의 회복에 중요한 요건”이라며 “그들을 잊지
않는 것, 그들 곁에 우리가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모든 이들이 이해와 믿음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
원한다.
글_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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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국과 오이무침,
그리고 기수어
아침상을 보는 주부의 손놀림은 늘 분주하다. 오늘의 식
단은 미역국과 오이 무침. 마른 미역을 물에 넣고 불리는 동안, 오이에 소
금을 뿌려 절여둔다. 딱딱한 미역은 부드럽게 불리고, 오이는 수분을 빼서
아삭거리게 만드는 이 두 행위 뒤에 놓인 과학적 원리는 같다. 모두 삼투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삼투 현상이란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이
존재할 경우, 농도가 더 묽은 쪽에서 진한 쪽으로 용매(주로 물)가 이동하
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반투과성막에 걸리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한다.
마른 미역을 구성하는 세포의 세포질은 물보다 농도가 짙으므로 마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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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물을 넣으면 삼투 현상에 따라 물이 미역 세포 안으로 이동하여 부풀
어 오른다. 반대로 오이에 소금을 뿌리면 오이 세포보다 오이 표면에 녹
은 소금물의 농도가 짙으므로 오이 세포 안의 수분이 빠져나와 물기가 흥
건해지고 오이는 꼬들꼬들해진다. 우리는 음식을 더욱 맛있게 조리하는데
삼투 현상을 이용하지만, 삼투 현상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생존과 연관된
존재들도 있다. 바로 물속에서 살아가는 수중 생물들이다.
물속은 육지와는 달리 주변 환경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용기 속에 든
용액과 같으므로 이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늘 삼투압 스트레스에 시달
린다. 개중에는 주변 환경과 체내의 농도가 같도록 진화해 삼투압을 아예
없애버린 종류들도 있다. 이런 동물들을 삼투순응형 동물이라고 하는데,
내부 체액의 농도를 주변 환경과 같게 만들어 삼투 스트레스를 근본부터
제거한 존재들이다. 해파리와 같은 해양 무척추동물들 중 다수는 이런 삼
투순응형 동물이다. 상어나 가오리 같은 연골어류 역시도 체액 속에 요소
를 다량 함유하여 체액 농도가 바닷물의 농도와 비슷해 삼투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을 비롯한 포유동물은 신장이 걸러내 그대로 소변
에 섞어서 배출해 버리는 일종의 노폐물인 요소를 이들은 다시 흡수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야만 삼투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생물체가 삼투 순응적 특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생물체
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체액의 농도는 다르고, 특히나 대부분의 척추동
물들은 주변 환경과는 상관없이 체액의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항삼투성 동물이다. 대표적인 수중 척추동물인 어류, 그 중에서도 경골어
류의 경우, 체액 농도는 약 1.5% 정도로 민물보다는 높고 염도가 3.5% 정
도인 바닷물보다는 낮다. 따라서 이들은 삼투 현상으로 몸이 빵빵하게 부
풀어 오르거나(담수어) 쪼글쪼글하게 줄어들지 않으려면(해수어) 주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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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은 육지와는 달리
주변 환경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용기 속에 든
용액과 같으므로 이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늘 삼투압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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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맞춰 적절하게 조절해야한다.
삼투 현상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담수어나 해수어나 마찬가지
이지만, 그 대응 방식은 전혀 다르다. 담수어의 경우, 주변보다는 체액의
농도가 더 높기에 물이 몸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때 담
수어가 취하는 전략은 ‘퍼내기’이다. 폭우로 댐 안에 가둔 물의 양이 늘어
나면 수문을 열어 물을 빼내듯이, 몸 안의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묽
은 소변을 다량 배출하는 방법으로 체액의 농도를 유지한다. 반면 해수어
의 경우, 상대적으로 농도가 짙은 주변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
해 ‘걸러내기’ 방식을 이용한다. 물에 섞인 부유물들을 체를 통해 걸러내
듯 다량의 바닷물을 마시고 소화관을 통해 수분과 염류를 흡수한 뒤, 염류
만 골라 아가미에 존재하는 염분 배출 세포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 체
액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개의 물고기들은 ‘퍼내기’와 ‘걸러내기’ 중 하나의 전략만을 가지고
주변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며. 급작스럽게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지 못하
고 죽고 만다. 담수어를 바닷물에 방류한다든가, 해수어를 민물 어항에 넣
어두면 얼마 못 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현재 밝혀진 물고기의 종류는 약 21,600여 종으로 그 중 41%는 ‘퍼내
기’ 전략을 사용하는 담수어이며, 58%는 ‘걸러내기’ 전략을 사용하는 해수
어이다.
그럼 나머지 1%는? 이들은 특이하게도 ‘퍼내기’와 ‘걸러내기’의 이중
삼투 전략을 모두 사용할 줄 아는 종류로 이런 물고기들을 기수어(汽水魚)
라고 한다. 원래 기수(汽水, brackish water)란 강 하구처럼 바닷물과 강
물이 섞이는 곳의 물로 민물보다는 짜고, 바닷물보다는 묽은 물을 의미한
다. 기수가 존재하는 기수역은 매우 넓고 염분 농도도 다양해 거의 민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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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곳부터 심지어는 해수보다 염도가 높은 곳1까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변화무쌍한 곳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고기들
의 삼투 전략 역시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주변 농도에 따
라 어떨 때는 묽은 소변을 다량 배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가미를 통
해 염류를 배출하기도 하면서 체액의 농도를 지키며 살아간다. 염분 농도
가 일정치 않은 기수역에서 서식하는 은어, 숭어, 전어 등의 물고기들 뿐
아니라, 뱀장어나 연어처럼 성장 시기에 따라서 강과 바다를 오가며 살아
가는 물고기들도 기수어의 일종이다.
기수어들이 어떻게 두 가지 정반대의 삼투 전략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추론할 수는 있다. 태초에 바다, 즉 짠물에
서 태어난 어류들은 우연히 민물과 경계선을 이루는 기수역 근처까지 나
아갔으며, 먹잇감이 풍부한 연안 지역의 특성상 이 곳에 적응하려 시도한
존재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원래 가지고 있던 ‘걸러내기’ 전
략에 ‘퍼내기’ 전략을 동시에 지니게 되어 적응에 성공했다. 이들 중 다시
일부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민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걸러내기’ 전략이 도태됐을 것이라고 말이다. 어쩌면 기수어
의 존재는 지구상의 어류들이 또 다른 곳으로 서식 지역을 넓혀 생존하기
위해 수억 년 동안 치열하게 애써온 흔적이 아닐까.

글_ 이은희

각주 1 하구의 모양이 호수처럼 닫힌 형태이고 기후가 건조하다면 물의 증발량이 많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
표적으로 사해(死海)의 경우, 바다가 아니라 호수이지만 건조한 기후로 인해 유입량보다 증발량이 많아 염분 농
도가 20%로 세계 최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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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력망,
에너지저장시스템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가 회자되면서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Energy
Storage System)다. 신재생 에너지는 스마트 그리드에서 중요하게 쓰이
는데, ESS를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어려운 태양광, 풍
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ESS는 전력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이자,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차세
대 전력망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ESS는 전기
를 생산하는 발전 영역, 생성된 전기를 이송하는 송배전 영역, 그리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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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된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수용가(소비자) 영역에 모두 적용된다.
보통 필요 발전량은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최고 수요 시점을 기준으
로 설정돼 있는데, ESS는 피크 수요 시점의 전력 부하를 조절해 발전 설
비에 대한 과잉 투자를 막아준다. 그리고 ESS는 돌발적인 정전 시에도 안
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ESS는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등 신재생 에너지 또는 소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수시로 전력망에 공급되거나 전기자동차 충전
소 등에서 높은 출력으로 갑자기 전기가 소비될 때 유용하다. ESS는 전
기의 불규칙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주파수를 조정해
전력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ESS는 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핵심 설비로 주목받고 있는 것
이다.
ESS 설치 확대는 세계적 추세
일본은 2011년 도후쿠 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의 가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전력 예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비상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으로 ESS를 적극 지원한 바가 있다. 특히 가정용 ESS의 보
급으로 전력 공급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효과를 봤다. 다수의 ESS업체
와 건설사는 주택 구매 시 안정적인 전력 수급 차원에서 10kW급 미만의
ESS를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미국은 이미 전력 계통형 대형 ESS와 주거용 ESS를 대상으로 다수
의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인데, 효과가 검증된 영역을 중심으로 ESS의 구체
적인 수준까지 제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2010년 9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인 ‘캘리포니아 에너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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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법안(AB 2514)’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전력회사들은
2024년까지 1.3GW의 ESS를 설치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저장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전략 K-ESS 2020’을 마련해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30%를 목표
로 총 6.4조 원 규모의 연구 개발 및 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
재생에너지 촉진법을 통해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ESS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리튬전지를 채택한 ESS 보급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보급화 사업에서 165억 원을 지원해 총 12MWh의
ESS를 설치했다. 또, 향후 ESS 설치량 증가에 대비해 각종 제도, 안전 규
격 및 지원책이 논의되는 한편, 국내 사업화 및 수출 확대에 필요한 ESS
용 리튬 이차전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 평가 인증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우리나라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서 ESS도 함께 실증했다.
한국은 2009년 7월 G8 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와 함께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으로 지정됐고, 그해 12월 ‘MEF기후변화 주요국 회
의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확정된 ‘제주 스마트그리
드 실증사업’은 제주도 구좌읍 일대에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
지 42개월간 진행됐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력망을 지능화·고
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
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우리나라는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국가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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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는 스마트 그리드에서
중요하게 쓰이는데, ESS를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어려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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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
트 그리드를 반도체, IT의 뒤를 잇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ESS는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에서 여러 분야에 관여됐다. 한
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계획팀 손종천 팀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SS는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출력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즉 ESS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출력을 평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송전 및 배전 단에
대용량 ESS가 들어가면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ESS는 각 빌
딩, 가정에도 접목할 수 있으며, 값싼 심야 전력을 저장했다가 낮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는 풍력 보조용으로
35kW~1MW ESS가 다수 설치됐으며, 충전소 보조용으로 150kWh ESS
가 운영됐다. 또 3kW~30kW급의 많은 ESS가 부하 평준화용, 피크 컷용
으로 설치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ESS는 전력 수요의 피크를 이동시키거나 신재생
에너지처럼 출력이 변동하는 발전의 출력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유
럽은 2020년까지 출력이 전체의 20%까지 변해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
록 노력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은 중앙집중식과 분산형으로 나
눌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ESS의 역할이 크다. 중앙집중식의 경우 강원
도 산악지대 풍력단지, 서해안 해상 풍력단지처럼 수십 MW의 발전소급
출력을 내는데, ESS가 발전과 송전 부문에 관여한다. 분산형 신재생에너
지 시스템은 마이크로그리드처럼 태양광 설비, 소형 풍력 설비 등이 설치
돼 수십 kW, 많아야 수 MW의 출력을 내며, ESS가 배전과 수용가 부문
에 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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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의 미래, 그리고 확산사업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
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확산 사업은 에너지 소비 컨설팅, 전력
재판매, 수요 반응, 수요 측 발전자원 전력 거래(수용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풍력발전기, ESS 등), 전기차 기반 가상발전소 운영, 전기차 급·완
속 충전, 전기차 이동 충전, 전기차 대여,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및 품
질 개선이라는 9개 실증사업 모델에 따라 예비사업자가 선정됐다. 2013년
10월 정부는 포스코ICT, 짐코, 현대오토에버, 현대중공업, KT, LS산전,
한국전력, SK텔레콤이 각각 주도하는 8개 컨소시엄을 예비 사업자로 선정
한 것이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확산 사업의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인 2017년 기준으로 대상 지역에서
약 4억 758만kWh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며, 약 18만 7000톤의 탄소 배출
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어느 확산 사업에서나 ESS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ESS는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에서도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글_ 이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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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세고 강력한
가을태풍
2013년 11월 4일 초강력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강타했

다. 태풍의 영향으로 이재민이 430만 명에 1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
생했다. 재산 피해는 집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하이옌은 필리핀 타
클로반에 상륙했을 때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105m였다. 역대 태풍 기록
중 가장 강력했다고 한다. 한 여름도 아닌 늦가을에 기록적인 태풍이 만들
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태풍 하이옌이 발생했던 북위 5도의 해수온도가 당시 31℃를 넘었다.
엄청난 에너지 공급이 가능했던 것이다. 태풍 하이옌은 해수 온도가 가장
높은 저위도 해역을 통해 이동했다. 태풍의 힘을 약화시킬 저기압이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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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공기나 육지를 만나지 않았다. 이런 요인들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
면서 슈퍼태풍이 만들어진 것이다.
겨울로 접어들기 직전인 11월에 발생한 태풍이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경
우가 많다. 역대 태풍 기록 중에서 가장 인명 피해가 컸던 열대성 사이클
론은 1970년 11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했다. 폭풍과 해일을 동반한 바람
은 최소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세기가 태풍 하이옌 보다는 약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인프라가 약해 희생자가 더 많이 나왔다.
가을 태풍이 더 무섭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을 월별로 분석을 해 보니, 1971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 많은 태풍이 만들어진 달은 8월이었다. 234개의 태풍이
북태평양 상에서 만들어졌다. 두 번째로 많은 달이 9월로 214개였다. 다
음이 7월로 164개, 10월이 159개다. 여름 태풍의 수가 477개인데 가을에
는 470개였다. 가을 태풍의 발생수가 여름에 못지않다는 말이다. 이중 9
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태풍 수는 28개, 10월에 영향을 준 태풍
수는 3개였다.

▲	1971년부터 2013년까지 월별 태풍 발생 횟수 출처 : 케이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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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올라오는 태풍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한다. 여름 태풍보다 더 독
하다는 이야기다. 정말 그럴까? 기상청에서 1904년부터 2013년까지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 순위를 발표했다. 인명 피해에서 가을 태풍은 전체 10
권내에 2개가 들었다. 재산 피해는 10위권 내에 4개가 포함됐다. 인명 피
해는 1980년대 이전이라 약한 태풍에서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때문
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산 피해를 보면 가을 태풍이 훨씬 더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순위

발생일

태풍명

사망·실종(명)

순위

발생일

태풍명

재산 피해액(억원)

1위

‘36.8.20~28

3693호

1,232

1위

2002.8.30.~9.1.

루사(RUSA)

51,479

2위

‘23.8.11~14

2353호

1,157

2위

2003.9.12.~9.13.

매미(MAEMI)

42,225

3위

‘59.9.15~18

사라(SARAH)

849

3위

‘99.7.23.~8.4.

올가(OLGA)

10,490

4위

‘72.8.19~20

베티(BETTY)

550

4위

‘95.8.19.~8.30.

재니스(JANIS)

4,563

5위

‘25.7.15~18

2560호

516

5위

‘87.7.15.~7.16.

셀마(THELMA)

3,913

6위

‘14.9.7~13

1428호

432

6위

‘98.9.29.~10.1.

예니(YANNI)

2,749

7위

‘33.8.3~5

3383호

415

7위

2000.8.23.~9.1. 쁘라삐룬(PRAPIROON)

2,520

8위

‘87.7.15~16

셀마(THELMA)

343

8위

2004.8.17.~8.20.

메기(MEGI)

2,508

9위

‘34.7.20~24

3486호

265

9위

‘91.8.22.~8.26.

글래디스(GLADYS)

2,357

루사(RUSA)

246

10위

2011.7.28.~8.9.

무이파(MUIFA)

2,183

10위 2002.8.30~9.1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 순위(기간 : 1904-2013)

태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 순위(기간 : 1904-2013)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태풍은 모두 가을 태풍이었다. 2002년 9월
태풍 루사는 246명의 인명 피해와 5조 10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냈
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는 131명의 인명 피해와 4조 2225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다. 1959년 9월에 찾아온 태풍 ‘사라’는 849명의 인명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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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의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태풍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또한 태풍 발생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9월에 가장 높다.
가을 태풍이 강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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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왔다. 최근 10년간(2002~2011년) 우리나
라는 총 138회의 자연재해를 입었다.(소방방재
청 재해연보) 이 중 호우나 태풍이 77회로 전체
의 55.8%를 차지했다. 호우 피해는 7~8월, 태
풍피해는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호우나 태
풍 피해액 중 상위 1~3위가 태풍 피해였다. 강
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의 주요 원인
▲	태풍 루사의 소용돌이와 강한 비구
름이 만들어지는 위성영상
출처 : 케이웨더

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가을 태풍의 피해가 가
장 컸다.

그럼 왜 가을 태풍은 강력하게 발달하는 것일까
가을 태풍이 강력하게 발달하는 이유로 먼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을 들 수 있다. 태풍이 발생하는 해역의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이동경로의 해수 온도가 높
아지면서 태풍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그러다 보니 북상하는
태풍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다. 또한 태풍 발생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9
월에 가장 높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해수 온도도 높기 때문에 가을 태
풍이 강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북태평양고기압의 계절적 수축도 한 몫을 한다. 여름철에는 강
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으로 태풍이 직접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그러나 가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통로를 만들어준다. 여기에 가을이 되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다. 태풍과 기온 차이가 커지다보니 한반도에는 강력한 대기 불안
정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유로 여름 태풍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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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해진다. 그러다보니 가을철 태풍의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
유엔 정부간 기후 위원회가 2013년 9월 27일 5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의 해수 온도 상승은 최근(1991-2010년) 20년간 0.19℃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 상승은 무려 0.81℃나 상승했다. 지구 평균 해수
면 상승은 년 3.2mm나 된다. 그 이전 보다 거의 두 배나 빨리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상승은 세계 평균치보다 4배가 높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런 변화는 태풍의 강도에 영향을 준다.
제주대 문일주 교수가 1951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에 영향을 미친 태
풍의 최저 기압(氣壓) 변화 추이를 조사했다. 그 결과 태풍의 최저기압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 이야기는 태풍이 점점 강력해진다
는 말이다. 문일주 교수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앞으로 슈퍼 태풍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산하 기후데이터센터(CDC) 연구진은
태풍의 에너지 최강지점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1982년부터
2012년까지 태풍 자료를 분석했
다. 분석 결과, 태풍의 에너지 최
강 지점이 10년마다 53∼62㎞씩
적도에서 극지방 방향으로 올라온
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것은 지난
30년간 태풍의 세력이 강력한 지
점은 적도 부근에서 약 160㎞ 멀
어졌다는 뜻이다. NOAA의 제임
스 코신 연구원은 "일본과 한국이
▲	태풍 최저기압 변화 추이 출처 : 문일주교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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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모마일
말했다.
우리나라도 점차 아열대기후구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기후가 변하면
우리나라도 가을이 아닌 겨울에도 태풍이 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슈퍼 태풍은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영향을 줄 것이다. 무엇이
슈퍼 태풍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까? 바로 기온 상승, 해수 온도 상승, 해
수면 상승을 막는 길이다.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와
노력이 시급한 이유다.

글_ 반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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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사고
서바이벌 가이드
시속 1000km로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공중을 날
아가는 알루미늄 원통 안의 좁은 의자에 앉아 길게는 10여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까. 자동차 사고야 운전을 조심스럽
게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비행기 사고는 승객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운명에만 맡길 수는
없다. 실제로 비행기 사고의 생존율은 의외로 높다. 2013년 7월 일어났던
아시아나 214편 사고에서도 승무원과 승객이 적절히 대처한 결과 인명 손
실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에 충돌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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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고 화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총 307명 중 3명만이 사망했다. 그렇
다면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불운한 사람에 끼지 않을 수 있
을까. 가능한 생존 확률을 높이는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흔히 비행기의 뒷자리에 앉는 게 생존율이 높다고 한다. 2007년 미국
의 파퓰러 메카닉스는 1971년 이래 미국에서 일어난 20건의 비행기 추락
사건을 조사했다. 이들은 비행기의 좌석을 네 구역으로 나눈 뒤 각 구역의
생존율을 구했다. 그러나 20건 중 11건의 사고에서 뒷좌석에 앉은 승객의
생존율이 확실히 높았다. 11건 중에서 특히 7건의 사고에서는 가장 뒤에
앉은 승객이 가장 유리했다.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뒤쪽에 앉을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속설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실험 결과도 있다. 대담하게도 아예 실제 비행기
를 추락시켜서 위치에 따라 충격을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자동
차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하는 충돌 실험과 같다. 다만 비행기 추락
실험은 규모가 자동차에 비할 바 없이 크기 때문에 실제 사례가 많지 않
다. 1984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연방항공청(FAA)이 보잉720기를
추락시킨 적이 있고, 2012년에 다시 NASA가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과
함께 보잉727기를 추락시킨 사례가 있다.
두 번째 추락 실험은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져 대중에게 공개됐다. 그
결과는 앞선 파퓰러 메카닉스의 조사 내용과 흔히 알려진 속설을 뒷받침
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채널은 다큐멘터리에서 비행기가 충돌하는 과정
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먼저 비행기의 앞바퀴가 부러지면서 동체가 충격
을 받아 조종사와 가장 앞쪽 승객이 탄 부분이 통째로 뜯겨 나간다. 수집
한 데이터를 분석하니 가장 앞쪽의 더미(충돌실험용 인형)가 받는 힘은
12G(중력, gravity)에 달했다. 날개 부근에 탄 더미는 8G, 꼬리 쪽에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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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는 가장 적은 6G의 힘을 받았다. 뒤쪽에 승객이 탔다면 걸어서 비행
기를 탈출할 수도 있는 수준이었다.
물론 이건 비행기가 앞부분부터 부딪쳤을 때 이야기다. 지난 번 아시
아나 214편 사건처럼 뒤쪽부터 부딪쳤다면 오히려 앞쪽이 안전할 수도 있
다. 하지만 비행기가 앞쪽부터 부딪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뒤쪽이 좀 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는 게 무리는 아니다. 게다가
비행 자료를 기록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블랙
박스가 있는 곳이 바로 비행기의 꼬리다. 블랙박스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그만큼 꼬리가 충격을 덜 받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무리 충격을 적게 받는다고 해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소용
이 없다. 아시아나214편 사고에서도 승객이 비행기 밖으로 튕겨 나가 사
망한 사례가 있었다. 충돌 시에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면 안전띠를 매고
‘브레이스 포지션(brace position)’을 취해야 한다. 브레이스 포지션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머리를 감싸고 팔을 앞좌석 등받이에 붙이는 자세다. 앞
에 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감싼 뒤 머리를 무릎에 대
면 된다.
보잉727 추락 실험에서는 이 브레이스 포지션이 실제로 유용한지도 알
아봤다. 더미 두 개를 비슷한 위치에 앉힌 뒤 하나는 브레이스 포지션으
로, 다른 하나는 곧게 앉아 있는 자세로 두고 비행기를 추락시켰다. 조사
결과 브레이스 포지션을 하고 있던 더미는 종아리에 압박을 받아 뒤로 밀
리면서 의자 아래쪽에 발목이 부딪쳤다. 발목 골절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
다.
반면, 곧게 앉아 있던 더미는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
뇌진탕을 당했을 가능성이 컸다. 상체는 급격히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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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때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 두고,
산소마스크와 구명조끼의 사용법을 숙지하며,
사고가 예상될 경우 브레이스 포지션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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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또한, 허공에 날아다니는 파편이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 더미 실험을 담당한 신디 비르 미국 웨인 주립대 바이오공
학과 교수는 “브레이스 포지션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
한 자세”라며 “사고가 날 경우 브레이스 포지션으로 충격에 대비할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추락한 비행기가 멈췄을 때 다행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재빨리
밖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연기가
나고 있다면 몸을 숙이고 움직여야 한다. 전원 90초 이내에 탈출해야 하
는데, 이른바 ‘90초 규칙’이다. 추락한 뒤 화재가 발생하고 90초가 지나면
불이 서서히 타다가 산소가 공급되면서 선실 안이 일순간 화염에 휩싸이
는 ‘플래시오버’ 현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든 새 여객기는 승인을 받기 전에 90초 탈출 시험을 통과
해야 한다. 비상구가 50%만 열린 상황에서 모든 승객이 90초 안에 탈출
할 수 있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2008년 에어버스의 A380기 시험 때
도 870명의 승객이 78초 만에 전원 탈출했다. 물론 실제로는 탈출이 매끄
럽게 이뤄지지 않는다. 보잉727 추락 실험에서도 비행기의 배선이 튀어나
오면서 길을 막아 승객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솔직히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승객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좌석
을 마음대로 골라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부터 부딪칠지 뒤부터 부
딪칠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결국 응급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승
무원의 지시에 따라 모범 교본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생존 확률을 높이
는 방법이다. 탈 때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 두고, 산소마스크와 구명조끼
의 사용법을 숙지하며, 사고가 예상될 경우 브레이스 포지션으로 대비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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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쓸모 있는 행동 지침은 있다. 일단 직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고는 대부분 이착륙 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직항을 이용하면 사고 확률
을 낮출 수 있다. 단단한 물건은 충격을 받았을 때 흉기로 돌변할 수 있으
니 가급적 몸에 지니지 말자. 짐칸에도 떨어지면 위험할 정도로 무거운 짐
을 올려놓지 말자. 그리고 비행 중에도 항상 안전벨트를 차는 게 좋다.
또한, 술은 많이 마시지 말자. 사고가 났을 때 재빨리 대피하려면 맑
은 정신으로 있어야 한다. 게다가 기압이 낮은 공중에서는 평소보다 알코
올의 영향을 더 받는다. 비행기 밖으로 빠져나온 뒤에는 폭발에 대비해 최
대한 빨리 멀어져야 한다. 새어 나온 연료가 완전히 증발할 때까지는 접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구조를 받으려면 비행기 잔해 근처에서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
앞으로 비행기를 타야 할 일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막연한 두려움으
로 벌벌 떨기보다는 생존 지침을 철저히 숙지한 뒤 확률과 맞서 보자.

글_ 고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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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바람에도
온몸이 욱신욱신!
대상포진이 너무해
겨울철,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다가 대상포진
진단을 받는 사람이 많다. 최근 5년 대상포진 환자 수는 매년 약 2~3만
명씩 꾸준히 증가해 2009년 약 45만 명에서 2013년 62만 명을 넘어섰다.
감기인 줄 알았더니, 대상포진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다. 두통과 몸살이 난 것처럼
팔과 다리가 쑤시고 나른하다. 1주일이 지나면 몸통이나 팔, 다리 등 신경
이 분포된 곳에 작은 물집(수포)이 여러 개씩 무리지어 나타난다. 처음에
는 고름이 차면서 색이 탁해졌다가 2주정도 지나면 딱지가 생기면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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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아진다. 통증과 감각 이상 증상도 나타난다. 특징이 있다면 오른쪽이
나 왼쪽 등 증상이 한쪽으로만 나타난다.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수두 바이러스다. 어릴 때 앓았던 수
두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고 몸 속 신경세포가
모여 있는 신경절(神經節, 신경 세포체의 집합)에 숨는다. 면역력이 강할
때는 죽은 듯 조용히 있다가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약
해지면 신경을 타고 올라와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과로가 원인 20~30대 대상포진 주의보
과거에는 60대 이상의 노년층 환자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과로로 인한
20~30대 환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30대 환자는 약 12만 명으로 전체 환자의 19.2%를 차지한
다. 대상포진 환자의 10명 중 2명이 20~30대인 셈이다. 여성 환자만 본다
면 70대가 4만 6천 713명, 30대가 4만 2천 719명으로 그 수가 비슷하다.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로 한다.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데 치료 목적을
두는데 대상포진이 나은 뒤에도 신경통 같은 합병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이 때문이다. 신경통이 대표적인데 증상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
안 계속된다. 통증 양상은 다양하다. 칼로 쑤시는 듯한 느낌부터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이상 감각, 머리카락이나 바람이 닿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
지기도 한다. 또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사소한 통증에도 극
심한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통증 정도는 통증을 1~10으로 나눴을 때 6으
로 둘째 아이를 낳는 고통과 비교될 정도로 심각하다(초산은 8). 마취통증
의학과 전문의들은 “환자 중에는 옷에 닿기만 해도 쓰라리고 선풍기나 에
어컨 바람에도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환자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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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수두 바이러스다.
어릴 때 앓았던 수두는 면역력이 강할 때는 죽은 듯 조용히 있다가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경을 타고 올라와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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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도 욱신욱신, 대상포진은 신경통을 남긴다
신경통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피부 표면에 수포를
만들 때 신경관을 타고 올라오는데 이 때 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따
라서 치료가 늦어질수록, 수포의 범위가 넓을수록, 대상포진을 앓을 때 통
증이 심했던 경우일수록 신경통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은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은 사람이 아니더
라도 갑작스럽게 신경통이 생겼다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의심해 볼 필
요가 있다”며 “수포가 생기기 전 혹은 수포 없이 대상포진이 발병했다가
스스로 없어진 경우에도 신경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지난 5년 간 매년 만 명씩 환자 수가 증가해 지
난 2009년 약 8만 명에서 2013년 약 13만까지 늘었다. 신경통을 호소하
는 연령층은 주로 50~70대로 전체 74%를 차지한다. 보통 60세 이상의
경우, 2명 중 1명꼴로 신경통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30대는
대상포진 환자는 많지만 다행히 신경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치료는 약물치료와 신경 치료 같은 수술 치료로 나눈다. 약물로는 항
경련제와 항우울제 등을 사용하는데 신경통이 나타날 확률을 낮춰주고 통
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신경차단술도 방법이다. 통증을 전달하는 신
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통증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그 사이 신경 주위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혀 통증의 재발을 막는 방법이다. 교감 신경과 체신
경 차단술이 대표적이다. 척수자극술을 쓰기도 한다. 경막외강(척수를 둘
러싼 세 겹의 막 중 가장 바깥쪽 막인 경막의 바깥쪽 공간)에 실 같이 가
는 전선을 삽입해 전기 자극을 주는 시술이다. 자극은 통증을 억제시키는
신경 회로를 활성화 해 통증을 줄여준다.
치료 시기도 중요하다. 통증이 나타나고 두 달 내 치료해야 신경통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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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갈 가능성이 낮아진다. 치료 효과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떨어진다.
대상포진은 신경통 외에 다른 합병증도 많다. 눈 주변에 대상포진이
생긴 경우, 홍채염이나 각막염으로 실명 위기를 겪기도 한다. 또 바이러스
가 뇌수막염이나 뇌염, 간염이나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중추신경계
가 손상된 경우에는 안면 신경이 마비되거나 청각 소실, 중풍이나 혼수상
태 등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 효과 50%
문제는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늘 잠복 상태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
라도 다시 재발한다는 것이다. 예방법은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 유일한데
주사 자체의 예방 효과는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주기적으로 접종해야 효
과가 있다. 효과는 임상 시험 결과 대상포진은 50%, 신경통은 60%정도
발병률을 낮춰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대상포진
에 걸릴 수 있다는 것. 다만 조금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으며 신경통으
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효과도 연령대
에 따라 달라 80대의 경우, 효과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예방 접종보다 완벽한 예방법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대상포
진이 다시 우리 몸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잘 먹고, 잘 쉬는 것이다. 하지
만 초등학생도 학원과 자습으로 하루 7시간도 채 못 자고 20~30대마저
도 과로로 대상포진에 걸리는 수가 매년 늘어나는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예방법은 알고도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글_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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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쌓인
치킨과 맥주,
통풍으로 나타난다
치킨과 맥주를 줄여 부르는 치맥, 무더운 여름 저녁의 인기
메뉴다. 하지만 치맥 앞에 침만 꿀꺽 삼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통풍 환
자다. 통풍은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높아질 때 생긴다. 배출되지 못한 요
산이 혈액을 통해 관절의 연골과 힘줄, 주위 조직으로 침투해 염증을 일으
킨다. 요산은 염증의 형태로 관절 안에서 뭉치고 딱딱해지면서 관절을 변
형시키고 신장에 돌을 만들기도 한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
이라 병명이 붙을 만큼 통증도 심하다.
통풍 환자의 90%는 남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통
풍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지난해 29만 2113명으로 그 중 남성이 26만

76

생활에 밑줄긋는 과학이야기

| 캐모마일

캐모마일
6320명(91.17%)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약 절반(13만 2759명)으
로 가장 많다.
통풍 환자의 절반은 술·고기 좋아하는 40~50대 남성
통풍은 요산의 농도가 높을 때 생긴다. 요산은 핵산의 구성성분인 퓨린
이 체내에서 대사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최종 분해 산물이다. 단백질
을 음식으로 섭취하면 그 안에 핵산 성분이 있고, 핵산 성분인 퓨린이 체내
에서 대사과정을 거치면서 요산이 된다. 따라서 치킨 같은 고단백 식품일
수록 퓨린 함유량도 높다. 맥주 역시 주원료인 맥주보리에 퓨린이 많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술과 고기를 즐기던 부유층이나 왕이 많이 걸린
다고 해서 ‘부자의 병’, ‘왕의 병’이라고 불렀다. 나폴레옹과 알렉산더 대
왕, 영국의 헨리 8세도 통풍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 역시 식
습관의 변화로 지난 2009년 20만 1131명이던 환자가 4년 새 9만 982명
(45.24%)늘어 이제는 30만 명(29만 2113명, 2013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여름은 통풍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계절이다. 햇볕과 높은 습도
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혈액 속의 요산의 양은 일정해도 체내 수분량
이 줄어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남성 호르몬과 나이 탓도 있다. 요산은 신장에서 배출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요산 배출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 또 남성
호르몬은 신장에서 요산의 재흡수를 촉진해 혈중 요산 농도를 높게 한다.
반면 여성 호르몬은 신장에서 요산의 재흡수를 억제해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주로 폐경기 이후 통풍이 나타난다.
피로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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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은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높아질 때 생긴다.
배출되지 못한 요산이 혈액을 통해 관절의
연골과 힘줄, 주위 조직으로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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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동으로 몸이 피로해지면서 체내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 때 요산
도 함께 남는다.
가족력도 영향을 미친다. 전체 통풍 환자의 3~6%를 차지하는 25세
이하의 환자의 경우 80%는 가족력이 원인이다.
요산 농도의 기준치는 남자는 7.0mg/dl(milligram per deciliter, 데
시리터 당 밀리그램, 콜레스테롤·혈당의 단위), 여자는 6.0mg/dl로 통
풍 환자의 약 98%가 기준치를 넘는다.
발가락이 붉고, 붓고 찌르는 듯이 아프다면?
증상은 관절 주위가 붉게 변하면서 붓고 찌르는 듯한 느낌을 동반한
다. 주로 무릎과 그 아래 부분, 특히 엄지발가락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손
가락 등 관절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부위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통증
은 갑자기 발생할 때가 많은데 보통 늦은 밤이나 새벽,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통증은 몇 시간 이내 사라지거나 하루나 이틀 정도
이어지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 몇 주간 계속 되기도 한다.
치료를 받아 증상이 없어지더라도 다수의 환자는 6개월에서 2년 사이
증상을 다시 경험한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치료 받지
않은 경우, 증상의 빈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길고 심해진다.
통풍 진단을 받고 10년 정도 지나면 귓바퀴에 마치 물사마귀 같은 요
산염 덩어리가 생긴다. 그리고 20년 정도 지나면 환자의 1/4 정도는 손가
락이나 손, 발가락과 발목, 무릎 등에도 울퉁불퉁한 요산염 결정이 생기
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관절 변형도 일어나
손과 발의 형태가 변하기도 한다.
진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 요산 농도를 측정하거나 통풍이 의심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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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주사기로 윤활액을 뽑아내 요산염 덩어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치료는 요산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요산 이뇨제와 요산 생성 억제제
등을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통풍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다.”라며 “통증
이 없어졌다고 약을 끊었다가 혈관이나 심장, 신장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흔하다.”라고 조언했다.
고기보다 계란으로 단백질 섭취를!
통풍을 예방하고 요산 농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식습관 개
선이 필요하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치맥은 금물. 특히 닭과 돼지고기
같은 육류와 맥주, 특히 소고기 등 붉은 고기와 동물의 간과 내장, 고등어
와 꽁치 등 푸른 생선, 새우 등에 퓨린 성분이 많다. 하지만 단백질도 우
리 몸에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고기보다 우유나 계
란, 치즈 등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 여름철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은 체내 수분량을 늘려
요산의 농도를 낮춘다. 전문가들은 “과일주스나 청량음료에 함유된 과당
은 오히려 혈액 속에 쌓인 요산의 배출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음료보다는
일반 생수가 좋다.”라고 조언했다.
요산의 농도는 단시간에 올라가지 않는다. 10년 이상 차곡차곡 쌓여
통풍을 유발한다. 결국 20~30대 음주와 식습관이 40~50대에 이르러 치
킨과 맥주 앞에 침만 삼키고 돌아서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 건강에 너
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치맥 대신 상큼한 화채로 더위도 달래고
건강도 챙겨보는 건 어떨까.
글_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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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실려 온
외래생물종의 습격!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포장마차는 오랜 기간 지친 직장인
들을 위로해 주던 서민들의 쉼터였다. 그리고 이 포장마차에는 떡볶이, 어
묵, 닭똥집, 오돌뼈, 곰장어와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먹거리가 풍부했는
데, 홍합탕도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안주다. 우리나라 해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홍합은 술안주뿐 아니라 많은 요리의 재료로 쓰이고 남녀 모두에게
오랫동안 사랑 받아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홍합은 저 멀리 지중해에서 온 것이다.
원래 홍합은 토산종(그 지방에서 특유하게 나는 품종) 담치를 가리키는 말
이다. 하지만 1950년대에 경남 지역에 지중해 담치가 유입된 이후,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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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홍합은 동해안 일부에만 서식하고 있다. 지중해 담치라고 불리는 이 외
래종 홍합은 지중해가 고향이다.
달팽이보다 느린 홍합이 어떻게 저 멀리 지중해에서 우리나라로 이주
할 수 있었을까. 이는 언뜻 생각하면 미스터리처럼 느껴지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게다가 지중해 담치는 번식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편이어서 우리나라 토종 홍합의 영역을 대부
분 빼앗았고 이제는 국내에 완전히 정착해 양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지
중해 담치는 배를 타고 왔는데, 그렇다고 정식 수입을 위해 배에 태워진
것이 아니다. 지중해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배의 평형수(ballast water)에
섞여서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온 것이다.
배에 화물을 실으면 배의 무게가 증가해 가라앉고, 배에서 화물을 빼
내면 배의 무게가 가벼워져서 물 위로 뜨게 된다. 따라서 배를 적절한 수
심에 떠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의 무게를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 배는 일반적으로 ‘평형수 탱크(ballast tank)’를 갖추고 있다. 화물을
내릴 때에는 그만큼의 무게에 해당하는 물을 평형수 탱크에 채워 넣어서
무게와 수심을 유지하고, 거꾸로 화물을 실을 때에는 채워져 있던 평형수
를 외부로 버려서 전체 무게와 수심을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평형수는 배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바닷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유해수
중생물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해상을 통한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이동하는 평형수의
양은 연간 100억 톤 이상에 달한다. 또한 이를 통해 연간 7,000종 이상의
생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때 병원균을 포함한 외래 생물종
이 해양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선박 평형수 및 선체 부착에 의한 외래 생물의 침입은 전 세계 해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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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평형수 및 선체 부착에 의한 외래 생물의
침입은 전 세계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평형수 처리 장치는 평형수 및 침전물 내에
유해 수중 생물이 배출되거나 주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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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토착 생태계 변화, 어장의 고갈,
병원균 전염과 같은 수많은 생태 문제는 물론 인체 독성 유발 등의 건강상
문제까지 유발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항구가 있는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외래 생물종에 대
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지중해 담치, 유령멍게와 같은 외래 생물종이
18종이나 정착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중해 담치는 양식 동물의
부착과 성장을 방해하고 토종 홍합의 서식지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령
멍게는 죽으면 물밑에 가라앉아 바닷물을 오염시킨다. 북태평양산인 아
무르불가사리는 조개류를 무차별적으로 포식한다. 인천, 제주, 온산 등에
서 발견된 포르세라갈파래는 해양의 녹조 발생률을 높인다. 이것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요트 경기를 앞두고 칭다오 일대를 덮쳐 중국 정부
에 수천 억 원의 재정 손실을 입힌 녹조와 같은 종이다.
전문가들은 해양 외래 생물이 국내로 유입되는 가장 큰 원인이 선박
평형수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2004년 2월 74개국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
데 배의 평형수 관리를 위한 국제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으로 국제 항
행에 종사하는 모든 배는 2017년부터 평형수 처리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
치해야 한다.
평형수 처리 장치는 평형수 및 침전물 내에 유해 수중 생물이 배출되
거나 주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를 위해 기계적,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인 처리 기술을 사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기계적인 처리 기술의 대표적인 방법은 일종의 필터인 여과기를 설치
하는 것으로, 평형수만 빠져나가고 유해수중생물은 통과할 수 없도록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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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것이다. 50μm(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m) 정도의 아주 미세한
여과기를 사용하는데, 장치가 간단하고 비교적 많은 양의 평형수를 처리
할 수 있다. 하지만 50μm보다 작은 수중생물은 처리하기 어렵고, 여과
기가 막히면 이를 교체하거나 막힌 여과기를 뚫기 위한 추가 장비가 필요
하다.
물리적인 처리 기술은 자외선의 살균 작용을 이용해 평형수 내의 유해
생물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없애는 방법이다. 하지만 유해 생물이 변
이를 하거나 다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선박 평형수를 일정 온
도 이상으로 가열해도 수중 생물을 살균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배출
하는 물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배출되는 항구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화학적인 처리 기술은 오존을 이용해 생물을 살균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오존의 경우 살균 효과는 뛰어나지만 시설비가 고가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기 분해를 이용해서 유해 생물을 살균하는 방법은 살균 효과
가 뛰어나지만 선체가 부식될 우려가 있고 장치가 고가라는 단점이 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다양한 평형수 처리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평형수 처리 장치 개발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로 당분간은 여러 가지 기술
이 적용되고 검증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기술로 평형수를 처리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평형수 처리 기술 개발은 해양 생태계의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
요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신규 시장이 열리는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을
받은 관련 기술 31건 가운데 11건(35.5%)을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2013년)으로 평형수 설비 시장의 수주액 7900억 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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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억 원(58.0%)을 국내 기업이 달성했다.
우리나라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
다. 특히 대기업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에서도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통
해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열리
는 평형수 처리 장치 시장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글_ 유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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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몸매·성적도
좌우하는 막강 물질,
호르몬
호르몬의 힘은 막강하다.

외모, 성격, 기분, 기억력 등에 관

여하며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 호르몬은 밀리그램(mg,
1mg=0.001g)으로 측정한다. 매우 소량이지만 그 양이 조금만 많거나 적
어도 우리 몸은 바로 혼란에 빠진다. 80여 개의 호르몬 중 어느 하나에만
변화가 생겨도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탄 듯 변덕스러워지거나 살이 쑥쑥
빠지고 탈모 증상이 나타나며 우리에게 바로 신호가 온다.
오늘따라 까칠? 그녀는 죄가 없다
여성에게 생리 시작 전 일주일은 한 달 중 가장 괴로운 시간이다. 온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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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붓고 열이 나며 뾰루지가 올라오고 두통이 찾아온다. 기분은 최악이다.
우울하고 불안하며 예민해 쉽게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린다. 월경 전 증
후군으로 100개 이상의 증상이 있다. 하지만 그녀는 죄가 없다. 오르락내
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는 에스트로겐 탓이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
파민과 단짝이다.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올라가면 두 호르몬도 분비량을
늘리고 에스트로겐 농도가 감소하면 같이 줄어든다. 생리 전 일주일은 배
란기에 최고점을 찍었던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다.
기분도 함께 급격히 나빠진다.
특히 세로토닌은 스트레스와 걱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가뜩이나
양이 적은 시기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평소보다 더 감정이 격해져 쉽게
울고 화도 잘 내게 된다. 호르몬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1981년 미
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두 여성을 변호할 때 월경 전 호르몬에 의한 감정
변화가 이유라고 호소해 이슈가 됐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때 세로토닌의 분비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생선이나 달걀, 치즈
콩, 우유처럼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
노산으로 뇌에 도착하면 화학적 단계를 거쳐 세로토닌으로 바뀐다.
아이스크림이나 쿠키 등 달콤한 간식을 먹는 것도 좋다. 이 시기에는
또 다른 여성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당 대사 속도를 늦춰 혈당을 떨어
뜨리기 때문에 단 음식이 당긴다. 그럴 땐 고민 말고 먹자. 혈당이 높아지
면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나고, 인슐린은 트립토판을 뇌로 빠르게 운반
하고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해 기분전환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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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 개의 호르몬 중
어느 하나에만 변화가 생겨도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탄 듯 변덕스러워지거나 살이 쑥쑥 빠지고
탈모 증상이 나타나며 우리에게
바로 신호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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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똥배는 게을러서가 아니다
기분 뿐만 아니라 몸매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40대가 되면 남자
는 똥배가 나오기 시작한다. 먹는 양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꾸준히
해도 마찬가지다. 원인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다. 남성은 보통
35살부터 매년 1%씩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해 예순이 되면 30대의 절반 수
준으로 줄어든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
소의 활성도도 떨어진다. 기초대사량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쓰
는 최소의 에너지다. 청소년기에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데, 이는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이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진 40~50대 남
성은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찐다. 그렇게 얻은 뱃살은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고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다시 뱃살이 찐다.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40대에 나오는 똥배는 소위 나잇살이라고 한다. 그 말
이 정답이다.
벼락치기는 맘 편히 해야 효과가 있다
시험공부도 호르몬을 알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초등학교 때
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쪽지시험, 중간·기말고사, 토익, 승진시험과 같
은 다양한 시험 속에 파묻혀 산다. 문제는 시험지를 받으면 갑자기 머릿속
이 하얗게 변하면서 텅 빈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 시험 기억상실증이라
는 이 현상의 원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심리학자 도미니크 케르뱅은 이와 관련해 실험
을 했다.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60개의 단어를 외우게 하고 다
음 날 시험을 봤다. 첫 번째 그룹은 혈액 속에서 코르티솔로 바뀌는 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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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손이라는 물질이 담긴 알약을 단어 암기 직전과 직후에 먹었다. 두 번째
그룹은 시험 60분 전에 코르티손 알약을 먹었고 세 번째 그룹은 가짜 알
약을 투약했다. 참가자 모두 자신이 먹은 알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시험을
치뤘다. 결과는 어땠을까.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시험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두
번째 그룹은 단어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60분 전
체내로 들어간 코르티손이 코르티솔로 바뀌면서 서서히 농도가 높아져 시
험을 보는 시점에서 최대치를 기록하며 기억차단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
다. 이 때문에 시험 직전에 외운 내용은 기억이 잘 안나는 것이다. 게다가
코르티솔의 농도가 올라가면 이해력도 떨어져 시험 때 제 실력을 발휘하
기 어려운 것이다.
이럴 때는 차라리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가 시험을 치는 것이 현명
하다. 시험지를 받은 뒤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기억
력과 이해력이 서서히 회복되기 때문이다. 시험공부는 시험시간 열 두시
간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험 직전에 하는 공부는 시험 성적
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글_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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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는‘물+티슈’가
아니었더라
물티슈는 흔하다. 웬만한 식당은 주문 전에 물티슈부터 척 내놓
는다. 예전에는 빨아 쓰는 것을 주는 곳이 제법 있었지만 요즘은 일회용이
대세다. 찻집도 차를 내주며 물티슈를 주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도 준
다. 길거리 전단에도 심심치 않게 붙어 있다. 얼굴도 닦고 손도 닦고 얼룩
도 먼지도 이걸로 닦아내면 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있으면 쓰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도 많겠지만 아이 키우는 집에선 아니
다. 천기저귀 빨아 쓰는 집을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 물티슈를 안 쓰는 집도
찾기 힘들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 있는 집에 물티슈는 필수품. 구
강용, 손발용, 청소용, 용변용 등 용도별로 여러 종류를 갖춰놓고 쓰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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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연신 묻히고 싸는 아이들 집에선 물티슈 뽑는 손이 바쁘다.
아이 있는 집에 필수품이라니 물티슈가 뉴스에 오르내리면 부모들 심
장도 같이 철렁거린다. 몇 달 전, 물티슈에 사용된 방부제가 가습기 살균
제 사건에 사용된 것과 같은 성분임을 알리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정부의 1차 피해접수와 지원 결과 사망
자만 75명에 달하는 초유의 사건으로, 그 중 영유아 사망자가 36명에 이
르렀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는 6백 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낸 성분은 도배풀, 페인
트에도 사용되는 화학 방부제인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
칠이소치아졸리논(MIT)’으로 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이런 무시무
시한 성분이 물티슈에도 들어있다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다. CMIT
와 MIT가 들어 있지 않은 물티슈를 골라놓고 이제 괜찮으려니 한숨 돌리
니 이번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Cetrimonium Bromide)’라는 것이 문
제란다.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브로민화 세트리모늄)는 양이온성의 계면
활성제로 세균이나 진균류에 효과적인 살균제이자 정전기 방지제, 유연제
로 헤어 컨디셔너 등에 이용된다.
시사저널이 지난 2014년 8월 30일 인터넷판 기사로 ‘세트리모늄브로
마이드’가 시중 유통 중인 물티슈 40여 개 제품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
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성분의 방부제를 써온 물티슈 업계가 전 성분
표시제를 앞두고 찾은 대안인데, 더 독한 물질을 골랐다는 것이 기사의 내
용. 해당 기사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독성 정보
제공 시스템에 등록된 유해 화학 물질이며 ‘100mg 경구 섭취로 심장 정지
가 발생했다.’라는 등 여러 사례를 들어 위험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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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라는
잘 지은 상품명 때문에
잊고 있지만 물티슈는 어떤 종류이든
방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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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성분은 샴푸, 린스 등의 세정제와 화장
품 등에 계면 활성제, 방부제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 환경연
구단체(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가 운영하는 화장품 데
이터베이스 스킨딥(www.ewg.org/skindeep)에 따르면 위험 점수는 3점
으로 중위험 분류해 심각한 위험 물질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시사저널 측은 다시 반박 기사를 냈다. 업체 측이 국내 화장품법에 따
라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0.1% 이하는 화장품 방부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이 성분이 안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특정 성분을
화장품에서 썼다고 다른 제품에 써도 안전하다고 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상의 육아 커뮤니티와 물티슈 업체 사용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클로
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이니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니 발음도 하기 힘든
전문 용어들 사이에서 부모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며, 이 성분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덧붙였다.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녹는점과 끓는점이 237~243℃로 높아 호흡기
로는 거의 흡수되지 않으며, 소화기 흡수 실험에서는 투입 3일 후 92%가
대변으로 배출되고 소변에서는 1%가 배출돼 위와 장을 통합 흡수는 매우
적었고 피부를 통해 서서히 흡수된다고 밝혔다.
알려진 독성은 안구와 피부의 자극과 손상으로 발암성, 변이 원성, 생
식 독성, 신경 독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호흡근육 마비로
죽은 동물 실험 사례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복강 내 투여하거나 정맥
에 주사한 경우였다. 임상혁 소장은 이런 근거를 들어 화장품이나 세정제
와 같이 피부에 바르거나 피부에 사용한 뒤 닦아내는 방식으로 쓸 때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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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말한 것과 같이 심각한 유해 물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쉽게도 이 성분이 ‘물티슈’라는 상품에서 유해한지, 어느 정도 함유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아직 없다. 물티슈를 사용하는
용도나 횟수가 사람마다 다를 테니 지금까지의 사례들만 놓고 안전하다
위험하다를 함부로 말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국내에서는 물티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함량에 대한 규제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물티슈를 공
산품으로 다뤄 왔는데, 이런 논란을 거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아기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사다 쓰는 입장에서는 상품에 붙은 상세정보
는 그저 암호문이다. 깨알 같이 적힌 성분표 눈이 빠져라 보고, 성분을 하
나하나 검색해 봐도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폴리소
르베이트, 부틸렌글라이콜, 크림바졸,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에칠헥실
글리세린, 디프로필렌글라이콜, 소르비탄이소스테아레이트, 시트릭애씨
드….길고 긴 암호문을 읽다보면 문득 깨닫게 되는 당연한 사실이 있다.
물티슈는 그저 물기가 있는 수건이 아니라는 사실. 물티슈라는 잘 지
은 상품명 때문에 잊고 있지만 물티슈는 어떤 종류이든 방부 성분을 포함
하고 있다. 방부제 성분이 전혀 없다면 물 묻는 티슈는 며칠이 지나지 않
아 곰팡이로 뒤덮인다. 뜨거운 방바닥에 한 달을 둔 물티슈가 여전히 새것
처럼 말끔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제품을 의심해 봐야 할 일이다. 먹
다 남긴 식빵이 30일이 지나도록 멀쩡하다면 누구라도 의혹을 품는 것처
럼. 지나치게 안심하고 물+티슈라는 생각으로 써왔다면, 홍보용 문구가
아니라 성분표를 확인해 볼 일이다.
글_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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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억울해!
새 대가리의 역습
새 대가리, 닭 대가리는 기분이 몹시 나빠지는 말이다. 깜빡깜
빡 잘 잊는 사람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고 놀리기도 한다. 새의 지능에
대한 평가는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알 수 있다. 주말 개그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에는 ‘닭치고’라는 코너가 있다. 약속을 지키는 교장 ‘꼭이오’, 닭
치고에서 가장 똑똑한 선생님 ‘똑닭’과 같은 다양한 닭 캐릭터들이 무엇을
하든 금세 잊어버리고 재미있는 상황을 만든다. 닭이 머리가 나쁘다는 것
을 개그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닭들이 이 코너를 보면 아마 ‘우린 억울하
다’라고 화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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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느님은 똑똑하다
닭이 똑똑하다는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 병아리들이
고통을 받으면 이를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왕립자
연과학학회지’에 발표됐다. 병아리들에 강한 바람을 쏴 깃털이 구겨지자
엄마 닭의 심장 박동이 높아지는 등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 닭도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4년 2월, 미국의 유명 과학 월간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는 ‘똑
똑한 새’라는 글이 실렸다. 똑똑한 새는 다름 아닌 닭. 닭의 울음소리는
2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울음소리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한다.
재미있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반응도 다르다는 것. 닭을 잡아먹는 포식자
를 발견한 수탉은 경고음을 낸다. 하지만 주변에 수탉만 있을 경우는 경고
음을 내지 않았다. 다른 수탉, 즉 라이벌이 잡아먹히면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이다.
챔팬지보다 똑똑한 까마귀
똑똑한 동물의 대명사 침팬지보다 더 똑똑한 새도 있다. 바로 까마귀
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알렉스 카셀니크 연구팀이 뉴칼레도니아 까마
귀에게 문제를 냈다. 긴 시험관에 아주 작은 양동이를 넣고 그 안에 먹이
를 놓은 뒤, 그 옆에는 갈고리 모양의 막대기를 두어서 갈고리로 양동이를
끌어올려 먹이를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한 것이다. 원래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들은 나무속에 숨어 있는 애벌레를 꺼내 먹기 위해
막대기를 사용한다. 까마귀는 문제없이 시험관에 갈고리를 넣어 양동이를
꺼낸 뒤 먹이를 먹었다.
놀라운 일은 다음에 벌어졌다. 똑같은 상황에서 펴진 철사를 주고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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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새들의 지능,
이젠 새대가리, 닭대가리라는 말을
들으면 칭찬으로 여겨야
하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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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의 반응을 본 것이다.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는 부리로 철사를 구부려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양동이의 먹이를 꺼내 먹었다. 과학
자들은 야생동물 중 가장 똑똑하다는 침팬지도 인공 재료로 갈고리를 만
들 수는 없다며 몹시 놀라워했다.
미끼로 낚시를 하는 해오라기
새들의 지능에 놀랐는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새가 낚시를 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일본의 해오라기는 빵이나 과자로 물고기를 낚는다.
공원의 연못에 사는 잉어들은 사람이 과자나 빵을 던지면 수면 위로 올라
온다. 해오라기는 이 모습을 보고 빵 조각을 물어다 수면 위에 떨어뜨린
후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빵이 없으면 작은 곤충을 이용하기도
한다.
똥을 미끼로 사용하는 새도 있다. 굴파기올빼미는 이름처럼 땅에 굴을
파서 둥지로 사용하는데, 둥지에 말과 개, 고양이와 같은 포유류의 똥을
수집한다. 이 똥이 쇠똥구리와 같이 똥을 먹고 사는 곤충을 유인하기 때문
이다. 실제로 똥이 놓인 땅굴에 사는 굴파기올빼미는 똥이 없을 때보다 쇠
똥구리와 같이 똥을 먹고 사는 곤충을 10배나 더 많이 잡아먹을 수 있다.
새가 숫자를 세고, 단어를 안다고?!
새가 숫자를 셀 수 있고, 단어의 의미도 안다면? 새들에 대한 평가를
정말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비둘기가 숫자를 셀 수 있고, 숫자의 크기도
비교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가 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1~3개의 도형이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고 도형이 그려진 개수대
로 카드를 정렬하도록 교육했다. 그 결과 비둘기는 교육받았던 1~3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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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4~9까지도 구분하고 이를 정렬할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재 회색앵무새 알렉스는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
페퍼버그 교수에게 30년 동안 말을 배웠다. 그 결과 알렉스는 150여 개
영어 단어의 의미와 색깔, 모양, 개수를 이해했다. 파란 열쇠 두 개와 빨
간 열쇠 두 개를 보여 주고 파란 열쇠가 몇 개인지 물으면 ‘두 개’, 둘 사이
에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물으면 ‘색깔’이라고 대답할 정도였다.
놀라운 새들의 지능, 이젠 새대가리, 닭대가리라는 말을 들으면 칭찬
으로 여겨야 하는 건 아닐까?
글_ 현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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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구글이 이상하다. 무인자동차를 만든다거나 화성용 로봇을 구상
하는 등의 연구는 이전부터 익히 유명했지만 이번엔 다르다. 불과 6개월
사이에 로봇 회사를 8개나 인수했다. 게다가 산업용 로봇 같은 것이 아닌,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4족로봇 기술로 잘 알려진 회사들이다.
최근의 인수 대상은 4족과 2족 보행 로봇 기술의 선두주자이자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보스
턴 다이나믹스(Boston Dynamics)다. 구글은 아직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
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로봇 분야에서 무언가 한건 터뜨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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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Things’와 로봇의 결합
구글의 잇단 인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로봇회사의 인수자가 다름 아
닌 ‘구글’이라는 것이다. 구글은 검색 엔진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잘
알려진 회사지만 의외로 손대는 영역이 꽤나 넓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구글 X다. 그 실체나 역할, 위치, 예산 등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프로젝
트로 검색엔진을 넘어서는 차세대 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실험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차세대 사업이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범상치 않다.
지표면과 우주공간을 연결하는 궤도 엘리베이터, 보관된 식품을 모니터링
해서 부족한 물품은 자동으로 주문하는 냉장고,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 무인자동차가 그것이다. 최근 화제가 된 구글 글래스도
구글 X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자칫 황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연구들이지만 이들에는 분명한 공통분
모가 있다. 바로 ‘Web of Things’, 여러 사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다. 우
리가 자주 듣는 ‘유비쿼터스’와 비슷한 개념이다. 냉장고의 예를 들어보
자. 냉장고가 내부의 식품들을 센서로 탐지해낸다. 냉장고는 리스트를 만
들고 수량을 체크하며 고갈될 경우 자동으로 마트의 구매페이지에 주문요
청을 한다. 이를 접수한 마트의 구매시스템은 자동으로 냉장고의 위치를
확인해 요청된 품목을 발송한다.
여기에 자동판매기를 뻥튀기 한 것 같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만 결합
시키면 배송까지 해주는 무인 상점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영
양제를 주문하고 물을 끌어오는 화분이나 옷 상태를 판단해 세탁기로 보내
는 옷장도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도 자동으로 청소하는 청소 로봇이
나 옷 상태를 파악해 세탁 모드를 설정하는 세탁기 정도는 시판되고 있다.
그런 구글이 인간이나 동물형 로봇을 실제로 만들어낸다면,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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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상의 다양한
정보를 동원해 인간이 하는 것과
비슷한 판단을 내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탄생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로봇의 판단을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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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두 발로 걷네?’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고차원적인 생각
을 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트워크상의 다양한 정보를 동원해 인간이
하는 것과 비슷한 판단을 내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탄생할지도 모른다.
앞서 언급한 냉장고가 마트에 주문한 물건을 이족보행로봇이 들고 온다고
상상해보라. 비교적 단순한 노동은 당장이라도 로봇으로 대체될 수도 있
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
르면 구글이 택배사업을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한
다. 상품에 적합한 포장부터 시작해서 계산, 배송까지 전 과정을 로봇이
수행하는 것이다. 필요한 정보는 이미 널려 있다. 로봇이 하는 일이라고
는 상황에 맞는 정보를 끌어와서 구동 모터에 명령을 내리는 일일 뿐이다.
세부적인 기술의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지, 개념으로만 보자면 검색엔진과
다를 바가 없다. 온라인 서점 ‘아마존’도 비슷한 구상을 추진 중이다. 아마
존은 무인 비행선이 상품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 사람이 손
과 발로 하던 일을 완전히 대신하는, 말 그대로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이
탄생하기까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현재 로봇은 산업·의료·우주·해저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
다. 그중에서도 방위산업을 빼놓을 수 없다. 로봇 개발 초창기에는 무선
원격조종을 통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개발돼 방위산업에
많이 응용됐다. 이미 2007년에는 소형 전차 모양의 무인 전투 로봇이 이
라크에 투입된 적이 있으며 구축함과 같은 함정들의 근거리 방어 시스템
은 자동으로 미사일을 조준했다. 최근의 무인전투기는 아예 인간을 초월
했다. 사람에 비해 중력가속도의 영향이 적어 고속으로 급기동을 할 수 있
고 오랜 시간 지치지도 않고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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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기술수준은 향상됐지만 로봇 병기는 아직 실용화하기 어렵다
는 평가가 많다. 바로 최신 기술의 집약체인 ‘자율’ 때문이다. 자율이란 로
봇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뜻이다. 문제는 로봇의 판단을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로봇 병사들은 이미 사고를 여러 번 쳤
다. 1988년에는 페르시아만에서 미군 순양함의 레이더 시스템이 이란의
여객기를 전투기로 오판하여 공격한 결과 탑승자 290명 전원이 사망한 일
이 있었다. 2007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자율형 방공포가 훈련 중 갑
자기 제멋대로 총탄을 난사해 9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현대의 자율형 로봇은 통제를 벗어나 멋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
다. 자율성의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그렇다면 구글의 시도는 어떨까. 구글이 손을 댔다면 로봇의 ‘완전한
자동화’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그 시스템이 신뢰성 있게 작
동할 수 있을까? 어쩌면 미 공군연구소(AFRL)의 방침이 좋은 참고가 될
수도 있겠다. AFRL의 연구자들은 자율화란 인간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
제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엔렌 파울리코우스키 AFRL 소장
은 연구의 목표가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려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어디까지나 자율 시스템은 인간의 판단을 도와주는 정도일 뿐, 인간
의 판단이 배제돼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즉시 자동화 시스템은 멈추어
야 한다는 것이다(서울경제 2011년 1월 23일 기사). 언젠가는 완전한 자
동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통제를 배제한 자동화는 위험성과
불안함을 내포하게 마련이다. 최신 기술에 열광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글_ 김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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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잔디
보호 작전
지난 2014년 6월 13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20번째 FIFA(국
제축구연맹) 월드컵이 개최됐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2002년 한일 월드
컵의 감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월드컵을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
만 우리나라에서 FIFA 월드컵이 ‘축제’가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우리
나라가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것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이다. 이후 32년
동안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했고,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8회 연속으
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특히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사상 첫 4강에 진출하기도 했다.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기 전만 해도 ‘축구 인프라’는 축구계에서 큰

과학을 알면 세상이 즐겁다 / 지식을 높이는 과학

107

화두였다. 축구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이 당시만 해도 열악했
던 것이다. 시설 분야는 더욱 열악했다. 누구나 상상하는 푸른 잔디 구장
도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축구장에서의 잔디는 경기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잔디의 상태
가 좋지 않아 곳곳이 패어 있으면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다, 선수들의
부상도 우려된다. 그래서 FIFA에서는 양질의 천연 잔디 구장을 권고하고
있다. 축구장의 잔디는 땅을 잘 덮을 수 있는 지면 피복성이 좋아야 하고,
격렬한 경기 시 훼손에 잘 견딜 수 있는 내마모력, 훼손 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재생력과 탄력성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오랜 기간 녹색 빛을 유
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축구장의 잔디는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잔디의 질은 축구 경기에서 중요한 요
소이다.
잔디의 종류, 난지형과 한지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와 한지형 잔디로 나뉜다. 난지형 잔디는 섭씨
25~30도(℃)에서 잘 자라며, 뿌리가 길고 탄탄하기 때문에 잔디를 낮게
깎아도 잘 견딘다. 또한 고온에 잘 견디고 건조 기후에도 강하다. 하지만
저온에 약해 잎의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동사할 위험이 있다. 대부분의
한국형 잔디가 이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
잔디, 산기슭에서 볼 수 있는 금잔디, 서해안에서 볼 수 있는 갯잔디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는 난지형보다 낮은 섭씨 15~20도에서 잘 자라고, 저온
에도 잘 견딘다. 잎의 녹색이 진하고 생육 기간이 비교적 길다. 하지만 여
름과 같이 기온이 올라가면 생장이 멈추거나 쇠퇴해 색깔이 누렇게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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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고현상(夏枯現象, summer depression)이 발생할 수 있다. 한지형
잔디의 종류로는 주로 축구장에서 쓰이는 켄터키 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 골프장에서 볼 수 있는 크리핑 벤트 그래스(Creeping bent
grass) 등이 있다.
우리나라 축구장에는 한지형 잔디가 많이 깔려 있다. 여름에는 고온과
수분 부족, 질병 때문에 생육이 둔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때만 제외하면 한겨울에도 녹색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내한성을 갖고 있
기 때문이다. 서울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도 켄터키 블루그래스가 깔려
있다.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초기 뗏장(흙이 붙어 있는 상태로 뿌리째 떠낸
잔디의 조각) 형성이 느리기는 하지만, 내마모력과 회복력이 좋아 주초종
으로 선정됐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잔디
축구장의 잔디는 깎는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경기 시작보다 너무 일
찍 깎으면 그새 잔디가 너무 길게 자랄 수도 있어 경기 내용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한지형 잔디는 보통 15~40mm의 높이를 유지하지만, 계절에
따라 봄, 가을에는 그보다 조금 낮은 15~30mm, 여름에는 30~40mm로
조정해서 관리한다. 잔디는 전체 잎의 1/3 이상이 제거되지 않도록 유지
하고, 생장을 고려해 2~3일 간격으로 잔디를 깎아주는 것이 좋다.
잔디는 생체 중의 약 75~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수
(灌水, 농사를 짓는 데에 필요한 물을 논밭에 댐)가 중요하다. 관수는 잎
이 마르기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시기를 위조 증상이라고 하는
데, 이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잔
디밭을 걸어 보는 것이다. 만약 잔디밭을 걸었을 때, 발자국이 선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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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의 잔디는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잔디의 질은
축구 경기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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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다면 위조 직전이라고 볼 수 있다.
관수하는 시간은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이 가장 좋다. 증발로 인한 수
분의 유실을 막을 수 있고, 잎 표면이 물에 젖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 봄 잔디의 녹색 잎이 나오는 시기에는 충분히 관수해
야 생육에 지장이 없다. 가뭄이 계속될 때는 잔디밭의 이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잔디의 잎이 말라 부스러지기 쉬워 관수를 해도 물을 통과하는 투수
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축구는 수중전! 배수성도 중요
축구장의 중요한 요소 중 또 다른 하나는 배수 시설이다. 태풍급 강우
량이 아닌 이상 경기는 취소되지 않고, 시작된 경기는 가급적 중단하지 않
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축구는 수중전이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중 관람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많은 변수를 최소화하고 경기력
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축구장의 배수성이 좋아야 한다. 또한 잔디의
생육을 위해서도 배수성은 매우 중요하다. 배수성이 좋지 않아 뿌리가 물
을 오랜 시간 머금고 있으면, 뿌리가 썩어 생육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
문이다. 과거에는 축구장 가장자리를 약간 높게 만들어 물이 흘러내리도
록 했다. 하지만 물이 흐르면 공도 저절로 구르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배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층 구조 지반으
로 설계됐다. 맨 위는 식재층으로 잔디가 뿌리내릴 수 있게 가는 모래가
30cm 깔려 있다. 그 밑으로는 차례로 중간층인 굵은 모래 5cm, 배수층인
가는 자갈 10cm가 깔려 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입자가 굵다. 가는 모래
는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할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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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입자가 크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축구장은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
더불어 축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오랜 시간 비싼 돈을 들여 축구장을
건설한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서 선수에게는 좋은 경기장을, 축구 팬에게
는 재밌고 좋은 경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014년 FIFA 월드컵이 열리는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12시간의 시차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 5시, 7시에 시작되는 경기가
대부분이다. 축구 팬에게는 피곤한 한 달이 될 것 같다. 기분 좋은 피곤함
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길 기대해 본다.
글_ 김세경

참 고자료

1. 서울월드컵경기장 설계의 기본 개념(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제공)
2. 과학동아 2002년 1월 호 ‘축구장에 숨어있는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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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이기는
극한생물?!
‘여름 돼지고기는 잘 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처럼
저온 보관이 일상화되지 않았던 시절, 여름은 돼지를 잡기에 적합한 시절
이 아니었다. 덥고 습한 우리나라 특유의 기온 탓에 여름에는 도살 직후부
터 고기는 부패가 시작됐다. 그래서 모처럼 몸보신한다고 돼지고기를 먹
었다가, 식중독에 걸려 오히려 몸이 축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시절, 아낙네들은 여름이면 3일에 한 번 김치를 담가야 했다. 더운 날
씨는 김치 속 유산균 뿐 아니라 다른 세균들의 번식도 부추겼기에, 김치는
3일이면 물러 버렸고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우리네 입맛 탓에 여름철
에는 번거롭더라도 김치를 조금씩 자주 담가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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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조선 시대 이야기가 아니다. 국산 냉장고가 처음 선을 보인 것은
1965년(금성사-현 LG에서 만든 ‘눈꽃냉장고’)이었지만, 냉장고 한 대의
가격이 대졸 초임자의 여덟 달 월급과 맞먹을 정도로 비싸서 이를 갖춘 집
은 극히 드물었다. 그리하여 우리네 어머니들이 3일에 한 번씩 김치를 담
가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난 건 냉장고가 대중적으로 보급된 1980년
대부터였다.
냉장고의 보급은 식품 보관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다. 우리는 이제 매
일 조금씩 귀찮게 장을 보지 않아도, 한꺼번에 식재료를 사다가 보관하거
나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두는 것이 가능해졌다. 저온 보관은 식품
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식품을 저온으로 보존하는 기
술은 크게 냉동과 냉장법으로 나뉜다. 냉동은 빙점(氷點, 0℃로 물이 얼
기 시작하거나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의 온도) 이하로 물질을 보관하는 것
이다. 냉장은 빙점보다는 높으나 실온보다는 훨씬 낮은 상태(일반적으로
0~10℃)로 보관하는 것이다.
식품을 차게 보존하면 일반적으로 보존 기간이 늘어난다. 그 이유는
첫째, 식재료가 가진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 변성을 막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껍질을 벗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은 사과 속에 포함된
페놀 성분이 폴리페놀 옥시다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산소와 반응해 갈색을
지닌 퀴논류로 변화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껍질을 벗긴 사과라도
즉시 냉장고에 넣으면 갈변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 효소에 의해 매개되
는 반응은 효소의 활성이 저하되면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효소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둘째, 식품을 차게 보존하면 미생물의 증식도 억제할 수 있다. 앞서 말
했듯이 단백질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데, 미생물 역시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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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로 이루어진 생명체이므로 온도 변화에 따라 활성도가 달라진다. 대부
분의 미생물들은 인간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가장 활성을 나타내며
온도가 떨어지면 활성이 저하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냉장고 속에 넣
어둔 음식은 언제나 신선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세상에는 극한 생물(extremophiles)이라 하여 도저히 생물이
살아갈 것 같지 않는 고온이나 저온, 고압, 고염분, 낮거나 높은 pH를 지
닌 곳에서도 거뜬히 살아가는 미생물들이 존재한다. 특히나 미생물은 선
호하는 생장 온도에 따라 저온균(psychrophile, 15~20℃ 이하), 중온균
(mesophile, 20~45℃), 고온균(thermophile, 45℃ 이상)으로 분류되는
데, 시원한 것을 좋아하는 저온균들은 빙점에 가까운 냉장실 속에서도 충
분히 생존 가능하며 그 중 일부는 오히려 냉장실 속에서 활발하게 증식하
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염 비브리오균은 최적 조건에서는 10
분에 1번씩 분열할 정도로 번식력이 왕성하다. 상온에 방치한 음식물 중
에 장염 비브리오 균이 단 1마리라도 있을 경우, 겨우 4시간 뒷면 이들은
100만 마리 이상
으로 불어난다. 따
라서 상온에 몇 시
간 동안 방치했던
음식물(특히 수산
물)이라면 이미 장
염 비브리오균은
식중독을 일으키
▲	실온에서 장염 비브리오균의 번식 속도
출처 : 국가정보포털, http://health.mw.go.kr/AttachFiles/Content/Image/s02_103_i02.jpg

기 충분한 수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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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의 보급은
식품 보관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아쉽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N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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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한 뒤라 아무리 냉장고 속에 넣어도 식중독을 예방할 수 없다.
역시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 역시 추위에 강해 냉장고는 무
용지물이다. 따라서 이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운 여름
철에는 단시간이라도 냉장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던 우유나 유제품, 육류
나 생선류는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심지어 여름철에는 고기의 핏물
을 빼기 위해 찬물에 담가 놓는 경우라도 때로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라도 고기를 담근 즉시 그릇째 냉장실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이런 균들은 저온 상태에서 단지 생존이 가능할 뿐이지만, 개중에는
저온 상태에서 오히려 잘 자라는 별종들도 존재한다. 여시니아균의 경우,
빙점에 가까운 저온에서도 얼마든지 번식할 수 있어서 여시니아균으로 오
염된 물과 우유, 유제품, 육류 등은 냉장고 속에 넣어두어도 계속해서 번
식하여 숫자를 늘린다. 또한 곰팡이의 일종인 푸른곰팡이는 10℃이하 저
온에서 활발하게 번식하므로 신선한 상태에서 냉장고 속에 넣어둔 채소나
과일, 식빵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들에게서 푸르게 피어난 곰팡
이 자국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저온 세균만 주의하면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아쉽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No’다. 식중독은 살아있는 세균이
나 노로바이러스처럼 미생물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경우도 있
지만, 미생물이 만들어 분비한 독소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황색포도상구균이 만들어낸 독소다. 황색포도상
구균은 저온에서 생존이 어려우며 특히나 조리를 위해 끓이게 되면 바로
사멸한다.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장독소는 냉장고 속에 넣어두어도 파
괴되지 않으며, 심지어 이들은 100℃에서 60분간 끓여야 겨우 없어질 정
도로 내열성이 강하다. 따라서 이미 황색포도상구균이 자라고 있던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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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저온 보관해서 익혀 먹는다고 해도 식중독을 예방하기 어렵다.
냉장고는 식품이 본래 지닌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고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시켜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는 유용한 존재다. 이 유용한 존재
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냉장고의 기능은 원래 신선했던 식품의 신선도를 ‘조금 더 오
래’ 유지시켜줄 뿐, ‘계속’ 유지시킬 수는 없으며, 처음부터 미생물에 상당
히 오염된 음식물이라면 이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
다. 그것만 주의한다면 우리는 더운 여름철에도 기름진 돼지고기와 신선
한 생선회를 실컷 먹고 난 뒤 입가심으로 얼음처럼 시원한 수박과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얼마든지 음미할 수 있다. 이 평범한 일상은 천하를 호령하
던 진시황도 누리지 못했던 호사인 것이다.
글_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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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안의
돌고래가 위험하다
2014년 3월 7일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큰돌고래 장
꽃분(15)이 낳은 새끼 ‘장생이’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폐사했다. 경북대
수의학과에서 부검한 결과 사인은 급성 폐렴이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
연구소의 안용락 해양수산연구사는 “출산, 모유를 먹는 과정에서 폐에 물
이 들어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생이처럼
수족관에서 태어난 돌고래의 생존율은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성체
가 돼도 수명은 야생(30~50년)보다 훨씬 짧은 10년 미만에 그친다. 돌고
래에게 수족관 생활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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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은 고독한 감옥
결론부터 말하면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의 삶은 재앙에 가깝다. 야생에
서 돌고래는 하루 100㎞를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아있는 물고기 10~12㎏
을 먹어 치운다. 두뇌가 인간보다 더 커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사회성도
매우 뛰어나 100여 마리의 직계 가족이 무리 지어 생활한다. 낳아준 부모
를 평생 모시거나 갓 출산한 새끼 돌고래를 수면 위로 들어 올려 호흡을
돕는 이타적인 모습도 보인다.
그런 돌고래에게 10m 안팎의 수조는 운동조차 하기 힘든 ‘비좁고 외로
운 감옥’이다. 돌고래는 친인척끼리 무리 지어 살기 때문에 각지에서 포획
한 돌고래를 한 수조에 몰아넣는다고 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교
류하지 않는다. 설령 말을 나누려 해도 대화의 수단인 초음파가 수m 앞의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되돌아온다.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장수진 연구원은
“방 안에서 메아리가 계속 맴도는 것과 같아 큰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수
족관 돌고래는 소리의 세기, 지속 시간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새크라멘토대학 연구진이 2006년 발표한 ‘수족관 동물의 스트레
스 요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족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관람객의 환
호ㆍ박수 같은 웅성거림, 환풍기와 수질정화기계 소리 등도 모두 돌고래
에게 스트레스를 줬다.
항생제ㆍ위장약 달고 살아
수족관 돌고래의 짧은 수명과 높은 폐사율은 자연의 삶을 박탈당한 결
과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1995~2012년 제주 퍼시픽랜드 수족관에
서 태어난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4.32년에 그쳤다. 같은 기간 총 6마리가
출생했으나 2008년생 똘이를 제외한 5마리는 모두 5년 남짓 살고 폐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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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생에서 돌고래의 수명은 30~50년이다. 안용락 해양수산연구사는
“수족관에서 임신한 암컷의 30%가 사산하고, 태어난 새끼의 절반 이상이
한 달 안에 죽는다”고 말했다.
서울대 수의학과 이항 교수는 “좁은 수조에서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없고 먹이도 한정돼 있어 수족관 돌고래의 면역력은 낮다”고 말한다. 그
래서 수족관에선 돌고래에게 비타민, 항생제, 면역강화제 등을 자주 투약
한다. 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다. 스트레스성 위장병을 달
고 살아 소화제도 함께 준다. 하지만 항생제 과다 복용은 소화기능 장애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화불량을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각종 배설물과 물이끼를 소독·청소하기 위해 첨가한 염소 등 화학 약
품 탓에 돌고래의 피부가 벗겨지고, 심할 경우 시력도 잃는다.
돌고래 수족관, 해외는 줄이는데 한국은 증가세
돌고래 수족관은 서식지 파괴와 동물학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14개국이 돌고래 수족관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36개 돌고래 수족관이 있던 영국에서는
그 수가 줄어 1993년 자취를 감췄다.
경제 논리가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개발 도상국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
이 확산되고 있다. 헝가리·슬로베이나는 수족관에서 고래류 사육을 금지
했고, 인도는 지난해 돌고래 수족관의 추가 건립을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제돌이를 방류한 한국은
역설적으로 돌고래 주요 수입국이다. 이미 전국에 돌고래 수족관 7곳이
있지만 돌고래 수족관의 증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4월 경남 거제
씨월드가 문을 여는데 해당 관련 업체는 2016년 개장을 목표로 동부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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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의 삶은 재앙에 가깝다.
수족관 돌고래의 짧은 수명과 높은 폐사율은
자연의 삶을 박탈당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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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단지에도 해양 수족관을 지을 계획이다. 제주와 여수에서 수족관을 운
영하는 업체 역시 2014년 4월 일산에 수족관을 개장하며, 추후 강원 속초
에 돌고래 수족관을 더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와카야마현의 타이지(太地)는 지난해 한국에 돌
고래 6마리(거제 씨월드 4마리ㆍ제주 퍼시픽랜드 2마리)를 수출했다. 중
국(32)ㆍ우크라이나(20)ㆍ러시아(15)에 이어 네 번째다. 타이지는 세계에
서 유일하게 돌고래를 수출하는 곳으로 매년 2만3,000여 마리의 돌고래
가 포획 과정에서 희생돼 ‘핏빛 학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하지만 거제
씨월드는 이곳에서 큰돌고래 12마리를 올해 추가로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동물자유연대 이형주 팀장은 “유럽 등 돌고래의 수족관 전시를 금지하는
국가가 늘자 동물복지 인식이 낮은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며 “한국처럼 수요가 있는 한 타이지의 무분별한 포획은 계속 될 것”이라
고 지적했다.
생태관광으로 전환해야
수족관을 운영하는 측은 돌고래를 보호하면서 교육ㆍ관광 자원으로 활
용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다수의 생태 전문가들은 “디즈니랜드의
미키 마우스를 보며 쥐의 생태를 공부하는 것과 같다”고 반발한다. 타이
지의 돌고래 포획을 고발한 영화 ‘더 코브: 슬픈 돌고래의 진실’로 2010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루이 시호요스 감독은 “수족관 돌고
래가 아이들에게 교육적이라는 주장은 독방에 감금한 죄수를 보여주고서
인류에 대해 알아보자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일침을 놨다.
돌고래 관광은 자연에서 실제 모습을 관찰하는 생태 관광으로 전환해
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와 노르웨이 등은 고래 생태 관광을 활발히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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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지찬혁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자연 보호와 지역 경
제 살리기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게 생태 관광”이라고 조
언했다.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제돌이와 달리 장생이는 수족관에서 생을 일찍
마감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오만이 낳은 결과일지 모른다. 그
어린 죽음이 스쳐지나간 자리에 남은 전국의 돌고래 40마리는 항생제와
위장약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글_ 변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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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타호가
혜성에 닿기까지
발사 연기, 타겟 변경, 4번의 중력 도움, 10년의

추적과

동면, 랑데부와 착륙 등 우주 탐사의 역사에 화제를 뿌리고 있는 유럽우주
기구(ESA)의 로제타호. 위기마다 실패를 겪고 성공의 드라마를 쓰고 있
는 로제타호의 임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탐사 속 우주과학 이야기를
소개한다.
로제타호는 최초의 혜성 탐사선은 아니다. 유럽우주기구는 이미 1986
년에 최초의 혜성 탐사선 지오토호로 핼리 혜성을 탐사한 바 있고, 미항공
우주국(NASA)은 혜성과 충돌하기도 하고 혜성에서 분출된 물질을 지구
로 가져온 바도 있다. 이처럼 여러 번 혜성 탐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음에

과학을 알면 세상이 즐겁다 / 지식을 높이는 과학

125

도 로제타호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이유는 스치듯 조사하는 것이 아니
라 혜성의 핵에 착륙할 뿐 아니라, 거의 1년 정도를 혜성과 함께 이동하며
그 실체를 파헤칠 최초의 혜성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타겟 혜성의 이름은 67P/추류모프-게라시멘코(이하 혜성 67P). 여기
서 67은 혜성 목록에 등록된 순서를, P(periodic)는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추류모프-게라시멘코는 1969년 구소련의 발견자들 이름이다. 인
류가 그 주기를 발견한 최초의 혜성인 핼리혜성은 1P/핼리로 명명돼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주기다. 핼리 혜성이 76년의 주기를 혜성 67P는
6.45년의 주기(태양의 둘레를 한번 도는 시간)를 가지고 있다. 200년 이
하의 주기를 가진 혜성을 단주기 혜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혜성 67P는 짧
은 주기로 인해 궤도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 탐사선을 보내기에
적합한 천체가 된 것이다.
혜성 67P 궤도의 근일점(태양에 가장 가까운 점)은 1.3AU(1AU는 태
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에, 원일점(태양에서 가장 먼 점)은 5.7AU에 있
어 쉽게 말해 지구와 목성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혜성이다. 혜성이라 하면
태양계의 먼 외곽을 돌아다니는 천체로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이렇게
가까이 존재하는 혜성들도 있다. 이들의 고향은 물론 태양계의 외곽인 오
르트 구름이나 카이퍼 벨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혜성 67P의 경우 근일점에서 지구 궤도에 매우 가까워진다. 그럼 이
때 탐사선을 보내면 비교적 쉽게 혜성을 찾아갈 수 있지만, 태양열로 인해
혜성의 핵에서 분출된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코마로 둘러싸이게 돼 혜
성의 참 모습을 볼 수 없다. 게다가 안전한 착륙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혜성의 활동이 이루어지 않는 지점까지 10년이나 걸려 로제타호가 찾아간
것이다. 보통 혜성은 소행성대가 있는 3AU거리를 지나면서 가스와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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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출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혜성이 이곳에 도착하기 이전에 탐사선이
도착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8월 로제타호가 혜성 67P와 만난
곳은 안전한 4AU의 위치이지만 이곳에서도 혜성의 가스 분출 활동이 관
측되기도 해 착륙선 담당자들을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다.
탐사선을 혜성과 같은 목성에 이르는 긴 타원 궤도로 만들려면 지구
의 중력을 벗어난 상태에서 초속 9.9km(지구상대속도)의 놀라운 속도가
필요하다. 지구중력탈출속도(지상에서는 초속 11.2km)외에 지구중력권
을 벗어난 이후에도 초속 9.9km의 속도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유럽우
주기구가 가진 아리안 5호 로켓으로는 지구중력권을 벗어난 후에 남는 속
도가 초속 3.5km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 속도로는 화성정도 밖에 가지
못한다.
로제타호에도 자신의 몸무게 50%에 이르는 추진제가 있지만 이는 12
년 동안 사용할 자세와 궤도 조정에 사용할 연료라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는 없었다. 이에 모자란 속도를 얻기 위해 중력 도움을 이용하는 우주 비
행법을 이용했다. 이는 탐사선이 어떤 행성의 중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
면 그 행성과 함께 공전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공전 속도를 이용해 탐사선
의 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다시 그 중력권을 탈출하는 비행법을 말한
다. 이는 쉽게 말해 우리가 무빙워커에서 걸으면 빠져나올 때 걸음이 보다
빨라지는 것과 같다.
로제타호는 지구 3회와 화성 1회 중력 도움을 이용해 속도를 높였고
마지막 지구의 중력 도움을 받았을 때 초속 9.9km까지 상승시켜 지구 중
력권을 빠져 나갔다. 이를 태양의 기준으로 본다면 초속 9.9km에 지구의
공전속도 초속 30km가 더해져 탐사선은 초속 39.9km의 속도를 가진 인
공 천체가 된 것이다. 무려 5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복잡하고 어려운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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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연기, 타겟 변경, 4번의 중력 도움,
10년의 추적과 동면, 랑데부와 착륙 등 우주 탐사의 역사에
화제를 뿌리고 있는 유럽우주기구(ESA)의 로제타호.
로제타호의 임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탐사 속
우주과학 이야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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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아 로제타호의 혜성추적이 시작된 것이었다.
보통 탐사선의 경우 목표 천체로 이동하는 동안 전력 소비를 최소화해
배터리와 전자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통상 작동을 멈추기도 한다.
우리 핸드폰처럼 위성의 운명도 배터리의 수명이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혜성을 추적하는 동안 로제타호는 2년 7개월을 절전 모드로 동면
한 상태였다. 로제타호의 설계 수명은 12년 정도이다. 이때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세 제어 장비인 4대의 리액션휠(reaction wheel, 일종의
모터달린 팽이)도 잠재워야 했다. 이 경우 태양 전지판을 태양을 향하도록
하는 자세 제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동면중이지만 전기를 만들지 못하
면 혜성에 도착 후 탐사선의 이동을 책임질 추진제가 얼지 않도록 보호할
수 없어 미션은 실패하고 만다. 이에 과학자들은 탐사선 전체를 추력기를
이용해 팽이처럼 회전시켜,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향하도록 했다.
혜성 67P에 접근 후 최대의 하이라이트이자 난관은 역시 착륙선 필레
를 투하하는 임무였다. 크기가 겨우 4km밖에 되지 않는 혜성은 중력이
너무 낮아 탈출 속도가 초속 1m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한 번에 1m 이상
만 점프해도 결국 혜성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아직 한
번도 착륙해보지 못한 혜성 표면의 지질을 예측만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도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갖고 필레는 스크루(screw, 회전하는 축에 날개깃을 붙
인 고정 장치)가 달린 3개의 다리와 2개의 작살로 표면에 붙도록 했다.
2014년 11월 3일 시도된 착륙에서 표면에 튕겨 나온 후 절벽 옆 그늘진 곳
자리 잡았다. 이에 태양 전지판이 전기를 만들지 못해 배터리의 방전으로
잠깐 탐사 활동을 진행한 후 신호가 끊어지고 말았다. 추후 이 지역에 태
양빛이 들어오게 된다면 필레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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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점차 태양에 가까워짐에 따라 표면에서 가스와 먼지를 분출하게 되
는데 착륙선이 제대로 표면에 고정돼 있지 않다면 튕겨져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로제타호는 2015년 12월까지 혜성 67P와 함께 비행하면서 혜성의 코
마와 꼬리가 생성되는 전 과정을 지구로 생중계해 줄 것이다. 이로써 인류
는 마치 태아가 아기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혜성의 가장 드라마틱한 생
의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이를 통해 로제타호는 인류의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가게 될 것이다. 과연 혜성은 인류에게 생명과 물을 전달해준 생명의 씨
앗 역할을 하는 천체인지 말이다.
최근 로제타에 장착된 이온 및 중성입자 분광 분석기로 혜성의 대기
성분을 살펴본 결과, 혜성의 물이 지구의 물과는 다른 중수소 비율을 가
진 것으로 밝혀져 지구의 바다와 직접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관측 데이
터가 나왔다. 따라서 로제타호의 관측 결과가 우리의 이런 가설을 미궁에
빠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1년간 로제타호는 혜성과 태양계 초
기의 환경에 관한 비밀을 풀 수 있는 암호들을 보내올 것이다. 로제타석의
암호를 풀듯 이를 어떻게 해석해 나갈 지는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글_ 정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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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편,
용천 지리여행

(Spring Geotravel)

삼다도(三多島). 바람, 돌, 여자가 많아 붙여진 제주도 별
칭. 태풍 길목에 놓인 화산섬 특징을 잘 표현한 제주의 멋진 아이콘이다.
여행자들은 이 삼다를 떠올리며 제주를 음미한다. 삼다는 제주 스토리텔
링의 핵심 소재다. 사실 ‘삼다’ 말고도 제주 아이콘은 수도 없이 많다. 용
천, 곶자왈, 오름, 동굴, 화산층, 건천, 패사…. 이 모두 제주의 자연을 나
타내는 주요 키워드들이다. 하지만 이들을 전부 이해하기란 그리 쉽지 않
다. 약간의 지구과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행을 제대로 하려면
뭘 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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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것들 중 제일 눈에 들
어오는 단어는 단연 ‘용천(湧泉,
spring)’이다. 제주의 용천은 제
주 ‘사다(四多)’로 꼽힐 만큼 중
요하다. 제주에선 지표수를 거
의 볼 수 없다. 웬만큼 내린 빗
▲	사진 1. 일반적인 제주 하천의 모습. 남부의 강정천 등을 제외
한 제주 하천의 대부분은 평소 때 물이 흐르지 않는다. 강우 강
도가 높은 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땅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가
기 때문이다. 수직 옹벽으로 만든 강둑이 인상적이다.

물은 땅속으로 곧바로 들어가
지하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
서 제주의 하천들은 남쪽 몇 개

를 제외하곤 거의 말라있다(사진 1). 물론 그들 발원지에 가보면 영락없이
많은 양의 용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용천수를 잘 구경하기 위해선 ‘물 순환(water balance)’과 ‘물 수지
(water budget)’ 개념을 알아야 한다. 전자는 지구상의 물은 돌고 돈다는
말이고 후자는 그 물이 일정량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다. 한 지역의 물 환
경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물이 잘 순환돼야 한다.
다행히도 제주는 아주 양호한 물순환 시스템을 갖고 있다. 용천은 제주 물
순환의 결과물인 것이다.
본디 화강암이었던 제주도
에 화산 활동이 시작된 것은 지
금으로부터 약 180만 년 전. 화
산재층 위로 투수성(透水性, 물
이 토양 속을 얼마나 쉽게 통과
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척도)
이 높은 현무암과 해저 분출로

▲	사진 2. 제주 서부에 위치한 수월봉의 화산재층. 강력한 수중
분화에 의해 쌓인 화산재층이 두껍게 쌓여 있다. 화산재층은 그
성분과 굳기 정도에 따라 투수층 또는 불투수층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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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불투수성 응회암층이 겹겹이 쌓여 제주표 물탱크를 만들었다(사진
2). 그 후 육지보다 연간 350mm 이상이나 많은 강수량과 45%나 되는 지
하수 함양율이 땅속에 지하수를 가득 채워 넣었다. 제주 용천수는 제주의
기후와 지질, 지형이 만든 합작품이다.
용천은 우리말로 샘이라 하
며 용천수는 샘물이라 부른다
(사진 3). 제주 사람들은 용천
수를 ‘산물’로 불렀다. 용천수는
지하수면이 땅과 맞닿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 제주에서는
▲	사진 3. 논짓물. 제주 최대의 용천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콘크
리트로 막힌 왼쪽에는 용천수가, 오른쪽에는 바닷물이 들어와
있다. 이 사진은 현재의 논짓물 담수욕장 모습 이전의 것으로
용천수와 해수가 잘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용천
수를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사
용했었다. 상수도의 원수가 지

하수인 점을 생각해 보면 용천수는 여전히 제주의 생명수인 셈이다.
여기서 잠깐 제주 용천에 대한 정부 통계를 꺼내보자. 현재까지 밝혀
진 제주의 용천은 모두 911개. 제주시에 540개, 서귀포시에 371개가 있
다. 이중 841개인 92.3%가 해발 200m 이하의 저지대에 놓여 있으며,
5.4%(49개)가 중산간지대, 2.3%(21개)가 고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637개를 제외하면 수량이 부족하거나 고갈된 용천이 100
개, 주변이 훼손되었거나 위치를 찾을 수 없게 된 용천이 174개나 돼 제주
용천은 꼼꼼하게 관리돼야 할 문화재인 것이다.
제주도 전역에서 솟아오르는 용천수량은 알 길이 없으나 해안에 위치
한 122개 용천의 총 용출량은 하루 약 60만 톤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산
지역 4곳의 하루 평균 용출량이 약 2만2천 톤인 반면, 서제주 지역 2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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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용출량은 약 600톤으로 제주 동쪽 해안의 용천수량이 북쪽 해
안의 용천수량보다 3배 이상이나 많다. 이렇듯 제주의 용천수량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안가 122개 용천 중 하루 500톤 이상의 용출량을 보이고 있는
곳은 76개. 그 중 성산에 위치한 용천 한 곳에서만 하루 2만 톤 이상의 물
이 나오고 있다. 하루 2만 톤이라 함은 초당 1리터짜리 우유팩 230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량이다. 참고로 집에서 수도꼭지를 아주 세게 하루 종
일 틀어놨을 때 나오는 물의 양은 고작 100톤에 불과하다.
한편, 같은 용천이라 하더
라도 계절에 따라 나오는 용
출량 역시 달리 나타난다. 이
는 제주의 우기와 건기를 용
천수가 반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제주 지역의 월
평균 용출량을 보면 5월보다
9월의 용출량이 7배 이상 많
게 나타나고 있다.

▲	그림 1. 제주도 지하수의 부존 형태. 제주의 분화 역사를 반영해 해
발고도가 높은 곳에서부터 상위지하수, 준기저지하수, 기저지하수
로 구분되고 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http://www.jejuwater.go.kr

제주의 용천수는 전부 같은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것일까? 정답은 ‘아
니다’이다. 제주의 지하수는 부존형태에 따라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부
터 상위지하수, 준기저지하수, 기저지하수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그림
1). 상위 지하수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지
하수를 말하며, 기저 지하수는 동부와 서부 지역 해안가에 위치한 지하수
를 말한다. 또 준기저 지하수는 상위 지하수와 기저 지하수 사이의 지하수
를 일컫는다. 제주 용천수는 그림 지하수 부존형태 모식도에서 보듯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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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성이 높은 현무암과
해저 분출로 형성된 불투수성 응회암층이 겹겹이 쌓여
제주표 물탱크를 만들었다.
용천은 우리말로 샘이라 하며 용천수는 샘물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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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가지 지하수가 각기 해안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지역에 따라 용천수
의 근원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기저 지하수는 담
수와 염수의 비중 차이로 인
해 염수 위에 놓인 지하수를
말한다. 예컨대 기저 지하수
의 해발고도가 1m일 경우 지
▲	그림 2. Ghyben-Herzberg(가이벤-헤르츠베르크) 법칙. 이 법칙은
담수와 해수의 경계면이 지하수 해발고도의 40배가 된다는 이론으
로 해안가 지하수의 염수화 문제와 관련해 흔히 사용되고 있는 법
칙이다. 예를 들어 지하수의 해발고도가 1m일 경우 지하수와 해수
의 경계면은 지하 40m가 된다(인용:http://en.wikipedia.org/wiki/
Saltwater_intrusion).

하수와 해수의 경계면은 해
수면 아래 40m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 Ghyben-

Herzberg(가이벤-헤르츠베르크) 법칙이라고 한다(그림 2). 이 원리를 다
소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나 해안가 지하수의 염수화와 관련해 자주 회자
되고 있는 법칙이니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제주 용천수의 나이는 대체 얼마나 될까? 땅속으로 언제 들
어간 물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일까? 지표수와 달리 지하수는 당연
나이를 갖고 있다. 물순환이 더딜수록 지하수 나이는 많아지며 물순환이
빠를수록 지하수 나이는 젊어지게 된다. 2003년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
하수자원 종합조사’에 따르면 제주의 용천수 나이는 1살부터 25살까지 다
양하게 구성돼 있다. 이는 작년에 내린 빗물이 솟아나오는 용천도 있는 반
면, 25년 전에 내린 빗물이 용출되고 있는 용천도 있다는 뜻이다. 용천수
나이는 해안가로 내려갈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만일 우리 눈앞에 10년의 나이를 갖는 용천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용출되는 물은 2004년에 내린 빗물이란 얘기가 된다. 그런데 200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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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천수 상부의 지하수 함양 유역에 축산 폐수, 화학 비료, 쓰레기 등의
오염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내년 2015년부터 이 용천수 수질은 매
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제주도 빗물을 다량 침
투시키고 있는 제주 중간산 지역의 곶자왈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 엄격히
보존돼야 한다. 곶자왈 보존 여부는 제주의 영속성을 결정짓는 기본 잣대
인 것이다.
제주로 가거든 용천을 두 곳 정도 방문해 볼 일이다. 제주시의 어승생
수원지, 용연, 하물, 서창물, 서귀포시의 논짓물, 웃소먹는물, 자구리물,
여이물 등 어떤 곳이든 좋다. 용천수 수온을 느끼며 위에서 언급된 용천수
의 물순환과 물수지 시스템을 되새겨 보자. 그래서 용천으로 인해 제주도
가 ‘사다도(四多島)’라 불릴 만한 가치가 있는 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하자. 각 용천에 얽혀 있는 마을 이야기는 지리여행의 재미를 더해주는 고
급 양념이 될 것이다.
글 / 사진_ 박종관

참고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 종합조사(III)』, p. 425, 제주도, 2003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http://www.jejuwa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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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여행지
제주도의 걷기 좋은 길들을 선정하여 개발한 도보여행 코스를 올레길이라고 한다. 올레길
곳곳에서도 좋은 용천수를 만날 수 있다.
올레길 18코스에 위치한 화북포구는 옛 제주 해상 교통의 관문으로 해신사, 화북진성, 별도
연대와 같은 많은 유적이 남아 있다. 화북포구에서는 큰짓물 용천수를 만날 수 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생명수라 불리며 중요한 사람이 마셨던 물이라고 한다. 평균 수온이 17~18℃
로 여름에는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삼별초의 항쟁 역사가 남
아 있는 환해장성을 볼 수 있다. 배를 타고 들어오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해안선을 따
라 돌을 이용해 만든 성벽이다. 올레길 18코스의 화북포구는 용천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
화 유적지가 함께 있어 시원하게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올레길 8코스의 논짓물 용천수, 9코스의 화순해변 용천수, 10코스의 수월봉 용천수. 10
코스의 신촌리 큰물 등이 있다. 올 여름 제주도 올레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용천수를 찾
아 무더위를 식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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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편,
칼데라 지리여행

(Caldera Geotravel)

‘신비의 섬 울릉도!’.

울릉군청의 울릉도 관광안내 문구다.1 울릉

군청은 왜 울릉도를 신비로운 섬이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발 닿기가
어려운 머나먼 깊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일까? 아니면 동
극(東極)에 위치한 독도의 지정학적 아련함 때문일까? 울릉군이 말하는
‘mysterious island’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대체 왜 울릉도가 신비롭
다는 것일까?
한마디로 울릉도는 보물섬이다. 규모에 비해 보물 같은 볼거리가 너무
도 많다. 울릉도 지리여행 콘텐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화산, 동식
물, 섬 생활상이 바로 그것. 이 중 뭐니 뭐니 해도 으뜸은 화산 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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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지형에 대한 이해 없이 동식물도, 또 그곳의 인문 경관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울릉도 보물을 잘 건지기 위해선 울릉도 땅의 생리를 먼저
알아야 한다.
250만 년 전, 3천 미터, 조
면암, 급사면, 칼데라, 외륜산,
이중화산, 중앙화구구, 지하수
등이 울릉도 화산 지형을 구경
하기 위한 주요 키워드들이라면
성인봉, 나리분지, 알봉, 알봉
분지, 추산 수력발전소는 이와
관련된 고유명사들이다. 그럼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며 본격
울릉도 지리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자. 충분한 여유를 갖고 찬찬
히 관찰해 보는 거다.
울릉도 화산 경관은 칼데라

▲	그림 1. 울릉도 칼데라. 지름 3km, 길이 10km 정도의 외륜산 가
운데에 나리분지와 알봉분지가 들어서 있다. 빨간 점선은 칼데
라 외륜산을, 파란 점은 추산용천을 가리킨다. 북쪽 외륜산(빨
간 점선이 없는 부분)은 약 1만2천 년 전의 강력한 화산폭발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출처 : 네이버 지도

로 대표된다(그림 1). 칼데라만 잘 구경해도 힘들여 울릉도 간 본전은 뽑
는다. 칼데라(caldera)란 화산 폭발이 끝난 후 마그마가 빠져나와 생긴 지
하의 빈 공간이 산 정상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꺼져 생긴 넓은 함몰분
화구를 말한다. 세계 최대의 칼데라는 일본 아소산 칼데라로 지름 20km,
둘레 130km 정도의 놀라운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칼데라
가 발견되는 곳은 백두산과 울릉도 두 곳뿐. 백두산 칼데라에는 천지(天
池)가 칼데라호(湖)를 이루고 있으며, 울릉도 칼데라에는 나리분지(羅里盆
地)와 알봉분지가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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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울릉도 칼데라를 어떻
게 구경해야 할까? 칼데라의 전
체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성인
봉(聖人峰)으로 올라가 보자(사
진 1). 이곳은 ‘지리여행이란 보
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라
▲	사진 1. 성인봉 전망대에서 본 울릉도 칼데라 전경. 사진 왼쪽
의 높은 능선은 외륜산(A), 앞쪽 평지는 알봉분지(B), 그 뒤편
으로 오똑 솟은 분화구는 알봉(C)이다. 오른쪽 귀퉁이에 나리
분지(D)가 보인다. (사진 제공: 건국대 지리학과 배소희 학생)

는 평소의 지론이 딱 들어맞는
장소다. 울릉도 최고봉인 성인
봉(984m)을 중심으로 미륵산

(901m)과 나리봉(840m)을 좌우로 잇는 들쑥날쑥한 외륜산과 그 가운데
로 움푹 꺼져 내린 분화구가 환상적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최근의 한 연
구 결과는 약 2만 년 전까지만 해도 울릉도 칼데라에 백두산 천지처럼 물
이 가득 차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2
칼데라를 둘러싼 외륜산의 지름은 대략 3km. 그 속에 나리분지와 알
봉분지가 들어가 있다(사진
2).3 직경 1km, 면적 약 3.7㎢
의 나리분지의 해발고도는 대략
350m로 성인봉과는 630m 정
도 차이가 난다. 이 나리분지에
쌓여 있는 화산재 층 깊이는 약
60m로 울릉도 유일의 평탄지를
이루고 있어 한때 비행장 또는
축구장 건설 부지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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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칼데라 내부의 나리분지. 나리분지 뒤로 높게 보이는
평탄한 지형은 알봉분지로 나리분지보다 100m 가량 고도가
높다. 나리분지가 제주도와 달리 검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나
리분지를 만든 용암이 현무암보다 색깔이 연한 조면암질 용암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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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알봉분지는 알봉
(538m)에서 분출된 용암이 만
든 분지다(사진 3). 알봉은 약 1
만2천 년 전의 화산폭발로 북측
외륜산이 파괴된 후 칼데라 호
숫물에 잠겨있던 나리분지가 육
상으로 노출된 다음 분출된 화

▲	사진 3. 알봉분지에서 바라다 본 성인봉(사진 가운데 높은 산).
성인봉에서 내려오면 알봉분지를 먼저 만나게 된다. 알봉분지
의 일부는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산체다.2 알봉은 울릉도 칼데라의 중앙화구구에 해당된다. 중앙화구구(中
央火口丘, central cone)란 칼데라 내부에서 다시 폭발해 생긴 화산을 말
한다.
성인봉에서 내려와 칼데라 속으로 걸음을 옮겨 보자. 성인봉에서 내
려오면 먼저 알봉분지를 만나게 된다. 칼데라 외륜산은 경사가 급해 하산
시 조심해야 한다. 곳곳에 40도 전후의 급경사면이 도사리고 있다. 해발
600m 인근에선 성인봉 원시림(천연기념물 제189호)을 지나치게 된다. 숲
속 곳곳에서 나무 밑둥이 심하게 굽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급경사면을
따라 천천히 토층이 움직인다는
토양포행(土壤匍行, soil creep)
이 만들어낸 결과다. 성인봉에
서 내려와 신령수 약수터를 벗
어나면 제법 평탄한 알봉분지에
이르게 된다.
▲	사진 4. 알봉분지 부석길. 알봉분지길은 부석이 두껍게 자연
산포되어 있어 허연 색깔을 띠고 있다. 사진 오른쪽 뒤로 뾰쪽
하게 솟은 송곳산(491m, 추산이라고도 함)이 보인다.

칼데라 내부를 걷는다는 것
은 실로 경이로운 일이다.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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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데라(caldera)란
화산 폭발이 끝난 후 마그마가 빠져나와 생긴
지하의 빈 공간이 산 정상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꺼져 생긴
넓은 함몰분화구를 말한다.
울릉도 칼데라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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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출사를 온몸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봉분지길은 색깔이 허옇
다. 푸석푸석한 게 발밑에서 뭔가 깨지는 느낌도 든다. 알봉이 뱉어낸 부
석(浮石, pumice) 때문이다(사진 4). 경석(輕石)이라고도 불리는 이 돌은
아주 가벼워 물에 잘 뜬다. 발꿈치 미는 구멍 뚫린 바로 그 돌이다. 부석
은 칼데라에서 자주 발견된다. 백두산의 백(白)자도 부석층이 많아 산머리
가 하얗게 보이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알봉분지를 지나가면 나리분지가 나온다. 나리분지로 가는 길은 내
리막길이다. 나리분지 위를 알봉의 화산분출물이 덮었다는 말이 실감난
다. 알봉분지와 나리분지는 약 100m 정도의 고도차가 난다. 나리분지에
는 알봉분지와 달리 사람이 살고 있다. 나리분지에 펼쳐진 넓은 밭 주변으
로 관광객을 위한 식당과 민박집들이 보인다. 과거 원주민들이 살았던 투
막집과 너와집도 보인다.
울릉도 칼데라는 울릉도에 인간의 거주를 허락한 장본인이다. 울릉도
정상에 칼데라가 없었다면 울릉도는 지금과는 판이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처럼 1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살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연간
4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없음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칼데라
가 없었다면 물도 없었을 것이
기 때문이다. 울릉도 칼데라는
제주도 곶자왈 같은 곳이다. 이
곳은 거대한 지하수 물탱크다.
칼데라 내부에 담겨진 지하수는
▲	사진 5. 추산용천(그림 1의 파란색 점). 이 용천에서 솟아오르
는 하루 약 3만2천 톤의 용출수는 울릉도 전기의 2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울릉군은 최근 이 용출수를 사용
해 먹는 샘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륜산 외부로 흘러나가 울릉도
주요 하천의 수원을 이루고 있
다. 이를 증명하듯 나리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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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서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추산용천이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용천
이 자리하고 있다(사진 5).
이 용천수가 용출되고 있는 곳은 해발 약 300m 지점. 나리분지 한복
판의 해발고도보다 50m 정도 낮다. 이곳에서는 하루 최대 3만2천 톤의
지하수가 솟아오르고 있다.4 현재 울릉군은 이 용출수를 이용해 전기를 만
들고 있다. 이 용천 아래에 위치한 추산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울릉도 전체 전기 생산량의 20%를 넘는다. 실로 엄청난 에너지 공급원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울릉군은 이 1급수 계곡물을 원수로 한 먹는 샘물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릉도는 신비의 섬이다. 내용을 파고들면 들수록 신비롭기만 하다.
250만 년 전부터 바다 속에서 솟아오른 3천 미터의 화산체가 지금은 3분
의 1 정도만 얼굴을 내밀고 있다는 섬. 제주도 현무암과는 다른 조면암질
용암으로 점성이 높아 급사면을 이루고 있는 섬. 그래서 아직도 일주도로
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섬. 이런 이야기를 새롭게 늘어놓기 시작하면 이
글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다.
울릉도 칼데라는 울릉도 관광의 핵심 콘텐츠다. 울릉주민의 건강한 삶
과 지속가능한 울릉도 관광을 위해 울릉도 칼데라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
다. 이 칼데라는 우리나라 명승지로 반드시 지정해야 할 곳이다. 울릉도
칼데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될 자격도 충분하다. 이것이 바
로 칼데라 지리여행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글 / 사진_ 박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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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여행지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동해안의 죽변에서는 동쪽으로 216.8km 떨어져 있는 섬이
있다. 바로 독도다.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과 주위에 89
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1982년 문화재청은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했
고, 1999년 천연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2009년에는 환경부 고시로 특정도서로 지정, 독도
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독도는 화산암체로 이루어져 있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리고 섬의 경사
가 심해 비가 내려도 빗물이 비탈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토양이 건조한 편이다. 이런 환경에
도 불구하고, 독도에는 60여 종의 식물이 발견된다. 억새나 산조풀과 같은 벼과 식물이 주
를 이루고, 민들레, 괭이밥, 질경이와 같은 본초류도 발견된다. 또한 독도는 동해를 건너는
조류의 중간 서식지 구실을 하고 있다. 독도에는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22종의 조
류가 발견된다.
1년에 50일 정도만 접안이 허락되는 독도, 울릉도의 칼데라 지리여행을 끝내고 아름다운 독
도까지 볼 수 있다면 더욱 풍성한 여행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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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지도를 들여다보면 바다 쪽으로 도드라져 나온 부
분이 보인다. 태안반도다. 손으로 따라 그리기도 어려운 구불구불한 해안
선이 예술이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굴곡진 해안. 그
속에는 어떤 얘기가 담겨 있을까? 발걸음을 옮겨보기로 하자.
충남 태안은 볼 곳이 천지다. 530km의 리아스식 해안 전부가 명소다.
드넓은 해수욕장이 30여 개나 있다. 섬도 백 개가 넘는다. 그래서 국내 유
일의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100km가 넘는 해변길이 조성
되면서 사람들이 더 몰려들고 있다.
이런 태안의 해안이지만 이중에도 으뜸은 있다. 원북면에 위치한 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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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이다(사진 1, 2). 신두해변
은 우리가 잘 아는 만리포에서
1시 방향으로 7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에는 다른 곳에 없는
두 가지 볼거리가 있다. 천연기
▲	사진 1. 신두사구에서 바라다 본 신두해변의 모습. 광활한 넓이
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념물인 신두사구(薪斗砂丘)와
람사르습지*인 두웅습지가 바
로 그것. 이 둘은 신두리 지리
여행의 핵심 콘텐츠다. 신두사
구는 국내 최대의 해안사구이
며, 두웅습지는 국내 제일의 해
안배후습지다.
본디 신두해변을 따라 펼쳐

▲	사진 2. 구글어스에서 본 신두해변과 신두사구의 모습. 신두사구
전체면적 중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파란색
안쪽 구간이다. 사진 오른편으로 두웅습지와 사구센터가 보인다.
출처 : 구글 어스

진 사구의 전체 길이는 3.5km.
이중 ‘한국의 사막’으로 불리는

천연기념물(제431호, 2001년 지정) 구역은 신두사구 북쪽의 길이 1.5km,
최대 폭 1.3km 구간이다. 최대
높이 19m1를 정점으로 하여 좌
우로 끝없이 펼쳐진 사구가 장
관이다(사진 3). 신두사구는 북
서풍을 정면으로 받는 방향으
로 길게 늘어서 있다. 북서계절
풍이라는 탁월풍이 신두사구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겨울에 이

▲	사진 3. 신두사구의 모습. 사진 상부의 모래 노출부분은 사구
경관의 복원을 위해 인위적으로 식생을 걷어낸 지역이다. 사진
하부에 모래포집기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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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는 성장한다.
신두사구는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갑자기 신구사구의 역사가 궁금해
진다. 사구는 보통 마지막 빙기인 뷔름(Würm) 빙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
을 고사구(古砂丘), 그 이후를 현생사구(現生砂丘)라 부른다. 약 1만 년 전
부터 쌓이기 시작한 후빙기의 현생사구층이 수십만 년 전 최후간빙기 때
형성된 두터운 고사구층을 덮어 지금의 사구를 만들고 있다. 신두사구도
현생사구 밑에 고사구가 자리하고 있다. 그 증거로 신두사구에서 발견되
는 적색 모래층을 들 수 있다.2 적색 모래층은 고사구 모래층으로 현생사
구의 밝은 모래층과 구분된다. 모래가 붉은 색을 띠는 이유는 풍화를 받은
산화철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두사구 남쪽에는 해안 배
후습지가 있다. 길이 200m, 폭
100m. 수심 3m의 두웅습지다
(사진 4). 사구 후면에 발달되
어 있어 사구배후습지라고도 불
▲ 사진 4. 신두사구 남쪽에 위치한 두웅습지. 우리나라 제일의 해
안 배후습지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돼 있는 생태계 보고지역이다.

린다. 규모가 작은 두웅습지지
만 이 습지는 우리나라 해안사

구에 인접한 습지로는 규모가 제일 크고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금개구
리, 표범장지뱀을 비롯한 수백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람사르습지로
등록돼 있다. 두웅습지는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금자리이자 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둘도 없이 귀중한 생태학습장이다.
두웅습지 형성은 신두사구 형성과 궤를 같이 한다. 사구가 만들어지면
서 모래 속으로 오랜 시간동안 빗물이 들어가 지하수가 됐고, 그 지하수
가 지대가 낮은 사구 뒤편으로 모여들어 사구배후습지를 만들었다. 두웅

150

생활에 밑줄긋는 과학이야기

| 캐모마일

캐모마일
습지를 둘러싼 주변의 낮은 구
릉지는 두웅습지로 물을 지속
공급하고 있는 물탱크다(사진
5). 여기서 새로운 사실 한 가
지. 1919년 일제강점기 때 제작
된 지형도를 보면 ‘두웅’이 아니
라 ‘두응(斗應)’으로 표기돼 있
다. 만약 발음의 편리상 두응이

▲	사진 5. 두웅습지와 두웅습지 유역 분수계(파란색). 동서로 발달
된 유역 하부에 두웅습지가 놓여 있다. 두웅습지는 신두사구 지하
수와 연결되어 물을 공급받고 있기도 하다. 출처 : 네이버 지도

두웅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라면 당장 두응으로 바로 잡을 일이다.
원래 신두사구 주변 지형은 현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림 1(a)
에서 보듯 지금은 신두사구 주변이 방조제로 전부 막혀 있으나 1919년
당시만 해도 신두해변 북쪽과 남쪽은 만(灣)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그림
1(b)). 해안으로 몰려든 연안류가 자유롭게 신두해변 위 아래로 들락거리
며 앞쪽 해안에는 모래를, 뒤쪽 만에는 펄을 쌓아 각각 사빈(sand beach,
강에서 운반된 모래 또는 해안 침식으로 생긴 모래가 퇴적돼 만들어진 모
래해안)과 갯벌을 만들었다. 반복된 밀물과 썰물의 분급(分級)작용*이 신
두사구를 건강하게 유지, 발달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신두해변 주변에 방조제가 생기기 시작했
다(그림 1(b)의 흰색선). 그 결과 바닷물의 흐름이 막혀 토사의 퇴적환경
이 크게 바뀌고 말았다. 만이 사라지는 바람에 펄이 쌓일 장소가 없어져
신두해변에 펄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사구로 불어드는 모래량이 방
해받기 시작했다. 현생사구의 형성 메커니즘이 바뀌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신두사구는 버려진 구석진 땅이었다. 공사용
모래더미였다. 모래 선별기가 동원돼 트럭에다 모래를 쓸어 담을 정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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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신두해변에는
다른 곳에 없는 두 가지 볼거리가 있다.
천연기념물인 신두사구(薪斗砂丘)와
람사르습지인 두웅습지가 바로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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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신두사구의 대부분
이 사유지인 탓에 천연기념물 지
정도 어려웠다. 토지 소유주가 일
부러 쓰레기를 투척하기도 했었
다. 지금의 신두사구는 이를 이겨
낸 민과 관의 합작품인 것이다.
최근 또다시 신두사구 보존을
위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
다. 사구를 뒤덮고 있는 식생을
걷어내 신두사구를 사구답게 복
원시키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이다. 일본의 돗토리사구가 멘토
다(사진 6). 1994년부터 사구 잡
▲	그림 1. 신두해변의 현재(a)와 1919년 당시의 과거 모습(b). 원
래 신두해변은 바닷물이 위 아래로 자유롭게 입출입 할 수

초를 자원봉사자들 맨손으로 걷

있는 만(灣)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의 간척사업으로 인해 방
조제로 막히게 되었다(흰색선). A는 신두리, B는 의항, C는
구룡포, D는 백리포를 나타낸 것이다. 출처 : 다음 지도

어내 사구를 훌륭하게 복원시킨
그들의 자부심이 부럽다. 현재 태

안군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 사구 후면부의 초지 1/3 가량을 제거, 자
연 본래의 사구경관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
사실 신두사구 보존의 근본적 문제는 사구의 절대 면적 감소 우려에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 신두해안에는 모래 포집기를 설치해 모래 알갱이
를 모으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사진 7). 올해엔 포집기가 잡은 모래
를 사구 후면부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전사구(前砂丘, foredune, 사구의
전면부를 말함)의 식생 일부를 걷어낼 예정이다. 사구 전역에 퍼져있는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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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해송의 일종) 처리도 골칫거
리다. 신두사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폐철망과 폐목 등 쓰레기
는 차라리 애교다. 사구를 따라
맨땅이 노출된 채 흉물스레 길
게 방치돼 있는 옛 차도는 신두
▲	사진 6. 일본의 돗토리사구 모습. 해발고도가 98m나 돼 우리
나라의 사구와는 경관적으로 차이가 난다.

사구 복원을 위한 최대 걸림돌
이다.
2013년 말 신두사구 초입에
사구센터가 건립됐다. 여행객들
이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신
두사구의 자연을 제대로 즐기
게끔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아

▲	사진 7. 신두해변의 모래포집기. 충남 태안에는 해안사구 보존
을 위해 해변 곳곳에 이와 같은 모래포집기가 설치돼 있다. 이
는 바람에 의해 운반된 모래를 사구에 쌓이게 할 목적으로 마
련된 것이다.

직도 개관이 지연되고 있다. 사
구센터의 콘텐츠가 미비한 탓
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거대한

하드웨어가 아니다. 일본의 돗토리 사구센터에서 보듯 아기자기한 손때
묻은 친절히 설명된 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아이들이 모래를 만지며 뛰어
놀 수 있는 체험 사구센터, 우리나라와 세계의 유명 사구를 학습할 수 있
는 생태 사구센터로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신두리 지리여행의 핵심은 바
로 사구센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글 / 사진_ 박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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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 람사르습지: 물새 및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해 람사르협약에 의거, 지정된 습지. 람사르협약은 1971년 이란의 해안도시
람사르에서 맺어진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 분급작용(分級作用, sorting): 입자 크기가 큰 것은 큰 것끼리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나뉘어 쌓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입자의
침강 속도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인용 자료

1. 태안군, 신두사구 보전 및 활용방안, p.476.
2. 강대균, 2003, 해안사구의 물질 구성과 플라이스토세층 -충청남도 해안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8-4, 505-517.
3. 구글어스 지도
4. 네이버 지도
5. 다음 지도

추천 여행지
태안에는 명소가 많다. 위에서 소개한 신두리해변을 비롯한 만리포, 몽산포, 청포대 해수욕
장부터 국내 유일의 소나무 단순림인 안면도 자연휴양림에 이르기까지 볼거리가 참 많은
곳이다. 그 중 탁 트인 바다와 소나무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태안 해변길을 소개하기로
한다.
태안 해변길은 태안의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이원면 만대항에서 안면도까지 태안군 전역에
걸쳐 약 100km, 8개 코스로 조성된 생태 탐방로다. 바라길, 소원길, 파도길, 솔모랫길, 노을
길, 샛별길, 바람길, 천사길로 이뤄져 있다.
학암포 해수욕장에서 신두리해변까지 이어지는 바라길은 태안 해변길 1코스로 여행객들에
게 인기가 높다. 바라길이 시작되는 학암포자연관찰로에서는 다양한 동식물을 소개하는 안
내판이 있어,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다. 주요지점으로는 구례포 해변, 먼동해변,
모재쉼터, 신두리해변, 두웅습지가 있다.
소원길은 2007년 원유 유출 사고로 아픔을 겪었던 장소다. 130만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의
땀과 노력으로 제 모습을 찾은 곳이다. 신두리해변에서 시작해 만리포까지 이어지는 22km
의 소원길은 조선시대 성곽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소근진성, 고깃배가 오가는 의항항, 세
계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인증된 천리포수목원을 만날 수 있다.
넓고 시원한 바다와 울창한 소나무 숲, 넉넉한 풍경의 농어촌 마을은 여행객에게 좋은 휴식
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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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updo Geotravel)

우리나라에는 3천 개가 넘는 섬이 있다. 그 중 유인도는 전
체의 15% 정도인 494개. 전국을 답사하고 있는 필자이지만 이 많은 섬에
전부 발길을 주었을 리 만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섬이 제일 좋으냐
는 물음에는 서슴없이 굴업도라 답하고 있다. 물론 어김없이 돌아오는 말
은 ‘거기가 어디냐’, ‘왜 좋으냐’ 다.
굴업도(掘業島)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 시간으로만 2시간 떨어진 곳에
있다. 행정 구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섬 모습이 사람 엎
드려 있는 것 같다 하여 굴업도라 불린다(사진 1, 그림 1). 길이 3.8km, 최
대 폭 1.6km, 면적 1.7km2. 10가구 정도 살고 있는 이 작은 섬이 유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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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이유는 두 번씩이나 환경 문
제로 골머리를 앓은 덕분이다.
굴업도가 알려지게 된 계기
는 꼭 20년 전인 1994년 정부
의 저준위 핵 폐기장 건설계획
이 발표되고 나서다. 환경단체
▲	사진 1. 구글 위성영상에 나타난 굴업도 전경. 섬 북쪽과 남쪽
이 모래톱으로 이어져 있다. 출처 : 구글

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정해
역에서의 핵 폐기장 건설을 고

집하다가 섬 아래로 활단층(活斷層, active fault)이 지나가고 있음이 밝
혀지면서 자연스레 방폐장 건설안이 백지화됐다.
굴업도가 다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이 섬의 98%를 사들인
CJ그룹이 골프장, 호텔 등 해양리조트를 짓겠다고 얘기하면서부터. 다행
히도 8년 동안이나 골프장 건설 주장을 꺾지 않았던 CJ그룹이 지난달 골
프장 포기를 선언, 굴업도 개발 논쟁은 물밑으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하지
만 여전히 해양 레저 단지 공사는 진행될 예정이어서 굴업도는 적지 않이
훼손될 전망이다.
굴업도 소사(小史)는 이쯤
해두고 섬 안으로 본격 발길
을 옮겨보자. 굴업도는 작지
만 인천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
이다. 굴업도 선착장(그림 1)에
내리면 우선 낯선 바위들이 이
방인을 반긴다. 주먹만 한 돌
들이 엉겨 붙은 모습이 신기하

▲	그림 1. 굴업도의 주요 볼거리(A: 중앙대사빈, B: 중앙대사구,
C; 석호, D: 시스택, E: 사구대, F: 남부사빈, G: 타포니군(群), H:
해식와, a: 헤드랜드, b: 만, 1: 굴업도 마을, 2: 개머리능선)
출처 :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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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세히 보니 육
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집괴암이
다. 집괴암(集塊岩,
agglomerate)이란
입자가 큰 화산분출

▲	사진 2. 굴업도의 화산암. 왼쪽이 집괴암이고 오른쪽이 응회암이다.

물과 기존의 암석들이 합쳐 만들어진 화산암1을 말한다(사진 2).
그렇다. 굴업도는 화산섬인 것이다. 약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화
산활동이 굴업도를 만들었다. 굴업도가 제주도나 울릉도처럼 화산섬 느낌
이 들지 않는 것은 이 섬이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억년의
긴 시간 동안 온갖 침식작용으로 화산체는 깎여 없어지고 지금은 응회암
(凝灰岩, tuff; 화산재가 쌓여 굳은 화산암)과 집괴암만이 남아 그때의 굴
업도 탄생을 말해 주고 있을 뿐이다.
마을에 짐을 풀고 섬 중앙에 위치한 목기미라 불리는 중앙 대사빈으로
나가본다(그림 1-A, 사진 3, 4). 이곳은 경사 1~2°로 평탄한 모래벌판이
1km나 펼쳐져 있는 굴업도 제1의 해변으로 굴업도 허브 지대다. 이곳 모
래는 직경 0.4mm 정도로 곱지도 거칠지도 않은 중간 크기(우리는 이를
중사(中砂, medium sand)라고 부른다). 굳기도 단단해 걷기가 편하다.
목기미해변 왼쪽으로 높이 30m 정도의 사구가 보인다(사진 3, 그림
1-B). 이 사구는 굴업도의 여러 사구 중 규모가 제일 크다. 경사도 30° 정
도로 급하다. 아직 이 사구의 이름은 없으나 목기미 해변의 이름을 따 목
기미 사구로 부르면 어떨지 싶다. 신발을 벗고 이 모래언덕을 오르다 보니
이 많은 모래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발목 깊숙이 빠지는
게 걸어 올라가기가 무척이나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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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구 위쪽으로 D자 모
양의 석호(潟湖)가 있다(그림
1-C). 석호라고는 하지만 경포
호처럼 입구가 완전히 모래톱
으로 막힌 석호는 아니다. 썰
물 시에는 수위가 낮아져 바닥
▲	사진 3. 굴업도 선착장으로 들어서기 전의 목기미해변의 모습.
길이 1km의 목기미 해변 뒤편으로 높이 약 30m의 거대 사구
(그림 1-B)가 보인다. 사진 왼쪽은 굴업도 선착장이다.

이 드러나 보이나 밀물 시에는
수심 3m 이상의 동그란 풀장을

만든다. 사리 때가 아니라면 적당한 수위를 찾아 해수풀장으로 사용해도
좋을 듯싶다.
석호를 지나 사초가 무성한 모래언덕으로 올라가 뒤를 보니 굴업도가
한눈에 잡힌다(사진 4). 늘씬하게 쭉 뻗은 모래톱 곡선에 숨이 막힌다. 목
기미해변은 굴업도 북쪽과 남쪽을 이어준 사주(砂洲)였던 것이다. 갑자기
앉고 싶어진다. 서두를 것 없다. 산들바람을 안으며 이렇게나 멋진 풍광을
가슴에 담을 수 있음에 마음 벅찰 뿐이다.
모래톱 저쪽으로 굴업도 산지가 눈에 들어온다. 지도를 보니 섬 북동
쪽 끝자락의 덕물산(138m)을
비롯해 해발 100m가 넘는 봉우
리가 4개나 된다. 산 능선이 바
다로 빠져들고 있는 곳도 많다.
그래서 이 굴업도 경치를 제대
로 즐기기 위해선 굴업도 해안
의 생김새를 잘 살펴야 한다.
관찰이 경이를 낳는 법이다.

▲	사진 4. 굴업도 중앙부의 목기미해변. 목기미해변은 굴업도 북
쪽과 남쪽을 잇는 사주다. 사진 오른쪽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석호다. 그 뒤로 목기미사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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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업도 북서해안
의 명물인 코끼리바
위를 보기 위해 발
걸음을 재촉한다(그
림 1-D, 사진 5).
▲	사진 5. 코끼리바위(왼쪽)와 코끼리바위가 있는 지점의 전경(오른쪽). 시스택인 코
끼리바위는 그 뒤쪽 해안에서 분리된 것이다. 오른쪽 사진에서 코끼리바위 뒤로
보이는 평탄면은 해안단구면으로 추정된다.

이런 바위를 지형학
용어로 시스택(sea

stack)이라 부른다. 시스택은 파랑의 침식을 받아 해안에서 분리된 우뚝
솟은 해안지형을 말한다. 시스택의 대표 격으로 애국가 화면에 나오는 강
원도 동해시의 촛대바위를 생각하면 된다.
코끼리바위를 자세히 살펴본다. 코를 땅에 박고 있는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온다. 피부색도 회색이다. 앞에서 살펴봤던 응회암이다(사진 5).
코와 얼굴 아랫부분이 시커멓다. 밀물의 상한선인 것이다. 구멍도 뚫려있
다. 파식작용 탓이다. 푸른 머리털이 난 코끼리바위 머리 높이가 그 뒤 해
안 정상부 높이와 같다. 코끼리바위가 시스택임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신
생대 제4기의 간빙기 때 바닷물
높이가 지금의 해수면 높이보다
더 높았을 것이라는 말을 생각
해 보니 파랑의 힘이 코끼리바
위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게 쉽
게 짐작이 간다.
이곳에서 발걸음을 동쪽
▲	사진 6. 굴업도 북동부 해안. 사빈 뒤로 넓은 사구층이 발달
되어 있다. 왼쪽에 보이는 산이 굴업도에서 제일 높은 덕물산
(138m)이다. 사구 오른쪽으로 과거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식수
로 사용했던 습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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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연평산 사이로 길게 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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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빈과 사구대가 멋지다(사진 6). 덕물산과 연평산이 자리한 암석해
안(그림 1-a)은 파랑 에너지가 모여 파식(波蝕)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
다. 지형학에서는 이렇게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암석해안을 헤드랜
드(headland)라 부른다. 헤드랜드 가운데의 파랑 에너지가 약한 만(灣,
bay, 그림 1-b)에는 퇴적작용이 활발히 일어나 모래가 쌓이게 된다. 그래
서 이렇게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섬 아래쪽을 둘러볼 차례다. 이틀 일정으로 굴업도를 돌아보려
니 마음이 바쁘다. 섬 남쪽 모래사장(그림 1-F) 색깔이 왠지 목기미해변
의 모래 색과 다르다(사진 7).
이곳 해변이 붉게 보이는 이유
는 이곳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
는 붉은색 화강반암2 때문이다
(사진 8). 굴업도 남부 일대에는
붉은 빛을 띤 화강반암이 기존
의 화산암층을 뚫고 관입해 들
어와 있다.

▲	사진 7. 굴업도 남부에 넓게 펼쳐진 해빈. 평탄한 붉은색 사빈이
바다를 향해 150m 가량 뻗어 있다. 사진 중앙부에 보이는 붉은
색 화강반암의 영향을 받아 모래 색깔도 붉게 나타나고 있다.

서둘러 토끼섬으로 가보자
(그림 1, 2). 굴업도 최고의 백
미인 해식와(海蝕窪)를 보기 위
해서다. 토끼섬으로 향하는 길
목 왼쪽의 기괴한 바위들이 멋
지다(사진 9). 마치 바둑판 모
양을 한 수평, 수직의 절리(節
理, joint)들이 장관이다. 절리

▲	사진 8. 붉은색 화강반암. 2∼5mm 크기의 석영과 5∼15mm
크기의 장석 등 다양한 광물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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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업도는 작지만
인천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이다.
약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화산활동이 굴업도를 만들었다.
자연을 느끼고 살아 숨 쉬는 고마움을 느긋함 속에서 맛볼
사람만이 이 섬을 찾을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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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암석에 생긴 가늘고 긴 틈을
말한다. 절리가 이렇게 깊게 파
인 이유는 염풍화(鹽風化, salt
weathering)와 파식 때문이다.
곧 무너져 내릴 듯한 모습이 오
히려 아기자기한 게 재밌다. 토
▲	사진 9. 수평, 수직절리의 발달로 만들어진 미풍화지형. 토어
(tor)와 타포니, 핵석 등이 관찰된다.

끼섬 쪽으로 더 가보니 굴업도
선착장에서 봤던 그 돌들이 미
소를 지으며 반긴다. 집괴암이
다. 이곳에는 집채만 한 집괴암
괴가 넓게 펼쳐져 있다. 집괴암
위에 앉아보니 그 거칠함에 엉
덩이가 아프다.
드디어 토끼섬이다(그림 2).

▲	사진 10. 토끼섬의 해식와. 길이 120m, 높이 3~4m로 전국 최
대의 해식와다. 이 해식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지 4년
이나 지났음에도 아직도 그 지정이 표류되고 있다.

해발 44m의 토끼섬은 굴업도
유일의 부속섬이다. 해식와를

보기 위해 굴업도로 간다 해도 좋을 만큼 해식와는 굴업도의 주요 랜드마
크다(사진 10). 해식와를 보기 위해선
적어도 30분 정도의 체류 시간이 필
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 팁! 토
끼섬으로 들어서기 전엔 반드시 물때
를 확인해야 한다. 밀물 땐 토끼섬으
로 들어갈 수 없을뿐더러 토끼섬으로
들어갔다가 해식와를 구경하는 사이

▲	그림 2. 토끼섬 내의 해식와가 발달되어 있는 부분

과학향이 나는 지리여행 / 여행에서 배우는 과학

163

에 물이 들어오면 갇히게 되어
낭패를 당하기 때문이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 가능하면 물이
빠지길 기다렸다가 바로 들어가
도록 한다.
굴업도 해안 곳곳에서도 작
은 해식와들이 발견되고 있으나
이 토끼섬처럼 큰 해식와가 발

▲	사 진 11. 고군산도의 무녀도 해안에 발달된 해식와. 높이
2~3m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달된 곳은 여기뿐이다. 아니 전국을 통틀어도 토끼섬 해식와가 넘버원이
다. 고군산도의 무녀도에서 봤던 해식와도 나름 멋지지만(사진 11), 토끼
섬 해식와와는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해식와(海蝕窪, notch)란 파랑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미지형이다. 인
터넷을 보면 해식와가 ‘소금’이 만든 바위라는 기사가 검색되나 이는 잘못
된 설명이다. 지구 상의 모든 해안지형은 염풍화를 받고 있어 염분의 역할
을 새삼 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토끼섬의 해식와는 응회암의 파식으로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염풍화가 파식을 도왔을 뿐이다.
토끼섬 해식와는 길이 120m, 높이 3~4m 규모로 웅장하다. 이 해식
와를 천천히 살펴보고 싶다. 해
식와 벽면의 밀물 자국, 해식와
천정의 모습, 해식와에서 바다
쪽으로 쭉 뻗은 절리 모양새,
곳곳의 타포니3 등.. 모두가 재
미난 볼거리들이다. 이 해식와
▲	사진 12. 해식와군(群) 전면에 발달된 폭 15∼33m의 파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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蝕臺, wave-cut platform)가 발달되어 있다(사진 12). 해식와와 파식대
를 만든 파도의 힘에 새삼 소름이 돋는다.
토끼섬을 멀리서 보면 더 재밌다. 토끼섬 위로 움푹 파인 부분이 두 곳
에서 관찰된다.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 모이는 작은 유역들이다. 각 유역
에서 모인 빗물은 절리를 따라 해식와로 스며든다. <사진 10>의 왼쪽의
세로로 움푹 파인 틈이 바로 토끼섬 위의 유역과 연결된 절리다. 절리가
해식와는 물론 토끼섬의 지형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
듯 경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선 벌레의 눈과 새의 눈이 필요하다.
이렇듯 신기하기만 한 해식
와이지만 이 해식와는 아직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못한 상
태다.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를 한 것은 2010년 4
월. 4년이 넘도록 옹진군의 천
▲	사진 13. 토끼섬 동쪽에서 바라본 해식와. 해안선 3분의 2 정도
의 규모로 해식와(섬 하부에 가로로 길게 뻗은 일직선 부분)가
발달되어 있다.

연기념물 지정 반대 의견에 막
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반경
500m의 개발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
<그림 2>를 보면 해식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아무
것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	사진 14. 굴업도 사빈. 굴업도는 놀거리와 먹거리를 찾는 사람
들이 가선 안되는 곳이다.

문화재청이 반드시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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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관철시켜야 함을 뜻한다. 옹진군이 혹시라도 나중에 이곳에 진입
로 등의 설치를 허가해 줄 심산이라면 아예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2014
년 8월 15일 대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 한숨만 차오를 뿐이다.
아직도 마구잡이식 개발 행위를 미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나
라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굴업도. 시간을 내서 2박 일정으로 꼭 가보자. CJ그룹이 리조트 공사
를 벌이기 전에 말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잘 보존된 자연을 갖고 있
었음을 기억하도록 하자. 여기서 중요한 여행정보 두 가지! 이 섬을 가려
거든 반드시 봄이나 가을을 택할 것. 5월 말과 10월 초가 굴업도 여행의
최고의 계절이다. 그리고 섬에 들어가서는 신선처럼 유유자적하며 시간
을 보낼 것. 해변이든 산 정상부 평원(그림 1-2)이든 아무데나 좋다. 놀거
리를 찾거나 먹거리를 밝히는 사람들에겐 이 섬이 절대 좋은 여행지가 못
된다. 자연을 느끼고 살아 숨 쉬는 고마움을 느긋함 속에서 맛볼 사람만이
이 섬을 찾을 자격이 있다. 고즈넉한 바닷바람이 반기는 초롱별 굴업도에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 힐링을 위해서 말이다.
글 / 사진_ 박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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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학자들에 따라서 집괴암을 화산각력암(火山角礫岩, volcanic breccia)으로 분류, 화성암이 아닌 퇴적암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2. 화강반암(花崗斑岩, granite porphyry)이란 화학조성이 화강암과 흡사한 암석으로 입자가 큰 덩어리(이를 반정(斑晶)이라 함)
를 갖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타포니(tafoni)란 풍화현상에 의해 생긴 기괴한 모양의 미지형을 말한다.

인용 자료

1. 박종관, 2008, 옹진군 굴업도 해안지형, 2008 지형·지질문화재 정밀조사 보고서, 36-67, 문화재청.
2. 박종관, 2009, 굴업도의 지질, 해안지형 경관 특성 및 그 활용방안, 한국지형학회지, 16-1, 31-41.
3. 조트라, http://jotra.com/zboard/view.php?id=travel_photo1&no=692

추천 여행지
인천시 옹진군에는 유인도 25개를 포함해 100여 개의 섬이 있다. 굴업도나 연평도, 백령도,
대이작도 등이 그것이다. 그 중 서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는 덕적도를 소개한
다.
덕적도는 인천 연안에서 쾌속선으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큰물섬이라는 우리말을 한자화
한 덕적도는 수심이 깊은 바다에 있는 섬이라는 뜻이다. 덕적도의 대표 휴양지는 서포리 해
수욕장이다. 이곳은 덕적팔경 중의 하나로 은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어 서해에 있는 많은
해수욕장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곳으로 꼽힌다. 100년이 넘는 노송(老松)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 물이 따뜻하고 얕아서 아이들이 놀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근처 갯바위에
서는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어, 낚시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덕적도의
최고점은 314m의 국수봉이다. 제 2고봉인 비조봉(292m)과의 12km 종주코스는 등산객들에
게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비조봉만 산행을 할 경우 한두 번 쉬어가면 금방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비조봉 정상에 오르면 소야도, 굴업도, 울도 등 근처에 있는 섬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옹진군의 섬 대부분이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또한 해수욕, 등산, 배낚시, 갯벌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더욱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것이다. 단, 날씨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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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편,
인왕산 지리여행

(Inwangsan Geotravel)

20일이니깐 지난 주 토요일이다.

1년 만에 인왕산(仁王山,

338m)을 다시 찾았다. 학생들과의 산행은 늘 신경 쓰인다. 암산(岩山)을
오를 때는 더욱 그렇다. 인왕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이나 암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위험하다. 특히 인왕산 같은 화강암산에서는 석영(石英) 알
갱이를 조심해야 한다. 미끄럽기 때문이다.
사직공원 9시 반. 가을 아침 햇살이 무척 따갑다. 그냥 산에 오르자니
재미없을 듯해 이름 붙은 여러 바위를 찾아보기로 했다. 이번 지형학 답
사 주제는 ‘화강암 풍화’. 인왕산 주봉인 매바위를 비롯해 모두 11개의 바
위 생김새를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다. 인왕산은 서울 근교에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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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화강
암 풍화지형을 감상할 수 있는 둘
도 없이 좋은 장소다. 답사 코스
로는 ‘사직공원-선바위-정상-기
차바위-수성동계곡’을 택했다(그
림 1). 4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다.
인왕산을 이루고 있는 화강암
은 대보화강암(大寶花崗岩). 지금
으로부터 1억 8천 년 전의 중생대
화강암이다. 회색빛 대보화강암
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암석이다. 지하철 역사
에 깔려 있는 게 바로 대보화강암
이기 때문. 사직단을 뒤로 하고

▲	그림 1. 인왕산 답사 코스(S: 시작점, E: 종착점). 화살표는
답사 궤적을 의미한다. 출처 : 네이버 지도

오르니 이내 황학정이 보인다. 구한말 고종이 세운 국궁의 맥을 잊고 있는
중요한 장소다.
천천히 올라가니 한양성곽 길 주변이 온통 돌가루로 가득하다. 화강암
은 석영, 장석(長石), 운모(雲母)라는 광물로 구성된 화성암(火成岩). 땅
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 굳어진 돌이 바로 화강암이다. 화강암이 풍화
를 받으면 보통 모래 알갱이만 남게 된다. 그래서 화강암산에 가면 굵은
모래 알갱이가 보이는 것이다. 참고로 장석이 풍화를 받으면 점토광물로
바뀌며 모습을 감추게 된다. 침식저항력이 제일 강한 석영만이 끝까지 남
아 우리 곁에 남게 된다. 강이나 바닷가에서 모래를 볼 수 있는 이유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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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얘기를 학생들과 나
누다 보니 벌써 선바위 갈림길이
다. 인왕산 남쪽 능선은 인왕산
내에서도 화강암 풍화지형의 극
치를 볼 수 있는 곳이다(그림 2,
사진 1). 큰 능선과 작은 능선을
따라 기괴하게 생긴 화강암반이
제각기 이름을 갖고 줄지어 서있
다. 능선부에 이런 암괴들이 노출
▲	그림2 . 그림 1의 A 지역을 확대한 그림. 선바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름의 풍화지형들이 몰려있다. 출처 : 네이버 지도

되어 있는 것은 비, 바람에 의해
토층이 깎여 나갔기 때문. 능선에

서 깎여나간 토립자가 쌓인 계곡 기슭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으나 능선엔
정작 암괴만이 돌출돼 있을 뿐이다.
화강암산에서 경치를 잘 감상하기 위한 비법은 간단하다. 절리만 제대
로 보면 된다. 전 세계 어디서나 화강암 경관을 잘 감상하기 위해선 절리
를 잘 관찰해야 한다. 절리(節理, joint)란 바위에 간 금을 말한다. 10km
정도 땅 속 깊은 곳에 있던 화강암 덩어리가 지표 침식으로 인해 짓눌렸던

▲	사진 1. 인왕산 남쪽 능선을 따라 줄지어 서있는 화강암 풍화지형(① 선바위, ② 와불, ③ 얼굴바위, ④ 해골바위, ⑤ 모
자바위, ⑥ 달팽이바위, ⑦ 범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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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으로부터 해방되면 바위에 금이 생기게 된다. 부피가 팽창한 탓이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단층과 습곡운동 때문이다. 지층이 어긋나고 휘면서
일정한 방향을 갖는 절리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럼 인왕산의 풍화지형을
본격 감상해 보자. 절리를 구경
해 보자는 말이다. 인왕산 풍화
지형의 백미는 단연 선바위(사
진 2). 장삼을 걸쳐 입은 스님
의 모습에서 붙여진 이름이라지
만 세로로 뻗은 발과 빨판 모양
이 언뜻 문어처럼도 보인다. 자

▲	사진 2. 선바위. 화강암의 화학적 풍화작용에 의해 생긴 미지
형이다. 두 개의 방향으로 절리가 지나가고 있다(사진 1의 ①).

세히 보니 두 개의 절리가 눈에 들어온다. 바위에 벌집 모양으로 숭숭 뚫
린 구멍은 풍화혈(風化穴). 영어로 타포니(tafoni)라 불리는 풍화 미지형
이다. 입상붕괴(粒狀崩壞)라고 불리는 화학적 풍화작용이 타포니를 만들
었다.
인왕산 곳곳에는 기괴한 모
양의 타포니들이 수없이 많다.
가히 타포니 천국이다. 생긴 모
양도 절대신(絶對神) 같은 느낌
이 든다. 그래서 타포니는 토테
미즘의 숭배물이 되었을까? 선
바위와 국사당을 중심으로 한
▲	사진 3. 와불. 흰색은 수평절리를 노란색을 수직절리를 나타내
고 있다. 1-2와 3-4 방향으로 발달된 수직절리가 와불 한가운
데를 지나가고 있다(사진 1의 ②).

이곳은 민간신앙의 온상지로 널
리 알려진 곳이다. 구천에 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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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혼령들이 이곳에 제일 많이
모여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갑자기 이곳이 더 궁금해진다.
사진 3은 선바위 위쪽에 놓
인 와불을 찍은 것이다(그림 2).
우선 절리를 찾아보자. 화강암
▲	사진 4. 얼굴바위에 발달된 절리들(사진 1의 ③).

풍화지형의 시작은 절리라 했

으니 차분히 뜯어보는 거다. 자세히 보
니 진짜 많이도 보인다. 수평으로 2개,
수직으로 7개. 재미난 건 판상절리(수평
절리)1와 수직절리들이 거의 같은 방향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와불 옆으로 1-2
의 수직절리가 3-4의 방향으로까지 이
어져 지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4를 살펴보자. 얼굴바위다. 별

▲	사진 5. 해골바위의 타포니

로 규칙성이 없는 듯하지만 3개의 판상, 수직절리들이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찰 재미
가 쏠쏠하다. 이런 것이 지리여
행의 묘미다. 자연은 솔직해서
거짓말을 안 한다. 아니 못한
다. 어깨를 쫙 펴고 아래를 굽
어보는 모양이 친근하다. 머리
부분이 많이 위태로워 보인다.
▲	사진 6. 해골바위를 옆에서 본 모습. 판상절리와 수직절리가 지
나가는 모습을 찾아보길 바란다. 3개의 판상절리가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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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굴러 떨어질 기세다.

캐모마일

인왕산의 풍화지형을 본격 감상해 보자.
절리를 구경해 보자는 말이다.
허옇게 드러난 화강암 돔(dome)은
호랑이 몸체요, 화강암이 풍화를 받아 변색된 검은 줄은
영락없는 호랑이 줄무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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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산에서는 늘 낙석의 위험
이 상존해 있음을 기억해야 한
다. 언제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
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것들이 그림 2의 큰
능선(주능선)에 있는 풍화지형
▲	사진 7. 모자바위와 달팽이바위의 절리들것이다.

들이라면 작은 능선(보조능선)

에 있는 풍화지형도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자. 사진 5와 6은 해골바위를
찍은 것이다. 해골바위란 이름은
타포니 덕분에 생긴 명칭이다(사
진 5). 해골바위를 좀 더 멀리서
보면 해골바위를 이루는 전체 암
괴의 오른쪽 모서리를 중심으로 3
개의 판상절리가 지나가고 있음
을 볼 수 있다(사진 6). 해골바위
는 산사면에 우뚝 솟은 일종의 토
어(tor)2인 것이다.
사진 7은 모자바위와 달팽이
바위에서 발견되는 절리를 나타
낸 것이다(그림 2의 ⑤, ⑥). 이
제는 굳이 필자가 선을 긋지 않아
도 잘 보일 것으로 믿는다. 이 말
에 미소 짓는 독자들도 많을 것
이다. 전부 시커먼 바위 색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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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인왕산 정상 부근의 풍화지형들(그림 1의 B 참고).
출처 : 네이버 지도

캐모마일
에서 유독 왼쪽 바위가 허옇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
다. 바로 절리를 따라 암괴가
떨어져 나간 비교적 신선한 단
면이기 때문이다. 떨어진지 얼
마 되지 않아 속살을 내보이고
▲	사진 8. 범바위(좌)와 매바위(우). 매바위는 인왕산 주봉을 말한다.

있는 것이다.
그림 3은 인왕산 정상을 중
심으로 북쪽에서 볼 수 있는 바
위들을 표시해 놓은 것이다(그
림 1의 B 부분). 이곳의 바위 이
름들은 화강암 돔(dome) 지형
에서 발견되는 특징에서 비롯됐

▲	사진 9. 범바위. 사진 8과는 다른 모습이다.

다. 사진 8은 범바위와 매바위

를 찍은 것이다. 범바위(그림 2의 ⑦)는 인왕산 정상부의 매바위로 향하는
도중의 돔 지형을 말한다(사진 9). 사진 8에서는 절리가 그리 발달되지 않
은 것처럼 보이나 사진 9의 범바위는 그야말로 절리 투성이다. 괜히 계단
들이 위태로워 보인다.
매바위로 향한다. 드디어 인
왕산 정상인 것이다. 벌써부터
여학생들은 범바위에서 그냥 하
산하자고 난리들이다. ‘교수니
~임~!’ 하며 말끝을 흐리며 애
원하는 표정들이 귀엽다. 하지

▲	사진 10. 매바위 남쪽 사면에 발달된 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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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초등의 꼬마아이들 보기가 창피
하지도 않냐며 앞장선다. 히죽 웃는 남학생들 웃음 사이로 날라 오는 여학
생들의 원망스런 눈초리에 뒤통수가 따갑다.
매바위로 향하다 보니 사진 10과 같은 근사한 절리가 눈에 들어온다.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만큼의 훌륭한 절리경관이다. 한마디로 절리의 표
본을 보여주고 있다. 6개의 평행 수직절리가 판상절리와 맞닿은 안쪽으로
가로 방향의 홈이 깊게 파여 있다. 이곳을 보고 있노라니 강화군 석모도
보문사 뒤쪽의 눈썹바위가 생각난다. 갑자기 다시 가보고 싶어진다.
드디어 정상이다. 이곳은 늘
338m의 기쁨을 만끽하려는 이
들로 붐비는 곳이다. 삿갓바위
라 이름 붙은 정상에 올라 그간
의 등정을 보상받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나무 한그루 없는
이곳은 강렬한 햇빛을 고스란히

▲	사진 11. 인왕산 정상의 삿갓바위

받는 곳. 자외선을 피할 길이 없
어 대개들 사진 몇 장 찍고 서둘
러 하산 길에 나선다. 햇빛이 싫
으면 사진 11에서와 같이 그늘
진 성벽에 몸을 숨겨야 한다.
자~! 우리에겐 아직도 구경
할 바위들이 세 개나 더 남아있

▲	사진 12. 수직절리가 만든 책바위

다. 조금 더 힘을 내야한다. 사진 12는 인왕산 정상에서 기차바위 쪽으로
향하는 길목에 놓인 책바위를 찍은 것이다. 수직절리가 두꺼운 책 두 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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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놓은 것 같이 만들었다. 작품이 따로 없다. 가까이 가보니 거대한 암
괴다. 갑자기 독일어가 들린다. 가족등반이다. 그러고 보니 작년의 인왕
산 때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만큼 인왕산이 국제화되었
음을 뜻하는 것이리라. 생각해 보면 외국의 어느 수도(首都)에서 인왕산
처럼 평상복 차림의 산행을 즐길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산 전체가 최고
의 뷰포인트 아니던가? 우리는 축복 받은 민족임에 틀림없다. 갑자기 정
도전 선생이 고맙게 느껴진다.
그런 우리를 시기해서였을
까? 사진 13의 치마바위 왼쪽으
로 이상한 자국들이 선명하게
보인다(빨간색 화살표). 이것은
다름 아닌 일제가 ‘천황폐하만
세’ 운운하며 새겨놓은 글씨를
▲	사진 13. 치마바위. 그루브가 만든 치맛주름이 멋지다. 뒤쪽으로
범바위가 보인다.

벗긴 자국들. 지금 생각해도 분
노가 치밀어 오르건만 우리 어
른들은 당시 어떤 심정이었을까
새삼 궁금해진다. 치마바위는
그루브가 만든 걸작품. 그루브
(groove)란 빗물이 암석에 깎아
놓은 가늘고 긴 물길자국을 말
한다. 사진 13에서 판상절리 위

▲ 사진 14. 기차바위의 위용

에 발달된 그루브가 점차 뜯겨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노란색 화살표). 상처 난 부위에 새살이 돋아
딱지가 떨어져 나가는 딱 그런 느낌 아닌가? 그러고 보니 살아있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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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사진 14는 기차바위를 찍은 것이다. 바위 정상부의 절벽 능선 한가운
데로 놓인 길 모양에서 따온 이름이다. 기차바위는 인왕산 정상에 오른 보
람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칭얼거렸던 여학생들도 이곳의 절경을 보곤 잘
올라왔다며 멋쩍게 웃었을 정도니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 기차바위 정상
에서는 두께 2m 정도의 판상절리와 그 위에 새겨진 그루브를 볼 수 있다.
물론 지형을 아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특권인 것이다.
드디어 하산이다. 모두들 환
성을 내 지른다. 남학생들도 은
근히 반기는 눈치다. 하긴 가을
뙤약볕에 남긴 물도 없이 암산
을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
었을 것이다. 약수터에서 목을
축인 후 수성동계곡으로 내려와
앱을 들여다보니 예정시간 보다
1시간이 지난 5시간 동안 5km

▲	사진 15. 수성동계곡에서 바라다본 인왕산 매바위의 모습. 이곳
에서 조선의 명화가 겸재 정선은 진경산수화를 그렸다. 수성동계
곡은 청계천의 상류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이 계곡 역시 절리가
침식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를 걸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모
두들 다치지 않고 견뎌내 준 게
고맙다. 수성동계곡은 잘 알려
진 계곡이다. 조선 영조 때의
명 산수화가인 겸재 정선 선생
이 바로 이곳에서 그린 그림 덕
분이다.
이곳에 서서 인왕산 주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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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17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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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으로 담아본다(사진 16).
이제껏 15장씩이나 되는 사진을
보며 지루하도록 절리만을 말해
왔으니 이제 한번쯤은 독자들이
말해볼 차례다. 그래서 퀴즈 하
나. 위의 사진 16을 보고 절리
▲	사진 17. 사진 16의 정답. 매바위라 불리는 인왕산 주봉에는 ①번
의 수평절리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의 수평, 수직절리가 각기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어 흥미롭다.

의 특징을 말해보길 바란다. 정
도전의 우백호(右白虎)와 무학

대사의 주산(主山) 다툼이 정도전의 승리로 끝나면서 한양의 호랑이가 된
인왕산. 허옇게 드러난 화강암 돔(dome)은 호랑이 몸체요, 화강암이 풍화
를 받아 변색된 검은 줄은 영락없는 호랑이 줄무늬다. 이런 잘 생긴 호랑
이를 갖고 있는 우리가 더없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이 호랑이는 우리의 미
래를 지켜줄 민족의 수호신인 것이다.
글 / 사진_ 박종관

각주

1. 판상절리(板狀節理, sheeting joint)란 암석에 발달된 수평방향의 절리를 말한다.
2. 토어(tor)란 풍화작용의 결과 형성된 우뚝 솟은 암괴를 말한다. 주로 산 정상부나 능선부에서 잘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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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지리여행

(Wetland Geotravel)

갈 때마다 상쾌하다.

진짜 기분이 좋아진다. 하늘거리는 녹색

물결에 마음도 덩달아 바람을 탄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시원한 공기도
참으로 달다. 어디서 이런 사치를 맛볼 수 있단 말인가? 습지 앞에 서면
지구 생명체 일원으로 살아 숨 쉬고 있음이 감사할 따름이다.
습지란 무엇일까? 그렇다. 글자 그대로 습한 땅이 습지(濕地)다. 그래
서 영어로도 ‘wetland(젖은 땅)’라 쓴다.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물로 젖
어 있는 곳이 습지인 것이다. 습지는 생명체 보고다. 수서동식물을 비롯한
온갖 생명체의 삶터다. 계절마다 보이는 야생동식물도 다르다. 때문에 많
은 사람들이 습지를 찾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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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습지의 ‘물’을 구경해 보기로 하자. 습지의 정의 한복판에 물이
있음에도 보통 사람들은 습지의 물엔 별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모두들 그
곳의 생명체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습지의 본질은 물이다.
물을 알아야 동식물도 보이는 것이다. 물이야말로 둘도 없는 귀중한 생명
체다.
우선 습지는 그곳이 어디냐에 따라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로 구분된다.
연안습지라 함은 갯벌을 말한다. 갯벌을 제외한 습지가 내륙습지다. 내륙
습지는 다시 산지습지와 하천습지로 나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람사르
1호 습지인 대암산 용늪은 산지습지의 대표주자다. 한강하구 습지나 우포
늪은 하천습지의 대명사다.
산지습지는 산에 물이 고인
곳이라면 어디든 만들어진다.
산행 중 물이 흥건한 지역을 발
견했다면 그게 바로 산지습지인
것이다. 산정상이나 산허리 아
무데든 상관없다. 산에 내린 빗
▲	사진 1. 창녕 우포늪. 1억 년 이전 빙기와 간빙기가 반복됐던 시
기에 낙동강의 홍수파가 만든 하천습지다.

물이 산체(山體)로 스며들어 흐
르다 다시 경사가 완만한 데로

배어나오는 곳에 산지습지가 생기는 것이다.
한편, 하천습지는 강 한 가운데의 모래톱이나 주변 저지대에서 흔히
발견된다. 홍수 때 강물이 쉽게 넘치는 곳에 하천습지가 생기는 것이다.
제방 뒤쪽의 저지대인 배후습지(背後濕地)가 그 대표 사례다. 하도(河道)
내에도 많은 습지가 발달된다. 풍화층이 두터운 유역을 흐르는 낙동강 같
은 하천에서 습지가 잘 관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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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를 재미나게 구경하려면 지하수를 조금은 알아야 한다. 지하수를
알면 습지를 구경할 맛이 넘친다. 일반적으로 지하수면이 낮으면 습지가
생기기 어렵다. 지하수면이 높아야 지표면이 물로 쉽게 포화되기 때문이
다. 물론 하천 배후습지처럼 배수가 불량해도 습지가 형성되나 습지는 기
본적으로 지하수가 만든다. 그럼 이제부터 인제의 용늪, 신안의 장도습
지, 제주의 물영아리오름습지 등 3개의 람사르 습지와 도심지 습지를 대
표하는 서울의 석촌호수를 대상으로 습지 물 여행을 시작해 보자. 아래에
언급된 습지별 주요 관전 포인트를 기억하며 말이다.
사례 1.
4,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암산 용늪(0.1㎢)은 해발 1,280m에 위
치한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습원이다(사진 2).1 1967년 충북대 강상준 교
수에 의해 발견된 용늪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77년 우리나라 람사르 습
지 제1호로 등록됐다. 여기서 우리는 용늪을 습원이라 부르는데 주목해야
한다. 습원(濕原, moor)이란 기온이 낮아 유기물의 부패가 진행되지 않아
생긴 넓은 토탄(土炭, peat)층 습지를 말한다.
두께 1~2m인 용늪의 토탄층
은 지하수를 가득 담고 있다. 용
늪에 내린 빗물은 갑자기 많은
양의 지표수를 흐르게 한다. 늪
전체가 물로 가득 차 있어 콘크
리트 바닥에 비를 내린 것과 똑
▲	사진 2. 인제의 대암산 용늪. 해발 1,280m에 위치한 우리나라 유
일의 고층습원으로 람사르 제1호 습지로 등록돼 있다. 1~2m의
깊이로 쌓여있는 토탄층은 용늪의 쿠션 좋은 침대 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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늪의 물탱크다. 사면 내부를 통해 꾸준히 용늪으로 물을 공급해 주고 있다.
안개가 잔뜩 껴도 용늪의 물은 불어난다. 증발산량이 억제됨은 물론, 안개
비가 촉촉이 내려 물을 공급해 준 덕분이다.
용늪은 늪 밖으로 많은 물을 배출하고 있다. 필자의 연구 결과, 큰용늪
으로부터 빠져나가는 물량은 연간 약 40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다.2 이는
동네에 있는 길이 25m 수영장의 1천 배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3 1
㎢ 면적에 4,000mm의 비가 내린 것과 같은 물량이다. 물 생산 공장으로
서의 용늪이 재평가되어야 하는 대목이다.
사례 2.
흑산도 옆에 위치한 장도(長
島)라는 섬에는 용늪과 얼추 비
슷한 크기의 습지가 있다. 바로
장도습지다(사진 3). 람사르 습
지인 장도습지(0.09㎢)는 섬 정
상부에 위치한 도서 유일의 산
지습지다. 장도습지의 물은 계
곡을 통해 섬 끝자락에 설치된

▲	사진 3. 신안 장도습지. 장도 정상부(239m)에 위치한 우리나라
도서 유일의 산지습지다.

식수댐으로 흘러들어 장도 주민들의 생명수가 되고 있다. 장도습지가 없었
다면 아마도 이 섬은 무인도가 됐을 것이다.
장도는 용늪과 달리 일반인도 습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4 단, 장화
가 있어야 한다. 여담이지만 살모사도 많아 장화 착용은 필수다. 장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습지가 물로 가득 차있다는 말이다. 이번엔 그래프를 보
면서 조금은 색다른 습지 경험을 나눠보자. 그래프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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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그대로 습한 땅이 습지(濕地)다.
그래서 영어로도 ‘wetland(젖은 땅)’라 쓴다.
습지는 생명체 보고다.
수서동식물을 비롯한 온갖 생명체의 삶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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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 지루해해서도 안 된다. 장도의 지하수 관측 자료를 보면 지하수
가 흥미롭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위의 그림을 통해 2013년 7
월 31일에 내린 26.5mm의 비
로 장도습지의 지하수위가 상
승, 지표면 위로 약 2cm나 올
라갔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지하수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	그림 1. 장도습지 내부의 지하수위 변화. 지하수위의 감소 패턴이
재밌다. Y축의 0은 지표면을, 마이너스 값은 지표면 위, 플러스
값은 지표면 아래를 의미한다.

데 바로 이 지하수위의 감소 패
턴이 신기하다. 이 그림을 보면

지하수위가 사인 커브를 그리면서 감소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지하수위가 일직선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증발 때문이다. 낮 시간 동안 증발이 활발히 일어나면 지
하수위가 급격히 감소하나, 밤이 되면 지하수위가 다시 올라간다. 증발이
멈추었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지하수위가 고점을 찍게 된다. 그 후 낮이 되면 다시 증발이 일어나
지하수위가 낮아져 저점을 찍게 되고, 밤새 회복된 지하수위는 또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고점에 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지하수위가 떨어지는 것
이다.
다시 말해 이 그래프는 산지습지 지하수가 직선상으로 감소하지 않고
매일 증발의 영향을 받아 사인커브를 그리며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걸 우리는 그냥 일직선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경이로운 미세 일변화를 놓친 결과다. 어느 산지습지에서나 햇빛이 잘 드
는 곳이라면 이런 지하수위 감소 패턴이 발생될 것이다. 위의 그림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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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 인용해도 좋을 그래프다. 이 그래프를 통해 장도습지의 지하수는
하루 약 1cm 속도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 3.
땅 속의 지하수를 보기란 그
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물 공부를 하다보면 지금 몇 m
아래쯤 지하수가 있으며, 그 지
하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제
주도 오름의 정상에는 백록담처

▲	사진 4. 제주의 물영아리오름습지. 해발 508m의 물영아리오름
분화구에 형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보전 습지다.

럼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전 습지며, 람사르 습지
로 지정되어 있는 물영아리오름습지(0.004㎢)5가 그 대표 예다(사진 4).
그렇다면 오름 정상의 분화구에
담긴 물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
일까?
위에서 언급한 용늪이나 장
도습지와는 달리 물영아리오름
습지는 지표수가 습지 밖으로
흘러나갈 수 없는 폐쇄 구조를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사방이
사면으로 둘러싸인 분화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	그림 2. 물영아리오름습지의 수위 변화. 강우에 대한 습지수위
증가와 감소 패턴이 매우 규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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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비가 그치게 되면 빗물이 분화구 밑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
럼 어떤 방식으로 습지 물이 분화구 속으로 빠져나가는 것일까? 이번엔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림 2는 강우 시 물영아리오름습지의 수위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 같은 그래프를 통해 분화구에 물이 어떤 방식으로 담기며, 또 어떻게
분화구 아래로 빠져나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비가 오면 습
지 수위가 거의 같은 기울기로 상승하며, 비가 그치면 수위가 매우 일정
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직한 규칙성에 웃음이 절로 난다. 이
그림으로부터 비가 10mm 내리면 습지 수위가 16mm 올라가며, 비가 내
리지 않을 때엔 수위가 하루 12mm 씩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 4.
최근 석촌호수가 우리 사회
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석촌
호수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송
파강의 옛 유로에 만들어진 호
수다(사진 5). 따라서 석촌호수
는 광의로 하천습지로 분류된
다. 그렇다면 석촌호수의 물은

▲	사진 5. 잠실의 석촌호수. 석촌호수는 옛 송파강의 구하도에 만
들어진 호수다.

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 송파강이 만든 범람원 위에 놓인 이 석촌호수
의 수위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가 석촌호수 수위를 자동 관측
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1개월 전부터다(그림 3). 2013년 11월 29일에야
비로소 석촌호수에 자동수위계가 처음 설치된 것이다. 그렇다면 석촌호수
의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호수 면적 곱하기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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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하면 될 것이나, 이 두 수
치를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 석
촌호수에 담긴 실제 물량은 아
무도 모른다고 해야 옳을 것이
다.6
석촌호수 수위는 올해 초까
▲	그림 3. 석촌호수 수위 변화 그래프. 2013년 11월 29일은 수위계
가 석촌호수 수위를 자동으로 기록한 첫날이다.

지만 해도 하루 약 2cm씩 줄어
들었었으나(그림 3), 최근 4개

월간의 자료를 보면 하루 3cm 정도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
소 속도가 연 초 대비 1.5배나 증가한 것이다. 3cm의 수위 저하는 석촌호
수에 넣고 있는 한강물 펌핑량을 토대로 계산해 볼 때 약 8,500톤에 달하
는 물량이다.7
습지의 물은 움직인다. 물
순환을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
에서 습지 앞에 서서 습지의 물
이동에 대해 그들과 대화를 나
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	사진 6. 용늪의 이방인을 반기는 엉겅퀴

그러나 쉬운 일도 아니다. 습지와 친숙해지려면 수문(水文)8 자료를 조금
은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자료들이야말로 습지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
보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습지 탐방객들에게 습지의 물을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알릴 수 있을까? 람사르 습지를 비롯한 우리나라 보호 습
지들의 물 관련 콘텐츠의 체계적 홍보가 절실히 요망되는 시점이다.
글 / 사진_ 박종관

188

생활에 밑줄긋는 과학이야기

| 캐모마일

캐모마일

각주

1. 대암산 용늪은 큰용늪과 작은용늪으로 구성되나, 현재 작은용늪은 습지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다. 정부는 큰용늪의
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가뭄과 호우 등 극도의 기상이변이 없는 수년(water year)을 기준으로 한다.
3. 길이 25m, 수심 1.4m의 6레인의 수영장을 기준으로 한 값이다.
4. 용늪 방문객은 용늪의 보존을 위해 절대로 습지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다.
5. 이 면적은 물영아리오름습지 만의 순수 넓이를 나타낸 것이다.
6. 일반적으로 석촌호수의 평균 수심은 4.5m, 면적은 217,850㎡로 알려져 있으나 그 수치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7. 석촌호수에 주입되고 있는 한강물량을 토대로 계산한 값이다.
8. 수문(水文)이란 지표수와 지하수의 물 순환의 특성을 가리키는 말로 이를 연구하는 학문을 수문학(水文學, hydrology)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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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종관, 2008, 물영아리오름습지 보호지역의 수리·수문, 2008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39-55.
2. 박종관, 2010, 2010년 대암산 용늪 수문관측 조사 자료집, 원주지방환경청, p.317.
3. 강상준, 조규송, 최기룡, 2010, 대암산 용늪, UUP, p.290.
4. 박종관, 주국화, 2011, 대암산 용늪의 유출 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18-4, 271-282.
5. 박종관, 2013, 장도산지습지의 수리·수문, 2013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I), 환경부 국립습지센터, 451-478.
6. 박종관, 2014, 석촌호수의 거동, 녹색송파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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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천 지리여행

(Gapyeongcheon
Geotravel)
자~ 오늘은 하천여행이다.

서둘러 가평으로 가보자. 계곡을

보러 말이다. 단풍은 한물 지났지만 늦가을 정취는 아직 괜찮을 것이다.
모처럼 DSLR을 챙긴다. 무거
워 한참을 외면했던 망원렌즈도
만져본다. 줄무늬 가득한 연회
색 암반 위로 쏟아질 노란 햇살
이 벌써부터 마음을 재촉한다.
날이 푹하면 잠깐이나마 계곡물
을 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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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가평천 항아리계곡. 해발 240m로 가평천 발원지로부터
11km 아래 지점에 위치한다. 호상편마암의 편리(片理)가 습곡을
받아 구불구불 휘어진게 신기하다.

| 캐모마일

캐모마일
오늘 행선지는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
리. 군청 기점으로 북으로 8km 거리에 위
치한 가평천 상류 지점이다. 가평천은 화악
산, 명지산, 연인산 등 1천m가 넘는 고봉들
로부터 흘러나온 물줄기가 모여 만든 북한
강 1차 지류. 북면 면사무소에서 좌회전해
75번 국도를 따라 5분 남짓 거슬러 달려가
면 오늘의 지리여행지인 항아리계곡이 나온
다. 이곳은 한 눈에 봐도 아이들과 함께 하
면 딱 좋을 곳이다(사진 1).
항아리계곡. 말이 재밌다. 계곡이 항아리
처럼 생겼단 얘기 같지만 그렇진 않다. 이곳

▲	사진 2. 항아리계곡의 포트홀. 포트홀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갈과 모래가 연마재 역할을
해 구멍의 깊이를 키우게 된다. 위아래 방향
으로 절리가 깊게 지나가고 있다.

에 ‘항아리’란 이름이 붙은 까닭은 이 가평천
바닥에 항아리들이 널려 있어서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항아리들이 보이질 않는다. 그
이유는 항아리들이 계곡 바닥 깊숙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항아리란 가평천 바닥에 파
여진 돌개구멍, 즉 포트홀을 말한다(사진 2).
포트홀(pothole)은 ‘강바닥에 생긴 요지
(凹地)’를 뜻하는 지형학 용어다.1 포트홀은
강바닥이 암반(岩盤)인 경우에 생긴다. 암반

▲	그림 1. 항아리계곡의 포트홀 분포도. 그림
왼쪽이 상류, 오른쪽이 하류다.

에 생긴 작은 틈에 모래와 자갈이 들어가 오랫동안 빙빙 돌면 항아리처럼
생긴 포트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듯 포트홀을 만드는 침식작용을
마식(磨蝕, abrasion)이라 부른다. 맷돌이 도는 것과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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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항아리계곡의 포트홀을 찬찬히 구
경해 보자. 항아리계곡의 제원은 폭 30m,
길이 25m. 편마암 암반 위로 모두 140개가
넘는 포트홀들이 널려 있다(그림 1). 항아
리처럼 생긴 것부터 재떨이같이 생긴 것까
지 모양도 크기도 아주 다양하다. 얼마나 강
물 힘이 세길래 암반에 저런 구멍들을 다 새
겨놓은 것일까? 연회색 편마암을 길게 뚫고
들어온 하얀 석영맥(石英脈)에 시선이 쏠린
다(사진 3). 마식을 받아 매끈하게 다듬어진

▲	사진 3. 항아리계곡의 호상편마암 암반을
관입한 석영맥.두께가 15cm나 된다.

암반에 윤기가 흐른다.
항아리계곡의 포
트홀은 이곳의 넓은
암반과 곡류의 합작
품이다. 큰 비가 내
리면 계곡 물은 삽
시간에 불어난다(사
▲	사진 4. 항아리계곡의 강우 시 모습(오른쪽 사진). 강우 시에는 하천의 하각침식이
활발히 일어나 계곡 모양을 바꾸게 된다.

진 4). 큰물은 그동

안 계곡에 쌓였던 자갈과 돌가루를 들고 강바닥을 훑는다. 계곡을 사정없
이 깎아내는 순간이다. 하천이 곡류하는 곳에선 침식력이 극도에 달한다.
하지만 비가 그친 후에도 계곡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계곡
을 무심코 보기 때문이다.
암반 위로 올라가 보자. 미끄러우니 조심해야 한다. 곳곳에 다양한 형
태의 포트홀이 보인다. 포트홀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재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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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란
가평천 바닥에 파여진 돌개구멍,
즉 포트홀을 말한다
가평천 항아리계곡은 포트홀의 밀집도가 높아 여전히
경관 보존가치가 높은 곳임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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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영맥을 따라 늘어선 길쭉한 모양의 포
트홀들이 눈에 들어온다(사진 5). 석영맥보
다 침식에 견디는 힘이 약해 저런 구멍이 파
였을 것이다. 바위도 약한 놈은 깎이고 강한
놈은 살아남는다.
사진 6은 항아리계곡의 횡단면을 찍은
것이다. 암반 두께가 우안은 3m, 좌안은
1.5m 정도로 제법 두껍다. 그런데 이 횡단
면을 자세히 보면 아래 사진과 같이 계곡 양
▲	사진 5. 석영맥 가운데에 형성된 포트홀들

쪽 높이가 같음을 알 수 있다. 좌우 높이가

같은 맨 위의 Ⅰ면(面), 그 아래의 Ⅱ면, 또 그 아래의 Ⅲ면, 현재 물이 흐
르고 있는 Ⅳ면 등 이곳에서 모두 4개의 대칭면들이 발견된다(사진 7).2
높이가 같은 면은 과거 가평천이 흘렀던 하상(河床, 강바닥)을 의미한
다. 맨 처음 Ⅰ면 위를 흘렀던 가평천이 강바닥을 깎아 Ⅱ면 위를 흐르게
됐고, 그 다음엔 Ⅲ면을, 그리고 지금은 Ⅳ면 위를 흐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면을 단구면이라고 한다. 단구(段丘, terrace)란 과거 하천
이 만들어 놓은 계단 모양의 평탄 지형을 말한다. 이곳은 암석단구와 같은

▲	사진 6. 항아리계곡의 횡단면 모습. 넓이 30m의 이 계
곡 바닥은 편마암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 왼쪽이 우안
(右岸), 오른쪽이 좌안(左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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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7. 항아리계곡은 계곡 좌우의 높이가 같은 4개의
단구면으로 구성돼 있다.

캐모마일
경관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이 항아리계곡의 마식작용은 현재진행형이다. 투명한 물 밑 바닥 곳곳
에서 큰 웅덩이들이 둥글게 깎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 포트홀들은
지금도 왕성하게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우안에서 관찰된 사람 키보
다도 더 깊게 파인 포트홀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수백 년이 지나면 이 항
아리계곡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수년 전 문화재청은 항아리계곡의 포트홀 밀집도에 주목해 천연기념물
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였으나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진 않았었다. 왜
냐하면 설악산과 지리산 등 깊은 계곡 곳곳에 선녀탕, 옥녀탕 등의 이름을
갖는 규모가 큰 포트홀이 산재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평천 항아리
계곡은 포트홀의 밀집도가 높아 여전히 경관 보존가치가 높은 곳임엔 틀
림없다.
하천 침식현상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이 항아리계곡은 아이들이 더
없이 좋아할 곳이다. 단, 이곳에서 조심해야 할 것 두 가지. 항아리계곡은
차들이 달리는 도로변에 위치한 관계로 차 세워둘 곳이 없어 위험하다. 도
로에서 내려갈 수도 없다. 항아리계곡 옆에 새로 생긴 리조트나 계곡 아래
의 항아리유원지를 이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 아주 차다는
것. 의외로 수심도 깊다. 어른들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이유다. 이것만
조심하면 항아리계곡은 가족끼리 탐구할 수 있는 즐거운 장소가 될 것이다.
글 / 사진_ 박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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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최근의 언론 자료에는 해빙기 때 아스팔트 도로에 파인 구멍도 포트홀이라고 하는데 본디 포트홀이란 하천 마식작용으로 생긴
항아리 모양의 구멍을 말한다.
2. Ⅰ면, Ⅱ면과 같은 단구면 명칭은 맨 윗면을 기준으로 해 붙인다. 예를 들어 단구면이 3개일 경우엔 맨 위부터 순서대로 Ⅰ, Ⅱ,
Ⅲ면으로 부르면 된다.

인용 자료

1. 전홍근, 박종관, 2011, 가평천 포트홀의 형태 및 분포에 관한 정량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18-4, 213-221.
2. 박종관, 2009, 가평천 돌개구멍, 2009 지형·지질문화재 정밀조사 보고서, 45-73,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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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편,
선사 지리여행

(Prehistoric Geotravel)

반만 년 역사의 대한민국.

이 땅 곳곳에 숨어있는 선사유적 중

이곳만큼 선조들의 체온을 잘 느낄 수 있는 곳도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알
수 없는 기하학 문양에서부터 정교한 동물 그림에 이르기까지 단단한 바
위 벽면을 쪼고 갉고 긁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암면에 담으려 했던 것
일까? 오늘은 선사인(先史人)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긴 5천 년 전 공간
으로 발길을 옮겨 보자.
장소는 울산시 태화강 상류. 해발 200m 전후의 높지 않은 구릉지를
뚫고 흐르는 대곡천 품속에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이라는 세기의
예술품이 안겨있다.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 보물들. 1971년과 1995년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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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보로 지정됐다.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문화유산이 21세기 세
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류 문화적 자긍심을 굳게 세워
주고 있는 것이다.
대곡천 일대는 약 1억 년 전의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층으로 구성된다.
과거 경상남북도 일대에는 수심이 비교적 얕은 호소가 넓게 분포돼 있었는
데, 그 호소에 쌓인 퇴적층이 융기해 경상분지를 만들었다.1 이 대곡천 일대
도 경상분지에 속한 지역으로 셰일과 사암, 이암 등의 퇴적암이 널리 분포
돼 있다. 선사인이 우리에게 남긴 보물들도 이 퇴적암 위에 새겨져 있다.
자~ 그럼 본격 선사 지리여
행을 시작해 보자. 여행 순서는
그림 1에 표시돼 있는 번호 순
으로 진행된다. 우선 화랑체육
공원이 있는 1번 지점이다. 1번
부터 2번 지점까지 약 800m 구
간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작
은 물길(마병천)이 산지를 뚫고
협곡을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	그림 1. 대곡천 선사트레일. 번호를 따라 이동을 하면 대자연의
경이와 함께 선사인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보는 것. 폭 3m 정도의 작은 마
병천이 산허리를 뚫으며 어떻게

출처 : 다음 지도

흐를 수 있었던 것일까? 2번 지점에서 마병천은 단애(斷崖, scarp)를 만
들며 산사면을 관통해 구량천을 만난다(사진 1). 2번 지점 서쪽으로는 구
량천이 만든 넓은 평야를 볼 수 있다(그림 2). 이 작은 하천 주변에 어떻게
이런 넓은 벌판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정답을 추론해 보자. 이곳은 약 1억 년 전에 호소(湖沼)가 있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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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서서히 융기하면서 호
숫물은 아직 채 굳지 않은 호소
퇴적층을 뚫으며 고도가 낮은
쪽을 향해 흘러갔을 테고, 이후
점차 융기와 하천 침식작용이
가속화되면서 지금과 같은 계곡
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1
번 지점과 2번 지점에서도 각

▲	사진 1. 마병천(오른쪽)과 구량천(왼쪽)의 합류 지점 모습(그림
1의 2번 지점). 사진 오른쪽의 단애가 마병천이 깎아 만든 절
벽이다. 오른쪽 도로변의 승합차가 단애 규모를 가늠케 한다.

각 마병천과 구량천이 산줄기를 자르며 흐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반곡
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그림 2). 반곡천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해발 약
100m의 산허리를 3km 정도나 관통해 대곡천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이
다. 지속적인 하천의 하방침식과 느린 융기운동이 만든 결과물인 것이다.
그림 2의 중앙부의 구량천과 반곡천 들판은 과거 호숫물로 잠겨있던 지역
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니 위의 그림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신비 그 자체다.
이젠 이 지역이 달리 보인다. 그림 2의 3번 지점도 아주 흥미롭다. 3번 지
역에서는 2005년 대곡댐
이 들어서기 이전, 대곡
천이 흘렀던 구하도 지형
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모양도 왼쪽으로 둥글게
▲	그림 2. 대곡천으로 유입하고 있는 구량천과 반곡천. 구량천과 반곡천이
만든 평야는 중생대 백악기 때 호수로 잠겨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구

휘어져 있다. 2번과 3번

량천 벌판을 자세히 보면 아래로 둥글게 휘어진 반원형의 호소 모습이
투영된다. 사진 한 가운데의 도로와 철길은 양산단층선을 따라 나 있는
것이다. 출처 : 네이버 지도

지점과는 또 언제 관통됐
던 것일까? 지금은 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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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된 관계로 더 이상 3번 지역으로 흐르지 못하고 2m 이상 낮은 고도
를 따라 제방에 갇힌 채 각석계곡을 향해 흐르고 있을 뿐이다.
3번 지역을 봤다면 이젠 4번의 울산대곡박물관으로 가보자(그림 2).
이 박물관은 대곡댐이 들어서면서 수장된 댐 상류 마을의 향토사를 고스
란히 담은 기록 창고다. 대곡댐 상류 지역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수많은 가
마터가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댐 건설로 과거의 지역문화가 사라져버
린 게 무척 아쉽다. 이 박물관은 대곡천 구석에 있어 그냥 지나치기 쉬우
나 아이들과의 다양한 체험시설이 마련돼 있어 가족여행 시 꼭 들러봐야
하는 곳이다.
이젠 드디어 천전리 각석(川
前里 刻石, 국보 제147호)을 둘
러볼 차례다(그림 2의 5번 지
점). 여기까지 오는데 제법 시
간이 걸렸다. 일반 여행객들은
이 각석을 보러 곧바로 이곳으
▲	사진 2. 넓이 9.5m, 높이 2.7m의 천전리 각석. 이 각석은 역단
층 운동에 의해 15˚ 기울어진 매끈한 단층면에 다양한 문양
을 새긴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다. 각석 아래 전면부에 역단층
운동에 의해 생긴 단층선들이 평행하게 지나가고 있다.

로 오겠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선사 지리여행을 위해 대곡천
일대의 지형형성 과정을 먼저

살펴봤다. 이러한 답사는 이곳의 지역성 파악을 위한 기본 수단이다. 대곡
천이 어떻게 만들어진 하천이며, 왜 이 대곡천변에 공룡 발자국이 산재돼
있고, 그리고 천전리 각석이 왜 기울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지적 욕
구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천전리 각석을 처음 본 순간, 섣불리 접근할 수 없는 이상
한 기운을 느꼈었다. 경외로운 기(氣)가 방어벽을 치고 있었다는 느낌이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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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나중에 알고 보
니 이곳은 선사인들
이 제를 올렸던 일
종의 ‘신전’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남
▲	사진 3. 천전리 각석 상단부에 새겨진 선사인들의 문양(왼쪽)과 하단부에 새겨진
신라시대의 명문(銘文)(오른쪽)

긴 다양한 문양의

메시지를 아직은 알 길이 없으나(사진 3), 신라 화랑인들이 이곳에서 신성
한 예식을 치렀다는 것만으로도 이곳이 범상치 않은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천전리 각석은 역단층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사진 2). 각석 양쪽
에서 횡압력이 가해져 사진 4와 같이 단층면이 삐져나와 그 평탄면에 암
각화를 그릴 수 있었던 것. 이는 결과적으로 선사인들이 대곡천의 지질 현
상을 이용한 것으로 이 각석 근처의 암반을 보면 역단층에 의해 생긴 매끈
한 바위 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각석
은 셰일과 사암, 이암의 호층으로 형성된 퇴
적암이다. 세간에는 이 각석이 기울어져 위
험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넌
센스에 불과할 뿐이다.
이곳 5번 지점에는 각석 말고도 또 하나
의 볼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공
룡이다. 이 각석계곡에는 200여개의 중생대
백악기의 공룡발자국이 있다(사진 5). 이 발
자국은 공룡들이 육성퇴적층의 진흙더미를
밟았던 흔적이다. 이곳의 공룡 발자국들은

▲	사진 4. 천전리 각석의 경사각은 하부면이
14˚, 상부면이 22˚로 전체 15˚의 경사
각을 갖고 기울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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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천 품속에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이라는
세기의 예술품이 안겨있다.
천전리 각석은 역단층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반구대 암각화.
고래 그림을 비롯해 모두 307점의 그림이 선각 또는 면각으로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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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의 상족암, 전남 해남의 우항리 공룡 발자국들과 괘를 같이 하고
있다. 발자국에서 그들의 엄청난 힘이 느껴진다. 대곡천 물줄기가 처음 이
계곡을 흘렀을 당시 이곳은 저평한 호소였을 것이다. 이런 곳에 공룡들이
노닐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거슬리
는 것이 보인다. 바로 각석 앞에
설치된 데크다(사진 2). 이 데크
는 각석과 공룡의 공간을 가로
막는 ‘장벽’이다. 1억 년 전의 공
간과 3천 년 전의 공간을 단절
▲	사진 5. 각석계곡에서 상류를 바라보고 찍은 모습. 사진 왼쪽
에 천전리 각석의 데크가, 그리고 아래쪽에 공룡발자국이 보
인다. 사진 중앙부의 대곡천 한 가운데 가로로 놓인 암괴는 돌
다리가 아니라, 천전리 각석과 동일한 방향의 역단층 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암괴들이다.

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각
석 앞부분은 선사인들의 제례가
이루어졌던 곳으로 이 테크가

그 신성한 공간을 전부 삼키고 말았다. 하루 속히 데크를 걷어내 원래의 경
관으로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 데크가 각석계곡의 고고인류 경관을 해치
고 있는 것이다.
각석계곡 한 켠에 있는 데크 계단을 올라 반구대 암각화로 향한다. 이
곳부터 반구대까지는 2.4km. 선사 트레일은 이곳에서 본격 시작된다. 아
주 호젓한 멋진 길이다. 천천히 사색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구멍가게 하나
없이 잘 정리돼 있다. 그래서 이 선사 트레일을 행복하게 걷기 위해선 마
실 물과 같은 필수품을 우선 챙겨 두어야 한다.
길을 걷다보니 어느덧 울산암각화박물관이다(사진 6, 그림 2의 6번 지
점). 잘 지은 건물이다. 자료도 아주 보기 쉽게 잘 정리돼 있다. 그런 생각
을 하고 있노라니 ‘대곡천과 너무 붙어있어 건립에 반대가 많았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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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온다. 보존을 위해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곳은 선사 트레일의 베이스캠프에
해당하는 장소이니만큼 친근하게 활용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정리해 본다.
이곳에서 반구대 암각화까지는 약
800m. 하지만 반구대로 가기 전까지 들러
봐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있다. 오늘의 하이
라이트는 단연 반구대 암각화이나 어찌 보
면 이곳이 더 경이로울지도 모르겠다. 바로
▲	사진 6. 울산암각화박물관. 고래모양으로
건축된 이곳에선 천전리 각석과 반구대 암
각화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곡천의 옛 유로인 구하도 지형이다.
대곡천 구하도는 그림 3의 공중화장실

이 있는 7번 지점부터 시작된다. 이곳에서 대곡천을 내려다보니 5m 이상
의 고차가 느껴진다. 과거 8, 9번 지점을 향해 둥글게 흐르던 대곡천은 7
번과 9번 지점의 활발한 측방침식 결과 더 이상 8번 지점으로 흐르지 못
하고 곡류천 목(neck)이 절단돼 9번 지점으로 흐르게 됐다. 이 구하도는
선사 트레일의 신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곳에 이렇게
잘생긴 구하도가 숨어 있었다니
진즉에 알지 못했던 게 미안할
따름이다.
7번 지점을 지나 구하도로
들어가 본다. 고개 숙인 노란색
들판이 정겹다(사진 7). 언제까
지였을까? 이 논 한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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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7. 대곡천 구하도 모습. 대곡천은 정면의 산사면 하부를
따라 곡류했을 것이다. 이 구하도는 지반의 융기에 따른 대곡
천의 측방침식이 만든 화석지형이다. 사진 왼편의 지대가 약
간 높은 양지바른 곳에서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될지도 모르겠
다던 한 노학자의 말씀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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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천이 휘돌며 흘렀을 것이다. 지형형성의 신비는 삶의 재미를 더해준
다. 그래서 늘 자연을 밟으면 흥이 솟는다. 지구 앞에서 무한히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면 괜스레 매번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이젠 오늘의 하이라
이트인 대곡리 반구대 암
각화(大谷里 盤龜臺 岩刻
畵, 국보 제285호)로 향
한다. 혹시 사연댐 수위
가 올라와 보지도 못하고
▲	그림 3. Daum의 3D 지도를 통해 본 답사지역도. 7-8-9 방향의 곡선은 과
거 대곡천이 흘렀던 구하도다. 이 구하도는 지반의 융기와 함께 대곡천의
측방침식이 만든 결과물로 이 지역의 지형 특색을 말해주는 둘도 없이 귀
중한 관광자원이다. 참고로 대곡천의 측방침식에 의해 곡류 절단된 7-9의
구간을 미앤더 넥(meander neck)이라고 부른다. 출처 : 다음 지도

돌아서는 게 아닐까 벌써
부터 걱정이 앞선다(그림
3). 사연호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해가 암벽을 비추는 오후 잠깐만 망원경으로 암각의 문향을 볼
수 있다는 곳.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반길지 발걸음을 재촉해 본다.
암각화로 가는
도중 9번 지점에서
다시 1억 년 전 공
룡 발자국들이 우리
를 반긴다(그림 3).
이곳 공룡들이 선사

▲	사진 8. 반구대 암각화 조망지점(왼쪽)과 암각화가 그려진 암벽 모습(오른쪽)

트레일의 안내자처럼 느껴진다. 이곳은 중생대와 선사 시대, 그리고 현대
가 공존하는 종합 예술 무대. 기암괴석을 깊게 깎으며 흐르고 있는 대곡천
절경을 선사인들도 매우 경이롭게 생각했을 것이란 느낌이 든다. 그들도
공룡발자국을 알아보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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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 암각화 조
망점이 눈에 들어온다
(사진 8). 다가가 보니
다행히 사연호 수위가
▲	사진 9. 반구대 암각화. 폭 10m, 높이 3m의 셰일에 58점의 고래 그림을 비
롯해 모두 307점의 그림이 선각 또는 면각으로 그려져 있다. 암각의 정교함
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71년 발견된 후 1995년 국보로 지정됐다. 위의 사
진은 반구대 암각화 조망점에 설치된 입간판을 찍은 것이다.

낮아 물에 잠기지는 않
았으나,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질 않아 기대감

이 이내 실망감으로 바뀐다. 혹시나 해서 한참동안 햇살을 기다려도 보았
으나 결국은 그냥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곳에 서 있는 입간판을 바라보
며 섭섭함을 달래야만 했던 것이다.
반구대 암각화는 귀중한 세계의 문화유산이다. 고래는 물론 호랑이,
멧돼지, 사슴 등 다양한 동물이 새끼 밴 모습이나 새끼를 거느린 모습으로
묘사돼 있다. 작살을 맞은 고래도 있다. 어부와 사냥꾼의 행동 표현도 재
미나다. 과연 어떤 당대 최고의 예술가가 왜 이런 그림을 강변 암벽에 새
겨 놓은 것일까? 암각 그림이 너무도 정교해 일반인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다. 그들은 왜 이
곳에다가 수십 마리의 고래를
새겨 놓은 것일까?
이번 선사 지리여행은 공룡
의 안내를 받아 선사인과 함께
한 시간 여행이었다. 세기의 문
화유산도 만나봤다. 이는 신석
기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마음의
편지요, 풍습의 기록물이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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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0. 암벽에 새겨진 반구(盤龜). 이곳 인근의 지형이 마치
거북이 엎드린 모양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 반구
대 근처에는 반구서원, 정몽주 유허지 등의 문화유적도 적지
않다. 반구대의 ‘반구’는 울산의 8경에서 따온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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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예술품이다. 이제 우리가 이 국보 보존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시점
이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선 사연댐 수위를 낮추어야만 한다.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아니 암각화 보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
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이 고고인류문화 유산이
영원히 지켜지기를 고대해 본다.
글 / 사진_ 박종관

각주

1. 중생대 백악기 때 형성된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경상남북도 지역을 흔히 경상분지라고 칭하고 있다. 다른 말로는 경상계,
경상누층군이라고도 불리는 데 같은 말로 생각하면 된다. 바다가 융기해서 만들어진 해성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성층
이라 부르기도 한다.

인용 자료

1. 문화재청, http://www.cha.go.kr
2. 다음 백과사전, http://100.daum.net
3. 다음 지도
4.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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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트화’는 점프와
착지시 안정감을 위해, 앞쪽에
톱니가 있고 날이
4~5mm로 두껍고,

태연의 손에 질질 끌려 피겨스케이트장에 도착한 아빠, 얼음판
위를 가득 메운 여자아이들 무리에 깜짝 놀란다. 제2의 김연아를 꿈꾸거
나 혹은 딱 붙은 레깅스에 피겨 스케이트화를 신고 김연아 흉내라도 내보
고 싶은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이야! 그러나 그 속에서도 태연의 우람
하면서도 노오란 자태는 단연 돋보인다. 태연, 민망하게도 김연아 선수가
지난 1월 국내경기에서 입었던 병아리색 의상과 싱크로율 99%의 옷을 입
었던 것! 태연이 스케이트장이 들어서자마자 일순간 세상이 정지한 듯 모
든 이들의 시선이 태연에게 꽂힌다.
“홍홍홍, 다들 눈은 있어가지고. 소치에 가 있어야 할 김연아가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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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일인가 싶은가 봐요. 그쵸? 역시 운동은 장비와 의상이 반이라니까. 옷
을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벌써 피겨의 소울이 딱 오잖아요.”
“김연아 보다 다리가 딱 세 배쯤 굵지만, 암튼 딸이 소울 충만이라니까
아빠는 됐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이트를 타볼까?”
태연, 아빠가 꺼내준 피겨용 스케이트를 보더니 얼굴이 팍 구겨진다.
“아빠! 제2의 김연아가 될 꿈나무에게 이런 스케이트를 사주시면 어떡
해요. 이렇게 짧고 뭉툭하고 못생긴 스케이트를 타고 어떻게 트리플 러츠
를 성공하겠어욧!!”
“아이고, 태연아. 이렇게 생겨야만 점프를 할 수 있어요. 스케이트 앞
쪽을 잘 보렴. 아예 날이 없지? 대신 스케이트화와 연결된 부위에 톱니 모
양의 요철이 나 있는 게 보일거야. 바로 이 부분으로 얼음을 딛고 뛰어오
르거나 방향을 바꾸는 거란다. 또 스케이트화를 뒤집어 보면 날의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양쪽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솟아있어. 이 날카로운 부분을
‘에지(edge)’라고 하는데, 얼음을 파내며 균형을 맞추거나 강력한 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단다.”
“아, 그렇구나. 피겨 스케이트화는 뭔가 길고 섬세하고 우아할 줄 알았
는데 의외예요.”
“사실 모양으로만 보면 가장 날렵하지가 않아. 점프한 뒤 착지할 때 안
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스케이트 날의 두께도 4~5mm 정도로 가장 두껍
고, 반면에 에지(edge)는 가장 날카로우니까.”
“그럼 가장 날렵한 스케이트는 어떤 건데요?”
“롱 트랙 스케이트, 즉 스피드스케이트가 가장 날렵하단다. 이 종목은
400m인 타원형 대칭구조의 트랙을 도는 경기인데, 정확한 자세와 강한
스퍼트를 이용해서 빠른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지. 특히 스피드스케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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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트화’는 점프와
착지시 안정감을 위해, 앞쪽에
톱니가 있고 날이
4~5mm로 두껍고,

‘쇼트트랙스케이트화’는 많은
코너링 때문에 날이 안쪽에 부착
되어 있고 1.1~1.4mm의 안정적인
두께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스피드스케이팅화’는
강한스퍼트와 빠른 스피드를
위해, 뒷굽의 날이 분리되고
날이 1~1.2mm로 얇으며,

그래요?

그럼 전 길고 멋진
또 나의 설명을
요걸 신고
콧구멍으로
피겨할게요.
들은 게냐?!

피겨는
피겨스케이트화를
신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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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때 잘 보면, 선수의 발이 빙판에서 떨어져 스텝을 옮길 때에도 스케
이트 날은 그대로 빙판에 붙어있는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단다. 이때 ‘탁
(clap) 탁’ 소리가 난다고 해서 ‘클랩(clap) 스케이트’라고도 부르지.”
“에이, 말도 안 돼. 귀신이에요? 발은 바닥에서 떨어졌는데 스케이트
날은 그대로 붙어있게. 그리고 난 크랩은 먹는 거라고 봐요. 맛살 아니에
요, 그거?”
“그건 crab이고! 태연아 영어공부 좀 하자. 엉? 암튼, 선수가 얼음을
지치고 몸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발을 떼는 순간 스케이트화의 뒷굽에서
날이 분리되면서 날만 얼음에 그대로 붙어있게 된단다. 그렇게 되면 선수
가 끝까지 바닥을 딛고 힘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도도 크게 줄일
수 있지. 또 마찰은 줄고, 가속도도 잘 붙게 해준단다. 1997년 클랩 스케
이트가 도입되면서 그해에 모든 세계 신기록이 다 바뀌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혁명적인 스케이트란다.”
“와, 스케이트는 다 비슷할 것 같았는데 완전 다르네요? 그럼 피겨랑
스피드스케이트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둘레가 111.12m인 타원 트랙에서 스피드를 다투는 쇼트트랙이 있지.
쇼트트랙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추월이야. 너도 여러 선수가 앞서거니 뒤
서거니 하면서 계속 순위가 바뀌는 경기를 본 적이 있을 거야.”
“알아요! 선수들이 거의 옆으로 누워서 경기하는 거 맞죠?”
“그래. 쇼트트랙 전체 코스에서 곡선구간의 비중은 48%야. 하지만 선
수들은 곡선구간에 진입하기 전과 후에도 곡선주행을 일정부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의 70~90% 정도를 곡선으로 달려야 한단다. 누가 더 코너링
을 잘하는가에 따라 승패나 갈리게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쇼트트랙 스케
이트화에는 코너를 돌 때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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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고안돼 있어요. 날의 중심은 밑창의 가운데가 아닌 안쪽에 부착돼
있고, 날 방향도 코너를 도는 방향인 왼쪽으로 휘어져 있지. 또 날을 바닥
쪽으로 살짝 볼록하게 만들어 좁은 반경의 곡선을 돌고 나서도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렇게 날의 성형하는 방법을 ‘로그를 준다’고
말한단다.”
“음, 매력적이에요. 스피드스케이팅도, 쇼트트랙도. 그렇지만 저의 자
태를 보세요. 아름다운 에스라인과 김연아를 능가하는 관능적인 표정연
기! 타고난 피겨 여왕이라고요. 홍홍홍! 자, 그럼 이제 점프를 해서 트리
플 러츠를 해 볼… 아아악, 꺅!!”
글_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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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익~!
뭐라굽쇼
?!

곤충이 미래의
식량?!

곤충인 이
버, 번데기가
미래식량
이라굽쇼?!

오랜만에 횟집에서 외식을 하는 태연 가족. 싱싱한 회가 한 접
시 가득 상에 올라왔는데도 태연은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회 대신 태연
이 허겁지겁 먹고 있는, 아니 흡입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번데기 볶음!
도대체 얼마나 먹어치웠는지 빈 접시가 상 한쪽에 가득하다.
“이모, 여기 번데기 볶음 추가….”
추가 주문을 하려는 태연의 입을 아빠가 틀어막는다.
“제발 그만!! 딸아, 여기는 횟집이지 번데기집이 아니라고! 너는 도대
체 왜 이리로 친환경적이며 미래적 인간이란 말이냐.”
“홍홍. 뭔지는 몰라도 엄청 좋은 얘기로 들려요~. 제가 쫌 미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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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세련된 미모이긴 해요. 근데 번데기 먹다가 웬 폭풍 칭찬이실까?”
“곤충을 먹는 게 미래 트렌드가 될 테니, 너야말로 진정 앞서 가는 인
류라 할 만하다는 거지. 2013년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곤충을 미
래의 식량난 해결 대안으로 꼽았고, 미국 뉴욕에선 쇠고기 패티 대신 커다
란 귀뚜라미를 넣은 귀뚜라미 버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단다.”
“예에? 미래 식량이라고요? 벌레는 아프리카 원주민이나 SBS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병만족만 잡아먹는 줄 알았는데, 완전 신기해요. 하긴, 우
리도 번데기를 먹긴 하지만.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곤충을 먹으려고 할까
요? 저야 뭐 맛만 좋으면 못 먹는 게 없지만 제 친구들은 모기만 봐도 ‘꺄
약~’ 하고 도망가거든요. 게다가 그 쪼끄만 곤충을 먹고 배가 부를지도
의문이에요. 저 지금 번데기 12접시를 먹었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간단 말이
에요.”
“태연아, 네 위랑 다른 사람들의 위는 근본적으로 사이즈가 많이 달라
요. 그리고 곤충은 작기는 하지만, 번식력이 엄청나게 좋은데다 성장도 빨
라서 식량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단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큰 메뚜
기는 성충 한 마리가 한 번에 약 1,000개의 알을 낳고 하루에 몸 크기를
두 배나 키울 수 있지. 또 네가 지금 먹은 번데기의 전 단계인 누에는 태
어난 지 20일 만에 몸무게가 1,000배나 늘어날 만큼 빨리 자란단다. 더구
나 대량 생산도 쉽고 세대가 짧아서 여러 번 사육하는 것도 가능해요.”
“와, 대박! 그런데 징그러운 건 어떡해요? 영화 설국열차에도 바퀴벌
레로 만든 에너지 바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막 우웩우웩 하
더라고요. 난 먹어보고 싶던데…, 짭짭~.”
“그거야 뭐, 갈아서 다른 재료랑 섞어 먹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하긴 그러네요. 그런데 또 질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말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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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익~!
뭐라굽쇼
?!

곤충인 이
버, 번데기가
미래식량
이라굽쇼?!

어떻게
이 번데기를
미래에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말도
안 돼.

아무리 대량
생산이 쉽고,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해도.

마, 망했다.

지금 먹을 것도
없구만!
요
맛난 것.

미래 식량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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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맛난 고기들이 세상에 널렸는데 왜 굳이 곤충을 먹어야 해요? 곤충
이 특별히 맛있나?”
“물론 아빠는 맛있어. 어릴 때 논에서 메뚜기 잡아다가 엄마가 프라이
팬에 살살 볶아주면 그게 어찌나 고소하고 맛있던지, 꿀꺽~ 얘기하니까
또 군침 흐른다. 하지만 곤충을 미래 식량으로 제안한 건 맛 때문이 아니
라 식량난 때문이야. 지금 같은 추세로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면 2050년
세계 인구는 현재의 70억 명을 넘어 90억 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된단다.
지금도 전체 인류의 6분의 1이 굶주리고 있는데 20억 명이나 늘어나면 훨
씬 상황이 심각해지겠지? 그렇다고 경작지를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넓힐 수 있다 해도 고품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구할 방법은 막막하거
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곤충을 길러 먹자고 제안한 거란다.”
“곤충이 그렇게 영양성분이 좋아요?”
“단백질과 몸에 좋은 지방이 풍부하고 칼슘, 철, 아연 등 무기질 함량
도 높은데다, 같은 먹이를 단백질로 전환하는 효율성 역시 뛰어나단다. 동
남아시아에서 많이 먹는 귀뚜라미는 단백질 전환 효율이 소의 12배, 양의
4배, 돼지와 닭의 2배나 되지. 이 정도면 왜 곤충이 중요한 식량인지 알겠
지?”
“와, 제가 번데기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쑥쑥 잘 자라는 거였군요! 참,
그런데 아까 저보고 친환경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또 무슨 얘기예
요?”
“그건 소보다 곤충을 키우는 게 훨씬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한 말이야.
너 혹시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에 하나가 소의 방귀와 트림이라는 얘기 들
어봤니? 소를 비롯한 반추 동물(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일 년에 보통 47kg
의 메탄가스를 배출해. 다시 말해, 한우 4.2마리가 자동차 1대와 맞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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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얘기지. 실제로 지구 온난화 요인의 18%가 소 사
육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단다. 그런데 곤충은 메탄가스 문제도 없고
소처럼 넓은 사육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으니 곤충으로 소를 대체 하는 게
훨씬 친환경적이라는 얘기지.”
“소가 맛은 참 좋은데, 방귀가 문제였군요. 아빠는 반추 동물이 아니지
만 방귀 냄새만 놓고 보면 소 백 마리 못지않아요. 오만 년 삭힌 홍어 냄
새가 난다니깐요. 그 신기하고 오묘한 원리는 누가 연구 안 해주나?”
“헐~ 너도 만만치 않거든!”
글_ 김희정

황당한 호기심에도 과학은 숨어있다 / 웃다 쓰러질 과학

219

황당한 호기심
에도
과

학은
있다
숨어

03
웃다 쓰러질
과학

비상 바나나,
해답은 유전자 다양성!
태연, 식탁 위에 바나나를

네에?! 제가 잘 먹는
바나나 품종에
전염병이
돌아서,

곧 멸종
할지도
모른다
고요?!

산더미만큼 쌓아놓고 콧소리를 내

가며 신나게 먹는다. 사람인지 배고픈 고릴라인지 알 수 없는 진풍경이다.
“태연아, 그러다 진짜 원숭이 되겠다. 그만 좀 먹어!”
“아빠는 지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 유명한 바나나 다
이어트를 위해 억지로 먹는 거라고요. 호호호, 지금 저의 웃음은 깊은 고
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해탈의 웃음인 것이죠.”
“바나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열량이 높은 생과일 중 하나야! 100g당 무
려 93kcal, 토마토의 3배가 넘는다고. 또 100g당 탄수화물은 24.1g로 파
인애플의 4배가 넘어요. 대신 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조금만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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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어서 다른 음식을 적게 먹으니까 살이 빠
진다는 건데…. 그런데 넌, 정말 너무 먹잖아! 고기를 먹어야만 살찌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도 풀만 먹는다고!!”
“정말요? 저는 바나나를 먹을수록 살이 빠지는 줄 알았잖아요. 좋아하
는 바나나도 엄청 먹고 살도 빼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는데, 힝~ 완전 망
했어요. 어쩐지 점점 코끼리 몸매가 된다 했더니.”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실컷 먹어두는 것도 나쁘
진 않을 거 같구나. 바나나 값이 크게 오르거나, 아니면 바나나가 아예 지
구상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니 말이야.”
“아빠…, 그… 그런…, 무서운 얘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맛있는 바나
나가 사라진다니요. 12년 평생 그렇게 무서운 말은 처음 들어봐요.”
“슬픈 얘기지만 사실이란다. 최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바
나나 불치병’, ‘바나나 암’이라고 불리는 ‘변종 파나마병(TR4)’이 중동과
아프리카의 바나나 농장으로 급격히 퍼져가고 있다고 발표했거든. TR4는
바나나 풀(바나나는 나무가 아니라 여러해살이 풀이다)의 뿌리가 곰팡이
에 감염돼 서서히 말라죽는 병으로, 보통 2~3년이면 거대한 농장 전체를
고사 상태로 만들지.”
“난 또 뭐라고. 사람들이 참 뻥이 심해, 그죠? 아니 전염병 한두 번 겪
어봐요? 조류 독감, 구제역 할 것 없이 허구한 날 전염병이 퍼진다고 해도
닭이나 돼지가 멸종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과학자들이 다 잘 알아
서 할 텐데 뭘 그러세요. 휴~, 진짜 바나나 못 먹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런데 바나나는 좀 경우가 다르거든.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대부분
‘캐번디시’ 한 가지 품종뿐이야. 씨를 뿌려서 재배하는 게 아니라 우수한
품질을 가진 바나나 풀의 뿌리나 줄기를 접붙여서 번식시켰기 때문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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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에?! 제가 잘 먹는
바나나 품종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리고
왜 하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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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도
모른다
고요?!

내가 바나나
다이어트를
하는 이 시점에
전염병은
도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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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그러게
바나나 유전자 좀
다양하게 개발해 놓지~.
왜 한 종만
고집해서리,
병에 걸려
멸종하게
만든담~!

그러나 난
당황하지
않고,

딸기
다이어트로
변경!

말하는
핑계 보소!

집에 있는
바나나 멸종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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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 극도로 단순해졌지. 바나나 풀이 수만 개가 있다 해도 각기 다른
바나나가 아니라 모두 복제품이라는 거야.”
“그게 어때서요? 제일 좋은 품질의 바나나만 먹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잘 생각해봐. 세상에 딱 한 가지 유전자 조성을 가진 바나나만 있는
데, 그 유전자 조성에 치명적인 질병이 생겨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엄청
나게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될 거고 차단도 쉽지 않을 거야. 실제로 캐번디
시 이전에는 ‘그로미셜’이라는 한 종류가 바나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었는데, 파나마 병이 창궐해 멸종됐단다. 농장들은 다행히 파나마 병
에 잘 견디는 캐번디시라는 품종을 개발해 고비를 넘길 수 있었지. 그런데
캐번디시에 치명적인 TR4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해 제2의 그로미셜 사
태, 즉 바나나 멸종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거란다.”
“진짜요? 그럼 빨리 제2의 캐번디시 품종을 개발해야죠!!”
“물론 그래야겠지. TR4는 한 번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염병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유전자군을 찾는 것뿐이야. 그러나
그 전에 유전자 다양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단다. 자연 상
태의 생명체는 여러 유전자들이 끊임없이 섞이고 그 안에서 다양한 변이
가 일어나면서 풍부한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하게 돼있어. 그래서 질병이
나 가뭄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가 발생하면, 그 변화에 취약한 유전자군은
죽고 이를 이겨낸 유전자 변이 개체들은 살아남아 종을 보존할 수 있는 거
지. 그런데 뛰어난 품질의 동식물을 대량 생산하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점점 유전자군이 단순화되고 바나나 멸종 같은 극단적인 일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란다.”
“그러다 몽땅 멸종돼 버리면 난 뭘 먹고 살아요. 흑흑”
“실제로 1847년에 ‘아일랜드 대기근’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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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랜드 전체 인구 800여만 명 가운데 200여만 명이 사망하고 200여만 명
은 먹을 것을 찾아 해외로 이주한 일이었는데, 유전자 다양성을 무시한 인
재(人災)로 유명한 사건이지. 당시 아일랜드인들은 지속적으로 감자를 품
종개량해서 거의 동일한 유전자를 보유한(매우 낮은 수준의 유전자변이)
감자만을 생산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갑자기 감자 역병(감자 마름병)의 원
인이 되는 박테리아가 출현해 모든 감자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감자가
주식이던 아일랜드인들의 1/4이 굶어 죽는 참변이 발생한 거지.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인간의 욕심은 점점 더 유전자 다양성을 축소시켰고, 지금은
감자, 바나나 같은 식물은 물론 가축들의 유전자도 극히 단순해져 버렸단
다. 외부의 환경 변화에 저항할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뜻이지.”
“아빠, 진심으로 12년 평생 가장 슬픈 이야기에요. 제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엄청나게 많은 먹을거리들의 유전자가 단순화되고 있다니요. 그러
다가 인간 유전자까지 단순해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아가
들만 만들어내면 어떡해요! 인간도 멸종되는 거여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유전자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이 진지하게 해야겠지. 그런데 태연아, 너 대화하는 내내 바나나를
무려 17개나 먹어치운 거 알고 있냐!! 멸종에 대한 불안감이 너에게 폭풍
바나나 식탐을 불러온 건 이해하겠지만 이건 아니지, 정말 코끼리가 될 수
도 있다고!!”
“코끼리의 특성을 지닌 인간이라…. 유전자 다양성 측면에서 좋은 일
인거 같아요. 그럼 전 딱 17개만 더 먹을 게요~! 그리고 딸기로 다이어트
시작!”
글_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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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주방에도 필요하다!

짠, 오늘은
내가
요리사~,

제가 오늘
오징어 튀김을
해드릴….
안 돼~!

튀김 요리는
화상의 위험이 큰
요리라고!

앞치마에 머릿수건을 두른 채 한 손에는 국자, 다른 한 손에
는 뒤집개를 들고는 완벽하게 새댁 코스튬 플레이를 한 태연. 짜잔! 하고
주방에 나타난다.
“엄마 아빠, 나 완전 사랑스러운 새댁 같죠? 이런 현모양처 스타일을
어떤 남자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홍홍홍.”
“태연아, 주방은 위험한 곳이야. 장난치지 말고 숙제나 해.”
“어머, 왜 이러실까. 저 오늘 학교 실과 시간에 달걀말이도 한 아이라
고요! 이제 장금이도 울고 갈 요리 퍼레이드를 보여드릴 테니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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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대체 무슨 요리를 할 건지 들어나 보자.”
“음…, 일단 오징어 튀김을 하고, 압력솥에 갈비찜을 하겠어요. 인터넷
으로 레시피도 다 뽑아놨으니 지도 편달은 정중히 거절할게욧!”
“태연아, 요리에 대한 열정은 좋은데 말이다. 요리는 상당히 위험한 작
업이야. 튀김은 특히나 더 그렇지. 튀김 기름은 물보다 온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같은 화상이라도 정도가 매우 심하고,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화상
을 입는 경우도 많아요. 만약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약을 바르기 전에,
무조건 흐르는 찬물에 15분 이상 대고 화기를 빼줘야 해. 안 그러면 화기
가 계속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 더 깊은 상처가 되거든.”
“에이, 그건 뭘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데인 상처
에는 된장이 최고래요. 또 벌 쏘인 데도 된장, 긁힌 데도 된장. 암튼 된장
만 한 게 없다고요. 그러고 보면 할머니는 역시 원조 된장녀였던 거예요.
그쵸?”
“안 돼!! 그것만은 할머니 말씀을 따르면 절대 안 돼요. 된장, 소주, 감
자 같은 걸 화상 부위에 바르면 오히려 세균 감염이 될 수 있단 말이야.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일단 화기를 뺀 다음, 젖은 수건으로 환부를 감싼 뒤
병원에 가야 한단다. 만약 옷을 입은 채 화상을 당했다면 절대 옷은 벗으
면 안 돼. 피부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 또 화기를 빨리 빼겠다고 얼
음을 대는 것도 절대 안 돼요.”
“아, 뭐가 그렇게 절대 다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오징어 튀김은 포
기. 압력솥에 갈비찜을 하는 건 괜찮죠? 압력솥에 해야 고기가 폭 익어서
보들보들 맛나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안 돼.”
“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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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 오늘은
내가
요리사~,

제가 오늘
오징어 튀김을
해드릴….

그래요?

그럼
이 압력솥으로
갈비찜을….
그것도
안 돼!

안 돼~!

압력솥은 솥 안의 수증기가
물보다 1300배나
팽창하는 무시무시한
도구란 말이지!

튀김 요리는
화상의 위험이 큰
요리라고!
에…,
그럼.

그냥 전자렌지로
갈비찜을 할…,

이걸 지금 요리라고
내놨냐?

뭐
어쩌라고요?!

에헤이~!

전자렌지도 금속용기를
깜빡하고 사용할 경우,
전자기파 간섭으로
스파크가 생겨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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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솥이 왜 위험한지, 우선 압력솥의 원리부터 알아보자. 압력솥의
원조인 ‘압력찜통’은 프랑스의 발명가 드니 파팽(1647~1712)이 발명했단
다. 파팽은 물보다 부피가 1300배 이상 팽창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수증기에 주목했고, 금속 용기를 밀폐한 압력 찜통을 만들었지. ‘스팀 다
이제스터’라고 불린 이 찜통은 질긴 고기를 부드럽게 익혀주는 것으로 명
성이 높았어. 증기기관도 이 찜통을 응용해 시작된 거란다.”
“증기 기관이 압력 찜통에서 출발한 거라고요? 와, 대단! 압력솥이 새
롭게 보여요. 근데 압력솥을 이용하면 왜 요리가 잘 돼요?”
“평상시 대기압(1기압)에서 음식은 섭씨 100도에 익기 시작하지만, 압
력을 두 배로 높여주면 섭씨 120도에 익기 때문에 훨씬 빨리 요리가 된단
다. 실제로 압력솥을 이용하면 조리시간이 1/3로 줄어들지. 고기도 속까
지 푹 익어 부드러워지고. 반대로 산에 가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섭씨 100
도 이하에서 물이 끓고 음식도 잘 익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압력솥으로 보들보들 갈비찜을 한다는데, 왜 말리시는
거예요?”
“어린이가 다루기에는 압력솥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야. 압력솥 위
를 보면 딸랑딸랑 추가 달려있는 게 보이지? 아까 얘기한대로 수증기는
물보다 1300배나 팽창하는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어. 그래서 압력이 지
나치다 싶으면 요 추가 살짝살짝 수증기를 빼서 압력을 조절해준단다. 그
런데 찹쌀처럼 점성이 강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조리할 때는 이 추가 막혀
압력조절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솥이 뻥 터져 대형사고로 이
어질 수도 있겠지? 실제로 2013년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압력솥
안전사고 137건 중 20건이 폭발사고이고, 점성이 강하거나 기름진 음식
을 조리할 때 폭발할 위험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단다. 심지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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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솥은 폭탄으로도 쓰여요.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같은 분쟁 지역은
물론이고, 2013년 미국 보스톤 마라톤 테러 사건에서도 압력솥이 무기로
쓰였단다. 그 만큼 위험하다는 거야.”
“어머, 저 떨고 있어요? 그럼 압력솥을 세상에서 없애야 하는 걸까
요?”
“아니 그 좋은 걸 왜 안 써? 압력솥으로 한 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다
만 압력솥 추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하고, 밥 이외의 음식을 할 때
는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단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기에는
네가 너무 어려서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알겠니?”
“흠…, 알겠어요. 그럼 전자레인지를 이용할게요.”
“그것도 정~말 조심해야 해.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웨이브(극초단파)
즉 아주 짧은 분자들을 일 초에 수백만 번 부딪히게 해서 그 마찰열로 조
리를 하는 건데, 이 극초단파는 금속을 통과할 수 없어. 그래서 자칫 금속
용기에 음식을 담아 조리하게 되면 전자기파 간섭이 일어나서 스파크가
일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단다.”
“음…, 아빠가 저의 안전을 그토록 염려하신다니, 어쩔 수 없군요. 그
렇다면 다른 요리! 우유와 시리얼 대령이오!”
“음…, 이게 요리인가….”
“정말 이러실 거예요? 흥!!! 어린이 대장금의 꿈은 접겠어요. 대신, 철저
한 안전 의식을 가진 아빠가 싹 다 만들어주세요! 그게 영 어려우시다면 배
달의 민족답게, 통 크게! 배달 음식 무한 주문권을 주세요. 그 정도 조건이
라면 뭐 위험한 요리에 도전하지 않는 정도의 성의는 보여드립죠. 헤헤.”
글_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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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유행하는 ‘플랫 슈즈’

굽이 낮은 플랫슈즈,
족저근막염 일으킨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아파!”
방학이 됐는데도 태연이네 가족은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 일주일 전
족저근막염 수술을 받고 하루 종일 ‘아이고, 아이고!’만 외치고 있는 아빠
때문. 바다로, 계곡으로 떠날 생각에 마냥 들떠 있던 태연, 심술이 제대로
났다.
“아빠가 수술을 받은 건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간단한 수술을 받고 일
주일 째 아이고를 외치고 계신 건 조금 오버라는 생각도 들어요. 흥!”
“아이고! 아빠처럼 되지 않으려면 너도 밑창이 1cm 이하인 아주 판판
한 신발을 오래 신으면 안 돼. 알겠지? 쪼리(플립-플랍:flip-flops)나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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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 슈즈(flat shoes) 같은 거 말야. 족저근막염에 걸리기 쉽다고.”
“그거 신으면 발 완전 편하던데, 왜 병이 걸려요? 그리고 여름 패션의
완성은 뭐니 뭐니 해도 플랫인데, 저 같은 패션 피플이 그걸 어떻게 포기
하겠어요?”
“족저근막염 때문에 수술까지 한 아빠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족
저근막은 발바닥 뒤꿈치부터 발바닥 전체를 둘러싼 단단한 섬유막인데,
마치 스프링처럼 발바닥의 충격을 흡수하고 아치 모양의 발 모양을 유지
해주는 역할을 한단다. 이 막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어서 근막을 구성
하는 콜라겐이 변형되고 염증이 발생한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하지. 염
증이 잔뜩 생긴 발을 매일 몸무게로 짓누르고, 딱딱한 바닥으로 자극한다
고 생각해 보렴. 그렇다고 걷지 않을 수도 없고. 엄청 아프겠지?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매우 고통스러운 병으로도 알려져 있단다.”
“일 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많이 아파 하셨잖아요. 전, 아침
마다 아빠가 제 동생을 낳는 줄 알았어요. 하도 진통이 심해서.”
“엄살 아니거든!! 잠을 자거나 오래 앉아있을 때 즉, 발을 사용하지 않
을 때는 족저근막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근막이 짧아지는데, 그러
다가 갑자기 걸으려고 하면 막이 쭉 늘어나면서 극심한 통증이 온단 말이
야. 그런데 이를 악물고 몇 발자국을 걸으면 또 좀 나아져요. 그래서 치료
를 미루고 미루다 보니 악화돼서 수술까지 하게 된 거란다. 그러니까 아침
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발뒤꿈치가 심하게 아프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
보는 게 좋아.”
“그렇구나. 근데 플랫처럼 편한 신발이 더 안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밑창이 매우 얇은 플랫 슈즈를 신으면 신발 바닥이 받는 충격이 분산
되거나 완화되지 않고 고스란히 발바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발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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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유행하는 ‘플랫 슈즈’

즉, 유행이랍시고
이 플랫 슈즈를 마냥
신고 다니다가는,

십리도 못 가서
족저근막염 걸린다
이 말이여!

알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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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이 1cm 이하여서, 땅을 디딜 때 받는
충격을 고스란히 발바닥의 ‘족저근막’에
전달시켜 ‘족저근막염’을 유발하지.

말하면
비만으로 족저근막염
걸리신 분이 하실 말은 안 되겠죠?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만 하고,
벌써
했잖아!

캐모마일
한 무리를 준단다. 또 발바닥의 아치를 지나치게 긴장시키고 뒤꿈치에 가
해지는 압력도 높이지. 가장 좋은 신발 굽 높이는 2~3cm 정도인데, 발
에 실리는 몸무게의 하중과 신발 바닥이 받는 충격을 가장 고르게 분산시
키는 높이가 이 정도라고 해. 물론 하이힐을 신어도 뒤꿈치에 무리가 많이
가지만, 플랫 슈즈는 하이힐보다도 1.4배나 많은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플랫 슈즈를 조심하라는 거지.”
“헐, 족저근막에는 하이힐보다 플랫 슈즈가 더 안 좋다는 얘기네요?”
“보통 하이힐만 안 신으면 발 건강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플랫 슈즈도 안심할 순 없다는 거지. 또 평소에 운동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등산이나 마라톤, 테니스같이 발바닥을 지속적으로 오래 사
용하는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하면 그것도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된단다. 그
러니까 심한 운동을 하거나 플랫 슈즈를 오래 신은 뒤에, 발뒤꿈치가 주기
적으로 아프기 시작했다면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최선이야. 초기에
는 주사나 고주파 치료로 해결할 수 있지만 오래 방치하면 아빠처럼 수술
까지 해야 되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무척이나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아빠는 플랫
슈즈도 신지 않고, 당연히 하이힐도 신지 않으며, 무리한 운동을 절대 할
분이 아니신데, 대체 왜 족저근막염이 생기신 거예요?”
그때 옆을 지나가던 엄마, 한 마디 거든다.
“그건 아빠 몸무게에게 물어보렴. 아빠처럼 비만인 경우에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압력이 매우 커서 조금만 운동을 해도 족저근막이 하중을 견
디지 못하고 손상된다나 뭐라나~~?”
“여봉!! 나의 신체적 비밀을 발설하다니, 그건 자기랑 나만 아는 비밀
이잖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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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아빠 뚱뚱한 건 거울도 알고 나도 알고, 심지어는 ‘KISTI의 과학
향기’도 알거든요! 아빠는 정말, 거울도 안보는 남자, 거울도 안보는 남자,
비만인 남자~ 오늘밤 나하고 우우~ 수술할거나~~”
“태연아!! 꼭 비만이어서만은 아니란다. 아빠처럼 평발(발바닥의 아치
가 정상보다 낮은 편평족)인 사람들도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
씬 높다구!”
하지만 태연은 이미 불룩 나온 아빠의 배만 바라볼 뿐이다.
글_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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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속
글루텐(gluten),
먹어? 말아?

뭐? 건강을
위해서 칼국수를
안 먹겠다고?

네! 칼국수의 원재료인
밀가루에 장질환의
주범인 '글루텐'이 듬뿍
들었다잖아요!
나 원 참!

태연, 애호박과 햇감자를 푸짐하게 넣고 끓인 뜨끈 고소한
손칼국수를 보자마자 팔짱을 끼고 고개를 홱 돌린다. 화난 표정과 외로 돌
린 고개와는 달리 벌름거리는 콧구멍과 꿀꺽 침이 넘어가는 목젖은 숨길
수가 없다.
“칼국수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애가 웬일이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무식할 줄이야. 글루텐 프리(gluten free)도 몰라
요?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한 현대인의 필수 요건, 글루텐 프리!”
“당연히 그건 알지. 근데 왜?”
“밀가루 음식(면, 빵 등)에 들어있는 글루텐이 장질환의 주범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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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글루텐이 없는 음식만 먹어야만 한다고요!”
“그건 글루텐 민감성(gluten sensitivity)인 사람들 얘기지, 넌 아니잖
아.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글루텐 소화 흡수력이 떨어져요. 그래
서 밀가루 음식 속 글루텐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채, 소장 점막에 남아
면역계를 자극하게 되고, 소화기 질환을 비롯해 자가 면역 질환, 천식, 비
염, 두통 등 각종 증상을 앓게 된단다.”
“그것 봐요.”
“글루텐이 몸에 해롭다는 이론이 퍼져나가면서 몇 년 전부터 미국, 유
럽 등지에서는 글루텐 프리 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어. 미국의 월 스트리
트 저널(WSJ)에 따르면 ‘3명 중 한 명의 미국인이 글루텐 섭취를 피하고’
있을 정도란다. 이런 열풍은 최근 국내로까지 몰려와서 ‘유기농’이나 ‘자연
산’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글루텐 프리’가 웰빙을 의미하는 새로운 단
어로까지 떠오르고 있지.”
“그렇게 잘 알면서, 내 코앞에 이렇게도 비주얼이 훌륭한 칼국수를 들
이미신 거예요?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요! 주여,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그렇다고 글루텐을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돼. 오랜 역사 동안 인류
의 식탁을 아주 행복하게 해 준 게 바로 글루텐이니까. 면이나 빵은 다른
음식과 달리 탱글탱글하면서도 쫄깃한 느낌이 나지? 이 차진 느낌을 만드
는 게 글루텐이란다. 밀가루에는 약 70%의 탄수화물과 10% 정도의 단백
질이 들어있고, 이 단백질 가운데 80%가 글리아딘(gliadin)과 글루테닌
(glutenin)이야. 밀가루에 소량의 물을 넣어 반죽하면 글리아딘과 글루테
닌이 만나 뭉치면서 그물 구조를 만드는데 이것이 쫄깃쫄깃한 글루텐이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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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건강을
위해서 칼국수를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넌!

네! 칼국수의 원재료인
밀가루에 장질환의
주범인 ‘글루텐’이 듬뿍
들었다잖아요!
나 원 참!

칼. 국. 수.
먹. 어. 도.
된. 단. 다!

에이~, 그건
‘글루텐 민감성’인
서양인에게 주로
해당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넌 글루텐 민감체질도
아니고, 글루텐이 빠진
음식은 오히려 비만을
유발해요.

가만...,
아줌마!
여기 두 그릇
더 주세요~!

내가 지금
무슨 망언을
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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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 그 맛있는 질감이 글루텐이라고요? 몸에는 나쁠지 몰라도 참말
사랑스럽당!”
“글루텐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요즘엔 글루텐 프
리 열풍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 사실 글루텐 유해성이 부각된 것
은 ‘셀리악 병(celiac disease)’ 때문이란다. 밀가루 음식을 먹었을 때 심각
한 장내 염증이 발생하는 병인데, 소장의 융모가 파괴돼 영양 결핍 상태가
되고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지.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가 셀리악 병을 앓고 있단다. 하
지만 한국, 일본 등 동양권에서는 셀리악병 발병 사례가 거의 없어서 사
실, 위험성을 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에잉? 정말요?”
“거기다 최근에는 셀리악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꼭 글루텐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지난 2014년 2월에는 미국의 과학 월간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셀리악 병의 원인을 글루텐으로 단정할 수 없다
는 칼럼이 실려 화제가 됐단다. 또 ‘월 스트리트 저널’은 2014년 6월 23일
자 기사를 통해 글루텐 프리 식품이 실제로 몸에 좋다는 근거가 희박하며,
글루텐 대신 탄수화물과 당분 함량을 높인 식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지.”
“옴마, 글루텐이 정말 나쁜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염?”
“글루텐은 글루텐 민감성 혹은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 일부의 사람들
에게는 해로울 수 있단다. 그런 체질은 당연히 피해야겠지. 하지만 민감
체질이 아닌데도 글루텐 프리 유행을 좇아 글루텐의 쫄깃하고 탱탱한 식
감을 포기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까? 어쩌면 기업들의 상술에 넘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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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고마움과 감격에 겨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칼국수를 대접 째 들
이킨다. 하정우도 무릎 꿇을 진정한 먹방이다.
“엉엉…, 아빠의 과학 상식이 이렇게 고마웠던 적은 예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토록 사랑스러운 국수와 빵을 못 먹게 될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저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저를 글루텐을 아주
잘 소화하는 체질로 낳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아빠. 엉엉….”
글_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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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사람마다 목소리가
두 개인 이유?!

사람 목소리가
두 개라고용?

그럼~.

태연, 마치 흡착기로 잡아당기듯 TV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가을 명곡 ‘거리에서’를 부르고 있는 가수 성시
경에게 백만 개의 하트를 날리느라, 아까부터 옆에서 태연을 부르고 있던
아빠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화가 난 아빠, 급기야 태연의 귀에 대
고 빽! 고함을 지른다.
“아이고 머니나! 그렇게 깽깽 낑낑 내시 같은 목소리로 우리 시경이 오
빠 노래를 방해하시면 어떡해요!”
“뭐, 내시 목소리? 이렇게 멋진 중저음을 내는 내시가 어딨냐?! 이래
봬도 아빠가 한창 때는 한석규 목소리랑 똑같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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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빠 목소리에 반해 결혼했다는 달콤한 연애 스토리를 알랑가몰라. 실
제로 최근 한 소셜 데이팅 서비스가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
사에 따르면, 87%의 여성이 남성의 목소리에서 매력을 느껴본 적이 있고,
무려 75%는 남성의 좋은 목소리가 호감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대
답했다는구나. 그 75%의 여성 중 한 명이 네 엄마였고, 평생 아빠의 중저
음을 듣고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지. 우하하!”
“헐, 그럼 제 귀가 고장 났다는 말씀이세요? 안 되겠다. 녹음을 해서
직접 들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빠 목소리가 한석규인지 내시인지.”
“No! 난 녹음은 반댈세.”
“거봐, 내시 목소리 맞죠?”
“그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두 개의 버전으로 듣게
되는데, 그냥 내 목소리를 들을 때보다 녹음을 해서 들으면 좀 더 가늘고
높게 들리거든. 그래서 중저음을 선호하는 아빠는, 녹음된 나의 목소리를
정말이지 듣고 싶지 않구나.”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찍은 동영상을
보면 제 목소리가 실제보다 더 촐싹 맞게 들리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목소리는 폐 속의 공기가 성대를 포함한 후두부를 통과할 때 진동하
면서 나는 것인데, 녹음기는 단지 이 성대 소리만을 저장해요. 그런데 보
통 내 목소리를 들을 때는 기본적인 이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두개골을 울
리면서 내는 깊은 울림까지 더해서 듣게 되지. 다시 말해, 그냥 들을 때는
성대 소리와 두개골 울림을 같이 듣는데, 녹음기는 성대 소리 하나만 녹음
하니까 낯설게 즉, 좀 높고 얇게 들리는 거란다.”
“헐, 내 목소리를 들을 때 뼈가 울리는 소리까지 듣는 거라고요? 완전
신기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듣는 내 목소리는 뼈 울림이 빠진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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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사람 목소리가
두 개라고용?

그럼~.

타인이
성대만 울려서
듣게 되는 나오는 목소리와,

자신만
듣게 되는
성대와
두개골을
울려서 나는
목소리가
있지.

그래서 자신이 타인이 듣는
듣는 목소리는 목소리는
가늘고
중저음으로
높게 들린단다.
들리고,

아빠의
내시
목소리가,

가벼운 것과
중저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난 내시
목소리가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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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가
아니고!

캐모마일
까, 녹음기에 저장된 것과 거의 같겠네요?”
“그렇지,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아는 똑똑한 내 딸아.”
“아빠, 그런데 목소리는 성형할 수 없는 거예요? 전 낭창낭창한 매력
적인 목소리를 꼭 갖고 싶은데, 가끔 제 목에서 돼지가 멱을 따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하거든요. 돼지 멱따는 목소리를 아나운서처럼 세련되게 바
꿀 순 없는 걸까요?”
“흠, 아주 중요한 얘기야. 심리학 이론 중에 메라비언 법칙(The Law
of Mehrabian)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칙에 따르면 사람이 메시지를 전
달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목소리라는 구나. 그 다음이 표
정, 태도. 그리고 대화의 내용이 맨 꼴찌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데
정작 대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목소리가 제일 큰 영향을 끼친다
는 거지. 그래서 요즘엔 수술이나 주사를 통해 성대 길이와 폭을 조절해서
목소리를 성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하지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평소에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단다.”
“정말요? 혹시 날계란 얘기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날계란이 목소리를 좋게 한다는 건 아무 근거가 없는 속설이고, 대신
물을 자주 마셔서 성대를 부드럽게 하는 건 아주 좋단다. 특히 체온과 비
슷한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마시면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툭툭 끊기는 걸
예방할 수 있지. 또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힘도 세듯, 꾸준한 발성 연습으
로 성대 근육을 강화하면 더 멋진 목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성대 운동이요?! 성대로 역기를 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체 성대는
어떻게 운동시켜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자신에게 적당한 톤
으로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책을 소리 내서 읽는 습관을 들이면 된단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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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 숨을 쉬며 매일 30분 이상 걷거나 소리를 크게 내 웃는 것도 도움이
되지. 성대 점막을 건조하게 하는 음주나 흡연은 당연히 금물! 그리고 무
엇보다 복식 호흡이 가장 중요해. 복식 호흡을 하면 흉식 호흡을 할 때보
다 폐활량이 30%나 많아져 공명이 커지기 때문에 말이나 노래를 많이 해
도 성대가 덜 피곤해져 좋은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단다.”
“음…, 뭔가 엄청 복잡한 거 같지만, 배로 숨 쉬고, 물 많이 먹고, 적당
한 톤으로 수시로 중얼거리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따라 우리 딸, 왜 이리 똑똑한게냐!”
“아무리 똑똑해도 풀 수 없는 미스터리는 있답니다. 그렇게 잘 아는 아
빠는 대체 왜 아직까지 목소리가 내시 버전인 거죠? 게을러서 실천할 수
없었던 건가요, 아님 아무리 노력해도 선천적인 목소리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는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유전된 타고난 성대
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단다. 각자의 개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어떻겠
니, 똑똑한 딸아?”
글_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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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황청심원은 시험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나?

우리나라 전통대대로 내려온 한방 구급약,
‘우황청심원’

태연이 일 년에 딱 한 번 알람 없이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아침이 있으니,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르는 날이다. 집
앞에 바로 고등학교가 있어, 수능 날이면 선배들을 응원하는 후배들의 어
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응원 소리와 북소리에 꿀 같은 아침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이고 깜짝이야! 아빠, 쿵쿵쾅쾅 지축을 울리는 이 북소리는 수능을
알리는 것인가요?”
“그래, 벌써 또 수능 날이네. 한 해가 참 빨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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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부를 잘 못 하는 데다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잘할 자신도 없
지만, 수능만은 꼭 잘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수능 날만 되면 마치 제가
입시를 치르듯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떨린 마음을 다
잡고 두둑한 배짱으로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우황청심원을 꼭 먹어야 하
겠죠?”
“공부는 하기 싫고 시험은 잘 보고 싶다니, 참말로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구나. 어쨌거나 기왕 물어본 거 답은 해주마. 평소에 우황청심원을 가끔
먹어봤던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게 낫다는 게 아빠 생각이야.
잘못 먹었다간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
“네에? 제 친구 큰오빠가 그거 먹고 완전 시험 잘 봤다던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우황청심원은 진정·안정 작용을 하는 한방 구
급약인데, 열을 내리고 기혈이 잘 순환되게 도와주는 약재들로 구성돼 있
단다. 그래서 수능을 볼 때처럼 극도로 긴장되는 순간에 마음을 편하게 만
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하지만 좀처럼 흥분을 하지 않는 데다 열이 없는
체질의 학생이 마음을 가라앉히려 우황청심원을 먹었다간 오히려 졸음이
나 무기력, 집중력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지.”
“헐, 정말요? 근데 자기한테 그 약이 맞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능은 정말 중요한 시험이잖니. 그러니까 가급적 한의원에 가서 의
사의 의견을 꼭 물어보라고 권하고 싶구나. 체질에 따라서 우황청심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처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게 어렵다면 평소
모의고사 때 먹어보고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는 것도 좋단
다. 또 굳이 약을 먹지 않더라도, 감국차를 먹으면 눈이 맑아지고, 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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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통대대로 내려온 한방 구급약,
‘우황청심원’

그러나!

이 명약도 체질에
맞게 먹지 않으면
해가 되는 법!

진정, 안정작용을
하여 열을 내리고
기혈이 잘
순환되게
도와준다
하여,

수능을 볼 때처럼
극도로 긴장된
순간에 먹어주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명약!

넵, 반드시 제가 체질을
우황청심원에 맞추겠슴돠!

그렇지, 네가
체질을 맞…,

뭔
소리여?!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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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먹으면 안구 건조와 두통을 예방할 수 있고, 오미자차를 마시면 체력
을 보강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이런 차를 마시는 것도 좋단다. 하지만 이
도 저도 어렵다면 차라리 아침 식사와 간식에 신경을 더 쓰는 게 나을 것
같구나.”
“밥이랑 간식이 수능 보는 데 중요해요?”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중요하지. 소화가 잘 안 돼서
시험 중에 화장실에 갈까 봐 아예 아침밥을 먹지 않는 수험생도 있다고 하
는데,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란다. 공복이 12시간 이상 계속되면 집중
적 사고가 힘들어지거든. 두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아요.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탄수화물
을 비롯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콩류, 두부, 생선이나 과일을 골고루
먹으면 더욱 좋지. 학습 능력은 당분을 섭취한 지 2시간 후에 가장 좋아지
니까 시험 보기 약 2시간 전에 가볍게 아침밥을 먹으라고 권하고 싶구나.”
“음, 두 시간 전…, 꼭 기억할게요. 그리고 또요? 간식은 왜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려서 뇌가 둔해질
수 있으니까 아침밥은 가볍게 먹고, 대신 초콜릿이나 사탕, 바나나 같은
간식으로 꾸준히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라는 거지. 특히 초콜릿에 함유
된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은 정신을 안정시켜주고 뇌 활성화에도 큰 도움
을 준단다. 또 따듯한 꿀물을 보온병에 담아뒀다가 조금씩 마시는 것도 좋
아요. 실제로 명문대생들의 수능 체험기를 보면 초콜릿을 책상 위에 까두
었다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먹었다는 등의 간식 활용법이 많
이 나온단다.”
“와, 대박! 제 나이 아직 12세에 불과하지만, 미리 수능을 좀 보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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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까요? 배가 찢어지도록 초콜릿에 사탕에 바나나까지 호로록 호로록 먹
을 수만 있다면 수능쯤은 기쁘게 치러볼게요!”
“아이고 내 딸아, 간식 먹을 생각에 어디 시험 문제나 풀 수 있겠냐?
암튼, 먹으면 좋은 음식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은 음식을 알려주마. 먼저 커피는 피하는 게 좋아요. 안 그래도 심리적
으로 불안한데, 커피 속 카페인이 방광을 자극해 자꾸만 화장실에 가고 싶
어지면 그만큼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들겠지? 그리고 간식으로 떡을 조금씩
먹는 경우도 있는데, 떡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라서 시험 컨디션을
망칠 수도 있으니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와, 수능 시험 볼 때 신경 쓸 게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아빠는 도대체 수능을 얼마나 잘 보신 거예요? 전국
1등? 2등?”
“아, 그, 그게…, 우리 때는 수능이 아니라 대입학력평가였고, 에…,
아빠가 그땐 이런 걸 잘은 몰랐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땐 초콜릿이
너무 귀했을지도 모르고….”
글_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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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에야
알았네요.

9시 등교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잠을
못 자게 되면
뇌가 잘 기억을
못해 성적이
떨어지고,

매일 아침, 세 개의 알람과 엄마의 쩌렁쩌렁한 고함 그리고 아빠의
호루라기 소리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태연. 마무리로 강아지 몽몽
이가 시끄럽게 짖어줘야 간신히 바위만 한 눈곱을 떼고 기상을 한다.
“아빠, 도저히 못 참겠어요! 우리도 9시까지 등교하는 그 도시로 이사
가면 안 돼요? 어디는 고등학교는 9시까지 가는데, 저는 초등학생인데 왜
8시 10분까지 가야 하느냐고요. 네?!”
“잔말 말고, 호루라기 더 불기 전에 빨리 안 일어날래?”
“공부를 잘하려면 잠을 푹 자야 한다고 선생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거야 그렇지. 사람의 뇌는 잠을 잘 때 낮 동안 학습했던 정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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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거든. 그날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반복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
으로 전환하는데, 잠을 깊이 푹 자면 장기 기억 저장이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단다. 밤새 벼락치기를 하면 다음날 시험에
는 도움이 되지만 며칠 지나면 몽땅 까먹어버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
문이지.”
“거 봐요. 제가 많이 자겠다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성적 향상을 위해서
라고요.”
“아이고, 입만 살아가지곤. 암튼, 너는 매일 9시간씩 꼭꼭 자니까 괜찮
지만, 보통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걸 보면, 고등학생은 하루에 겨우 5시간
27분, 중학생은 7시간 12분, 초등학생은 8시간 19분을 잔다는구나. 의학
적으로 최소한 7~8시간 이상은 자야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잠이 부족한 상황이지. 일부 교육청의 ‘9
시 등교 정책’에 대해 아직 찬반 논란이 팽팽하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청
소년들의 수면 부족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좋은 계기가 된 것만은
사실이야.”
“헐, 그럼 저도 고등학교 가면 5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그러기 진
짜 싫은데…. 외국 청소년도 저희처럼 수면 부족이에요?”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더구나. 미국소아과학
회(AAP)에서도 얼마 전 청소년의 수면 시간을 늘리기 위해 등교 시간을
늦춰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는데, 청소년기에는 수면 패턴이 바뀌기 때문
에 저녁에 일찍 재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침에 늦게 깨우는 게 낫다는 거
야.”
“수면 패턴이 바뀌어요? 어떻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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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에야
알았네요.

체내 염증도라는 것이
높아져 각종 질병,
우울증, 비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
잠을
못 자게 되면
뇌가 잘 기억을
못해 성적이
떨어지고,

크흑,
이렇게 과학적으로
‘9시 등교’가
옳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

성인과
수면 패턴이
다른 청소년은
생물학적으로
기상 시간을
늦추는게 맞다!
그러니 이 중요한 걸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빠가
바보냐?

다 아빠
덕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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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
학교 갓!

캐모마일
“사춘기가 되면 여러 생물학적 변화와 함께 생체리듬도 바뀐단다. 수
면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성인보다 최대 2시간 정도 늦게 분비되기 때
문에 어른들은 잠이 쏟아지는 밤 11시에 청소년들은 잠이 안 와서 말똥말
똥 깨어있고, 어른들이 활기를 되찾는 오전 8시쯤에는 반대로 비몽사몽이
되는 거지. 몸은 깨어있으나 뇌는 잠자는 상태인 거야. 미국소아과학회 주
장은 청소년의 수면 패턴이 이렇게 올빼미형으로 바뀌게 되니, 차라리 아
침에 늦게 일어날 수 있게 등교 시간을 늦추자는 거란다. 우리나라 일부
교육청의 주장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등교 시간을 늦췄더니 출석률과 학
업 성취도가 높아지고, 수업 시간에 조는 비율이 크게 줄었다는 실험 결과
도 있어요.”
“거봐요, 늦게 등교해야 한다고요!”
“이외에도, 얼마 전 피츠버그 대학 연구팀은 수면이 부족한(6시간 이
하) 고등학생의 경우 체내 염증도가 높아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고, 을지대학교에서는 7시간 이하로 자는 청소년이 그 이상
잠자는 경우보다 자살 생각과 우울한 감정 모두 1.4배 높다는 발표를 했
단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하루 평균 5시간 이하를 자는 청소년이 7
시간 이상을 자는 아이들보다 비만 위험이 2.3배나 높다는 조사결과를 내
놨어요. 모두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지.”
“아침에 늦게 등교하면 밥도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야. 등교 시간을 늦추면 아무래도 아침밥을 먹
는 아이들이 더 늘어나겠지. 현재는 아침밥을 굶는 청소년이 무려 전체의
1/4이나 되는 상황이거든. 밥을 먹으면 두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잘
공급돼, 학습 능률도 향상되고 성적도 올라간단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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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실제로 아침밥을 먹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
다 5%가량 높다는 구나.”
“아니, 그럼 더 이상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건강에도 좋고 공부도 더
잘한다는데 왜 저는 일찍 등교 하냐고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아침잠을 더 자도록 하는 게 맞아.
그런데 9시 등교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다. 맞벌이 부모님들은
아이가 일어나기도 전에 출근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아침
밥을 먹이기 힘들어질 수도 있으며, 장거리 통학하는 학생들 교통편도 문
제고,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도 어렵고…. 풀어야 할
문제가 아주 많단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선생님과 학생, 학
부모 모두 서로의 생각을 잘 조율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너 좋은
대로만 할 수는 없어요.”
“아, 몰라요. 일단 저는 자체적으로 9시 등교를 결정할래요. 선생님께
전화하셔서 ‘태연이는 자신의 수면권 보호를 위한 24시간 수면 투쟁에 들
어갔다’고 꼭 전해주세요. 아셨죠?”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엔 나팔 분다!!”
글_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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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은 갑오년,
이름은 어떻게 정할까?
2013년은 계사년(癸巳年)이었고

2014년은 갑오년(甲午年)으

로 불린다. 2014년은 말의 해, 특히 ‘청마(靑馬)의 해’라고 한다. 매년 바
뀌는 한 해의 이름들은 어떤 원리로 지어지는 걸까?
2014년이 말의 해인 것처럼 매년 한 해를 책임질 동물이 정해진다. 사
람의 띠를 나타내는 12 동물인 자(子, 쥐), 축(丑, 소), 인(寅, 호랑이), 묘
(卯, 토끼), 진(辰, 용), 사(巳, 뱀), 오(午, 말), 미(未, 양), 신(申, 원숭이),
유(酉, 닭), 술(戌, 개), 해(亥, 돼지)를 땅에 사는 인간을 이롭게 한다하여
지지(地支)라고 한다. 또 하늘의 운행을 나타내는 10개의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를 천간(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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干)이라고 한다.
천간의 첫 글자인 ‘갑’과 지지의 첫 글자인 ‘자’를 시작으로 각각 순서대
로 짝을 맞춰보면 총 60개의 조합이 나오는데, 이를 ‘60갑자(甲子)’ 혹은
‘육갑(六甲)’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으로 60번째 생일을 가리켜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한다. 자신이 태어난 해의 이름으로 돌아온 것이므
로 1갑자라고도 한다.
60갑자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한 번 살펴보자. 천간은 10종류이니 10진
법으로, 지지는 12종류이니 12진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60갑자
는 60진법이겠다.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60을 이루는 것은 10과
12의 최소공배수가 60이기 때문이다.
한편 동양사상에서 천간과 지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바로
‘음양오행(陰陽五行)’이다. 음양오행은 고대 중국 철학에서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낸 사상체계인데,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
상이다. 한의학, 풍수지리, 예술 등 아직까지 우리 생활 여러 곳에 넓게
퍼져 있는 사상이기도 하다.
음양오행에서 ‘음양’은 말 그대로 ‘음’과 ‘양’이고, ‘오행’에서 ‘오’는 목
(木), 화(火), 토(土), 금(金), 수(水)를 가리킨다. ‘행’은 이 5가지가 쉬지 않
고 움직여 삼라만상과 인생 여정에서 길흉화복을 변하게 한다는 의미다.
음양오행도 수학적으로 풀어볼 수 있다. 음양에서 양은 ─, 음은 --으
로 정하고 세상의 기본 원리가 되는 사방(四方)과 8괘(卦)를 정했다. 8괘는
건(乾), 태(兌), 이(離),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으로, 각각 대
응되는 숫자가 있다. 이 숫자는 양(─)을 1로, 음(--)을 0으로 표현해 계
산할 수 있는데, 즉 건은 1 X 20 + 1 X 21 + 1 X 20 = 7 이고 태는 0 X 20
+ 1 X 21 + 1 X 22 = 6이며 이는 1 X 20 + 0 X 21 + 1 X 22 = 5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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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의 2진법, 삼합의 3진법,
오행의 5진법, 천간의 10진법, 지지의 12진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60진법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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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계산하면 진, 손, 감, 간, 곤은 차례대로 4, 3, 2, 1, 0이 된다.
건(乾)

태(兌)

이(離)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

20

─

--

─

--

─

--

─

--

1

2

─

─

--

--

─

─

--

--

22

─

─

─

─

--

--

--

--

계산식

1X20+
1X21+
1X22

0X20+
1X21+
1X22

1X20+
0X21+
1X22

0X20+
0X21+
1X22

1X20+
1X21+
0X22

0X20+
1X21+
0X22

1X20+
0X21+
0X22

0X20+
0X21+
0X22

합계

7

6

5

4

3

2

1

0

※ ━ = 1, -- = 0 으로 계산

음양에서 탄생한 8괘를 두 개씩 짝지으면 64괘가 되고, 64괘를 두 개
씩 짝지으면 괘가 되며, 이것을 다시 두 개씩 짝지으면 개의 괘가 된다.
여기에 음양오행과 천간, 지지가 상호작용해 이들 사이의 오묘한 조화를
수리로 푼 것이 소위 말하는 ‘사주팔자(四柱八字)’다.
음양오행을 통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과학적이라 할 순 없지만 사
주팔자를 풀이하는 방법은 수학적이다. 사주팔자에서 ‘네 기둥’을 말하는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년(年), 월(月), 일(日), 시(時)의 천간과 지지가 결
합한 것이다. 그런데 ‘네 기둥’에 천간과 지지가 각각 하나씩 있으므로 모
두 8개로 구성되고, 이것이 바로 ‘팔자’이다. 예를 들어 음력으로 2014년
1월 7일 오전 10시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는 ‘갑오년, 병인월, 무신일, 정
사시’이고, 8자는 ‘갑, 오, 병, 인, 무, 신, 정, 사’이다. 운세는 이와 같이
사주팔자를 음양오행과 결합시켜 본다.
사주팔자의 학문적 배경 자체는 서양의 점성학, 천문학과 유사하다.
참고로 사주팔자의 근원은 명리학에 있다. 명리학 자체가 데이터를 축적
해 귀납적으로 세상사를 유추해보려는 통계학적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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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각각의 천간과 지지에 해당하는 색깔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이 말의 해인 갑오년이고 갑은
파란색을 나타내므로 올해를 ‘청마(靑馬)의 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의 작용에 의해 인간의 길흉화복이 결정된다는
것이 동양의 운명론이고, 우리가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와 토정비결의 기
초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음양의 2진법, 삼합의 3진법, 오행의 5진법, 천
간의 10진법, 지지의 12진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60진법이 바
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한 가지 진법만으로도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에
다양한 진법을 도입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했다.
글_ 이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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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 전쟁과
원주율
19세기 말,

하인리히 슐리만(1822.1.6~1890.12.26, 독일의 고대

연구가)이 터키에서 트로이 유적지를 발굴할 때까지 트로이 전쟁은 신화
로 여겨졌다. 트로이 전쟁은 여신의 질투를 받은 미녀 헬레나를 둘러싸고
벌어진 고대 서양과 동양 사이의 최초의 세계 대전이다. 아킬레스와 아가
멤논과 같은 신과 인간의 중간에 위치한 영웅들의 대결이 실제로 벌어진
역사였던 것이다.
영화 ‘트로이’는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리스
전역을 통치하길 원하는 미케네의 왕인 아가멤논과 데살리와의 전투 장면
으로 시작된다. 아가멤논은 데살리의 왕에게 살육을 원치 않으니 양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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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끼리 싸워 이기는 쪽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다. 데
살리에서는 거구의 보아그리우스가 나오고 아가멤논 쪽에서는 아킬레스
가 나온다.
그 결과 아킬레스는 단칼에 상대 장군을 죽이고 전쟁에서 쉽게 승리로
이끈다. 이 장면은 트로이 전쟁의 주인공이 아킬레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신화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은 세상에 너무 많아진 영웅을 한꺼번
에 제거하고 아킬레스의 영광을 위하여 제우스가 치밀하게 만든 결과였다.
얼마 뒤, 지중해의 명실상부한 통치자가 되고 싶은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트로이를 공격하기 위해 출발한다. 그리스 연합군 장군
인 아킬레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트로이의 왕자인 헥토르도 그리스
와의 전쟁이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전쟁 준비를 한다.
아킬레스의 군대가 트로이 군대와 맞서 싸워서 드디어 트로이 해안에
상륙한다. 성 안으로 후퇴한 트로이군은 전쟁에 대한 회의를 연다. 여러
내용이 오가는 가운데 전쟁을 유발시킨 트로이 왕자 파리스는 이것은 국
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두 남자 간의 문제이고 자신 때문에 트로이 사람들
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헬레나의 소유권을 놓고 메넬라
오스와 결투를 하겠다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성 앞에서 그리스 군을 기다리고 있던 헥토르와 파리스
는 전차를 타고 등장하는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와 담판을 벌인다. 그들
이 타고 있는 전차는 바퀴가 두 개 달린 것이었다. 여기서 잠깐, 인간은
언제부터 바퀴가 달린 것을 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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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와 도르래에 관한 관심은
기하학적으로 원을 공부하게 만들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름과 원의 둘레에 대한 이 비율은
3.1416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기초과학의 꽃 / 수학, 생활 속 기초과학

263

바퀴의 기원
지금부터 바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자.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에 고
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바퀴라는 대단한 것을 발명했다. 처
음에 이것은 딱딱한 나무판을 잘라내어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회전축을
끼운 단순한 것이었으나 점차 3조각의 판자를 금속 띠 판으로 연결시켜
사용했다. 그 후 바퀴의 활용이 많아지며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 사람들
은 그것들을 이용하여 짐마차나 전쟁에서의 전차(戰車)를 만들었다. BC
2000년경에는 판으로 된 바퀴를 개량하여 오늘날과 같이 가벼운 살을 가
진 바퀴(spoked wheel)가 등장했다.
바퀴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
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것
은 굴림대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한 끝에 바퀴가 탄생되었다는 것이
다. 굴림대는 무거운 짐을 옮길 때 그 밑
에 넣고 굴리는 통나무로, 짐이 이동하면
▲	나무판자를 금속 띠 판으로 연결시켜 짜 맞춘
바퀴

뒤에 남는 불편함과 통나무이기 때문에
무겁다는 불리한 점이 있다. 이를 개량하

려고 막대 같은 굴대(차축)의 양쪽 끝에 원판을 붙이는 착상을 하여 바퀴
를 만들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 후 바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노력으로 살
을 가진 바퀴가 발명되었고, 기원전 1600년경에 이집트에 전파되며 유럽
전역에 퍼졌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기원전 1300년경에 살이 있는 바퀴가
달린 전차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바퀴는 훨씬 전부터 사용된 것
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바퀴가 사용되었음을 말해

264

생활에 밑줄긋는 과학이야기

| 캐모마일

캐모마일
주는 유물이 발굴되기도 했다.
원주율의 역사
원에 관한 성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주율이다. 메소포타
미아 사람들의 바퀴와 도르래에 관한 관심은 기하학적으로 원을 공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원에 관한 지식은 그들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이 더 많았
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원의 둘레를 지름의 3배라고 생각한 반면, 이
집트 사람들은 원의 둘레를 지름의 3.14배라고 생각했다.
한편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름과 원의 둘레에 대한 이 비율은 3.1416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원주율 π는 3.1415926535로 시작하여 끝없
이 계속되는 무리수이다. π는 원이나 구에서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값으로
그리스 최고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원과 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과 구, 이것들만큼 신성한 것에 어울리는 형태는 없다. 그러기에 신
은 태양이나 달, 그 밖의 별들, 그리고 우주 전체를 구 모양으로 만들었
고, 태양과 달 그리고 모든 별들이 원을 그리면서 지구둘레를 돌도록 하였
던 것이다.”
원은 한 평면 위의 한 정점(원의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반지름)에 있
는 점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원은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 크기만 달라질 뿐
모양은 모두 똑같다. 그리고 원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 정
해진다. 특히 원 둘레 길이와 지름은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비를
이루는데, 이 값을 원주율이라고 하고 기호 π로 나타낸다. 이 기호는 ‘둘
레’를 뜻하는 그리스어 ‘περιμετροζ’의 머리글자로 18세기 스위스의 수학
자 오일러(Leonhard Euler, 1707.4.15~1783.9.18)가 처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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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원 둘레 길이와 원주율 π를 구하려는 노
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아르키메데스도 π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
에 그 값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 당시에는 원 둘레
길이를 직접 측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는 원에 내접하고 외
접하는 정다각형을 이용하여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했다.
즉, (내접하는 정n각형의 둘레의 길이) < (원의 둘레) < (외접하는 정n
각형의 둘레의 길이) 이므로 원의 둘레 길이의 근삿값을 구할 수 있었다.
A

위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D
H

E

내접하고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것
이다. 먼저 외접하는 큰 사각형의 둘레의

I

O

길이는

가 1이므로 다음과 같다.

1
F

G

B

(□ABCD의 둘레의 길이) = 2 X 4 = 8

C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하여 EF의 길이를 구하
면 된다. 그런데 △OEF는

=

=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피

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EF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접하는 정사각형인 □EFGH의 둘레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EFGH의 둘레의 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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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의 둘레는 5.6보다는 크고 8보
다는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반지름의
1

길이가 1인 원의 둘레는 π의 두 배이므로 π
0

는 2.8보다 크고 4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위 그림과 같이 정8각형을 원에 외접하고
내접하게 그리면 조금 더 참값에 가까운 π의
근삿값을 구할 수 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

와 같은 방법으로 정96각형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구했
고, 원주율 π의 근삿값을 3.1408… < π <3.1428… 라고 했다. 아르키메데
스의 이런 노력 때문에 오늘날 π를 ‘아르키메데스의 수’라고도 부른다.
수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좀 더 정확한 π의 값을 구하기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수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주율을 기념하
기 위하여 3월 14일을 ‘파이 데이(π day)’라고 이름 붙였다. 특히 미국에
서 활동하고 있는 ‘π-Club’이라는 모임에서는 π=3.1415926…로부터 3월
14일 오후 1시 59분 26초에 모여 π모양의 파이를 먹으며 이 날을 축하한
다. 그리고 π값 외우기, π에 나타나는 숫자에서 생일 찾아내기 같은 게임
과 원과 관련된 놀이기구의 길이, 넓이, 부피 구하기와 같은 퀴즈 대회를
연다.
2005년 10월 20일에 일본 도쿄대학교의 야수마사(Yasumasa
Kanada)는 컴퓨터를 601시간 56분 사용하여 π의 값을 소수점 1조 2411억
자리까지 얻었다. 이 숫자는 어느 정도일까? 보통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
하여 문서를 편집할 때 사용하는 A4용지에 맞게 쓴다고 생각해 보자. 그
러면 한 줄에 모두 82개의 숫자를 쓸 수 있고, 모두 41줄을 쓸 수 있으므
로 A4 용지 한 장에는 3,362개의 숫자를 쓸 수 있다. 결국 야수마사가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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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π의 값을 쓰기 위해서는 모두 369,155,265장의 종이가 필요하다. 실로
엄청난 숫자이다.
한편 영화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 목마로 트로이가 불타고, 파리스가
쏜 화살에 발뒤꿈치를 맞은 아킬레스가 죽으며 끝난다. ‘아는 만큼 보인
다.’라는 말이 있다. 영화를 감상할 때, 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고 영화를 감상한다면 보다 즐거운 영화 보기가 될 것이다. 특히 그 속
에 숨겨져 있던 수학적 사실을 찾아 이해하며 영화를 감상한다면 만든 이
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러분도 영화에 담겨진 수학
을 발견하며 즐거워하는 수학자의 기분을 함께 느껴보기 바란다.
글_ 이광연

268

생활에 밑줄긋는 과학이야기

| 캐모마일

캐모마일
기초
과학
의

꽃

03

수학, 생활 속 기초
과학

무한수열의 조합,
바둑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속담 중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
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바둑이나 장기에 정신이 팔려 시
간 가는 줄 모른다는 뜻인데, 요즘은 한가하게 여가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
는 사람에게 자주 쓰고 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이렇다.
옛날 한 나무꾼이 아침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산 속 깊이 들어갔
다가 우연히 동굴을 발견했다. 나무꾼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동굴이
점점 넓어지고 훤해지면서 눈앞에 두 백발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나무꾼은 손에 들었던 도끼를 옆에 세워두고 두 백발노인이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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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옆에 세워 둔 도끼를 집으려니 도끼자루가 바싹 썩어 집을 수가 없었
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동굴을 나온 나무꾼이 마을로 내려와 보니 마을
의 모습은 아침에 나올 때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너무도 이상하여 나무
꾼은 마침 지나가는 한 노인에게 자기 이름을 말하며 그런 사람을 아느냐
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그분은 저의 증조부이십니다.”라고 대답하더
라는 것이다.
어쨌든, 이 속담의 유래로부터 바둑의 역사가 꽤 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무한수열의 조합, 바둑
바둑은 간단히 말하면 바둑판 위에서 벌이는 생존경쟁 게임이다. 정사
각형 모양의 바둑판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19줄로 되어 있으며 이들이 겹
치는 점이 361점이다. 흑돌과 백돌로 편을 나누어 361점 위의 적당한 지
점에 서로 번갈아 한 번씩 돌을 놓아 진을 치며 싸운 후, 차지한 점(집)이
많고 적음으로 승부를 가린다.
바둑은 그 수가 깊고 오묘하며 어디에 먼저 놓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싸움이 전개된다.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설에
의하면 바둑이 생긴 이후에 똑같은 판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바둑판에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가짓수는 모두 361!이다.
그렇다면 361!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어떤 자연수 n에 대하여,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로 곱한 것을 n
의 계승이라고 하며 기호로 n!과 같이 나타내고, ‘n 팩토리얼(factorial)’
이라고 읽는다. 즉, n!=n(n-1)(n-2) … 3 X 2 X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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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5!=5×4×3×2×1=120,
10!=10×9×8×7×6×5×4×3×2×1=3,628,800
이다.
그래서 361!을 손으로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실제 값은 2.6
×10845보다 크다. 현재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수의 단위는 1068
인 무량대수이므로 천 무량대수인 1071자리까지 수를 읽을 수 있다. 따라
서 바둑에서 나오는 가짓수 361!은 우리의 단위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수이다.
수학에서 361!과 같이 계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순열이다.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r≤n) 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것이
다.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을 기호로 nPr과 같이 나
타낸다. 여기서 P는 ‘permutation’의 첫 글자이고, 이 단어의 뜻은 위치
를 바꾼다는 뜻으로 치환(置換)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nPr은 어떻게 계
산할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할 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n가지이고,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자리에
놓인 것을 제외한 (n-1)가지,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앞의 두 자
리에 놓인 것을 제외한 (n-2)가지이다. 이런 방법을 계속해 나가면 r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n-r-1)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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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많은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이 개발됐지만,
아직까지 사람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바둑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272

생활에 밑줄긋는 과학이야기

| 캐모마일

캐모마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

r 번째

n가지

(n-1)가지

(n-2)가지

...

{n-(r-1)}가지

따라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nPr=n(n-1)(n2) … (n-r+1) 이다. 이를테면 7P3= 7 X 6 X 5 = 210이다.
컴퓨터 바둑의 최강자, 북한
컴퓨터 게임 중에서 가장 제작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바둑이다. 현재
까지 많은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이 개발됐지만, 아직까지 사람과는 상대
가 되지 않는다. 바둑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서양의 게임 체스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세계 챔피언을 이기기도 하지만 바둑의 경우에는 컴퓨
터가 아예 사람과 대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컴퓨터 바둑은 컴퓨터끼리 경기를 시키는데, 이 경기에서 이긴
다는 것은 그 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래서 세계 각국은 컴퓨터 바둑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
이는데, 이 대회에서 북한이 거의 매번 우승을 하며 독보적인 활약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북한을 이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프로그래머들은 밤을 새가며 시스템을 개발하고, 중국
과 일본은 연대를 맺으면서까지 시스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북
한은 지난 2007년에도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6연승을 거두었다.
바둑과 수학이 만났다.
요즘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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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 수학과 벌리캄프
교수는 바둑 실력은 10급도 안 되지만 1994년 바둑의 끝내기를 수학적으
로 분석한 <수학적 바둑(Mathematical Go)>을 출간해 세간의 이목을 끌
었다.
특히 벌리캄프 교수 주최로 2007년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한국기
원에서 ‘쿠폰바둑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프로기사
안조영, 송태곤, 원성진, 한상훈, 장주주, 루이나이웨이(장주주와 루이나
이웨이의 경우 2011년 중국으로 귀국) 등 6명이 참여했다.
‘쿠폰바둑’이란 벌리캄프 교수가 끝내기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
해 고안한 것으로 간단히 말해 ‘바둑+숫자 쿠폰’으로 이루어진 게임이다.
두는 방식은 일반 바둑과 똑같다. 다만 바둑판 옆에 10부터 9.5, 9, … 1.5,
1 등을 0.5단위로 숫자가 적힌 ‘쿠폰’이 각 점수 당 한 장씩 준비돼 있다.
이 쿠폰은 두 대국자가 차례로 바둑을 두다가 종반에 이르러 반상에
남은 끝내기가 10집 이하밖에 없을 때부터 사용한다. 즉, 자기 차례에 남
아 있는 가장 큰 끝내기가 10집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착수를 한 번 쉬고
대신 10점짜리 쿠폰을 가져간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이제 남은 쿠폰 중에 가장 큰 점수는 9.5점이므
로 자기가 둘 착수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계속 착수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자기도 쿠폰을 가져오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
로 계속 끝내기를 하다 보면 결국 쿠폰을 보두 가져가게 되고 바둑도 끝나
게 된다.
바둑이 모두 끝난 후에 각자의 집과 보유한 쿠폰의 점수를 합해서 흑
백이 서로 몇 집 차이인지를 확인한다.
이처럼 많은 수학자와 과학자의 노력으로 바둑에 대한 수학적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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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는 끝내기뿐만 아니라 초반이나 중반까지
수학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언젠가는 프로기사
수준의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 제작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다가는 컴
퓨터가 스스로 수학을 연구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글_ 이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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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도
수학으로 풀 수 있을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남녀 간의 사랑이든 또는 친구 사
이의 사랑이든, 사랑은 우리를 밝고 좋은 세상으로 이끌어 가는 힘이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서로를 질긴 끈으로 꽁꽁 매놓은 매듭과
도 같이 한 번 매 놓으면 풀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어려운 사랑을 수식으로 간단히 푼 사람이 있다. 그는 이 시대
최고의 천재로 알려진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이다.
어느 날 물리학 강의 도중 잠깐 숨을 돌리는 아인슈타인에게 한 학생
이 물었다.
“박사님은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상대성 원리도 발견하시고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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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사랑도 방정식으로 표현
하실 수 있습니까?”
잠시 생각하던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사랑 방정식을 만들어 냈다.
Love=2□+2△+2●+2V+8<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을 마지못해
떠나가며, 못내 아쉬워 뒤돌아보는 그
마음! 갈 수 없는 길인데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다.”
▲	아인슈타인의 사랑방정식을 해석한 그림
Love=2□ + 2△ + 2● + 2V + 8<

아인슈타인의 사랑에 관한 재치 있
는 수식은 사랑의 감성적인 면을 나타

낸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로 수학을 이용하여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까?
수학은 뭐든지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인데 사랑인들 못하랴!

마당발 위상수학
사랑을 수학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위상수학(位相數學, topology)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상수학을 간단히 말하자면 공간 속의 점, 선,
면 그리고 위치 등에 관하여 양이나 크기와는 상관없이 형상이나 위치 관
계를 나타내는 수학의 한 분야이다.
이를테면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둥근 공을 만들었다가 공 모양을 변형
하여 긴 막대기나 손잡이가 없는 컵을 만들 수 있다. 이때, 모양은 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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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나 컵으로 바뀌었지만 진
흙 덩어리가 모래로 바뀌었다든
지 서로 떨어졌다든지 구멍이
뚫렸다든지 하는 변형은 없다.
이럴 경우 우리는 둥근 공과 막
대기 그리고 손잡이 없는 컵은
위상적으로 동형이라고 한다.
그러나 구멍 뚫린 도넛과 공은 위상적으로 동형이 아니다. 구멍 뚫린 도넛
은 구멍 뚫린 손잡이가 달린 컵과 위상적으로 동형이다.
위상수학은 여러 면에서 기호논리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수학의
거의 모든 분야는 물론 예전에는 수학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여겼
던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기계 장치, 지도, 배전망,
복잡한 기능을 계획하고 제어하는 조직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애정에 관한 파국이론
1950년대 말쯤부터 영국의 수학자 지이만(E. C. Zeeman)이 처음으로
위상수학을 수학 이외의 다른 과학에 응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뇌의 위
상적 모델을 만들어 여러 가지 현상을 해석함으로서 많은 수학자들의 관
심을 끌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톰(R. Thom)은 수학의 이론을 생물학과 물리학 더
나아가 사회과학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 1973년 말, <구조안
정성과 형태형성의 이론>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톰은 이 책에서 갑작스러
운 큰 변화를 카타스트로피(catastrophe, 파국)라고 하며 이 ‘파국’을 어
떻게 수학적으로 파악하는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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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파국에 관한 톰의 생각은 난해하고 철학적이었기 때문에 지이
만이 톰의 이론을 쉽고 응용하기 편리하도록 풀이하였다. 지이만은 파국
이론을 전개하는데 ‘적에 대한 개의 행동’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개에 대
한 지이만의 예 대신 사랑으로 파국이론을 간단히 알아보자.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젊은 남녀가 있다. 그들의 사랑을 수치적인
양으로 나타내기는 힘들지만, 둘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에게 더욱 깊
은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됐다. 이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동안 몇 차례 싸움
도 했다.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던 연인은 어느 날 하찮은 일로 심하게
싸우게 되었다. 그래서 화가 난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던 마음이 시들게 됐
다. 하지만 예전의 사랑을 되찾고 싶어 하는 남자는 어떤 방법으로 여자에
게 화해를 청할까 생각하다가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래서 남자는 사랑하
는 연인에게 짧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화해의 편지를 정성껏 써서 보냈다.
편지를 읽어본 여자는 남자의 진심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남자를 사랑하
는 마음이 벅차올랐다. 결국 그들의 사랑은 다시 뜨거워졌고 예전보다 더
욱 더 사랑이 깊어지게 됐다.
이 이야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
내어 보자. 그림의 수평 좌표는 둘이 만남을 유지하는 시간이고 수직 좌표
는 사랑의 양이라고 하자.
이 그림에서 두 사람의 사랑
이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부터
꽃을 선물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	왼쪽의 그래프는 불연속적인 현상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들을 포함하는 곡면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러나 꽃을 선물한 다음은 사랑
의 감정이 위로 ‘점프’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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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수학과 일대일 대응을 통해
사랑을 수학적으로 풀어보았다.
수학과 사랑이 또 다른 것으로 엮일 수 있다면,
‘사람에게 소중한 가치’라는 공통분모로 묶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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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어긴 이후에 연속적으로 변하던 곡선이 말다툼이 있은 다음에는
밑으로 ‘점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자의 편지를 받고 둘이 화해를
한 이후에는 기존에 있던 양보다 훨씬 많이 점프했다. 이런 복잡한 불연속
을 어떤 한 곡면 위에 모두 나타낼 수 있고 그 곡면의 성질로부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파국이론이다.
자연재해를 통해 본 파국이론
파국이론은 예전의 연속적 현상만을 다루었던 수학에 불연속 현상을
도입하는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에 대한 다양한 표현
방법의 모델이 수학자로부터 자연과학자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에게도
제공됐다.
지이만은 이런 기법을 이용하여 국방 문제에서부터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응용의 보기를 들어 파국이론을 설명했다.
이런 설명 중에서 사회과학과 관련된 어떤 것은 이야깃거리로는 재밌지만
아직까지 엄밀하게 정립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자연과학의 여러 곳에서
는 실제로 파국이론이 응용되고 있다.
2004년 인도네시아는 쓰나미로 약 15만
명의 인명 희생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
다. 이런 큰 자연재해는 역사적으로 인간과
자연에 큰 영향을 끼쳤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
어 놓았다. 미국의 고고학 저널리스트인 데이
비드 키즈는 세계 각국의 사료를 조사해서 쓴
<대(大)재해(Catastrophe, 2000년)>에서 서
▲	미국 해군에서 입수한 2004년 인도네
시아의 실제 쓰나미 사진.

기 535에서 536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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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혼탁해지면서 태양을 가려 큰 기근과 홍수가 나고 전염병이 창궐해
구시대가 몰락하고 새 문명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1815년에는 인도네시아 숨바와 섬의 탐보라 화산 폭발로 수십만 명이
숨졌다. 대기를 뒤덮은 150만 km³의 화산재와 먼지는 지구의 기온을 낮
췄고, 이로 인해 이듬해인 1816년은 유럽인들에게 ‘여름이 없었던 해’로
기억됐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흉작이 이어졌다.
1845년 여름 아일랜드에서는 3주 동안 내린 큰비와 습한 날씨 때문에
감자 역병(감자 마름병)이 퍼졌고, 이 비는 이듬해 봄까지 계속됐다. 결국
주식인 감자 농사를 망친 수많은 아일랜드 인들이 굶어죽었고 200만 명
이상이 이후 10년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규모
자연재해가 인류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파국이론의 실제 예이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지금까지 주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 했다면 이번에는 부모
와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부인을 미망인이라고 하고, 아내를 잃은 남자를
홀아비라고 하며, 부모를 잃은 자식을 고아라고 한다. 그러나 이 세상 어
느 나라 말에도 자식을 잃은 부모를 지칭하는 단어는 없다고 한다. 그만큼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말로 도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그렇다면
자식의 부모 사랑은 어떨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효를 매우 중요한 인간의 도리로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 효에 대하여는 매우 많은 예와 훈훈한 이
야기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김삿갓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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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시인 김삿갓! 그는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과 함께 우
리 민족의 영원한 해학으로 기록되고 있는 인물로 원래 이름은 김병연이
다. 그는 조선말에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집안이 역
적으로 몰려 가정과 관직을 버리고 평생을 삿갓을 쓰고 방랑하며 살았던
실존 인물이다. 그리고 그의 호방하고 재치 있는 시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
져 있다.
그의 많은 시 가운데에서 일대일 대응을 이용하여 자식이 부모를 사랑
하는 마음을 전한 시를 한 편 소개하며 이야기를 맺고자 한다. 이 시는 그
가 전국을 떠돌던 때에 바닷가 어떤 사람의 회갑연에 초대받게 됐다. 그때
그 자식들이 부모님의 만수무강을 비는 시를 부탁하자 즉석에서 지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의 소재는 모래알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대인인 아르키메데스는 지구 상의 모래알의 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구 상의 모래알의 개수는 유한하며, 그 개수는 ‘제 7의 옥타드 천 단
위’수인 10의 51승 보다 적다.”
그러나 김삿갓은 이 세상의 모래알의 수를 무한으로 보고 그 개수를
세는 방법을 칸토르가 무한집합의 개념을 만들 때 사용한 ‘일대일 대응’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참으로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다.

可憐江浦望 (가연강포망) 강에 나와 그 경치를 살펴보니
明沙十里連 (명사십리연) 유리알 같은 모래가 십리에 걸쳐 있구나.
令人個個捨 (영인개개사) 모래알을 일일이 세어보니
共數父母年 (공수부모년) 그 수가 부모님의 연세와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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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김삿갓이 알고 있었던 모래알의 수는 틀리지만, 이 시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그는 이미 일대일대응 규칙으로 무한을 계산하고 있었다.
어쨌든 이 시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A

B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일대일 대응이란 두 집합 A, B의
원소를 서로 대응시킬 때, A의 한 원
소에 B의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하
고, B의 임의의 한 원소에 A의 원소
가 단 하나 대응하도록 할 수 있는 대
응이다. 이 때 집합 A, B는 대등(對
等, 서로 견주어 높고 낮음이나 낫고

▲	일대일 대응

못함이 없이 비슷함)이라고 한다. 자

연수 전체의 집합, 짝수 또는 홀수 전체의 집합은 각각 일대일 대응이므로
대등이다. 또 A, B 집합 사이에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지면, 각 집합에 속
하는 수의 개수는 같다.
위상수학과 일대일 대응을 통해 사랑을 수학적으로 풀어보았다. 수학
과 사랑이 또 다른 것으로 엮일 수 있다면, ‘사람에게 소중한 가치’라는 공
통분모로 묶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세상의 모든 자식과 부모님들이 모두 건강하게 사랑하며 살길 기원
한다.
글_ 이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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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일우(千載一遇)와
확률
아주 오래전부터 동양의 수학은 서양의 수학보다 경험적이었다.
서양의 수학은 이성을 바탕으로 하여 추론과 연역에 의한 논리전개 위주
였다면, 동양은 실생활에서 경험으로 얻어지는 사실을 바탕으로 수학을
일반화하였다. 확률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양에서는 확률을 수학적으로 엄
밀히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동양에서는 특별히 확률에 관한 내용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빈번하게 확률을 사용했다. 확률을 사용한 고사
성어 중에 ‘아주 귀중한 만남이나 그 만남의 기회’를 말할 때 사용하는 ‘천
재일우(千載一遇)’라는 말이 있다. 우선 이 고사성어의 유래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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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일우의 유래
동진(東晋)의 학자로서 동양태수(東陽太守)를 지낸 원굉(袁宏)은 여러
문집에 시문 300여 편을 남겼다. 특히 그는 <삼국명신서찬(三國名臣序
贊)>이라는 것을 썼는데, 이 책은 <삼국지>에 실려 있는 건국 명신 20명
을 찬양하는 시와 서문을 쓴 글이다. 원굉은 그 중 위나라의 순문약(筍文
若)을 찬양한 다음과 같은 글을 적고 있다.

여전히 백락(伯樂)을 만나지 못했다면 천년이 지나도 천리마는 없으리라.
만년에 한 번 기회가 오는 것은 인생의 일반적인 법칙이며,
천 년에 한 번 만나는(千載一遇) 것은 현자와 지혜로운 자의 아름다운 만남이다.
그 만남에는 기쁨이 없을 수 없는 것인데, 그 기회를 잃는다면 어찌 개탄치 아니하리오.

순문약은 삼국시대에 조조의 참모로 활약했으나 조조에게 역심이 있음
을 알고 반대하다가 배척당한 강직한 인물이었고, 백락은 주나라 사람으
로 명마를 잘 식별하는 사람이다. 이 글에서 원굉은 백락을 뛰어난 인물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임금으로 비유하였고, 천리마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명신으로 비유하였다. 이러한 임금과 신하의 만남은 ‘천 년 만에 오는 기
회’라는 것이다.
우선 기회가 1년 마다 한 번씩 온다면 천재일우는 1/1000, 즉 만날 확
률이 0.1%이다. 여기서 잡고자 하는 기회가 매일 찾아온다고 가정하면, 1
년은 365일이므로 기회를 잡을 확률은 1/365000 이다. 그런데 1/365000
≒ 0.00000274 ≒ 0 이므로 ‘천재일우’는 확률 0이다.
일반적으로 확률에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두 가지 종류가 있
다. 어떤 시행의 표본공간 S가 n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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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r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 = n(A)/n(S) = r/n 을 수학
적 확률이라고 한다. 한편,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rn번 일어난다고 할 때, n을 충분히 크게 함에 따라 상대도수 rn/n가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p를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극한이라는 좀 어려
운 수학적 개념이 필요하다. 이 개념을 이용하면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도수는 수학적 확률 p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그냥
확률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3의 눈이 나올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모두 1/6 = 0.167, 즉 16.7%이다. 여러분이 주사위 놀이를 해 보
아서 잘 알겠지만 실제로 이 정도의 확률이면 3의 눈은 잘 나오지 않는다.
또, 일기예보에서 비올 확률인 30% 또는 40%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의 경우에 비는 오지 않는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10% 이하
인 경우,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확률이 0.1%인 명군과 명신이
만나는 천재일우가 얼마나 잡기 힘든 기회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고사성어 중에 확률적으로 천재일우보다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도 있다. 시험을 칠 때 답을 모두 맞히는 경우나 다트와 같은 게
임을 할 때 모두 맞힌다는 뜻을 가진 백발백중(百發百中)이 그것이다. 백
발백중은 <사기(史記)>에 나와 있는 말로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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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의 장군 백기(白起)는 한나라와 위나라와
의 전쟁에서 모두 크게 승리했다. 백기는 이 여세를 몰아 위나라의 수도
양(梁)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자 주나라의 난왕은 백기가 양을 빼앗은
후 장차 주나라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리 백기 장군에게 전쟁을
그칠 것을 설득하기 위해 이런 말을 전했다.

초나라에 사는 양유기(養由基)라는 사람은 활을 잘 쏘았습니다. 그는 100보 떨어
진 곳에서 활을 쏘아도 100번 쏘면 100번 다 맞추었습니다. 그가 활을 쏠 때면 구
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양유기의 활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양유기가 구경꾼이 모인 가운데 활을 쏘고 있는데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활을 잘 쏘는군요. 당신에게 활 쏘는 법을 가르칠 만하겠어요.”
이 말에 화가 난 양유기는 쏘던 활을 버리고 칼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내게 활 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는가?”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은 당신에게 활 쏘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
고 100보 떨어진 곳에 있는 버들잎에 100발의 화살을 쏘아 100발 모두 명중시킨
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쏜다고 말하기 전에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
약 무리해서 계속 활을 쏘다가 기운이 떨어지고 팔 힘도 없어지면, 활도 기울고
화살도 빗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화살이 하나라도 빗나가게 된다면 지금
까지 백발백중이던 것도 다 소용없어질 것이오.”

이 이야기는 백기 장군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다시 양을 공격해
빼앗으려고 하지만 만약 단번에 빼앗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공로가 수포
로 돌아갈 것이니 전쟁을 그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한 것이다.
그렇다면 백발백중의 출처에서 화살의 한 대가 빗나갈 확률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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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을 사용한 고사성어 중에
‘아주 귀중한 만남이나 그 만남의 기회’를
말할 때 사용하는
‘천재일우(千載一遇)’라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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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 백발백중의 유래에서는 양유기가 100발을 쏘아 모두 명중시킨 후
한 발을 더 쏘았을 경우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101발을 쏘아 100발을 명
중시킬 확률은 100/101≒0.99이므로 한 발을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은
1/101≒0.0099이다. 그런데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0.0099는 반올림하여 0.01, 즉 1%
의 확률이 된다. 이 확률은 100발을 쏘아 99발을 명중시키고 1발을 명중
시키지 못할 경우의 확률과 같다.
실생활에서의 천재일우
앞에서 알아본 천재일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일이다. 그렇다면 실생
활에서 천재일우와 비슷한 확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로또 당첨
을 들 수 있다. 로또는 1부터 45까지 각각 번호가 하나씩 표시된 45개의
공에서 6개를 뽑아서 당첨을 확인하는 확률 게임이다. 로또는 수학적으로
45개 중에서 6개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조합과 같다.
실제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6! = 6·5·4·3·2·1 = 720과 같이 계산하므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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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1/8,145,060 이다. 2등은 평균 6명
이 당첨되므로 2등에 당첨될 확률은 1/8,145,060 x 6 = 1/1,357,510 이
고, 3등은 평균 228명이 당첨되므로 1/35,724이다. 또 4등은 평균 11,112
명이 당첨되므로 1/733이고, 5등은 평균 181,000명이 당첨된다고 하니 5
등에 당첨될 확률은 1/45 ≈ 0.02 = 2/100 이다.
이번에는 내가 번개에 맞을 확률을 계산해 보자. 2013년에 한 일간지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번
개는 평균 105,000회라고 한다. 따라서 하루에 평균 105,000 ÷ 365 ≈
288회의 번개가 발생한다. 이 중에서 많은 경우는 하늘에서 사라지고 실
제로 땅에 떨어져서 위험한 경우는 2010년 기준으로 12,458회라고 한다.
따라서 하루 평균 12,458 ÷ 365 ≈ 34회이다. 물론 가을과 같이 맑은 하
늘이 많은 날은 낙뢰가 전혀 없고 여름 장마철에는 많을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 면적은 100,150㎢이
고, 인구 밀도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안에 약 487명이라고
한다. 하루 평균 34회의 낙뢰가 있으므로 이 넓이가 1㎢인 정사각형 안
에 번개가 떨어질 확률은 34/100,150 ≈ 0.00034이다. 그런데 이 정사
각형 안에 약 487명이 살고 있으므로 그 중에 1명이 번개에 맞을 확률은
0.00034/487 ≈ 0.0000007이다. 그리고 0.0000007 = 7/10,000,000
인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7을 넉넉하게 약 10 이라고 하면 오늘 내가 번
개에 맞을 확률은 10/10,000,000 = 1/1,000,000 즉 1백만 분에 1인 것이
다. 그래도 번개에 맞을 확률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8배나 높다.
또한 평균 10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원에서 대리로 승
진할 확률은 50%,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확률은 26%, 과장에서 부장
승진은 14%, 부장에서 이사가 될 확률은 8%, 사장이 될 확률은 2%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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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고 한다. 또 첫 직장에서 정년퇴직할 확률은 8.2%, 정규직으로 취
업에 성공할 확률은 28.6%라고 한다.

고사성어 한자 음운
천재일우(千載一遇) : 千 : 일천 천, 載 : 실을 재, 一 : 한 일, 遇 : 만날 우
백발백중(百發百中) : 百 : 일백 백, 發 : 쏠 발, 百 : 일백 백, 中 : 가운데 중

글_ 이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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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半)
자장면과 종이접기
우리는 종종 어떤 것을 반으로 나누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자연수 중에서 1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수 2와 그것의 역수인 ‘반’,
즉 1/2의 위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대단하다. 종이접기
를 이용하여 반으로 나누는 것에 관하여 알아보자.
외국에서는 이 종이 반접기가 꾸준한 토론 거리가 될 만큼 관심을 받
고 있다. 그리고 2001년 12월에 종이를 반으로 접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어낸 사람이 있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브리트니 걸리반(Britney
Gallivan)’이라는 여성은 종이를 반으로 접는 것에 관한 공식을 찾았을 뿐
만 아니라 종이를 무려 12번 접어 보여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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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가 아무리 거대하거나 혹은 그 두께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얇다하
더라도 8번 이상은 접을 수 없다는 세간의 고정관념을 보기 좋게 깨뜨린
것이다. 그녀는 종이를 한쪽 방향으로(single direction) 접을 때의 공식
을 찾았고, 이듬해 1월에는 종이를 번갈아(alternate direction) 접을 때
의 공식도 완성했다. 그녀가 완성한 종이접기 공식을 우리도 찾아보자.
여고생이 찾은 종이접기 공식
그녀가 만든 공식을 알아보기 전에 단순히 반으로 접었을 때 무슨 일
이 벌어지는지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우선 크기가 1인 종이를 반으
로 한 번 접으면 그 넓이는 1/2이 된다. 그것을 두 번 접으면 넓이는 다시
반으로 줄어 처음 것의 (1/2)²=1/2²=1/4이 된다.
이것은 종이의 두께나 길이를 생각하지 않은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이
다. 하지만 실제로 종이를 접을 때마다 접혀지는 모서리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차지하는 넓이가 의외로 넓다. 따라서 넓이는 이보다 더 줄어들
기 때문에 종이를 접으면 접을수록 사각형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찌그
러지게 된다.
이제 브리트니가 찾은 종이 반 접기 공식에 대하여 알아보자. 한쪽 방
향으로 종이를 접는다는 것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속해서 접는 방법이다.

두께가 t이고 길이가 L인 종이를 한 번 접으면 다음 그림과 같고, 이때
종이의 최소한의 길이는 접히면서 생기는 반원의 호의 길이이므로 π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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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접는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가 2t인 반원 하나와 반지름의 길이
가 t인 반원 두 개가 만들어지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종이를 두 번 접으려
면 최소한 길이가 4πt이어야 한다.

3번 접으면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둘레의 길이가 각각 4πt인 반
원이 1개, 3πt인 반원이 1개, 2πt인 반원은 2개, πt인 반원은 3개가 있어
야 하므로 이들을 모두 합하면 최소한 길이가 14πt인 종이가 필요하다.

한쪽 방향으로 종이를 접어갈 때 종이의 최소 길이는 πt, 4πt, 14πt…
등이고, 브리트니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것이다. 즉, 종이를 한쪽 방
향으로만 접어갈 때, t를 종이의 두께, L을 종이의 길이, n을 접는 횟수라
면 이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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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으로 브리트니는 종이를 번갈아 접는 경우의 공식도 찾
아냈는데,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1:2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
이의 가로의 길이를 W라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브리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학교에 입
학했다. 그녀가 고등학생일 때 고안한 이 기발한 종이 반 접기 공식은 여
러 수학책에 소개되어 다른 수학자들의 좋은 참고 자료가 됐다.
2의 거듭제곱과 자장면, 그리고 무학대사
종이접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1/2, 즉 2의 거듭제곱의 위력이기
도 하다. 2의 거듭제곱을 응용하는 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
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자장면도 그 중 하나이다. 어떤 음식점에서는 기
계를 이용하여 자장면의 면을 뽑지만, 어떤 음식점에서는 요즘도 손으로
면을 뽑는다. 요리사는 적당히 반죽된 밀가루를 반씩 접어가며 처음 반죽
의 양을 유지한 채 늘려가며 면을 만든다. 이런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면
쫄깃하고 맛있는 면이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한 가닥이었던 면발이 요리
사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가늘고 많은 가닥으로 바뀐다. 굵은 밀
가루 반죽 한 가닥을 한 번 접으로 2¹=2 가닥이 되고, 다시 한 번 접으면
2²=4 가닥이 되고, 세 번 접으면 2³=8가닥이 된다. 대략 6번 내지 7번 접
어서 늘리면 먹기에 적당한 굵기의 면이 나오는데, 이 때 생기는 면은 64
가닥과 128 가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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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접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2의 거듭제곱의 위력이기도 하다.
자장면도 그 중 하나이다.
대략 6번 내지 7번 접어서 늘리면
이 때 생기는 면은 64 가닥과 128 가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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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반으로 접을 때 나타나는 2의 거듭제곱에 관해서는 브리트니 걸
리반의 종이접기 공식처럼 외국의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반으로 접는
것에 관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많은 이야기 중에는 얼마 전에 KBS 대하드
라마로도 소개되었던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이태조의 왕사(王師)
인 무학대사에 얽힌 이야기도 있다.

어느 날, 무학대사는 이성계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명주실 한 타래를
가지고 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명주실 한 가닥을 반으로 접어 두 겹이 되게 하고, 접은 것을 다시 반으로 접어
네 겹이 되게 하고 이와 같이 계속 반으로 접어 가기를 30번을 계속하면 마지막
의 굵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이성계는 절의 굵고 둥근 기둥을 가리키면서
“그 굵기는 저 기둥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제는 어느 정도 될까? 명주실을 반으로 한 번 접으면 2가
닥, 두 번 접으면 4가닥, 세 번 접으면 8가닥과 같이 2의 거듭제곱이 된
다. 따라서 30번 접으면 접힌 명주실은 2를 30번 곱한 수의 가닥이 된다.
2를 30번 곱하면 정확하게 1,073,741,824 가닥의 명주실을 겹쳐놓은 것
이다.
명주실 100가닥의 굵기가 성냥 한 개비 정도의 굵기인 약 1㎟가량 된
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30번 접은 명주실의 굵기는 약 10,737,418㎟이
며, 이것은 약 10.7㎡의 넓이를 갖는 원이다. 원의 넓이는 (π×반지름×반
지름)이므로 10.7㎡은 반지름이 약 1.85m인 원의 넓이이다. 따라서 그 굵
기가 지름이 3.7m인 기둥과 같게 되므로 당시 이성계가 가리킨 절의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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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주실을 계속해서 반으로 25번 내지는 26번 정도 접은 굵기이다. 반
으로 접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이성계는 실로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없다.
종이접기는 뇌를 자극하는 놀이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어떤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거듭제곱
이라고 한다. 거듭제곱의 위력은 간단한 실험으로도 알 수 있다. 이제 브
리트니가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실제로 종이를 반으로 접어보자.
커다란 신문지 한 장을 준비하여 반씩 계속 접어보자. 한 번 접으면 2
장, 두 번 접으면 4장, 세 번 접으면 8장이 된다. 과연 몇 번 접으면 더 이
상 접을 수 없을까? 생각 같아서는 매우 여러 번 접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마도 7번 내지 8번만 접으면 더 이상 접을 수 없을 것이다. 설령 접었다
고 하더라도 찌그러진 모양이므로 정확하게 반으로 접었다고 할 수 없다.
신문지를 10번 접으면 모두 1024장이 되는데, 편의상 이때의 두께를
1cm라고 하자(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두껍다.). 11번 접으면 2cm, 12번 접
으면 4cm, 13번 접으면 8cm가 되므로 결국 이성계가 계산했듯이 신문지
를 20번을 접는다면 2를 20번 곱한 것이 되고 1,048,576cm가 된다. 따라
서 약 10.5km의 두께가 되는 것이다. 상상이 되는가?
어쨌든 종이접기는 놀면서 즐길 수 있는 좋은 여가 활동이다. 특히 무
엇인가를 만들면서 논다는 것은 더욱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 종이접기
는 집중력과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뇌 활동을 자극하는 아
주 좋은 놀이일 뿐만 아니라, 접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 여러 가지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창의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종이접기
의 특성은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성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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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풀잎이나 나뭇잎으로 접기를 했다고 한다.
얇고 넓적한 것이 있으면 접기를 하거나 그것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
종이접기는 인간의 원초적인 정신적 충동이거나 기능적인 육체적 충동이
라고도 할 수 있다. 종이접기가 인간의 원초적인 정신적 충동이라는 면이
바로 수학의 성격과 비슷하다. 실제로 수학은 원시 시대부터 시작되었음
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어 일찍이 그와 같은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지금 종이접기를 시작해 보자. 그럼 그것이 바로 수학을 공부하는 것
이 된다.
글_ 이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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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병상련(同病相憐)과
닮음
우리는 흔히 서로 같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경우에 ‘동병상련(同病
相憐)’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를테면 ‘저 두 사람은 같은 병을 앓다 보
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형제보다 그 우애가 더하다.’ 또는 ‘동병상련이라고
어려운 처지를 당해 보아야 남을 생각할 줄도 알게 되는 법이다.’ 와 같이
사용한다. 동병상련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엽게 여긴다.’라
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딱하게 여겨 동정하고 돕
는다.’라는 말이다. <오월춘추(吳越春秋)>, ‘합려내전(闔閭內傳)’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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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대인 기원전 515년, 오(吳)나라의 광(光)은 사촌 동생인 오왕 요(僚)를 시해
한 뒤 오왕 합려(闔閭)라 일컫고 자신을 도와준 초(楚)나라 사람인 오자서(伍子胥)
를 중용했다. 오자서는 7년 전 초나라의 비무기(費無忌)라는 사람의 모함으로 태
부(太傅)로 있던 아버지와 역시 관리였던 맏형이 처형당하자 복수의 화신이 되어
오나라로 피신해 온 망명객이었다. 그가 합려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은 유능한
합려가 왕위에 오름으로써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으려는 이유에서였다.
그때 마침 비무기의 모함으로 아버지를 잃은 백비(伯嚭)가 오나라로 피신해 오자
오자서는 그를 합려에게 천거하여 대부(大夫) 벼슬에 오르게 했다. 그런데 같은
대부 벼슬에 있던 피리(被離)는 백비를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느 날 피
리가 오자서에게 물었다.
“백비의 눈길은 매와 같고 걸음걸이는 호랑이와 같으니 이는 필시 살인할 인상입
니다. 그런데 공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그런 인물을 천거했습니까?”
피리의 말이 듣고 오자서는 이렇게 대답했다.
“뭐 별다른 까닭은 없소이다. 하상가(河上歌)라는 노래에도 ‘동병상련 동우상구
(同憂相救)’란 말이 있듯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백비를 돕는 것은 인지상정(人
之常情)이지요.”
“당신이 하는 말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마음을 허락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피리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오자서는 백비를 동료로서 함께 일했다. 그로부터 9년
후 합려가 초나라를 공격하여 승리하자 오자서와 백비는 마침내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오자서는 불행히도 피리의 예언대로 월(越)나라에 매수된
백비의 모함에 빠져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동병상련은 한 마디로 말하면 ‘닮았다.’는 뜻이다. 수학에서는 한 도형
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그대로 다른 도형에 포갤 수 있을
때, 이들 두 도형은 서로 닮았다 또는 닮음인 관계가 있다고 하고, 닮은
두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다음 그림은 워드프
로세서에서 글꼴 크기를 달리한 글자로 각각의 글자는 닮은 도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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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ABCD의 각 변을 2배로 확대한 □ABCD을 모눈종이
위에 그린 것이다. 또 □EFGH는 □ABCD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이
그림을 이용하여 닮음을 수학적으로 좀 더 살펴보자.

□ABCD를 2배로 확대한 도형 ABCD은 □EFGH와 합동이므로 □
ABCD와 □EFGH는 닮은 도형이다. 이 때 이 두 사각형에서 꼭짓점 A와
E, B와 F, C와 G, D와 H는 각각 서로 대응하는 꼭짓점이고, ∠A와 ∠E,
∠B와 ∠F, ∠C와 ∠G, ∠D와 ∠H는 각각 서로 대응하는 각이다.
두 도형 □ABCD와 □EFGH가 닮음인 관계가 있음을 기호 ∽를 사용하여
□ABCD ∽ □EFGH
와 같이 나타내고, 양쪽의 꼭짓점은 대응하는 순서대로 쓴다. 여기서 사용
된 닮음기호 ∽는 1710년경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처음 사용한 것
이다. 이것은 라틴어 similis(영어의 similar)의 머리글자인 S를 옆으로
누인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ABCD와 □EFGH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모두 1:2이고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각각 같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닮은 두 다각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닮음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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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서는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그대로 다른 도형에 포갤 수 있을 때, 이들 두 도형은 서로 닮았다
또는 닮음인 관계가 있다고 하고,
닮은 두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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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과 같이 두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직선이 모두 한 점 O를
지나고 점 O에서 각 도형의 대응점까지의 길이의 비가 모두 같을 때, 이
들 두 도형은 닮음의 위치에 있다고 하며, 점 O를 닮음의 중심이라고 한
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닮음의 중심은 도형의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안
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닮음의 중심이 도형의 밖에 있을 때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닮은 도형을 뒤집어서 그릴 수도 있다.

삼각형은 모든 도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어
떨 때 닮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실제로 두 삼각형은 다
음 세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닮은 도형이 된다.
①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을 때 : a/a = b/b =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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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 :
a/a = c/c, ∠B = ∠B

③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을 때 : ∠B = ∠B, ∠C = ∠C

앞에서 알아본 도형의 닮음이 실생활의 어디에서 사용될까? 복사기나
카메라, 환등기, 컴퓨터의 화면 등은 도형의 확대와 축소가 모두 자유롭
다.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되는 세포, 세균, 미립자 등과 과학 학습에 이
용되는 분자 모형 등은 도형의 확대를 이용한 것이다. 은행에서 수표를 발
행할 때 모든 수표는 마이크로 카메라에 의하여 축소 복사된다. 또 명함
판 사진이나 제품을 소개하는 사진들,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모형, 비행기, 자동차의 모형 등의 모형 장난감, 실물 모양의 기념품 등은
모두 도형의 축소를 이용한 것이다.
글_ 이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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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밑에 숨겨 둔
수학 꺼내보기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헝겊 자투리 하나도 아껴 다시 사용하
던 생활의 지혜와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절약 정신을 대표하
는 것에는 조각보가 있다. 조각보는 여러 조각의 자투리 천을 모아 만든
보자기로 한국 고유의 민속 문화다. 이런 조각보는 궁중보다는 주로 민간
에서 쓰였던 것으로, 조선시대 천이 귀하던 시절에 옷이나 이불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을 모아 붙여 물건을 싸거나 밥상을 덮는데 쓰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조각보는 비단이나 모시 등 쉽게 상하는 천
연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존하는 조각보는 주로 조선 후기에 만들
어진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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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조각보가 있다
면 서양에는 헝겊을 일정하게
잘라 이어 붙인 퀼트(quilt)가
있다. 퀼트는 겉감과 안감 사이
에 솜이나 모사 등을 넣고 바느
질하여 누비는 것이나 또는 그
▲	조각보					

러한 천을 말한다.
조각보와 퀼트의 공통점은

사진출처 : shutterstock

모두 한 평면을 도형으로 덮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면을 빈
틈없이 겹치지 않게 채우는 것
을 쪽매맞춤 또는 테셀레이션
(tessellation)이라고 한다. 쪽
매맞춤은 이슬람 문화, 이집트
▲	퀼트					

등의 동양 문화뿐만 아니라 로
마, 그리스, 비잔틴 등 서양 문

사진출처 : shutterstock

화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조각보와 퀼트뿐만 아니라 보도블
록, 벽지, 우리나라 궁궐이나 절의 단청, 담장, 문창살 등 한국의 전통문
양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쪽매맞춤에는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수학적인 원리가 숨어있는데 정다
각형을 이용하여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 등 여러 가지 변환으로 다
양한 모양을 연출한다. 특히 정다각형 중에서 평면을 겹치지 않게 덮을 수
있는 것은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그리고 정육각형 밖에 없다. 그래서 똑같
은 모양의 도형을 이용하는 쪽매맞춤의 경우, 조각 하나하나의 모양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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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도형을 이용해 만든다.
즉, 정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60°이므로 한 점에 6개가 모이면
360°가 돼 평면을 이루고, 정사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90°이므로 4개가
한 점에 모이면 평면이 된다. 또한 정육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120°이므
로 한 점에 3개가 모이면 360°가 돼 평면을 이룬다.
반면 정오각형의 경우 한 내각의 크기가 108°이므로 3개가 모이면 324°
이고, 4개가 모이면 432°가 된다. 따라서 한 점에 3개가 모이면 평면이 되
기 위해서는 36°가 모자라고, 4개가 모이는 경우는 겹치게 된다. 다른 정
다각형의 경우도 정오각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면을 덮을 수 없다.

360°

360°

360°

▲	똑같은 모양으로 평면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3
개뿐이다.

쪽매맞춤의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부각시킨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콜
로만 모저다. 그 후 네덜란드의 모리츠 코르넬리스 에셔(M. C. Escher,
1898~1972)가 여러 가지 아름답고 유명한 쪽매맞춤을 선보였다. 에셔는
무어인들의 모자이크에서 영감을 받아 단순한 기하학적 무늬에서 수학적
변환을 이용하여 새로운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평범한 일상에서 예기치 않은 은유를 포착한 그
의 작품들은 수학자와 지각 심리학자 및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20세
기 중엽 널리 보급됐다. 지금도 그의 작품에 매료된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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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그의 작품 속의 학문
적 의미를 찾는 작업을 계속하
고 있다. 아래 그림은 ‘밤과 낮’
이라는 에셔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다.
▲	에셔의 밤과 낮(1940) - 대표적인 쪽매맞춤 작품		
출처 : The Magic of M.C. Escher

이제 쪽매맞춤을 만드는 과
정을 알아보자. 앞에서 말한 것

과 같이 평면을 겹치지 않게 채울 수 있는 정다각형은 그림과 같은 정삼각
형과 정사각형 그리고 정육각형이 전부이다. 여기서는 정사각형을 이용하
여 쪽매맞춤을 만들어보자.
정사각형의 색종이를 여러 장 준비한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만들고자
360° 오려낸 그림
360°
하는 모양을 그린 후 오려낸다.
이때 색종이의
아랫부분에서
360°

을 윗부분에 붙여야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랫부분에서 오려낸 부분
과 똑같은 위치의 윗부분에 오려낸 그림 조각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아래가 결정됐으면 오른쪽과 왼쪽을 만들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 넣고 잘라내어 붙인다. 위와 같은 작업을 계속하여 얻은 여러
장의 색종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붙이면 아래 그림과 같은 쪽매맞춤이 완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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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매맞춤은 똑같은 모양의 정다각형만을 이용하는 경우와 몇 개의 서
로 다른 다각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그림은 정사각형과 정팔각
형을 이용한 쪽매맞춤과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모두를 이용한 쪽
매맞춤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모양의 도형을 이어 붙이는 것을 ‘반등
각등변 쪽매맞춤’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12개 이상의 변을 가진 도형으로
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변의 수가 5, 7, 9, 10, 11의 경
우도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가 불가능한지에 관한 확인은 대학교
의 수학과 학생들이 3학년 즈음에 배우는 ‘군론(group theory)’으로 설명
된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군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
러나 군론은 2x=3과 같은 간단한 방정식을 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를테면 방정식 2x=3의 해를 구하기 위해 양변에 미지수 x의 계수 2의
역수 1/2을 곱해준다. 그러면 x=3/2이라는 해를 얻는데, 이때 곱셈 연산
이 정의돼 있고 그 연산에 따라 2의 역수가 1/2이며 그것을 양변에 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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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매맞춤은
조각보와 퀼트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벽지,
우리나라 궁궐이나 절의 단청, 담장, 문창살 등 한국의 전통문양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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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등호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군론의 일부이다.
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군의 정의 : 집합 G(≠Ø) 위에 이항연산 ○ 이 정의돼 있고, 즉 a,b∈G이면
a ○ b∈G이고 다음이 성립할 때, (G,○)를 군이라고 한다.
① 연산에 관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a ○ b) ○ c = a ○ (b ○ c)
② 특정한 원소 e∈G 가 존재해, 모든 원소 e∈G 에 대해 등식 a ○ e = e ○ a = a가
성립한다. 이때 원소 e를 연산 ○ 에 관한 항등원이라고 한다.
③ 각 a∈G 에 대하여 a ○ x = x ○ a = e 인 원소 x∈G 가 존재한다. 이때 원소
x를 a의 연산 ○ 에 관한 역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쪽매맞춤은 군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군론을 이용해 쪽매맞
춤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
도로 설명을 마치겠다. 마지막으로 고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계영희 교수님
이 학생들과 함께 완성한 다음 작품을 감상해 보기 바란다.

▲	말

▲	비둘기

글_ 이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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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망양(多岐亡羊)과
미로
수학에는 매우 유명한 다리가 있다.

그것은 한붓그리기와

연관돼 있는 쾨니히스베르크 다리다. 한붓그리기 문제는 18세기 동(東)프
로이센의 수도 쾨니히스베르크(현재의 칼리닌그라드)에 있던 프레겔 강의
다리 건너기를 바탕으로 한 초기의 위상기하학 문제다.
쾨니히스베르크는 프레겔 강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A, B, C, D의 4지
역으로 나누고, 이 지역을 잇는 7개의 다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을
놓았다. 그런데 이 7개의 다리에 대해 수학자들은 “같은 다리를 두 번 건
너는 일 없이 이들 다리를 모두 건널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시도해 보면 알겠지만 모든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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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몇 가지 경우를 시도해 본 것만으로
다리 건너기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
을 수는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명
확한 증명이 필요했다.
▲	쾨니히스베르크의 일곱 개의 다리. 일곱 개의 다리와
연결된 네 지점을 각각 A, B, C, D로 표시했다.

스위스 출신의 위대한 수학자 오
일러(Leonhard Euler, 1707-1783)
는 이 문제를 보고 즉석에서 “다리

건너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고, 1732년에 이 문제와 관련된 한붓그
리기를 명확히 설명했다.
위의 쾨니히스베르크 다리의 지
도에서 강으로 분할되는 네 지역 A,
B, C, D를 꼭짓점으로 나타내고, 일
곱 개의 다리를 네 꼭짓점을 연결하
는 선으로 생각하면 위의 그림과 같
이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으
▲	쾨니히스베르크 다리의 그림에서 A, B, C, D 지점을
꼭짓점으로 하고 일곱 개의 다리를 선으로 하는 그림

므로 결국 다리 건너기 문제는 ‘한붓
그리기’ 문제가 된다.

한붓그리기란 말 그대로 주어진 도형을 그릴 때, 선을 한 번도 떼지 아
니하면서 같은 선 위를 두 번 반복해서 지나지 않도록 그리는 일이다. 한
붓그리기가 가능하려면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있고, 그 두 점 이외
의 점은 모두 통과하는 점이 돼야 한다. 어떤 점이 한붓그리기의 시작점이
라면 처음에 그 점에서부터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다시 들어오면 나가
고…, 몇 번을 반복하든지 들어온 다음에는 반드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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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붓그리기와 관련된 재미있는 놀이가 있다. 한 번 들어가면 드나드는
곳이나 방향을 알 수 없게 된 길인 미로다. 바로 이 미로가 시작하는 점에
서 끝나는 점까지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지를 찾는 한붓그리기인 것이다.
미로라고 하면 종이 위에 그려진 퍼즐이나 어린이 공원 같은 데 있는
미로를 생각하겠지만, 미로는 인간의 실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미
로가 실생활에 사용된 실제적인 예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피라미드 속에는 죽은 왕과 함께 갖가지 보물들을 넣어 두었
는데, 그 보물들을 도적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로를 만들었다.
모험 영화인 ‘인디애나 존스’, ‘미이라’, ‘해리포터’에서도 미로를 헤매고 다
니는 주인공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유럽에서는 궁전의 안뜰에 미로를 만들어 공격해 온 적을
안으로 유인해 전멸시켰다는 전설도 있다. 영국의 브라이트라는 사람은 <
미로>라는 책을 쓰고, 1971년에는 1.6km이상 되는 미로 정원을 만들었다
고 한다. 그 후, 그는 런던의 서쪽 롤리트에 2.8㎢ 이상 되는 넓은 땅에 길
이 3.2㎞나 되는 미로를 만들었는데, 도중에 터널과 다리가 있는 이 미로
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미로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김녕 미로공원이 있어서 미로에서 길을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제주도에 있는 김녕 미로공원. 1997년에 문을 연 이 공원의 미로의 총 길이는 9백 32ｍ고, 입구에서 출구까지 최단 코
스는 1백 90ｍ다. 입구에서 부터 시작해 출구까지 심어진 나무는 3ｍ가 넘기 때문에 밖을 내다 볼 수 없다. 		
출처 : 김녕 미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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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미로에서 쉽게 길을 찾는 방법이 있다. 즉, 아무리 복잡한
미로라도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하면 그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① 세 면이 둘러싸인 곳이 있으면 그 곳을 지운다.
② 지워서 또 세 면이 둘러싸인 곳이 생기면 다시 지운다.
③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 마지막으로 남은 길을 가면 된다.

사실 한붓그리기와 미로는 모두 위상수학의 한 분야이다. 위상수학의
분야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 한 가지는 어떤 도형을 자르거나 없애지 않
고 구부리거나 늘려서 만들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
는 분야다. 이와 같은 도형을 길이나 모양은 달라도 ‘위상’이 같다고 한다.
위상이 같은 지 아닌 지를 찾는 문제 중에서 안과 밖을 구분하는 다음
과 같은 흥미로운 문제가 있다. 두 개의 그림 중에서 각각 안에 있는 자동
차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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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붓그리기와 관련된 재미있는 놀이가 있다.
한 번 들어가면 드나드는 곳이나 방향을 알 수 없게 된 길인 미로다.
사실 한붓그리기와 미로는 모두 위상수학의 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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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가 나가지 못하는 미로(7번 겹침)

② 자동차가 나가는 미로(6번 겹침)

위의 문제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두 개의 그림 각각에서 자동차로
부터 밖으로 직선을 긋는다. 그리고 그려진 직선과 자동차의 길이 몇 번이
나 겹쳤는지 세어 보자.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홀수 번 겹치는 경우
에는 자동차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짝수 번 겹쳤을 경우에는 밖으
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두 그림을 아
래 그림과 같이 바꿀 수
있는데, 이들은 원 모
양의 도형을 잡아 늘려
소용돌이 모양으로 바
꿔 그린 것과 같다. 이
▲	자동차는 처음부터 원 안에 있었고, 원을 늘려 소용돌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자동차가 소용돌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소용돌이를 홀수 번 통
과해야 한다.

그림으로부터 사실 두
소용돌이와 자동차의
위치관계는 원과 자동

차의 위치관계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즉, 각각 위상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가 빠져 나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도 사실은 미로의
일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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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로와 관련
된 고사성어도 있다.
‘달아난 양을 찾는
데 길이 여러 갈래로 갈
려져 있어서 양을 잃었
다.’는 뜻의 다기망양
(多岐亡羊)은 곧 학문의
▲	자동차가 소용돌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소용돌이를 짝수 번 통과해야
한다.

길이 다방면으로 갈려
진리를 찾기 어려움을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하여 방침이 많아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를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다.
이를테면 국제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고 할 때, ‘국제
정세는 다기망양’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은 <열자(列子)>, ‘설부편
(設符篇)’에 나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다.
전국시대의 사상가로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주장했던 양자(楊子, 이름
은 주(朱), B.C. 395?~335?)와 관련된 이야기다. 어느 날 양자의 이웃집
양 한 마리가 달아났다.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은 물론 양자네 집 하인들까
지 청해서 양을 찾아 나서자 양자가 물었다.
“양 한 마리 찾는데 왜 그리 많은 사람이 나섰느냐?”
양자의 하인이 대답했다.
“예, 양이 달아난 쪽에는 갈림길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모두들 지쳐서 돌아왔다.
“갈림길이 하도 많아서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양을 못 찾았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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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갈림길에 또 갈림길이 있는지라 양이 어디로 달아났는지 통 알 길
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양자는 우울한 얼굴로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
았다. 제자들이 그 까닭을 물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현명한 제자가 선배를 찾아가 사실을 말하고 스승인 양자가 침묵하는
까닭을 물었다.
그 선배는 “선생님은 ‘큰길에는 갈림길이 많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리고
학자는 다방면으로 배우기 때문에 본성을 잃는다. 학문이란 원래 근본은
하나였는데 그 끝에 와서 이 같이 달라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하나인 근본
으로 되돌아가면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지 못한 현
실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라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수학에서는 아무리 복잡한 미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풀이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수학을 즐거움이 아닐까?
고사성어 한자 음운
다기망양(多岐亡羊) : 多:많을 다. 岐:가닥나뉠 기. 亡:잃을 망. 羊:양 양.

글_ 이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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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에 얽힌
이집트의 수학이야기!
작도와 왕도
수학에 관한 유명한 격언인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은

세계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이 말은 워낙 오래전부터 전해졌기 때
문에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하지만 수학
의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유클리드가 당시 이집트의 지배자였던
톨레미(프톨레마이오스라고도 부른다) 왕에게 이 말을 했다고 여기고 있다.
톨레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이집트를 지배했고, 유클리드
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대학의 수학 교수였다. 톨레미 왕은 뛰어난 수
학자인 유클리드에게 기하학을 배우고 있었는데, 왕은 기하학이 너무 어
려워 유클리드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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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소?”
그러자 유클리드가 말했다.
“왕이시어. 길에는 왕께서 다니시도록 만들어 놓은 왕도가 있지만, 기
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사실 위에서 말하는 ‘왕도’는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
한 페르시아 제국이 만든 길이다. 이 길이 만들어진 배경을 간단히 알아
보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기
원전 900년경에 아시리아인들의 기병과 전차를 이용한 아시리아인들의
손에 넘어갔다. 그들이 이 지역을 가혹한 방법으로 지배하자 끊임없이 반
란이 일어났다. 그 결과 이 지역은 기원전 610년경에 4개의 나라로 분리
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기원전 525년에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통
일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이다.
페르시아 제국은 수도를 정치 중심지인 수사, 겨울 궁전인 바빌론, 여
름 궁전인 에크바타나의 3개의 도시로 정했다. 그리고 수사와 지중해에
접해있는 소아시아의 사르데스를 잇는 약 2400km의 길을 만들었다. 이
길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통 사람이 3개월 걸려서
갈 것을 왕의 사자는 이 길을 이용해 1주일 만에 주파할 수 있었다고 하
니, 당시에 이 길을 통하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왕의 길’ 즉 ‘왕도’로, 사르데스는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 남쪽에 있는 이즈미르 지역이었으며, 수사는 이라크의 바스라
북쪽 지역이다.
왕도가 만들어졌던 기원전 600년경부터 기원전 300년까지의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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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 건축가들은
오늘날 우리가 기하학이라고 부르는 실용적인 측정 기술을 활용했다.
매우 정밀한 측량을 하고 정확하게 직각을 그려야 했고,
직각을 그리기 위해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바로 작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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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동안 유클
리드는 <원론>이란 책을 통해 기존의 수학을 하나로 통합했으며 무한소,
극한, 합의 과정 등과 관련된 수학적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수학을
이르는 말이었던 기하학은 원과 직선에서 곡선과 곡면을 연구하는 고등기
하학으로 발전하게 됐다.
특히 이 시기에는 도형을 작도하는 문제가 한창 유행했다. 작도란 눈
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해 도형을 그리는 것이다. 서양에서 눈
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하여 작도하는 전통은 플라톤(Platon, BC
427(?) - BC 347)때부터 시작됐다. 플라톤이 작도의 도구로써 자와 컴
퍼스만을 고집한 이유는 ‘가장 완전한 도형은 직선과 원이며, 그래서 신은
직선과 원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작도는 고대 이집트에서도 활용됐다. 기원전 3000년경 메네스
(Menes) 왕은 상·하 이집트로 나눠져 있던 이집트를 통일했다. 그 이후
에 왕을 ‘큰 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의 파라오라고 불렀고, 파라오의 권
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메네스 왕은 신이 자
신에게 부여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자신이 죽은 후에도 왕을 모시는 피
라미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고대 이집트에서 최고 지배자였던 파라오는 신과 똑같은 존재였기 때
문에 성직자들은 파라오를 위하여 죽은 후에 영혼이 살 집인 피라미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피라미드에 관해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책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책에 따르면 이집트 카이로 근교 기자의 피라미드를 완성하기 위해 10
만 명이 3개월씩 교대로 20년 동안 일해 완성했다고 한다. 외부를 장식하
는 돌과 돌 사이의 빈틈은 기껏해야 0.5mm 정도일 만큼 고도의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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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졌으며, 피라미드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의 피라미스(pyramis, 세모
꼴의 빵)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집트의 건축가들은 엄청난 크기의 피라미드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피라미드의 설계도를 그렸을 뿐만 아니라, 채석장에서 운반돼 온 돌 블록
의 가장자리를 어떻게 해야 정확히 땅과 수직이 되게 세울 수 있는지도 알
고 있었다. 피라미드의 설계도는 오늘날과 같은 정밀한 것이라기보다는 완
성된 건물의 모습을 간단하게 그렸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사람들은 설계도와 같은 실제 크기의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설계
도에 있는 내용을 피라미드가 실제로 세워질 땅위에 정확하게 표시하는 방
법과 세우는 방법 모두를 알고 있어야 했다. 그래서 피라미드 건축가들은
오늘날 우리가 기하학이라고 부르는 실용적인 측정 기술을 활용했다.
피라미드 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피라미드의 밑면을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일이다. 바닥에 그려진 사각형의 어느 한쪽 변의 길
이가 다른 한쪽 보다 길거나, 네 귀퉁이의 각 가운데 어느 한 각이 직각을
이루지 않는다면, 밑면은 정사각형이 되지 않아 결국 피라미드를 모두 쌓
아 올리면 꼭대기가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오차가 피라
미드의 밑에 있는 층에서 발생하면 돌을 위로 쌓을수록 그 오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건축가들은 매우 정밀한 측량을 하고 정확하게 직각
을 그려야 했고, 직각을 그리기 위해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바로 작도다.
이집트인들은 작도의 방법을 이용해 피라미드를 세울 땅에 정확하게
정사각형을 그렸고, 그 위에 차곡차곡 돌 블록을 쌓아 올렸다. 작도를 활
용해 건설한 대 피라미드는 피라미드의 동쪽 밑변의 길이가 230.391m,
서쪽 밑변의 길이가 230.357m, 남쪽 밑변의 길이가 230.454m, 북쪽 밑
변의 길이가 230.253m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정밀한 측량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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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의 네 변의 길이를 거의 일치시켰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또한 피라미드의 밑면을 이루는 사각형은 거의 무시
해도 좋을 정도의 오차로 네 각이 모두 90°다.
고대 이집트인은 작도로 직각삼각형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작도로
동, 서, 남, 북의 네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내기도 했다. 그들은 해가 뜨는
쪽과 지는 쪽을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정했고, 두 지점을 직선으로 이은
후 그 직선의 수직선을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작도해 북쪽과 남쪽을 정
했다. 이로써 동, 서, 남, 북의 네 방향이 서로 수직이 되게 정할 수 있었
던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기하학을 알지 못했다면 그렇게 정밀한 피라미드를
건설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집트인들의 놀라운 수학 실력은 세계의 역사
를 바꾸는 중요한 도구가 됐고,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거대한 피라미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글_ 이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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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기록은
어떻게 할까?
지구상에 인류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일까? 아니면 지구가 생성
한 순간부터일까? 어쩌면 그 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우주가 탄생하는 순
간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것 아닐까? 그렇다면 우주는 언제 탄생했을
까? 우주의 탄생이 언제인가는 천문학계의 큰 논쟁거리이지만 많은 천문
학자들은 우주가 100억~150억 년 전 대폭발인 빅뱅(big bang)에 의해 탄
생했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2009년 2월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에
서는 좀 더 정확하게 우주의 나이를 137억년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우주의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허
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와 거리로 추정하는 방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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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 가장 오래 된 별의 나이로 추정하는 방법,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
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도 우주의 나이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천문학자들 사이에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나이가 140억년 안팎이라고 비슷하게 추정
하고 있으며 창세(創世, 처음으로 세계를 만듦)의 순간이 언제인지를 정확
하게 알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에 따르면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6천만년 쯤 된다고 한다.
고대 인류가 시간 기록하는 법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처음에는 비교적 큰 시간인 하루나 한 달 또는
일 년을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고대 인류는 오늘날과 같이 자신
의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짓이나 얼굴 표정
그리고 몸짓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물론 오늘날의 언어와 같이 어떤 물건
에 해당하는 특정한 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의사전달의 대부분은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계절의 변화나 사냥감에 관한 내용이었다. 계절
에 관한 지식은 견과류나 딸기와 같은 식량이 익는 시기를 알기 위해 필요
했다. 또 사냥감이 계절에 따라 어디로 이동하는지와 그것들을 언제, 어디
서, 어떻게 사냥할지에 관한 의견도 나누었다.
고대 인류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찾거나 계절의 변화를 읽는
방법을 익혔는데, 특히 별은 밤에 방향을 찾는 가장 좋은 실마리였다.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시간을 보내던 그들은 별들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떤 별들은 일정한 시간이 흐
르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으며, 어떤 별들은 마치 거인의 시계와
같이 천천히 움직이며 하늘을 가로질러 갔다가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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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고대 인류는 어느 날 북쪽 하늘에서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있는 별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별들이 모두 움직여도 그 별
만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밤하늘의 모든 별들이 이 별을 중심
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북극성이라고 하는 이 별은 하늘에 고정돼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밤에 길을 찾는 이정표가 됐다.
해와 달, 별은 인류 최초의 이정표였을 뿐만 아니라 시계이기도 했다.
주로 지구의 북반구에 살고 있던 고대 인류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의 그
림자가 서쪽을 길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림자는 해가 점점 하늘의
가운데를 향해 뜨면 북쪽을 향하며 점점 짧아졌다. 해가 하늘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기울면 그림자는 동쪽을 향하여 점점 길어졌다. 결국 고대 인류
는 그림자의 길이로 지금이 하루 가운데에서 어느 때인지 짐작할 수 있었
고, 이런 시간의 측정은 사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고대 인류가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만든 시계는 해시계였다.
그들은 해시계 이외에도 물시계, 모래시계, 기름시계와 같은 많은 종류의
시계를 고안해 시간을 측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보다 긴 시간을 측정
하기 위해 달을 활용했다. 그들은 달이 은빛으로 빛나는 둥근 보름달에서
시작해 하루하루가 지나며 점점 작아져 초승달이 됐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믐이 되며, 어둠으로 가득 찬 며칠 밤이 지나고 나면 달은 다시 점점 커
져서 둥근 보름달이 되는 것을 알았다.
고대 인류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간이나 날짜 또는 달을 세는 것은 죽은
사슴이나 곰 그리고 과일의 개수를 세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구체적인
사물을 세는 것은 손가락을 사용해 셀 수 있었지만 하루의 시간이나 날짜
는 손가락으로는 셀 수 없기 때문이다. 고대 인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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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나무에 홈을 파거나 막대기 또는 돌멩이를 하나
씩 옮겨 표시했다. 새김 눈 하나는 하루, 새김 눈 둘은 이틀과 같이 표시
한 것이다. 그들은 달이 찼다가 지고 다시 차는데 거의 30일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0일이 지날 때마다 하루를 표시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새김 눈으로 한 달을 표시했다. 큰 새김 눈 12개를 표시하고 나면 처음
새김 눈을 표시했을 때의 계절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12개의 큰 새김
눈은 360일로 거의 1년에 가까웠다. 이렇게 해서 봄에 시작된 큰 새김 눈
12개가 새겨지면 다시 봄이 됐는데, 이것이 처음 사용된 달력이었다.
윤년(閏年)의 탄생
태양과 달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달력에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30일을 한 달로 하는 것이 음력인데, 정확하게는 29.53일이다. 따라서 음
력의 날짜와 달의 위상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나게 되고 심한 경우 이틀 정
도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를 메우기 위한 것이 윤달이다. 윤달이 있는 해
를 윤년이라고 하는데 특히 2006년과 같은 윤년을 쌍춘년이라고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의 달력은 로마의 황제였
던 카이사르(Caesar, Gaius Julius, BC100-BC44)에 의해 고안된 것으
로 1년을 12달로 나누고 각각의 달에 31일과 30일을 번갈아 사용했다. 1
년이 12달인 이유는 1년에 달의 삭망(朔望,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을 아
울러 이르는 말)이 12번 일어나기 때문이었다. 옛날에도 1년은 365일로
계산했는데, 지금의 달력과 다른 점은 현재의 3월이 당시에는 1년을 시작
하는 첫 달이었다. 3월이 1년을 시작하는 달이었던 흔적은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의 10월이 당시에는 8월이었기 때문에 8을 나타내는 영어
의 접두사 octo가 붙어서 October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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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인류는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 달력과 시계를 만들어냈고
이와 같은 것들은 오늘날과 같은 인류의 문명을
만드는 초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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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의 달력에 의하면 1년은 365와 1/4일이고, 이것은 지구가 태
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1/4일은 4년에
한번씩 2월이 29일이 되는 윤년으로 그 차이를 메우고 있다. 카이사르
의 달력에 의하면 윤년을 사용해도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1
년에 11분의 차이가 났다. 이것이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약 2000
년이 지난 후에는 22000분 즉, 약 366.7시간의 차이가 난다. 이것은 약
15.3일이 된다. 이것을 교황 그레고리 13세(Gregorius XIII, 1502-1585)
가 고쳤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바로 1582년 교황 그
레고리우스 13세가 제정한 ‘그레고리력’이다.
그러나 1년 365일은 태양이 황도상의 춘분점을 지나서 다시 춘분점
까지 되돌아오는 1태양년인 약 365.2422일보다 짧다. 가톨릭교회에서는
가톨릭의 중요한 기념일인 부활절을 춘분 뒤, 첫 보름 다음 일요일로 정
했기 때문에 춘분은 매우 중요하게 됐다. 하지만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당시 3월 21일이었던 춘분이 16세기 중엽이 됐을 때는 3월 11일로 바뀌
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부활절 날짜를 고정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
두됐다. 그래서 4년마다 윤년을 두되, 100으로 나누어지는 해에는 평년
으로 하고 400의 배수인 1600년 2000년 등은 윤년으로 정하게 됐다. 그
래서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에도 2월은 29일까지 있다. 물론
올해와 내년에는 2월이 28일까지 있지만 다가올 2016년에 2월은 29일까
지 있다.
국제 원자시간에 1초를 더하다, 윤초(閏秒)
시간을 측정할 때 달력은 비교적 긴 시간에 필요하지만 작은 시간을
재는 데는 시계가 필요하다. 고대 인류에게는 해시계나 물시계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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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시계를 사용해 단지 아침이나 점심 또는 저녁의 대강의 시간을 알면 됐
다. 하지만 오늘날 시계의 정확성은 배나 비행기의 항해와 통신 그리고 지
구 주위를 운행하는 위성과 위치 정보를 교환하는 GPS와 신호를 주고받
기 위해 필요하다. 정확한 시간은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데
에도, 항공관제 시스템과 국제 경제와 같은 전 세계 컴퓨터 활동에도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개의 시계가 동시에 가리키는 시간은 매우 빠른 통신 시스
템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시계가 필
요하게 됐다.
오늘날 시간의 측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 측정하는 원자 시간과 천문적인 특성을 이용해 측정하는
천문 시간이 그것이다. 휴대 전화기나 TV화면에 표시되는 시각은 원자시
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국제 원자 시간(International Atomic Time)이다.
원자 시간을 측정하는 원자시계는 원자 초에 의해 정확하게 계산되는데,
원자 초는 세슘133 원자가 9192631770번 진동하는 시간으로 정해졌다.
천문 시간(UT, Universal Time)은 지구의 자전에 기초하는 것으로,
1972년에 국제적 표준이 되는 1초를 1900년도의 평균 하루의 1/86400을
천문시간 1초로 정했다. 천문 시간 1초가 하루의 1/86400인 이유는 하루
가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이므로 24×60×60=86400이
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달 때문에 생기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지구의 자
전 속도가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차이는 100년에 24시간의 0.0015
에서 0.002 정도이며,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0.9초이다. 그리고 이 차이
는 세월이 지나며 점점 더 커지게 되므로 원자시간과 천문시간이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된다. 이와 같은 차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둘 중 하나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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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꿔야 하는데, 지구의 자전 속도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원자시간
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때 원자시계에 1초를 더하는 것을 윤초라고 한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지구자전국(IERS, International Earth
Rotation Service)은 천문시간에 원자 시간을 맞춰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
에 윤초에 관한 정보를 공지해 주는 의무를 띄고 있다. IERS에서는 윤초
를 12월이나 6월의 마지막 날에 더하는데, 필요하다면 3월과 9월의 마지
막 날에 끼워 넣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간 조정은 1972년 6월 30일에 공
고된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돼 왔으며 1972년 이후 1999년까지 27년 동안
6월이나 12월에 22번의 윤초가 더해졌다.
그런데 1999년 이후 2004년까지 5년 동안은 윤초가 없었다. 과학자들
에 따르면 달에 의해 만들어진 조수가 지구의 회전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지진, 지구온난화로 매년 남극과 북
극에서 녹고 있는 빙하, 엘리뇨와 라니냐와 같은 지구 기후의 변화가 윤
초를 필요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2005년 12월 31일 세계의 모
든 시계에 1초를 더 늘리는 윤초가 실시됐다. 이때 시행된 윤초는 2005년
12월 31일 밤 23시 59초에서 0시0분0초로 넘어가기 직전 23시 59분 60
초를 삽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3년 후인 2009년 1월 1일 오전 8시 59
분 59초에서 9시로 넘어갈 때 1초가 더 해져 8시 59분 60초라는 임시적
인 시각이 만들어 졌고, 1초 뒤에 9시가 됐다. 앞으로도 약 5년을 주기로
윤초를 삽입해야하지만, 정확하게 다음 번이 언제일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고대 인류는 낮에는 해를 보며 밤에는 달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알아
냈고 그것을 생활에 활용했으며,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 달력과 시계를 만들어냈고 이와 같은 것들

기초과학의 꽃 / 수학, 생활 속 기초과학

335

은 오늘날과 같은 인류의 문명을 만드는 초석이 됐다.
글_ 이광연

336

생활에 밑줄긋는 과학이야기

| 캐모마일

6

아하~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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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지나친 간섭,
성숙하지 못한 사람 키운다
과유불급(過猶不及),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
을 기울일 때도 새겨둘 말이다. 최근 미국 법무부의 통계 전문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간섭이 교우 관계나 사회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벽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은 무엇
인가를 결정할 때, 친구나 가족과 같은 주변 인물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거기서 부모가 간섭
하게 되고 의사 결정을 강요하게 되면, 성인이 돼서도 완벽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의 교우관계와 부모 간섭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교우 관
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부모의 간섭이나 관심이 지나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를 이끈 우데커크 박사는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며, “부모 본인의 의견을 내세우기 보다는 자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자연스러운 트림, 너무 잦으면 병
트림은 숨을 쉴 때나 음식을 먹을 때 위로 과다한 공기가 들어가 식도로 역류하는 현상이다. 숨을
쉴 때 본인도 모르게 생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트림 현상이 너무 잦으면 치
료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중 50%가 너무 잦은 트림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트림을 하면서 위산이 함께 역류한다. 또
한 위와 식도 경계 부위의 괄약근이 이완되면서 공기가 계속 배출되며 트림을 발생하기도 한다. 잘
못된 식습관도 잦은 트림을 유발한다. 음식을 너무 빨리 먹거나 껌이나 사탕 등 간식을 자주 먹으면
그만큼 공기도 함께 삼키게 돼 잦은 트림을 할 수 있다.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위식도 역류 질환과 같은 질병이 원인일
경우 병을 치료하면 된다. 또한 음식을 천천히 먹거나 간식을 줄이는 것과 같이 식습관을 개선하면
잦은 트림이 완화될 수 있다. 드물지만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과 같은 정신과 문제로 1분에도 몇 번
씩 트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호흡법을 교정하거나 인지행동치료를 하면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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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의 DNA 보관 비밀
정자는 난자를 만나기 위해 적합한 모습으로 진화했다. 수억 개의 정자 중에 가장 빨라야 하기 때
문에 머리 크기는 줄이고 꼬리는 길게 늘린 모습이다. 또한 여타 체세포와는 달리 다른 포장법이 필
요하다. 정자의 작은 머리에 DNA를 모두 넣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DNA는 히스톤이라는 단백
질에 감아서 보관한다. 실과 실패에 비유하자면 실이 단백질이고 실패가 히스톤이 되는 것이다.
정자는 프로타민이라는 단백질에 DNA를 감아 보관한다. 히스톤에 감았을 때보다 더 단단히 감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타민에 감긴 DNA가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앨리 밀즈 미국 콜드스프링하버연구소 교수팀은 정자가 ‘Chd5’라는 단백질을 이용해 프로타민에 감
긴 DNA를 푸는 것을 밝혀냈다. Chd5를 이용하면 프로타민에 단단히 감긴 DNA를 쉽게 풀 수 있고,
다시 감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2014년 5월 13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뛰어 놀아야 집중력이 높아진다
방과 후에 신체 활동을 한 아이들은 인지능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 드
러났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채플힐 캠퍼스 공공보건학과 연구팀은 만 7~9세의 아동 221명을 임
의로 선정, 9개월 동안 아이들의 신체 활동 시간과 집중력, 인지 능력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방과 후에 신체 활동을 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집중력이나 인지능력이
2배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 인지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 되는 것도 발견했
다. 지난 2012년에 하루 20분의 신체 활동만으로도 학업 성적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었
다. 이번 연구는 거기에 뇌 기능까지 활성화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연구팀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 또래들과 놀고, 신체 활동을 하면서 집중력과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들도 신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활동을 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소아과학저널’ 2014년 9월 29일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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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심리변화, 아기가 눈치 챈다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아기들이 엄마의 기분을 눈치 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대 연구팀은 생후 12~14개월 된 아기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엄마에게
서 아기를 떼어놓고 5분간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 그리고는 엄마와
아이가 다시 만났다. 이때 아기들에게 심장박동 센서를 부착해 움직임을 관찰했다.
분석 결과, 스트레스를 받은 엄마의 아기들은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의 스트
레스 강도가 심할수록 아기의 심장 박동 속도도 빨라졌다. 엄마의 스트레스를 아기가 눈치 채고 신
체적으로 반응한다는 결과이다.
뉴욕대 테사 워터스 박사는 “아기들은 엄마의 음색이나 표정과 같은 미묘한 변화를 알아채고 이것
으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심리과학(Psychological Science)’ 저널에 실렸다.

산불 예방에는 소나무림 보다는‘혼합림’
건조한 봄에는 많은 산불이 발생한다. 최근 산불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소나무림
을 ‘혼합림’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산에 있는 소나무는 전체 24%를 차지한다. 소나무의 특
징은 상처를 입으면 투명하고 끈끈한 액체가 나온다. 이것은 ‘송진’이라는 물질로 불에 타기 쉬운 탄
화수소 ‘테르펜’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2005년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에서도 소나무림은 전소했지만, 수분을 많이 함유한 활엽
수림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소나무림 일부를 베고 다른 나무를 심어 혼합
림을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원명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박사는 “강원도 삼척
이나 원주에서 평창까지의 도로에 혼합림을 구성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있다”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동백나무와 같은 키가 작은 나무를 조성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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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화된 곡식, 세계는 더 취약해진다
국제열대농업센터와 미국 워싱턴대 등이 참여한 연구팀이 전 세계인의 입맛이 비슷해지면서 곡식
의 종류와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국가 97.3%에서는 밀을 주식으로 재배하고 있
고, 옥수수는 74.3%, 쌀은 90.8%의 나라에서 재배한다. 최근 50년 동안 재배가 급격히 늘어난 품종
이 바로 밀과 옥수수, 콩이다. 그러나 전 세계인의 입맛이 비슷해져 주식으로 재배하는 곡식의 종류
가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겼다. 각 지역이나 나라의 특성에 맞게 기르던 곡식들이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사바 나무나 마의 한 종류인 얌, 고구마 등의 재배량이 4~50% 가량 줄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식문화가 급격히 변한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팀은 세계화와 소비하는 곡식류가 단일화되고 있는 것은 가뭄, 곤충, 질병이나 기후 변화에 취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곡식의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2014년 3월 3일자에 실렸다.

곤충도 비만이 있을까?
작고 딱딱한 곤충도 비만에 걸릴 수 있다.
1960년대 초반에 미국의 한 곤충학자가 곤충 비만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곤충학자는 모
기에게 강제로 먹이를 주입했더니 몸의 절반이 지방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에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루드 쉴더 박사팀이 잠자리의 비만을 연구했다. 수놈 잠
자리는 특정 기생충에 감염되면 가슴과 날아다닐 때 사용하는 근육 주변에 지방이 축적됐다. 지방
이 축적된 잠자리는 정상 잠자리에 비해 오래 날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짝짓기나 자신의 영역을 방
어 하는데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초파리는 비만 연구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곤충이다. 칼로리가 높은 먹이를 초파리 유충에 먹이면 몸
집이 빨리 커지고 살이 찐다. 또한 높은 당도의 먹이를 먹이면 당뇨병과 유사한 증상까지 보인다.
하지만 다 자란 초파리는 키틴질 외골격을 지니고 있어서 살이 쪄도 배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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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옷 세탁하기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에서 골침이 발견됐으므로 그때부터 옷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옷은 피부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에 신
경 써야 한다. 남녀노소 즐겨 입는 청바지는 면에 비해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탁을 할
때는 지퍼를 잠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퍼 부분에 달린 금속 때문에 다른 옷들이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바지와 비슷하게 단단한 소재의 옷들과 함께 세탁을 한다면 굳이 지퍼를 잠그
지 않아도 좋다. 단추가 많은 셔츠의 경우, 단추를 잠그지 않는 것이 좋다. 단추를 잠그면 다른 옷들
과 엉키면서 구멍 부분이 당겨지거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탁을 할 때 세제는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과한 거품이 생성돼, 옷에 세제가 남아 있을 수 있
다. 옷에 세제가 남아 있으면 피부과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세탁물 양에 맞게 권장량을 사용해
야 한다. 또한 옷에 얼룩이 생겼다면, 바로 지우는 것이 좋다. 얼룩을 계속 방치하면 세균이 번식하
기 쉽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유
겨울이 되면 소변이 자주 마렵다. 겨울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신장과 방광의 반응
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신장은 혈액을 여과하면서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하고 노폐
물은 수분과 함께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소변인 것이다. 사람의 체중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하루 우리 몸에서 배출되고 유입되는 수분의 양은 일정하다.
하루에 배출되는 수분은 약 2~2.5리터인데, 소변, 대변, 땀 등으로 나간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땀으
로 나가는 수분의 양이 적어진다. 그만큼 신장이 수분을 재흡수 하면서 소변으로 나가는 양이 많아
지는 것이다. 방광은 추운 겨울에 더 민감하다. 방광을 수축시키는 호르몬, 즉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 양이 증가한다. 이들 호르몬 양이 증가하면서 방광을 수축시켜 소변을 자
주 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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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먹어서’딸꾹질이 생긴다?!
갑자기 생긴 딸꾹질은 정말 ‘몰래 먹어서’ 일까? 미국 의료 전문가인 안드레아 폴 박사는 딸꾹질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기는 것이라며, 배와 가슴 사이를 분리하는 횡경막 수축에 의해 음성
기관이 닫혀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배가 부풀어 오르거
나, 갑자기 숨을 들이마시는 증상들이 겹칠 때 딸꾹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과식했거나, 과음했을
때, 담배 연기와 같은 외부자극으로도 딸꾹질이 발생할 수 있다. 급히 음식을 삼켰을 때도 딸꾹질이
생길 수 있고, 너무 심하게 웃다가도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딸꾹질을 멈추기 위해 숨을 참는다. 폴 박사도 혈류 속 이산화탄소 양을 늘리는 방법
으로 딸꾹질을 멈출 수 있다며, 10~20초 동안 숨 참기, 미지근한 물 마시기, 종이봉투에 입을 대고
20~30초간 숨을 불어넣기 등이 있다. 또한 한방에서는 감꼭지를 물에 달여 먹으면 딸꾹질을 멈추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감꼭지에는 강한 진정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꺾인 꽃은 어떻게 오래 살까
꽃가게에서 구입한 꽃은 꽃병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꽃의 수명은 유전적 요인에 따라 크게 다르다. 그리고 꽃이 자란 환경이나 꽃의 재배 방식도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꽃의 양분이 되는 녹말과 당분은 줄기에 들어 있다. 꽃이 꺾여도 일정량의 녹말과 당
분이 줄기에 있기 때문에 쉽게 시들지 않는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재배된 것일수록, 오후 늦게
수확될수록 꽃의 양분 함량이 높다. 시간이 지나면 녹말과 당분은 사라지지만, 꽃병의 물에서 양분
은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더 갈수록 물에서 얻는 양분도 한계가 있다. 줄기 내에 공기 방울이
나 박테리아가 생겨 양분이 흡수되는 길을 막기 때문이다. 이때, 물에 아주 소량의 표백제를 넣어주
면 미생물이 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꽃의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화훼학
과 존 돌 교수는 “꽃을 얼기 직전의 온도에서 보관하면 수명을 더 늘릴 수 있다. 줄기를 타고 올라가
는 물이 얼지 않으면 추위는 꽃이 시드는 속도를 늦춰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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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 반려동물,
기본교육은 제대로 해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 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랑스러운 반려 동물이지만 기본
적인 교육은 제대로 해야 한다. 오냐오냐 키우다가는 개의 공격성에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
문.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개에게 물려 1만 7359명이 다쳤고 약 4970억 원
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물지 않도록 기
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스페인 코르도바대학 호아퀸 페레스 구아사도 박사팀은 사납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개와 주인과
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사나운 개 711마리의 주인 교육 성향과 개의 종자나
크기, 성별 나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납고 공격성이 높은 개의 약 40%가 주인에게 제대로 된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인이 개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교육하지 않고 키
워서 개의 공격성이 높아졌고 성격이 사나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아퀸 페레스 구아사도 박사팀은
주인에 대한 개의 복종심이 부족해서 개가 사나워 진 것이라며 개의 성격은 꾸준한 교육을 통해 교
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Journal of Animal and Veterinary Advances’에 본 연구 결과가 실렸다.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함량이 소주 수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함량을 조사한 결과, 총 12개의 제품에서 2.6~18.6%까
지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어린이 사용금지’와 같은 경고성 문구가 없어 시급한 대
책이 필요하다. 12개 중 3개 제품의 알코올 함량은 15% 이상으로 이는 소주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맥주의 경우 알코올 함량이 4~5%, 와인은 8~14%, 소주는 17~20% 정도다. 어린이가 구
강 청결제를 실수로 마셨을 경우, 소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
한국산업표준(KS)에서는 알코올 함량을 표시하고, ‘6세 이하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시오.’와 같은 문
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제품은 없었다.
구강 청결제의 경우 알코올뿐만 아니라 색소, 감미제, 착향제와 같은 물질이 들어있어, 어린이나 특
정 물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어른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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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울음소리, 각기 다른 이유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까마귀나 참새만 보더라도 서로 울음소리가 다르다. 그렇다면 새의 울음
소리는 왜 다른 것일까.
새의 울음소리가 종류마다 다른 것은 몸집 크기와 서식지 때문이다.
발성 기관인 명관의 크기에 의해 새의 울음소리는 달라진다. 몸집이 큰 칠면조 같은 경우, 낮은 주파
수로 막을 진동시켜 중저음의 깊은 소리를 낸다. 하지만 몸집이 작은 새들은 높은 소리를 낸다.
펭귄의 경우, 두 가지 주파수의 소리를 동시에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다 다르다. 펭
귄은 수천 마리씩 모여 사는 집단생활을 한다. 그 중에 자신의 배우자나 자식을 쉽게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국 코넬 대학 조류학연구소의 산드라 베렌캠프 명예 교수에 따르면 서식지에 따라 새의 울음
소리가 달라지기도 한다. 나무나 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곳에서는 음조가 높고 짧은 새의 울음소리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음조가 높고 짧은 울음소리를 가진 새들은 장애물이 없는 넓은
풀밭에 산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울림이 적은 톤이나 날카로운 소리를 가진 새들은 수풀에 산다.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이 없는 파의 효능
스트레스를 받을 때 파를 먹으면 마음이 진정되고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파의 방향 성분인 황화아릴이 소화액의 분비를 돕는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파를 먹으면
흥분을 가라앉혀 마음이 진정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다.
파는 특히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가래를 없애주는 등 건강에 도움
이 된다. 또한 북엇국이나 콩나물국에 파를 넣고 끓이면 술 마신 다음날 해장과 피로 회복에 좋다.
파의 녹색 부분에는 비타민A가 많이 들어 있다. 비타민A는 눈 건강에 좋다. 또한 파뿌리에는 알리신
이 많이 함유돼 있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고기를 먹을 때나 생선을 조릴 때 파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B1의 섭취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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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 대장 질환에 탁월한 효과
유자는 레몬보다 비타민 C 함유량이 3배나 많다. 비타민 C가 풍부해 감기와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
려졌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요즘이 제철인 유자가 당뇨나 비만 예방뿐만 아니라 대장 질환에도 효
과가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황진택 박사 연구팀은 유자의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 대장의 염증 세포와 암세포에
치료 반응을 실험했다. 실험 결과, 주정(酒精, spirit)으로 추출한 유자 껍질 물질이 염증 유발과 암 성
장에 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유자 껍질 추출물이 대장암 세포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종 이식 종양 동물의 종양 성장도 억
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이끈 황 박사는 "우리 농산물 유자의 새로운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한 연구였다"며 "유자를 활용해 다양한 식품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고흥군청과 유자식품클러스터사업단의 지원으로 실시됐으며, 국제전문 학술지인
‘Journal of Functional Foods’에 실렸다.

신경세포 이어주는 접착 단백질 발견
국내 연구진이 신경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접착 단백질의 구조를 밝혀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김호민 교수와 연세대 생화학과 고재원 교수팀이 신경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 접착 단백질의 매커니즘을 밝혀냈고, 이 내용을 실은 논문을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
이션스’ 온라인판 2014년 11월 14일자에 발표했다. 시냅스 접착 단백질은 시냅스 형성에 크게 관여하
는 신경세포 막단백질(membrane protein)로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졌다. 시냅스 접착 단백질은 벨
크로처럼 두 개의 신경 세포를 단단하게 연결하는 단백질로 시냅스 형성을 돕는다
시냅스 접착 단백질이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히기 위해 연구팀은 단백질 결정학 기술과 바이오 투
과 전자현미경을 활용했다. 또한 결합의 핵심이 되는 부위도 함께 찾아냈다.
이번 연구로 시냅스 문제로 인한 다양한 뇌질환, 강박증이나 조울증의 발병 원인 규명과 함께 치료
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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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
징그럽거나 더럽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곤충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
과가 발표됐다. 엘사 영스태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생물학과 박사 연구팀은 2012년 12월 미
국 뉴욕에 허리케인이 몰아친 후 곤충의 생태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했다. 조사하기 전에 연
구팀은 뉴욕에 곤충이 많아졌을 것이고, 그래서 음식 쓰레기가 많아졌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 결과, 브로드웨이 도로에 사는 곤충이 1년에 약 900kg이 넘는 음식 쓰레기를 처리해 준다는 것
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감자칩이나 쿠키와 같은 음식을 곤충만 접근할 수 있는 상자에 넣고, 얼마나 많은 양의 음
식이 사라졌는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곤충은 연간 6만 개의 핫도그 분량의 음식 쓰레기를 처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으로 알려진 ‘도로 개미’가 공원보다 도로변에
많이 서식하고 있고, 이것이 도로변이 깨끗한 이유라고 추정했다.
이 연구는 ‘지구 변화 생물학’ 2014년 12월 2일자에 발표됐다.

담배가 남성의 Y염색체 없앤다
여성과 남성은 많이 다르지만 생물학적으로 다름을 이야기할 때, Y염색체의 유무를 들 수 있다. 여
자는 두 개의 X염색체를, 남성은 X와 Y염색체 각각 하나씩 갖고 있다.
최근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교 연구팀은 남성의 Y염색체가 수명,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
혀냈다. 연구팀은 남성 6014명에게서 혈액을 채취, 최고 40년 동안 지켜봤다.
그 결과, 나이를 먹을수록 Y염색체가 줄어들었고, 평균보다 Y염색체가 크게 줄어든 남성은 수명이
평균 5.5년 짧았다. 또한 Y염색체에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 Y염색체가 줄어든 남성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했다.
특히, 흡연자인 경우 Y염색체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이나 운동 부족과 같은 다
름 요인도 함께 조사했지만, Y염색체가 줄어드는 것은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익스프레스’ 2014년 12월 4일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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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술로 해소되지 않는다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이 다가온다. 연말 모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애주가들에게 절주(節酒)는 쉬운 것이 아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술로 풀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술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엠마 차
일즈 교수 연구팀이 술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했다. 연구팀은 성인 남자 25명에게 스트
레스를 주는 실험을 진행했다. 스트레스를 주고 난 후, 참가자에게 알코올이 포함된 주사를 맞게 했
다. 주사를 맞은 후, 참가자들의 코르티솔 분비량을 확인했다. 코르티솔이란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
해 분비되는 물질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참가
자들의 코르티솔 분비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르티솔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심장 박동수나
혈압 수치가 상승했고, 그 시간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더 길게 받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더 마시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를 이끈 엠마
차일즈 교수는 술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스트레
스가 쌓이고 이것이 다시 음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국제 학술지 ‘알
코올 중독: 임상과 실험연구’에 실렸다.

쥐는 치즈보다 단 것을 더 좋아한다
만화 영화 ‘톰과 제리’에 나오는 제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치즈다. 치즈가 있는 곳은 냄새로 찾
아가고, 치즈를 먹다가 천적인 톰에게 들키기도 한다.
하지만, 만화에 나타나는 쥐와 다르게 실제 쥐는 치즈보다 단맛이 나는 음식을 더 좋아한다고 한다.
2006년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데이비드 홈즈 박사의 실험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당시 연구팀은 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보기 위해 치즈를 포함한 여러 음식을 두고 실험을 했
었다. 그 결과 만화와는 달리 곡물이나 과일과 같이 단맛이 나는 음식을 먼저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이끈 홈즈 박사는 쥐를 잡기 위해서는 치즈보다 땅콩버터로 유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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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
올해 다섯 살인 아이에게 한 어른이 ‘너 몇 살이니?’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여섯 살이요!’라고 대답
한다. 거짓말이다. 이 아이는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이것은 아이의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다. 보통 아이들은 4살 정도가 되면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거짓말을 한다.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의 한 심리학자는 아이들의 거
짓말에 대해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털루 대학교의 연구팀이 아이들의 거짓말 빈도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살 아이는 두
시간에 한 번, 6살은 한 시간 반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0살 이후에는 거
짓말 빈도수가 줄어드는데, 이는 거짓말을 들켰을 때 어른에게 혼이 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아이들은 습득 능
력이 어른보다 뛰어나므로 아이 앞에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
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거짓말을 했을 때, 적절한 벌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솔직하고 진실된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다.

손발 물집, 터뜨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운동을 심하게 했다거나 불편한 신발을 하루 종일 신었다면, 손이나 발에 물집을 발견할 수 있다. 물
집을 발견했다면 이것을 터뜨려야할지 터뜨리지 말아야할지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물집을 인위적으로 터뜨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터지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물집
을 터뜨려야할 피치 못할 사정에 놓였다면, 충분히 소독한 바늘으로 물집을 조심히 터뜨리는 것이
좋다. 물집 안은 맑은 색을 띄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가 조금 들어가 약간의 붉은색을 띌 수도 있다.
하지만 노란색이나 녹색을 띈다면 물집 부위가 곪았을 가능성이 있고, 물집 부위가 심한 통증과 함
께 어두운 색깔을 띈다면 대상 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으니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터진 물집이 남긴 상처는 충분히 아물 때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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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인 볼트는
물 위를 뛰어다닐 수 있을까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물위를 뛰어다닌다. 사람도 물에 빠지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을까.
미국 MIT 응용수학과 존 부시 교수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뛰어야 물에 빠지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
는지를 계산했다. 그 결과, 성인 남성이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달리려면 시속 112km로 달려야 했
다. 사람 체중에 따라 값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시속 100km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운 자메이카의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는 100m를
9초 58에 돌파했다. 이는 시속 36km 정도의 빠르기다.
하지만 부시 교수는 빨리 달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했다. 바실리스크 도마뱀의 경우 발이 수면
에 닿을 때 공기주머니가 형성되는데, 이 공기가 없어지기 전에 이동한다. 이때 상당한 다리 힘이 필
요하다며 사람이 물 위를 뛰어다니기 위해서는 15배 정도 다리 힘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고대 의학기술, 천공술까지?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외과수술인 천공술이 고대 시대에 이미 시행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교 인류학과 대니엘 쿠린 교수 연구팀은 페루의 ‘안다훼이’ 지방에
서 서기 1000~1250년 사이에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 32구를 발굴해 분석했다. 연구팀은 시신
의 두개골에서 총 45개의 구멍을 발견했다. 이 구멍들은 크기나 깊이가 다양했는데, 긁개나 칼, 드릴
등 다양한 도구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의사가 두개골의 구멍을 뚫을 위치에 머리카락을 제거한 흔적, 수술 후 상처 부위에 약초로 만든 약
을 발라주는 등 치료의 흔적도 발견됐다. 치료 대상은 머리에 부상을 당했거나 심한 두통으로 고통
받던 사람들이었다.
연구를 주도한 쿠린 교수는 “서기 600년부터 1000년 사이에는 ‘와리 왕조’라는 강성한 제국이 있었
는데, 이 제국의 몰락과 사회적 혼란이 천공술을 성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아메리카 저널 오브 자연인류학’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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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부위의 가려움증은 치유의 증거
피부에 상처가 나면 그에 반응해 피가 난다. 그 후엔 상처 난 자리에 피가 굳으면서 딱딱하게 딱지
가 앉는다. 이것은 상처가 난 부위를 차단해 또 다른 세균으로부터의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참아야하는 고통이 있다. 바로 가려움증이다. 이 가려움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직 상처 부위가 완벽히 보호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딱지가 생겼더라도 외부의
세균이 침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작용하면서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들
이 생겨난다. 그 과정에서 물질들은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이것이 가려움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히스타민은 모세 혈관을 확장해 상처 치료에 필요한 물질이 잘 운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상처가 난 후 발생하는 가려움증은 아직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다는 의미인 동시에 우리 몸이 활
발하게 상처 부위를 치료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숙면의 필수 요소, 베개 선택 기준
동물에게 잠은 생존을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잠을 자면서 중요한 기억을 수집하고 정리한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미국
국립수면연구재단에 따르면 성인 1,500명 중 숙면을 하는 사람은 42%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한
한방병원의 조사에서도 숙면을 하는 사람은 조사 대상 517명 중 48%에 불과했다.
숙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매트리스와 베개, 어두운 조명, 상쾌한 실내공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시중
에 많은 베개가 있지만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숙면에는 어떤 베개가 도움 되는지 아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옆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 털 보다는 라텍스 베개를 추천한다. 라텍스 베개를 베면 아침
에 목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털 베개는 목뼈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사람마다 알맞은 베개 높이가 다르다. 각자에게 맞는 베개의 높이를 재는 방법이 따로 있다.
베개를 바닥에 놓고 베개 가운데를 눌러 최대한 낮게 만든다. 그 상태에서 베개 가운데의 높이가 새
끼손가락의 두세 번째 마디 사이까지 왔을 때, 그때가 똑바로 누웠을 때 자신에게 알맞은 높이다.
베개는 어깨보다 조금 넓은 것이 좋으며, 너무 푹신한 베개는 적당한 높이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
에 적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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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고호관 ●	과학 칼럼니스트로 현재 동아사이언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세경 ●	대학에서 과학학(Science Studies)을 전공했다. 현재는 동아사이언스에 근무하며 과학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김택원 ●	대학에서 생물교육을 전공하다 연구보다는 과학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과
학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에 대학원에서 과학사를 공부했다. 2008년부터
는 동아사이언스에서 근무하며 그동안 알아둔 과학이야기를 엮어내는 콘텐츠에디터
로 활동하고 있다.

김희정 ●	KISTI 홍보실 소속 객원작가, ‘똑똑씨의 과학상식’등 작품 연재
박종관 ●	지리학이 삶의 기본이 돼야 한다는 철학으로 ‘지리학의 대중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
을 벌이고 있는 지형수문학자. 건국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문부성 장학생
으로 도일, 쓰쿠바 대학 지구과학연구과에서 이학박사를 받았다. 귀국 후 조선일보사
에서 국내 최초의 환경전문기자를 역임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활동하
며 일반인들이 지리학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지리여행법’을 발굴, 새로운 체험여행
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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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omile

반기성 ●	연세대 천문기상학과 및 대학원 졸업하고, 공군 기상전대장과 한국기상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선대학교 대학원과 연세대학교 이과대학과 교양학부에서 강의를 하
고 있다. 저서로는 <워렌버핏이 날씨시장으로 온 까닭은?>, <날씨가 바꾼 서프라이징
세계사> 등 15권이 있다.

변지민 ●	과학 칼럼니스트로 현재 동아사이언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변태섭 ●	대학에서 생물학과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사건 현장을 누비는 발냄새 지독한 기자가
되고 싶었고, 2008년 동아사이언스 입사 후 현재 한국일보 사회부에서 기사를 쓰고
있다.

유병용 ●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서 처음으로 배를 알게 되었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
위를 받았다. 해군장교로 근무하면서 해군사관학교에서 조선공학을 가르쳤고 지금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배와 해양플랜트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과학으로 만드는 배>를 쓴
것이 계기가 되어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취미가 되어
과학 칼럼리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필자소개

이광연 ●	성균관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와이오밍 주립대에
서 박사후과정을 마친 후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방문교수를 지냈다. 지금은 한서대학
교에서 수학교수로 있으며 수학이 얼마나 재밌는 학문인지를 알려주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웃기는 수학이지 뭐야>, <밥상에 오른 수학> 등이 있다.

이소영 ●	역사교육과 현대미술사를 공부했다. 대체로 과학과는 멀찍이 떨어진 삶이었으나, 기자
로 일하며 IT업계와 과학의 세계를 만났다. KISTI 과학향기에서 과학칼럼을 쓰기 시작
했고, 과학으로 미술을 읽는 책 <실험실의 명화>를 썼다.

이은희 ●	생물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우연히 블로그에 쓴 글이 책으로 엮여 나
오면서 과학대중서 작가로 데뷔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과학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과
학언론학을 택해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현재는 ‘하리하라’라는 필명으로 과학에 관련
된 칼럼과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다.

이충환 ●	과학 칼럼니스트로 현재 동아사이언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화영 ●	대학에서 생물을 전공하고 2009년 어린이과학동아 기자로 동아사이언스에 입사했다.
호기심이 많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여행하기를 좋아한다. 현재는 건국대 병원 홍보팀
에 근무하며 재미있는 과학을 더 재미있게 쓰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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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9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발행하는 과학신문 ‘사이언스타임즈’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학기술 분야 최신 연구에 관심이 많다.

정홍철 ●	스페이스스쿨 대표이며 우주개발과 로켓관련 전문칼럼니스트이다. <물로켓을 만들어
보자>, <우주개발의 숨은 이야기>, <우당탕탕 우주비행사 학교>등을 저술했다. 우주비
행사캠프나 강연 등으로 우주과학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 강 ●	사람의 겉보다는 안에 더 관심이 있어 정신의학을 전공한 의사. 정신과 의사로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 건강을 잘 챙기는 것 외에 정신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줄이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2013년부터 여러 매체에 정신의학의 넘치는 매력을 최신 지견
의 과학으로 풀어내는 글을 쓰고 있다.

현수랑 ●	과학 칼럼니스트로 현재 동아사이언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 국내외 학술논문 및 프로시딩

▒ 한국·미국·일본·유럽·국제특허

▒ 연구보고서

 •국내외 학술저널 및 프로시딩에

 •특허 통합검색 및 학술논문과 특허

 •국가RnD 연구보고서

 •수록된 학술논문 통합 서비스

 •참증자료 연계 서비스 제공

 •분석리포트

▒ 과학기술 동향
▒ 표준 및 사실정보
		

▒ KISTI의 과학향기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감성 메일진

미래 창의인재의 필독서, 과학향기
<과학향기 캐모마일>은 최신 과학기술 이슈와 지식 그리고 유용한 과학상식 등으로 알차게 꾸며졌습니다. 특히 실생활 속의
다양한 수학 원리를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내었고, 우리나라 명소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속에 담긴 과학 이야기를
흥미롭게 엮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이 석 준

상상력과 창의성 자극하는 KISTI의 과학향기
꽃잎을 우려낸 물을 주면 금세 식물의 생기를 되찾게 해준다는 캐모마일처럼, 과학향기를 접하는 사람마다 그들 속에 잠자고 있
는 상상력과 창의성이 깨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ISTI의 과학향기라는 신선한 자극을 접한 누구나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한 선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