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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갯벌
갯벌의 형성
갯벌은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의 안쪽 깊숙한 곳과 강이나 하천이 있는 곳에서 잘 만들어
진다.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의 안쪽은 해안을 침식하는 파도의 작용이 약하고, 강과 하천이
있는 지역은 육지로부터 퇴적물들이 들어와 펄이나 모래 같은 작고 가벼운 입자들이 쌓이
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육지로부터 운반된 강과 하천 퇴적물 속의 풍부한 영양분이 바다 생
물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또한 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평탄한 부분이 넓게 펼쳐지려면
밀물과 썰물 때 나타나는 조수간만의 차(조차)가 크고 평탄한 지형과 이들이 쌓일 수 있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갯벌을 구성하는 많은 펄 입자는 어디서 왔을까? 이들은 대부분 육지의 흙(토
양)이 비가 와서 침식되어 강이나 하천으로 운반되고 그 중 작은 입자들이 하구를 지나 바
다까지 흘러 들어간 것이다. 이런 이동을 통하여 들어온 퇴적물들이 쌓여 바닷가 주변의 갯
벌이 만들어진다.

갯벌의 종류
바닷가 갯벌은 갯벌을 만드는 큰 원인이 강이나 하천, 파도의 영향, 밀물과 썰물 등의 영
향 등 어떤 것이 주가 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갯벌 같은
경우는 갯벌을 만드는 퇴적물 알갱이 크기에 따라 모래가 많은 모래 갯벌, 주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펄 갯벌, 모래와 진흙 등이 섞어진 혼성(혼합) 갯벌 등으로 구분한다. 퇴적물 입자
를 움직이는 바닷물의 움직임이 강한 데는 모래가 많아지고 움직임이 약한 곳은 펄이 많이
퇴적된다. 그래서 바다로 열려 바닷물의 운동이 활발한 곳은 모래 갯벌이, 육지로 둘러싸여
바닷물의 움직임이 약한 곳에는 펄 갯벌이 잘 나타난다고 한다. 갯벌이 어떤 알갱이 크기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갯벌에 살아가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 수에 큰 영향을 준다.

모래 갯벌 : 갯벌 바닥에 주로 모래 입자들이 많은 곳으로 바깥쪽 바다로 뻗어나가거나
바닷가 쪽으로 육지가 급하게 낮아지는 장소들에서 잘 생겨난다. 이런 갯벌은 대개 좁
게 이루어지고 바닷물 속의 산소가 잘 스며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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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 갯벌 : 알갱이가 작은 점토나 진흙이 많은 펄 갯벌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바닷물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만 등에서 잘 나타난다. 펄 갯벌은 펄이 거의 대부분인 갯벌을 말하
는데, 퇴적물 알갱이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기 어려워 산소도 많지 않다.
혼성 갯벌 : 혼성 갯벌은 위에서 말한 모래 갯벌과 펄 갯벌이 섞여진 갯벌로 모래펄 갯
벌이라고도 한다.
무안 갯벌 : 무안 갯벌은 모래 갯벌, 펄 갯벌을 비롯하여 이들 퇴적물들이 섞인 혼성 갯
벌이 모두 나타난다. 특히 무안 갯벌은 강우에 의해 육지의 이른바 황토가 유입되어 형
성된 갯벌로 다른 지역의 갯벌과 달리 황토 갯벌의 특성을 보인다.

모래 갯벌

펄 갯벌

혼성 갯벌

황토 갯벌

퇴적물 조성에 따른 갯벌의 종류

갯벌의 가치
수산물의 보고 : 우리나라 해안, 특히 서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만이 많이 형성되
어 세계적으로도 이름 높은 갯벌을 가지고 있고 특히 무안 주변 바다에서는 여러 종류
의 물고기(어류), 낙지를 비롯한 두족류, 여러 가지 고둥과 조개 등의 패류들이 많이 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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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수산물의 보고(寶庫)이다. 어류는 숭어, 갯장어, 가자미, 망둥어, 짱뚱어, 복어,
고등어, 농어 등이 알려지고, 특히 낙지는 무안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낙지 생산지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또 무안 갯벌에서는 갯지렁이가 아주 많이
살고 있어 어촌의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갯벌에서는 조
개와 고둥들이 매우 많아 지역의 소득을 올리는 대표적인 수산물로 식탁에 자주 오르는
먹거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갯벌 부근의 바다에서는 수산물들을 잡는 어업
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어업인 양식도 많이 하고 있다. 김이나 굴은 물론 바지락,
새우 등과 여러 가지 물고기들도 갯벌 주변의 바다에서 양식되고 있다.

갯벌에서 잡히는 중요한 수산물인 낙지와 바지락

물새의 서식처 : 우리나라 갯벌은 물새들에게는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아주 소중한
산란장이자 휴식처로 이용된다. 우리나라 갯벌에서 관찰되는 물새는 약 120여종 정도가
알려져 있다. 이들 중에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새들이 많이 사는 대표적인 장소로는 전남 순천시 부근의 순천만을 비롯하여, 충남
서산과 아산 부근 갯벌, 경기 시화 간척지구 등을 들 수 있으며 한강, 금강, 만경강 등
강들의 하구와 주변 갯벌들을 들 수 있다. 또 이 갯벌들은 우리나라에 잠시 머무르다
가는 나그네새들이 보고되는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갯벌에 사는 물새들에 대한 사
람들의 관심은 1971년 이후부터 부쩍 높아졌다. 갯벌을 포함하는 습지가 물새가 사는
장소로 중요하여 세계적으로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에 대한 협약이 이란의 람사르
(Ramsar)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물새와 갯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
었다. 이 협약은 처음에는 물새가 사는 곳으로서의 습지의 보전이나 이용을 강조했으나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복지에 대한 습지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지금은 습지보전과 이용
에 대한 매우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새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띠고 아름다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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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가지는 종류가 많아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새들은 비교적 오래 살고 생물들이 서
로 먹고 먹히는 관계인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때가 많아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
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런데 갯벌에 많은 새들이 살고 찾아오고 한
다는 것은 그 갯벌이 건강하고 갯벌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어떤 장소에 오염물질들이 얼마나 많은 가를 알아보는 연구 등에도 새들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갯벌에 사는 새 (왼쪽 : 청둥오리, 오른쪽 : 괭이갈매기)

오염정화 및 재해예방 기능 : 갯벌은 육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정화하
는 장소이다. 갯벌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부근의 거대한 자연 하수처리장이라 할
수 있다. 오염물질을 줄이는 중요한 작용 중의 하나가 갯벌에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미생
물들이 유기물질들을 잘 분해하여 물의 등급이라 할 수 있는 수질을 좋게 만드는 효과
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다른 예로는 갯벌에 많이 사는 갯지렁이가 하는 일을 들 수 있
다. 갯벌 청소부인 갯지렁이는 갯벌에 굴을 파고 머리 쪽에서 오는 갯벌 퇴적물을 먹고
배설물을 내보낸다. 이런 작용으로 갯벌 퇴적물들이 되돌려지고 갯지렁이가 판 굴이 바
닷물이 잘 드나들 수 있게 하여 자연스럽게 갯벌의 오염을 줄인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게 되면 영양물들이 너무 많아 부영양화된 해양생태계가 상당히 깨끗해지게 된다. 또
한, 갯벌은 오염을 줄이는 역할과 함께 홍수나 태풍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
이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수가 나서 엄청난 양의 물이 빠르게 흐를 때,
갯벌은 물을 저장하고 조금씩 흘려보내서 물을 조금씩 느리게 흐르게 한다. 따라서 갯벌
은 홍수 때의 물의 흐르는 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줄여
큰 도움을 준다. 또한 갯벌은 태풍이 다가올 때 태풍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갯벌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태풍이나 해일이 일어나도 그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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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갯벌은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염물질도 줄이고 공기를 맑게 하는 효
과도 가지고 있어서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
기에 덧붙여 갯벌에는 염생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 이 염생식물들은 육지 쪽의 흙이
쓸려나가는 것을 막아 바닷가 환경을 안정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갯벌 청소부 갯지렁이와 흙 파수꾼인 염생식물 중의 사철쑥

쉼터, 관광, 교육의 장, 연구 장소로서의 갯벌 : 갯벌은 우리에게 많은 먹거리를 주고 물
새들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이며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등의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 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도 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갯벌은 이러한 중요한 가치
들 외에도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 중요한 곳이다. 갯벌은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넉넉한 쉼터 역할을 한다. 물도 맑고 공기 좋은 환경이면서 수많은 갯벌생물들과 물새
들이 뛰노는 갯벌은 사람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다. 아름답고 청정한 갯벌에서
소매를 걷고 갯벌생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생활에 쫒기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내려놓
고 즐기는 좋은 쉼터를 내어줄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 낚시, 새 관찰, 조개 줍기 등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들은 갯벌의 쉼터 역할의 한 부분일 뿐이다. 갯벌이 드러내 보이
는 아름다운 풍경,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 등은 갯벌이 휴식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갯벌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축제와 행사들은 갯벌의 휴식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이다. 갯벌은 쉼터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물새들의 관찰과 여러 갯벌
생물들의 관찰 및 갯벌 자체의 체험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중요한 자연학습의 장을 열어
주고 있다. 교실에서 학습하는 내용에 덧붙여 실제로 갯벌에서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대화하는 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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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것이다. 즉 갯벌은 소중하게 간직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것을
새삼 느끼게 할 것이다. 또한 갯벌은 매우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눈에 안 보이
는 수많은 미생물들에게도 중요한 삶의 보고인 것이다. 이러한 생물들의 생태계와 갯벌
의 자연적인 여러 특징들과 함께 갯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생물학자들은 물론 지형,
지질을 비롯한 매우 많은 분야의 학자들에게 중요한 연구의 터전이 되고 있다. 이처럼
갯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치 외에도 갯벌은 농산물을 기르는 농경지에 비해 거의 100
배 이상의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연구도 있어 갯벌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
고 있다.

갯벌의 보전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대의 선물 중 하나인 갯벌은 바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파괴되고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갯벌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다를 메꾸는 매립과 간
척이며 여러 가지 개발과 양식장 등도 갯벌 파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미 고려시대부
터 매립과 간척사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식량을 더 생산하기 위한 농경지
확대를 위한 간척사업이 계속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도 산업용지와 용수 등을 얻기 위
한 대규모 간척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갯벌은 자연이 준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거대한 간척사업이 계속되어가면서 바닷가의 생태계는 크게 변
화하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변화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도 하였다.
1998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은 1987년과 비교한 건설부 자료의 갯벌에
비해 약 15%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주요 간척사업으로 사라진
갯벌 면적은 810.5 ㎢ 이상으로 실제로는 25% 이상의 갯벌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갯
벌이 줄어들고 갯벌식물들이 사라져가면서 이전의 갯벌생태계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갯벌 주변도 사람에 의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갯벌이 파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가
지 준설공사 등으로 생물의 다양성이 빠르게 감소하고 철새 도래지에 오는 새들의 종류에
도 큰 변화가 오고 있다. 그리고 수산물의 양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갯벌 부근에 지어지
는 관광시설이나 양식장 등의 시설에 의한 변화도 갯벌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일부 외래식물에 의한 갯벌생태계의 변화 역시 갯벌 환경을 변화시킨다.
최근 들어 갯벌을 찾는 사람들이 생물들을 생각 없이 잡고 생물들이 사는 장소를 못 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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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갯벌을 찾는 사람들이 마구 버리고 간 여러 가지 쓰레기들은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갯벌은 오랜 옛적부터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소중한 자원이다. 이
자원은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잘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무안 갯벌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은 육지 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만과 섬들이 많아 해안선이 복
잡하게 굽어들고 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한강, 영산강 등의 많은 강들이 바다로 흘
러들고 있으며 바닷가의 경사도 완만하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인 조차가 큰 것도 갯벌이 잘
만들어지는 매우 좋은 자연환경이라 할 수 있다. 갯벌은 보통 육지의 흙이나 모래 같은 퇴
적물들을 강이나 하천들이 운반하여 바닷가에 쌓이게 하는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또한,
갯벌에는 바닷가에서 깎여진 퇴적물들이 쌓이기도 한다.
무안 갯벌은 우리나라 서남부에 있으며 부근의 함평과 연결되어 육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함해만’에 자리 잡고 있다. 무안 갯벌은 칠산바다와 만나는 입구 말고는 육지로 둘
러싸인 내만으로 길이 약 17 km, 폭 약 1.8 km로 넓이는 344 ㎢ 이다. 해안선의 길이는
109.2 km로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어 세계적인 5대 갯벌 중의 하나로 꼽힌다. 무안 갯
벌은 황토로 유명하여 흔히 무안 황토갯벌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01년, 전국최초로 습지보
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8년에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었다.
무안 갯벌은 생물다양성도 매우 뛰어나 흰발농게와 대추귀고둥을 비롯한 245종의 저서생
물, 45종의 염생식물, 혹부리오리를 비롯한 52종의 새 등 매우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자연
의 생물보고이다. 그리고 무안 함해만에 만들어진 조간대에는 갯골을 비롯한 특징적인 지
형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밀물과 썰물의 차이인 조차 중에서 평균값인 평균조차는 315.4 cm
이다.

람사르 협약
람사르(Ramsar)협약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
약으로서 습지 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 협약의 정식명
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
사르에서 채택되었고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1997년 7월 28일 우리나라는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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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갯벌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2008년
1월 14일 무안군 해제면 현경면 일대의 35.89 ㎢가 람사르 습지 1732호로 등록되어 있다.

습지
습지(濕地, marsh)는 물이 많아 이에 따라 동식물의 생활과 주변 환경이 결정되는 곳이
며, 일 년의 일정기간 이상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다. 람사르 협약에 의하면 건조 시에 수
심의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도 포함하며, 크게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한다.
내륙습지는 육지 안의 습지를 말하는 것으로, 강의 언저리나 냇가 등 담수가 흐르는 곳
에 위치하고 지형적인 원인에 의해 우기에 침수되어 형성되거나 강 유역의 범람하는 토
양이 침적되어 만들어진다. 강바닥이 주위보다 높아 강우량이 적을 때 바깥으로 드러나
고, 화산 폭발이나 빙하의 이동 등 지질작용의 결과로 고지대에 형성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화산이나 습곡, 단층의 활동이 적고 빙하가 덮였던 지역이 거의 없으므로
내륙습지의 발달이 적다.
연안습지는 염습지라고도 하며, 만조 시와 간조 시 물의 높이인 수위와 지면이 만나는
경계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연안습지는 세계 대부분의 대규모 습지를 차지하며 강에 의
해 운반된 퇴적물이 유속이 느려짐에 따라 강 하류나 큰 강의 어귀 또는 하구역에 넓게
퇴적되어 이루어지거나 해수에 의해 육지가 침식되어 이루어진 것들로 삼각주 지역이나
해안 갯벌이 대표적인 연안 습지이다. 연안습지에 주로 서식하는 조류로는 민물도요, 마
도요, 흰물떼새, 슴새 등 170여종이 있으며 주로 관찰할 수 있는 식물은 염분에 내성을
가진 염생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갯벌
서해안과 남해안에 있는 갯벌의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2.4%에 달한다. 서해안
에는 전체 갯벌면적의 약 83%인 1,980 ㎢가 있고 나머지는 남해안에 있다. 지역별로는 그
림과 같이 경기도와 인천이 35%, 충남 13%. 전북 5%, 전남 44%, 경남과 부산이 3%로 경
기와 인천 그리고 전남지방이 우리나라 갯벌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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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비율

합계

2,489.4 ㎢

100.0%

인천 경기지역

872.7 ㎢

35.1%

충청남도

358.8 ㎢

14.1%

전라북도

117.7 ㎢

4.7%

전라남도

1,036.9 ㎢

41.7%

103.3 ㎢

4.1%

경남 부산지역

갯벌의 경제적 가치
2012년 시행된 ‘2단계 연안습지 기초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갯벌 1 ㎢에서 파생되는 경
제적 가치는 63억 1,000만원에 이른다. 한국의 전체 갯벌면적이 2,489.4 ㎢인 점을 감안하면
총 가치는 약 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갯벌은 바지락, 낙지 등의 수산물 생산기능,
생태관광과 연계한 휴식과 여가 제공기능, 바닷물 정화기능, 철새 등의 서식처 제공기능 등
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는 1997년에 갯벌의 경제적 가치가
1 ㎢ 당 99만 달러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이는 농경지의 100배, 숲의 10배에 달
하는 엄청난 양이다.

갯벌의 오염정화 능력
갯벌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대에 위치하며 하천을 따라 흘러내려온 오염물질이 일차
적으로 거쳐가는 곳이다. 오염물질은 염생식물로 이루어진 초지에서 일단 걸러져 쌓이게
되며 퇴적된 유기오염물질은 세균과 식물에 의해 분해되어 이용된다. 또한 갯벌에 서식하
는 게, 갯지렁이, 조개를 비롯한 대형저서생물과 선충류 등의 중형저서생물, 이들을 먹이로
하여 찾아드는 새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갯벌 깊숙이까지 산소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와 같은 산소 공급은 세균의 활성을 높여주어 유기물 분해가 활발하게 일어나도
록 만들며, 이 과정을 거쳐 분해된 유기물은 저서식물과 염생식물의 영양원으로 작용하여
중요한 갯벌생산력의 기반을 이룬다.

1장 갯벌

13 1

갯벌의 유기물 정화능력은 미국 조지아대 오덤(Odum)교수팀의 계산이 널리 쓰이고 있
다. 이에 따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하루에 1 ha 당 21.7

의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영국의 브리스톨대 파키스(Parkes)교수팀이 측정한 강
하구 갯벌의 유기물 분해능력은 하루에 1 ha 당 BOD기준으로 9.8 18.3

에 달하는 것으

로 계산되었다. 영국에서 측정한 값의 경우 대형생물이 배제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갯벌의
유기물 분해능력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갯벌 복원 사업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갯벌 복원대상지를 선정하여 2010
년부터 복원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천, 고창, 신안 등 8개소의 갯벌복원사업을 완료했다.
2016년 현재 강화 동검도, 태안 근소만, 순천만 갯벌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8년
해양수산부는 다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2019 2023)’을 수립하고, 향후 5년
간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중 2023년까지 14개소의
복원사업을 완료해 3 ㎢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3 ㎞에 이르는 갯벌 물길을 회복시킨다
는 계획이다. 갯벌 복원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갈기, 종패 살
포 등의 사업추진 등을 확대하고, 갯벌복원의 브랜드화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활
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갯벌체험 안전사고 대비요령
1. 갯벌 출입 시는 정해진 진입로로 가이드와 함께 출입한다.
2. 갯벌에서 어패류의 패각과 같은 날카로운 것에 다칠 수 있으므로 장화를 착용한다.
3. 자외선 차단을 위해 긴팔 옷과 선크림을 발라 화상을 예방한다.
4. 갯벌에서는 한군데에 오래 서있을 경우 발이 깊이 빠지기 때문에 자주 이동하고, 마치
발레를 하듯이 앞발에 힘을 주어 걷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다.
5. 갯벌에 발이 빠진 경우 반대쪽으로 기어 나오며, 위급한 경우 119의 도움을 받는다.
6. 갯벌체험을 원하는 날과 인근의 조석시간(물이 들고 나는 시간)을 국립해양조사원 홈페
이지(www.nori.co.kr

해양자료실

조석예보)를 통해 미리 알아본다.

7. 최간조시(최소조시 : 물이 다 빠진 시간, 이후 바로 들물이 시작됨) 약 2시간 전부터 2시
간 후까지 갯벌체험이 가능하며, 들물이 시작되는 시간 전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나오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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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갯벌에 갯골이 있는 경우, 넘어가지 않는다. 밀물 시 갯골에 물이 먼저 차 오르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져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9. 갯벌에서 갑자기 안개가 낄 경우 만조시간과는 관계없이 즉시 갯벌에서 나와야 한다.

갯벌체험 요령
1. 갯벌 체험장으로 지정된 곳에 표시해 놓은 탐방로가 있는 경우, 표시로부터 멀리 떨어지
지 않도록 한다.
2. 무분별한 갯벌 생물의 채취 행위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생물들을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보고 관찰하는 것이 좋다.
3. 갯벌은 철새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되도록 큰소리를 낸다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행
위를 삼간다. 너무 가까이에 접근할 경우 철새들이 놀라 날아갈 수 있다.
4. 갯벌은 지역주민의 삶터이므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곳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어
촌계장이나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물에 흘려보내지 않도록 한다.
6. 갯벌체험을 할 때, 모종삽이나 갈고리를 준비하기보다는 카메라, 망원경, 관찰일지 등을
준비하여 갯벌의 여러 유형과 그 곳에 살고 있는 생물을 관찰하면서 자연생태계를 만나
는 것이 보다 교육적인 갯벌체험이다.
7.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끊임없이 갯벌을 정화해내며, 깨끗한 생태계를 유지해주는
갯벌의 주인이므로, 관찰을 위해 채집한 갯벌생물은 잘 살펴본 후에 다시 갯벌로 되돌려
주어야한다.
8. 갯벌체험 전시관과 같은 홍보관 등을 방문하여 간접교육의 효과를 높여 주어야 한다.

1장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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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물새
버드 워칭
‘새 관찰하기’의 외국어 표현으로 새의 종류, 여러 가지 특징적인 모습, 행동, 마릿수 등
많은 것들을 관찰한다. 요즘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새 관찰하기’가 많은 사람들의 취미
로 자리 잡고 있다. 기본적으로 쌍안경이나 필드스코프(field scope)라는 망원경의 일종을
사용하기도 하고 새의 종류를 찾기 위해 많은 새들의 모습을 잘 정리한 책인 ‘조류 도감’의
도움을 얻는다.

탐조 수칙
새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수 사항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조용하고 천천히 다닌다. 새들이 놀라 도망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새들
은 위협을 느끼면 날아가거나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며, 관찰 시에는 자
세는 낮추는 것이 좋다.
둘째, 눈에 띄지 않는 복장을 준비한다.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이나 눈에
잘 띠는 색깔(붉은색, 노란색, 백색 등의 원색)은 입지 않는다. 녹색이나 갈색 등 주위환
경과 비슷한 복장과 모자가 가장 좋다.
셋째, 멀리서 관찰한다. 새들은 감각기관이 예민하므로, 가급적 30m 이상 떨어져 쌍안경
등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다. 텐트나 차 안에 가만히 있으면 새들이 가까이 다가오기도
한다.
넷째, 자신이 관찰한 것을 비교하고 기록한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새들을 만나
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류도감을 준비한다. 수첩, 필기도구 등을 이용해 자신이 관찰한
것을 기록하고, 다른 자료들과 비교한다.
다섯째, 새의 둥지는 손대지 않는다. 번식기(4월 7월)에는 새들이 번식하는 지역에 들어
가지 않고, 쌍안경 등으로 보는 것이 좋다.
여섯째, 돌을 던지지 않는다. 새들이 직접 맞지 않더라도 새들은 놀라게 되면 날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부상당한 새는 대부분 죽게 되므로 절대 돌을 던지지 않는다.
일곱째, 몰려다니지 않는다. 눈에 띄기 쉽고 소란스러우면 새들이 미리 피하므로 몰려다
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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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사진을 찍을 때는 나무를 꺾거나 주변의 풀이나 돌들을 없애지 말고, 둥지 주변
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한다.
아홉째, 바닷가의 물새는 만조 전후 1 2시간이 관찰하기에 좋다. 만조 2 3시간 전 미
리 관찰하기 좋은 장소에서 대기한다.
열째,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차에서 내리거나 소리치지 않는다. 또한, 길이 아닌 곳
으로 다닐 경우, 땅위에 있는 둥지를 망가뜨릴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
연을 보호한다. 낚싯줄과 낚시 바늘은 새들에게 위험하니 바로 수거한다. 함부로 휴지를
버리거나 나무나 풀 등 자연물을 채집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탐조(새 관찰) 도구
쌍안경 : 새는 사람의 8배 내지 40배의 시력을 가졌다. 새는 항상 사람보다 먼저 알아차
리고 경계한다. 이런 때에 가까이 접근한 것과 같은 크기로 볼 수 있는 도구가 쌍안경이
다. 배율은 7 9배인 것이 가장 좋다. 배율이 높으면 무거워지고 시야가 좁아지므로 작
은 새를 발견하기도 대단히 힘들고, 어지럽기도 하다. 오페라용 쌍안경이나 배율이 높은
것(10배 이상)은 밤의 새 관찰에는 적합하지 않다.
망원경 : 바다나 호수 등 쉽게 새에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고배율의 망원경이다. 다만 손에 들고 사용하기는 어려워 삼각대가 필요하다. 이 망원경
과 삼각대를 합치면 상당한 무게가 되므로 어느 정도 쌍안경으로 경험을 쌓은 다음 준비
해도 늦지 않다. 망원경의 배율은 20 25배의 것이 최적이고, 보이는 영상도 선명하다.
조류 도감 : 탐조를 시작해보면 그 새의 이름을 알고 싶어진다. 새의 이름을 알게 되면
흥미는 더욱 깊어지고, 새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된다. 여기에 도감(圖鑑)이 좋은 참고가
된다. 조류도감은 탐조의 중요한 길잡이다. 가능하면 탐조에 직접 쓰이는 야외용과 집에
서 사용할 수 있는 탁상용으로 나누어 구입하면 좋다. 도감은 그림이나 사진이 정확하
고 내용이 충실한 것이라야 한다.
수첩 : 탐조 때마다 관찰한 새의 모습, 환경, 날짜, 특징 등을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어
렵지만 수첩사용은 새 이름이나 새의 습성 등을 익히는 지름길로서 매우 중요한 습관이
다. 야외용 노트는 야외용 도감과 같이 간편한 것이 좋다. 윗주머니에 넣어 언제나 쉽게
꺼내고 넣을 수 있는 크기의 것으로서 비닐 커버를 씌워두는 것이 좋다. 기록할 연필이
나 볼펜은 짧은 것으로 끈으로 수첩에 묶어두면 편리하다. 작은 녹음기를 이용하는 방
법도 좋다. 탐조 지도자의 설명과 자기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녹음해 두면 실감나는 기
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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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 의복류는 탐조 장소와 계절에 따라서 달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가능
하면 홀가분한 복장이 좋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옷의 색깔이다. 화려한 색, 눈에
잘 띄는 색(붉은색, 노란색, 백색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배낭 : 탐조 때 양손을 자유로이 쓰기 위해 배낭이 필요하다. 배낭도 복장과 마찬가지로
색이 화려하고 짙지 않은 것, 방수성이 좋고 주머니가 많은 것이 쓸모가 많다.

쌍안경

탐조 복장

필드스코프

조류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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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새의 마릿수 헤아리기
물새처럼 많은 수가 수 천 마리까지 한꺼번에 보일 때는 대개 100마리 묶음으로 관찰하
는 단위를 생각하여 그 묶음(군집)의 수를 헤아려 새들의 대략적인 전체 마릿수를 계산한다.

새의 깃털
조류는 몸이 깃털로 덮여있다. 깃털은 추위를 막아주고, 몸을 젖지 않게 하며, 날 수 있
도록 해 준다. 또한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 서로를 구분할 수 있게 하거나 보호색을 가져 몸
을 숨길 수 있게도 한다. 이처럼 중요한 깃털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부리로 다듬거나 목욕을 통해 유지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깃털은 마모되고 광택과
색깔 등이 바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깃털갈이가 일어난다. 어떤 종은 1년에 2회의 깃털갈
이를 하는 반면 2년이 지나도 깃털갈이를 하지 않는 종이 있는 등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
하다. 깃털의 갯수는 작은 새의 900개 정도부터 고니의 25,000개까지 몸의 크기에 따라 다
양하다. 예로, 독수리는 718개의 깃털을 가지고 있다. 여름보다는 겨울에 깃털의 수가 증가
한다.

새의 비행
조류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원리는 항공기의 비행원리와 유사하다. 비행 중인 물체는 4가
지의 힘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위로 떠오르려는 양력과 아래로 내려가려는 중력, 앞으로 나
아가려는 추진력과 마찰에 의한 항력에 의해 비행 정도가 결정된다. 비행하는 물체는 위로
떠오르기 위한 양력이 중력보다 커야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추진
력이 공기마찰 등에 의한 항력보다 더 커야만 한다. 따라서 양력과 추진력이 좋은 새는 쉽
게 잘 날 수 있는 것이다.
양력 : 비행이 가능하려면 지구의 중력에 반대되는 힘 즉, 양력이 있어야 하는데 조류는
날개짓을 통해 양력을 만들어낸다. 양력을 만들어내는 원리는 에어포일(airpoil) 즉 날개의
단면과도 관련이 있는데, 위쪽이 둥글고 아래쪽이 평탄하면 같은 공간을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 날개 윗면이 더욱 빨라지면서 압력이 낮아져 몸체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중력 : 중력은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다. 모든 물체는 중력의 지배를 받으므로
날아다니는 새도 역시 중력에 의해 아래로 당겨진다. 떠오르려는 양력이 중력보다 작다
면 결코 날아다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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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력 :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으로, 날개짓을 통해 앞으로 전진한다. 조류는 비행기처럼
추진기를 달고 있지 않으므로 날개를 들어 올리면서 앞으로 내밀고 몸이 따라가는 형식
을 취하여 비행하게 된다.
항력 : 공기의 마찰이나 관성 등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힘이다.

새들의 이동
텃새 : 텃새는 우리나라 안에서 번식도 하고 월동도 하여 머무르는 새를 의미한다. 그래
서 1년 내내 우리나라 안에서 관찰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조류는 아종을 포함
하여 약 590여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텃새는 70여종으로 전체의 12%
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새는 이동하는 철새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된다.
여름철새 : 여름철새는 우리나라의 여름에 번식을 하고 추운 겨울이 되면 중국 남부나
동남아 멀리는 호주까지 내려가서 월동하는 새들을 말한다. 여름 철새에 해당하는 새는
총 60여종으로 전체의 10% 정도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겨울철새 : 겨울철새는 총 140여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하지만 길 잃은 새 중
에서 겨울에 관찰되는 새도 많기 때문에 겨울은 새를 보기 좋은 계절에 속한다. 겨울철
새는 우리나라보다 북쪽인 시베리아나 캄차카 반도 등에서 번식을 하고 추운 겨울이 되
면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새를 말한다.
나그네새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나그네새는 총 160여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
한다. 대부분의 나그네새는 주로 봄, 가을에 관찰이 되며 이 시기를 새들의 이동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그네새는 우리나라를 거쳐 가는 새를 의미한다.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를 거쳐 북쪽으로 이동하거나 월동을 위해 우리나라를 거쳐 남쪽으로 이
동하는 새를 말한다. 상당수의 새들이 주로 봄, 가을철에 관찰된다. 많은 수의 산새와 도
요 물떼새가 여기에 포함된다. 때때로 겨울철에 관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른
겨울에 관찰되었다가 늦은 겨울에 다시 관찰된다.
길 잃은 새 : 길 잃은 새는 총 160여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지만 관찰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운이 좋아야 볼 수 있는 새들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이동 경로를 벗어나 우
리나라에서 관찰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여름철 태풍이 올 때 함께 관찰되는 새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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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 부리
새의 주둥이로 내부는 뼈로 되어 있고, 외부는 대부분 머리카락이나 손톱의 구성 물질과
같은 케라틴(keratin)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새들의 부리는 주변 환경이나 먹이습성에 따
라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다. 왜가리나 백로는 창모양의 부리로 물고기를 찌르듯이 사냥
을 하며, 저어새는 숟가락 모양의 무리로 얕은 물속을 좌우로 휘저으며 먹이를 잡는다. 매
나 올빼미 같은 맹금류는 날카롭게 구부러진 부리로 다른 동물을 사냥해 찢어 먹는다. 솔새
나 개개비 같이 곤충을 주로 먹는 새들은 가느다란 부리를 가졌으며, 나무를 쪼는 딱따구리
의 부리는 길고 단단하며 끝이 끌처럼 생겼다. 콩새나 밀화부리 같이 단단한 씨앗을 먹는
새들의 부리는 원뿔모양이며, 제비나 파랑새처럼 날면서 곤충을 잡는 새들은 부리의 밑 부
분이 넓은 삼각형 보양을 하고 있다. 마도요나 중부리도요는 갯벌에 사는 게나 갯지렁이를
잡을 수 있도록 아래로 길게 휘어진 부리를 가지고 있다.

새들의 소화 기능
주로 곡식이나 식물의 씨앗을 먹는 새들은 먹이를 소화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씨앗들은
고기와 달리 딱딱해서 이빨로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들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모이 주머니(소낭), 전위, 모래주머니(사낭)라는 세 가지의 특이
한 소화 기관이 발달하여 있다. 소낭이라고 하는 모이 주머니는 식도의 중앙 조금 아래쪽에
있다. 식도와 이어진 부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곳에는 먹이를 임시로 저장할 수도 있다.
위와는 달리 소화 효소를 분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이주머니에서 소화는 일어나지 않는
다. 전위에서는 소화액이 분비된다. 따라서 전위에서는 화학적인 소화가 일어난다. 모래주
머니는 두꺼운 근육성 주머니로, 모래주머니에서는 모래와 같은 작은 조각으로 단단한 먹
이를 부수는 물리적인 소화가 일어난다. 모래주머니는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듯한 운동을
통해 먹이를 모래와 뒤섞이게 하여 잘게 부수고 갈아 준다. 이러한 탓에 우리는 가끔 새들
이 모래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소화시키지 못한 찌꺼기는 신속하게 밖으로 배출하기도
한다. 새들은 장의 길이가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빠른 배설을 통해 몸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새들의 발
새들의 발은 발목뼈와 4개의 발가락으로 되어 있으며, 종류에 따라 발가락의 형태와 배
치가 다르다. 매나 수리처럼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새들은 강한 발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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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물에서 헤엄을 치는 오리류는 물갈퀴가 발달하였다. 대부분의 시간을 하늘을 날며 지
내는 칼새류의 발은 매우 연약하며, 논병아리류의 발가락은 나뭇잎 모양의 판족으로 되어
있어 물속을 빠르게 헤엄칠 수 있다.

에소그램
에소그램(ethogram)이란 어떤 동물의 행동 특성에 대한 상세한 그림 및 조사 기록을 의
미하며, 시간적, 행동 순서적, 그리고 빈도적 측면에서 특정 종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에소그램은 1) 방해 받지 않은 상태의 동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2) 명확하고 정확하게 관찰된 행동 패턴을 묘사하고, 3) 자세히 묘사한 행동 패턴을 조직화
하여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구분된 행동 요소를 모아 관련된 행동 요소와 그룹을
형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행동 요소는 먹이를 먹는 섭식 행동, 싸움 행동, 그
리고 번식 행동과 명백히 관련되어 있다. 종에 익숙해지면 그 종에 대해 만들어진 카탈로그
(catalogue)는 보다 완벽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관련된 행동을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새
우리나라는 동물지리구계 구분상 구북구에 속한다. 대체로 열대지역의 동양구를 제외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물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예컨대,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간주한다면 서로 유사한 생물상을 공유한다는 의미도 된다. 반면에 구북구 지역의 새들은
북아메리카 지역에 해당하는 신북구 새들과는 분류학적 종들이 크게 다르게 구성되지만, 북
반구의 같은 기후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구성 종들의 생활형은 서로 비슷한 점을 가진다.
우리나라 조류구성은 계절에 따라 이동성이 높은 철새들의 점유율이 높고 이들 철새들
가운데 물새에 해당하는 종류가 많다. 겨울철에는 광활한 동토였던 고위도의 시베리아의
툰드라 일대가 새들의 번식기인 여름철에는 습지의 형태로 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는 우리나라의 조류구성에서 겨울철새와 나그네새의 비중이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여름철새는 대부분 곤충을 먹이로 하거나 얼지 않는 물가에서 수서생물을 먹는 새
들로 이루어진다. 봄철에 우리나라에 와서 번식을 하고 살아가다가 겨울의 기후 및 먹이조
건이 맞지 않게 되면 더욱 남쪽으로 이동하여 겨울을 나는 종류들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에
서는 백로류 및 물떼새류 일부와 다양한 산새들이 여름철새에 속한다.
사계절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새를 우리는 텃새로 구분하는데, 우리 생활주
변에서 비교적 흔히 보는 참새, 박새, 딱새, 까치, 멧비둘기, 꿩과 같은 새들이 대표적인 텃
새들이다. 우리나라만으로 좁혀서 언급할 때, 한국의 고유종 또는 특산종에 해당하는 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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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크낙새가 가장 근접한 후보종이나, 현재는 동남아시아 종의 아종
으로 취급되고 있어 제외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새들의 종구성으로 볼
때 대부분 이동성이 높은 철새들의 비중이 큰 것을 감안한다면 동아시아 특산종 조류로서
국제적으로 희귀한 새들이 매우 많이 포함된다. 두루미, 재두루미, 황새, 따오기, 저어새, 노
랑부리백로, 청다리도요사촌, 넓적부리도요, 검은머리갈매기 등이 그것이며 이들은 동아시
아 특산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특산종들이라 볼 수가 있다.

무안의 새
가마우지 : 섬이나 바닷가의 암초나 암벽에서 모여서 번식하며 겨울을 난다. 목, 윗머리,
뒷머리, 뒷목은 검은색이며 쇠붙이 같은 번쩍거림(광택)이 있다. 부리 주위에서 눈 가장
자리까지는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고 가슴, 배, 옆구리, 허리 등은 검게 쇠붙이처럼 빛난
다. 다리는 검은색이다.
검은머리물떼세 : 몸길이 약 45 cm 정도이다. 이마와 목이 검정색이고 부리와 다리는 붉
다. 아래는 흰색이다. 부리는 길지만 두껍지 않고 앞에서 보면 얇은 칼날 모양이다. 갯벌
에 부리를 깊숙이 넣고 지렁이나 조개 등을 먹는다.
고니 : 흔히 ‘백조’라고도 부르며 얕은 곳에 산다. 둥지는 짚이나 이끼를 가지고 원뿔 모
양으로 만든다. 천연기념물 제201호로 전체색은 흰색이며, 부리는 황색이고 부리 끝에서
콧구멍의 뒤쪽까지와 아랫부리는 검은색, 다리는 검은색이다.
고방오리 : 전체 길이에서 수컷은 64 74 cm, 암컷은 52 57 cm. 목이 가늘고 긴 오리
이다. 수컷의 머리는 갈색, 목과 배는 흰색, 등과 옆구리는 회색, 중앙의 꼬리깃은 검은
색이며 꼬리는 길고 뾰족하다. 둘째 날개깃의 하단부는 금속광택이 나는 갈색과 녹색이
며, 상단부는 흰색이다. 발은 회색이며 암컷의 머리는 갈색이다. 부리는 회색이고 꼬리
는 약간 뾰족한 형태이다.
깍도요 : 몸길이 약 30 cm로 꼬리는 짧고 부리가 길다. 몸은 짙은 갈색으로 머리 등에
는 밝은 줄무늬가 있다. 한국에는 4월과 9 10월에 큰 떼를 지어 날아와 논 연못가에
서 살며, 두세 마리씩 나뉘어 갈대밭이나 벼 그루에 숨어 다니며 지렁이 곤충 잡초의
씨 등을 찾아 먹는다. 암컷은 알을 한번에 4개 낳으며, 알은 녹황색이나 회색이 감도는
황갈색 바탕에 흑갈색의 반점이 뚜렷하다.
노랑부리백로 : 전장 53 56 cm. 온몸이 흰색이며, 번식기에는 뒷머리에 20가닥 이상의
장식깃이 발달하고 부리는 노란색이다. 비번식기에는 부리가 검게 변한다. 다른 백로류
와 구별하기 어렵지만, 다리는 쇠백로와 같이 노란빛이 도는 녹색이다. 해안 도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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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번식한다. 맨 땅에 명아주나 비쑥 등의 마른 가지를 모아 조잡한 둥지를 만들고 엷
은 청록색의 알을 2 4개 낳는다.
노랑부리저어새 : 천연기념물 제205호로 혼자 또는 작은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 쉴 때는
한쪽 다리로 서서 목은 뒤로 돌려 등 위에 올려놓는 행동을 한다. 몸 전체가 흰색이며
주걱모양의 부리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먹이를 먹을 때는 부리를 물속에서 휘젓는다.
부리 끝은 노란색이고 다리는 검다.
말똥가리 : 전장 51 56 cm. 암수 모두 깃의 색깔에는 변화가 많지만 큰말똥가리보다
작으며 보다 짙은 암갈색이다. 꼬리는 일반적으로 줄무늬가 불확실하다. 머리는 갈색이
고, 멱, 가슴, 배와 아래꼬리덮깃은 황갈색이다. 부리는 암갈색 또는 검은색이고, 다리는
황색이다. 잡목림에 둥지를 튼다. 둥지는 지상에서 7 12 m의 높이에 있는 경우가 많으
며 주로 나뭇가지를 쌓아올려 둥근 모양의 둥지를 만든다. 엷은 청색 또는 푸른색 바탕
에 적갈색의 큰 얼룩무늬가 있는 알을 2 3개 낳는다.
뿔논병아리 : 전장 48 cm. 가장 큰 논병아리이다. 겨울에는 긴 목에 흰색의 멱과 진한
다발 귀깃이 특징적이다. 부리는 핑크색이고 큰논병아리와 같이 황색과 검은색을 띠지
않는다. 날 때에는 날개에 흰색의 띠가 뚜렷하다. 여름에는 머리측면에 뚜렷한 밤색 깃
과 긴 다발의 귀깃이 있다. 호소나 습지의 갈밭, 줄풀, 골풀 등이 무성한 수면이나 물가
에서 번식한다. 수초들을 주재료로 접시모양의 둥우리를 틀며, 알은 엷은 청색 또는 흰
색이고 보통 3 5개 낳는다.
민물가마우지 : 전장 89 102 cm. 암컷과 수컷의 이마, 머리꼭대기, 뒷머리, 목은 검은색
이며 남빛 녹색의 광택이 있다. 부리주위에서 눈 주위에 걸쳐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며
노란색이다. 매년 1월경 머리꼭대기, 뒷머리, 목에는 흰색의 가는 실모양의 장식깃이 생
긴다. 어깨사이, 등, 가슴, 배, 옆구리, 허리, 꼬리덮깃은 검은색이고 남색을 띤 녹색의 금
속광택이 있다. 매년 1월경이면 허리양쪽에 삼각형의 큰 흰색 얼룩무늬가 생긴다. 부리
는 갈색이고, 다리는 검은색이다. 가마우지와의 차이는 등이 전반적으로 갈색을 띠는 점
이다.
쇠백로 : 전장 56 cm. 작은 백로류로 온몸이 균일한 흰색이며, 번식기에는 머리꼭대기에
2개의 긴 장식깃이 있다.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이고 발은 노란색이다. 행동이나 나는 모
습이 다른 백로류와 유사하지만 머리의 장식깃과 발의 노란색이 특징적이다. 중대백로,
왜가리, 황로 등과 함께 집단 번식한다. 나뭇가지 위에 엉성한 둥지를 만들고 청록색의
알을 3 5개 낳는다.
알락꼬리마도요 : 몸 전체가 갈색이고, 깃털 가장자리는 붉은 갈색이며, 목 앞쪽에는 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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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갈색 세로무늬가 있다. 가슴과 배는 노란 갈색 바탕에 검은 갈색 세로무늬가 보인다.
부리가 길고 아래쪽으로 구부러져 있다. 혼자 또는 수십 마리 이상 큰 무리를 지어 다닌다.
왜가리 : 전장 91 102 cm. 한국에 서식하는 백로, 왜가리류 중 가장 큰 종류이다. 등은
회색, 배는 흰색이고 가슴 옆구리에는 회색의 줄무늬가 있다. 머리는 흰색 이고 검은색
의 줄이 눈에서 뒷머리까지 연속되어 길고 우아한 댕기모양을 이룬다. 날 때에는 목을 S
자 모양으로 굽힌다. 부리와 다리는 계절에 따라 노란색에서 분홍색까지를 띤다. 침엽수
와 활엽수 교목림에서 다른 백로류와 함께 집단으로 번식한다. 지상에서 8 30 m 높이
의 나뭇가지에 조잡한 접시모양의 둥지를 만들고 청록색의 알을 3 5개 낳는다.
저어새 : 전장 73.5 cm. 여름깃은 온 몸이 흰색이지만 뒷머리에는 황갈색의 긴 댕기와
같은 장식깃이 있으며 목 아랫부분에는 황갈색의 목테가 있다. 겨울에는 장식깃과 목의
진한 황갈색 테가 없다. 암컷은 수컷보다 약간 작을 뿐, 색깔은 거의 같다. 눈 주위와 이
마, 턱 밑, 멱 윗부분은 드러나 있으며 검은색이다.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이다. 산란기는
7월경이고, 흰색에 엷은 자색과 엷은 갈색의 반점이 흩어져있는 알을 4 6개 낳는다.
좀도요 : 전체 길이 약 15 cm. 여름에는 등이 짙은 갈색으로 얼룩진다. 멱과 가슴 옆에
밤색 반점이 있으며 배는 흰색이다. 겨울에 등의 밤색은 회색으로 대치되나 어깨에는
얼마간의 밤색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보통이다.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이다. 툰드
라와 물가 습지의 풀밭이 있는 오목한 곳에 접시 모양의 둥지를 만든다. 엷은 황갈색과
녹갈색에 진한 적갈색과 회색 반점이 있는 알을 4개 정도 낳는다.
중대백로 : 전장 89 cm. 가장 큰 백로류이다. 온몸이 균일한 흰색이며, 번식기에는 어깨
에 장식깃이 발달하여 꼬리 밑까지 미친다. 가슴에도 긴 장식깃이 있다. 다리와 발은 검
은색이다. 눈 앞에는 녹색의 피부가 드러난다. 여름철에는 부리가 검은색이나 겨울에는
노란색이다. 집단번식하며, 나무 위에 지상으로부터 2 20 m 정도의 높이에 나뭇가지를
모아 접시모양의 조잡한 둥지를 만든다. 청록색의 알을 2 4개 낳는다.
중부리도요 : 전장 43 cm. 마도요와 비슷하나 더 작으며 부리는 비교적 짧고 더욱 굽어
져 있다. 머리꼭대기 중앙에는 가는 밝은 색의 선이 있으며 양쪽에는 넓은 어두운 색의
선이 있다. 윗꼬리덮깃에는 갈색 가로띠가 있다. 봄과 가을에 통과하는 흔한 나그네새이
다. 가을보다는 봄에 보다 많은 무리가 눈에 띈다.
청다리도요 : 전장 31 cm. 등은 회색이고 허리는 뚜렷한 흰색이다. 배는 흰색이며, 여름
에는 가슴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다. 부리는 검은색이며 길고 끝이 약간 위로 구부러져
있다. 다리는 길고 녹청색을 띤다. 날 때에 꼬리 뒤로 다리가 나와 있다. 봄과 가을에 흔
히 통과하는 나그네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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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둥오리 : 둥지는 물가 풀숲 땅 위에 마른 풀잎 등으로 만든다. 오리 종류 중에서 가장
잘 우는 새로 흔히 집오리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 수컷 머리는 푸른 녹색이며(암컷은
흑갈색), 수컷 목에는 가는 흰 띠가 있으나 암컷은 없다. 앞가슴은 진한 갈색이고, 배, 옆
구리 등은 흐릿한 회색이다. 수컷의 부리는 노란 녹색으로 끝이 검고 암컷은 회색을 띤
녹색이다. 다리는 주황색에 가깝다.
큰뒷부리도요 : 전장 38 cm. 지상에서는 흑꼬리도요와 비슷하나 부리는 보다 짧고 더욱
위로 굽어져 있다. 날 때에는 날개의 흰색의 띠와 꼬리의 검은색의 띠가 없다. 등은 회
색을 띤 갈색이며 꼬리에 조밀한 줄무늬가 있다. 여름깃의 안면, 목, 가슴, 배는 밤색이
고 겨울에는 흰색으로 검은 갈색의 가로띠가 있다. 부리는 검은색이고 밑 부분은 살갗색
이며 다리는 검은색이다. 흑꼬리도요 또는 그 밖의 도요새 무리에 섞여 봄과 가을에 흔
히 보이는 나그네새이다.
해오라기 : 전장 58 71 cm. 중형의 왜가리류. 목은 짧고 두꺼우며, 머리와 등은 광택이
나는 검녹색, 날개와 꼬리는 회색, 얼굴, 배면과 윗목에 길게 발달한 1 3 가닥의 장식
깃은 흰색이다. 눈은 크고 붉은색이다. 유조(어린 새)의 등은 밝은 색 반점이 있는 담황
색과 갈색이며, 배에는 옅은 녹색과 갈색의 줄이 있다. 눈은 밝은 노란색에서 주황색까
지 다양하다.
황로 : 우리나라에서는 개체수가 많지 않은 여름새로 늦봄에 우리나라에 잠깐 머무를
때는 논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다른 백로보다 작고 통통하다. 여름 깃은 가슴과 어깨 사
이 깃이 노란 갈색이고 머리꼭대기의 다발로 난 깃털이 특징적이다. 다리와 발은 어두운
갈색을 띤 녹색이다.
황조롱이 : 전장 33 35 cm. 먹이를 찾으면서 공중을 선회하며 일시적으로 정지 비행하
는 습성이 특징적이다. 수컷은 밤색의 등에 갈색의 반점이 있으며, 황갈색의 밑면에는
큰 검은색의 반점이 흩어져 있다. 머리는 회색, 꼬리는 회색에 넓은 검은색의 띠가 있고,
끝은 흰색이다. 암컷의 등은 진한 회갈색에 암갈색의 횡반이 있다. 꼬리는 갈색에 어두
운 색 띠가 있다.
흰물떼세 : 바닷가의 모래밭, 강 하구의 삼각주, 간척지에 사나 가끔 산에 있는 논이나
물이 고인 곳에서도 보인다. 큰 무리를 이루고 온대에서 열대까지 세계에 널리 분포하
며, 겨울에는 기후조건에 따라 옮아가거나 머물러 살기도 한다. 수컷 여름 깃의 이마는
흰색이며 이마와 정수리 사이에 검은 띠가 있다. 정수리 뒷머리 뒷목은 연한 적갈색
이다. 정수리 바로 아래쪽 이마에 검정색 얼룩무늬가 있고 가슴 양쪽에는 짙은 갈색 띠
가 보이며, 부리와 다리는 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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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염생식물
식물과 환경
식물 세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화학 반응은 모두 물을 매체로 하여 이루어
지므로, 물은 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다. 예를 들어, 씨는 상당
히 건조한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지만, 수분이 없어 완전히 마르면, 죽어버리고 만다. 또한,
수분이 아주 적을 때, 씨는 휴면 상태에 놓여 있으며 결코 싹이 트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
한 물과 함께 적당한 온도와 산소가 제공되면, 대부분 싹이 튼다. 한편, 싹이 트고 자라서
대기 중에 가지와 잎을 낸 식물은 증산에 의해 많은 양의 물을 잃어버리므로, 그 양 만큼의
물이 항상 식물체 안에 보급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식물의 생활환경을 살펴보면, 물을 빨
아들이기 쉬운 환경이 있는가 하면 사구나 사막 등과 같이 물이 부족한 환경도 있는데, 식
물의 형태나 생활형은 이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식물의 물에 대한 적응형은 여
러 가지 환경 요인에 대한 적응형 중에서 특히 잘 발달되어 있다.

툰드라 식물
툰드라(tundra) 지역은 가장 더운 날의 평균 기온이 0

10

사이인 곳으로, 툰드라 지

역 기후 및 온도가 이보다 높으면 “냉대기후”, 이곳보다 온도가 낮으면 “빙설기후”라고 부
른다. 툰드라는 지하에서 일 년 내내 녹지 않는 “영구 동토”가 위치해 있고, 강수량이 굉장
히 적은 지역이다. 툰드라 지역은 일 년 내내 얼어있는 “영구 동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
에 여름에도 지하는 녹지 않고 꽁꽁 얼어있지만 지표는 여름에 잠깐 녹아 여름철의 2 3주
이내에 재빠르게 꽃을 피우고 번식할 수 있는 식물들이 자라게 된다. 대표적으로 툰드라 지
역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꽃이끼, 우산이끼, 솔이끼와 같은 이끼류나 황새풀과 같은 작은 풀
또는 앞서 설명한 작은 나무인 관목들도 등장한다. 툰드라 지역의 식물들의 특징은 온대 지
방의 식물의 성장속도와 유사하지만 생장기간이 짧은데, 일년생 식물이 드물고 다년생 식
물이 대다수이다.

사막 식물
일반적인 지역에서의 식물들은 낮에는 광합성을 하여 산소를 방출하고, 밤에는 호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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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그러나 사막지역에서는 일정한 시기에만 비가 내리지만, 다
른 시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매우 건조한 환경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
로 사막의 식물들은 짧은 시기 동안 비 오는 시기에 맞추어서 잘 적응하여, 그 길지 않은
시기 동안에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을 피워, 종자를 생산하여 식물의 한 생활사를 마감하
기도 한다. 그래서 단 몇 주 동안 화려한 색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도 한다.
사막에 주로 사는 선인장을 포함한 일부 캠(CAM) 식물은 큐티클(cuticle)층이 두껍고 다
육질이면서 표면적이 작은 잎을 가지고 있으며, 사막처럼 수분이 부족한 곳이거나 또는 밤
낮의 온도차가 큰 환경에 적응한 식물이다. 뜨거운 낮에는 기공을 닫음으로써 수분 손실을
막고, 선선한 밤에 기공을 열어 이산화탄소를 고정한다. 즉, 낮에는 기공을 열어 수분을 손
실하는 대신 적은 양의 명반응 광합성을 하여 생산물을 포도당으로 완전히 변환시키지 않
고, 중간과정의 산물로 몸에 저장하였다가,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포도당으로 변화시
키고 부산물인 산소를 방출한다. 사막의 대표적인 식물인 선인장은 잎을 가시로 변화시켜
서 건조한 조건에 잘 견딜 수 있게 진화되었다.

사바나 식물
사바나 지역에는 목초 비슷한 초본이나 군데군데에 교목 등이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는 줄기에 물을 저장하는 바오바브(baobab) 나무로 잘 알려진 아단소니아(Aadansonia)속 또
는 대극(Euphorbia)속이 많은데, 아카시아류도 드문드문 자란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유칼립투스(Eucalyptus)류가 많다. 관목은 군데군데 ‘부시(bush)’라고 부르는 덤불숲을 이루는
데, 이들 식물은 모두 땅 속의 지하부가 잘 발달되어 있어 건조에 잘 견딘다. 한편, 사바나
(savannah)보다 더 건조한 지대에는 사막이 발달한다. 사막에는 식물이 매우 적고 독특한
풍경을 나타내므로, 그 곳의 식물은 오래전부터 흥미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사막 식물이 심
한 건조에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중 하나가 선인장류
처럼 다육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선인장류의 식물체에는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기공이 깊이 묻혀 있어 물의 소비가 아주 적다. 이들 선인장류는 아침 이슬이나
때때로 내리는 빗물을 식물체에 저장하였다가 그것을 조금씩 소비하면서 생활을 한다. 이
밖에, 또 다른 이유로는 뿌리의 흡수력이 커서, 토양 속의 적은 물도 잘 빨아들일 수 있다
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식물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므로, 모래 속 깊은 곳에 있는 물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래 언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통보리사초도 땅위의 부분은 금
방 말라죽을 듯이 보이지만, 뿌리를 깊이 내려 물을 잘 빨아들이므로 살아남는 데는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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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생식물
염생식물이란 염분이 있는 땅(염습지)에 사는 식물을 말한다. 해변이나 해안 사구, 내륙
의 염분이 많은 지역에 서식하는 육상 고등 식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자
라는 염생식물은 총 16과 40여종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서남해안 갯벌(해빈)의 상부에 그 군
락이 잘 발달한다. 염생식물은 첫째, 먹이연쇄 기초생산자 역할로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풍부한 유기영양염류와 해양으로부터 유입되는 무기영양염류로 인하여 종간에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둘째, 오염물질의 정화 기능으로 육상으로
부터 유입되는 각종 생활하수, 농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직접 흡수하여 연안해역의 부
영양화를 방지하고 간접적으로는 염생식물의 뿌리가 토양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산소와
영양물질을 공급하거나 생리활성 물질을 공급하여 줌으로써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잘 분해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셋째, 다른 생물의 서식처 역할로 갈대나 그 밖의 염생식물은
게, 고둥, 갯지렁이 등의 서식처 역할과 이들 생물의 피신처를 제공하여 이들이 잘 살아가
게 한다. 넷째, 유용 식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해안 염습지와 같은 독특한 생태계는 전세
계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희귀한 곳이며, 이곳에 자라는 염생식물로부터 육상생태계에서 발
견할 수 없는 유용한 유전자원이나 신물질이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다. 다섯째, 심미적 가
치를 들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해안염습지는 해안으로부터 육지 쪽으로 칠면초, 퉁퉁마디,
가는갯능쟁이, 갯개미취 등이 차례대로 긴 모양의 띠를 형성하며 분포(대상분포)하여 해안
염습지를 붉게 물들임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이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심미적 가치를 가
진다.

광합성
지구상의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화합물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화학 작용으로, 지구
상의 생물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화학 작용의 하나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삶
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박테리아의 번식을 비롯하여 콩이 싹을 틔우고 나
무가 자라며, 우리가 태어나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의 이 모든 삶의 과정은 에너지에 직접적
으로 의존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움직이고 전기 기구를 사용하며 온갖 산업
시설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석유, 석탄을 연소시킬 때, 혹은 원자의 분열에서 생겨나는 에너
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생물이 존속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간략히 말하면 에너지라 볼 수
있다. 에너지의 전환과 저장은 생물의 최소 단위인 세포에서 일어나며, 에너지는 화합물 형
태로 저장된다. 모든 생물은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물을 생체 내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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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원의 기본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이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세기와 파장이 중요), 물과 이산화탄소, 온도라는 주요소 외
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소금과 식물의 성장
식물의 성장은 빛이나 온도, 공기 성분 및 물이나 양분의 공급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
한 토양 속의 유해한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토양의 성분이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농업용 식물은 뿌리에서 시작된 관이 줄기를 거쳐 잎까
지 이어지는 관다발 식물이다. 원뿌리가 수직으로 뻗어나가며 식물의 몸을 땅에 고정시키
면 곁뿌리가 자라면서 토양 속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관다발을 거쳐 몸 전체로 보낸다.
곁뿌리의 내피층은 수분 속 용질을 걸러내는 반투과성 막의 작용을 한다. 토양에서 빨아들
인 수분과 영양분 중에서 유용한 물질과 유독한 물질을 구분하는 것이다. 염분의 흡수를 막
는 것도 뿌리 속 내피층이 담당하는 기능이다. 염분이 높아지면 삼투압이 높아져 식물이 수
분을 빨아들이기가 힘들어지며 오히려 수분을 빼앗길 수도 있다. 게다가 특정 이온이 과다
하게 흡수돼 체내 불균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는 뿌리가 성
장을 멈추고 결국 식물이 자라지 않는 것이다.

염생식물의 생존
염생식물은 줄기와 잎이 중앙에 큰 액포를 가진 점액세포를 갖고 있으며, 세포와 점액세
포 사이에 물을 저장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염생식물의 줄기와 잎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세포액 중에서 높은 염류농도가 묽어져 염해가 방지된다. 어떤 염생식물은
염샘과 염낭을 갖고 있다. 염샘은 식물체 내부에서 외부로 K+, Na+, Ca2+, Mg+, CI -, SO42와 같은 염류를 배출하게 하거나, 식물체내 염류를 염낭으로 이동시켜, 정상적인 생리활동
을 조정하게 한다. 다즙성이고, 염샘과 염낭이 없는 다른 염생식물은 염해를 방지하는 다른
생리기구를 통해서 염농도가 높은 곳에서도 생장할 수 있다. 지구상에는 약 1,560종의 염생
식물이 존재하며, 이중 46.8%가 명아주과, 목초과, 국화과, 두과식물이다. 염생식물은 토양
중의 염분을 흡수하고, 식물체내에 염분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제거시키는 염
분량은 식물 종류와 토양 부분에 따라 다양하다. 염해지의 염생식물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한편,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갈대는 뿌리에 소금이 많지만 소금이 뿌리에서 잎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데 많은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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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사용한다. 갯는쟁이는 다른 염생식물들과는 달리 몸에 수분이 적으며 흡수한 염분을
다시 염선이란 세포에 모아 식물 밖으로 내보내거나, 염선세포를 스스로 죽게 하기도 한다.
몸 표면에 있는 소금기는 비에 씻겨 내려가게 한다. 때에 따라서 소금이 많은 잎은 낙엽으
로 떨어뜨려 염분을 밖으로 내보낸다. 퉁퉁마디나 칠면초는 세포의 특수 부위인 액포에 많
은 물과 함께 염분을 저장한다. 그러면 소금은 생물의 몸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할까? 어느
정도의 소금은 대부분 생물에 있에 생체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고 생물종마다 적정
농도는 다르다.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 중의 하나는 생물이 바다에서 태어났으므
로 바닷물에 많은 나트륨(Na)을 생리 작용에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왜 구태
여 많은 에너지를 들여 나트륨(Na)을 내보내고 대신 칼륨(K)을 이용하는가이다. 바다에 사
는 어패류의 몸 안에는 소금이 바닷물보다 적은데 아마도 회를 먹어본 사람이라면 어느 물
고기도 짜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패류 또한 몸 안에 적은 양의 소금을 유지하
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식물의 색
식물이 빛을 이용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며, 광합성은 엽록
체에서 일어난다. 엽록체에서는 주로 파란색과 빨간색 빛을 흡수하는데, 이 때 녹색은 잘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하여 식물의 잎이 녹색으로 보인다.
바다에 사는 식물인 해조류도 광합성을 하는 여러 색소들을 가지고 있다. 해조류의 색을
결정하는 색소 성분은 엽록소(클로로필, chlorophyll), 카로티노이드(carotinoid), 피코빌린
(phycobilin) 등이 있다. 클로로필을 함유하면 녹조류로, 클로로필과 카로티노이드 등을 많이
함유하면 갈조류, 클로로필에 피코빌린 계열 색소를 보유하면 홍조류가 된다. 파장이 긴 붉
은빛은 투과력이 약해 바다의 얕은 곳까지만 투과한다. 수심이 얕은 곳에는 주로 붉은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는 녹조류가 분포한다. 파장이 짧은 푸른빛은 투과력이 커서 바다의
깊은 곳까지 투과한다. 수심이 깊은 곳에는 주로 푸른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는 홍조류
가 분포한다. 즉, 수심이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갈수록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순으로
나타난다.

갈대와 억새
갈대와 억새 사이에는 몇 가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두 식물의 주로 살아가는
장소가 다르다. 갈대는 습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늪이나 호수와 같은 습지라든가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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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연스레 형성되는 모래땅이 갈대가 군락을 이뤄 살아가는 곳이다. 물속에 반쯤 잠긴 채
자라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물과 그리 친하지 않은 억새는 대부분 산과 들에서
자란다. 둘 다 가을 초부터 꽃이 피지만 색깔과 모양에 차이가 있다. 갈대는 보랏빛을 띤
갈색 꽃을 피우지만 억새는 흰색 꽃을 피운다. 또 갈대는 풍성한 꽃 이삭이 서로 엉겨서 피
어나지만 억새꽃의 이삭은 가지런히 뻗는다. 줄기도 다르다. 갈대의 줄기는 억새에 비해 굵
고 키도 커서 전체적으로 강한 느낌을 주지만 억새의 줄기는 비교적 가냘프다. 갈대는 대부
분 2 m를 훨씬 넘어서 3 m까지 자란다. 어른 키를 훌쩍 넘게 자란다. 그러나 억새는 갈대
보다 작아서 잘 자라봐야 120

정도에 이를 뿐이다.

갈대의 기능
갈대의 뿌리는 세균(박테리아)의 성장촉진, 여과제의 역할 및 작은 고체물질을 붙이는 흡
착의 기능을 한다. 갈대의 줄기 및 잎은 햇빛을 차단하며 수면 위에서의 풍속을 저하시키
고, 대기 중 가스를 수중에 전달하여 식물의 침수된 부분에 산소전달을 함으로써 수중의 유
기물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용존산소량을 높여 수질을 정화한다. 또한, 넓은 갈대숲은 미생
물 군집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오염물질을 분해하거나 전
환시킬 수가 있다. 대부분 습지는 습지 내 포화조건에 적응하는 조밀한 식물, 즉 갈대와 같
은 식물의 성장을 유지시킴으로써 습지 내의 물의 유속을 감소시켜 물리적 침전효과를 높
이며, 자연적인 미생물 성장에 적합한 환경조성으로 미생물 군집을 위한 거대한 배양기로
작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갯벌과 갈대군락은 그 지역의 수계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 홍수
에 따른 물의 흐름을 완화하고 저장하는 역할로 물의 흐름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흘려
보내게 한다. 또한 태풍이나 해일이 연안 가까이 다가오면 이를 일차적으로 흡수하고 태풍
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충역할을 하며, 대기온도와 습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기후조절
의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다.

염생식물의 활용
염생식물은 갯개미자리, 갯개미취, 갯기름나물, 갯질경이, 나문재, 번행초, 새섬자매기, 수
송나물, 칠면초, 퉁퉁마디 등이 있다. 이들 식물에 함유된 식물소금(biosalt)은 일반 소금보다
나트륨 함량은 적고, 칼슘 칼륨 마그네슘 함량이 높으며, 다양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
어 각광을 받고 있다. 염생식물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과 소금기가 많은 해안가에서 잘
자라고, 바닷물 속에 들어 있는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을 많이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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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식용 약용 및 건강기능성 식품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으로 관광자원으로도
알려진다.
함초로 알려진 ‘퉁퉁마디’는 당뇨 고혈압에 예방 효과가 좋은 천연 식물소금을 함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품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함초소금, 함초분말, 함초효소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는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로 주목 받고 있다. 갯기름나물, 나문재, 칠면초, 해홍
나물 등은 예로부터 이른 봄철에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계절 나물로 인기가 높고,
특히 갯기름나물과 번행초는 약재로도 이용되고 있다.

해조류와 해초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해조류와 해초가 서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바다의 수생식물이지
만 구별하여 생각하지 않고 종종 틀리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해조류는 육상 식물처럼 뿌
리, 줄기 잎으로 명확하게 하는 일이 나누어져 분화하지 않은 것으로 몸체 전체를 엽상체
(葉狀體)라고 한다. 그러나 해초는 해산 현화식물을 의미하며 잎, 줄기, 뿌리가 명확하게 구
분되는 것이 해조와 다르다. 해초는 꽃이 피지만 육상식물처럼 화려하지 않으며 씨앗이 싹
이 트는 발아를 하여 다음 세대의 식물체로 성장한다.
해조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있다. 자라는 바다의 깊이와 색깔에 따라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로 나뉜다. 이들을 흔히 일반에서는 해초(see weed)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아노박테리
아(cyanobacteria)처럼 단세포인 경우도 있고 파래, 미역, 김 등과 같이 다세포 생물인 경우
도 있지만 여기서 해조류는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식물만을 이르는 경우
가 많다. 미역이나 김 등의 경우 마치 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세포가 모여서 이
루어진 다세포 식물일 뿐 줄기나 잎처럼 서로 나누어져 분화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없다.
해조류의 조류(藻類, alage)란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에서 다세포의 생물 전체를 전부 이르는
넓은 의미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무안 갯벌의 염생식물
갈대 : 갯벌 같은 습지나 호수 주변의 모래땅에 무리를 지어 살며, 뿌리줄기의 마디에서
많은 노란색 수염뿌리가 난다. 줄기는 마디가 있고 속이 비었으며, 높이는 3 m 정도로
잎은 가늘고 길다. 잎집은 줄기를 둘러싸고 있으며 가는 털이 있다. 벼과에 들어간다.
갯잔디 : 바닷가 모래땅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뿌리줄기는 옆으로 자라며, 줄기는
곧게 자라거나 비스듬히 서고 높이는 10 30 cm 정도이다. 밑부분에는 마른 잎집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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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으며, 잎몸은 길이 3 7 cm, 폭 2 3 mm 정도 된다.
갯질경이 : 갯질경이는 꿀풀목 질경이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왕질경이와 그 모습이 비
슷한데, 잎이 왕질경이보다 두껍고 윤이 나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남쪽 연안이나
섬에 자라며, 씨를 약으로 쓰고, 연한 잎은 나물로 먹는다.
사철쑥 :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갯벌 등의 모래, 산지의 낮은 곳 등에 산다. 처음
에는 연한 털로 덮이고 더부룩한 포기를 이룬다.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꽃이 달리는 줄
기는 짧다. 다른 이름으로는 애땅쑥, 인진호, 마제호, 호자, 소백호, 황하호, 인첨, 토인진,
석인진, 인진초, 무자소, 철청호, 백호, 시호, 석인호, 더위지기, 다북쑥, 비쑥, 애탕쑥 등
많은 이름이 있다. 어린 순은 먹기도 하며, 한약재로도 이용한다.
지채 : 다년생 초본으로 근경이나 종자로 번식한다. 해안지방에 분포하며 바닷물이 닿는
습지에서 잘 자란다. 뿌리에서 모여 나오는 잎은 길이 10 30 cm, 너비 1 4 mm 정도
이고 윗부분이 약간 편평하다.
칠면초 : 한해살이풀로서 높이 15 50 cm이다. 가지가 윗부분에서 많이 나온다. 잎은 어
긋나기하고 잎자루가 없으며, 줄모양이나 달걀모양으로 처음에 녹색이었다가 나중에 자
주색으로 변하고 꽃은 8-9월에 녹색으로 피며 2 10개의 암 수꽃이 섞여 있고 잎겨드
랑이에 많이 달린다.
통보리사초 : 모래땅에 흔히 군생하는 여러해살이풀로서 땅속줄기는 나무 같은 모습이며
길게 가로로 뻗는다. 줄기의 높이는 10 20 cm 정도이다. 잎은 길이가 10 30 cm, 폭이
4 6 mm로 잎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다.
퉁퉁마디 : 1년생 초본으로 종자로 번식한다. 전국의 해안지방에 분포하며 바닷가에서
자라고 재배하기도 한다. 곧추서는 줄기는 높이 20 40 cm 정도의 원주형이며 짙은 녹
색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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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갯벌의 해조류
감태 : 줄기는 원기둥 모양이고 밑둥이 뿌리 모양이다. 가운뎃부분은 굵고 어릴 때는 속
이 차 있으나 다 자란 뒤에는 속이 비기도 한다. 줄기 끝에는 곁잎조각을 가진 납작한 1
개의 가운뎃잎이 달린다. 이 잎은 길이 1 m 정도이고 갈색이지만 말리면 검은빛이 된다.
두꺼우며 가죽같은 느낌을 주고 양쪽에 깃모양의 작은 잎이 달린다.
구멍갈파래 : 몸은 단독 또는 2 3개가 뭉쳐서 나고 높이 10 30 cm 또는 그 이상에 달
한다. 거의 줄기가 없고 몸의 하부는 매우 두껍고 부착부 부근은 두께가 0.5 mm쯤 된
다. 그보다 상부는 엷고 두께는 약간 두꺼운 편이다.
김 : 김은 홍조식물 보라털목 보라털과 김속 또는 돌김속에 속하는 해조류를 부르는 이
름이다. 이끼처럼 자라나며 길이는 14 25 cm 너비 5 12 cm 정도이다. 긴 타원 모양
이며 가장자리에 주름이 있고 윗부분은 갈색 아랫부분은 푸른색이 강한 녹색이다.
꽈배기모자반 : 몸의 높이는 2 3 m이며 계절과 산지에 따라 외형이 변한다. 그러나 기
부의 잎의 폭이 넓고 약간 좀 둥글게 생긴 점과 이중의 톱니가 없는 점, 그리고 가지가
대부분 삼릉형이며 보통 매우 꼬여 있다는 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마 : 큰 바닷말이며 2 4년생인 엽상체는 포자세대로 겉보기에 줄기, 잎, 뿌리의 구
분이 뚜렷하다. 잎은 띠 모양으로 길고 가운데 부분보다 약간 아래쪽이 가장 넓다. 잎의
가운데 부분은 두께 1.8 3.5 mm로서 약간 두껍다.
모자반 : 뿌리는 가반상이고 줄기는 하나로 된 단조이며 긴 가지를 많이 낸다. 가지는
삼릉주 또는 삼각형이며 비틀어졌다. 큰 것은 높이 수 m에 달한다. 잎은 아래로 약간
구부러지고 주걱모양 또는 타원형이며 잎의 중앙까지 약하게 나타나는 중륵(中肋)이 있
다. 그러나 상부의 잎은 피침형이며, 톱니가 있고 중륵은 없다. 색은 암황갈색이며 연하
고 잎면에는 검은 점들이 있다.
미역 : 미역은 1년생으로, 가을에서 겨울 동안에 자라고 봄에서 여름 동안에 유주자(遊
走子)를 내어서 번식한다. 배우체의 발아와 생장은 17 20 가 가장 좋고 23

이상의

수온에서는 휴면을 한다. 휴면 상태에 있는 것은 어두운 경우 30 의 고온에도 견딘다.
톳 : 뿌리는 섬유상이며, 줄기는 직립한다. 잎은 하부에서 볼 수 있고 치우친 원모양의
다육질이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중앙의 작은가지는 잎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그
모양은 여러 모습으로 변화한다. 가지는 처음은 잎 겨드랑이에서 나고 다수의 작은가지
는 나선상으로 붙어있다. 자라면 기부의 잎은 없어지고 가지는 대체로 짧으며 길이는
5 10 cm 정도까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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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저서동물
갯벌생태계
갯벌은 연안의 다른 환경에 비해 생물다양성이 높은 해역이 아니다. 실제로 갯벌생물에
관련한 가장 많은 질문이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 수이다. 우리나라 갯벌에 서식하는 생
물의 종 수를 정확하게 헤아리기는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갯벌생물의 기준이다. 어디까지
갯벌생물로 포함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갯벌생물의 상당수가 주변 10 m 이내 수심에 서식
하는 생물이거나, 어린(유생) 시절 잠시 갯벌 생활을 하는 생물들도 많기 때문이다. 순수하
게 갯벌에 사는 생물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 대략 갯벌에서 우세하게 출현한 생물 종 수
를 언급하면, 500여종에 이른다. 여기에는 저서성 규조류인 식물플랑크톤을 포함하여 어류
까지 포함한다. 단, 미생물이나 크기가 0.1 mm 이하인 동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갯벌에서
가장 높은 종 수와 서식밀도를 나타내는 동물군은 무척추동물로, 일반적으로 갯벌 생물의
주류가 무척추동물을 일컫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무척추동물은 지구상에 가장 다양한 종이 포함된 동물군이다. 갯벌에서 가장 높은 종 수
와 서식밀도를 나타내는 동물군은 무척추동물로, 일반적으로 갯벌 생물의 대부분이 무척추
동물이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무척추동물은 지구상에 가장 다양한 종이 포함된 동물군이다. 갯벌에서는 갯지렁이가 종
수와 서식밀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지역마다 출현한 생물 중에 평균 50% 이상
의 종 수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패류가 포함된 연체동물과 갑각류 등의 절지동물들이 있다.
이러한 생물 특징들은 썰물시, 노출시간에 따라 호흡과 먹이 공급 등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 노출 시 태양으로부터 흡수된 열은 갯벌 표면을 거의 60

이상까지 끌어올

린다. 또한 썰물 시, 강우로 인한 염도 변화, 겨울철 결빙, 계절별 퇴적상 변화 등 바닷물이
차있는 조하대(潮下帶) 보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환경이 오히려 포식자들의 접근을 막아서 어린개체들이 살아가는 은신처 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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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동물
어류 : 흔히 물고기를 말하며, 물에서 살고 아가미로 호흡을 한다. 대부분 알을 낳아 번
식하지만 상어나 열대어 일부는 어미의 몸속에서 알이 부화되어 새끼의 형태로 나오는
난태생을 한다. 대부분의 물고기는 많은 수의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어미
의 보살핌 없이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으며 살아간다. 연어나 뱀장어 같은 물고기는 한
살이 과정에서 긴 여행을 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등뼈가 주로 연골로 이루어진 상어
나 홍어 같은 연골어류와 보통의 딱딱한 등뼈를 가진 경골어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
다. 어류는 거의 전부가 물속에서 일생을 보내지만 폐어 등 극히 일부 어류는 매우 건조
한 환경에서 견뎌내기도 한다.
양서류 : 개구리,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 등이 있으며, 물과 육지 양쪽 서식지를 오가며
생활한다고 해서 양서류라고 한다. 양서류는 우무질로 싸인 알 덩어리를 물속에 낳는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는 몸통과 꼬리가 있는 올챙이 형태이며, 물속에서 생활하고 아가미
로 호흡한다. 올챙이는 자라면서 다리가 나오고 꼬리는 점점 짧아진다. 호흡은 아가미
호흡에서 허파와 피부 호흡으로 바뀌게 되며, 땅 위로 올라온다. 양서류는 피부가 약해
대부분 물가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두꺼비처럼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물을 찾지 않는 종
류도 있다.
파충류 : 뱀, 도마뱀, 악어, 거북 등이 있고, 껍질로 싸인 알을 땅 위에 낳으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 대부분 여러 개의 알을 낳아 어미의 돌봄 없이 부화하지만 우리나라에 있
는 구렁이나 누룩뱀 등 일부 뱀은 알을 품으며 보호하기도 한다. 또, 살모사처럼 몇몇
종류는 어미의 몸속에서 새끼가 부화되어 나오는 난태생이다. 피부는 비늘로 덮여 있고
허물을 벗는 탈피를 하며 자란다. 여러 종류의 뱀들이 독을 가지고 있어 위험한 종류로
알려진다.
조류 : 흔히 새를 말한다. 대부분 날개를 가지고 있어 날 수 있지만 키위나 타조처럼 날
개는 있으나 날지 못하는 새도 있다. 단단한 껍질로 싸인 알을 낳고 어미가 품어 부화시
킨다. 닭이나 오리 등의 새끼는 알에서 깨어난 후 솜털이 마르면 곧 어미를 따라다니며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참새나 박새 등의 갓 태어난 새끼는 몸에 털도 없고
눈도 감겨 있다. 이런 새끼들은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며,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둥지에서 보호를 받는다. 새들 중에는 닭처럼 암수 구분이 뚜렷한 것도 있지만
참새나 비둘기처럼 암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원앙이나 청둥오리 등은 번식
기가 다가오면 암수 구분이 뚜렷해지고 번식기가 지나면 암수가 비슷하게 변하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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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힘들어진다. 새들 중에는 번식이나 먹이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들도 많이
있다.
포유류 : 피부가 털가죽으로 덮여 있고, 젖을 먹이는 동물들을 말한다. 새끼는 어미의 몸
속에 있는 태반에서 탯줄을 통해 모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자란다. 캥거루처럼
태반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유대류는 미성숙한 태아가 몸 밖으로 나와 육아주머니에
서 젖을 먹으며 자라기도 한다. 소나 말, 사슴 등의 새끼는 태어난 후 2시간 정도만 지
나면 일어나서 어미처럼 달릴 수 있다. 그러나 고양이나 개 등의 어린 새끼는 눈도 감겨
있고 귀도 열리지 않아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

태생 동물과 난태생 동물
태생은 포유류에서 볼 수 있다. 태아는 어미의 몸속에 있는 태반이라는 주머니에 싸여
있으며, 탯줄을 통해 모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자란다. 포유류는 모두 젖을 먹여 새
끼를 기르며 몸은 털가죽으로 덮여 있다. 호주에 사는 캥거루는 새끼를 낳지만 어미의 몸속
에 태반이 발달하지 않아 태아가 어미의 몸속에서 영양분을 받으며 자랄 수가 없다. 캥거루
의 새끼는 아기의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크기로 어미의 몸에서 나와 어미의 배에 있는 주머
니 속까지 찾아 들어가 젖을 먹으며 어린 캥거루로 자란다.
난태생은 알이 어미의 몸속에서 부화하여 새끼의 형태로 나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어
미의 몸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며, 알 속에 있는 영양분만 사용할 수 있다. 난태
생 동물에는 살모사나 무자치 등의 파충류와 가오리, 망상어, 구피 등의 어류 등 여러 종류
가 있다.

알 주변의 온도와 암수 결정
사람을 비롯한 개, 고양이 등의 포유류와 새(조류)들은 어미의 뱃속에 새끼나 알이 생기
면서부터 암수가 결정이 된다. 그러나 뱀, 악어, 거북 등 몇몇 동물들은 알이 부화한 후 주
변의 온도에 따라 암수가 결정된다. 대표적으로 미시시피악어는 33 를 기준으로 보다 서
늘하고 습한 곳에서는 암컷이 많이 태어나고 덥고 건조한 곳에서는 수컷이 많이 태어난다.
구렁이 역시 서늘한 곳에서 암컷이 많이 태어난다. 그러나 바다거북의 경우는 29 보다 높
은 온도에서 암컷이 많이 태어나고 낮은 온도에서 수컷이 많이 태어난다. 이는 온도에 따라
성을 결정하는 호르몬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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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저서동물
몸체가 비교적 커서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갯지렁이류, 조개류, 고둥류, 게류, 해삼류, 불
가사리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군이 포함되어 있는 생물군이다. 바다에서 대형저서동물
은 기초 생산자생물과 유기물을 소비하고 그 산물인 2차 생산물을 어류와 같은 상위 단계
로 전달하므로 생태계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전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먹이를 먹는 섭식활동을 통하여 해수와 퇴적물의 유기물을 감소시키거
나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형저서동물의 또 다른 특징은 이동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급격한 환경변화
로부터 도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해역의 건강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지시자 역할을
하며, 반면 낮은 이동성에 대해 보상을 받기라도 한 듯, 서식 기질이라 할 수 있는 퇴적물
의 물리적, 지화학적 특성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초대형저서동물은 어류와 새,
그리고 꽃게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대형저서동물과 구분되
는 점은 이들의 이동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강한 포식성을 지녀 먹
이망 내 하위의 저차 단계 생물 군집의 구조와 분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여러 저서동물
해면동물 : 흔히 사용하는 스펀지(sponge)라는 말의 근원인 해면 동물은 감각 세포와 신
경 세포가 없는 동물로 가장 단순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바다 밑바닥에 붙어
살아가는데, 형태는 꽃병이나 항아리 모양을 띠고 있다. 그 형태가 매우 단순하게 생겼
을 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이나 감각기관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1857년까지는 식물로 알
려져 있었다. 몸에 작은 구멍들이 있어 이곳으로 물이 끊임없이 드나드는데, 물이 들어
올 때 그 속에 딸려 들어온 먹이를 섭취하며, 물은 다시 위의 큰 구멍인 대공(大孔)을
통하여 바깥으로 뿜어낸다. 자그마한 것부터 지름이 2 m를 넘는 것까지 크기와 모양에
서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해면동물의 조직에 들어있는 미세한 해면침골들은 퇴
적물들에서 많이 발견되어 흥미로운 연구대상이 된다.
자포동물 : 자포동물은 히드라충강, 해파리강, 산호충강으로 나뉘며 현재까지 약 9,000종
이 밝혀져 있다. 자포(刺胞)는 침을 가진 세포로 이 침을 쏘기 때문에 자포동물이라 하
며 주로 바다에 살고 히드라 등 일부는 민물인 담수에 산다. 해파리 중 일부는 독을 가
지고 있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며 근래에 독을 가지고 있기도 한 노무라입깃해
파리가 우리나라 부근 바다에 크게 번성하여 어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하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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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충은 주로 바다 밑에 붙어사는 고착성 생물로 많은 종류들이 무리를 이루어 살며 산
호초(珊瑚礁)를 이룬다. 산호초는 환경과의 관련성이 높아 그 역할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며 산호는 보석으로도 사용된다. 태평양 등에는 산호초로만 이루어진 섬들이 많이 분
포한다.
환형동물 : 몸에 둥근 고리가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환형동물은 전 세계에 걸쳐 해수
와 담수 및 습기가 있는 토양 등 모든 형태의 서식처에서 발견된다. 갯지렁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모류는 바다에 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는 자유생활을 하는 종류(유영류)와
관 속에서 생활을 하는 종류(저서류)가 있다. 기록된 다모류의 종수는 6,000종 이상이다.
땅속의 지렁이가 대표적인 빈모류의 기록종은 약 3,250종인데, 육상 빈모류는 땅속에 굴
을 파고 살지만 소형 빈모류는 주로 담수에서 발견된다. 300여 종이 알려져 있는 거머
리류는 담수나 습기가 많은 곳에 살며 육식성 또는 기생성이다.
연체동물 : 몸 안에 뼈가 없고 부드러우며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다. 뼈가 없기
때문에 발달된 발의 근육을 이용해 활동한다. 연체동물의 몸은 머리, 발, 내장, 외투막으
로 나누어지며 여러 종류가 연체동물에 들어가나 대표적으로 두 장의 껍질을 가진 이매
패류(부족류), 둥글게 나사모양으로 감아 올라간 껍질을 가진 복족류, 문어와 낙지 등의
두족류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연체동물은 여러 종류들이 더 있다. 연체동물은 사람
의 주요 식량자원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오징어, 문어, 낙지, 대합, 바지락, 홍합, 굴, 전
복 등 주요 수산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화석으로 유명한 암모나이트도
연체동물로 생각된다.
절지동물 갑각류 : 몸체 밖이 딱딱한 키틴질 껍질을 가지고 체절(마디)로 이루어진 마디
발 동물을 절지동물이라 한다. 절지동물은 매우 많은 종류가 있으며 새우나 게 등의 갑
각류, 지네 같은 다지류, 거미나 전갈 등의 거미류, 그리고 곤충 등으로 이루어진다. 갑
각류는 주로 수중생활을 하며 새우, 게, 가재, 바다가재 등을 말한다. 갑각류를 분류하는
중요한 특징들은 배각, 몸의 체절수, 몸 부속지의 특수화 정도, 쌍으로 된 눈의 유 무,
차상기의 형태, 호흡기관의 형태 등으로, 갑각류는 대개 길쭉한 몸, 입 앞쪽에 있는 2쌍
의 부속지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게와 새우를 비롯한 여러 갑각류 수산물
을 식용으로 해왔다.
극피동물 : 불가사리, 성게, 해삼, 거미불가사리 등이 이에 속한다. 단단한 석회질로 구성
된 골편이 내골격을 이루고 있고, 몸 표면의 돌기나 가시 등이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조직의 재생력이 뛰어나다. 몸체 내에는 수관계가 있어 호
흡과 순환 기능을 하며, 성게 등에는 몸체에 관족(관발)이 있어 이동한다. 극피동물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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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바다에 살며, 유성생식을 한다. 극피동물의 유생은 좌우 대칭형을 이루지만, 성체 중
의 많은 종류, 예를 들어 성게류는 방사 대칭형을 가진다. 불가사리는 조개류를 잡아먹
기 때문에 수산업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산호가 동물인 이유
산호는 히드라와 말미잘과 같은 자포 동물에 속한다. 산호는 고착 생활을 하여 마치 식
물처럼 보이지만 입이 있으며, 입은 위와 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산호는 항문이 없으
며 소화되지 않은 먹이와 배설물은 다시 입으로 내보낸다. 산호는 위에 나있는 촉수 표면에
독이 있는 자포가 있으며, 이것으로 방어도 하고 먹이도 잡는다. 각 자포에는 피막이 있으
며, 피막 안에 가는 실이 마치 코일처럼 감겨 있다가 촉수에 가까이 다가오는 먹이를 찌르
거나 얽어매 먹이를 잡는다. 이처럼 산호는 여러 동물적 특징을 가진다. 산호 중의 어떤 종
류는 조류(藻類, algae)와 공생을 하여 영양에 도움을 얻기도 한다.

바다생물의 육지생활
고래나 물개는 모두 바다와 밀접한 생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포유동물로 물고기와는 달
리 허파 호흡을 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고래와 물개는 모두 육지에 나와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물개는 가능하나 고래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고래는 오랜 수중 생활에 익숙
해져 있어 중력에 대한 대비보다 높은 수압을 견뎌야 하는 환경에 적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육상에서 생활하기 어렵다. 특히 갈비뼈 등이 수압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어 장기간 육지에 올라오면 내부 장기가 손상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차가운 물속에서
생활하기 위해 두꺼운 지방층을 형성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가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죽게 된다. 가끔 고래 구출과 관련된 TV나 영화의 장면을 보면
계속 고래 몸에 물을 뿌려 주는 이유가 바로 체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물
개의 경우는 다르다. 물개는 고래와는 달리 강한 앞다리와 갈비뼈를 가지고 있어 육지에서
생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체로 물개는 육지에서 생활하다가 먹이 등을 구할 때만
물속으로 잠수한다. 물론 물개도 물속 생활에 적응되어 있어 체온 상승의 위험이 있으므로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물에 뛰어들어야 한다. 참고로 인위적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한 사육
환경에서는 체온 상승의 위험이 없어지므로 더 오랜 시간을 물 밖에서 생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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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동물의 먹이 섭취
여과식자(filter feeder) : 물속에 떠 있는 작은 부유생물 혹은 부유성 유기물을 걸러먹
이 생물로도 불린다. 이들은 여과를 위한 촉수, 아가미, 수염 등이 잘 발달되어 있다. 대
부분의 고착성 생물이 여과식자이다. 부유물을 먹기 때문에 부유물식자(suspension feeder)
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로 해면, 산호, 이끼벌레, 꽃갯지렁이, 조개류, 따개비, 멍게(우렁
쉥이) 등이 있다.
퇴적물식자(deposit feeder) : 해저 바닥의 모래나 점토 등에 섞여 있는 유기물을 주된
먹이로 먹는다. 퇴적물 내에는 유기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흙을 먹고
또 배설되어 나오는 양도 엄청나다. 그 예로 갯지렁이류, 해삼, 연잎성게 등이 있다.

갯벌의 일차생산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에서 일차생산은 주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에서 유기
물로 생산하는 과정으로 대부분 식물에 의해 광합성으로 진행된다.
해양에서 이러한 역할은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흔히 해초로 알려진 해조류가 담당한다.
갯벌에 이러한 기능을 가진 생물이 있는지 살펴보면, 갯벌에도 식물이 살고 있기는 하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빈 조개껍질이나 암석에 심지어 살아있는 고둥 껍질에 붙어있는
해조류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녹조류인 파래 종류로, 갯벌 생물은 아니고, 갯벌
위에 있는 물건에 우연히 붙게된 것으로, 물 밖의 노출에 매우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이들이 생산하는 산소가 상당량에 이르기도 하며, 한편 갯벌 생물의 중
요한 먹이가 되기도 한다. 이들의 광합성 양은 주변 동일면적의 바다에서 생산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매립에 의한 갯벌의 상실은 ’대
기온실효과‘를 증대시키는 원인이라는 학설이 나오고 있다. 즉, 서식공간이 줄어드는 결과
로, 실제 매립사업이 육상생물의 서식공간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공업단지 등 산업화의 인
프라로 개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이 뒷받침되기도 한다.

갯벌의 일차소비자
갯벌에서 일차소비자는 육상 생태계에서 말하는 초식생물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
지만 실제 갯벌에서는 일차소비자가 초식자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물속의 여러 알
갱이가 갯벌 생물의 중요한 먹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식물성 생물체들도 포함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소비자’라 불리게 된다. 갯벌 생물 중 일차소비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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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섭취한다. 우선 밀물 시 물속에 섞여 들어오는 먹이를 먹는 부유물 식자와 펄 위에 침전
된 먹이를 먹는 퇴적물 식자이다.
부유물 식자는 바닷물 속에 포함된 여러 알갱이 등의 유기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생물을
말한다. 즉, 밀물이 들어오면서 물속에 섞여 들어오는 유기물을 먹는 생물들로 구성된다.
바지락, 동죽, 서해비단고둥 등 우리가 갯벌에서 흔히 보는 복족류인 조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중 일부는 복잡한 모양의 강모(剛毛)를 뻗어 물속에 떠다니는 알갱이들을 걸
러 먹는 종류로 갯지렁이 일부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매패의 조개들은 패각
밖으로 내밀어진 입수관(入水管)을 이용하여 물을 몸속으로 빨아들이면서 수관 속의 작은
섬모(纖毛)를을 이용하여 먹이를 걸러먹는다. 조개들은 2개의 수관이 있어 입수관에서는 물
을 들어오게 하고, 다른 한쪽의 출수관(出水管)으로는 물을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물속에
포함된 각종 떠다니는 물질들이 조개를 통해 깨끗이 걸러지는 역할을 한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바지락의 경우 먹이활동이 왕성하여 1시간동안 약 1 의 물을 걸러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굴의 경우도 역시 1시간에 1 정도를 여과한다. 그 외에 홍합의 경우 하
루에 50 정도 여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을 계산해 보면 갯벌에서 바지락 1개
체가 하루에 평균 5 10 의 바닷물을 정화하는 셈이다.

갯벌에 서식하는 포식자
갯벌에도 생물만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존재한다. 피뿔고둥, 큰구슬우렁이, 갯우렁이 등은
생긴 자체는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조개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이다. 펄 속에 숨어
있는 조개를 감지하여, 몸으로 감싼 후에 조개껍질에 구멍을 내어 조개 속의 살을 빨아먹는
다. 해안선에서 간혹 둥글고 매끈하게 구멍이 뚫린 조개껍데기를 발견하곤 한다. 이것이 바
로 고둥들이 조개를 포식한 흔적이다. 큰구슬우렁이의 경우 하루 평균 5개의 바지락을 먹
어치운다고 한다. 그러므로 양식장에서는 고둥들이 피해를 주는 주요 생물이기도 하다. 물
론 문어 등의 연체동물도 조개 등을 잡아먹는다.
다음으로 강력한 포식자로는 새와 물고기를 들 수 있다. 새는 썰물 때 갯벌로 날아와서
갯지렁이나 작은 조개류 또는 게 등을 잡아먹기도 하며, 밀물 때는 숭어, 망둑어 등이 미처
피하지 못한 조개나 갯지렁이, 새우 등을 먹어치운다. 위와 같은 종류는 갯벌에서 쉽게 관
찰할 수 있는 포식자이지만 실제로 작은 웅덩이나 물이 계속 흐르는 갯가에서는 어린 물고
기들이 작은 갯벌 생물을 먹이로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어린 시절을 갯벌에서 보내
고, 어느 정도 방어능력을 키운 후에 바다로 나간다. 실제로 서해안에서 사는 물고기의 대
다수가 이러한 생존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갯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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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물의 생활사
갯벌 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척추동물은 매우 여러 생활사를 가지고 있다. 유성생
식, 무성생식, 세대교번, 유생시기에서의 변태 등 종류마다 독특한 생활사를 가진다. 이러한
특징을 크게 일생을 갯벌에 사는 종과 일생의 일부분만 갯벌에 사는 종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생물들이 물속에서 보내는 어린 시절의 유생단계에서는 모습이 바뀌는
단계를 많이 거친다.
갯벌에서 알을 낳아 어린 시절을 보내는 종 : 갯벌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조건으로 어
린개체가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빠른 성장 특성을 가진 무척추동물
은 생활사에서 최대 문제점은 기온변화와 간척 등 급격한 환경변화도 원인이지만 포식
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무척추 동물은 일부 갑각류를 제외하고는 체외수정
이나 일부는 무성생식을 하며, 알은 물속에 낳는다. 알은 펄 위에 가라앉은 후, 부화하여
다시 부유생활을 한다. 갯벌 주변에서 물위에 떠다니거나, 물이 고인 지역에서 수 주 정
도 시간을 보낸 후 주변 갯벌 표면에 내려앉아 부모와 같은 모양으로 변화하게 된다. 갯
벌생물마다 다양한 생활사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알에서 부화되어 어미와 동일
한 모양으로 성장하기 까지 생존확률 평균 0.1%와 싸워야 한다. 그 중에서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어미는 갯벌이라는 환경을 택하게 된다. 꽃게, 새우 등 갑각류, 갯지렁이
중 일부 종, 망둑어 등 일부 어류가 포함된다.
갯벌에서 먹이를 구하는 종 : 밀물, 썰물과 같이 행동하면서 밀물 시 갯벌로 올라와 먹이
를 구하는 종은 주로 어류로 숭어나 전어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썰물 시에는 각종
바닷새들도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간다. 이들은 갯벌에서 살아가기 보다는 갯벌에
서 먹이를 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갯벌에서 전 생애를 살아가는 종 : 갯벌에서 전 생애를 살아가는 종은 주로 이동이 빠르
지 못하거나 아예 이동을 할 수 없는 조개류와 칠게나 밤게 등 갑각류이다. 그러나 이들
도 처음부터 갯벌에 사는 것은 아니며, 알에서 깨어나 물 위에 떠다니는 부유 생활을 하
다가 약 한 달 정도 후에는 갯벌로 돌아와 자리를 잡은 후 살아가게 된다.

갯벌생물의 서식특성
갯벌에 주로 의지하여 갯벌에서 생활을 하는 생물들은 갯벌 퇴적물과의 생활관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갯벌 표면에서 주로 사는 동물인 표서동물(表棲 動物, epifauna),
갯벌 표면과 속을 드나들면서 사는 동물인 반표서동물(半表棲 動物, semi-endofauna),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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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만 주로 사는 동물인 내서동물(內棲 動物, endofauna)로 나눌 수 있다.
표서 동물 : 갯벌 표면을 기어다니면서, 갯벌 표면의 미세한 유기물이나 식물성 플랑크
톤을 긁어먹거나, 갯벌생물을 사냥하기도 하고, 또는 갯벌 위에서 죽어 있거나 죽어가는
동물들을 먹기도 한다. 이들도 밀물 시에는 잠시 펄 속에 들어간다. 나름대로 방어물질
이나 무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숭어와 같은 대형포식자의 공격에 당해낼 수는 없어
펄 속에 숨어지낸다. 민챙이(민칭이), 밤게, 왕좁쌀무늬고둥, 갯우렁이 등이 여기에 속
한다.
반표서 동물 : 갯벌 속과 표면을 드나드는 반표서성 동물은 갯벌에 구멍을 파고 숨어 지
내다가 가끔 밖으로 나와서 먹이를 먹고는 바로 구멍으로 들어가는 종류로, 칠게나 방
게 등 게 종류와 갯지렁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서식공간에 대해 민감하며, 나름
의 영토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같은 종간에는 치열한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새우류도 갯벌 위에 살다가 위험을 느끼면 바로 펄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생태를
보인다.
내서 동물 : 갯벌 속에서만 사는 내서동물들은 갯벌에 길게 굴을 만들면서 이동하는 종
류와 몸을 갯벌 퇴적물 속에 묻고 입만 밖으로 내밀어 먹이를 먹는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생물마다 파는 굴의 깊이나 모양이 달라 생물의 구분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동죽이나 바지락과 같은 조개는 평균 3 cm 내외의 구멍을 파지만 ‘쏙붙이’라는 갑
각류는 1 m 이상의 구멍을 파기도 한다. 낙지 도 펄에 사는 동물인데 약 50 cm 이상의
구멍을 파고 3개의 구멍을 연결하기도 한다. 조개들은 환경에 따라 이동을 한다. 매우
드물게 동죽의 경우 밀물 때를 맞추어 펄을 나와서 물을 머금은 상태로 갯벌로 들어오
는 바닷물을 따라 굴러가기도 한다. 이때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한꺼번에 몰리는 경
우 죽어버리기도 한다. 서해안 갯벌에서 간혹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민들은
오염이 관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간척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나 해안가
부근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때가 있다. 따라서 조개들이 폐사하는 경우에는 정밀
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때 발생하는 폐사 해역에 오랜 세월을 통해 퇴적물이 퇴적되면,
패총(조개 무덤)이 만들어 지기도 한다.

갯벌생물 군집특성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 위치하는 갯벌이 일반적인 생태계와 차이점은 밀물과 썰물이라는
환경의 변화이다. 조석(밀 썰물)에 의한 밀물과 썰물의 반복은 이 환경에 사는 생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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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시간적 제약을 주고, 활동을 지배하고, 바다나 육지에서 강하게 위협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 일반적인 해양환경에 비해 생물의 종류는 부족하나 서식하는
생물은 이에 적응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개체수를 유지한다.
서식 동물의 개체수가 많다는 것은 갯벌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먹이를
잡는 능력이 우수함과 동시에 풍부한 먹이가 갯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갯벌은
먹이를 먹는 시간대가 한정되고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도 크다. 따라서 갯벌 생물의
특징을 생각하자면 높은 내성, 짧은 생활사, 높은 번식률, 개체무리의 불안정성,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갯벌 저서 생물 군집의 수직적 분포상을 보면, 그 서식 공
간에 따라 대표적인 우점종들이 다르다.
조간대 상부(펄) : 게 우점, 칠게, 펄털콩게, 왕좁쌀무늬고둥, 가무락조개, 참갯지렁이류 등
조간대 중부(모래펄) : 조개류 우점, 이매패류, 서해비단고둥, 갯우렁이, 민칭이 등
조간대 하부(모래) : 극피동물 우점, 가시닻해삼, 바다선인장, 길게 등
갯벌은 비교적 평탄하여 완만한 경사에, 내서동물(펄 속에 사는 동물)이 지배적이기 때문
에 해저의 암반 생물상처럼 분명한 띠 모양 분포가 나타나지 않는다. 갯벌 상부는 비교적
명확한 대상구조가 인정될 수 있지만, 중부와 하부지역은 분포지역이 중복되면서 점이적
수직분포구조를 나타낸다.

연체동물 패각의 성분
연체동물의 패각은 탄산칼슘(CaCO3)이 주성분이고 인산칼슘(Ca3(PO4)2)이나 탄산마그네슘
(MgCO3) 등이 소량 포함된다. 무기물의 함량비는 종에 따라 다른데 탄산칼슘은 89 99%,
인산칼슘은 1 2%이다. 패각에는 콘키올린(conchiolin)이라는 특징적인 단백질이 포함되는
데 주로 표층에 많다. 이 층에는 여러 색소나 금속화합물이 있어서 패각 특유의 빛깔이나
무늬를 가지는 원인이 된다.

이매패류(부족류)의 구조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발도 납작하며 도끼 모양을 한다. 그래서 도끼모양 발(斧足)에서
부족류란 이름이 유래한다. 머리는 매우 작고, 껍질 내의 외투강과 아가미는 큰 편이다. 아
가미에서는 호흡작용 외에 먹이를 모으는 구실도 한다. 석회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2장의
패각이 몸을 좌우로 둘러싸고 있다. 두 패각은 등 쪽에서 이빨 모양의 들쭉날쭉한 구조[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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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th)과 치조(socket)]로 서로 맞붙고, 접번(蝶番)으로 연결된다. 패각 등 쪽의 약간 볼록하
게 튀어나온 부분을 각정(殼頂)이라 한다. 두 패각의 안쪽 앞뒤에 하나씩의 폐각근(閉殼筋)
이 붙어 있어 조개의 패각을 여닫는 역할을 한다. 외투막(外套膜)은 패각 내부에 외투처럼
둘러있으며 근섬유로 패각에 붙어 있다.
외투막이 뒷부분에서 좌우가 서로 연결되어 2개의 관을 이룬다. 위의 것이 출수관이고
아래 것이 입수관이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입수관에서 물이 들어오고 출수관에서 물이 나
가면서 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먹이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내보내게 된다.
몸 양옆의 아가미에는 섬모가 나있어 물이 외투강에 출입하게 된다. 입수관과 출수관은 패
각 밖으로 내밀고 들일 수 있으며, 갯벌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사는 종류에서는 매우 길게
뻗을 수도 있다. 물에 섞여 들어온 먹이입자는 아가미의 점액에 붙어 앞쪽으로 이동되어 입
으로 가져간다. 입 뒤에는 식도를 비롯한 장 등의 소화계가 연결된다. 이매패들은 대개 물
속에서 수직으로 발(足)을 내어 이동하지만 가리비 종류는 패각을 빠르게 여닫는 작용으로
물을 움직여 흥미 있는 운동으로 이동한다. 가리비는 외투막 가장자리를 따라 여러 개의 눈
들이 달려있다. 물론 이 눈들은 발전된 형태는 아니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매
패의 패각에 둥근 구멍이 뚫려있는 경우는 육식성 복족류 등에 의해 공격당한 흔적일 가능
성이 높다.

동물의 혈액
동물의 피는 빨간색을 보이지만 청록색, 녹색, 보라색 피를 가진 동물도 있다. 동물의 피
색깔은 산소 운반에 관여하는 물질, 단백질 분자 내의 금속성분에 의해 결정된다. 이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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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분자를 우리는 혈색소라고 부르는데 이 혈색소의 종류에 따라 이들이 함유하는 금속원
자의 종류가 다르며, 혈액의 색도 다르다. 또 이 금속을 보유한 단백질들에 흡수된 빛이 산
소를 받아들였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색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붉은 혈액도 산소
와 만나면 밝은 선홍색,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붉은색으로 보인다. 그러나 낙지나 오징어
같은 연체동물에서는 이처럼 산소를 나르는 기체교환작용은 포유류처럼 철(Fe)을 가진 헤
모글로빈(hemoglobin)이 아닌 구리(Cu)를 가진 헤모시아닌(hemocyanin)이 들어있다. 헤모시
아닌은 색이 없어 혈액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또 이 성분은 열을 가하면 굳는 성질을 가지
고 있어 오징어나 낙지 같은 동물에게 혈액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산소와 결합
하면 약한 푸른색을 가진다. 특이하게 우리가 ‘피조개’라고 하는 이매패류는 혈액에 헤모글
로빈이 포함되어 붉은색 혈액을 나타낸다.

낙지 어업 방법
연승 : 일명 ‘낙지 주낙’이라고도 하며 낚아 올리는 방법이다. 시기는 봄(3월 하순 6월
초순)과 가을(9월 초순 11월 하순)이며 조업장소는 간석지중 경사가 완만한 곳으로 간
조나 만조시 일찍 물이 들고 늦게 빠지는 곳이다. 썰물 때 노출되었던 갯벌 위로 물이
차오를 때 조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노출시간이 많은 지선은 조업시간이 짧아 부적합하
므로 조업조건이 좋은 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도수(맨손) : 썰물 때 바닷물이 나가면 낙지가 잠입한 구멍이나 노폐물을 불어 내놓는
일명 ‘부럿’이 드러나며 이를 발견하면 낙지구멍 입구에서부터 물이 있는 곳까지 구멍을
따라 조심스럽게 펄을 파내려간 다음 손을 집어넣어 포획하며 입구에 물이 차있는 경우
에는 바로 손을 넣어 잡아낸다. 낙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먹을 쥐어 피스톤 작용의
원리를 이용 왕복운동을 하며 잡아내기도 한다.
가래(삽) : 대부분의 남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소형 가래삽을 이용 낙지구멍이나 ‘부
럿’을 발견하면 통로를 따라 파 들어가면서 포획한다. 좌우대칭인 사각형 모양의 철판에
자루를 부착한 가래삽이나 보통의 작업용 삽을 좌우로 잘라내고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다.
묻음 : 갯벌이 단단한 펄질이나 낙지가 깊이 들어가면, 입구를 펄로 막아 놓았다가 반나
절 정도 지나거나 물이 들기 시작하면 입구까지 나와 있는 낙지를 개펄을 들어내고 잡
는 방법으로 여러 곳에 묻어둘 경우 멀리서도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피라미드 모양
의 펄을 떠서 묻어둔 곳 옆에 세워놓거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묻었을 때, 구별하기 위해
서 자기만의 표시를 해 두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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횃불(전등) : 예전에는 횃불을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배터리를 배낭에 넣어 등에 지고 다
니면서 전등을 연결하여 주로 사용하며 일부는 랜턴 등을 이용한다. 물이 들기 시작하
면서 개펄사이의 웅덩이나 도랑에 물이 들어오면 낙지가 물을 따라 들어오거나 도랑 속
에 들어 있다가 먹이를 찾기 위하여 펄 밖으로 나오며 이때 전등을 비추어 발견되는 낙
지를 잡는다.
통발 : 통발의 크기는 어류나 꽃게를 잡는 통발에 비해 적으며 여기에 칠게나 길게를 넣
어 일반 통발과 같이 연안에 깔아 두고 이것을 먹기 위하여 들어가 있는 낙지를 잡아낸
다. 낙지통발과 스프링(용수철)통발 두 가지가 있다.
줄(일명 홀롱게줄) : 줄 길이는 1 m 70 cm 내외이다. 형태는 9자 형태로 고리(낙지 눈
밑을 조일정도)를 만들고 그 고리에 돌출 끈을 작게 만들어 조이고 풀 때 쉽게 할 수 있
도록 한다. 잡는 방법은 낙지구멍이 크거나 물이 많고 구멍이 깊은 곳이 있을 경우 이
줄을 써서 낙지를 잡으며 잡는 방법은 미리 잡은 낙지의 눈 밑 목 부분을 고리로 조인
다음 발 부분을 낙지구멍에 20 50 cm 들여보내면 구멍 안에 있는 낙지가 외부 침입자
를 방어하기 위하여 반응을 보이면서(들어가던 낙지가 움찔함) 엉킬 때 유도하여 잡아
낸다.

낙지의 특징
낙지는 연체동물 두족강 문어목 문어과의 연체동물로 문어와 매우 비슷하며,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을 비롯하여 서부 태평양 연안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표
적인 곳은 무안과 신안을 들 수 있다. 크기는 전장 40 50 cm, 외투장 5 10 cm 정도이며,
수명은 평균 1년 정도(최대 2년)로 알려져 있다. 산란은 교접 후 약 2개월로 연중산란하며,
부화는 산란 후 3개월 정도 소요된다. 먹이는 육식성으로 칠게, 새우, 어패류, 갯지렁이 등
을 주로 먹는다. 몸통은 난형으로 길며 넓이의 2배 정도이다. 몸체 표면에는 다양한 크기의
혹이나 돌기가 덮고 있다. 각각의 눈 주위에는 5 8개의 육질돌기가 나있는데 하나는 매우
크다. 팔은 매우 긴 편으로, 1번째 팔이 가장 긴데 3, 4번째 팔의 약 2배가량 정도이다. 수
컷 오른쪽 3번째 팔은 교접기화되어 있으며, 왼쪽 3번째 팔 길이의 약 반 정도이다. 교접하
는 혀는 큰 편으로 팔 길이의 1/4 1/7 정도이며, 끝이 둥글다. 교접혀에는 10 14개의 뚜
렷한 융기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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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와 오징어 차이
낙지와 오징어는 연체동물 두족류에 속하는 공통점이 있다. 낙지는 문어과에 속하며 발
이 8개 있으나, 오징어는 발이 10개인 특성이 있다. 오징어는 물속에서 유영하며 생활하는
특성에 반해, 낙지는 대부분을 뻘이나 모래 바닥의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다. 이 두
종류는 몸체의 형태에서도 큰 차이가 나며 오징어는 몸체에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흔히
접하는 오징어는 ‘피둥어꼴뚜기’이다.

연체동물 두족류의 먹물
먹물은 멜라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멜라닌 성분은 주로 단백질로 합성되어 만들어
진다.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멜라닌 성분이 먹물샘과 몸 안에 있는 특수한 구조에서 먹물을
만들게 된다.
몸 안에 있는 먹물샘과 특수부위에 의해 먹물이 분비한다. 사람이 혈액을 생성하는 것처
럼 낙지나 오징어도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먹물이 만들어진다. 이들은 항문부위 등면에 있
는 먹물주머니에 먹물이 저장한다. 또한, 외부의 적을 만났을 때나 위험을 느낄 무렵 먹물
주머니에서 외투강을 통해 먹물이 밖으로 배출되어 순간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먹물을 만드는 생물은 연체동물의 두족류로 오징어, 문어, 낙지, 앵무조개, 꼴뚜기, 귀꼴뚜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짱뚱어와 말뚝망둥어
짱뚱어 : 12월 중순에서 이듬 해 3월까지 갯벌 2 m 밑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잠둥어’나 ‘잠퉁이’라 불리기도 한다. 흔히 ‘문저리’라고 불리우는 망둥어과
에 속하였기 때문에 생태는 망둥어와 비슷하다. 짱뚱어는 갯벌 중에서도 오염이 전혀
되지 않은 갯벌에서 살기 때문에 해양오염을 알리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짱뚱어를 잡을
때는 낚싯대를 이용해서 잡는다. 미끼 없이 낚시대만을 갯벌 위에 드리워 잽싸게 낚아
채 잡아낸다. 짱뚱어는 초식성으로 몸길이 20 25 cm까지 성장한다.
말뚝망둥어 : 회백색 몸통에 검은색 점무늬가 불규칙하게 있고, 가슴지느러미가 발달했
고 꼬리지느러미를 이용한 점프력이 뛰어나 방파제나 갯벌의 말뚝에 달라붙어서 말뚱망
둥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크기는 짱뚱어보다 작지만 육식성이기 때문에 어린 게들을
공격하기도 하며 갯지렁이나 작은 갑각류를 먹고 산다. 우리나라엔 말뚝망둥어와 큰볏
말뚝망둥어 두 종류가 있는데 등지느러미로 구분한다. 특징으로는, 몸 옆에는 20개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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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두운 갈색의 가로줄무늬가 있으며, 작고 검은 반점이 몸에 흩어져 있다. 수컷은 뒷
지느러미 바로 앞에 뾰족한 모양의 생식기관이 있어 암컷과 구분된다. 말뚝망둥어는 육
식성으로 몸길이 8 cm정도 성장한다.

춤추는 가리비
전 세계의 바다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연안에서 깊은 바다까지 널리 서식하
고 있다. 우리나라 근해에서는 참가리비, 국자가리비, 비단가리비, 일월가리비, 해가리비, 고
랑가리비 등 총 12종이 발견되며 그 중 동경가리비는 특히 제주에서 많이 난다. 물속에서
식물성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걸러 먹고 산다. 보통 이매패류에 속하는 조개들이 거의 움직
이지 않는 반면 성장하면서 점차 얕은 난류해역에서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껍데기를 마치 작은 캐스터네츠를 두드리듯 맞부딪히면서 물을 뿜으며 이동한다.

불가사리의 공격
극피동물문 불가사리강에 속하는 동물들의 총칭으로, 불가사리라는 이름은 몸을 잘라내
어도 다시 재생되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뜻의 불가살이(不可殺伊)에서 유래하였다고 한
다. 바다에 사는 별모양 혹은 오각형의 방사형 동물로 때문에 대부분의 언어권에서는 불가
사리를 별에 비유한다. 불가사리는 체판이라 불리는 중앙판에 팔(완, 腕)이라 불리는 방사상
의 가지(ray)가 붙은 형태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불가사리들은 팔이 다섯 개지만, 그보다
많거나 적게 가진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같은 종인데도 서로 다른 수의 팔을 갖고 있다.
불가사리의 입은 아랫면에, 항문은 윗면에 있거나 없다. 조개류 양식장이나 바다생태계가
교란된 곳에 많이 분포한 불가사리는, 조개 등 유용한 수산자원을 많이 잡아먹어 어민들에
겐 많은 피해를 준다.

갯벌외래식물(해양생태계교란생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유해해양생물’이라 하고,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을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고 한다. “유해해양생물”의 종류로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작
은부레관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차토넬라(chattonella), 셋방가
시이끼벌레, 관막이끼벌레, 자주빛이끼벌레, 아무르불가사리, 별불가사리, 알렉산드리움
(alexandriem), 디노파이시스(dinophysis), 슈도니쯔시아(pseudonitzschia) 등 13종류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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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교란생물’은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생물종 중에서 특정 교란생물로 지정하여 관
리하도록 하고 있다. 갯벌 지역에서 대표적인 해양생태계교란식물은 갯줄풀과 영국갯끈풀
을 들 수 있다. 외래종인 갯끈풀은 기존 서식처를 변형하고 파괴해 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

보호대상해양생물
우리나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
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77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호대
상해양생물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이다.

구분

종수

대표 종

포유류

16

남방큰돌고래 등

무척추동물

31

기수갈고둥 등

해조류/해초류

7

거머리말 등

파충류

4

장수바다거북 등

어류

5

가시해마, 복해마

조류

14

청다리도요사촌 등

계

77

갯벌의 보호대상해양생물
해양수산부는 2006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기반을 확
보하였으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46종을 현재 보호
대상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지정현황은 포유류 15종, 무척추동
물 24종, 해조류(해초류 포함)7종으로 총 46종이다. 그 중 갯벌과 관련 된 종으로는 무척추
동물 4종, 해조류 7종이 있다.
붉은발말똥게 : 몸체의 갑각은 사각형이고 볼록하며 홈이 파여 여러 구역으로 나뉜다.
눈뒷니 뒤에 1개의 뚜렷한 이빨 모양 돌기가 있다. 이마는 넓고 아래쪽으로 기울었으며
2부분으로 나뉜다. 아가미로 호흡하므로 늘 물기가 있는 곳에서 지낸다. 암컷은 알을 배
에 품고, 알이 깨어날 때 바다에 들어가 조에아 유생을 바다에 내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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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머리말 : 전체높이 약 90 200 cm, 잎 폭 약 1.5 cm로 물살의 흐름이 양호한 펄바
닥이나 모래로 이루어진 비교적 깊은 수심(수심 6 12 m)의 조하대에 사는 해초류이다.
크기가 커서 약 6 m 정도까지 자라며 4 5월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9월경에 종자(씨)
가 성숙된다.
나팔고둥 : 패각길이 약 20 cm 정도로 패각은 원추형으로 나탑은 높고 위쪽의 나층은
옅은 주홍색을 띠나, 아래쪽의 나층에서는 굵은 자갈모양의 황백색 무늬가 나륵에 나있
다. 혹 모양의 돌기가 체층의 주변에 2줄이 있다. 수심 20 30 m 사이의 암초지대에 서
식하며 개체의 크기가 크고 독자적으로 서식하는 종이다. 열대성 종으로 열대의 산호초
해역이나 일본 오키나와, 큐슈지방에서 높은 서식밀도를 보인다. 주로 불가사리를 먹이
로 하는 대형 육식성 포식자로써 연안 생태계 최상위에서 조절자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들의 사멸은 해당 해역 군집구조의 변화와 같은 생태계 불균형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둥류 중 가장 크고, 모양이 아름다워 남획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가
문제가 된다.
갯게 : 갑각 길이 약 3 cm, 갑각나비 약 4 cm로 갑각의 윤곽은 양옆 가장자리가 볼록한
사각형이고, 방게처럼 예리하지 않다. 기수가 주로 된 갯벌의 도랑이나 습지에 구멍을
파고 사는데, 갯벌 상부에 깊은 구멍을 파고 살기도 한다.
새우말 : 암수딴몸의 다년생 초본이다. 새우말은 개방된 해안의 암반에 주로 자생하고
주로 조간대부터 수심 3 m 지역에 나타나지만 때로는 수심 8 m 지역에서도 발견되기
도 한다.
게바다말 : 주로 개방된 해안의 암석 표면에 서식하고 조간대부터 수심 3 m 지역에 나
타나지만 때로는 수심 12 m 지역의 깊은 곳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2월부터 4월 사이에
암꽃가지와 수꽃가지가 달리 나타나고 수분이 이루어져 6 7월에 성숙된 종자가 보이기
도 한다.
왕거머리말 : 물살이 양호한 내만이나 조하대(수심 9 15 m)에 서식한다. 7 8월에 꽃이
핀다.
포기거머리말 : 전체 높이 약 50 170 cm, 잎폭 약 0.5 1 cm, 암수한몸의 다년생 초본
(여러해살이 풀)이다. 물살이 비교적 느린 만의 조하대(수심 3 8 m) 모랫바닥에 주로
분포하며, 거머리말과는 달리 포기거머리말은 물이 빠져 나가고 난 후인 간조 시에도
물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다. 3월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5 6월에 종자(씨)가 성숙된다.
대추귀고둥 : 복족류에 속하며 껍데기가 대추 모양을 가져 이름이 유래되었다. 나탑은
원뿔 모양이며 크기가 작은 편이다. 굵고 거친 성장맥이 체층과 다른 층에도 세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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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껍데기 주둥이는 좁고 아래위로 긴 반면, 항문이 있는 쪽은 좁고 앞쪽이 둥글며
넓다. 주둥이의 안쪽 입술은 흰색이다.
거머리말 : 전체높이 약 30 120 cm, 잎 폭 약 1 cm, 조간대부터 평균 수심 약 5 m 미
만의 물살이 느린 환경에서 비교적 큰 군락을 이루며 살고 있다. 암수한몸의 다년생 초
본으로 서식환경과 계절에 따라 포기 수, 무게, 성장속도 등이 변화한다. 겨울에 암꽃과
수꽃이 같이 피는 꽃가지가 발생하고 수분이 이루어져 여름에 씨가 여문다. 현장에서는
가을에 종자가 발아하여 약 6개월 후에는 성체로 성장하게 된다.
삼나무말 : 전체높이 약 40 50 cm, 저조선(썰물때 물이 닿는 부위)부근의 암석 표면에
붙어 생활하는 한해성 해조류로, 대개 수심 5 m 부근에 분포한다. 암반이 잘 발달한 곳
에서는 다시마 종류에 들어가는 쇠미역사촌과 구멍이 많이 있어 구멍쇠미역으로 불리는
해조류와 함께 큰 조하대의 해조류 숲을 이룬다.

무안 갯벌의 대표적 보호대상해양생물
흰발농게 : 십각목 달랑게과에 속하는 해산 갑각류이다. 갑각은 길이 약 9 mm, 너비 14 mm
정도로 앞이 넓고 뒤가 좁은 사다리꼴이다. 이마는 비교적 넓어서 갑각 너비의 1/8 정
도이다. 수컷의 집게다리 한쪽은 다른 한쪽에 비해서 매우 크다. 큰 집게다리 손바닥 바
깥 면은 매끈하고 과립이 없다. 갑각 등에는 회색 바탕에 검푸른 무늬가 있다. 큰 집게
다리 손은 전반적으로 흰색이다. 암컷의 집게다리는 작고 대칭이다. 갯벌 조간대 상부의
모래가 섞인 진흙 바닥에 수직으로 구멍을 뚫는다. 수컷의 큰 집게발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발농게라고 부른다. 강화도, 충남 서산, 무안 등 서 남해 갯벌에 서식하며, 세계적으
로 일본, 타이완, 홍콩, 뉴기니, 사모아 등에 분포한다. 갑각의 길이는 약 0.9 cm이며 갑
각의 너비는 약 1.4 cm이다. 갑각은 앞이 넓고 뒤가 좁은 사다리꼴이다. 이마는 비교적
넓어서 갑각 너비의 약 1/8 정도이다. 수컷의 집게다리 한쪽은 다른 한쪽에 비해서 매
우 크다. 큰 집게다리 손바닥 바깥 면은 매끈하고 과립이 없다. 갑각의 등에는 회색 바
탕에 검푸른 무늬가 있다. 큰 집게다리 손은 전반적으로 흰색이다. 암컷의 집게다리는
작고 대칭이다.
대추귀고둥 :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 으로 지정된 대추귀고

둥과의 복족류다. 갯잔디가 발달한 지역에 서식하며 공기호흡을 주로 하는 유폐류이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염습지에 분포하며, 독특한 배설물을 이용하여 서식지를 찾을 수 있
다. 해안개발과 갯벌 매립 등 서식처 파괴가 주요 위협 요인이다. 현재 한국적색목록에
멸종위기범주로 평가되어 있다. 대추귀고둥은 육산패류이면서 해안가 갯벌 지역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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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특징이 있다. 갯벌 조간대 최상부의 풀이 많은 초지대, 특히 갯잔디가 발달한 지역
의 풀숲에 땅을 파거나 돌 밑에서 은거한다. 이 종은 간조 시 땅속으로 숨어들기 때문에
노출된 개체를 발견하기 어려운데, 서식 구멍 주변에 독특한 배설물이 있어서 이를 이용
해 서식지점을 찾을 수 있다. 1월 3월에는 굴 속에서 동면한다.

무안 갯벌의 다른 저서생물
갯고둥 : 껍데기는 원뿔형으로 두껍고 단단하다. 나층은 8층이고, 봉합이 낮아 나층 구별
이 쉽지 않다. 체층은 크고 둥글다. 껍데기 표면은 돌층계 모양의 검은 띠가 있는데, 봉
합 밑에 흰 띠가 있는 개체나 종륵이 분명한 개체도 있다. 껍데기 주둥이는 반원형이며
주둥이의 안쪽 입술에 흰색의 매끈한 층이 발달한다. 뚜껑은 원형으로 얇고 갈색을 띠며
다선형이다.
갯지렁이 : 입 안쪽에 있는 2개의 큰 낫 모양 이빨로 작은 동물, 이끼, 죽은 생물 사체들
을 먹는다. 생식기가 되면 몸체 환절의 빈 곳에 알이나 정자가 들어차는데, 수컷의 몸은
정자로 인해 유백색, 암컷의 몸은 알로 인해 짙은 녹색이 된다. 지렁이와 비슷하나 몸
양쪽에 지네 다리 같은 강모(剛毛)가 많아 다모류에 속한다.
굴 : 개체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성이 바뀌며 일반적으로 영양상태가 나쁘면 수컷이 된
다. 먹이는 플랑크톤이며 주로 규조류를 먹는다. 껍질의 모양은 불규칙이고 변화가 심하
다. 껍질 표면의 성장맥은 비늘 모양으로 거칠다.
나팔고둥 : 패각은 중대형, 나탑은 높은 원추형이며 나층은 8층이다. 체층은 크고 둥글게
부풀어 나팔모양을 한다. 패각의 각구는 방추 모양, 축순은 넓고 황갈색의 활층으로 번
쩍인다. 수관구는 넓게 전개된다. 뚜껑은 가죽 느낌의 난형이나 타원형이다.
동죽 : 패각은 둥근 삼각형 모양이고, 껍데기는 회백색, 각피는 황갈색, 각피의 배쪽 가
장자리는 자주색이다. 흔히 식용으로 잘 알려진다.
두드럭배말 : 껍데기 표면에 혹 모양의 두드러기 같은 결절들이 많이 나 있어 이런 이름
이 붙었다. 껍데기는 삿갓 모양이고 각정은 심하게 앞쪽으로 치우쳐 있다. 방사륵이 각
정에서 시작해 아래로 퍼져 나가면서 군데군데 결절을 만든다. 이 방사륵에 성장맥이 교
차한다.
말뚝망둥어 : 몸은 길고 앞부분은 단면이 원형에 가까우며 뒤로 갈수록 옆으로 납작해진
다. 머리는 위아래로 납작하고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넓다. 주둥이는 작고 두툼한 원처
럼 보인다. 눈은 머리 위에 튀어나와 있으며 두 눈이 서로 가까이 있다. 두 눈은 개별적
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등지느러미는 2개이며 성체가 되면 배지느러미 좌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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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져서 마치 빨판 모양으로 된다. 가슴지느러미는 몸에 붙는 기부가 뭉툭한 자루 모양
으로 되어 이 지느러미를 사용해 갯벌을 기어다닌다. 꼬리지느러미는 아랫부분이 윗부
분보다 짧으며 끝은 뾰족하다.
말조개 : 패각은 긴 달걀형으로 두껍다. 각정은 앞쪽에 치우치고 패각에는 물결모양의
둥근 줄무늬가 있다. 성장맥은 잘 보이고 패각 안쪽은 은백색의 진주광택이 있다. 패각
의 바깥 껍질은 빛나는 검은색이다.
맛조개 : 가늘고 긴 원통형의 조개이다. ‘긴맛’으로도 불린다. 껍데기는 얇고 잘 부서지며
조간대에서 수심 약 2 m 정도 깊이까지에서 산다. 주로 구멍을 파고 서식하며 우리나라
에서는 해안 대부분에 분포한다.
바지락 : 껍데기는 달걀 모양이나 타원형으로 부풀어 오른 모양이며 딱딱하다. 표면의
방사륵은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강하며 성장맥과 교차하여 그물맥을 나타낸다. 주로 모
래펄 속에서 살아가며 번식이 잘되어 양식조개로 잘 알려진다.
비단가리비 : 우각에 비하여 좌각이 약간 오목하다. 우리나라의 해안 대부분에서 서식하
고 패각의 색이 아름다워 비단가리비로 불리는 가리비 종류 중의 하나이다. 패각에서 뻗
는 방사륵이 상당히 큰 편이다.
칠게 : 암컷은 수컷보다 작다. 갑각은 앞쪽이 약간 넓은 사다리꼴이다. 이마는 좁고 앞쪽
아래로 기울면서 튀어나왔다. 눈구멍은 넓고 긴 홈통모양이며 여기에 긴 눈자루가 있다.
갑각 윗면은 앞뒤로 약간 기울어진다. 갑각은 대부분 작은 알갱이모양 돌기와 짧은 털로
덮여 있다. 양 집게다리는 대칭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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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토양과 퇴적물
풍화 작용
암석이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 작용으로 잘게 부서지는 작용을 풍화라고 한다. 이 풍화
작용은 기계적(물리적) 풍화 작용과 화학적 풍화 작용으로 나눌 수 있으나 대부분 함께 일
어나는 경우가 많다. 기계적 풍화의 요인으로는 기온 변화, 압력 변화, 물의 동결 작용 및
식물의 작용 등이 있다. 한랭 기후 지역에서 겨울이 되면 암석 사이의 갈라진 틈에 있는 물
이 얼게 된다. 물이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지고 암석의 갈라진 틈이 늘어나게 된다. 그것이
온도가 올라가면 녹게 되고 이것이 되풀이되면 암석이 부서진다. 이처럼 암석이 약해져 부
서지는 것을 기계적 풍화 작용이라고 한다.
화학적 풍화 작용은 대기 중의 물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빗물에는 대기의 여러 가지
성분이 녹아 있으며, 이 물은 암석 중의 광물과 작용하여 용해, 산화, 탄산화, 가수 분해, 수
화, 킬레이트화 등 여러 작용을 일으켜 결국 암석을 파괴한다.

기계적 풍화작용

화학적 풍화작용

식물에 의한 풍화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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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토양)
흙(토양)은 암석의 풍화 작용의 산물이 지표에 쌓인 것으로, 식물이 자라는 터전을 제공
하므로 식량의 생산과 생물 활동의 근거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성숙한 흙이 생성
되려면 수백만 년의 세월이 걸리므로 무분별한 개발이나 홍수 등의 재해로 유실되지 않도
록 보호해야 한다.
흙을 구성하는 성분은 암석의 풍화 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작은 알갱이와 생물의 일부 또
는 전체가 썩어서 생기는 물질로 되어 있다. 그러나 생물이 썩어서 생긴 부식물은 흙이 아
니라고 생각한다. 즉, 흙은 암석이 풍화되어 생긴 작은 알갱이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흙(토양, soil)은 암석이 분해된 풍화물에 썩은 부식질이 섞인 것을 의미한다.
생물이 땅에서 썩게 되면 그 또한 흙의 일부가 되기에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

흙의 구성 성분
일반적으로 흙은 자갈, 모래를 비롯한 더 작은 알갱
이와 식물의 잔해 등인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
적으로 돌, 자갈, 모래와 유기물 등의 고형물(무기물
유기물)이 50% 내외이며, 그 외에 토양 공기와 토양
수분이 각각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기물
은 5% 내외로 적지만, 식물에 양분을 공급하는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흙의 구성 성분

흙의 역할
요즈음 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흙을 만져 보고 밟아 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흙은 모두 살아 있는 생물의 근원이다. 한 줌의 흙 속에는 수많은 생물이 살아 숨 쉬고 있
다. 농업은 바로 이 흙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다.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도, 햇빛, 공기,
수분, 양분 그리고 흙(토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흙은 작물을 받쳐 주고 양
분과 수분의 공급원이며, 뿌리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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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속의 자원 - 홍토(라테라이트)
홍토는 알루미늄의 주원료인 보크사이트
(bauxite) 원료로 이용되는 흙으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므로 많은 나라가 홍토 탐사를
통하여 자원을 개발하려고 한다. 2011년 베트
남에서는 홍토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탐사 계
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세계 곳곳에서
홍토 안의 다양한 광물을 채취하고 있다. 한
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에서는

홍토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한국 업체가 니켈을 채취하고 있다.

토양의 생성 과정
지표의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 풍화 작용을 받으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되는데,
이것을 토양이라고 한다. 우리가 늘 밟고 다니며 식물이 자라는 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
일까? 흙은 언뜻 보면 늘 그대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 하고 있다. 우선 흙이
생기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 풍화, 침식을 통하여 작은 알갱이나 가루가 된다. 이 가
루가 모여서 흙이 된다. 둘째, 좀 더 특별한 경우로 여러 해 동안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여
러 생물의 죽은 잔해가 쌓여 지속적인 압력을 받으면서 그 안의 수분이 전부 빠져나가 유
기물이 모여 생기는 흙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식물의 부식물이 섞이고, 생물의 유해가 썩
어서 생긴 물질로 인하여 양분이 풍부한 토양이 된다. 토양의 생성 과정에는 생물과의 상호
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처럼 암석이 부서져 돌, 자갈, 모래 또는 더 가는 알갱이가 모여
흙이 되는 경우에 흙이 되는 최초의 암석을 가리켜 어머니가 되는 바위라는 뜻으로 ‘모암’
또는 ‘기반암’이라고 부른다. 또 암석이 풍화를 거쳐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조각으로 된
것을 ‘모질물’이라고 한다. 이 모질물이 더 잘게 부서지고 그 위에서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
면서 ‘표토’가 생긴다. 표토에는 식물의 부식물이 섞이게 된다. 그 후 표토 물질이 아래로
운반되어 ‘심토’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큰 나무가 자라는 숲의 토양과 같이 오래된 토양의 단면은 기반암, 모질물, 심
토, 표토 층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된 토양의 모습을 ‘성숙’된 토양이라 한다. 토양은 원래
의 암석, 생성 지역의 기후, 지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체로 덥고 습한 곳에서
두꺼운 토양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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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생성과정

토양의 성질
토양의 물리적 성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토양 입자 사이에는 모양과 크기가 다
른 다양한 틈이 존재하는데, 이를 ‘토양의 공극’이라고 한다. 토양의 공극은 물을 포함한 액
체의 저장이나 이동 통로이며, 식물의 뿌리나 토양에서 사는 생물의 서식 공간으로도 이용
되고 있다.
공극 : 토양 알갱이 사이의 틈을 공극이라고 하며, 큰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을수록
공극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공극률 : 토양의 전체 부피에 대한 공극의 부피비를 %로 나타낸 것으로 물이 포함
된 함수량을 좌우한다. 입자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수록 전체 토양 부피에 대한 공
극 부피 비율은 작아진다.
투수성 : 물이 빠지는 성질로 공극이 클수록 투수성이 좋다.

흙을 보존하는 방법
흙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것으로 이를 잘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흙을 잘 보살피지
않으면 물이나 바람에 유실되기도 하고 비닐이나 좋지 않은 쓰레기가 흙 속에 들어가 흙의
상태가 식물이 자라는데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좋은 흙에는 많은 생물과 미생물이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렁이는 우리 흙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이다. 이런
지렁이가 잘 살 수 있도록 땅에 비닐봉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농약을 함부로 사용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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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이 흙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
흙 속에는 무기적 성분과 유기적 성분이 있다. 흙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두 요소를 포함
할 수 있는 물리화학적 과정과 유기적 과정을 모두 거쳐야 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화학
적 과정은 커다란 암석에서 풍화와 침식으로 인하여 부서져 작은 알갱이가 되는 것을 말한
다. 더구나 죽은 동물의 몸이나 식물의 낙엽 또는 일부도 섞여 유기물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리적으로 작은 알갱이가 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유기적 성분이 포함되어 성숙한 토
양이 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보통 흙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수 만년 이상의 오
랜 시간이 걸린다.

큰 바위가 작은 흙이 되기까지의 과정
어떻게 큰 바위가 아주 작은 알갱이로 되는 작은 흙으로 변할 수 있을까? 바로 물과 바
람의 힘 때문이다. 풍화 작용은 암석의 입자를 잘게 부수기도 하고, 녹이거나 화학적 변화
를 일으키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작용이 함께 일어난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겨울에 바위틈에 흘러 스며든 물은 얼면서 팽창한다. 우리가
냉장고에 얼음을 얼리면 처음 넣은 물보다 부피가 커지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바위는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부서지게 된다. 식물의 뿌리도 틈 사이를 파고
들어가 흙이 만들어지게 한다. 바위틈에 있는 흙 위에서 자라던 식물이 점점 자라면서 바위
틈 속으로 뿌리를 내리면 이 힘을 이기지 못한 바위는 조각이 나는 것이다. 또 바람의 힘도
있다. 바위는 오랜 시간 바람에 깎이고 바람이 실어온 미세한 모래 입자에 의하여 깎여 점
차 작게 변하여 간다. 이와 더불어 죽은 동물의 몸이나 낙엽 등이 쌓여 분해되고 흙과 함께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비옥한 흙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암석의 풍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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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화 작용의 종류
풍화 작용은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잘게 부서지거나 성분이 변하는 과정으로 크게 기계
적 풍화 작용과 화학적 풍화 작용이 있다.

기계적 풍화 작용
물의 결빙 작용 : 앞서 말한 거와 같이 암석의 틈 사이로 스며든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 쐐기와 같은 작용을 하여 암석이 갈라진다.
식물의 뿌리 작용 : 암석의 틈 사이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어가 쐐기와 같
은 작용을 일으켜 암석이 부서진다.
압력의 감소 :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지표에 드러나면 위의 압력은 사라지고
나머지 부분의 압력은 있어 암석이 둥글게 갈라져 양파 껍질처럼 벗겨진다.

물의 결빙에 의한 풍화 작용

식물의 뿌리에 의한 풍화작용

72

무안 황토 갯벌의 자연탐구 지도서

압력의 감소에 의한 풍화작용

화학적 풍화 작용
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원인이 되어 암석을 녹이는 작용으로 온난 습윤한 지방에서 잘
일어난다. 그런 예들로 장석은 물과 이산화탄소의 작용으로 고령토로 변하고 열대에서는
이 고령토가 다시 보크사이트로 변한다. 또 석회암은 물과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중탄산
칼슘으로 변하고 이 중탄산칼슘이 물에 녹아 석회 동굴의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만들어
진다. 이런 석회동굴은 오랜 시간에 걸친 화학적 풍화를 잘 보여주고 멋진 경관을 이루므로
중요한 자연학습장의 역할을 한다.

CaCO3 + H2O + CO2

Ca(HCO3)2

토성
토성(土性)은 토양의 양분 유지 공급뿐만 아니라 물과 공기의 공급, 경작의 쉽고 어려움
등 식물의 생육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토양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흙의 종류에 따른 작물의 선호도
흙은 알갱이의 크기와 구성 성분에 따라 여러 종류의 흙으로 나눌 수 있다. 점토가 많은
흙, 모래가 많은 흙, 유기질이 많은 흙 등이 있는데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각 식물이
좋아하는 흙의 조건을 맞추어 주거나 그 흙의 조건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키워야 한다.
흙을 분류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흔히 2 mm 이상은 자갈, 0.0625 2 mm는 모
래, 0.004 0.0625 mm는 미사(실트), 그 이하는 점토로 분류한다. 점토는 물과 양분을 잘 저
장할 수 있지만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모래는 공기는 잘 통하지만 물과 양분을 잘 저장
하지 못한다.
모래가 80% 이상인 흙은 사토(모래흙)라고 한다. 더 고와질수록 사양토(모래 참흙), 양토
(참흙)로 된다. 모래가 고와질수록 수량이 늘어난다. 오히려 더 고와져 식토와 가까워진다면
점토에 물을 부었을 때 잘 스며들지 않는 것처럼 수량이 줄어든다. 대체로 식물은 양토(참
흙)나 사양토(모래 참흙)에서 잘 자란다.

토양분류
토양분류란 토양의 특성과 이들의 관계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토양을 종류별로 정리
한 것이며 국가마다 각각 분류방법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미
국에서 설정한 구분류 방법을 사용하여 오다가 1960년 이후에 새로운 분류방법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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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분류방법에 준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토양
환경 정보 시스템(흙토람)에 접속하면
전국의 토양 환경 지도를 볼 수 있다.
토양 환경 지도에서는 표토의 자갈 함
유량, 표토의 토성, 침식 정도, 경사 정
도 등을 알 수 있으며, 작물 재배 적지
도 알려 주고 있다. 학생들과 주변의
흙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도 좋은 자유
탐구 주제가 될 것이다. 토양 환경 정
보 시스템 모바일 누리집도 있다.

토양의 분류

토양 미생물
아무리 흙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다도 흙 알갱이밖에는 안 보인다. 흙덩이를 유리컵에 물
로 풀어 본다. 흙탕물이 일어나고 모래알갱이가 가라앉고, 어떤 것은 물에 둥둥 뜬다. 살아
움직이는 것은 아무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흙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엄청난 생명
들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흙 알갱이 자체는 생명이 없지만 흙 속에는 생명체들이 엄청나
게 많아서 마치 흙이 살아 있는 것 같다.
1g의 흙에는 모래 알갱이가 6백만 개 또는 점토(모래보다 작은 알갱이)가 9천억 개가 있
다. 흙 1g이라면 티스푼으로 2수저가량 되는 분량이다. 흙 알갱이 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미
생물들이 살고 있다.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은 세균(박테리아)으로 1천7백만 마리, 비옥한
흙에서는 10억 마리까지 산다. 무게로 따지면 1ha에 2톤에 육박한다. 또 1ha에 사는 곰팡이
의 균사를 다 합치면 지구에서 달까지 850번 왕복하는 거리에 맞먹을 정도며 총 생물의 무
게는 7톤이 넘는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인간에
게 유익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곰팡이의 경우 사는 동안 진득진득한 진을 내서 흙 알갱
이를 모아준다. 낱개로 있는 흙 알갱이를 모이게 만들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모이면 식물 뿌리에게 여간 유익한 게 아니다. 공기도 잘 통하고, 물도 많이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박테리아 중에는 흙 속에 살면서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해 주는 것도 있다.
아조터박터(Azotobacter)라고 하는 이 세균은 ha당 연간 최고 60kg의 질소를 만들어 흙 속
에 남겨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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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미생물들이 먹는 양식은 흙이 아니라 유기물이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유기
물을 많이 넣어주면 이들 미생물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흙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해 준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또한 수소이온 농도가 중성인 곳에서 가장 잘 산다. 그리고 석회를 유기
물 다음으로 좋아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기물과 석회는 미생물에게도 좋고 흙에도 좋아
결과적으로는 농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퇴적물
퇴적물은 기존의 암석 및 토양의 풍화작용에 의해 생성되며, 퇴적암은 다양한 과정을 거
쳐서 만들어진다. 퇴적물은 일반적으로 쇄설성 퇴적물, 화학적 퇴적물과 유기적(생물학적)
퇴적물로 나뉜다. 퇴적물은 일반적으로 입자의 크기인 입도, 입자의 모양으로 정의된다. 또
한 퇴적물은 그 기원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쇄설성 입자 :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등 원래의 암석들이 화학적 또는 물리적 풍화
에 의해 생기는 쇄설성 입자
화학적 기원의 입자 : 암석 등의 화학적 풍화나 여러 가지 화학반응으로 침전하여 생김
생물기원의 입자 : 주로 생물과 관련된 입자
화산쇄설성 입자 : 폭발적인 화산분출에 의해 생긴 입자

퇴적물의 크기 분류
쇄설성 퇴적물을 입자의 직경에 따라 분류하면 자갈, 모래 및 점토 등으로 구분한다. 입
자의 직경이란 일반적으로 장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최근에는 퇴적물의 입도를 통계처리
할때

척도(단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1/16 mm는 4 , 4 mm는 -2

퇴적물
표력(boulder)
자갈

하는 식이다.

크기 (mm)

∅ 척도

256 이상

>8(28)

왕자갈(cobble)

64

256

6(26)

8(28)

잔자갈(pebble)

4

64

2(22)

6(26)

왕모래(granule)

2

4

1(21)

2(22)

모래(sand)

1/16

모래
미사(silt)
진흙
점토(clay)

1/256

2
1/16

1/256 이하

-4(2-4)
-8(2-8)

1(21)
-4(2-4)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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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급(分級)
퇴적물 또는 퇴적암에서 구성입자 크기의 표준편차 즉 입자크기가 얼마나 퍼져있는가(산
포)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즉 퇴적물이나 퇴적암의 알갱이 크기가 평균치에서 벗어난 정도
인데 입자크기가 고르면 분급이 양호하고 크기가 많은 차이가 있으면 분급이 불량하다고
한다. 보통 포크와 워드(Folk and Ward)가 제안한 공식에 의해 분급도를 구한다(Ø = 0.35
이하인 경우는 매우 분급이 좋음, 0.35 0.5는 분급이 좋음, 0.5 0.71은 비교적 좋음, 0.71
1.0은 보통임, 1.0 2.0은 분급이 나쁨, 2.0 이상은 분급이 매우 나쁨). 박편이나 야외 암석에
서도 대략 분급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비교 차트를 활용한다.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 불량

<0.35Ø

0.35-0.71Ø

0.71-1.00Ø

1-2Ø

2-4Ø

분급의 정도를 나타내는 모식도(콤프톤, Compton, 1985)

원마도와 구형도
원마도는 입자의 모서리가 마모된 정도나 입자의 면이 매끈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기
원암의 종류, 기원지의 기복, 운반작용 및 운반거리, 입자의 광물성분, 풍화정도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므로 이로부터 퇴적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퇴적물의 원마도는 하천의 상류
에서 하류로 이동함에 따라 마모작용으로 입자의 크기는 감소하나, 원마도는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 원마도는 수력학적 조건에 따라 다르며, 그 예로 바람에 의한 풍성기원 퇴적
물이 유수에 의해 운반된 모래보다 원마도가 좋다. 구형도는 입자의 모형이 얼마나 구에 가
까운가를 말하는 것이다. 입자의 장축, 중간축, 단축간의 길이의 비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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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마도와 구형도

입자의 모양
입자의 모양은 장축, 중간축, 단축의 비율로 측정된다. 이러한 비율로 oblate(원반형),
equant(입방체 또는 구형), bladed(잎사귀형), prolate(막대기 모양)의 4모양으로 분류한다.

입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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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과 퇴적물 색
토양의 색은 토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양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하나의 지표
가 될 수 있다. 특히 토양의 색은 유기물함량, 토양배수, 통기성 등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토양분류 시 토양의 수직적 위치 구분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온대지방에서 나타나는 광물의 상당량은 색이 밝다. 만약 화학변화가 거의 진
행되지 않은 광물로 구성된 토양이라면 엷은 회색을 나타낸다. 유색광물의 함량비율은 토
양에 결정적인 색을 띠게 한다. 많은 열대토양이 붉은 색을 띠는 것은 산화철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이다.
온대지역 토양의 어두운 색은 일반적으로 분해가 많이 된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양이 검은 색을 띠게 하는 원인물질 중의 하나인 토양유기물은 유기물의 특성,
함량 및 토양단면상 분포특성에 따라 토양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르다. 덜 썩은 이탄
(peat)은 보통 갈색을 나타내지만 부식과 같이 잘 썩은 유기물은 흑색을 나타낸다. 따라서
유기물은 철산화물이나 염의 축적과 같은 다른 성분이 토양의 색에 관여하지 않는 한, 토양
이 회색이나 암회색을 띠게 한다.
배수가 불량하여 유기물 축적이 많은 표층은 아주 어두운 색을 나타내지만 밑으로 내려
갈수록 유기물함량이 감소되면서 밝은 회색을 띤다. 배수가 잘되어 통기성이 좋아지고 토
양수분과 온도가 화학작용에 적당한 상태가 되면 토양광물 속에 있는 철은 산화나 수화되
면서 적색이나 황색으로 변한다.

퇴적암
퇴적암은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풍화 침식을 받아 생긴 쇄설성 퇴적물이나 화학적인 침
전물 또는 생물의 유해 등이 낮은 분지에 쌓여서 오랜 세월에 걸쳐 속성작용을 받아 굳어
져 된 암석이다. 여기서 속성작용이란 퇴적물이 쌓인 후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암석으로
되는 과정을 말한다. 속성작용의 과정을 요약하면, 먼저 퇴적물 입자 사이의 간격이 축소되
고 공극수 등이 빠져나가는 다짐작용, SiO2나 CaCO3 등이 입자 사이를 연결하는 교결작용,
그리고 교결재가 석영 등의 결정으로 바뀌는 결정화 등이 있다.
퇴적암은 그 생성과정과 구성성분에 따라 분류된다. 먼저 암석이 풍화 침식된 쇄설성퇴
적물이 굳어서 된 암석은 쇄설성퇴적암이라 한다. 수중의 화학적 성분들이 침전되어 굳어
지면 화학적 퇴적암, 생물의 유해가 굳어지면 생물학적 퇴적암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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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의 암석화 과정

토양의 침식과 보전
자연상태의 지표면에서는 토양 생성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생성속도보다 침식속도
가 빠른 경우를 토양침식이라고 정의한다. 토양침식은 자연침식과 인위적 침식이 있다. 바
람에 의한 토양침식은 일반적으로 식생의 피복이 빈약한 건조지방이나 습윤지역의 건기에
이루어지며, 바람이 강할수록 토양침식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물에 의한 토양침식은 각종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가용성 염류나 유기물 등의 영양분을 함께 유실시키기 때문에 토양
의 비옥도와 보수력을 감소시킨다.
인위적 침식은 농토나 목초지 개간 및 화전 개간에 따른 삼림의 파괴, 계속적인 단일 경
작, 대규모의 기계화된 기업적인 농업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하여 더 많은 토양이 침식되어
광대한 토지가 황폐화됨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늘어나는 농작물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개기술이나 계단식 농작지 등을 개발하여 식량 증산에 노력을 하여 왔으나, 이러한
식량 공급량의 증가 속도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생활의 풍요에 따른 식량수요를 충족시
킬 수가 없게 되었다. 그 결과 토양비옥도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휴경과 이동경작의 사이클
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계단식 조성 없이 급경사면에 직접 경작을 함으로써 토양의 유실
을 자초하였으며, 값싼 질소비료의 사용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곡물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
기 때문에 윤작을 포기하고 특정 작물만을 연작(단일경작)함으로써 토양의 비옥도도 상실되
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경지에서의 토양침식 속도는 토양생성 속도의 약 20 100배에 이르게 되
었고,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매년 약 240억 톤이나 되는 표토층이 유실되고 있으며, 이
것은 900만톤의 식량이 감소하는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토양침식은 인간활동에 의한 토양침식의 원인은 과도한 방목, 무계획적인 산림개발과 도
시개발, 도로망 확충 등 다양하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농업에 있다. 우리 국토의 70%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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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지대로서 비옥한 농경지 면적은 제한되어 있어서 경사지 경작에 우리 식량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동고서저의 지형과 강우의 계절적 집중성으로 인해 토양 침식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완만한 경사지에서의 토양침식은 등고선 농경법에 의하여 30 50% 까지 감
소시킬 수 있다. 또한, 경작지는 바람과 물에 지표면이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휴경기에는
볏짚, 풀, 거적, 나뭇잎 등으로 표토를 피복하는 것이 토양 침식을 줄일 수 있다.

무안 갯벌 퇴적물
무안 갯벌의 표층퇴적물은 잔자갈(pebble)에서 점토(clay)에 이르기까지 넓은 입도 범위이
며, 평균입도는 0.0 내외의 집단과 6.0 내외의 두 집단으로 크게 구분되어지고, 분급은
2.0 미만의 양호와 4.0

이상의 불량으로 크게 구분된다.

평균입도는 주조수로와 시목리 갯벌에서는 0
의 대부분의 정점에서는 6

내외의 굵은 조립질 값을 보이며 그 이외

내외의 세립질 값을 보인다. 분급은 시목리 갯벌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양호하며 시목리 갯벌에서 불량하고, 퇴적물의 분포 특성을 통하여 함해만의
퇴적물은 0

내외의 퇴적물이 우세한 것과 6.0

내외의 퇴적물이 우세한 지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역질모래 퇴적상은 강한 조수의 영향으로 조립질 퇴적물의 이동이 가능한
주조수로와 만 남동쪽에서 연안침식에 의해 생성된 퇴적물이 공급되는 시목리 갯벌에 분포
한다. 점토 퇴적상은 만 가장 안쪽과 주조수로 주변의 갯벌에 분포하며, 이는 조수에 의해
이동된 세립의 퇴적물이 정조기 동안 낙하 퇴적되면서 형성된다. 실트 퇴적상은 임수반도
뒤쪽과 북서쪽 갯벌에 나타나는데 실트의 공급이나 점토의 제거에 의해 나타난다.

무안 함해만 표층퇴적물 퇴적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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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갯벌의 퇴적환경

가) 함해만 내부에 잘 발달된 펄 갯벌의 전경. 나) 펄갯벌 표층에서 관찰되는 생흔, 다) 굴껍질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패각층, 라) 잘 발달된 조류세곡, 마) 조수해빈과 염생식물, 바) 갯벌 내부에서
관찰되는 기반암, 사) 펄 갯벌의 깊이, 하부 기반암의 고도가 불규칙적임을 유추할 수 있음,
아) 펄 갯벌 약 10cm 하부에서 관찰되는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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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달의 운동과 조석
달의 모습(위상)
달의 위상 또는 월상(月相)은 달이 신월(삭월, 달이 거의 안보임),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믐달로 변화하는 위상을 말한다.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원리는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천체이기 때문에 태양에 비친 반구는 밝지만 반대쪽 반구는 암흑 상태가 되며,
그와 같은 달을 태양과 같은 쪽에서 바라보면 만월(滿月), 반대쪽에서 보면 신월(新月)이 되
기 때문이다.
달이 공전함에 따라 신월에서 초승달이 되고, 상현(달은 첫 반달)에서 만월로 변한다. 만
월이 약간 이지러진 것이 지새는 달이고, 그러고 나서 하현(나중에 뜨는 반달)을 거쳐 다시
초승달 모양으로 얇아져 다음 신월로 이어진다. 달은 언제나 같은 면을 지구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달의 바깥쪽 가운데 지점을 검은 점으로 나타내 보면 이 지점은 상현 무렵에 태양
의 빛을 받게 되어 하현 무렵까지 보인다.

달의 위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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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관측일(음력)

모양(위상)

삭(신월)

1일경

초승달

2 3일경

달의 오른쪽이 반원보다 작게 보일 때의 위상

상현달

7 8일경

달의 오른쪽 절반만 보일 때의 위상

망(보름달)

15일경

하현달

22 23일경

달의 왼쪽 절반만 보일 때의 위상

그믐달

27 28일경

달의 왼쪽이 반원보다 작게 보일 때의 위상

햇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음

달이 원형으로 빛날 때의 위상

달이 뜨는 위치와 시각
해가 진 직후 매일 같은 시각에 달을 관측하면 달은 서

동으로 약 13°씩 이동한 위치

에서 보인다. 그리고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동안 달은 하루에 약 13°씩(360°/27.3일) 서
동으로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따라서 지구가 약 13°만큼을 더 자전해야 달이 전날과 같은
위치에서 떠오르게 되므로 달은 매일 약 50분씩 늦게 뜬다.

여러 날 동안 18시(오후 6시)경에 달이 관찰되는 위치(음력 기준)

보름달과 달의 위치변화
동쪽 지평선에서 보이기 시작한 달은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초승달의 경우에는 낮에 동쪽에서 뜨는데 낮에는 태양 때문에 초승달을 관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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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 동쪽에서 뜬 초승달은 시간이 지나면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움직인다. 태양이
서쪽으로 보이지 않게 되면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서쪽까지 이동한 초승달을 잠시 관찰할
수 있다. 결국 초승달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보름달의 경우에는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될 무렵에 동쪽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하룻밤 동안 남쪽을 지나 새벽에
서쪽으로 보이지 않게 될 때 태양이 동쪽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결국 보름달을 관찰할 경우
에 달이 하룻밤 동안 움직이는 모양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과 위치가 변하는 까닭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이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이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각에 달의 모양을 관찰하면 달의 모양과 위치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까닭은 달이 약27.3일을 주기로 지구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기 때문이다. 달은 27.3일을 주
기로 지구를 공전하지만 실제로 달의 모양 이 변하는 주기는 29.5일이다. 그 까닭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구에서 볼
때에 달이 같은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공전한 각도만큼 달도 지구 주위를 공전
해야 한다. 달이 지구를 공전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음력 8월 15일 저녁 8시에 달이
뜬다면 8월 16일에는 50분 늦은 저녁 8시 50분 에 달이 뜬다.

날자에 따른 달이 뜨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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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이 29일 또는 30일까지 있는 이유
음력은 달이 차고 기우는 모양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날짜를 정한 것이다. 달의 모양이
보이지 않는 삭(朔)을 초하루라고 하고, 보름달이 뜨는 15일인 망(望)을 보름이라고 한다.
망을 지나 다시 삭이 시작되는 날의 바로 전날을 그믐이라고 한다. 즉, 한 주기의 마지막
날을 그믐이라고 하여 한 달을 정하였다. 삭에서 다음 삭까지는 약 29.5일이 걸리는데, 한
달을 29일 이나 30일로 정한 음력 1년은 태양력의 1년보다 열흘 정도가 짧다. 음력의 이러
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 3년에 한 번 씩 윤달이라는 별도의 달을 더 두고 있다. 음력
은 계절과 잘 맞지 않으나 달의 모양이 날짜에 일치하고 조석 현상을 잘 예측할 수 있으므
로 해안가나 농촌에서는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항성월과 삭망월
항성월(27.3217일) : 달이 지나가는 길인 백도 상을 거칠 때에 백도 위에 고정된 점에
서 백도를 따라 운행하여 다시 그 지점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것은 달이 정확
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회전하는)데 걸리는 주기이다.
삭망월(29.5306일) : 달이 합삭의 위치에서 다시 합삭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약 29.5일)으로, 달의 모양이 완전히 한 번 바뀌는 주기를 말한다. 즉 똑 같은 달의
모습이 반복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음력에서 사용하는 한 달의 길이는 삭망월을 사
용한다. 따라서 음력의 큰달은 30일이 되고 작은달은 29일이 된다. 삭망월이 항성월보다
긴 까닭은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여 더 이동하기 때문이다.

항성월과 삭망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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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동안 달이 움직이는 모습
초승달 :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될 무렵(19시경)에 서쪽 하늘에서 잠깐 보인 이후에 서쪽
너머로 보이지 않게 된다.
상현달 :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될 무렵(19시경)에 남쪽 하늘에서 보인 이후에 시간이 지
날수록 점점 서쪽 하늘로 움직인다.
보름달 :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될 무렵(19시경)에 동쪽 하늘에서 보인 이후에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남쪽을 지나 서쪽 하늘로 움직인다.
하현달 : 자정 무렵에 동쪽 하늘에서 보인 이후에 태양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새벽 6시
경)에는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그믐달 : 태양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새벽 6시경), 즉 태양이 뜨기 직전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태양이 뜨면 태양 빛이 너무 밝아 볼 수 없다.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믐달
하룻밤 동안 달이 움직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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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
조석(潮汐)은 지구의 바다가 태양과 달이 지구에 미치는 힘인 기조력에 의해 부풀어 오
르고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조석 현상에 의해 바다의 깊이가 바뀌며, 조류라 불리는 바
닷물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조석에 대한 예측은 연안 항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조와
간조 사이에만 바다에 잠기는 조간대는 바다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만조
조석은 지구중심과 지구 표면에 미치는 달의 힘(중력)의 세기 차이에 의해 일어난다. 이
때문에 물은 달을 직접 마주보는 부분과 달의 반대편에 있는 지표면 부분에 모이게 되며,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는 물이 빠져나가게 된다. 지구 표면에 물이 모이는 지역은 달의
움직임을 따라 이동하는데, 이러한 달의 위치변화는 지구의 자전뿐만 아니라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궤도운동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특정한 지역에서는 하루에 약 2차례의 만조
와 간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고조가 반복되는 주기는 매일 변화하지만 평균 간격은 12시간
25분이다. 가장 큰 조차(밀물과 썰물의 차이, 潮差)를 갖는 조석(사리)은 태양과 달이 일직
선상에 놓이는 삭(음력 초하루)일 때와 서로 반대방향에 놓이는 망(음력 보름)일 때 나타나
며, 조차가 가장 작은 조석(조금)은 삭과 망의 중간 위상에 있을 때 일어난다.

간조
지구 표면에 작용하는 달의 중력은 태양의 중력보다 약 2.2배 가량 크다. 지구는 극 쪽
표면이 적도 쪽 표면보다 편평한 럭비공과 비슷한 회전타원체이므로, 달의 인력은 지구의
자전축을 달의 공전궤도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기울게 한다. 달의 인력에 의한 조석 중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은 해수의 상승과 하강이다. 달의 인력은 달에 면한 바다의 물을 달
쪽으로 끌어 올리므로 다른 지점에서는 물이 다소 줄어든다. 만조(밀물, 滿潮)는 물이 모이
는 지점에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간조(썰물, 干潮)는 물이 줄어드는 지점
에서 해수면이 낮아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지표면상에 물이 모이는 지역은 달의 움직임
을 따라 이동하는데, 이러한 달의 위치변화는 지구의 자전뿐만 아니라 지구 주위를 도는 달
의 운동에 의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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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조수간만의 차)
연속된 만조와 간조 사이의 해수면 높이의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태양 지구 달이 일
직선으로 높이는 보름이나 그믐 경에는 달과 태양의 인력(끄는 힘)이 합쳐져 해수면이 가장
높게 밀려왔다가 낮게 밀려가는 이때를 사리라고 하고 태양 지구 달이 직각을 이루어서
해수면이 조금만 밀려오고 조금만 밀려가는 때를 조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천체들에 의한
조위와 그 외의 기상상태, 날씨, 해안의 형태와 크기, 수심 등에 의해 나타나는 조위의 변화
에 따라 조차가 달라진다. 장소에 따라 차이가 나서 평균 10 m가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20 cm 가량만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조석을 일으키는 힘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힘은 지구 주위 천체인 태양과 달의 인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한다.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힘을 기조력이라고 한다. 태양은 질량이 지구의 33만 배나 되
므로 지구의 1/80배에 불과한 달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달보다 그 영향력이 약하다. 기조력은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세제곱에 반
비례하므로, 실제로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에 의한 기조력보다 2배 정도 더 크다.
달의 기조력은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과 지구와 달의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
로 회전하는 원운동에 의해 생긴 원심력의 합력이
다. 이때 지구-달의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회
전하는 원운동에 의한 원심력은 지구상의 모든 지
점에서 같지만, 달의 인력은 지구상의 위치에 따
라 거리가 다르므로 달에 가까운 곳이 먼 곳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
그 결과 달의 인력과 원심력이 합쳐진 힘(합력)
인 기조력은 달에 가장 가까운 곳과 달에서 가장
먼 곳에서 최대가 된다. 따라서 기조력이 크게 작
용하는 달을 향하는 방향과 그 정반대 방향으로
바닷물이 모이므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만조가 되

평형조석론을 나타낸 그림

고, 달과 직각을 이루는 방향은 해수면이 낮아져

A. 사리 B. 조금 ①태양 ②지구 ③달
④태양에 의한 인력 ⑤달에 의한 인력

서 간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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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의 형태
조석을 얕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진동인 천해파의 하나로 보는 것은 이상적인 조건 하에
서의 동력학적 조석의 관점에서 생각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대륙 분포가 큰 영향을 미친
다. 지구는 자전하고, 대륙의 분포는 조석의 진행을 방해하여 방향을 전환시키거나 속도를
늦추게 하는 등 조석파의 움직임을 복잡하게 한다. 이러한 방해 작용으로 지구상의 여러 곳
에 도달하는 조석파의 형태는 제각각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 바로 밑에
육지가 있다면 이곳에 고조가 생기지 못하고 주변 해안에 고조가 형성되는 것 같은 현상이
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달이 육지에서 멀어져 바다 위에 오게 되면 바다에 새로운 고조가
만들어지고 대륙 주변은 저조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바다(해역)의 모양도 조석의 형태에 큰 영향을 준다. 큰 해역에서는 조석파의 부진동이
형성될 수도 있다. 물론 작은 해역에서도 조석파끼리의 공명이 일어날 수 있으며 또 해안의
형태에 따라 공명의 주기가 변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하루(조석일)에 비슷한 크기의 두 번의 고조와 두 번의 저조가
일어나는 반일주조(semidiurnal tides)가 일어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하루에
한 번의 고조와 저조만 일어나는 일주조(diurnal tides)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고 저
조가 서로 많이 다르면 혼합조(mixed tides)라고 한다.
조석파에서 바닷물은 바다에서 오른쪽 해안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북반구에서 북쪽으
로 움직이는 해수는 동쪽 해안(해양기준으로 동쪽이며, 대륙을 기준하면 서해안이 된다)으
로, 남쪽으로 움직일 때는 서쪽 해안(역시 해양 기준이며 육지 기준으로는 동해안이다)으로
밀린다. 이러한 해수의 움직임에 기조력이 계속 가해지면 조석파의 마루(고조)는 마디를 중
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조석 기준면
조석의 높이를 재는 기준면을 조석 기준면(tidal datum)이라고 한다. 조석 기준면은 조석
그래프에서 영(0)이 되는 점이다. 기준면이 수년 동안의 해면의 평균인 평균해면(mean sea
level)에 맞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린나라의 경우 혼합조 해안에서는 약최저저조면(App.
LLW)을 조석 기준면으로 설정하며, 바다상태를 기록하는 해도에 표시되는 수심의 기준면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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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조석에 의한 해면의 상승과 하강 때문에 일어나는 바닷물의 흐름을
조류(tidal current)라 한다. 어떤 바다로 해수가 밀려들어와 해수면이 높아져 고조로 가는
동안의 흐름을 창조류(flood current)라 한다. 고조에서 해수가 밀려나가 저조로 수면이 낮
아지는 동안의 흐름은 낙조류(ebb current)라고 한다. 조류는 고조와 저조의 중간 시점에서
최대 속도를 갖는다. 고조 또는 저조 시에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잠시 동안 흐름이 없을 때
를 정조(slack water)라 한다.

백중사리
절기의 하나인 백중(百中)때와 사리(spring tides)의 합성어로, 백중(음력 7월 15일)을 전후
한 사리 때 경험적으로 해수면이 가장 높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년 중에서 해수면 높이는
대기압이나 열(해수의 팽창이나 수축)에 의해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양력으로
9월경에 최대이므로, 이 시기 사리 때는 보통 해수면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년 음력 7월 15일 전후 백중사리 때에 해수면이 연중 가장 높은 것
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엄밀히 말하여, 백중사리는 백중(百中)날에
달의 근지점(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로 평균주기 27.55455일)과 사리(망이나 삭
일 때로 평균주기: 29.53059일)가 일치할 때를 의미한다.
이들 근지점 망 또는 삭 조석의 주기는 약 1년 1달 18일(약 413.428일)이므로, 매 4년마
다 거의 같은 월(月)의 일(日)에 근지점이 위치하게 된다. 그 결과 4년 주기로 일반적으로
해수면이 높은 양력 9월경에 백중사리가 일어나게 되면 이 시기에는 연중 해수면이 최대가
된다.

조석예보표
조석은 해수표면의 수직운동과 수평
운동인 조석해류로 나타난다. 조석을 일
으키는 힘은 지구와 달 또는 지구와 태
양이 이루는 선상의 공통질량 중심 주위
를 지구가 회전함으로써 생기는 관성력
(원심력)이다. 지구 표면의 어느 장소에
서도 달의 상대적 위치가 24시간 50분의

조석예보표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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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를 갖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든 같은 주기를 갖게 된다. 그러나 달이 적도 평면에 있
을 때는 조석주기가 12시간 25분이 된다. 이것은 달의 반일주조(半日週潮)이다. 태양은 12
시간의 주기를 가진 태양의 반일주조와 24시간의 주기를 가진 태양의 일주조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여러 지역에 걸친 조석을 관측한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1개월 주기 혹은 1년
주기의 조석 변화를 예고할 수 있다.

무안 갯벌의 조석 예보표 (국립해양조사원)

기타 조석용어
1일 1회조 : 하루에 한 번의 고조와 저조만 있는 조석
1일 2회조 : 하루에 두 번의 고조와 저조가 있는 조석
고조간격 : 달이 그 지점의 자오선상을 통과하여 고조가 될 때 까지 시간
근지점조 : 달이 지구에 가까이 온 후 일어나는 조차가 큰 조석
기본수준면 : 해도의 수심기준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평균해면에서 주요 4개 분조(M2,
S2, O1, K1)의 진폭(반조차)의 합만큼 내려간 면
낙조 : 조석에 의하여 해면이 내려가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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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 조석에 의하여 해면이 올라가는 동안
대조 : 삭 또는 망 후 조차가 큰 조석
대조승 : 기본수준면으로부터 대조의 평균고조면까지의 높이
대조차 : 대조의 평균조차 (대조 때 조차의 평균치)
소조 : 상현, 하현경의 조차가 극히 적은 조석
소조승 : 기본수준면으로부터 소조의 평균고조면까지의 높이
소조차 : 소조의 평균조차(소조 때 조차의 평균치)
월조간격 : 달이 그 지점의 자오선상을 통과하여 고조 또는 저조가 될 때까지의 시간
일조부등 : 하루 중에 두 번 발생하는 고조와 저조(즉, 조석)의 높이가 같지 않은 현상
정조 : 고조 또는 저조에 따른 해면의 오르내림이 정지할 때
혼합조 : 약 1일에 2회의 고저조가 있으나 일조부등이 크고 때로는 1일 1회조로 되는
조석
회귀조 : 달의 적위가 최대인 때의 일조부등이 큰 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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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태양의 운동
태양
태양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천체이다. 사실상 인간이 사
용하는 모든 연료는 그 근원을 따지면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이며 8개의 행성은 물론
그 위성들, 소행성들, 왜소행성, 그리고 수많은 혜성 등 태양계의 전 가족이 태양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태양의 무게는 지구 질량의 33만 배에 이르며 모든 다른 천체들을 합쳐
놓은 질량의 750배 이상으로 태양계의 전체 질량의 99.85%를 차지한다. 태양은 태양계 내
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유일한 천체이지만 전 우주적인 면에서 보자면 태양도 하나의 항성
(별)에 불과하다. 우리 은하계 내에도 수 천 억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태양일뿐
인 것이다.

태양의 구조
태양의 표층은 표면과 대기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태양의 표면이 ‘광
구’이고 광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중 하층대기가 ‘채층’, 상층대기는 ‘코로나(corona)’이다.
먼저 광구를 살펴보면 쌀알을 뿌려 놓은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쌀알무
늬(백반)라 하며, 광구 밑의 대류지역에서 높은 온도의 기체들이 상승 하강하는 운동 때문
에 나타난다.
광구 위의 채층은 온도가 광구보다 높아 약 1만

정도 되는데 이곳에서는 뜨거운 가스

가 태양 표면으로부터 약 1만 km 이상 높이까지 치솟는 홍염이 나타나기도 한다.
채층 밖에 있는 코로나는 태양의 광구주위에 희박한 밀도의 이온화(플라스마, plasma)된
기체로 가장 높고 불규칙하게 퍼져있는 상층 대기라 할 수 있다. 코로나의 형태와 크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흑점과 관계가 깊다고 한다. 흑점이 최소일 때 코로나의 크기
는 작고 최대일 때는 크고 밝으며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고 알려진다. 태양의 채층과
코로나는 광구의 빛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 때에만 볼 수 있는데 태양의
가장자리로부터 멀리까지 뻗쳐있는 밝은 빛이 바로 코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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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구조

태양의 성질
태양은 뜨겁고 거대한 가스 덩어리로서 중심부의 온도는 약 1천 5백만 K로 높지만 표면
온도는 약 6,000 K이다. 그리고 약 139만 km의 지름을 가진 태양은 지구지름의 약 109배
이고 부피는 지구부피의 130만 배나 되지만 그 밀도는 1.41 g/cm³에 불과하다. 이는 태양
이 가벼운 기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태양의 적도 자전 주기는 약 27일이고
북위 30°는 약 28일로 위도가 높을수록 자전속도가 느려지는 자전 주기를 가지고 있다.
태양은 주성분인 수소(H)원자가 융합하여 헬륨(He)을 만들 때 엄청난 빛과 에너지를 쏟
아내는데 이 에너지는 지구는 물론 이외에도 수성, 화성, 금성, 목성, 수성, 천왕성, 해왕성
등 태양계 내의 모든 행성들과 다른 위성 같은 천체들에도 공급되고 있다. 태양의 중심부는
1,500만 이며 기압은 수천억 기압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는 고체나 액
체는 존재할 수 없고 기체 형태로만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

태양풍
태양풍은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할 수 있다. 이 태양풍에는 양성자와 전자 등 여
러 미립자들과 다른 방출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초 약 100만 톤의 질량이 태양에서
방출된다. 이것이 지구의 공전궤도에 도착할 즈음 속력은 약 200 750 km/s이다.
태양풍은 크게 빠른 태양풍과 느린 태양풍으로 나눌 수 있다. 빠른 태양풍은 약 750 km/s
의 속도이며 코로나 구멍과 연관이 깊다. 느린 태양풍은 빠른 태양풍에 비해 절반 정도의
속도이며, 코로나의 닫힌 자기장에 포착된 물질들로부터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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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태양
태양은 앞으로 약 50억년 정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것은 태양에 남아있는 수소의 양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약 50억년 후가 되면 중심부에 있
는 모든 수소가 핵반응을 하여 많은 별(항성)들이 속하는 주계열(main sequence)을 떠나게
된다. 결국 중심부에는 헬륨이 많이 모이게 되고 수축하여 핵 바깥의 수소들까지 융합하면
서 태양을 크게 팽창하게 하여 그 크기가 어쩌면 지구의 공전궤도에 이를 것으로도 생각되
며 밝기 또한 매우 밝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 때의 태양은 붉은 빛을 띠게 되므로 적색거성
(red giant)이라 불리게 된다. 이후 태양은 내부 핵융합 과정에서 헬륨들이 융합하여 탄소로
되는 과정인 헬륨 플래시(Helium Flash)가 일어나고 이 단계는 아주 단기간만 유지되게 된
다. 그 다음은 태양 바깥쪽이 심한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으로 물질을 우주공간으로 뿌리면
서 이른바 태양 주위에 고리모양의 행상상 성운(planetary nebula)을 이룰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한편 중심에 남은 태양의 핵 부분은 수축되어 남은 열만 밖으로 보내고 매우 밀도가
높은 백색왜성(white dwarf)로 생을 마감한다. 그 마지막에 모든 빛을 잃으면 아마도 아주
작은 검은 별인 흑색왜성(black dwarf)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의 자전
우리는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것은 지구의 자전에 의한 것으로, 지구의 자전이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지구의 자전은 낮과 밤을 만들고 하루 동안 태양의 고도를 변화시킨다.
이것은 하루 동안의 기온 변화의 원인이 된다.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데, 자전
축은 공전 궤도면에 대해 기울어져 있다.

지구의 공전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를 돌고 있으며, 이것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한다. 지구
가 공전하지 않는다면 하루 동안의 태양의 고도와 기온, 낮의 길이가 계속 반복이 되어 계
절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지구가 공전만 한다고 해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만약 지구의 자전축이 수직이라면 공전을 해도 계절의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계절
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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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변화
지구는 자전축이 약 23.5° 기울어진 체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된다. 이 현상
은 태양의 남중 고도를 변화시키고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 낸다.

지구의 공전과 계절 변화

태양의 고도
태양의 고도(solar altitude)는 지평선을 기준으로 하여 태양의 높이를 각도로 나타낸 것이
다. 태양의 고도각 또는 태양 고도각(solar altitude angle)이라고도 한다. 태양의 고도는 해가
뜬 후 점점 높아져 낮 12시에 가장 높고, 낮 12시가 지나면 다시 낮아진다. 태양이 지평선
에 있을 때 태양의 고도는 0°이며 머리 위에 있을 때는 90°이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같은
시각의 태양의 고도는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하루 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를 최고 고도 또는 최대 고도각이라고 한다. 최고
고도를 측정할 때는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태양과 지면이 이루는 각을
측정한다. 주로 그림자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이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 앙부일구이다.
계절에 따라서는 겨울에 최고 고도가 낮으며, 여름에 최고 고도가 높다. 북회귀선과 남회귀
선 사이의 모든 지역에서는 특정 날자와 시간에 최고 고도가 9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적도
에서는 춘분과 추분 때, 북회귀선에서는 하지 때, 남회귀선에서는 동지 때 최고 고도가 90°
까지 올라간다.

자전축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수직으로 연결한 축을 말하는 것으로, 이 축을 중심으로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다. 이 자전축은 지구의 공전 궤도면에 수직 방향으로 위에서처럼
약 23.5°가 기울어져 있다.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긴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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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지구의 자전축이 수직이라면 계절마다 태양의 남중 고도가 변하지 않게 되고, 계절 변화
도 나타나지 않는다.

남중고도
태양의 고도는 하루 동안 달라진다. 태양의 남중 고도는 태양이 남쪽 하늘에 있을 때의
고도를 말하며,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이다. 태양의 남중 고도는 낮 12시 30분경에 그
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 측정할 수 있다. 계절마다 태양의 남중 고도는 달라지는데 여
름에 가장 높고 겨울에 가장 낮다. 또한, 측정하는 지역의 위도에 따라 태양의 남중 고도가
달라지며, 그 날의 적위값과 그 지역의 위도를 알면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적위는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천구(天球)를 생각하고 천구면상에서 어떤 천체의 수직적인 위치를 천구의
북극과 남극 사이의 각의 값으로 재는 측정값이다. 태양의 적위란 태양이 지구의 하늘의 적
도면(천구상의)과 이루는 각을 말하는 것으로 춘분과 추분에서는 0°, 하지에는 +23.5°, 동지
에는 -23.5°이다. 따라서 태양의 남중 고도와 태양 복사 에너지는 하지일 때 가장 높으며,
동지일 때는 가장 낮다.

태양의 남중고도

태양의 남중 고도 변화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태양의 남중 고도가 달라진
다. 태양의 남중 고도는 태양의 적위와 관측 지점의 위도에 따라 변한다. 지표면의 단위 면
적(1 )에 도달하는 태양복사에너지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지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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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태양남중 시간
조선 시대에는 지금의 서울인 한양에서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을 정오로 정하여 사용하였
다. 하지만 전 세계가 서로 통일된 시각 체계를 사용하기 위하여 경도를 15° 간격으로 구분
하여 24개의 표준 시간대를 정하였다. 그리고 각 국가는 각자 편의에 따라 24개의 시간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준시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경 135°의 지방 평
균시를 표준시로 정하였는데, 이 기준선은 서울의 경도보다 약 8° 정도 동쪽에 있다. 따라
서 서울의 경우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은 때는 낮 12시 정각보다 약 30분 정도가 늦은 12시
30분경이 된다.

우리나라 태양남중 시간

계절과 지역에 따른 낮과 밤의 길이 변화
계절에 따라 낮과 밤의 길이는 달라진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대하여
기울어진 채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낮과 밤의 길이는 지구의 공전 궤도상의 지
구 위치에 좌우된다. 북반구의 하지인 6월 22일경에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 보다 훨씬
길게 된다. 그리고 동지인 12월 22일경에는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훨씬 길게 된다. 춘
분이나 추분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약 12시간으로 거의 비슷해진다. 계절에 따른 낮과
밤의 길이는 지구의 위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보통 위도가 낮을수록 계절별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작으며, 적도에서는 약 12시간으로 계절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다. 한편 춘분과 추분에는 어디에서나 낮과 밤의 길이는 약 12시간으로 거의 비슷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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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남중 고도와 태양 에너지 양
계절에 따른 태양의 남중 고도 변화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하여 지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
의 양에 영향을 준다.
첫째, 태양이 머리 위에 높이 떠 있을 때 단위 면적 당의 태양 에너지 양이 많다. 고도가
낮아지면 태양 광선은 넓게 퍼지게 되고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가 약해진다. 손전등
을 사용할 때에 이러한 경험을 해 보았을 것이다. 만약 수직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추면 작
고 강한 점으로 불빛의 상이 맺히지만 비스듬히 비추면 그 상이 넓게 퍼지고 더 어둡게 되
는 원리와 같다.

태양고도변화에 따른 태양복사량의 변화

둘째,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을수록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 따라서 태양의 남중 고도
가 높은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많게 된
다. 즉, 태양 에너지를 받는 일조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은 더 많아지게 된다.
셋째, 작은 영향이기는 하지만, 태양 고도는 태양 광선이 대기를 통과하는 두께를 결정한
다. 태양이 머리 위를 비출 때의 대기 두께를 1이라고 하면, 지표면과 30°의 각도를 이루며
비출 때에 대기 두께가 2배가 되며, 각도가 5°가 되면 11배가 된다. 그 통과하는 길이가 길
어질수록 태양 빛이 대기에 의하여 더 많이 흡수하거나 반사 또는 산란된다. 우리가 한낮의
태양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일몰에는 태양을 감상하며 쳐다볼 수 있는 것도 같은 까닭으
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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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
24절기는 태양의 운동에 근거한 것으로 춘분점(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적도를
통과하는 점)으로부터 하늘에서 태양이 움직이는 길인 황도(黃道)를 따라 동쪽으로 15° 간
격으로 나누어 24점을 정하였을 때에 태양이 각 점을 지나는 시기를 말한다. 절기와 절기
사이는 보통 15일이지만, 경우에 따라 14일이나 16일이 되기도 한다. 그 까닭은 지구가 태
양 주위를 15°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달력을 보면 해
마다 절기의 날짜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지구의 1년이 정확히 365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365일 5시간 48분을 고려하여 윤년을 넣다 보니 날짜가 해마다 조금
씩 달라지는 것이다.
24절기가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지만, 각 절기의 의미가 우리나라의 기후와 정확하게 들
어맞는 것은 아니다. 24절기의 이름은 중국 주(周)나라 때 주로 화북 지방의 기상 상태에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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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양력)

내용

입춘(立春)

2월 4일 또는 5일

봄이 시작됨

우수(雨水)

2월 18일 또는 19일

봄비 내리고 싹이 틈

경칩(驚蟄)

3월 5일 또는 6일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남

춘분(春分)

3월 20일 또는 21일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짐

청명(淸明)

4월 4일 또는 5일

봄 농사를 시작함

곡우(穀雨)

4월 20일 또는 21일

곡식의 씨뿌리기가 이루어짐

입하(立夏)

5월 5일 또는 6일

여름이 시작됨

소만(小滿)

5월 21일 또는 22일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됨

망종(芒種)

6월 5일 또는 6일

모내기를 하고 보리를 수확함

하지(夏至)

6월 21일 또는 22일

연중 낮이 가장 긴 시기임

소서(小暑)

7월 7일 또는 8일

더위가 시작됨

대서(大暑)

7월 22일 또는 23일

더위가 가장 심함

입추(立秋)

8월 7일 또는 8일

가을이 시작됨

처서(處暑)

8월 23일 또는 24일

더위가 꺾이고 선선해짐

백로(白露)

9월 7일 또는 8일

이슬이 맺히기 시작함

추분(秋分)

9월 23일 또는 24일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짐

한로(寒露)

10월 8일 또는 9일

찬 이슬이 맺힘

상강(霜降)

10월 23일 또는 24일

서리가 내리기 시작함

입동(立冬)

11월 7일 또는 8일

겨울이 시작됨

소설(小雪)

11월 22일 또는 23일

얼음이 얼기 시작함

대설(大雪)

12월 7일 또는 8일

큰 눈이 내림

동지(冬至)

12월 21일 또는 22일

밤이 가장 긴 시기임

소한(小寒)

1월 5일 또는 6일

작은 추위가 닥침

대한(大寒)

1월 20일경

매서운 추위가 닥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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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의 계절
6월 22일경에 태양은 북위 23.5°를 수직으로 비추어 북반구가 남반구에 비하여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된다. 만약 6월 22일 정오 북위 23.5° 선상에 서 있다면 바로 그 지점
에서 수직을 이룬 하늘에 태양이 높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날을 하지라고 하며 북
반구의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다.
9월 22일에 태양은 적도 바로 위에 위치한다.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고는 지구 모든 지역
의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 이날을 추분이라고 하며 북반구의 가을이 시작되는 천
문학적인 날이다. 추분 이후에 북반구에서는 날이 갈수록 낮 시간이 짧아지고 정오의 태양
고도도 약간 낮아진다. 태양의 남중 고도는 낮아지고, 낮 시간이 짧아지면서 북반구의 날씨
는 점점 서늘해진다. 그리고 햇빛의 감소, 기온의 하강, 찬바람이 불고하여 아름다운 단풍이
들게 된다.
추분으로부터 3개월 후인 12월 22일은 연중 낮이 가장 짧은 동지이며 북반구의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날 태양은 남위 23.5°, 즉 남회귀선 바로 위에 위치한다. 동지가 지나면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아지고 낮의 길이는 길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3개월 후인 3월 21
일경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지는데 이때가 춘분이다. 춘분에는 태양이 적도 바
로 위에 위치한다.

북반구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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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반구의 계절
6월 22일경에는 남반구는 북반구와 전혀 다른 계절이 된다. 이때 남반구는 밤이 가장 길
고, 태양의 남중 고도는 가장 낮다. 이렇게 남반구에서는 하지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날
이라고 할 수 있다. 남반구에서는 태양이 남위 23.5°의 남회귀선 바로 위에 오는 12월 22일
경에 여름이 시작된다.
지구는 7월보다 1월에 태양과 더 가까이 있다. 비록 이와 같은 거리의 차이는 약 3% 밖
에 안 되지만 지구 대기권 꼭대기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7월보다 1월이 조금이라도 더
많다. 따라서 남반구의 여름은 북반구의 여름보다 더 뜨거워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
지 않다. 남반구의 표면은 81%가 물로 덮여 있고, 북반구의 표면은 61%가 물로 덮여 있다.
따라서 넓은 바닷물의 넓이가 태양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하여 순환시킨다. 그러므로 남반
구의 여름은 북반구의 여름보다 상대적으로 서늘하고, 남반구의 겨울은 북반구의 겨울보다
따뜻하다.

계절의 변화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지구는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에 따라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는 1억 4,960만 km인데 지구의 공전 궤도는 타원형이므로 지구와 태
양 사이의 실제 거리는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그런데 북반구의 겨울에 해당하는 1월
에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4,710만 km로 가장 가까워지며, 여름에 해당하는 7월에는
1억 5,210만 km로 가장 멀어진다. 이와 같은 거리 차이는 지구와 태양의 평균 거리인 1억
5,000만 km와 비교하여 볼 때 불과 1.6% 정도뿐이다. 거리의 차이에 따라 지구에서 받는
에너지의 차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불과 0.026%의 영향을 주는 정도이다.
따라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계절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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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별자리
별자리 기원
별자리는 처음부터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별자리로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각 나
라나 지역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서양을 중심으로 한 별자리
로 통합하면서 오늘날 별자리가 생긴 것이다.
오늘날 별자리의 기원은 서구 별자리로, 기원전 수천년경 바빌로니아 지역에 살던 셈
(Sam)족계 유목민인 칼데아(Chaldea)인 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가축을 키우고, 푸른
초목을 따라 이동하는 생활을 하면서, 밤하늘을 자주 쳐다보게 되었고, 밝은 별들을 연결시
켜 동물이나 사람모습에 비유하면서 별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B.C. 3000년경에 만든
이 지역의 표석에는 양 황소 쌍둥이 게 사자 처녀 천칭 전갈 궁수 염소 물병
물고기자리 등 태양과 행성이 지나는 길목인 황도를 따라 배치된 12개의 별자리, 즉 황도
12궁을 포함한 20여 개의 별자리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집트에서도 별자리가 만들어지
고 그 후 그리스인들에 의해 여러 신화와 관련된 별자리가 더해지는 등 변화과정을 거쳐
20세기 초인 1922년 국제천문연맹 제1회 총회에서 별자리의 계통 정리 제안이 거론되었고,
1928년 총회에서 하늘 천체에서 황도를 따라서 12개, 북반구 하늘에 28개, 남반구 하늘에
48개로 총 88개의 별자리를 확정지었다. 또 지금까지 알려진 별자리의 중요별이 바뀌지 않
는 범위에서 천구상의 적경과 적위에 나란한 선으로 별자리의 경계를 정하였다. 또 라틴어
소유격으로 된 별자리의 학명을 정하고, 3문자로 된 별자리의 약칭 부호를 정하였다. 이것
이 현재 쓰이고 있는 별자리이다.
이 88개의 별자리 중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큰곰자리 등 67개이고, 일부만
이 보이는 별자리가 용골자리 등 12개, 완전히 보이지 않는 별자리는 물뱀자리 등 9개이다.
이렇게 변해온 별자리는 예부터 여행자와 항해자의 길잡이가 되어왔고, 오늘날에는 천문학
자들에게 여러 가지 천문현상들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이용되고 있다.

별들의 위치
밤하늘의 별들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 일주운동과 연주운동을 한다. 이에 별자리
들은 일주운동으로 1시간에 약 15° 정도 동에서 서로 이동하며, 연주운동으로 인해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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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라도 하루가 지나면 약 1°씩 서쪽으로 이동하여 있다. 따라서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
리 또한 다르다. 이를 흔히 계절별 별자리라 부르는데 이것은 그 계절의 저녁 9시경에 잘
보이는 별자리들을 칭한다. 별자리를 쉽게 찾는 데에는 길잡이 별이나 길잡이 별자리를 이
용하는 것이 좋다. 즉, 그 계절과 그 시각에 잘 보이는 밝은 별이나 쉽게 확인되는 별자리
를 먼저 찾고 이어서 다른 별자리들을 찾는 것이다.

시간에 따른 북두칠성의 위치변화(음력 7월 15일)

계절에 따른 북두칠성의 위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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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 판
별자리 판은 관측하고 싶은 날짜와 시각의 눈금을 일치시킴으로써 그때의 별자리 배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기구로, 한 장으로 된 성도 판에는 적도면과 황도면, 그리고 별 등의
천체가 그려져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날짜를 나타내는 눈금이 새겨져 있다. 또 한 장의 돌
릴 수 있게 된 회전판에는 관측지역의 위도를 고려한 지평선이 그려져 있고, 가장자리에 0
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각이 표시되어있어 두 장을 적절히 겹치면, 별의 적경을 모르더라도
관측하는 날의 시각에 따라 하늘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회
전판 안쪽에는 타원형의 투명한 창이 보이는데, 특정일의 시간에 볼 수 있는 하늘의 모습을
나타내며, 투명창의 중앙은 천정(관측자의 머리 꼭대기를 하늘 끝까지 연장한 끝점)을, 가장
자리는 지평선을 나타내는데 지평선에는 동, 서, 남, 북의 4방위와 방위각이 표시되어 있다.
별자리 판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별자리 판을 아래로 놓고 볼 때 지도와 달리 동
쪽과 서쪽이 바뀌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관찰자의 시점의 차이로, 위에서 보고 그린
지도와 달리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리 위로 제대로 들고 보면
실제 방위의 배열과 일치한다.

별자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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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하늘의 별자리
북쪽 하늘 별자리는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항상 볼 수 있는 별자리들
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도가 낮으면 주변의 산이나 건물에 가리거나, 지구 대기의 영향으
로 잘 보이지 않는다. 북쪽 하늘 별자리 중 큰곰자리의 국자모양을 한 북두칠성은 봄과 여
름 초저녁에, 카시오페이아자리는 가을과 겨울 초저녁에 쉽게 볼 수 있다. 이 두 별자리는
주로 밝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모양도 특이하여 찾기 쉬울 뿐 아니라 북극성을 찾는데도
이용되며, 다른 별자리들을 찾는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북쪽하늘 별자리

별자리의 별을 표시할 때, 흔히 알파(α)성 하는 식으로 그리스 문자의 소문자를 사용하
기도 한다. 이러한 표시는 그 별자리에 들어가는 별들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을 알파성, 그
다음 밝은 별은 베타(β)성 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 순서가 항상 밝은 별의 순서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북두칠성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 감마(γ) 등의 순서가 밝은 별의 순서
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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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별자리
봄이 되면 겨울철 별자리들은 서쪽 하늘 아래로 기울고 하늘 높은 곳에는 봄을 대표하는
목동자리의 아크투루스(Arcturus), 처녀자리의 스피카(Spica), 사자자리 레굴루스(Regulus) 등
이 밝은 빛을 낸다. 봄을 대표하는 목동자리 알파별 아크투루스와 처녀자리 알파별 스피카
는 사자자리 베타별 데네볼라(Denebola)와 함께 거대한 삼각형을 만든다. 이 삼각형을 봄의
대삼각형이라 부르며, 봄의 별자리들을 찾는데 편리하게 이용된다. 봄철 별자리는 사자자리,
작은사자자리, 살쾡이자리, 목동자리, 왕관자리, 사냥개자리, 처녀자리, 까마귀자리, 머리털
자리, 천칭자리, 바다뱀자리, 육분의자리, 컵자리가 대표적이다.

봄철 별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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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별자리
여름 밤, 은하는 하늘 가운데를 가로질러 보이고, 백조가 그 위를 날고 있다. 그리고 양
쪽 강변엔 견우와 직녀가 칠월칠석을 기다리며 반짝인다. 견우와 직녀 및 데네브는 거대한
삼각형을 이룬다. 이것을 여름의 대삼각형이라고 하며 여름철의 별자리들을 찾는데 길잡이
로 많이 이용된다.
여름철 별자리는 거문고자리, 독수리자리, 백조자리, 화살자리, 여우자리, 방패자리, 돌고
래자리, 헤르쿨레스자리, 전갈자리, 뱀주인자리, 뱀자리, 궁수자리가 대표적이다.

여름철 별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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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별자리
가을의 별자리는 다른 계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밝은 별이 없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별
자리를 찾기 어렵다. 가을밤이 깊어 가면 하늘 한가운데에 거대한 사각형을 볼 수 있다. 이
것은 페가수스(Pegasus)의 몸통 부분으로 가을의 대사각형이라고 불린다. 이 대사각형은 가
을의 대표적인 별들이며, 다른 가을철 별자리들을 찾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가을철 별자리는 페가수스자리, 안드로메다자리, 페르세우스자리, 도마뱀자리, 삼각형자
리, 양자리, 물고기자리, 조랑말자리, 남쪽물고기자리, 물병자리, 염소자리, 고래자리가 대표
적이다.

가을철 별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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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별자리
겨울철 밤하늘은 다른 계절보다도 유난히 별이 많으며 볼만한 별이나 천체도 많다. 안드
로메다은하, 오리온성운, 플레이아데스성단과, 히아데스성단 등 맨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은
하, 성운 및 성단들이 있는가 하면, 오리온자리의 베텔게우스(Betelgeuse)와 리겔(Rigel), 큰개
자리의 시리우스(Sirius), 작은개자리의 프로키온(Procyon), 황소자리의 알데바란(Aldebaran),
마차부자리의 카펠라(Capella) 등 예쁜 밝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다. 춥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밤하늘도 맑아 별자리를 관측하기에는 가장 좋은 계절이다. 겨울철 별자리는 오리
온자리, 큰개자리, 작은개자리, 토끼자리, 에리다누스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외뿔소자
리, 마차부자리, 게자리가 대표적이다.

겨울철 별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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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별자리와 황도 12궁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별자리는 주로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별자리와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나 인물 등의 이름을 붙여 사
용하고 있다. 특히 칼데아인들에게서 기원한 태양이 지나가는 길(황도)에 있는 별자리들은
황도 12궁이라 한다. 이에 속한 별자리는 물고기자리,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게자
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가 있다.

황도 12궁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뜻은 하늘에 있는 천체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영역에 따라 나누어 그
린 그림이라는 뜻이다. 이 천문도는 조선 시대 태조 때(1395년)에 옛 고구려 평양성에서 관
측했던 별자리의 복사본을 바탕으로 실제 관측하여 만든 것이다. 조선 시대 한양에서 볼 수
있는 별 1,467개를 새겨 놓았으며, 밝기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여 원으로 표시하였다. 이 별
자리 안 에는 밤이 되면 늘 볼 수 있는 북극성 주위의 주극성 범위가 표시되어 있고, 한양
에서 남쪽 지평선에 보이는 별의 한계도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하늘에서 태양이 운행하
는 경로인 황도도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황도 상에서 이동하는 태양의 위치를 보고 계
절도 알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별자리에 밝고 중요한 별의 정확한 위치도 표시되어
있으며, 별자리 주위에 기록한 설명문을 보면 계절 변화를 알리는 24절기의 날짜에 따라
초저녁과 새벽에 남중하는 별자리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어느 날이든지 초저녁 또
는 새벽에 머리 근처에 있는 별을 보고 쉽게 계절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으며, 별자리 학습에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2007
년에 발행한 만원권 지폐의 뒷면 배경에도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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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열차분야지도

별자리 관찰 요령
관찰 장소와 준비 사항 : 별을 관찰하기 좋은 장소는 가능한 한 밝은 불빛이 없는 시골
에 가서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야가 넓은 곳일수록 좋다. 별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관측하기 전에 별자리 판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측 지점에서 동
서남북의 방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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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 찾는 방법 : 별자리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북쪽 방위에서 1년 중 언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이아자리를 먼저 찾는 것이다. 이 별자리를 중심으
로 하여 남쪽이나 동쪽과 서쪽으로 연결하여 가며 별자리 판의 별자리를 밤하늘에서 확
인한다. 이때 가장 밝은 별을 중심으로 하여 찾아보면 더 쉽게 별자리를 확인할 수 있
다. 만일 은하수가 보이면 은하수 주위에 있는 별자리를 찾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된다.
북극성을 이용하여 방위 찾기 :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바라보고 서서 양팔을 벌리면 오른
손 이 가리키는 방향이 동쪽, 왼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서쪽, 등 뒤의 방향이 남쪽이다.

별자리의 모양
별자리는 모두 88개가 있으며 사람, 동물, 사물 등을 표현하고 있다. 같은 별자리라고 하
더라도 연결하는 방법이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책
이나 그림에 나타난 큰곰자리도 연결된 모습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또, 그리스의 별자리와 우리나라의 별자리는 사용하는 별과 모양, 전하여 오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다만 서양의 큰곰자리, 오리온자리, 황소자리 정도만이 일부 비슷한 별을 사용
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의 별자리와 우리나라의 별자리도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별자리는 지역과 문화적 전통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별자리 이야기
￭ 큰곰자리에 있는 북두칠성과 삼태성
현재 벽화가 그려진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100기(基) 정도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25기
정도에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이는 별자리가 큰곰자리에 있는 북두칠
성이다. 북두칠성은 우리의 수명을 결정한다고 하여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이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별자리였다. 그래서 북두칠성을 섬기는 신앙인 칠성신앙(七星信仰)도 생기게 되
었다. 그리고 북두칠성 아래에는 두 개씩 짝 지어진 별자리 세 개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데 이를 삼태성이라고 한다. 이 삼태성은 조선 시대에 북두칠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진
별자리이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설에도 많이 등장하는 별자리이다. 사람들은
삼태성이 삼공(三公)의 지위에 있으며, 그 첫 별은 수명을 관리하고, 가운데 별은 종실을 관
리하며, 세 번째 별은 병사를 관리한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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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곰자리에 있는 북두칠성과 삼태성

￭ 사자자리
하늘이 혼란스러워 별들이 자리를 떠나고
혜성이 자주 나타나던 때 달에서 유성 하나
가 황금사자의 모습으로 그리스 네메아
(Nemea) 골짜기에 떨어졌다. 유성이 변하여
된 이 사자는 지구의 사자보다 훨씬 컸고,
성질도 포악하여 네메아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그 당시 제우스(Zeus)와 알크메네(Alcmene)
사이에서 태어난 헤르쿨레스(Hercules)는 제

사자자리

우스의 아내 헤라(Hera)의 미움을 받아 12가지의 모험을 해야 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네
메아 골짜기의 사자를 죽이는 일이었다. 헤르쿨레스는 활과 창, 방망이 등을 사용하여 사자
와 싸워보았지만 어떤 무기로도 결코 사자를 이길 수 없었다. 헤르쿨레스는 무기를 버리고
사자와 뒤엉켜 생사를 가르는 격투를 벌인 끝에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다.
그 후로 네메아 지방 사람들은 사자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고, 헤르
쿨레스는 어떠한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사자 가죽을 얻게 되었다. 제우스는 아들 헤르쿨레
스의 용맹을 기리기 위하여 사자를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다. 그러나 헤르쿨레스가 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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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라는 동물은 원래 그리스에 없는 것으로, 사자자리는 다른 황도의 12별 자리와 마찬가
지로 바빌로니아에서 전해온 것이다.

￭ 목동자리
목동자리는 소가 끄는 쟁기를 발명한 아르카스(Arcas)
의 별자리로 알려져 있다. 제우스신과 칼리스토의 사이
에 태어난 아르카스는 후에 아르카디아(Arcadia)의 왕이
되었으며 사냥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고 한다. 어머
니인 칼리스토는 헤라의 미움을 받아 곰으로 변했고, 엄
마를 잃은 아르카스는 착한 농부의 도움으로 자랐다.
아르카스는 작은곰자리의 주인공이라고도 한다. 곰으
로 변한 어머니인 칼리스토를 몰라보고 활을 겨냥하는
것을 본 제우스가 둘을 곰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중
큰곰자리가 칼리스토, 작은곰자리가 아르카스에 해당한
다. 사냥개자리는 큰곰자리 뒤에 있는 것으로 아르카스

목동자리

가 사냥할 때 데리고 다니던 사냥개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설은 어깨에 하늘을 짊어지고 있는 돌이 된 거인 아틀라스라고도 한다.
아틀라스(Atlas)는 우주에 처음 나타난 하늘의 신 우라노스(Ouranos)의 아들인데, 크로노
스(Cronus, 제우스의 아버지)의 형제라고도 하고, 또는 우라노스의 손자로서 크로노스의 조
카라고도 한다. 어쨌든지 우라노스의 자손인 거인 타이탄(Titan)족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
람의 하나였다. 나중에 제우스가 올림퍼스(Olympus)의 신들을 거느리고 거인 족과 싸웠을
때 아틀라스는 거인족을 지휘하여 제우스를 크게 괴롭혔다. 그래서 그 형벌로 영원히 하늘
을 짊어질 운명이 되었다고 한다.

￭ 컵자리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아폴론이 까마귀, 물뱀, 물컵을 하늘로 던져버린 이야기가 나오는
데, 하늘에 세 별자리가 나란히 있어서 인지 이 이야기가 가장 잘 알려진 신화가 되었다.
어느 날 태양의 신 아폴론이 샘물을 마시기 위해 자신이 키우던 까마귀에게 물심부름을 시
킨 적이 있었다. 심부름을 하는 도중에 까마귀는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무화과나
무를 발견하고 열매가 익기를 기다렸다가 잘 익은 무화과를 먹어 치웠다. 너무 늦어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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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게 된 까마귀는 물뱀과 싸우다가 늦
었다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 물뱀을 잡아서
신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아폴론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까마귀, 물뱀, 물컵을 모두 하늘로 던져 버
렸다. 그 후로 벌을 받은 까마귀는 물컵을
옆에 두고도 갈증을 풀 수 없는 신세가 되
었다.

컵자리

￭ 거문고자리
그리스 신화에서 거문고는 헤르메스가
거북 껍질과 소의 창자로 만들어서 아폴론
에게 선물한 하프이다. 아폴론은 그 하프를
음악의 천재인 아들 오르페우스(Orpheus)
에게 주었다.
오르페우스에게는 에우리디케(Eurydice)
라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녀가 뱀에 물려 죽고 말았다. 아내를 너
무너무 사랑한 오르페우스는 슬픔을 참지

거문고자리

못하고 지하세계로 에우리디케를 찾아 나
섰다. 오르페우스는 지하세계의 왕 하데스와 그의 아내 페르세포네 앞에서 거문고를 연주
하며 에우리디케를 돌려줄 것을 간청했다. 오르페우스의 사랑에 감동한 페르세포네
(Persephone)는 에우리디케를 데려가도 좋다고 허락하고 단, 땅위에 이를 때까지 뒤를 돌아
보지 말라는 조건을 붙인다. 거의 땅 위에 도착할 무렵 아내가 뒤따라오는지 걱정이 되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에우리디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
후 오르페우스도 실의에 빠져 결국 죽고 말았다. 한편, 주인을 잃은 거문고에서는 슬프고
아름다운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고, 오르페우스의 음악에 매료되었던 제우스는 그의 거문고
를 하늘에 올려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그의 음악을 기억하게 하였다. 이 거문고자리의 가장
밝은 알파성이 바로 직녀성으로 알려진 베가(Veg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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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자리
그리스 신화에서 독수리는 가니메데
(Ganymede)를 납치하기 위하여 제우스가
변한 모습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청춘의 여
신 헤베가 신들을 위해 술을 따르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제우스는 그녀의 일을
대신할 아름다운 젊은이를 찾기 위해 독수
리로 변해 지상으로 내려갔다. 제우스는 이
다(Ida)산에서 트로이(Troy)의 양떼를 돌보

독수리자리

고 있던 아름다운 왕자 가니메데를 발견하
고 그를 납치해 간다. 그 후 가니메데는 올림퍼스 산에서 신들을 위해 술을 따르는 일을 하
게 되었다. 하늘의 독수리자리는 변신한 제우스의 모습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칠월칠석
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원래는 중국의 전설이다). 아버지인 천제(天帝)의 명령으로 옷감을
짜고 있던 직녀 공주는 은하수 서쪽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강 건너에 사는 견우와 서로 사
랑하게 되어 결혼하였다. 그러나 결혼한 뒤 그들은 자신의 일들은 뒤로 한 채 둘만의 시간
을 보냈다. 몇 번의 주의를 주었으나 그들이 계속 일을 게을리 하였고, 천제는 매우 화가
났다. 그리하여 직녀와 견우를 불러 은하수의 양쪽에 갈라놓고, 1년에 한번만 만나도록 허
락해 주었다. 그날이 바로 음력 7월7일이다. 그러나 은하수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없어 그들
이 흘리는 눈물로 지상에 비가 내렸다. 이를 불쌍히 여긴 까치들이 다리를 놓아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다. 독수리자리의 알파성이 견우
성인 알타이르(Altair)다.
￭ 백조자리
백조자리는 독수리자리와 마찬가지로 제
우스가 변신한 모습이다. 제우스는2 스파르
타의 왕비 레다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녀를
유혹하게 되었다. 하지만 질투가 심한 아내
헤라에게 들킬 것을 염려한 제우스는 그녀
를 만나러 갈 때면 백조로 탈바꿈하여 올
림퍼스 산을 빠져 나오곤 했다.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들인 레다(Leda)는 두 개의 알

백조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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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낳게 되는데 그중 하나에서는 카스트로(Castor)란 남자아이와 클리타임네스트(Clytem
nestra)라는 여자아이가 나왔고, 다른 하나에서는 폴룩스(Pollux)라는 남자아이와 헬레네
(Helene)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이들이 자라서 카스트로와 폴룩스는 로마를 지켜주는
위대한 영웅이 되었고, 헬레네는 절세의 미인으로 트로이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 헤르쿨레스자리
헤르쿨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
서 태어난 아들로, 어려서부터 제우스의 부
인 헤라의 미움을 피할 수 없었다. 청년으
로 자란 후에는 헤라의 꼬임으로 노예가
되었는데 자유를 얻기 위해 열두 가지의
위험한 모험을 강제로 하게 되었다. 이것이
‘헤르쿨레스의 열두 가지 고역’이다. 열두
가지 고역을 통해 헤르쿨레스는 에우리스
테우스(Eurystheus) 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헤라쿨레스자리

그 후 데자니라(Dejanira)와 결혼했는데
이것이 간접적으로 헤르쿨레스의 죽음을 불러왔다. 어느 날 헤르쿨레스가 강을 건널 때 네
수스(Nessus)라는 반인반마의 켄타우로스(Centaurus)에게 아내를 건네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처음에 네수스는 이를 허락하는 듯 하였으나 강의 중심에 이르자 데자니라를 데리고 강물
밑으로 도망치려했다. 이것을 본 헤르쿨레스는 단 한 번의 화살로 네수스를 죽였다. 죽기
직전 네수스는 자신의 피를 데자니라에게 주며 그것이 헤르쿨레스의 사랑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언젠가 헤르쿨레스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그의 의복에 그 피를 묻히면 영
원히 그가 그녀에게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후, 데자니라는 헤르쿨레스와 노예 소녀가 사랑에 빠졌다는 의심이 들어 네수스의
피를 발랐고, 그것은 죽음의 옷이 되어 헤르쿨레스를 죽이고 말았다. 이것을 본 제우스가
하늘에서 내려와 아들의 몸을 하늘에 올려 별 사이에 놓았다.

￭ 페가수스자리
페가수스는 페르세우스가 안드로메다를 구하기 위해 괴물고래 케투스(Cetus)와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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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그가 들고 있던 메두사(Medusa)의
머리에서 나온 피로 만들어졌다. 메두사는
괴물로 변하기 전 아름다운 처녀였고, 그녀
를 매우 좋아했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그 피를 안타깝게 여겨 피와 바다의 물거
품으로 하늘을 나는 천마 페가수스를 만들
었다. 페가수스는 아름다운 처녀였던 메두
사의 피로 만들어져서 인지 하얀 눈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지상의 벨레로폰

페가수스자리

(Bellerophon)이라는 청년이 지혜의 여신 아테네의 도움으로 페가수스를 얻어 여러 가지 모
험들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고, 얼마 후 왕의 후계자가
된 벨레로폰은 연이은 승리로 자만심에 빠져버려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오만에 빠진 그는 신들이 사는 세계로 가기 위해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불쾌한 마음에 페가수스를 놀라게 하여 벨레로폰을 땅에 떨
어뜨렸다. 이 별자리는 놀란 페가수스가 은하수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 안드로메다자리
에티오피아의

공주인

안드로메다

(Andromeda)는 카시오페이아(Cassiopeia)와
케페우스(Cepheus) 사이에서 태어났다. 카
시오페이아는 허영심이 많은 왕비로 자신
이 바다의 요정보다 예쁘다고 떠벌리고 다
녀서 바다 요정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화가
난 바다 요정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카시오페이아를 혼내줄 것을 요청한다. 포
세이돈은 괴물 고래를 보내 에티오피아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케페우스 왕은 이 재앙

안드로메다자리

을 해결하기 위해 그의 아름다운 딸 안드
로메다를 제물로 바쳐야했다. 안드로메다가 괴물 고래에게 희생되려는 찰나에 페르세우스
(Perseus)에게 구출되어 후에 페르세우스의 아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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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세우스자리
신화에 나오는 페르세우스는 그리스 남부
아르고스(Argos) 왕국에 사는 아크리시우스
(Acrisius)의 아름다운 딸 다나에(Danae)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아크리
시우스는 훗날 자신의 손자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신의 계시 때문에 모자(母子)를
모두 상자에 넣어 바다에 버렸다. 세리푸스
(Seriphus) 섬에 무사히 닿은 페르세우스와
다나에는 그곳에서 살게 되었고 15년 동안
페르세우스는 장성하였다.

페르세우스자리

어느 날 세리푸스 섬을 다스리는 폴리덱테스(Polydectes) 왕이 페르세우스의 어머니인 다
나에에 반해 그녀를 차지하려했는데, 페르세우스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폴
리덱테스 왕의 미움을 받게 된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없애야 하는 벌을 받게 되었다. 메두
사를 원래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다가 아테네의 미움을 사 머리
카락이 모두 뱀으로 변해 버렸고, 그녀의 눈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돌로 변해 버리는 마력
을 갖게 된 괴물이다. 페르세우스는 아테네 여신이 준 거울처럼 빛나는 방패와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준 날개 달린 신발로 무장을 하고 메두사를 무찔렀다.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 돌
아가던 길에 바다 괴물의 제물이 될 뻔한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하고 케페우스와 카시오페
이아의 사위가 되었다.
훗날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가 죽게 되었을 때 아테네 여신은 이들을 케페우스, 카시
오페이아, 고래가 있는 곳에 두 개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

￭ 오리온자리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오리온(Orion)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Poseidon)의 아들로 뛰어난
사냥꾼이었다. 달과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Artemis)는 오리온과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아르테미스의 오빠인 아폴론(Apollon)은 이들의 사랑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였다. 오리온
을 싫어하게 된 아폴론은 어느 날 바다 멀리서 사냥을 하고 있는 오리온을 발견하고 오리
온을 과녁 삼아 동생과 내기를 청한다. 오리온인 줄 모르는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답게
오리온의 머리를 정확히 명중 시켰다. 나중에 자신이 쏘아 죽인 것이 오리온이라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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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아르테미스는 비탄에 빠졌고, 아르테
미스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제우스는 오
리온을 밤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다.
￭ 큰개자리
사냥꾼인 오리온자리 뒤에 있는 큰 개는
작은 개와 함께 오리온의 사냥개였다는 얘
기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또, 그리스 신
화에서 큰 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달
리는 라이라프스(Laelaps)였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몹시 굶주린 여우가 나타나 가축과

오리온자리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이 여우가 어찌나 빠
른지 사냥꾼의 화살보다도 빨리 달려서 달
아나곤 했다. 마침내 질풍처럼 빠른 라이라
프스를 풀어 몇 달 동안 여우를 쫓은 끝에
간신히 여우를 잡게 되었다. 라이라프스는
이 공로로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
￭ 게자리
헤르쿨레스는 에우리스테우스 왕의 속박
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 12가지 고역을 겪

큰개자리

었다. 그 중 두 번째가 괴물 물뱀 히드라
(Hydra)를 물리치는 것이었다. 헤르쿨레스
가 히드라를 잡기 위해 네메아 계곡에서
물뱀과 30일 간의 대 혈전을 벌이고 있을
때 평소 헤르쿨레스를 미워하던 헤라는 물
뱀을 돕기 위해 게 한 마리를 보냈다. 게는
여신의 명령대로 헤르쿨레스의 발가락을
무는데 성공했지만, 결국은 그의 발에 밟혀

게자리

한 쪽 발이 부러진 채 죽고 말았다. 헤라는
자신을 위해 싸우다 죽은 게에 대한 보답으로 그 시체를 올려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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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대기
온도
‘온도’란 일상적으로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뜻한다. 하지만, 과
학적으로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평균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정의한
다. 일상생활에서는 열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열이란 물체로 이동하는 내부 에
너지의 변화로 열의 이동과 외부에 대한 일, 물질의 출입에 의한 에너지의 이동을 모두 포
괄하는 양(量)의 개념이다. 반면에 온도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수준(水準)이다. 같
은 온도의 물체라도 사람의 체온이 높을 때 만졌을 경우와 체온이 낮을 때 만졌을 경우에
는 차고 뜨거운 정도의 느낌이 다르게 된다. 하지만 물체의 고유 온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
다. 이 두 개념은 온도계가 고안되어 객관적 수치로 온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분
명히 구분되었다.

기온
기온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온도를 말하며,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 기온의
변화는 지구 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아침에 지표면이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면 지표면이 서서히 데워지고 이에 따라 기온도 점차 높아진다. 밤이 되면
태양 에너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서서히 냉각되고 이에 따라 기온도 점차 낮아진다.

온도의 단위
물체의 차고 따뜻한 정도를 온도라고 하는데, 분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온도가 결정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도 체계는 1742년 스웨덴의 셀시우스(Celsius)가 개발한 ‘섭씨온도( :
centigrade)’이다. 순수한 물이 끓고 있을 때의 수증기의 온도, 즉 물의 끓는점을 100으로 하
고,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물의 녹는점을 0으로 한 후 그 사이를 100등분하여 한 눈금을 1
로 하였다.
최초의 온도 단위는 미국과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씨온도(

)’인데, 1714년 독일의

파렌하이트(Fahrenheit)가 만들었다. 높은 쪽의 온도 기준을 인간의 체온 96으로 하고, 낮은
쪽의 온도는 당시 얻을 수 있는 저온의 한계였던 얼음과 소금을 3 : 1로 섞은 한제(寒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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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0으로 한 후 180등분한 것이다. 다음은 섭씨와 화씨온도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100 = (°F

32) / 180, °F =

× 1.8 + 32,

= (°F

32) / 1.8

국제 단위계(SI)에서 사용하는 절대 온도(K)는 캘빈 온도 또는 열역학적 온도라고 한다.
1K는 물의 삼중점으로, 열역학적 온도의 1/273.16으로 정한 것이다. 이것은 1848년 영국
캘빈(Kelvin)이 정한 물질의 성질에 의존하지 않는 온도이며, 학문적으로 가장 엄밀한 의미
를 가진 온도 체계이다. 섭씨온도, 화씨온도, 절대 온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K

273.15 =

= 100/ 180(

32)

기온의 측정
공기의 온도를 기온, 물의 온도를 수온, 땅
의 온도를 지온이라고 한다. 기온을 측정할 때
에는 백엽상을 이용하며, 백엽상 안의 온도계
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지표의 복사열 영향
을 적게 받도록 사람의 눈높이와 비슷한 지상
1.5 m의 잔디밭 위에 설치한다. 햇빛에 의한
열의 흡수를 막기 위해 흰색 칠을 하고 바람
이 잘 통하도록 사방에 틈을 만들어야 한다.
문을 열었을 때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북쪽
에 문을 만든다. 온도계의 눈금을 읽을 때는
눈금의 높이와 눈의 높이를 같게 해야 한다.
눈금보다 눈의 높이가 높으면 실제 온도보다
낮게 측정되고, 눈금보다 눈의 높이가 낮으면
실제 온도보다 높게 측정된다.

온도계 읽는 방법

하루의 기온 변화
하루의 연속적인 기온 변화는 바이메탈 자
기(自記)온도계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자기온
도계는 백엽상 내에 설치하는 온도계 중의 하
나이며, 연속적인 기온의 변동을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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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메탈 자기 온도계의 구조

기록지에 기록하기 위한 온도계로 현재 널리 보급되어 이용된다. 온도 변화에 따라 바이메
탈의 곡률 변형 성질을 이용하여 자기펜을 상하로 가동시켜 온도 그래프가 그려지도록 되어
있다. 펜이 기록지를 긁는 마찰이 생기면서 오차가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최고와 최저 온도를 한 번에 잴 수 있는 결합형 최고 최저 온도계는 ‘ U ’자 모양의 관으
로 되어 있으며 각 끝부분에 둥근 구부(球部)를 가지고 있다. 구부 중의 하나는 알코올로
전부 채워져 있고, 다른 하나는 일부만 알코올로 채워져 있으며 관의 아랫부분은 수은으로
채워져 있다. 온도가 올라가면 알코올이 팽창하여 알코올이 일부만 차 있는 쪽으로 수은 기
둥을 밀게 된다. 온도가 내려가면 반대의 현상이 생긴다. 수은 기둥의 양 끝부분이 현재 온
도를 나타낸다. 수은의 양쪽 위에는 지시침이 들어 있어 하루 중의 최고, 최저 온도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온도계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최고 온도계와
최저 온도계를 각각 사용하여 최고와 최저 온도를 측정한다.

최저 온도계와 최고 온도계

체감 온도
바람을 재는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바람도 날씨를 나타낼 때 중요한 요소이다. 겨
울철은 바람의 빠르기인 풍속에 의해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지기도 한다. 체감
온도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 바람과 한기에 노출된 피부로부터 열을 빼앗길 때 느
끼는 추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바람이 강할수록 피부의 열손실률이 높아지며 결국
체온을 떨어뜨리게 된다. 영하 10 에 서 풍속이 5 km/h 일 때 체감 온도는 영하 13 이
지만 풍속이 30 km/h가 되면 체감 온도가 영하 20 까지 떨어져 강한 추위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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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상청에서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북아메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장 최근
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체감 온도식을 사용하고 있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는 겨울철 생활
지수로 체감 온도를 그림과 도표로 제공해 주고 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풍향과 풍속)
지표면에 대한 공기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바람’이라고 한다. 바람은 방향과 양을 가진
벡터량으로 보통 풍향과 풍속의 두 가지 양으로 나타낸다.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방
위를 말한다. 즉,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남풍이라고 한다. 풍향은 남북 방향을 기준으로
한 16방위로 표시하며, 상세히 표시할 경우에는 북쪽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360°까지 표
시한다. 풍향은 계속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10분 동안 풍향계의 지침이 움직이는 방향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풍속은 초속(m/sec)으로 표시한다. 풍속 대신에 풍력(風力)을 계급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영국의 제독 보퍼트(Beaufort)가 제창한 보퍼
트 풍력 계급이다.

풍향계와 풍속계
풍향계와 풍속계는 주변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 떨어진 평탄한 곳 지상 10 m 높이에
설치하며 축은 정확한 수직을 유지해야 한다. 풍속이 1 m/s 이하로 아주 약하면 풍향계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굴뚝의 연기나 깃발을 보고 풍향을 점검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3배 풍속계는 3개의 컵(풍배, 風杯)이 달려 있는 것으로 컵의 회
전 속도를 측정해서 풍속을 구한다(컵이 4개인 경우도 있다). 풍속계에서는 회전 베어링의
관리를 잘 해 주어야 하며, 최초 기동 풍속은 1.5 m/s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바람을 측
정하는 도구로는 풍차형 풍향 풍속계(에어로벤, aerovane), 휴대용 풍속계 등이 있다.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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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계

에어로벤

휴대용 풍속계

고기압과 저기압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으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바람이 불어 나간다. 주변
의 날씨는 중심부에 하강 기류가 형성되며, 공기가 하강할수록 중심부는 단열 압축되어 기
온은 상승하고, 그 결과 구름이 소멸되어 고기압 주변은 날씨가 맑다. 반면 저기압은 주변
보다 기압이 낮은 곳으로, 바깥에서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저기압 주위의 날씨는
중심부에 상승 기류가 형성되며, 공기가 상승할수록 중심부는 단열 팽창으로 온도가 내려
가고, 기온이 이슬점에 도달하여 구름이 생긴다. 그 결과 저기압 주변은 흐리거나 비가 오
는 날씨가 나타난다.

바람이 부는 방향
공기의 무게에 의한 압력을 기압이라고 한다. 기압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주위보
다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하고, 주위보다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한다. 공기가 고기압에
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것은 주사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주사기의
피스톤을 당기고,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은 다음에 피스톤을 밀었다가 구멍을 막은 손가락
을 떼면 공기가 빠져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사기 안(고기압)의 공기가 바깥(저기압)
으로 이동한 것이다.
일기도에서 고기압, 저기압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바람의 방향과 날씨 기호가 나타내는
바람의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
기 위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 어떤 지역에서 바
람의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바람은 고기압 중심에서 회전하며 불어나가
서, 저기압 중심으로 회전하며 불어 들어간다. 따라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향하여
불어간다고 표현해야 더 적합하다.

우량계
예전에는 원통형 우량계로 빗물을 받아 눈금 실린더에 부어 비의 양을 측정하였으나 요
즘에는 자동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전도(轉倒)형 우량계를 사용한다. 전도형 우량계의 내
부에 있는 물받이에 빗물이 가득 채워지면 물받이가 기울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때 다
른 물받이가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새로이 빗물을 받으며 신호가 발생하여 빗물의 양이 측
정된다.
우량계는 원의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사각형이나 삼각형에 비해 원형은 모든 면이 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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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부
분으로의 방향성이 없는 원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즉, 원은 어느 방향으로 폭을 재어도
그 길이가 일정하므로 주변에 내린 강수량을
대표하는 성질을 지니게 된다.
우량계의 빗물을 받는 입구의 지름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름이 20
cm인 우량계를 사용하는데 지름의 크기는 부
피 계산식에 의해 환산을 해 주면 되기 때문
에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정도만 고려하면 된
다. 예를 들면, 비가 10 mm 내렸다고 하면,

원통형 우량계

부피 구하는 공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물의 양을 알 수 있다.
반지름 × 반지름 × 3.14 × 높이 = 부피, 10 cm × 10 cm × 3.14 × 1 cm = 314 mL

강수량 측정
강수량은 부피(mL)의 개념이 아닌 높이(mm)의 개념이다. 강수량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
에 눈이나 빗물 등 하늘에서 내리는 강수가 땅속 등으로 스며들지 않고 바닥에 쌓였을 경
우 어느 높이만큼 쌓이느냐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빗물을 받는 입구와 바닥면의 지름이
같은 것이 측정하기에 편리하다.
비가 내릴 때는 빗방울이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바람이나 공기 저항 등으로 인해 불규
칙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둥근 모양이 아니라 다각형인 경우 모서리 부분으로
는 빗물이 들어오지만 직선인 부분은 빗물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강수 오차가 발생한다.
즉, 강수량 입구의 지름이 20 cm인 경우 10 mm의 강수량 부피는 314 mL가 된다. 그러
므로 입구가 넓고 바닥이 좁은 양동이에 빗물을 받았을 때도 부피를 재서 강수량으로 환산
할 수는 있다.

습도와 상대습도
공기 중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발한 운동을 하고 있다. 공기 중 수증기가 적을
때는 물로부터 튀어나오는 물분자 수가 많아지고 물의 양은 줄어든다. 이것을 증발이라고
한다. 또한, 공기 중의 수증기가 뭉쳐서 물방울이 되면 응결이 일어난다고 한다. 물과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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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으로 움직이는 양이 같아 겉보기에 전혀 물분자의 이동이 없으면 공기는 포화되었다고
하는데, 포화 상태 대기 1 ㎥ 속에 들어 있는 수증기의 양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한다. 이
값은 g/㎥으로 나타낸다.
습도를 나타낼 때에 우리는 보통 상대 습도로 표시한다. 상대 습도는 현재 공기 중에 포
함된 수증기 양을 그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 양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다. 상대 습도의 값이 높을수록 습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 인 어느 날 공기
중에 17.5 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25 일 때의 포화 수증기량이 23 g/㎥이므로,
이 날의 상대 습도는 17.5 ÷ 23 × 100 = 76%가 된다.

수증기의 포화

온도와 수증기

안개와 구름
공기 중의 수증기가 지표면 근처에서 응결하여 작은 물방울로 떠 있는 현상을 안개라고
하고 수증기가 높은 하늘에서 응결하여 떠 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한다. 어느 쪽이나 물방울
이 모여 생기지만 장소가 다르다. 즉, 안개는 본질적으로는 지면에 깔린 층운과 같지만 지
표에 닿아 접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산에 층운이 생겼을 때 이 구름 속에 있
는 사람은 안개로 볼 것이고 지상에서 쳐다보는 사람은 층운으로 볼 것이다. 여기서 층운은
주로 얇게 층처럼 퍼져있는 구름을 말한다. 기상 관측에서 1 ㎞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 안개가 낀 것으로 본다. 이처럼 보이는 거리를 시정거리라고 한다. 안개보다 엷게
안개가 낀 것을 박무(mist)라고 한다. 구름은 생성에서부터 소멸 때까지 기상 상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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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다. 그러므로 구름을 관측하면 상공의 대기 상태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으며, 또 기상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다.

햇빛이 지면을 데워 따뜻해지면 만들어진다

공기가 산비탈을 타고 오를 때 만들어진다.

공기 덩어리가 다른 공기 덩어리와 부딪쳐
위로 올라갈 때 만들어진다.

찬 공기 덩어리가 가볍고 따뜻한 공기 덩어리를
위로 밀어올릴 때 만들어진다.

구름의 양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양은 0 10할로 나타내며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일기 예보 시 구
름의 양의 표현은 아래 표와 같다. 대체적인 기상 개황을 표현할 때에는 ‘대체로 맑음’, ‘대
체로 흐림’과 같은 정성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는 흐림에서 3 8할로 변할 때를 ‘흐
린 후 갬’이라 하기도 한다.
구름의 양을 표현하는 기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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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구름의 양

맑음

0 2할 또는 상층운 0 4할

구름 조금

3 5할 또는 상층운 5 7할

대체로 맑음

구름 많음

6 8할 또는 상층운 8 10할

대체로 흐림

흐림

9 10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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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구름의 종류
구름은 높이에 따라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하층에서 상층까지 두
껍게 발달하는 구름을 수직운이라 한다. 상층운은 권운, 권적운, 권층운이, 중층운은 고층운
과 고적운, 하층운은 층운과 층적운. 그리고 수직운은 난층운, 적운, 적란운이 들어간다.
권운(새털구름) : 헝클어진 실이나 양털 또는 새의 깃털 모양이며 흰색이다. 하늘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작은 얼음 알갱이로 되어 있다.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다.
권적운(비늘구름) : 물고기 비늘이나 물결 모양 또는 작은 돌을 깔아 놓은 것처럼 보인
다. 보통 희며, 작은 덩어리 모양을 하고 있다.
권층운 : 흰 비단을 덮은 것 같은 구름으로 균일한 막과 같이 보이는 것도 있다. 달무리
나 햇무리 현상과 관계가 깊다.
고층운 : 무늬가 있거나 줄무늬로 된 회색 또는 연한 검은색의 구름으로 때로는 무늬가
없이 일정한 회색으로 보일 때도 있다. 고층운은 모든 하늘을 덮는 수가 많다.
고적운 : 양떼 같은 구름. 둥그스름한 덩어리 또는 로울러 모양의 조각구름들이 모여서
된 백색이나 회백색 구름으로 보통 음영을 갖고 있다. 구름이 덮은 범위는 아주 작을 수
도 있지만 한쪽 끝이 지평선에 닿아 있을 때도 있고 모든 하늘에 퍼져 있는 수도 있다.
적란운(소나기구름) : 여름에 적운이 수직으로 크게 자라 생긴 구름이다. 이 구름이 매우
발달한 것은 대류권계면까지 이르게 되어 꼭대기가 모루 모양으로 퍼지게 된다. 소나기
를 동반하기 때문에 소나기구름이라고 한다. 번개, 천둥 또는 우박을 동반하기도 한다.
난층운(비구름) : 비나 눈이 내리는 것이 특징이므로 비구름이라고 한다. 완전히 회색으
로 흐리고 태양이나 달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
적운(뭉게구름) : 구름의 바닥은 편평하지만 구름의 위는 둥근 산봉우리나 돔형으로 뭉
게뭉게 솟아나 있다. 햇빛을 받는 부분은 순백색이고 구름의 윤곽이 뚜렷하다. 대개 더
운 여름이나 초가을에 발생한다.
층적운(두루마리구름) : 검은 회색의 긴 구름 덩어리가 옆으로 모여 불규칙한 층을 이룬
다. 모여 있지 않으면 언덕 같이 옆으로 길게 보인다. 섬유 모양으로는 보이지 않고 띄
엄띄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층운(안개구름) : 층 모양이며, 안개와 비슷한 모양을 한 회색 구름이다. 지면 가까이에
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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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의 분류

백엽상
기상 관측용 설비가 설치된 작은 집 모양의 흰색
나무 상자를 말한다. 최고 온도계, 최저 온도계, 자기
온도계, 습도계 등이 설치된다. 다른 주변 조건들의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도록 잔디나 풀밭 위에 온도계
눈금이 약 1.5 m 높이에 오도록 세운다.
백엽상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먼저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 않아야 한다.

관측 외적인
직접 햇빛을 받

백엽상

비나 눈을 맞지 않아야 한다.

바람이 잘 통하도록 겹 비늘 모양의 벽으로 만들어야 한다.
색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백엽상 설치 시 주의할 점은

햇볕이 흡수되지 않도록 흰

관측 시, 온도계에 햇빛이 닿지 않도록 문을 북쪽으로 낸다.
산악, 산림, 호수, 기타 장애물의 영향을 받는 곳을 피한다.

평탄하고 바람의 유통이 잘 되고 시야가 넓은 곳에 설치한다.
어도 60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설치 장소의 넓이가 적

주변에 잔디를 심고 길이가 5 cm가 넘지 않게 한다.

주변에 주위에 통풍 및 일사 관측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공기 덩어리)
대륙이나 해양의 표면과 같이 거의 균일한 성질을 가진 넓은 지역에 공기가 오랜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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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러 있으면, 공기의 온도나 습도 등과 같은 물리적 성질이 지표면이나 해면의 영향을 받
아 거의 균일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지름이
약 1,000 km 이상)를 기단(air mass)이라고 한다. 온대 지방이나 해안 지방에서는 공기의 이
동이 잦아 기단이 생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기단은 고위도나 저위도의 대륙과 해양의 중심
부에서 주로 발생한다. 기단은 대개 발원지의 지명을 따서 이름을 붙인다.
시베리아 기단 : 겨울철 우리나라 날씨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기단으로, 대륙성 한대 기
단이다. 이 기단의 발원지는 시베리아 일대이며, 한랭 건조한 것이 특징이다.
양쯔강 기단 : 봄과 가을에 중국 대륙의 양쯔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기단으로 온도가 높
고 건조하다. 기단 아래의 날씨는 대체로 맑으나 가끔 대류로 인한 구름과 강수가 나타
나기도 한다.
오호츠크해 기단 : 일본 홋카이도 북동쪽과 캄차카 반도 남부 사이의 오호츠크해가 발원
지이며, 한랭하고 습윤한 해양성 한대 기단이다. 이 기단은 늦봄부터 발생하여 초여름까
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장마와 관련이 깊다.
북태평양 기단 : 북태평양이 발원지로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해양성 열대 기단이다.
초여름부터 우리나라에 밀려오기 시작하여 북쪽의 오호츠크해 기단과 합쳐져 장마 전선
을 형성한다.
적도기단 : 주로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져 빠르게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으로 올라오는
기단으로 주로 태풍과 동반한다. 적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므로 고온다습한 특성을 가
진다.

오호츠크해 기단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태평양 기단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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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속담
연못, 늪, 하천에 거품이 많이 일면 머지않아 비가 온다.
이것은 저기압이 가까워지면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따뜻하게 되어서 못, 호수 등에
가라앉아 있는 유기물이 분해되어 기체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장구벌레가 물 위로 뜨면 비가 온다.
이것은 동물이나 곤충의 생태와 날씨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장구벌레는 모기의 유충
으로 가끔 수면까지 올라와서 몸 끝 가까운 곳에 있는 1개의 관을 물 위로 내어 놓고
숨을 쉰다. 그런데 장구벌레는 물속에서 생활을 해도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산소 호흡
을 하기 위해서 자주 물표면 가까이 떠오르는 것으로서 날씨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아침의 뇌우는 큰 비가 올 징조다.
아침에 천둥과 번개가 나타난다는 것은 전선성 뇌우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여름철
오후 강한 일사로 인한 상승류로서 일어나는 열적인 뇌우와는 다르다.
달무리가 지면 비가 온다.
달무리는 높은 고공에 권층운이 나타날 때 생기는 것으로서, 구름 속에 가늘고 무수한
빙정 때문에 달빛이 굴절되어 생긴다. 그런데 권층운이 거의 전 하늘을 덮게 되면 온난
전선이 가까워짐을 뜻하므로 차츰 구름의 높이가 낮은 중층운이나 하층운이 밀려와 날
씨가 궂게 된다.
화장실의 냄새가 지독할 때는 비가 온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저기압이 접근하게 되면 암모니아나 그 외 휘발성 물질의 휘발량
이 증대하게 된다. 둘째, 비가 오거나 구름이 있으면 일사량이 줄어들어 상승 기류가 억
제된다. 따라서 냄새는 지면 근처에 퍼져 있게 된다.
연기가 실외로 나가지 않으면 비가 온다.
방 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된다는 것은 방에 자연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이다. 방의 자
연 환기는 실내외의 온도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연기가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기압의 접근으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실내외의 온도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종소리가 잘 들리면 비가 온다.
날씨가 좋은 날은 지면이 따뜻해져서 공기의 아래층은 따뜻해지고 위층은 차가워지게
되어 그 밀도 차이가 커진다. 이렇게 공기의 밀도 차이가 커지면 소리는 위쪽으로 나가
게 되어 멀리 전파를 못한다. 반대로 구름이 끼어 일사가 약해지면 지면의 가열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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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못하여 상하층의 기온 차이, 밀도 차이가 없어져 소리는 상층으로 퍼져나가지 못하
고 멀리 전파하게 된다. 또 이런 날은 습도도 높기 때문에 소리의 전파가 쉽다.
고양이가 소동을 부리면 큰 비가 온다.
동물은 일반적으로 기상 변화에 민감하여 본능적으로 기상 이변을 예지해서 호들갑을
떨거나 미리 안전하고 높은 곳으로 집을 옮기기도 한다. 사람도 어린 아기들이 보통 때
보다 호들갑스러운 짓을 많이 할 때 비가 오겠다고 한다. 인체는 수증기의 막으로 둘러
쳐 있어 교감 신경 계통에 대한 기상의 작용을 조정하고 있으나 저기압이 접근하면 습
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하며 기압은 하강하게 되어 피부의 혈관이 확장하게 된다.
그래서 피가 모이게 되며 피부에서의 수분 증발이 억제되니 기분이 나빠지고 잘 다투게
되고 어린 아기들은 투정을 부리게 된다.
새바람이 불면 비가 온다.
새바람은 동풍 계열의 바람으로서 온난 전선의 전면에서 불기 때문에 동풍이 불면 멀지
않아 전선의 통과에 따른 비가 예상된다는 말이다.
가을에 맑은 날이 4일간 계속되면 그 후에 비가 온다.
가을에 이동성 고기압이 통과할 때는 날씨가 맑고 이 고기압의 후면에 따라오는 저기압
혹은 기압골이 지날 때는 날씨가 나쁘게 된다.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이 약 4일간 날씨
를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날은 날씨가 나빠질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은하수에 구름이 없으면 10일간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속담은 주로 여름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름 밤 은하수 부근에 구름이 없어 은하수가
맑게 보인다는 것은 기온이 높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다. 또 은하수에 별이 많이 보이는 해는 비가 적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풀이
를 할 수 있다.
아침에 차맛이 좋으면 날씨가 맑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대부분 아침 기온이 낮다. 겨울 이외에 아침 기온이 다소 낮으면
누구나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이때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당
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은 비단 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식물의 맛이 좋아도 마
찬가지이다. 따라서 일의 능률도 오르고 운동이 하고 싶어지며 외출도 즐겁게 된다. 이
렇게 아주 좋은 기분을 느꼈을 때 날씨는 2 3일 연속 좋다.
아침에 거미줄에 이슬이 맺히면 그 날은 맑다.
거미는 낮보다 저녁 때 특히 습도가 약간 높을 때 거미줄을 치는 경향이 많다. 습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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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높고 날씨가 좋은 날은 야간 복사로 인한 이슬이 맺히기 쉽다. 거미줄의 물방울과
날씨와의 관계를 조사해 보면 맑은 날 56 %, 구름 낀 날 28 %, 비 오는 날 16 %로서
맑을 확률이 역시 높다. 그러나 아침에 거미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는 말은 반드시 믿을
수는 없다.
참새가 아침 일찍 지저귀면 날씨가 좋다.
도시에서는 아침에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기 힘들겠지만 참새가 많이 날아드는 곳
이라면 해당되는 속담이다. 참새는 별로 잠이 없어 일찍부터 일어나서 지저귄다. 이것은
날씨가 좋아서 아침부터 활동하기 좋다는 증거가 된다.
올빼미가 울면 맑다.
올빼미는 낮에 숲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나와서 들쥐나 곤충을 잡아먹는다. 날씨 좋은
날 밤에는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우는소리가 힘차고 좋아서 우리 귀에 잘 들린다. 올
빼미가 우는 날은 날씨가 좋을 가능성이 많다.
서리가 많이 내린 날은 맑다.
날씨가 좋은 날 야간에 복사 냉각이 심하여 지면이 차가워지면 지표 부근의 공기 중에
서 수증기가 승화하여 서리가 된다. 이런 날은 대개 날씨가 맑다.

날씨 지수(생활 기상 지수)
일기예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기상 정보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수치들이다. 예를 들어 강
수 확률이 40%라고 할 때, 과연 자동차 세차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어느 지역의
강수 확률 예보가 40%라고 하면, 예보가 100회 발표되었을 경우 약 40회는 1 mm 이상의
강수가 있을 것임을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들로 쉽게 날씨를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들에서는 기상청의 기상 정보를 가공하여 일반인들이 생활에서
알기 쉽도록 지수의 형태로 발표하기도 한다. 기상청에서도 공식적인 생활 기상 지수를 발
표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봄철 지수 : 황사 영향 지수, 산불 위험 지수, 난방도일
여름철 지수 : 식중독 지수, 불쾌지수, 열지수, 부패 지수
가을철 지수 : 산불 위험 지수
겨울철 지수 : 체감 온도, 동파 가능성, 실효 습도, 난방 도일, 산불 위험 지수
상시 지수 : 실효 습도, 증발량, 강수 효과비, 자외선지수, 대기 오염 기상 지수, 보건
기상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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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대기 중에 먼지의 양이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 μm 이하
크기의 미세먼지와 2.5 μm 이하 크기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안내가 자주 있게 되었다. 미세
먼지와 초미세먼지 상태는 하루 네 번,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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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해안가 지형
지형
지형의 형성에는 암석의 구성과 성질, 지질구조, 지각변동, 화산활동, 기후 등 다양한 요
소가 영향을 미친다. 유수, 빙하, 파랑, 바람 등 각종 자연현상은 에너지 또는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형을 이루게 한다. 이처럼 지표 밖의 영향에 의한 지형의 형성 작용을 외인적
작용이라고 한다.
지형은 지각변동이나 화산활동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지각변동이나 화산활동은 지구 내
부의 원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며, 이에 의한 지형의 형성 작용을 내인적 작용이라고 한다.
한편 거대한 운석이 땅에 떨어지면 화산의 분화구처럼 생긴 운석공(隕石孔)이 파인다. 운석
의 작용은 지구 외적 작용이라고 한다.
위의 여러 외인적 작용들은 침식, 운반 및 퇴적작용을 통해 지표면을 하나의 평균적인
수준 또는 높이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평형작용이라고 한다. 평형작용은 지표
면을 깎는 삭평형작용(削平衡作用)과 지표면의 높낮이인 기복을 더 차이가 나게 하는 적평
형작용(積平衡作用)으로 나눌 수 있다.

지표
지구의 표면을 말하며, 지표의 최고점은 에베레스트산의 표고 8,848 m이고, 지표의 평균
높이는 970 m이다. 표고 1,000 m 이하의 지표가 전체 지표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지표에는 산지 대지 구릉 평야 등이 있으며 이를 지형이라 하는데, 이는 내인적 외인
적인 영력(營力)들에 의해 형성된다. 지표는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으로 인간은 지표
의 변화와 형태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적극적으로 지표를 변화시키
기도 한다.

유수에 의한 지표의 변화
유수는 지표를 따라 흐르는 물로, 그 근원은 연평균 강수량의 25 이다. 유수는 주로 하
천을 통하여 바다에 이르는 동안 지표를 침식시키고, 퇴적물을 운반하여 쌓으며 지표의 모
양을 크게 변화시킨다. 지표를 따라 흐르던 물이 단단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놓여 있는 하

10장 해안가 지형

141 1

천 바닥을 흐르게 되면, 약한 부분이 빨리 침식되어 바닥이 계단 모양을 이룬다. 이렇게 지
표를 흐르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폭포를 이루게 된다. 폭포 밑에서 생긴 소용돌
이는 지층의 연한 부분을 깎아 파고들면서 단단한 부분도 침식하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폭
포는 조금씩 상류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곡류가 잘 발달되어 있다. 곡류의 바깥쪽은 안쪽보다 물의 흐름이 빨
라 하천의 침식이 크게 나타나고, 곡류 안쪽은 물의 흐름이 느려 퇴적물이 쌓인다. 우리나
라의 대표적인 곡류로는 남한강 유역에서 잘 나타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강들은 평야 부근에서 대부분 곡류를 이룬다. 전남의 영산강도 곡류를 잘 이루고 있다.

1998년 영월 동강

2007년 영월 동강

해수에 의한 지표의 변화
해안에서 파랑(파도)이 밀려와 해안에 부딪치는 일이 오래 계속되면 해안이 침식을 받아
깎여 해안 지형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바다 쪽으로 튀어 나온 부분은 파랑으로 인한 침식
작용이 주변보다 더 활발하여 절벽이 만들어지고 이 해식 절벽 아래쪽은 평탄하게 깎여 해
식 대지(파식 대지)가 만들어진다. 해식 절벽에서 약한 암석 부분은 더욱 침식을 받아 해식
동을 이루기도 한다. 한편, 육지 쪽으로 만입해 들어간 부분은 파랑의 에너지가 비교적 약
하므로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해수욕장은 육지 쪽에서 들어 간 부분에 모래가 퇴
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편 해안에서 암석에 염분에 의한 염풍화 등으로 매우 굴곡이
심한 타포니(tafoni)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물론 타포니가 꼭 해안에만 형성되는 현상은 아
니다.
또한 해안의 해식대지가 기반이 융기하고 또 해식작용을 받게 되고 하는 작용들이 반복
되면 바닷가에 계단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해안단구(coastal terrace)라 한다. 우
리나라의 동해안 등지에는 해안단구가 잘 관찰된다.
또한 해안 지형은 파랑, 연안류, 조류, 바람 등의 침식과 퇴적 작용에 의해 형성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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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다. 앞서 말한 파랑은 주로 바람에 의한 운동으로 바람의 세기가 클수록 강해진다.
바다 쪽으로 돌출된 ‘곶’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어 침식 작용이 일어나고 육지 쪽으로
들어간 만이나 반도와 섬이 가로막은 연안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어 퇴적 작용이 일
어난다. 해안의 외해 쪽이나 곶에서는 파랑의 침식에 의한 암석 해안이, 만에서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에 의한 모래 해안이나 자갈 해안이 발달한다. 파랑과 함께 발달하는 연안류
는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이다. 연안류는 해안 돌출부의 기반암에서 침식된
물질이나 하천에서 공급된 모래와 자갈을 운반하여 사빈 해안 혹은 자갈 해안과 같은 특징
적인 지형을 형성한다. 그리고 조석에 의한 조류는 수심이 얕고 조차가 큰 서 남해안에 넓
은 갯벌을 형성한다. 무안 갯벌은 바로 이런 과정과 관계가 깊은 것이다. 또 바람은 해안의
모래를 이동하고 퇴적시켜 해안 사구를 형성한다.

해식절벽

해식동굴

해식대지

타포니

바람에 의한 지표의 변화
사막에서는 바람에 의하여 날리는 모래 입자들의 깎는 작용에 의하여 버섯바위나 삼릉석
등을 만든다. 버섯바위는 바위의 아랫부분이 마치 모래입자들의 마찰에 의해 사포로 문지
른 것 같은 작용으로 버석 모양을 닮게 된 것이다. 바람에 날린 모래 등에 의해 깎인 자갈
을 풍식력이라 하는데 풍식력 중 깎인 면이 세 면으로 된 자갈을 삼릉석(dreikanter)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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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가 바람에 날려 운반되다가 쌓이면 모래언덕(사구, sand dune)을 만드는데 사구의 모습
을 보면 바람의 이동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흔히 알려진 바람방향에 직각인 사구는 아랍어
로 바르칸(barchan)이라는 횡사구이며 주된 바람방향에 다른 바람이 가세하면 바람방향에
평행한 종사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사구는 건조한 사막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
에서 말한 것처럼 해안의 모래가 많은 장소에서도 형성되기도 한다. 사구의 모래입자들은
바람에 의해 계속 운동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갱이들이 매끄러운 정도인 원마도가 매우
양호하고 표면에는 긁힌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버섯바위

사구

빙하에 의한 지표의 변화
극지방이나 높은 산 위에 내린 눈은 잘 녹지 않고 계속 쌓여 두꺼운 얼음으로 변한다.
이 얼음이 중력의 영향으로 낮은 곳으로 미끄러져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빙하라고 한다. 이 빙하도 바닥과 주위를 깎아 지표를 서서히 변화시킨다. 빙하때문에 이루
어진 유명한 지형으로는 빙식곡에 바닷물이 들어와 만들어진 피오르(fjord)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빙하에 의한 지형으로는 아레트(aréte), 현곡(hanging valley), 권곡(cirque), 콜(col),
호른(horn) 등이 있다.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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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호

시간에 따른 지표의 변화
지표의 변화는 크게 느린 변화가 있고
빠른 변화가 있다. 쉽게 볼 수 있는 변화는
바로 빠른 변화이다. 빠른 변화는 자연재해
인 태풍, 지진, 해일, 화산 활동 등의 현상
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느린 변화는 암석이
서서히 풍화 침식되어 분해되는 작용 등으
로 수 만년 이상의 매우 장구한 시간을 필

지표의 평탄화

요로 한다. 지진 같은 격렬한 변화가 없다
면 수 년이나 수 십년이 흘러도 지형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물론 최근에는 사람에 의하
여 갯벌이나 토지가 간척 같은 개발이 진행되면서 그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습지보호지역인 함해만의 갯벌 면적 변화

바닷가에서의 지표 변화
해안으로 밀려오는 파도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해안의 비교적 무른 부분을 깎아 내고 깎아
낸 물질을 퇴적시켜 해안선을 변화시킨다. 바닷가에서 파도의 침식으로 생긴 해식 동굴이
무너져 내리면 해식 절벽이 생긴다. 해수면 밑에서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해식 대지가 생성
되고, 침식과 융기가 반복되어 해안 단구가 생성된다. 모래나 흙이 강물에 실려 바다에 다
다르면 파도나 바닷물의 흐름에 의하여 한 곳에 쌓여 사취나 사주 등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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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식 대지 또는 파식 대지 :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암석 해안이 파도의 침식 작용에 의하
여 후퇴하고, 그 앞면의 해면 가까이에 나타나는 평평한 지형이다. 만조 때에는 수면 아
래로 잠기고 간조 때에는 해면 가까이에 솟아오른다.
해식 절벽 : 파랑(파도)의 침식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해안가의 절벽을 말한다. 주로 산
지가 해안까지 연결된 암석 해안에 나타나며 해식 절벽의 위치는 연안에서 일어나는 해
안 침식의 육지 쪽 한계를 나타낸다.
해식동(동굴) : 해식 절벽의 아랫쪽 부분에 파도의 침식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동굴을
말한다. 이는 대체로 암벽 중에서 특히 파도의 침식 작용에 대하여 저항력이 약한 암석
의 절리, 단층, 침식에 약한 부분 등이 파식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시스텍(sea stack) : 암석 해안에서 기반암이 육지로부터 분리되어 고립된 촛대와 같이
생긴 바위섬, 즉 바다 쪽으로 불쑥 튀어나온 곳이 파도에 의하여 분리되어 남은 일부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외돌괴, 촛대바위, 등대
바위 등으로 불리는 것은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사취 : 파랑과 연안류에 의하여 모래가 해안을 따라 운반되다가 바다 쪽으로 계속 쌓여
형성되는 해안 퇴적 지형으로 한 쪽 끝이 모래의 공급원인 육지에 붙어 있는 것이 특징
이다. 만 쪽으로 뻗어 나간 앞쪽 부분은 새의 부리처럼 육지 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파랑의 작용이 약하고 수면이 잔잔한 섬 뒤의 해안에 모래가 쌓여 섬을
향하여 뾰족하게 뻗은 삼각형의 사취를 첨상 사취라고 한다. 이것이 더욱 성장하면 섬
이 육지와 이어져 육계사주가 되기도 한다.
사주 : 파랑의 작용으로 해안을 따라 이동되는 모래가 하천 하구의 만입 전면에 퇴적되
어 형성된 제방 모양의 지형이다. 사주는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잘 전개되어 있다. 이러
한 사주는 암석 해안의 직선상 해안선과 연속되어 만입을 막아 주기 때문에 해안선을
단조롭게 한다. 일단 사주가 형성되면 그 뒤의 만입 부분은 하천이 운반하여 온 토사로
매립되는데, 만입 부분에서 토사의 매립이 덜 진행된 곳에서는 바다와 격리된 호수(석
호)가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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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초등과학교육과 자연탐구 활동

학교 현장의 교육이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학생의
협력 체험 학습이 가능한 교육이 되도록 교육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회적
인 요구가 대두되면서 교과별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한 창의적인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
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 중심의 참여 수업으로 수업 환경
을 개선하고 학습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전통적으로 과학 교육은 과학의 기본 개념 이해뿐만 아니라 과학 탐구 능력 향상, 과학
에 대한 태도 및 과학적 태도 함양, 과학 기술 사회(STS)의 관계 인식을 과학 교육의 중
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과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과학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태도, 탐구력, 과학-기술-사회의 관계 인식 측면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여 학
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과
학 교수 학습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창의적 체험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맞춤형 수업을 통하여 학습 효과를 제
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최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각 학교의 자율권이 확
대되면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운
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실제로 교사가 교과별로 교육과정 내용을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거의 없으며, 재구성을 하는 경우에도 교과 내용 재구성 활동이 교사의 직관이나 경
험에 의존하는 초보적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 장은 초등학교 교사와 생태 해설사들을
위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초등학교)을 중심으로 과학 교육과정 내용을 재구성하여
자연탐구활동에 활용할 있도록 설명한 것이다. 초등학교 과학교육과정과 목표, 내용을 이해
하고 교과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갯벌의 자연탐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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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
상력을 키운다.
￭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2.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의 ‘과학’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과로서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 탐구 능력과 과학적 태도를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
과이다. ‘과학’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슬기로운 생활과 고등학교 1학년의 ‘통합과학’ 및 ‘과
학탐구실험’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의 물리학 , 화학 , 생명과학 , 지구과학 ,
물리학 , 화학 , 생명과학 , 지구과학 ,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과목들과 연
계되도록 구성한다.
‘과학’의 내용은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그리고 ‘지구와 우주’의 4개 분야로 구성하
되, 기본 개념과 탐구 과정이 학년군과 분야 간에 연계되도록 한다. 초등학교 과학 교과의
목표는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의 핵심개념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
양을 기른다.”이다.

￭ 자연 현상에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자연 현상 및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 자연 현상을 탐구하여 과학의 핵심개념을 이해한다.
￭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 과학 학습의 즐거움과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평생학습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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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등과학 ‘생명’과 ‘지구와 우주’ 영역과 성취기준
1) 내용 체계
학년군

영역

초등학교 3 4학년군

초등학교 5 6학년군

생명

지구와 우주

동물의 한살이
동물의 생활

지구의 모습
지표의 변화

식물의 한 살이
식물의 생활

지층과 화석
화산과 지진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생물과 환경
식물의 구조와 기능

태양계와 별
날씨와 우리 생활
지구와 달의 운동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계절의 변화

2) 학년군(학교급)별 성취 기준
초등학교 3 4학년군 성취 기준
￭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활동 중심의 과학 수업을 통하여 과학 탐구에 필요한 기초 탐구
능력을 기른다.
￭ ‘생명’과 ‘지구와 우주’ 분야에서는 동물의 한살이, 동물의 생활, 식물의 한살이, 식물의 생활, 지
구의 모습, 지표의 변화, 지층과 화석, 화산과 지진의 기초 개념을 이해한다.

초등학교 5 6학년군 성취 기준
￭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과학 수업에서 기초 탐구 과정과 함께 통합 탐구 과정이 포함된
활동을 통하여 과학 탐구에 필요한 탐구 능력을 기른다.
￭ ‘생명’과 ‘지구와 우주’ 분야에서는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생물과 환경, 식물의 구조와 기능,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태양계와 별, 날씨와 우리 생활, 지구와 달의 운동, 계절의 변화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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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갯벌 탐구활동과 관련된 초등과학 교육과정
1) 지구와 모습
이 단원에서 지구와 달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천체로 조사를 중심으로 한 탐구 활동의
좋은 소재가 된다. 지구와 달을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사소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생명체가 살고 있는 천체로서 지구의 특징을 강조하되, 대기
나 해수의 층상구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달을 직접 관찰하는 활동을 하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지만 학교와 학생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서, 시청각자료, 모의 실험자
료, 영상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 단원은 3 4학년군의 ‘지표의 변화’, ‘화산과 지
진’, ‘지층과 화석’의 기초가 되며 5 6학년군의 ‘지구와 달의 운동’, 중학교 1 3학년군의
‘지권의 변화’, ‘태양계’와 연계된다.
학습 내용 성취 기준
￭ 지구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모양과 표면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 육지와 비교하여 바다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역할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달을 조사하여 모양, 표면, 환경을 이해하고 지구와 달을 비교할 수 있다.
￭ 지구와 달의 모습을 비교하여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탐구 활동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구 표면의 모습 찾아보기
￭ 지구의 육지와 바다 면적 비교하기
￭ 달의 표면 관찰하기

2) 지표의 변화
이 단원에서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흙, 강 주변의 지형, 바닷가 주변 지형 등은 관찰
과 실험, 조사를 중심으로 한 탐구활동의 좋은 소재가 된다, 따라서 관찰을 통해 여러 장소
의 흙을 비교하고 흙은 바위나 돌이 부서져 만들어 진다는 것을 다룬다. 강과 바닷가 주변
지형의 특징은 야외관찰 혹은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지도할 수 있다. 지표의 변화 주요
요인으로는 흐르는 물(유수)에 의한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을 설명하되, 홍수나 지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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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급격한 변화는 다루지 않는다. 이 단원은 3 4학년 ‘지층과 화석’, ‘화산과 지진’, ‘지구
의 모습’, 중학교 1 3학년군의 ‘지권의 변화’와 연계된다.
학습 내용 성취 기준
￭ 여러 장소의 흙을 관찰하여 비교할 수 있다.
￭ 흙의 생성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강과 바닷가 주변 지형의 특징을 물과 바닷물의 작용과 관련지을 수 있다.

탐구 활동
￭ 장소에 따른 흙의 특징 조사하기
￭ 흙 언덕을 만들고 물을 흘려보낸 후, 깎이는 곳과 쌓이는 곳 관찰하기

3) 지층과 화석
이 단원에서는 지층과 화석이라는 소재가 흥미와 호기심의 대상이므로 주로 관찰을 중심
으로 수업을 계획하여 전개하도록 한다, 이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층, 퇴적암, 화석 등을
살펴서 그 특징을 찾아내고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때,
학생들이 직접 조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이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관련 특징을 설명하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 단원은 3 4학년군의
‘지표의 변화’, ‘화산과 지진’, 중학교 1 3학년군의 ‘지권의 변화’와 연계된다,
학습 내용 성취 기준
￭ 여러 가지 지층을 관찰하고 지층의 형성 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퇴적암을 알갱이의 크기에 다라 구분하고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화석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화석을 관찰하여 지구의 과거 생물과 환경을 추리할 수 있다.

탐구 활동
￭ 지층이 쌓이는 순서 실험하기
￭ 퇴적암 관찰하기
￭ 화석을 관찰하고 화석 모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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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양계와 별
이 단원에서 태양계와 별은 학생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의 대상이어서 학생들이 조사한 내
용을 중심으로 탐구활동의 좋은 소재가 된다. 따라서 태양계의 크기와 태양으로부터 행성
까지의 거리 등에 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태양계 규모의 광대함을 체감하도록 한다. 모형
이나 시청각 자료, 천체 관측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천체에 대한 공간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특히 야간에 별이나 행성 등을 관찰 할 경우, 안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 단
원은 3 4학년군의 ‘지구의 모습’, 5 6학년군의 ‘지구와 달의 운동’, 중학교 1 3학년군의
‘태양계’, ‘별과 우주’와 연계된다.
학습 내용 성취 기준
￭ 태양이 지구의 에너지원임을 이해하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태양과 행성을 조사할 수 있다.
￭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별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하여 북극성을 이용하여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탐구 활동
￭ 밤하늘에서 행성과 별의 관측상의 차이점을 찾아보기
￭ 태양계 행성들의 상대적 크기와 거리 비교하기
￭ 별자리를 이용하여 방향 찾아보기

5) 지구와 달의 운동
이 단원에서는 관찰과 실험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의 운동과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지
구와 달의 운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하루 동안 달
의 위치변화, 여러 날 동안 달의 위치 변화 등은 관찰 시기와 방법을 안내한 후 관찰하도록
한다. 특히, 야간에 달을 관찰할 경우 안전 사항을 필히 준수하도록 한다. 이 단원은 ‘별과
우주’와 연계된다.
학습 내용 성취 기준
￭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지구의 자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지구의 공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달의 모양과 위치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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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 하루 동안 태양과 달, 별의 위치 변화 관찰하기
￭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 찾아보기
￭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에 보이는 달의 모양과 위치 관찰하기

6) 동물의 한살이
동물의 한살이 관찰을 위해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배추흰나비와 같이 한살이
기간이 짧은 동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 단원에서는 한살이 과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 관찰을 통하여 동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므로 동
물을 직접 관찰하는 활동을 권장하며, 보조 학습 자료로 동영상이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
다. 학년 수준을 고려해 글과 그림으로 한살이를 표현해 보도록 지도할 수 있다. 동물의 한
살이 관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학습이 시작 전에 관찰 대상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교수 학습 전개 시 수업 차시에 따라 연속하여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동물의 한
살이 정도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수업 시간을 재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 단원은 초등학교
3 4학년군의 ‘동물의 생활’, 5 6학년군의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중학교 1 3학년군의
‘생물의 다양성’, ‘동물과 에너지’, ‘생식과 유전’과 연계된다.

학습 내용 성취 기준
￭ 동물의 암･수에 따른 특징을 동물별로 비교해보고, 번식 과정에서 암･수의 역할이 다양함을 설명
할 수 있다.
￭ 동물의 한살이 관찰 계획을 세우고, 동물을 기르면서 한살이를 관찰하며, 관찰한 내용을 글과 그
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여러 동물의 한살이 과정을 조사하여 동물에 따라 한살이의 모습이 여러 가지임을 설명할 수
있다.

탐구 활동
￭ 동물의 한살이 관찰하기
￭ 여러 가지 동물의 한살이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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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물의 생활
동물이라는 소재 자체가 학생의 호기심과 흥미의 대상이며 관찰을 중심으로 한 탐구 활
동의 좋은 소재가 된다. 따라서 ‘동물의 생활’에서는 관찰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동물을 생
김새와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능력이 형성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 암기
활동을 지양하고 분류 기준을 정하여 동물을 분류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때 동물의 형
태적 특징을 찾고 그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며 생물학적 분류 체계는 다
루지 않는다. 동물 생체 모방 사례는 생김새를 중심으로 간단한 활용 사례를 제시한다. 이
단원은 초등학교 3 4학년군의 ‘동물의 한살이’, 5 6학년군의 ‘생물과 환경’, 중학교 1 3학
년군의 ‘생물의 다양성’, ‘동물과 에너지’와 연계된다.

학습 내용 성취 기준
￭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동물을 분류할 수 있다.
￭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동물의 특징을 모방하여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탐구 활동
￭ 비슷한 특징을 가진 동물들끼리 분류하기
￭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는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 조사하기
￭ 동물의 특징을 모방하여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예 조사하기

8) 식물의 한살이
식물의 한살이 관찰을 위해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강낭콩과 같이 한살이 기간
이 짧은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물 관찰을 통하여 식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증
대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므로 식물을 재배하고 관찰하는 활동을 권장하며 보조 학습
자료로 동영상이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식물의 한살이의 교수 학습 전개 시 수업 차
시에 따라 연속하여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식물의 한살이 정도에 맞추어 탄력적으
로 수업 시간을 재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 단원은 초등학교 3 4학년군의 ‘식물의 생활’, 5 6학년군의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
활’, 중학교 1 3학년군의 ‘생물의 다양성’, ‘식물과 에너지’, ‘생식과 유전’과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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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 성취 기준
￭ 씨가 싹트거나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 식물의 한살이 관찰 계획을 세워 식물을 기르면서 한살이를 관찰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식물의 한살이 과정을 조사하여 식물에 따라 한살이의 유형이 다양함을 설명할 수 있다.

탐구 활동
￭ 씨가 싹트거나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 찾기
￭ 식물의 한살이 관찰하기
￭ 여러 가지 식물의 한살이 비교하기

9) 식물의 생활
여러 가지 식물의 줄기, 잎, 꽃 등으로 분류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의 잎을 대상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초등학교 5 6학년군의 ‘식물의 구조와 기능’
에서는 각 부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룰 예정이므로 이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식물들의 외형상 특징을 중심으로 관찰, 분류 활동에 중점을 둔다.
단순 암기 활동을 지양하고 분류 기준을 정하여 식물을 분류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며,
이때 생물학적 분류 체계는 다루지 않는다. 식물 생체 모방 사례는 식물의 생김새를 중심으
로 간단한 활용 사례를 제시한다. 이 단원은 초등학교 3 4학년군의 ‘식물의 한살이’, 5 6
학년군의 ‘생물과 환경’, ‘식물의 구조와 기능’, 중학교 1 3학년군의 ‘생물의 다양성’, ‘식물
과 에너지’와 연계된다.
학습 내용 성취 기준
￭ 여러 가지 식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식물을 분류할 수 있다.
￭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식물의 특징을 모방하여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탐구 활동
￭ 비슷한 특징을 가진 식물들끼리 분류하기
￭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는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 조사하기
￭ 식물의 특징을 모방하여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예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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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물과 환경
먹이 사슬 놀이, 생물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알아보는 게임 등과 같은 모의 활동을 통하
여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생물과 환경은
프로젝트 학습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환경오염의 종류와 원인, 이에 따른 생태계 복원
계획을 구상해 소집단이나 학생 개인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스스로 탐구하도록 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과 창의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력을 기르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 단원
은 초등학교 3 4학년군의 ‘동물의 생활’, ‘식물의 생활’, 5 6학년군의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중학교 1 3학년군의 ‘생물의 다양성’과 연계된다.

학습 내용 성취 기준
￭ 생태계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있다.
￭ 비생물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환경과 생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탐구 활동
￭ 모의 활동으로 생태계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 알아보기
￭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조사하기
￭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천 방안 토의하기

11) 식물의 구조와 기능
현미경을 이용해 식물 세포를 관찰할 때 세포의 구조는 핵, 세포막, 세포벽 정도만 학습
할 용어 수준에서 다룬다. 세포 관찰 시, 식물 세포 영구 표본을 이용하도록 하며, 동물 세
포 영구 표본도 함께 관찰함으로써 생물들이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단,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는 식물 세포 표본을 직접 제작하여 관찰할 수도
있다. 씨가 퍼지는 방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씨의 특징을 통해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식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인터넷을 활용
한 사진 자료 등과 같은 보조 학습 자료를 활용해 지도할 수 있다. 식물의 각 기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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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능을 알아본 후, 이 기관들이 서로 관련 있음을 역할 놀이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이해
시킬 수 있다. 초등학교 3 4학년군의 ‘식물의 생활’과 ‘식물의 한살이’ 영역에서는 식물들
의 특징을 관찰하고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여기에서는 식물 각 부위의 구조와 기능에
중점을 두는 만큼 실험을 통해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단원은 초등학교 3 4학년군의
‘식물의 생활’, ‘식물의 한살이’, 중학교 1 3학년군의 ‘생물의 다양성’, ‘식물과 에너지’와 연
계된다.

학습 내용 성취 기준
￭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인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
￭ 식물의 전체적인 구조 관찰과 실험을 통해 뿌리, 줄기, 잎, 꽃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식물의 씨가 퍼지는 방법을 조사하고, 씨가 퍼지는 방법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다.

탐구 활동
￭ 세포 관찰하기
￭ 증산 작용과 줄기를 통한 물의 이동 실험하기
￭ 광합성 산물 확인하는 실험하기

부록 초등과학교육과 자연탐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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