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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Whenmankindstartssailing,AidstoNavigationhaveexisted.AidstoNavigation
thatisrepresentedtoalighthouseowesuchasloneliness,yearning,waitandhope
inourideatosymbolism ofaderivativelighthouseinthecharacteristicfunctionas
substance thatis familiar to our life for the long history altough it helps
navigationalsafetyforvessel.

Water-familiarspacethatadjoinstheseahasinfinitepossibility.Thereisplace
thatisusedbymeanstoleadhumanlife,alet-outfrom theblockedcityand
mother'sbosom thatsoothepsychewhoishurted

InthepastlighthousesfulfilledasufficientcharacteristicfunctionasAidsto
Navigation and should befairly lined up tosecurenavigationalsafety in time.
However,today,inaquantitativerespectthegrowthofAidstoNavigationhad
achieved fairly,butlighthouses were faced in anotherreleventsubjectthatis
'LighthousesasWaterfront'developmentasconfrontationonsocialneeds.

Weneednew realization forasubstance,alighthouseistobedevelopedby
'Lighthouses as Waterfront' as well as characteristic function of Aids to
Navigation.therefore,weneed wholly reappraisalabouttheexistentgovernment
officialsystem forAidstoNavigationpolicy.

The solution of'Conservation as Aids to Navigation?'or 'Developmentas
Waterfront'canbedividedintoconservation,practicaluseordevelopment.but,As
aresultthesolutionisendedtothedevelopmentaspectofAidstoNavigationand
lighthousesasWaterfront

AllthroughthehistoryofAidstoNavigation,thetransform oflighthousesthat
isnottoprovideserviceformariner'ssafetybutapproachtofamiliarfacilitiesfor
thepeopleneedsinnovativefoundinAidstoNavigationdevelopmentpolicy,and
thismaydominatethefutureofaligh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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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항로표지로서 등대라함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빛,색체,형태 등의 방
법으로 신호적 의미를 표시하는 시설이다.등대는 항행보조시설로서 항해를 시
작한 최초의 인간의 역사와 같이하는데,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원전 280년 전
에 지중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구 입구 근처에 있는 파로스라는 작은 섬
에 탑을 세워 횃불을 밝히던 파로스등대가 최초의 등대이다.이처럼 유구한 역
사를 가진 등대는 항해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데,이는 등대가 항로표지로서 기능적 의미뿐 아니라 인간의 감성 중 ‘외로움’,
‘그리움’,‘기다림’그리고 ‘희망’등을 나타내는 상징적 기호이기 때문이다.그리
고 등대의 역할과 기능에서 유래됨 직한 등대에 대한 이러한 관념들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밀접하게 작용하여 문학,미술,음악,영화 등의 문화,예술 활동에
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오늘날,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여가활용으로 친수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반인이 찾아 가는 등대의 실체는 항로표지의 고유기
능 이외에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매우 실망스러운 시설로서 무의미하게 다
가온다.특히,우리나라 등대의 경우 1903년 최초로 도입된 서양식 등대인 팔미
도등대 이후로 등대의 근원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주로 원형단면의 수직적 형
상이 체감적으로 조화된 몇몇 등대를 제외하고는 도입초기 암울하고 빈곤한 시
대상황의 반영으로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되어 단순화 되고 변형됨으로 해서 등
대에 대한 일반인의 관념과 잘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등대라고 특별히 특징지
을 수 없는 형태로 난개발 되었다.최근에는 정보통신 등 첨단 과학기술의 급
속한 발전에 의하여 최신 장비가 전통적인 항로표지인 등대의 역할을 빠른 속
도로 대체해 나가는 반면에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오래된 등대시설이 문화재
적 가치로 재조명됨에 따라 등대시설 개발 시 등대 고유기능과 추가되는 부가
기능에 등대의 관념적 기대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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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등대는 선박안전항해를 위한 설치목적상 이유로 해안의 곶(갑)처럼 바
다에 접하면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주로 설치되는데,이는 최근 개발논
의가 활발한 워터프런트(Waterfront)에 해당하는 공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장소이다.이는 등대 및 주변공간의 높은 내재가치와 개발가능성을 뜻
하는 것으로 오늘날 국민소득증대와 늘어난 여가시간으로 인하여 관광,체험학
습 등 일반인의 요구가 높아지는 실정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이 취약한
등대 및 주변을 친수공간으로서 적절하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등대의 기능 및 관념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등대

시설 및 제도를 새롭게 정립하고,등대 및 주변 친수공간에 대한 내재가치와
개발가능성을 토대로 최근의 국내외 개발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항로표지 및 친
수공간으로서 등대의 개발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11...222연연연구구구 범범범위위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등대 및 주변 친수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우선 등대가
의미하는 객관적 실체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항로표지의 개발 및 보존정책을 수
립하기 위한 연구로 관련 법제,조직,예산 등 항로표지 관리제도 전반을 대상
으로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항로표지 관리제도는 등대역사 100여 년에 걸쳐 수많

은 변화가 있었지만,등대친수공간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2003년 대한민국 등대
100주년이 되는 해에 즈음하여 활발히 추진되었던 각종 정책사업을 위주로 정
리하였으며,2006년 국제항로표지협회 이사국 진출에 때맞춰 선진 항로표지 관
리제도사례를 연구 분석함으로써 등대 및 주변친수공간 개발에 있어서 선도적
인 항로표지 개발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연구흐름은 다음과 같다.

(1)항로표지와 워터프런트개념을 통하여 등대친수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등
대의 실체적 구성요소를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건축적 가능성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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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로표지 개발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하여 항로표지 관리제도 전반에 관하
여 등대친수공간 개발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였다.

(3)항로표지 개발에 있어 당면한 ‘보존이냐?개발이냐?’의 문제를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등대보존정책방향을 되짚어 보고 바람직한 등대친수공간 개
발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등대친수공간 개발정책의 실행단계인 “기본 및 실시설계”,“항로표지

시설사업 시행”및 “항로표지 운영,유지,관리”부분은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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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와 등대친수공간 개발의 의미

○ 항로표지의 전통적 개념

○ 등대친수공간의 의미(공간구조)

등대의 실체적 구성요소

○ 등대의 형태적 구성요소

○ 등대의 관념적 구성요소

항로표지 관리제도 분석

○ 해외 항로표지 관리제도 분석

○ 국내 항로표지 관리제도 분석

항로표지 보존 및 등대친수공간 개발방향

○ 항로표지의 보존

○ 등대친수공간의 개발

등대친수공간 개발 기본계획

○ 유인등대 친수문화공간 조성

○ 조형등대개발 및 기타

항로표지 보존 기본계획

○ 역사적 유물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기본 및 실시설계

항로표지시설사업 시행

항로표지 운영, 유지, 관리

항로표지와 등대친수공간 개발의 의미

○ 항로표지의 전통적 개념

○ 등대친수공간의 의미(공간구조)

등대의 실체적 구성요소

○ 등대의 형태적 구성요소

○ 등대의 관념적 구성요소

항로표지 관리제도 분석

○ 해외 항로표지 관리제도 분석

○ 국내 항로표지 관리제도 분석

항로표지 보존 및 등대친수공간 개발방향

○ 항로표지의 보존

○ 등대친수공간의 개발

등대친수공간 개발 기본계획

○ 유인등대 친수문화공간 조성

○ 조형등대개발 및 기타

항로표지 보존 기본계획

○ 역사적 유물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기본 및 실시설계

항로표지시설사업 시행

항로표지 운영, 유지, 관리

항로표지와 등대친수공간 개발의 의미

○ 항로표지의 전통적 개념

○ 등대친수공간의 의미(공간구조)

등대의 실체적 구성요소

○ 등대의 형태적 구성요소

○ 등대의 관념적 구성요소

항로표지 관리제도 분석

○ 해외 항로표지 관리제도 분석

○ 국내 항로표지 관리제도 분석

항로표지 보존 및 등대친수공간 개발방향

○ 항로표지의 보존

○ 등대친수공간의 개발

등대친수공간 개발 기본계획

○ 유인등대 친수문화공간 조성

○ 조형등대개발 및 기타

항로표지 보존 기본계획

○ 역사적 유물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기본 및 실시설계

항로표지시설사업 시행

항로표지 운영, 유지, 관리

<그림1-1>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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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AidsToNavigation)로서 ‘등대’라 함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빛,색체,형태의 방법으로 신호적 의미를 표시하는 항행보조시설이다.따라서
등대는 인간이 항해를 시작한 유구한 역사와 같이 하는데,이처럼 오랜 역사를
인류와 함께함으로 해서 등대는 항로표지로서 등대 고유의 기능뿐 아니라 일반
인들에게도 친숙한 의미로 다가온다.
또한,등대는 설치목적상의 이유로 해안의 곶(갑)처럼 바다에 접하면서 지리

적으로 유리한 곳에 설치되는데,이는 최근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여가활용의
목적으로 사회적 관심의 증가되고 개발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워터프런트
(Waterfront)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본 장에서는 항로표지로서 등대시설이 다양한 해양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적 개념인 워터프런트 개발 관점에서 접근하여 등대 및 주변 친수공
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등대의 형태적 구성요소와 관념적 구성요소의 분석
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 실체적 구성요소를 토대로 친수공간으로서 등대의 내
재가치와 개발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22...111항항항로로로표표표지지지와와와 등등등대대대친친친수수수공공공간간간개개개발발발의의의 의의의미미미

222...111...111항항항로로로표표표지지지의의의 전전전통통통적적적인인인 개개개념념념

항로표지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행지표로서 선박의 위치와 항로결정,위험물과 장애물에 대한 경고,협수로
또는 항로의 한계 및 변침점의 표시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항행보조시설이다.
또한 우리나라 항로표지법상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을 수단으로
항 ·만 ·해협,그 밖의 대한민국의 내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
는 선박에게 지표가 되는 등대 ·등표 ·입표 ·부표 ·안개신호 ·전파표지 ·
특수신호표지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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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는 그 의미 전달의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시각표지,전파
표지,음파표지,특수신호표지로 나뉘며 시각표지는 다시 광파표지와 형상표지
로 구분된다.보통 등대라고 하면 광파표지를 주로 일컫는데 인간의 가장 감각
적인 지각인 시각으로 인식됨으로 해서 오늘날 전파,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파표지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선박의 위치 확인에
이용할 수 있어 여전히 항해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최고의 항로표지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2)

<그림2-1>등대를 이용한 대형크루즈선의 입항장면

항 로 표 지
시각표지 전파표지 음파표지 특수신호표지

광파표지 형상표지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
(DGPS)

무선
표지국

장거리
해상
무선
표지국
(로란-C)

레이다
비콘

공기
싸이렌 전기혼

선박
통항
신호소

조류
신호소

기상
신호소

등대,등주
등표,등부표
등선,도등
지향등,
조사등,
교량등

입표,
도표,
부표,

<표2-1>항로표지의 종류

1)항로표지법 제2조
2)폐트릭 덴버,등대역사,1971년
-“등대는 신뢰성 있고 확실한 해상에서의 위험과 안내표지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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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와 더불어 전통적인 항로표지 중 하나인 음파표지는 안개,눈,비 등에
의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한 경우 사용되는데 초기에는 무종(霧鐘)을 타격하여
소리를 발하다가 최근에는 일정한 음향을 발하는 공기싸이렌,전기혼을

이용하고 있다.그밖에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선박통항,조류,기상정보 등을
수집 제공하는 운영시스템을 갖춘 시설도 항로표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림2-2>등대에 설치된 무종 <그림2-3>DGPS의 이용

등대를 포함한 시각표지는 등화에 유무에 따라서 광파표지와 형상표지로 구
분되기는 하지만 형태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으며 설치장소,설치방법 및 등화
의 운영방법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등대는 육상 및 파랑의 영향이
거의 없는 곳에 설치되며,직접적인 파랑의 영향이 있는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
되는 등대의 형태를 등표라 한다.그리고 등표 설치가 곤란한 일정 수심 이상
에서는 계류방식의 (등)부표가 설치된다.

시설물명
설치장소

설치방법 비 고
육상 또는 해상 파랑영향여부

등 대
육상 파랑영향없음 고정식

해상
파랑영향없음 고정식 섬,방파제상단

등 표 파랑영향있음 고정식
(등)부표 파랑영향있음 계류식

<표2-2>설치장소 및 방법에 따른 시각표지(Visualmark)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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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무인등대 <그림2-5>등표 <그림2-6>등부표

이처럼 항로표지는 인류의 항해역사와 같이 하면서 장작불을 이용하는 원시
적인 방법에서부터 출발하여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특별히 고안된 기계장
비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하였고 심지어 인공위성을 이용하기까지에
이르렀다.이는 항로표지를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자동화로 인력 의존도가 점
점 줄어들고 기계중심으로의 통합됨으로써 무인화 과정이 점차 진행되고 있
음3)을 의미 하는데,항로표지의 특성상 고전적인 운영방식이 그래도 아직까지
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무인화된 시설의 운영도 결국은 점검정비 및 유
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림2-7>전국 유인등대(41개소)위치도 <그림2-8>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이용범위도

3)2004년까지 전국 유인등대가 49개소에서 8개소의 무인화가 진행되어 2006년 말 현재 41개소
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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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222등등등대대대친친친수수수공공공간간간 개개개발발발의의의 의의의미미미

항로표지로서 등대를 친수(親水)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선
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시설로서의 고유기능에만 집중하였으나,각종 첨단장비
의 개발로 인하여 그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 관광자원으로 활용 등
자산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등대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96년 ‘국제항로표지협회(IALA4))’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역사적 관심사가
되는 등대,항로표지,관련 장비의 보존에 관한 IALA 자문위원단’5)을 기구내에
설치한 것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림2-9>스코틀랜드 최초의 등대(뒤)와 새로 건축된 등대(1886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3년 해운항만청 예규 제60호 <항만내친수․문화시
설조성및관리규정>의 내용 중 ‘등대구역 공원시설’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
었는데 ‘등대구역 공원화’이외에 ‘유인등대 해양문화공간’,‘등대박물관’,‘조형등
대’의 등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등대의 보존정책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개
발정책이 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4)전에는 "InternationalAssociationofLighthouseAuthorities(IALA)"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IALA)"라고 한다.

5)theIALA AdvisoryPanelonthePreservationofLighthouse,AidstoNavigationand
RelatedEquipmentofHistoricInterest;P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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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건 명 관련용어 비 고

1993.1 항만내친수․문화시설조성및관리규
정(해운항만청예규제60호)

등대구역 공원시설,
등대구역 공원화

1994.1 친근한 항만만들기 추진 실적
및 계획(마산지방해운항만청) 등대구역 공원화

1994.3 민자유치를 위한 자료제출 소매물도등대 공원화

2000.4 유인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
(해양수산부)

등대 해양문화공간,
역사적 보존가치 등대,

등대박물관

2003.5. 항로표지보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해양수산부훈령제273호) 등대문화유산

2004.9
해양유물 보존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정책(해양수
산부)

해양유물가치가 있는
등대

2006.1 희망의 빛 조형등대 설치계획
(해양수산부) 조형등대

2006.12 등대문화유산지정(해양수산부) 등대문화유산
2007.10 아름다운등대 16경(해양수산부) 등대 16경

<표2-3>친수공간으로서의 항로표지 관련정책 및 사용용어 정리

하지만,등대에 있어서 친수공간적 요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잠재한 것으로
서,단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친수공간으로서의 각종 정책과 다양한 용어의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는 IALA의 ‘등대의 보존정책’이외에는 특별히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나 구체적으로 별도의 개념으로 정립된 바가 없다.
한편,항만에서의 친수공간은 워터프런트(Waterfront)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

으로 정의하고 있다.6)워터프런트(Waterfront)의 개발은 미국,영국 등에서 항
만 또는 도시기능의 성장으로 새로운 공간수요가 발생하고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항만기능 정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대안으로
6)우리 나라에서는 1999년에 제정된 「연안관리법」에서 워터프런트와 유사하게 연안을 「해안
선을 사이에 둔 육역(陸域)과 해역(海域)」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일본건축학회 해양위원회에서는 워터프런트를 「수제선이 접하는 육역 주변 및 그것에
매우 가까운 수역을 함께 포함한 공간」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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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되었는데 196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1980년대의 ‘항
만재개발’붐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고,일본의 경우도 1990년대에 들어서
‘워터프런트’개발이 사회적 현상으로 유행처럼 번졌으며 이미 대중화된 테마
(theme)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2-10>미국 시카고항 워터프런트 개발사례 <그림2-11>일본 고베항 워터프런트 개발사례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0년대 들어서 외국의 워터프런트 개발사례가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친수공간시설”의 개념이 ‘항만법’상에 반영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다가 2006년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을 위한 법적 토
대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7)

<그림2-12>부산 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 출처:해양수산부,2007년)

<그림2-13>마산시 마산항 돝섬가고파축제

7)해양수산부,<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법예고 (20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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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앞으로 등대 및 주변 친수공간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정
책의 정립을 위하여 워터프런트의 개발개념을 고려한 개념으로 ‘등대친수공간
(LighthousesasWaterfront)’이라는 표현으로 관련용어의 사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등대친수공간은 워터프런트의 일부로서 등대 및 주변공간으로 한정되어 있

지만 개발여하에 따라 등대를 주제(theme)로 한 다양한 건축적 가능성을 구현
한 공간과 형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기존 항로표지로서 등대를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항행보조시설로서 ‘안전을 위한 가치’에만 주목하였다면 등대
친수공간은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관심
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표지명
바이런베이등대,호주

위치
호주의 동쪽 끝

유래
1770년 쿡선장이 최초발견
부함장 ‘JohnByron’이름으로 명명
시인이자 철학자인 ‘GeorgeByron’의 할아버지

<표2-4>호주의 바이런등대 친수공간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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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등대친수공간’개발개념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뿐
아니라 ‘유인등대 친수문화공간 조성’,‘등대박물관’,‘조형등대 개발’등의 개발
및 등대를 주제(theme)로 한 다양한 건축적 가능성을 구현한 개발행위도 포함
한다.

<그림2-14>선박을 이용한 항로표지인 등선(燈船),스톡홀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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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등등등대대대의의의 실실실체체체적적적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222...222...111등등등대대대의의의 형형형태태태적적적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최초로 알려진 등대건축은 BC 270년 건축가 소스티누스의 설계로 이집트
북쪽해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건립된 파로스(Pharos)등대이다.8)당시
등대는 횃불과 거울을 사용하여 안전한 항로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으며,광달
거리가 약하여 거대한 구조물의 형태로 건조될 수밖에 없었다.9)당시의 등대는
현대의 등대와는 비교적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이는 등대의 일반적 형태
또는 등대 형태의 전형(prototype)이라고 규정지을만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림2-15>Pharos,Alexsandria <그림2-16>일반적 형태의 등대 사례,호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광달거리가 먼 등명기,강하고 가벼운 구조재료가
개발되어 등대의 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형태 또한 변형되었는데,이러한 등대
의 전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오늘날 등대의 이미지는 등탑,등롱,등명기 등
으로 구성된 일반적 형태로 연상되는 점이 있다.이는 오랜 시간동안 축적되어

8)명예스럽게도 ‘pharos’란 단어는 16세기까지는 ‘lighthouse'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며,등대에
관한 학문을 ‘pharology'라고 한다.LynnF.Pearson,Lighthouses,AShirebook,2003

9)SamualWillardCrompton,TheUltimatebookofLighthouses,Thunderbaypres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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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전통적 기술 및 방식에 의해 등대가 특별한 변화없이 100여년 간 일률적으
로 건설되어온 까닭으로 그 일반적 형태가 고착되어온 것이다.또한,출판물의
삽화,사진,언론매체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오랜 시간 일반인에게 인식됨으로
써,이러한 형태의 등대는 오늘날 전형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등대의 설치장소 또한 해양에서의 토목기술10)를 바탕으로 육상에서 탈피하

여 해상으로 확대되어 등표 및 등부표 등 다양한 형태의 항로표지 시설물을 적
극적으로 설치하였다.해상에서 적용되는 항로표지 구조물은 육상의 등대와 같
은 고정식 구조물인 등표가 있고 계류식으로는 침추와 체인으로 연결된 부표가
대표적인데 해상에서의 급격한 기상변화,파랑 등 육상보다 현저하게 큰 외력
의 작용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이 또한 등대의 일반적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림2-17>CapeCharles등대,미국 <그림2-18>EddyStone등대,영국(1882년)

사실상 등대는 높이와 크기,재료,놓여지는 지형의 상태,가시거리 등의 다
양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이는 그 기준의 차이일 뿐 그 형태에 있어서
는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0)EddyStone과 같이 거대한 암초위에 세워진 등대는 19세기 빅토리아시대 토목기술의 위대
한 업적이었다.LynnF.Pearson,Lighthouses,AShirebook,2003



- 16 -

다시 말하자면 등대는 바다 또는 강과 같은 수역에서 항해하는 선박과 해상
교통안전을 위하여 연동하는 관계로서,설치장소인 육지(곶,섬,건물옥상,방파
제상단 등)또는 해상(암초,바다,선상 등)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존재조건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형태로 등명기,등롱,발코니,등탑 그리고 기단으로 구
성된다.

<그림2-19>등대 구성요소 분석 스케치

등롱등롱등롱등롱 (Lantern)(Lantern)(Lantern)(Lantern)

등명기등명기등명기등명기 (Light)(Light)(Light)(Light)

발코니발코니발코니발코니 (Balcony)(Balcony)(Balcony)(Balcony)

등탑등탑등탑등탑 (Superstructure)(Superstructure)(Superstructure)(Superstructure)

기단기단기단기단 (Substructure)(Substructure)(Substructure)(Substructure)

등롱등롱등롱등롱 (Lantern)(Lantern)(Lantern)(Lantern)

등명기등명기등명기등명기 (Light)(Light)(Light)(Light)

발코니발코니발코니발코니 (Balcony)(Balcony)(Balcony)(Balcony)

등탑등탑등탑등탑 (Superstructure)(Superstructure)(Superstructure)(Superstructure)

기단기단기단기단 (Substructure)(Substructure)(Substructure)(Substructure)

<그림2-20>전형적인 등대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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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등롱은 빛을 발하는 기기인 등명기를 보호하는 목적의 금속제 지붕
구조물로서 대부분 돔형태를 띄고 있고 등롱이 설치된 상부슬랩은 해상관측과
외부에서 등롱을 점검정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난간으로
보호되며 경제적으로 등탑보다 돌출된 단면을 가지고 있다.

<그림2-21>BodieIsland등대,미국 <그림2-22>등명기의전형적인형태인프레즈넬렌즈11)

등탑은 시각표지(VisualMark)의 주표(Beacon)12)로서 기능뿐 아니라 바람
및 파랑 등 외력을 견디고 하부에서 등탑상부로 연결하는 등대의 중요한 골격
을 이루는 매스(mass)로서 여러 가지 단면의 형태와 함께 벽돌,석재,목재,철
재,철근콘크리트 등 다양한 건축재료의 변화가 있었다.그리고 이 모든 구성요
소들은 육상 또는 해상을 기반으로 한 기단위에 구성된다.

11)1822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프레즈넬(AugustinJeanFresnel,1788～1827)은 기존의 반사경의
오목거울은 지름이 커지면 부피가 증가함와 함께 통과하는 광선의 흡수량이 많아져서 손실이
발생하는데,이를 줄이기 위하여 프리즘작용을 하는 렌즈를 몇 개의 띄 모양으로 나누어 경
사지게 만들고 두께를 줄인 프레즈넬렌즈를 개발하여 광력을 증가시킴으로서 등대 개량에 큰
공헌을 하였다.편집부,국립등대물관 소장품도록-광파표지,국립등대박물관,p.45

12)항로표지에 관한 IALA 국제사전에서는 비콘(Beacon)을 형상,색상,형태,두표,등질 및 이
들을 혼합한 것 등에 의하여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고정된 인공의 항해용 표지”라고 정의
한다.이런 기능상의 정의가 등대 및 기타 고정 항로표지를 포함하지만 ‘등대’및 ‘입표
(beacon)'이란 용어는 중요성과 크기를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 18 -

그리고 등대의 형태적 구성요소에서 빠트릴 수 없는 한가지는 등대불빛의
발광으로 인한 현상적 형태인 빔(Beam)현상을 들 수 있다.빔은 강력한 방향성
을 제시하고 빛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특성 때문에 심리적 상상력을 유발하는
등의 경관적 요소로서도 작용한다.

<그림2-23>어청도등대 불빛과 야간조업어선들 <그림2-24>성사이먼등대의 광선,미국

<표2-5>각 구성요소별 항로표지용어 정리표13)

구성요소 항로표지용어 세 부 구 성 요 소 비 고

등명기 Light Lamp,Flasher,Lens,Prism

등롱 Lanternroom
Glazing(유리),Glazingbars(골자),
Cupola(지붕),Murette(벽)
Lanterndeck,Lanternlevel

발코니 -
Lookout(전망대),Gallery(갤러리),
Balustrade(난간),Parapet(난간)

Handrail(난간),
Balcony

등탑 Superstructure

Buttress(부축벽),Floor(층),
Catwalk(좁은통로),Ramp(램프),
Hatch(해치),Door(frame,leaf)
Window(frame,rebate)

기단 Substructure Foundation,Platform

13)해양수산부,항로표지용어사전 참조
(IALA,InternationalDictonaryofAidstoMarine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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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5>등롱의 구조 및 각부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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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대의 형태적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1903년 최초로 도입된 서양식
등대인 팔미도등대 이후로 그나마 등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로 원형 단
면의 수직적 형상이 체감적으로 조화된 몇몇 등대를 제외한다면 도입초기 르네
상스풍의 영향을 받은 근대식 등대의 몇가지 건축 의장 요소인 플린스(plinth),
버트레스(butress),필라스터(pilaster)와 페디먼트(pediment),덴틸스(dentils),아
크로테리움(acroterium)등과 같은 구조 및 소박한 장식들마저도 암울하고 비
곤한 시대상황의 반영으로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된 나머지 단순화 되고 변형됨
으로 해서 대부분의 등대가 우리나라 등대만의 독특한 형태라고 특징지을 수
없는 부족한 형태로 난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2-26>동해 죽변등대
(1910년)

<그림2-27>여수거문도등대
(1905년)

<그림2-28>군산어청도등대
(1912년)

<그림2-29>포항 호미곶등대
(19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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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등등등대대대의의의 관관관념념념적적적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등대의 지난 역사를 뒤 돌아 보면 초기의 등대는 항구의 입구에 주로 세워
져,뱃사람들에게 항구로의 접근로를 알려왔지만 암초가 있는 곳에 고의로 불
을 지피고 뱃사람들이 이 불을 보고 들어오다가 좌초하게 되면 토착민들이 그
잔해를 거둬가기 위한 속임수를 위한 ‘거짓등대(Falsefire)’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로마제국이 정복의 야욕으로 유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유럽쪽에도 등대가 세워지게 되면서 등대건축술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
다는 부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14)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양식 등대의 도입과 관련한 정치적 함의는 19세기 제

국주의의 패권쟁취를 위한 수단으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특히,
일제는 처음에 주로 식민지 침탈과 대륙침략의 목적으로 경인선(1899년 9월),
경부선(1905년 1월)철도가 이미 개통된 인천항 및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반도
항구의 개항에 적극개입하고 철도와 해운을 연결하는 물류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하여 등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오늘날 등대에 대한 관
대한 평가와 긍정적인 관념은 실상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것은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등대는 항해자를 위한 항로표지로서 기

능적 의미뿐 아니라 다양한 은유와 상징을 통하여 ‘외로움’,‘그리움’,‘기다림’
그리고 ‘희망’등을 나타내는 친숙한 상징적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2-30>인터넷 웹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각종 등대이미지들 <그림2-31>어린이가 그린 등대

14)편집부,국립등대물관 소장품도록-광파표지,국립등대박물관,2005,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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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바다와 멀리 떨어진 도심 한복판에서 고스란히 등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조형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그 조형물은 등대라고는 할 수 없으나,희망,
번영 등 ‘등대’라고 하는 상징이 의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념을 표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2-32>부산시청 뒤편 등대조형물

다시 말하자면 등대의 기능에서 유래된 등대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관념은
사회와 개인의 삶속에 개입하여 생활과 밀접한 의미로 사용되어 지고 있고 문
학,미술,음악,영화 등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림2-33> ‘바람의 전설’영화포스터 <그림2-34> 국내장편소설‘등대지기’표지

국내 유명소설 ‘등대지기’와 1997년 베니스국제영화제 관객상에 빛나는 브라
질 영화 ‘바람의 전설’에서는 등대지기의 외롭고 고단한 삶을 직접적으로 묘사
하면서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고,‘한국적 추상화의 시조’로 평가받고 있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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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가는 자신의 미술작품에서뿐 아니라 개인미술관의 건립시 1～2층은 통영
을 상징하는 ‘등대’를,3층은 한국적 전통인 ‘탑’을 형상화해 설계하였다고 한
다.15)관련 음악으로서 국내에서 ‘등대지기’로 잘 알려진 70년대 대중가요는 일
찍이 항로표지가 발달한 영국의 민요를 그대로 번안한 곡이며,전통적인 국악
에서 탈피한 퓨전국악 음악가들이 국악에서 다루기엔 다소 현재적인 ‘등대’란
제목의 곡도 연주하고 있다.

<그림2-35>등대를 모티브로 한 추상화가 전혁림 개인미술관 전경(좌)
및 등대를 표현한 그의 작품(우)

분 야 소 개 내 용 비 고

문 학

등대지기,Tothelighthouse,
외로운 사람이 등대를 찾는다,어느 등대지기
이야기,등대아래서 휘파람,외로운 사람들은

바다로 간다

음 악 등대(건아들),등대지기(이경섭),등대지기(이다오),
등대지기(언타이틀),AndFoever(최성호)

영 화 바람의 전설,바늘 구멍,해피투게더,
남과 여,최종분석

<표2-6>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등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사례

15)경남신문 보도자료,美…그 공간을 찾아서 (4)통영 전혁림미술관,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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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는 사용목적상의 수단으로서 대부분 중력에 반하며 수직적으로 치솟은
탑형태의 구조이다.탑이 수직으로 뻗은 모양과 탑 꼭대기의 밝은 불빛은 등대
의 관념에 강한 시각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고 높은 곳에서 타오르는 등대의
불꽃은 정화작용으로서 인류의 참된 의식,도덕적 가치와 구원의 불빛 등을 나
타내는 철학과 종교적 의미까지도 상징하고 있다.

<그림2-36>등대의 도상(icon) <그림2-37>등대의 관념적 구성요소 분석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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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2007년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 ‘아름다운 등대
16경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등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상으로
‘아름다운 경치(33%)’의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등대지기(25%)’를 연상하였고,
등대에서 추억은 ‘등대에서 본 주변풍경(34%)’,‘등대배경 기념촬영(16%)’,‘밤에
깜박이는 등대 불(14%)’순으로 꼽았다.16)

기타

2% 섬위의 하

얀등대

21%

아름다운

경치

33%

외로움, 낭

만

13%

고독함

6%

등대지기

25%

  Q2.유인등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 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구분 빈도 퍼센트

섬위의 하얀등대 546 21
아름다운 경치 857 33
외로움,낭만 338 13
고독함 156 6
등대지기 649 25
기타 52 2

홍보관, 전

시실 등의
관람

8%

등대 배경
기념촬영

16%

기 타

4%

등대에서의

숙박

4%

밤에 깜빡

이는 등댓

불
14%

독특한 등

대문화 체
험

9%

등대에서

바라본 주

변 풍경

34%

오래된 등

대

11%

Q2.귀하께서가보신유인등대의경우어떤점이좋은추억에남았다고생각되십니까?
구분 빈도 퍼센트

오래된 등대 286 11
등대에서 본 주변풍경 883 34
독특한 등대문화 체험 234 9
밤에 깜박이는 등대불 364 14
등대배경 기념촬영 415 16
홍보관,전시실 등의 관람 208 8
등대에서의 숙박 104 4
기타 104 4

<표2-7>해양수산부 아름다운 등대 16경 선정 설문조사결과표-1

하지만,다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등대하면 떠올릴 이러한 친숙한 심상
과는 대조적으로 등대의 실체는 일반인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무의미한 시설로
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유인등대를 방문하였을 때 불편한 점으로 ‘교
통편(37%)’,‘화장실,휴게실 등 편의시설 부족(25%)’,‘전시관,홍보관 등 문화
시설의 부족(17%)’순으로 꼽았고,‘홍보관,전시실,영상관,전망대 등의 문화시

16)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본 설문조사는 산하 각지방청별로 실시되었는데 마산청 관내 설문조
사는 필자가 직접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및 관내 서이말등대 및 소매물도등대 방문자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각 지방청 설문조사결과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설문조
사한 결과를 본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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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확충(32%)’,‘등대체험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26%)’,‘등대의 역사․
문화․관광의 가치 등의 적극적인 홍보(23%)’등을 등대친수공간으로서 대국민
정서함양과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지적하였다.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부족
25%

직원의 불
친절
2%

안내판 부
족

12%

전시관,
홍보관 등
문화시설
의 부족

17%

기타
7%

교통편
37%

  Q10.귀하께서 유인등대를 방문하셨을때 어떤 점이 불편하셨는지
있는대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빈도 퍼센트
교통편 961 37
화장실,휴게실 등 편의시설 부족 649 25
직원의 불친절 52 2
안내판 부족 312 12
전시관,홍보관 등 문화시설 부족 442 17
기타 182 7

추억을 간

직할 수 있

는 등대방

문 기념품

증정, 스템

프 날인 등

19%

등대체험

을 위한 시

설과 프로

그램 개발

26%

등대의 역

사,문화,관

광의 가치

등의 적극

적인 홍보

23%

홍보관, 전

시실, 영상

관, 전망대

등의 문화

시설 확충

32%

 Q11.유인등대를이용한해양문화공간을마련하여대국민에게정서함양과지역의
관광자원활성화를목적으로제공한다면어떤시설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퍼센트
홍보관,전시실,영상관,전망대
등의 문화시설 확충 831 32
등대의 역사․문화․관광의 가치
등의 적극적인 홍보 598 23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등대방문
기념품 증정․스템프 날인 등 494 19
등대체험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 675 26

<표2-8>해양수산부 아름다운 등대 16경 선정 설문조사결과표-2

설문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등대에 대한 관념적 이미지와 실제 경험과는 상
반된 설문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버어지니아 울프의 소설 ‘등대로’의 주인공과
같이 “등대처럼 무언가 대단한 듯 했던 것이 실상은 허름하고 누추한 등대와
등대지기의 초라한 모습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과 일맥상통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등대의 형태적 구성요소와 관념적 구성요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등대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이 등대친수공간
개발에 있어 해결해야할 건축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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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현현현대대대적적적 관관관점점점에에에서서서 본본본 등등등대대대친친친수수수공공공간간간

과거의 항로표지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안전적 가치’로서도 충분하였으
나,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여가의 활용으로 해양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
대되고 인식도 크게 변화하였다.이러한 등대 및 주변공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관점에서 전통적인 항로표지시설을 워터프
런트(Waterfront)영역의 일부로서 ‘등대친수공간’에 주목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항로표지의 개념은 선박의 안전항해만을 위한 시설로서 과거에는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군사시설만큼이나 접근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폐쇄
적이었으며 등대시설의 양적 확대와 기능유지에만 전념하였다.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등대는 친수공간으로서 ‘매력적 가치’때문에 일반인들도 다양
한 해양문화를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적극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 분 항 로 표 지 등대친수공간
기능(목적) 항행보조시설 친수시설
이용자 항해자 일반인
접근성 접근불가 접근유도

지속가능성 양적 기능확대에 한계 개발수요의 지속적인 증대
공간적의미 항해를 위한 랜드마크 워터프런트

<표2-9>항로표지와 등대친수공간 비교

등대친수공간이 갖는 내재가치와 그에 따른 개발가능성은 사람(등대원)이
상주하여 유지 관리하는 ‘유인등대 친수문화공간’의 경우와 무인등대로서 ‘조형
등대’의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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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친수공간으로서 유인등대가 갖는 내재가치와 개발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7)

① 자연경관과 파노라마 전망으로서의 가치
등대는 광파표지로서 바다와 등대간의 양방향 시각적 교통이 원활하여야 하

는데 이것은 주변 자연경관과 파노라마 전망이 뛰어나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2-38>가덕도등대에서 바라본 거제도의 파노라마 전망

② 역사성과 기념성으로서의 가치
등대는 대부분 해안에 돌출한 곶(串)이나 섬에 위치하는 지형적 특성으로

근대적 등대 이전에 횟불을 밝히던 봉수대(예,후포등대)및 2000년 1월 1일 07
시 31분 17초 동북아 대륙에서 가정 먼저 새천년의 해가 오른 간절곶등대와 같
이 오랜 역사와 기념성을 간직하고 있다.

<그림2-39>경북 포항시 호미곶등대

17)안웅희,유인등대를 활용한 친수공간의 시설,프로그램,제도에 관한 연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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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존 건축물로서의 가치
원형과 다각형의 수직적 형태,풍하중과 파랑 그리고 염해 등 취약한 자연

환경을 고려한 재료와 절경에 우뚝 선 백색의 미학,광파시스템 등 형태,구조,
설비,미학적 수법 등에 있어 전문 건축의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서양식
등대도입 초기(1903년～)부터 한국전쟁 전후시기까지 건립된 등대는 양식이나
기술면에서 옛 역사를 지닌 근대건축으로서의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림2-40>부산시 가덕도등대 <그림2-41>인천시팔미도등대 <그림2-42>포항시호미곶등대

④ 테마여행지로서의 가치
‘호미곶등대(국립등대박물관)’과 해맞이공원,‘간절곶등대’조각공원,대왕암

공원의 ‘울기등대’,태종대의 ‘영도등대’는 이미 잘 알려진 테마여행지로 각광받
고 있다.

<그림2-43>호미곶등대박물관 전경 <그림2-44>한국관광공사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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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체험 교육을 위한 장소적 가능성
등대는 예로부터 문학이나 영상의 소재로 자주 다루어 졌고,사람들에 매우

친숙해 바다와 대중을 친밀하게 연결해 주는 체험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장소=
고유장소(Uniqueplace)’이다.

<그림2-45>소매물도등대 체험행사

⑥ 휴양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
무인화되거나 역할이 축소된 유인등대의 노후시설은 오히려 한적한 휴양을

위한 시설이나 지역사회의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활
용 가능성이 있다.

<그림2-46>일본나오시마미술관입구선착장의
야요이쿠사나(YayoiKusana)의작품〔호박〕

<그림2-47>NorvegCoastCulturalcentre
Norway,GudmunderJon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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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의 적용가능성
무인도,해안절벽,암초 등과 같이 도시기반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위치

하는 등대는 항상 설비유지동력 및 생활동력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햇
빛,바람,파도,바닷물 등 무한한 자연에너지에 둘러 싸여 있어 일찍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의 적용대상으로 주목되었다.

<그림2-48>태양광발전시스템 <그림2-49>해수담수화설비

또한,등대는 해안에서 인지되기 쉬운 곳에 위치한 건축물이며,해양과 관련
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도시의 랜드마크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따라서 무인등대로서 조형등대는 이러한 등대건축
에 조형예술을 더하여 지역성,역사성,해양문화 등을 표상하는 것은 아래와 같
이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18)

① 자연경관과 Landsape적 가치
조형등대는 파노라마적 자연경관과 건축의 예술적 가치를 통해 지역 일대의

해양 경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② 상징성과 기념성으로서의 가치
등대가 위치한 환경은 대부분 해안으로 돌출한 곶이나 섬인데,이러한 지형

적 특성으로 인해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이러한 속성은 등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기념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18)안웅희,조형등대와 건축적 표상에 관한 연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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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술적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
조형등대가 지닌 예술성을 통해,해양 문화공간의 수준을 고양시키고,사람

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한다.

④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항만,생태환경 등 조형등대를 매개로 응집된 해양 문화를 통해 친수 테마

공원을 조성함으로써,지역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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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항항항로로로표표표지지지 관관관리리리제제제도도도의의의 한한한계계계

현행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항로표지 관리제도는 선박의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해상에서의 환경변화에 수
동적으로 좌우되는 관리제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이는 최근에 새롭게 제
기되는 해양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
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즉,해양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제
도적 한계를 의미한다.따라서 본 장에서는 등대친수공간으로서 새로운 해양문
화 창달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조직,예산 등 국내외 항
로표지 관리제도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33...111해해해외외외 항항항로로로표표표지지지 관관관리리리제제제도도도 분분분석석석

333...111...111국국국제제제항항항로로로표표표지지지협협협회회회(((IIIAAALLLAAA)))

항로표지 관리제도는 전 세계 항로표지 당국,제조업자,자문위원을 상대로
기술적 목적을 위한 비영리이며 비정부적인 조직으로 1957년 설립된 ‘국제항로
표지협회(IALA)’19)및 1912년 화이트 스타 회사의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따른
해상에서의 안전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1914년 런던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기
원이 된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SOLAS,1974년)’의 국제적 기
준에 따른다.20)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해상과 내륙 수로에서의 항로표지를 책임지는

국가기관 간 상호교류를 위한 비정부 기구로서 해양공동체 상호이익 실현과 환
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침으로서 항로표지시설 개선,표준적용,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선박 항행을 지원한다.
19)전에는 ‘InternationalAssociationofLighthouseAuthorities(IALA)'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t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IALA)’라고 한다.

20)InternationalConventionfortheSafetyofLifeatSea(SOLAS협약)



- 34 -

그 수단으로서 권고서(recommendations),지침서(guidelines),기준서를 발
간,배포하고 특정문제 연구를 위한 기술위원회(committee)와 연구그룹을 구성
하여 회원국 상호원조 및 적극적 기술교류 촉진으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있으
며 IALA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총 회
GeneralAssembly

IALA 이사회
IALA COUNCIL

재정자문위원회
FinanceAdvisory
Committee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특별협의회
AdHocCouncil
WorkingGroups

산업회원위원회
IndustrialMembers

Committee

상상상임임임기기기술술술위위위원원원회회회
SSStttaaannndddiiinnngggTTTrrreeeccchhhnnniiicccaaalllSSStttrrruuuccctttuuurrreee

정책자문단
PolicyAdvisoryPanel

기술위원회(4)
TechnicalCommittees
공학,환경 및 보존위원회

Engineering,
Environment/PHL(EEP)
항로표지운영위원회
AidstoNavigation
Management(ANM)
전자항해위원회

electronic-Navigation(e-NAV)
VTS위원회

VesselTrafficServices(VTS)

사무국
Secretariat

IALA 총회 준비위원회

<그림3-1>IALA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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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항로표지 관리제도는 상당한 기간동안 어떤 경우에는 수세기에
걸쳐 구축되어 왔다.하지만 최근 해상교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하여 IALA에서는 항로표지 당국의 역할 및 책임 그리고 사용자인 항해자와의
충분한 협의로 전략적 계획을 필요가 있고 전략적 계획의 실행으로서 항로표지
운영계획의 수립에 있어 아래와 같은 현재의 정책적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① 보수정비(maintenance)
② 현재 및 신기술(currentandnew technology)
③ 새로운 인프라의 설계 수명(thedesignlifeofnew infrastructure)
④ 원격감시 및 제어(remotemonitoringandcontrol)
⑤ 역사성 있는 등대(historiclighthouses)
⑥ 환경 문화 및 안전(environmentalcultureandsafety)
⑦ 항로표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한 프로그램
(theprogram foraidstonavigationreviews)

⑧ 계약 서비스(contractservices)
⑨ 수송 서비스(transportservices)
⑩ 세입원(sourcesofrevenue)
⑪ 외부와의 관계(externalrelationships)
⑫ 정보,통신,자문 관리
(information,communicationandconsultationmanagement)

여기서,항로표지 인프라 구축에 있어 역사적 있는 등대의 보존정책의 문제
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21)등대의 유물적 가치에 대하여 회원국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96년 IALA 이사회는 역사적인 등대,항로표지,항해관련 장비
의 보존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역사적인 등대를 보존하는데 따른 난제와
선택권을 조사하게 되었다.

21)어떤 항로표지는 실제로 역사적 사고에 대한 유물에 불과하며 현대 해운 측면의 가치는 거
의 없다.IALA,IALANavguide,2006,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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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IALA는 최근 총회를 통해 기술위원회(committee)를 해상교통관제
서비스(VTS:VesselTrafficService),전자항해(e-Nav:electronic-Navigation),
기술,환경과 보존(EEP:Engineering,EnvironmentandPreservation),항로표
지관리(ANM:AidstoNavigationManagement)로 구성하고 9개의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는데 등대친수공간 개발과 관련해서 3번째 전략으로 발표된 “향후 10
년간 전통적 항로표지와 신기술 항로표지와 조화”에 주목할 만 하다.

<그림3-2>제16차 IALA총회 TechnicalSession회의

또한 항로표지 서비스란 궁극적으로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자와 이용자(항해자)간의 시간적․공간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항로표지의 제공
과 유지보수를 필요로 한다.따라서 IALA에서는 어떤 항로표지에 대한 성능평
가(Performance Measurement)와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을 권고하고 있고 항로표지의 주기적인 정비 및 효율개선의 관한 사항
도 다루고 있다.



- 37 -

333...111...222항항항로로로표표표지지지 관관관리리리제제제도도도의의의 국국국제제제적적적 추추추세세세

해양 선진국의 항로표지 관리제도는 사전에 충분한 시스템 설계검토 후 ‘선
택과 집중’을 통하여 첨단시설 인프라 조기확충 및 현대화를 지속추진하고,효
율적인 조직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며,활발한 국제활동(IALA,
IMO,IHO)을 전개하고 있는데 국가별 항로표지 관리제도 현황 및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영국(TrinityHouse)
영국에서는 1995년 ‘해운업법(theMerchantShippingAct,1995)’에 의하여

‘중앙등대관청(GeneralLighthouseAuthority;GLA)’이 ‘일반등대기금(General
Lighthouse Fund; GLF)’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트리니티 하우스(Trinrty
House)는 16세기 헨리6세 국왕으로부터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
지역의 등대 설립과 유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등대당국으로서 최
근 종합적인 항로표지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VISION 2020)중에 있으며,직무
개발(CarrierDevelopment)을 통한 직원 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3-3>트리니티 하우스 현판(1721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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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USCoastGuard)
미국에서 항로표지는 대부분 정부에서 건설한다.예전에는 항로표지의 감독

권을 상무성의 등대국(BureauLighthouses)이 갖고 지역별로 19개 등대관구로
나누어 관리하여 오다가 미국 해안경비대(USCoastGuard)로 권한이 변경되었
다.등대건설의 예산은 건설지에 대한 매입예산을 포함하여 결정되며,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특히,부속선박 및 등대설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
도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이하다.

③ 일본(해상보안청)
일본은 최근에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를 통하여 해상보안청 -내부부국 -

교통부조직의 4개과 15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별도의 항로표지기술협회
를 두어 항로표지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있으며,권역별
부표관리소 체제를 확립하고 ‘CleanEnergy’를 이용한 시설운영에 과감한 투자
를 하고 있다.



- 39 -

333...222국국국내내내 항항항로로로표표표지지지 관관관리리리제제제도도도 분분분석석석

333...222...111항항항로로로표표표지지지 관관관련련련 법법법령령령 및및및 제제제규규규정정정

우리나라는 항로표지 관리업무는 아래 표와 같이<항로표지법>,시행령,시
행규칙을 중심으로 <항로표지기능및규격에관한규정> 등 5개의 고시,<항로표
지고시에관한업무취급요령> 등 4개의 예규,그리고 <표준형부표제작및품질관
리기준에관한규정>등 9개의 훈령을 기준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에는 급속히 발전한 전파기술을 이용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을

국무총리훈령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해상기준국과 연계하여 내륙기준국의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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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연도별 항로표지관련 법령 및 제규정 제정현황

그러나,오랜 항로표지의 역사에 비해 항로표지관련 제규정이 대부분 최근
(1990년대 후반)에서야 제정이 되어 아직은 정착 초기단계에 있어 많은 시행착
오를 격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등대친수공간개발추진을 위한 조항들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서 등대를 포함한 ‘항로표지시설’은 항만법상 ‘항만시설’이고 건
축법상 ‘항만시설’은 ‘판매 및 영업시설’로 간주되어 건축물의 종류,성능,규모
의 계획에 있어 적절한 기준이 모호하여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등대 및 등대친수공간개발에 필요한 대상시설을 항로표지법상에 명

확히 적시할 필요가 있으며,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
련)에 ‘공공용시설’로서 ‘항로표지시설’의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아
울러 항로표지시설을 포함한 항만시설 전반에 대한 가칭 ‘해양건축’의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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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추진도 차후에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구 분 제 목 최초제정일 최근개정일
법 항로표지법(제6393호) 1961.12.6 2001.1.29

시행령 항로표지법시행령(제17331호) 1962.1.6 2001.7.30

시행규칙 항로표지법시행규칙(제277호) 1999.8.28 2004.8.7

훈 령

항로표지관리소직원복무규정(제366호) 1989.11.20 2005.9.26

사설항로표지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제414호) 1990.9.29 2006.9.21

표준형부표제작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규정(제251호) 1991.4.23 2001.12.11

국립등대박물관운영규정(제410호) 1997.1.15 2006.8.17

항로표지업무용선박의관리․운영에관한규정(제213호) 2000.10.2 -

위성항법보정시스템전국망구축및운영에관한규정(제409호) 2000.12.7 -

항로표지측정선측정․운영에관한규정(제224호) 2001.1.17 -

항로표지보존관리위원회규정(제436호) 2002.5.3 2007.1.30

위성항법보정시스템운영규정(제278호) 2002.6.21 -

고 시

항로표지장비및용품의표준화규정(제2004-1호) 1993.1.18 2004.1.10

항로표지사용료에관한규정(제99-64호) 1999.8.20 -

항로표지기능및규격에관한규정(제2006-68호) 1999.9.9 2006.10.13

항로표지장비및용품개발절차규정(제2002-16호) 2000.8.23 2002.2.14

항로표지장비․용품검사기준(제2000-70호) 2002.9.6 -

예 규

항로표지고시에관한업무취급요령(제15호) 1983.3.17 1998.6.8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정비․점검규정(제69호) 1996.5.21 2006.1.27

항로표지시설관리지침(제73호) 1997.11.28 2006.9.27

항만공사용항로표지관리․운영지침(제49호) 2003.1.28 -

<표3-2>항로표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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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항로표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내용

목 적 및 주 요 내 용 비 고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증진
항로표지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항로표지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항로표지관리소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능률증진
법규정의 해양수산부장관 외이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시행령의 항로표지용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수리 및 설치․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
항로표지의 역할 및 중요성과 그 역사적․문화적 변천과정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국립등대박물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항로표지업무용선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작업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항로표지업무를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함
위성측위시스템(GPS)의 위치오차를 보정․전송하는 위성항법보벙시스템(DGPS)의
전국망을 설치․운영하여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 국무총리령
항로표지측정선을 이용한 항로표지기능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소유의 항로표지시설․장비에 대한
보존물 지정․관리를 위한 ‘항로표지보존관리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사항을 정함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GlobalPositioning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 제공 및 기능향상에 기여함
항로표지장비및용품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장비 및 용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신청 및 지정절차 등을 정함
항로표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항로표지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제항로표지협회 B구역 해상부표식을 적용기준에 따라 가항수로의 측방한계
등을 표시하는 고정표지 및 부표류의 도색 등의 기준을 정함
항로표지장비및용품의 구매 또는 취득시 적용될 표준규격의 제정절차 및 방법 등
통일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항로표지장비․용품의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검사기준을 정함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절차와 취급요령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통일성을
기함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점검․정비절차를 정하여 극동전파표지협의회
(FERNS)운영지침서에 명시된 99.8% 이상의 운영효율을 유지하기 위함
지방청에서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대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항로 등의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준설 시 공사기간 동안 설치․관리하는
항만공사 목적용 항로표지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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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222항항항로로로표표표지지지 관관관리리리조조조직직직

1984년 8월 대한제국은 관제에 등춘국을 설치하여 항로표지 업무를 관장토
록 하였고 1902년 3월 인천해관에 해관등대국을 두어 최초의 우리나라 등대 건
설업무를 시작하였다.오늘날 항로표지 관리조직은 해양수산부 및 11개의 지방
청의 항로표지과22)와 군산청의 위성항법중앙사무소,목포청의 진도항로표지관
리소에 소속된 인원은 정원기준으로 수로직 118명,전송․통신․건축․전기 등
24명을 합쳐 일반직 142명 그리고 등대 기능직 164명(41개소),선박기능직 109
명(19척),기타 56명을 합쳐 기능직 329명으로 항로표지 공무원을 모두 합치면
총 471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23)

(2)전송,통신직,
7, 5%

(3)건축직, 7,
5%

(4)전기직, 2,
1%

(5)기타(행정/
선박/전무), 8,

6%

(1)수로직, 118,
83%

<표3-3>항로표지관련 일반직공무원 구성표

(3)통신직, 19,
6%

(2)선박직(선원/
기관), 109, 33%

(4)기계직, 9, 3%

(5)전기직, 9, 3% (6)건축직, 4, 1% (7)기타(사무/운
전), 15, 5%

(1)등대직, 164
49%

<표3-4>항로표지관련 기능직공무원 구성표

22)정부조직 직제개정에 따라 2007년 12월 4일부로 '항로표지과'에서 '해양교통시설과'로 명칭
변경됨

23)해양수산부,2006년도 항로표지연보에 기록된 정원현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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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무인표지의 기수는 총2,018기로 전체에 98.0%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
제 점검인원은 표지선 선원을 포함하여 171명으로써 전체 현업직 직원의
51.4%에 불과하고 1인당 11.8기의 항로표지시설이 집중되고 있다.그리고 위성
항법중앙사무소 및 진도VTS의 운영을 담당하는 인원은 총 62명으로써 전체
항로표지관련 인원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최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한다면 운영업무에

집중된 소요인력이 과도하고 ‘토목’,‘건축’,‘전자’,‘전기’,‘통신’,‘항해’등 다방
면의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재)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24)를 해양교통안전관리기구로 발전시켜 해

양교통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 등을 과감히 이관하여 항로표지관련 인력의 전문
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또한 등대친수공간 개발에 관련해서는
항로표지관리운영 및 등대친수공간의 운영프로그램의 핵심인력인 등대원 이외
에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인원을 고려한 ‘이원적 관리구조’의
검토가 소요인력계획의 수립에 있어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4)항로표지의 기술 및 관리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기준․제도․기술을 연구개발함으로써 항로
표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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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 력 배 치(명) 시 설 현 황

계 일반
등 대

선박 기타
등 대(기) 선박

(척)유인 무인 계 유인 무인

합계 467 134 131 33 138 31 2,059 41 2,018 19

본 부 13 12 - - - 1 - - - -

부산청 31 4 11 2 12 2 503 3 500 2

(제주) 25 3 12 2 7 1 138 4 134 1

인천청 43 11 12 4 14 2 146 4 142 2

여수청 81 17 12 2 43 7 256 4 252 5

마산청 29 4 7 3 14 1 241 2 239 2

울산청 21 4 9 1 6 1 52 3 49 1

동해청 20 4 13 1 - 2 94 4 90 -

군산청 22 4 6 3 7 2 101 2 99 1
(대전위성항법
중앙사무소) 53 44 - - - 9 - - - -

목포청 25 5 10 3 7 - 125 3 122 1

(진도관리소) 30 16 12 4 7 - 127 4 123 1

포항청 38 4 24 2 7 - 109 7 102 1

평택청 17 5 - 3 7 2 68 - 68 1

대산청 19 5 3 3 7 1 99 1 98 1

<표3-5>항로표지 인력배치 및 시설현황

※ 출처:해양수산부 2006년 항로표지연보 통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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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년년 도도도 별별별
종종종 류류류 111999666000 111999777000 111999888000 111999999000 222000000000 222000000666

총총총 계계계 254 422 584 1,070 1,954 3,493
계계계 254 422 508(76) 871(199) 1,252(702) 2,062(1,431)

광광광파파파표표표지지지

유유유인인인등등등대대대 39 44 46 48 49 41
무무무인인인등등등대대대 71 147 176(14) 335(46) 535(129) 752(136)
등등등 표표표 18 31 36 81(1) 152(5) 257(22)
도도도 등등등 7 6 3(2) 4(8) 3(4) 4(5)
조조조 사사사 등등등 - - - 2 4 11
지지지 향향향 등등등 - - - 2 3(4) 3(4)
등등등 주주주 12 6 7(2) 9(3) 4(7) 359(36)
등등등 부부부 표표표 38 86 131(32) 237(101) 318(369) 412(912)

형형형상상상표표표지지지
입입입 표표표 22 21 15 33(1) 28 31
도도도 표표표 5 4 6 2 - -
부부부 표표표 14 29 34(19) 45(3) 40(49) 43(103)

음음음파파파표표표지지지
AAAiiirrrSSSiiirrreeennn 25 41 47(6) 27 24 20
전전전기기기 HHHooorrrnnn - - - 24(16) 21(41) 26(50)
MMMoootttooorrr
SSSiiirrreeennn - - - - 1 1

전전전파파파표표표지지지

RRRaaadddiiioooBBBeeeaaacccooo
nnn 3 7 7 7 7 -

DDDGGGPPPSSS - - - - 7 15
RRRAAACCCOOONNN - - - 14 55(7) 84(11)
LLLOOORRRAAANNN---CCC - - - 1 1 1

교교교량량량표표표지지지
교교교량량량(((주주주))) - - (3) (16) (43) (77)
교교교량량량(((야야야))) - - - (4) (44) (75)

특특특수수수신신신호호호
표표표지지지

VVVTTTSSS - - - - - 1
조조조류류류신신신호호호소소소 - - - - - 1

비비비 고고고
광광광파파파표표표지지지계계계 185 320 450 882 1,292 1,943
111기기기당당당거거거리리리 37.3 22.0 15.0 7.83 4.71 3.13

<표3-6>연도별 항로표지 현황

※ 출처:해양수산부 2006년 항로표지연보 통계 참조,():사설항로표지



- 46 -

333...222...333항항항로로로표표표지지지 예예예산산산

항로표지 예산의 목적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항로표지시설 개발에 있다.특히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의해 신설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항
로표지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예산규모가 획기적으로 증가되었다.정부는 해
상교통시설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5년 한해 313억원의 예산규모를
2010년까지 한해 1,810억원의 규모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특
히 유인등대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유인등대 종합정비사업’으로 제주청 산지등
대 등 20개소에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총 430억원을 투입하여 친수문화공간조
성사업을 실시하여 6개의 등대를 일반에 개방하였다.
그러나 ‘유인등대 종합정비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및 지자체의 요구

에 따라 지방청별로 경쟁적으로 종합정비가 추진되어 대부분 일정한 종합정비
기준과 사업의 우선순위 없이 시행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유인등대 종합정비 사업초기에 각 유인등대별 개발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되

지 않은 상태에서 균등 분배식으로 사업회계년도에 이루어진 예산집행은 유인
등대의 유형별로 적합한 개발테마(developmenttheme)를 제대로 설정할 겨를
도 없이 ‘획일화’된 개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3-4>유인등대 종합정비사업으로 건축된
인천 팔미도등대(2003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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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소요예산
(백만원) 사 업 내 용

총 계 58,529
○ 표지시설 57,279
-증 설 26,919
ㆍ연구용역 1식 100 항행위험해역 해상교통환경평가
ㆍ기본조사 설계비 1식 335 항로표지비용대효과분석,항로표지기능향상조사
ㆍ실시설계 1식 1,538 등표,영조물,접안시설,무인등대 등
ㆍ토지매입 1식 1,890 NDGPS기준국,거진등대,입파도등대
ㆍ무인표지 50기 17,185 등대(5),등표(24),소규모항ㆍ포구 등대(21)
ㆍ전파표지(Racon) 2기 160 인천(1),제주(1)
ㆍNDGPS설치 1식 2,387 기준국(2),건축물(1)
ㆍ접안시설 및 정보센터 3식 2,165 접안시설(2),정보센터(1)
ㆍ기타 1식 1,159 감리비,시설부대비
-개 량 62건 26,430
ㆍ실시설계 1식 372 등표,충전실
ㆍ영조물 12개

소 12,121 종합정비(6),등탑(3),기타(3)
ㆍ무인표지 13기 3,660 등대(8),등표(5)
ㆍ광력증강,축전지,
발전기 및 대수선 21식 2,380 광력증강(3),축전지(1),발전기(1),대수선(13),

무신호(3)
ㆍ장비대체 및 확보 4식 2,040 등명기,축전지,전구,섬광기 등
ㆍ로란C시설보수 1식 401 로란-C시설보수
ㆍ등부표 유지관리 1식 2,800 등부표 제작,수리 및 계류구
ㆍ원격감시 및 위성소 8식 1,390 원격감시(6),위성소(1),부표소(1)
ㆍ기타 1식 1,266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표지선 3,230
ㆍ실시설계 1식 100 표지선건조(1)
ㆍ시설비 1식 3,000 표지선건조(2),표지선수리(17)
ㆍ기타 1식 130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연구개발(R&D) 1식 700
ㆍ첨단항로표지기술개발 3종 700 DGPS수신기,레이콘,항로표지등표기초세굴방지

○ 정 보 화 350
-광역DGPS구축기술연구 1식 350

○ 민간경상보조 900
-등대박물관운영 1식 900

<표3-7>해양수산부 2006년도 항로표지시설 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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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항항항로로로표표표지지지와와와 등등등대대대친친친수수수공공공간간간 관관관리리리제제제도도도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서양식 등대의 도입과 관련한 정치적 함의는 19세기 제국주의의 패권쟁취를
위한 수단으로써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특히,일제는 처음에 주로
식민지 침탈과 대륙침략의 목적으로 경인선(1899년 9월),경부선(1905년 1월)
철도가 이미 개통된 인천항 및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반도 항구의 개항에 적극
개입하고 철도와 해운을 연결하는 물류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하여 등대를 건설
하기 시작하였다.
1903년 6월 인천항 입구에 건립되어 최초로 점등된 소월미도,팔미도,북장

자서,백암등대 이후로 대한민국 등대는 2003년을 기준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
를 가지게 되었다.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1895년 구한국정부는 청일전쟁과 러
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으로부터 한국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등대건립
을 촉구하는 외교문서를 접수함으로 해서 등대건립을 추진하게 된다.이미 30
여년전 시모노세키 사건을 계기로 서양열강에 의하여 강제로 개항되는 역사를
겪은 바 있는 일본이 개입된 슬픈 등대역사의 시발이었다.

<그림3-5>대한제국시대의 항로표지,1907년
(※ 출처:稅關工事部燈臺局 弟二年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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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등대건축은 서양열강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일본으로부터 주
로 도움을 받게 되는데,이시기에 등대건설을 위한 해안조사,위치선정,예산,
조직 등 근대적 항로표지 관리제도를 최초로 계획하게 된다.이후 일제강점기
를 지나 격동의 역사를 함께한 등대는 전파 등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나온 오
랜 역사와 더불어 구시대적 유물로 취급받아 대체되는 듯 하였으나,현재까지
항로표지가 총 3,493기가 설치되어 양적인 발전을 꾸준히 이루어 왔으며,2003
년 등대 100주년을 계기로 ‘2000년 유인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2003년
국립등대박물관확장개관 및 등대 100주년 기념행사’그리고 가장 최근에 ‘2006
년 희망의 빛 조형등대 설치계획이 추진되는 등 등대가 전통적인 항로표지의
기능뿐 아니라 국민이 향유하고 체험하는 시설이자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등대를 친수공간으로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한 기존의 국내외 항로

표지 관리제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따라서 과거의 틀을 탈피하기 위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령 및 제규정의 보완’,‘경직된 조직문화의 개선’,‘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등 미
흡한 항로표지 관리제도 전반에 대하여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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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항항항로로로표표표지지지 보보보존존존 및및및 등등등대대대친친친수수수공공공간간간 개개개발발발방방방향향향

최근 전통적인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인식변화와 등대친수공간에 대한 사회
적 요구의 증대는 항로표지 개발정책에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을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친수시설을 적극 수용하여 새롭게 개발하는 정책만이 전부가 될
수 없으며,기존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등대의 보존에 관한 정책
이나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하여 부가된 기능을 기존시설에 접목하는
정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항로표지의 개발에 있어 ‘개발이냐?,보존이냐?’의 결정은 지금까지는 명확

한 기준 정립이나 장기적인 계획 없이 당시에 처한 환경에 따라 개발 및 보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국제항로표지협회는 조사연구를 통해
업무일람 성격의 ‘IALA-AISM 등대 보존 매뉴얼’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등대의
보존에 관한 지침으로 정하고 있고,국내에서도 ‘해양유물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등대문화유산’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항로표지보존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아직 시행초기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
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등대친수공간의 개발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없이 일회

성 사업으로 추진되어 필요 이상의 과잉투자가 되거나 아예 졸속한 개발이 되
는 등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오히려 이제 막 싹을 틔운 등대친수공간에 대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될까 우려된다.따라서 이 장에서는 항로표지와 등대
친수공간의 개발정책에 있어 개발 및 보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좀더 체계화
된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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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11항항항로로로표표표지지지의의의 보보보존존존

444...111...111항항항로로로표표표지지지 보보보존존존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등대는 항로표지 중 가장 고전적인 방식으로서 점차 그 역할이 쇠퇴하고 있
는 추세이다.하지만,등대의 건축양식(style),재료(msterial),기술(skill)뿐 아니
라 대지에 뿌리를 두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축조한 인공적인 구조물로서 가
지는 역사적 환경(Environment)측면은 오래된 등대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새
롭게 부각되고 등대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내외 등대
당국의 공통된 관심사로서 역사적 등대의 자산적 가치에 대하여 공감대를 유발
시킨다.IALA에서는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역사적인 등대,항로표지,항해관련
장비의 보존’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유물의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은 이전에 등록문화재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일부의
경우를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다.25)

<그림4-1>100년이 경과된
인천 북장자서등표,1903년

<그림4-2>보존상태가 양호한
포항 호미곶등대,1908년

<그림4-3>1998년 종합정비된
부산 오륙도등대,1937년

25)해양수산부,<등대문화유산지정>,2006.12.18



- 52 -

연번 시 설 명 설 치
년월일 소 재 지 구 조 소유자 비고

1 팔미도(구)등대 1903.6.1 인천시 중구 무의동 산374 원형 콘크리트조
+석조 7.8

해 양
수산부

지방
문화재

2 어청도등대 1912.3.1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64 원형 콘크리트조
14.7 〃

3 홍도등대(목포) 1931.2.1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산5-2 4각 콘크리트조 15.1 〃

4 목포구(구)등대 1908.1.1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696-1 원형 콘크리트조 9.5 〃

5 소흑산도등대 1907.12.1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9-2 원형 조적조 9.8 〃

6 산지(구)등대 1916.10.1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340-2 원형 조적조 10 〃

7 우도(구)등대 1906.3.1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337 원형 조적조 9.7 〃

8 가덕도(구)등대 1909.12.1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 산13-2 8각 조적조 9.8 〃 지방
문화재

9 울기(구)등대 1906.3.24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05-5 8각 콘크리트조 11 〃 등록
문화재

10 호미곶등대 1908.12.20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221 8각 조적조 28.9 〃 지방
문화재

11 죽변등대 1910.11.24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1 8각 콘크리트조 18.7 〃 지방
문화재

12 주문진등대 1918.3.18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187-2 원형 콘크리트조
14.3 〃

13 백암등표 1903.6.1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해상 6각 석조 15.5 〃

14 부도등대 1904.4.1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산263 원형 석조 16.4 〃

15 북장자서등표 1903.6.1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해상 원형 석조 14.5 〃

16 목덕도등대 1909.12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원형 콘크리트조 8.5 〃

17 거문도(구)등대 1905.4.12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산50-1 원형 조적조 10.7 〃

18 칠발도등대 1905.9 전남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244 원형 조적조
+콘크리트조 10.8 〃

19 시하도등대 1907.9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시하리 산 13 원형 콘크리트조 9.8 〃

20 죽도등대 1907.12.1 전남진도군 조도면 맹골도리 126 원형 콘크리트조 7.4 〃

21 당사도등대 1909.1.1 전남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리 산 1 원형 콘크리트조 9.4 〃

22 소리도등대 1910.10.4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2030-2 6각 콘크리트조 9.3 〃

23 제뢰등대 1905.6 부산시 남구 감만동 시민공원 내 원형 콘크리트조 11 〃

<표4-1>해양수산부 보존물 지정대상 등대시설 현황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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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등대는 건축물의 예술적 가치 혹은 도시와 사회,문
화적 맥락에서 봤을 때 시대적 철학 내지는 의지,필요성,정책적 사안이 복합
적으로 담겨져 있다.다시 말해서 건축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뤄지는 즉
인간의 역사를 통한 예술성의 표출이기 때문에,시간을 두고 실현되는 건축물
이 그 시기의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얼마나 이해하고 반영하며 미래 지향적으
로 나아가는가에 따라 건축적 예술성과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로표지의 개발은 신설 또는 개량(유지보수

를 포함)으로 크게 나뉘어 지는데 기존의 개량사업은 항로표지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전면교체를 하거나 노후화되어 기능이 약화된 기존 시설을 단순히 보수
함으로써 기능을 회복시키고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왔
다.이러한 과거의 접근방식은 역사적 항로표지의 보존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많으며,체계화된 보존정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또한 힘들다.
따라서,역사․문화․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대에 대하여 정당한 가

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전면교체나 단순히 유지보수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
피하여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걸쳐 정확한 보존방법
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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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전통적인 항로표지시설과 최근 수년간 전파 등
새로운 과학기술에 의해 발전된 항로표지의 변화에 대하여 모든 측면을 조화시
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1996년 역사적인 등대,항로표지,항해관련 장비의 보존
에 관한 위원단 즉,PHL위원회를 설치하였다.
PHL위원회는 2002년 IALA의 기술,환경,보존 위원회(EEP,Engineering,

EnvironmentalandPreservation)로 흡수되었지만 2000년 5월 노르웨이의 크리
스티안샌드(kristiansand)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역사적인 등대의 보존 및 활
용에 따른 난제와 선택권을 조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IALA에서는
PHL및 EEP위원회의 워킹그룹의 결과물인 ‘IALA 등대보존 메뉴얼’을 발간하
였다.내용은 등대보존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보존계획 개발의 필요성을 기술
하고 있는데 등대 고유기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법적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하고 개방할 등대의 입지적 조건 등 선택적 요소와 함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안전(Safety)','홍보전략(Attractive)','자본(Funding)',‘기술적 변화
(Technicalchanges)','기록관리(Historicalrecords)'를 강조하고 있다.

<표4-2>IALA 등대보존 메뉴얼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국가적 보존계획 개발 계획절차,관리계획시행,성공요인

활용에 있어 법적문제 장소소유(접근)권한,법률문제,안전,운용,위험관리
및 책임 등

개방등대의 선택방법 장소,관광수요예측,숙박시설,흥미요소,풍광,
접근성,안전,직원요구,주변볼거리,재정적측면

등대방문자의 안전조치 접근방법,구내안전,건물안 안전,안전측정,
방문자통제

등대방문 홍보전략
직원,안내판,기기동작설명,등대지기역사,

전시물,시연서비스,관광인쇄물,기념품,가이드투어,
홍보목적

역사적등대보존을 위한 자본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법적고찰,관리

기술변화대응 등대장비현황,현대화가능성,보존방법,변화영향평가

역사적 등대의 기록관리 새로운기술소개,기록유지,기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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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IALA에서 제정한 등대보존메뉴얼 표지,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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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항로표지는 1995년 해운업법에 의하여 중앙등대관청(GLA)이
일반등대기금(GLF)의 이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폐기된 등대와 같은 잉여자산
은 철저히 처분하는 정책을 추구하여 왔다.하지만 역사적인 등대 재산은 좀더
통합된 방법으로 계획되고 사용될 필요가 있는 국가재산이라고 인식되고 등대
자산의 개발에 관한 새로운 권한이 인정됨에 따라 트리니티 하우스(Trinity
House)에서는 등대의 보존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을 위하여 ‘등대재산
상업계획(theLighthouseEstateBusinessPlan)’을 검토하게 되었다.26)
미국은 1966년 <국가역사보존법>,1984년 <역사적 해양자원조사>에 대한

의회 지시,1994년 <국가해양유물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소(US National
ParkService)에서 국립해양이니셔티브(NationalMartimeInitiative)를 통하여
역사적 등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다.미국에서는 이미 보
스턴항등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등대가 무인화 되었는데 역사적 등대에 대한 목
록에서 연안경비대(USCoastGuard)가 주,지방 및 기타단체에 임대한 등대시
설이 시립공원,역사적 부지,연구시설,개인주택,연안경비대 건물,모텔과 유
스호스텔 등의 중심건물로서 기능과 관광명소와 연계된 교육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7)그밖에 노르웨이의 <문화유산법>,스웨덴의 ‘국가등대협
회’의 활동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각국의 역사적 등대에 대한 보존가치와 활용
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6)DavidIBrewer(영국),등대활용을 통하여 등대를 보존하기 위한 중요방안 모색,IALA회의,
2000

27)http://www.cr.nps.gov/maritime/lt_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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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미국 국립공원관리소 홈페이지

일본도 2003년 7월 10일 국토교통성의 ‘아름다운 국가만들기 정책 대강령’에
의해 해상보안청에서 ‘국토교통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시리즈’의 1시책으로서
‘항로표지정비사업 경관형성 가이드라인’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메이지기(明
治,1868～1912년)건설되었던 등대시설의 보전’을 위하여 ‘등대시설조사 위원회
(昭和60～62,1985～1987년)’및 ‘등대시설보전위원회(平成3～12,1991～2000년)’
에서 ‘경관적 평가’,‘관광자원적 평가’,‘역사적 경위’등의 조사사항에 대하여
유념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리고 등대시설의 관리는 퇴직 등대원의 모임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등광회)및 마을주민이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주체로 참여하는
‘이원적 관리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444...111...333항항항로로로표표표지지지 보보보존존존정정정책책책 방방방향향향

등대에 있어서 보존이라 함은 등대시설의 노후를 방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논의 될 수 있다. 하지만,원형을 잃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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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편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등록문화재’등록이나 ‘국가지정문화재(명
승)’로의 추진은 자칫 동결적 보존에 치우쳐 ‘등대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문화재
로의 전환에 의하여 ‘등대의 의미’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해양수산부에서는 등대시설을 원래의 기능과 결부된 용도라는 측면

에서 고유기능을 최우선시 하는 보존정책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안임을 감안하
여 등대시설 보전의 개념을 “항로표지라고 하는 원래의 기능적 활용성을 최대
한 배려하며 동결적 보존을 포함한 평가등급에 따라 등대시설의 원형적 본질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하는 것”28)이라 정의하고 있다.그리
고 항로표지에 있어서 보존(conservation)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노후를 방지하
는 행위를 의미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노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는데 대상물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29)

<표4-3>항로표지 보존의 개념

보 존 범 위 개 입 정 도 비고

1
유지관리
(preventionof
deterioration)

청소 등에 의한 노후의 예방 간접적인 보존

2 보존
(preservation)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강제적인 보존

3 강화(consolation)
및 보수(restoration)

구조체를 유지하기 위한 접착재,
보강재를 사용하여 구조물의 안정을
꾀하여 원래의 개념을 되살리는 행위

직접적인 보존

4 개조
(rehabilitation)

원래용도와는 다른 용도전용을 통해
시설물을 사용케 하는 행위 필요시 일부의 개조 허용

5 복원
(reconstruction) 멸실,손상 부분을 원형과 같이 복원

환경에 의한 손상,또는 전쟁,
지진,화재 등에 의해 되었을
경우 똑같은 형태로 복원

28)해양수산부,해양유물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사 연구 용역,2005,p200
29)해양수산부,해양유물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사 연구 용역,2005,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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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리모델링(Remodeling)이라 함은 노후화된 건축물에 개수,개량,보수,
보강,수선,교체,증․개축을 통해 건축물의 외관 및 구조와 성능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건축물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새로운 건축문
화를 말한다.관련용어로는 나라에 따라 미국이 ‘리모델링(Remodeling)’,‘리노
베이션(Renovation)’,일본은 ‘리폼(reform)’,‘리뉴얼(Renewal)’을 주로 사용하고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Recycling’,‘Repair’,‘Reuse’등의 유사한 용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으로 ‘리모델링’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원원원형형형을을을 유유유지지지한한한 급급급수수수탑탑탑 외외외관관관

급급급수수수탱탱탱크크크 하하하부부부공공공간간간

급급급수수수탱탱탱크크크상상상부부부공공공간간간
  

급급급수수수탑탑탑 내내내부부부 승승승강강강사사사다다다리리리

<표4-4>용도폐기된 급수탑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한 사례

리모델링(Remodeling)은 역사적 등대의 보존에 있어서 등대의 자산적 가치
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적 측면과 실제 등대원이 사용하는 현실적 측면도 함
께 고려한다면 보존과 달리 활용적 개념으로서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현실
적인 대안으로서 함축된 의미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즉,항로표지의 보존에 있어 '리모델링(Remodeling)'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특성상 고유의 기능과 결부된 용도의 사용을 위한 활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실
체에 아무것도 첨가되거나 감하여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소극적인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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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ation)을 탈피하여 기존의 보전(preservation),보존(conservation),보수
(Rebilitation),복원(Restoration),재건(Reconstruction)등의 개념을 포함할 뿐
만 아니라 과거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오히려 경관상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낙후된 등대시설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보다 기술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항로표지 보존 및 활용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서 사용할 수 있다.

<표4-5>항로표지 보존개념의 비교

구 분 보존(conservation) 리모델링(Remodeling)
목 적 노후화 방지 기능개선,가치극대화
보존태도 소극적인 보존 적극적인 보존
활용가치 활용가치가 적음 활용가치가 큼
지속가능성 보존 대상물이 제한 개발수요의 지속적인 증대
의미 동결적 보존의 의미가 큼 적극적인 활용이나 사용개념

오늘날 항로표지 기술의 발달과 숙박,교육,휴양,문화 등의 사회적 요구로
인하여 등대시설에 부가된 기능이 필요로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속공간이 발
생하게 됨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형태의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반면에 기능적
으로 쇠퇴함에 따라 사회적 측면에서 보존의 가치가 없거나 단순히 동결적 보
존만이 필요한 경우에도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시설로서 등대의 정체성을 드
러낼 수 있음은 물론 주변의 풍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항로표지를 보존함에 있어 형태 및 색상유지를 위한 도장기술을 비롯한 내구성
확보와 경관적 향상을 위하여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대변될 수 있는 단계
별 보수방법을 강구하여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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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등등등대대대친친친수수수공공공간간간의의의 개개개발발발

444...222...111등등등대대대친친친수수수공공공간간간 개개개발발발의의의 당당당위위위성성성

최근 국민여가시간이 확대되고 관광수요의 다변화에 따른 해양관광활동 수
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어업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어촌정주기반이 약화되
고 무분별한 바다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등의 왜곡된 해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친수공간 개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등대친수공간은 워터프런트의 일부로서 등대 및 주변공간으

로 한정되어 있지만 개발여하에 따라 등대를 주제(theme)로 한 다양한 건축적
가능성을 구현한 공간과 형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기존 항로표지로서 등
대를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항행보조시설로서 ‘안전을 위한 가치’에만 주목하
였다면 등대친수공간은 갖는 고유한 ‘매력적 가치’때문에 국민소득 및 여가시
간의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관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다
양한 해양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항로표지 개발에 있어 항로표지 보존은 오래된 등대의 기능유지와 보존의

필요성이 주된 이유였다면 오늘날 등대친수공간 개발은 등대친수공간이 가지는
고유한 장소적 의미와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할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444...222...222등등등대대대친친친수수수공공공간간간 개개개발발발의의의 논논논의의의

워터프런트의 개발은 보존형(Conservation)개발,재개발형(Redevelopment)
개발 및 신규개발형(Development)개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듯이 보존의 의미
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발개념이다.등대친수공간 개발도 마찬가지로 항로표
지 보존을 포함하여 워터프런트의 일부로서 등대 및 주변공간에서의 개발행위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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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건립된 이래로 등대의 개발은 주로 등대관
리업무의 담당자에 의해 설계 및 시공관리가 이루어 져 왔다.당시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등대의 상징적 기념성 및 건설기술이 뛰어나 해양유
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만 대부분은 미미한 수준이었다.하지만,
오늘날 친수공간의 사회적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000년 유인등대 해양문화공
간 조성계획’,‘2003년 국립등대박물관 확장개관 및 등대100주년 기념행사’등이
추진되고 최근 2006년에는 ‘희망의 빛 조형등대 설치계획’사회적 반향을 일으
키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등대친수공간’개발에 대한 관심과 개발여건이 조
성되었다.

영도등대 전경
태종대 절경중 하나로 북위 35°32'09",동경 129°05'07"에
위치하여,태종대유원지내 최남단 기암절벽 위에
자리잡고 있다.

영도등대 야외전망대
기존등대의 위치와 새로운 밀레니엄 등대의 공간을
분리함과 동시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영도등대 전시실 및 진입로
자연지형의 경사면과 나란히 일치하는 형태를 가지게 하여
드러나지 않는 공간,풍부한 감성 깊이를 갖는 공간을
제공하게 한다.

<표4-6>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사례(2003년)

※ 출처:부산지방해양수산청,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공사 설계용역보고서(2002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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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등대관광상품화를 위한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도 「국토교통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시리즈」의 1시책으로
서 ‘항로표지정비사업 경관형성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곶의 오아시스 구상’개
념,‘항로표지 디자인화’개념을 도입하여 등대친수공간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곶의 오아시스 구상’개념이란 항로표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제

휴를 강조하는데 지역의 심벌,관광자원 등으로 가치가 높은 등대를 활용하여
지방공공단체 등이 정비하는 공공시설(등대자료관,레스트하우스,공원시설,산
책실 등)과 일체화를 도모하여 사람들의 교류,레져 등의 장소인 amusement
광장으로서 기능시키고 있다.

통영문학기념 조형등대,
통영시

창포말 조형등대,
영덕군

아오모리 코우호쿠
돌제서쪽등대,일본

담륜항서방파제등대,
일본

<표4-7>조형성을 강조한 무인등대 친수공간개발 사례

‘항로표지의 디자인화’개념이란 지역공공단체에서 등대를 ‘지역특색의 심벌
또는 모뉴멘트화’하기 위한 요구의 증가에 따라 항만․어항 정비시 녹지,친수
공간 정비 시 등대친수공간을 고려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에 일조하도록 하거나
지방공공단체 등이 정비한 전망탑,디자인화 시설 등에 항로표지 기능을 부가
하도록 하고 있다.‘항로표지의 디자인화’는 항로표지시설의 유효한 활용을 지
방공공단체 등과 함께 실현함으로써 항로표지업무가 지역사회와의 조화,협조
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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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333등등등대대대친친친수수수공공공간간간 개개개발발발정정정책책책 방방방향향향

등대친수공간 개발정책은 등대를 항로표지로서 고유기능 이외에 사회적 관
심을 반영하여 친수공간(Waterfront)으로 개발함으로서 ‘공익(PublicInterest)가
치’를 실현하고자 함이며,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생산과 문화적 가치중심으로
페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항로표지 개발양상은 해양교통시설의 개발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해양교통시설팀 및 산하 지방청의 항로표지 전문가의 고유한 업무로 여겨져 왔
다.그러나 등대친수공간은 대부분 연안의 어촌개발계획이나 관광개발계획 대
상지에 소재하기 마련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유인등대 종합정비시 등대원숙소를 일반인에 개방하기위한 개발행위가 오히

려 <독도등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및 <자연공원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되
는 등의 상황30)은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의견차이31)와 등대친수공간에 대한 관
련기관의 법적 제약이라는 난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라고 하겠다.
이는 해양교통시설 주무부처에서 항로표지 개발에 필요한 기안(계획안),설

계,시공업무을 총괄하던 일반적 방법에서 탈피하여 등대친수공간이라 공공영
역에서 국가정책의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이해와 요
구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사건번호:고단876,2003고정80(병합))판결 :소매물도 등대섬은 독
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특성도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누구든지
그 곳에서 건축물․공작물의 신축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위 등대섬은 한려해상국
립공원 내에 있는 공원보호구역으로서 공원사업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하
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관리사무소동부지소로부터 위 등대섬에
있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기능직 직원 숙소에 대하여 보수 또는 개축은
가능하여도 증축,신축은 관계법규상 불가하다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초과 규모의 직원 숙소를 신축하였으므로 벌금형에 처한다.(2004.2.14)

31)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숙소의 신축이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제8조(행
위제한)의 단서규정인 항해 등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그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고 자연
공원법제18조(용도지구)의 자연보존지구내 항로표지시설로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로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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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시설 개발정책에 있어 품질경영과 관련하여 일
반적인 항로표지시설 설치관리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① 중장기개발기본계획수립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내외 해상교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 5년 항로표지

중장기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연간예산요구
지방청은 중장기개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이용자 요구사항 및 현장조사를

토대로 다음해의 연간예산을 연초에 해양수산부로 요구한다.
(※ 이용자 요구사항 및 현장조사는 중장기개발기본계획수립 시에도 행한다.)

③ 연간예산확보
해양수산부는 지방청 연간예산요구자료를 취합하여 연간예산시행계획을 수

립하고 관련예산을 기안하여 확보한다.

④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배정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되면 지방청으로 사업계획 통보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⑤ 항로표지 시설사업 집행
지방청은 확정된 사업계획대로 항로표지 시설사업을 집행한다.

<그림4-6>항로표지(등표)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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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월간 공사집행상황 보고 및 분석
지방청은 매월 공사집행상황을 해양수산부로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를 분석한다.(※ 공정부진시 공사집행을 독려한다.)

⑦ 만족도조사(분석 및 개선)
해양수산부는 조사용역 및 보고자료(유관기관,수협,지방청)를 통하여 만족

조사(분석 및 개선)를 실시하여 필요시 정책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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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해양수산부 항로표지시설 설치관리 프로세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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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등대친수공간 개발 프로세스는 전반적으로 항로표지 설치관리 프로
세스의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친수공간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면 아
래와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① 등대친수공간개발 기본계획수립
등대친수공간의 개발은 항해자의 안전을 위한 항행보조시설임과 동시에 사

회적 요구에 따라 계획되는 시설이므로 등대친수공간이 속한 지역에서의 공동
의 가치를 철저히 추구하여야 한다.따라서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히 수
용하기 위해서는 매 5년 수립되는 항로표지 중장기기본개발계획보다 좀더 장기
적인 안목에서 계획되어야 하지만 반면에 시기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년 미만의 단기적 개발계획일 수도 있다.

<그림4-8>등대친수공간 건의(안),통영시

② 연간예산요구 및 확보
항로표지시설의 예산은 통상적으로 년초에 지방청에서 예산요구대상 현장조

사 등을 실시하여 지방청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개발계획에 맞게 사업우선순
위을 결정하고 해양수산부로 이듬해 소요될 예산을 요구한다.항로표지의 설치
목적상 등대친수공간 개발 예산은 배정순위가 우선이 될 수 없다.하지만,등대
친수공간 개발 예산은 일정비율로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로표지 시설사
업 예산과목 외에도 ‘아름다운 항만가꾸기 사업’,‘항만개발사업’,‘어촌어항개발
사업’등을 추진하는 연관성 있는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관련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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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배정
등대친수공간 개발 예산은 해양수산부에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항로표지

보존관리 자문위원회32)’등과 같은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투자가치를 포함한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등대친수공간 관련 규정에 의거 심의하여 객관성을 유지하
여야 한다.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배정되면 시행
주체인 지방청에서는 이용자인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등대친수공간 개발취지에 맞게 지역특산물을 단순하게 홍보하는 등 민원해결
위주의 단순계획보다는 지역 공동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 필
요가 있다.

④ 등대친수공간 시설사업의 집행
시설사업은 크게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로 나누며,설계용역은 시설공사 시

행년도보다 최소 1～2년전에 완료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하여 현상설계경기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시설공사는 설
계(안)대로 시공을 하여야 하며 공사의 감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월간 공사집행상황보고 및 분석을 포함한다.)

⑤ 만족도조사(분석 및 개선)
등대친수공간 개발은 공공영역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행하는 공공작업으

로서 시민의 참여와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의 노력이 필요하다.따라서
사업의 성패는 지역사회의 만족도와 직결된다.

32)해양수산부,<항로표지보존관리위원회규정>,2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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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친수공간 개발 기본계획 수립

검토 및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

(설계수정)

연간 예산요구 및 확보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배정

등대친수공간 개발사업 시행

만족도조사

분석 및 개선
NO

YES

YES

NO

NO

등대친수공간 개발 기본계획 수립

검토 및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

(설계수정)

연간 예산요구 및 확보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배정

등대친수공간 개발사업 시행

만족도조사

분석 및 개선
NO

YES

YES

NO

NO

<그림4-9>등대친수공간 개발 프로세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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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된 등대친수공간의 개발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단계별 검토항목 및
계획상의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등대친수공간 개발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여야 한다.
등대친수공간 개발은 등대를 항로표지로서 고유기능 이외에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친수공간(Waterfront)으로 개발함으로서 공익(PublicInterest)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이며,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생산과 문화적 가치중심으로 페러
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등대친수공간이라는 장(場)에서 지역사회
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여야 한다.

등대의 상징적 조형
볼트형의 등롱,그리고 등롱과 계단실 사이에 돌출된
발코니는 매우 일반적인 등대의 형상이다.
등탑의 크기를 정상까지 유지함으로써 관습적인 형태를
탈피하고 개성있는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하학적 구성요소
순수 기하학적 형상의 구성요소가 평면적,입체적으로
함께 모여 등대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통영이 배출한 다양한 문학적 인물들과 그들의
업적이 하나로 모여 기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친수공간(방파제)평면
머물기 보다는 둘러보는 공원의 성격에 따라,
등대에 이르는 경로에 수직적인 확장을 통하여
상징적인 시각 변화와 함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일종의 건강 산책로를 조성하였다.

<표4-8>마산청 통영문학기념 조형등대 개발사례(2006년)

※ 출처:마산지방해양수산청,도남항 동방파제 조형등대 실시설계용역보고서(2006년)참조

② 등대친수공간 개발유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등대친수공간 개발은 크게 ‘유인등대 친수문화

공간 조성’,‘조형등대의 개발’,‘해양유물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등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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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기타 항로표지시설을 이용한 등대친수공간의 개발도 가능하다.
유인등대 친수문화공간 조성의 경우 유인등대의 내재가치와 개발가능성을

토대로 분류된 유형별로 개발하여야 한다.우선 개발의 목적을 교육,휴양,문
화 또는 복합형 등으로 분류하고 유인등대의 접근성 및 배후단지의 유형을 크
게 항만형,해안형,도서형으로 구분하여 각 요소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의한 개발 유형에 따라 선택과 집중함으로써 개발의 효율을 기
하여야 한다.33)

-

1

2

3
접근성

교육

휴양문화

대형복잡
A형

B형

C형
-

1

2

3
접근성

교육

휴양문화

대형복잡

-

1

2

3
접근성

교육

휴양문화

대형복잡

-

1

2

3
접근성

교육

휴양문화

대형복잡

유형별 방사형 도표
A형
접근성이 좋으며
활용성이 다양하다

B형
접근성이 유리하며
활용성이 대체로 좋다

C형
접근성이 불리하며
활용성이 제한적이다

<표4-9>유인등대 친수공간 개발유형 평가 예시

조형등대의 개발에서도 유인등대의 친수문화공간 조성과 마찬가지로 개발유
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등대는 해안에서 인지되기 쉬운 곳에 위치한 건축물
이며,해양과 관련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도시의 랜
드마크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이러한 등대건축에 조형예술을 더
하여 지역성,역사성,해양문화 등을 표상하는 것은 다양한 가치 즉,구체적으
로 ‘자연경관과 Landsape적 가치’,‘상징성과 기념성으로서의 가치’,‘예술적 해
양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그리고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등 각각의 가치
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34)

33)안웅희,유인등대를 활용한 친수공간의 시설,프로그램,제도에 관한 연구,2004,p.5
34)안웅희,조형등대외 건축적 표상에 관한 연구,2007,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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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 발 방 향 및 주 의 사 항

개발방향
역사성 및 기념성을 살린 디자인
주의사항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며 등대로서의 고유기능 확보

개발방향
지역특산물 등 상징성을 고려한 디자인
주의사항
단순 형상화하는 디자인을 지양하고 은유적 표현기법과
건축적 가능성을 다양하게 고려

개발방향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등대경관개발
주의사항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적 역활을 하도록 하되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개발 및 관리

개발방향
야간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주의사항
야간경관조명에 따른 배후광으로 등대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

<표4-10>조형등대 유형별 개발방향 및 주의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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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 발 방 향 및 주 의 사 항

개발방향
자연경관과 파노라마전망을 살린 친수공간조성 필요
주의사항
자연경관을 해치는 디자인을 지양

개발방향
역사성 및 기념성을 살린 디자인
주의사항
역사적 고증 필요하며 등대사료전시관 등 역사성과
친수성을 살린 친수공간 조성

개발방향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등대경관개발
주의사항
역사적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적 역활을 하도록
주위 경관 개발 및 친수공간조성

개발방향
테마여행지로서 등대개방
주의사항
등대시설의 개방에 있어 독도등특별법,자연공원법 등
관련법을 우선 고려

<표4-11>유인등대 친수공간개발(가이드라인)예시

② 사업선정시 심의기구를 통한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등대친수공간 개발의 한 측면인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의 경우 ‘항로표지 보존관리 위원회’를 두어 심의하고 있는 데,이
외에 등대친수공간의 개발에 있어서도 심의기구를 구성하거나 기존의 심의기구
를 확대 개편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심의함으로써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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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해양수산부 항로표지 보존관리 위원회

③ 등대친수공간 시설사업시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등대친수공간 시설사업시 설계용역은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하

여 ‘현상설계경기’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공모심사시 지역사회의 각계
각층의 대표성 있는 관련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설계과정에 있어 공청
회를 개최함으로써 의견반영,관심집중 등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④ 등대친수공간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등대친수공간 개발에 대한 계획초기 주기적인 수요조사와 더불어 개발완료

후에도 지역사회를 비롯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실시하여 기본계획단계로 다시
피드백(feed-back)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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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등등등대대대친친친수수수공공공간간간의의의 미미미래래래

등대는 기존의 항로표지시설로서의 고유한 기능이 있으나 해양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친수공간으로의 개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
다.즉,등대친수공간 개발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에서 그 당위성을 찾
을 수 있다.그것은 항로표지 보존 및 개발에 있어 항로표지 보존은 오래된 등
대의 기능유지와 보존의 필요성이 주된 이유였다면 오늘날 등대친수공간 개발
은 등대친수공간이 가지는 고유한 장소적 의미와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마땅
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할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전통적인 항로표지는 기술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점차 첨단화,효율

화되어 사람이 직접 상주하여 운영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고 이에 반해
등대에 부가된 기능 및 숙박,휴양,교육,문화 등의 체험이 가능한 친수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퇴직등대원이나 특급기술자와 같은 전문가의 손이 필요로 하
게 되었다.또한 등대당국의 폐쇄적 업무는 등대친수공간이라는 개방된 공간에
서 연계된 지역사회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항로표지 ⇨
변화 등대친수공간

항행보조시설로서 고유기능 약화 기능적 측면 항행보조시설로서 고유기능 유지

전통적 방식 기술적 측면 기술공학 발전으로 첨단화,효율화

단순한 동경의 대상 사회․문화적측면 숙박,휴양,교육,문화 등의
체험이 가능한 친수문화공간 제공

소유와 관리주체가 일원화된
관련 부서의 독점적 운영 운영적 측면

소유와 핵심관리부분을 제외하고
친수시설에 대한 전문관리 위탁

(※ 퇴직등대원 또는 특급기술자 등)

관련 부서의 폐쇄적 업무 참여적 측면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로 전환

<표4-12>항로표지와 등대친수공간 개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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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등대당국도 공통적으로 등대 및 주변공간의 역사,문화,사회적
가치 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등대친수공간에 대한 개념정립을 통하
여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고 기존 등
대를 ‘항로표지시설로서의 보존이냐?’아니면 ‘등대친수공간으로의 개발이냐?’의
방법론적인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세계 각국의 항로표지 관리제도 전반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등대친수공간 개발 측
면에서 등대와 관련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국내외 항로표지 관련당국
의 제도 및 정책의 흐름에서 앞으로의 등대의 역할이 해양문화공간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점차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결국 등대는 현대적 의미에서 ‘등대친수공간’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등대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왜냐하면 항로표지로서 등대는 이
미 오래 전부터 혹은 항상 있어 왔고 바다(물)와 배(사람)가 있는 한 사라질 수
없기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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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인류가 항해를 처음 시작한 때부터 항로표지는 있어 왔다.등대로 대표되는
항로표지는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우리의 생활에 밀접해 있는 실체로서 선박의
안전항해를 도울 뿐 아니라 그 고유기능에서 파생된 등대의 상징적 의미로 우
리의 관념 속에 외로움,그리움,기다림 그리고 희망 등과 같은 뜻을 품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대의 형태는 항해하는 선박과의 연동하는 관계로서

육지 또는 해상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존재조건을 가지고 등명기,등롱,발코니,
등탑 그리고 기단으로 구성된다.또한 이러한 전형적인 형태는 등대가 가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는 물론 문학,미술,음악,영화 등 문화예술분야의 소재
로 자주 사용되는 상징적 의미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게다가 등대의 사
용목적상의 수단으로서 대부분 중력에 반하며 수직적으로 치솟은 탑에서 밝게
빛나는 불빛은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느껴지는 정화작용으로 인류의 참
된 의식,도덕적 가치와 구원의 불빛 등을 나타내는 철학과 종교적 의미까지도
상징하는 관념적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과거의 등대는 항로표지로서 고유기능만으로도 충분했고 해상교통안전을 확

보하기 위하여 적기에 되도록 많은 수가 확보되어야만 하였다.하지만 오늘날
에는 항로표지의 양적 성장은 충분히 이루어 냈으나,사회적 변화요구에 대응
으로서 ‘등대친수공간’개발이라는 또 다른 당면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등대
친수공간은 그 장소적 특성상 워터프런트의 일부로서 등대 및 주변공간으로 한
정되어 있지만 개발여하에 따라 등대를 주제(theme)로 한 다양한 건축적 가능
성을 구현한 공간과 형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지금까지 항로표지로서 등
대를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항행보조시설로서 ‘안전을 위한 가치’에만 주목하
였다면 오늘날 등대친수공간은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관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그것
은 등대친수공간이 가지는 고유한 장소적 의미와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마땅
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등대를 항로표지로서의 고유기능 뿐 아니라 등대친수공간으로 개발

하기 위해서는 등대라는 실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수반되고 기존의 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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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관리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였다.‘항로표지로서 보존이냐?’,
‘등대친수공간으로서 개발이냐?’의 문제도 해결방향이 보존,활용 또는 개발 등
으로 나누어 질 수 있지만,결국은 새로움을 향한 항로표지와 등대친수공간의
개발적 측면으로 귀결된다.최근에 등대는 숙박,휴양,교육,문화 등의 체험이
가능한 친수시설로 확대됨으로 해서 운영측면에 있어서는 퇴직등대원이나 특급
기술자와 같은 전문가의 인력이 필요로 하게 되고 등대친수공간이라는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연계된 지역사회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의
전환 등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항해자의 안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던 항로표지로서 등대가 유구한 역사

를 뒤로하고 일반인을 위한 친숙한 시설로 다가가기 위한 이러한 변화는 항로
표지 개발정책에 있어 ‘등대친수공간 개발’이라는 혁신적 기반을 필요로 하는
데,본 연구를 통하여 등대를 등대친수공간 개발측면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등대와 관련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국내외 항로표지 관련당국의 제도
및 정책의 흐름에서 앞으로의 등대의 역할이 해양문화공간의 필수적인 요소로
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결국 등대는 현대적 의미에서 ‘등대친수공간’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등대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왜냐하면 항로표지로서 등대는 이
미 오래 전부터 혹은 항상 있어 왔고 바다(물)와 배(사람)가 있는 한 사라질 수
없기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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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항로표지시설 조항 신설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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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무인등대 2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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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별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20.희망의 빛 조형등대 설치계획(2006.1.9.해양수산부)
21.조형등대 설치장소 선정 및 추진계획 통보(2006.3.14.해양수산부)
22.조형등대 설치기준 통보(2006.5.15.해양수산부)
23.유인등대 무인화 및 야간 퇴근제 타당성 검토 결과 통보(2006.10.19.해양수산부)
24.등대문화유산지정(2006.12.18.해양수산부)
25.“아름다운등대 16경”선정(2007.10.25.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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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아름다운 등대 10경 선정”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전국주요 장
소 41개소에 유인등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등대는 100년이 넘는 역사적 가치는 물론 해양문화 관광 자원으로서 대국민 정
서함양을 위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자 귀하의 고견을 들어 “““아아아름름름다다다운운운 등등등대대대 111000경경경 선선선정정정
“““에 반영 하고자 하오니 설문에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에 관해 문의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 055)249-0382~5,FAX055)249-0389

(기관명과 연락사항은 각 지방청별로 작성)

111)))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유유유인인인등등등대대대를를를 알알알게게게 된된된 방방방법법법은은은 무무무엇엇엇입입입니니니까까까???
()TV ()신문잡지 ()인테넷 ()관광팜프렛
()주위 사람 ()여행사 ()직접방문 ()기타

222)))유유유인인인등등등대대대 하하하면면면 가가가장장장 먼먼먼저저저 떠떠떠오오오르르르는는는 것것것은은은 무무무엇엇엇 이이이라라라고고고 생생생각각각되되되십십십니니니까까까???
()섬위의 하얀등대 ()아름다운 경치 ()외로움,낭만
()고독함 ()등대지기 ()기타

333)))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는는는 유유유인인인등등등대대대에에에 가가가보보보신신신 적적적이이이 있있있으으으십십십니니니까까까???
()5회이상 ()1~4회 ()없다 ()기회가 있다면 가보겠다

444)))아아아래래래의의의 등등등대대대 중중중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가가가보보보신신신 곳곳곳은은은 어어어디디디입입입니니니까까까???
()목포구등대 ()홍도등대 ()소흑산도등대

555)))유유유인인인등등등대대대에에에 가가가보보보신신신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소소소감감감은은은 어어어떻떻떻습습습니니니까까까???
()유익했다 ()그저 그렇다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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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가가가보보보신신신 유유유인인인등등등대대대의의의 경경경우우우 어어어떤떤떤 점점점이이이 좋좋좋은은은 추추추억억억에에에 남남남았았았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되되되십십십니니니까까까???
※여러 곳에 체크하셔도 됩니다.
()오래된 등대 ()등대에서 본 주변 풍경
()독특한 등대문화 체험 ()밤에 깜박이는 등대불
()등대 배경 기념 촬영 ()홍보관,전시실 등의 관람
()등대에서의 숙박 ()기타

777)))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가가가보보보신신신 유유유인인인등등등대대대를를를 동동동료료료나나나 친친친지지지 등등등 주주주위위위 분분분들들들께께께 관관관광광광코코코스스스로로로 추추추천천천하하하실실실
의의의향향향이이이 있있있으으으십십십니니니까까까???
()적극추천 ()추천하겠다 ()그저 그렇다 ()추천하고 싶지 않다

888)))마마마산산산지지지방방방해해해양양양수수수산산산청청청 관관관내내내에에에는는는 222개개개소소소의의의 유유유인인인등등등대대대가가가 있있있습습습니니니다다다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타타타인인인에에에게게게
관관관광광광을을을 추추추천천천한한한다다다면면면 어어어느느느 순순순서서서로로로 하하하시시시겠겠겠습습습니니니까까까???

등등등대대대명명명 서서서이이이말말말등등등대대대 소소소매매매물물물도도도등등등대대대
순순순 서서서 ((( ))) ((( )))

999)))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에에에는는는 아아아래래래와와와 같같같이이이 444111개개개소소소의의의 유유유인인인등등등대대대가가가 있있있습습습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아아아름름름다다다운운운
등등등대대대 111000개개개소소소를를를 추추추천천천한한한다다다면면면 어어어느느느 등등등대대대입입입니니니까까까???
※※※ 111000개개개소소소를를를 체체체크크크(((√√√)))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 )오륙도등대(부산오륙도) ( )오동도등대(여수오동도) ( )소흑산도등대(전남신안)
( )영도등대(부산영도) ( )서이말등대(경남거제) ( )가사도등대(전남진도)
( )가덕도등대(부산거제) ( )소매물도등대(경남통영) ( )죽도등대(전남진도)
( )우도등대(제주우도) ( )울기등대(울산울기) ( )하조도등대(전남진도)
( )마라도등대(제주마라도) ( )화암추등대(울산화암추) ( )당사도등대(전남완도)
( )추자도등대(제주추자도) ( )간절곳등대(울산간절곶) ( )울릉도등대(포항울릉도)
( )산지등대(제주산지) ( )묵호등대(동해묵호) ( )죽변등대(경북울진)
( )팔미도등대(인천팔미도) ( )주문진등대(동해주문진) ( )후포등대(경북울진)
( )부도등대(인천부도) ( )속초등대(동해속초) ( )송대말등대(경북경주)
( )선미도등대(인천선미도) ( )대진등대(강원고성) ( )도동등대(포항울릉도)
( )소청도등대(인천소청도) ( )어청도등대(군산어청도) ( )독도등대(포항독도)
( )거문도등대(여수거문도) ( )말도등대(군산말도) ( )호미곶등대(포항호미곶)
( )소리도등대(여수소리도) ( )목포구등대(전남해남) ( )옹도등대(충남태안)
( )백야도등대(여수백야도) ( )홍도등대(전남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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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0)))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유유유인인인등등등대대대를를를 방방방문문문하하하셨셨셨을을을 때때때 어어어떤떤떤 점점점이이이 불불불편편편하하하셨셨셨는는는지지지 있있있는는는 대대대로로로 체체체크크크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교통편 ()화장실,휴게실 등 편의시설 부족 ()직원의 불친절
()안내판 부족 ()전시관,홍보관 등 문화시설의 부족 ()기타

111111)))유유유인인인등등등대대대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해해해양양양문문문화화화 공공공간간간을을을 마마마련련련하하하여여여 대대대국국국민민민에에에게게게 정정정서서서함함함양양양과과과 지지지역역역의의의
관관관광광광자자자원원원 활활활성성성화화화를를를 목목목적적적으으으로로로 제제제공공공 한한한다다다면면면 어어어떤떤떤 시시시설설설이이이 필필필요요요하하하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 하하하
십십십니니니까까까???
()홍보관,전시실,영상관,전망대 등의 문화시설 확충
()등대의 역사․문화․관광의 가치 등의 적극적인 홍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등대 방문 기념품 증정․스템프 날인 등
()등대체험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

111222)))기기기타타타 의의의견견견이이이 있있있으으으시시시면면면 적적적어어어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대대대단단단히히히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본 논문을 마무리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
니다.학문탐구를 위해 적지 않은 나이에 용기 하나만으로 도전하였지만은 그
벽은 높기만 한 것 같았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들을 위해 지
면을 빌어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지도해 주시면서,조급하기만한 저에게 오히려
‘건축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신 안웅희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
니다.그리고 언제나 자상한 격려와 가르침을 주신 이한석 교수님,이명권 교수
님께 감사를 드리며,또한 늘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도해 주신 송화철 교
수님,오광석 교수님,조훈희 교수님,박수용 교수님,장만붕 사무관님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낯설기만 하였던 수업시간을 함께 하면서 스승이상의 도움을 주신 박동구 교
수님,이성명 소장님,최대영 소장님,김용화 소장님,김원갑 사무관님께 감사드
립니다.그리고 현대건축디자인연구실(DSCA)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송민
성,고신채,정성훈,배을한 후배님들에게도 미안함과 함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늘 항상 먼발치에서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시며 베푸시기만 한 노부모님께도
그 동안의 불효에 용서를 구합니다.이제 저도 배움으로 얻은 소중한 지식을
통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대의 희망을 꿈꾸면서
한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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