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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중국의 항해역사는 상당히 유구하다. 중국 선조들은 원시 사회시기
부터 이미 뗏목과 통나무배를 만들어 항해활동에 종사하였으며 이와
같은 수상도구를 이용해 연안 및 연안과 도서간의 항해를 진행하였다.
노예 사회시기부터(기원전 21세기)는 배의 특징을 구비한 목판선(木板
船)을 이용해 근해항해를 하였으며, 춘추시기(기원전 770~기원전 476
년)에 이르러서는 범선을 이용해 원양항해에 종사하였다. 항해범위가
연안에서 원양으로의 확대는 항해기술 및 조선기술의 발전과 갈라놓
을 수 없다. 특히 항해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선박구조가 날로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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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관련설비도 더더욱 다양해졌다.

Ⅱ. 안전항해를 위한 선박구조
중국의 고대 해선은 장기간의 발전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항해해
역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선박인 사선(沙船), 복선(福船), 광선(廣船)으
로 발전되었는데, 이를 평저선(平底船)과 첨저선(尖底船)으로 대별할
수 있다.
평저선이나 첨저선을 막론하고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
는 문제는 풍랑이다. 특히 항해도중 거센 풍랑으로 인해 선체가 해체
되거나 절단되어 침몰되는 해난사고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항해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 조선장인들
은 선박을 건조할 때 종방향 및 횡방향의 강도를 강화하는 선박부재
를 설치하였다.

1. 종방향 보강부재 - 용골
(1) 사선

사선의 항해해역은 장강이북의 북양(北洋)이다. 황토고원(黃土高原)
을 지나 흘러오는 황하로 인해 대량의 모래와 흙이 북양에 유입됨에
따라 연안에는 상당히 많은 갯벌과 사주(沙洲)가 형성되어 왕래 선박
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중국 선조들은 장기간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이와 같은 해역에 적합한 선박인 사선을 건조하였다. 사선의 주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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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평저(平底), 방두(方头), 방미(方尾)인데1), 이러한 평저는 선저가
상당히 견고하여 선박이 갯벌에 안전하게 얹히게 된다. 사선의 선저용
골은 여러 개의 두꺼운 판재로 건조된 양단이 좁고 중간이 넓은 평평
한 실북형태로 되어 있는데, ‘편용골(扁龙骨)’ 또는 ‘중심저(中心底)’라
고도 한다.2) 이와 같이 선저의 중앙부위에 위치한 선수미를 관통한
용골은 아주 든든해 배가 갯벌에 얹힐 때 선체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저와 마찰해도 문제가 없다.

<그림 1> 사선의 선저용골3)

이외에도 사선의 양현에는 선수미를 관통한 대랍(大㯿)을 설치하
여 선체의 종강도를 높였다. 중대형 사선의 대랍은 일반적으로 4∼6
개의 굵고 긴 삼나무를 사용하는데, 선체의 좌우 선현을 보호하고 파
랑의 충격을 막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선체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기울어졌을 때 대랍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선폭을 증가시켜
선박의 안전성능을 높였다.4)

1)
2)
3)
4)

沈毅敏, ｢沙船发展演变纵横谈｣, 航海 , 2015년 제3기, 20쪽.
“造船史话”编写组, 造船史话 , 上海科学技术出版社, 1979, 112~113쪽.
席龙飞, 中国造船史 , 湖北教育出版社, 2000, 213쪽.
“造船史话”编写组, 造船史话 , 上海科学技术出版社, 1979, 113쪽.

224

<제7호>

<그림 2> 대랍5)

이 뿐만 아니라 횡요를 줄이고 종강도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 평
저선인 사선의 선체 좌우 선현외측에는 경수목(梗水木, 또는 舭板)이
라는 부재를 설치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위치는 선저와 선현의 연결부
위에 위치하여 있다.6) 선수미로 관통된 경수목은 현대 선박의 빌지킬
(Bilge Keel)에 해당되며 배의 횡요를 줄이고 강안이나 부두에 닿을 때
선저와 해저의 충돌시 배를 보호한다.

<그림 3> 선저에 위치한 경수목7)
5) 席龙飞, 中国造船史 , 湖北教育出版社, 2000, 217쪽.
6) “水运技术词典”编辑委员会, 水运技术词典 , 人民交通出版社, 1980, 147쪽.
7) 席龙飞, 中国造船史 , 湖北教育出版社, 2000,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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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저선

1974년 중국 천주(泉州)에서 송대 해선이 발굴되었는데 전형적인 첨
저선이다. 해선의 선저에는 두 가닥 굵은 소나무를 연결하여 만든 방
형용골이 선수미를 관통하였는데, 이는 선체의 종강도를 강화하여 선
체가 절단되지 않도록 보강하였다.8) 선체의 종강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용골 외 첨저선도 사선과 마찬가지로 선체의 양현에 좌우가 대
칭되게 종방향으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대랍과 경수목을 설치하였으
며,9) 또한 현판을 2중, 3중으로 건조하여 선체의 강도를 높였다.

<그림 4> 천주선의 용골10)

<그림 5> 천주선의 3중 외판구조11)
8) 福建省泉州海外交通史博物馆, 泉州湾宋代海船发掘與研究 , 海洋出版社, 1987, 16쪽.
9) “水运技术词典”编辑委员会, 水运技术词典 , 人民交通出版社, 1980, 147쪽.
10) 福建省泉州海外交通史博物馆, 泉州湾宋代海船发掘與研究 , 海洋出版社, 1987,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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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도 복선과 마찬가지로 선수미를 관통한 용골을 설치하여 종강
도를 강화하였다.

2. 횡방향 보강부재-수밀격벽 및 늑골
중국 고대 해선은 그 유형을 막론하고 선박의 횡강도를 높이기 위
해 선체 내부에 횡방향으로 된 수밀격벽을 설치하였다.
선박의 크기에 따라 설치된 격벽 수는 일정하지 않은데 그 두께는
일반적으로 10∼12cm이고 판재와 판재는 장부촉이음을 사용하여 연결
하였다. 판재는 대부분 삼목(杉木)과 장목(樟木)을 사용하였는데, 용골
과 인접한 쪽에 장목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용골과 인접한 곳의 격벽
판이 항상 물에 젖기 때문에 내수성이 강한 장목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였던 것이다.12) 그리고 격벽의 판재와 판재, 격벽과 외판, 격벽
과 저판의 연결부위에는 삼, 석회, 동유(桐油) 등을 혼합하여 만든 염
료(艌料)로 틈새를 메워서 물이 새는 것을 막았다. <그림 1>과 <그림
5>에서 선체의 수밀격벽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밀격벽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박의 감항성을 높여 승선인원 및 화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
다. 선창은 수밀격벽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항해과정에서 한두 개
의 선창에 물이 스며들어도 다른 선창으로 흘러 들 염려가 없다.
둘째, 수밀격벽이 외판과 단단히 접합되어 선체의 횡강도를 높인다.
중국 고선은 격벽판을 보강하고 또한 선체의 횡강도를 강화하기 위
해 늑골을 설치하였다. 천주고선에 설치된 늑골을 살펴보면, 늑골은
격벽판과 외판이 접합된 곳에 부착되어 있고 하단은 용골과 접하고
11) 福建省泉州海外交通史博物馆, 泉州湾宋代海船发掘與研究 , 海洋出版社, 1987, 191쪽.
12) 福建省泉州海外交通史博物馆, 泉州湾宋代海船发掘與研究 , 海洋出版社, 1987,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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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은 선현외측까지 연결되었다. 설치한 위치와 방향은 중앙 돛대를
기준으로 상이한데, 앞부분의 늑골은 격벽판의 뒤쪽에 설치하고 뒷부
분의 늑골은 격벽판 앞쪽에 설치하였다.13) 비록 중국 고선의 늑골은
서양선박처럼 완전한 늑골은 아니지만 일정한 정도로 선체의 횡강도
를 높였다.

Ⅲ. 횡요방지를 위한 선박설비 및 조작기술
1. 피수판(披水板)
고대 범선이 바다에서 항해할 때는 해풍을 이용하여 전진해야 한다.
그러나 풍향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박에 이런저런 영향을 준다.
순풍(顺风)일 때는 배가 쾌속으로 직진할 수 있지만, 선미 좌우 양측
에서 불어오는 측순풍(侧顺风), 선박 좌우 양측 선현에 90°각도로 불어
오는 횡풍 또는 선수 좌우 양측에서 사선으로 불오는 측역풍(侧逆風)
등을 이용하여 항해할 때는 배가 앞으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횡방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평저형인 사선이 항해할 때는 횡방향으로의 밀림현상이 특히 뚜렷
하다. 닻을 이용하여 횡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을 일정한 정도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타가 선저 밑으로 뻗어 있지 않아 그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중국의 사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체에 횡방향으로 밀리는 현
상을 방지하는 전문설비인 피수판(披水板)을 설치하였다.
피수판은 요타(腰舵) 또는 교두(翘头)라고도 부른다. 사선에서 해풍

13) 福建省泉州海外交通史博物馆, 泉州湾宋代海船发掘與研究 , 海洋出版社, 1987,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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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항해할 때 사용하는 보조도구로서 일반적으로 변의 길이
가 불이치한 장방형모양의 두껍고 단단한 주목(椆木), 밤나무(栗木),
거목(椐木)으로 만들며14) 그 길이는 일반적으로 선폭과 동일하고 두께
는 길이에 따라 다르다. 그 모양은 상단이 좁고 하단이 약간 넓은 형
태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앙돛대의 양측에, 선미에서 선장의
4/10에 해당되는 곳에 설치하며 좌우양현에 각각 한 개씩 설치한다.
평상시에는 대칭되게 선현의 양측에 달아두는데, 일반적으로 중대형
사선의 피수판은 활차를 이용해 조작하고 소형선은 밧줄을 이용하여
조작한다. 역풍항해시나 지그재그 항해 시에는 하풍 쪽 피수판을 윤번
으로 입수시켜 선체가 횡방으로 밀리는 현상을 줄이거나 방지하였으
며, 선체의 복원력을 높이고 항해방향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일부
사선의 선수 계선주(係缆柱)의 양현에 작은 피수판을 설치하여 필요할
시에는 중앙부위의 피수판과 배합하여 사용하고 빈 배일 경우에는 선
수 피수판만 사용한다.15)

<그림 6> 해골선(海鹘船)16)
14) 何卫国, ｢别具特色的中国帆船｣, 中国船检 , 2018年 第1期, 103쪽.
15) 辛元欧, 上海沙船 , 上海书店出版社, 2004,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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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수판의 기원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대 이전(李筌)이 집
필한 저서 태백음경(太白阴经 에서 해골선(海鹘船)에 관련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좌우선현에는 부판(浮板)이 설치되어 있는데 마치 골(鹘)의 날개와 같아
풍랑이 거세도 전복될 위험이 없다.”17)

즉 피수판은 사선이 항행할 때 돛과 타를 보조하는 유력한 보조도
구가 되었다. 명대 송응성(宋应星)도

천공개물(天工开物) 에서 피수

판에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선장(船长)이 너무 길고 바람이 너무 거세 타력이 딸리자 급히 한 쪽의
피수판을 내려 그 추세를 막았다.”18)

상술한 내용에서 피수판은 늦어도 명대에 이미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사풍항해 시 횡방향으로의 밀림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
음을 알 수 있다.

16) 辛元欧, 上海沙船 , 上海书店出版社, 2004, 149쪽.
17) (唐)李筌, 太白阴经 卷四, ｢战具·水战具｣, “舷下左右置浮板, 形如鹘翅, 其船虽风浪涨
天无有倾侧.”
18) (明)宋应星, 天工开物 , ｢舟车第九·漕舫｣, “船身太长而风力横劲, 舵力不甚应手, 则急
下一偏披水板, 以抵其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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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피수판이 설치된 사선19)

2. 중삽판(中插板)
광선(廣船)은 첨저선인 관계로 사선에 비해 횡방향으로 밀리는 현상
이 덜하지만 주로 수심이 깊고 파랑이 거센 해역에서 항해하기 때문
에 여전히 횡방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밀림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 광선에는 항해용 보조도구인 중삽판(中插板)이라는 부재를
설치하는데 저삽수판(底插水板)이라고도 한다.

<그림 8> 광선의 중삽판20)
19) “造船史话”编写组, 造船史话 , 上海科学技术出版社, 1979, 112쪽.
20) 何国卫, ｢话说廣船的开孔舵和插板技术｣主题讲座, 廣州博物馆, 2018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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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삽판은 장방형의 두꺼운 목판으로 만드는데 상단에 종방향으로
3~4개의 구멍을 뚫은 후 나무막대를 삽입하여 중삽판의 높이를 조절
하였다. 중삽판은 중앙돛대 전방의 종향 중앙선에 위치하여 있다. 갑
판과 저판을 수직으로 관통한 종방향으로 된 방형구멍은 그 길이와
폭이 삽수판보다 약간 크고 구멍의 주변은 수밀되어 있다. 중삽판의
조작은 갑판에 설치된 활차를 이용하여 상하로 조작한다.
사풍(驶风)항해 시 횡방향으로의 밀림현상이 발생하면 중삽판을 선
저 밑으로 삽입하여 저항력을 증가시켜 횡방향으로의 밀림현상을 줄
인다. 역풍항해 시에는 타와 동시에 사용하여 지그재그항해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중삽판은 광선만이 고유한 부재인데 사선의 피수
판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일부 광선에는 중삽판외에도 수삽판(首插板)을 설치하는데 그 역할
도 피수판과 동일하다. 수삽판은 장방형모양의 두꺼운 목판으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선수갑판에 비치하여 둔다. 선수판의 외측 중앙부
위에 종방향으로 두 가닥 나무막대를 설치하여 중간에 홈을 만든다.
사풍항해 시 선체가 횡방으로 밀리면 수삽판을 선수에 있는 홈에 끼
워서 입수시킨다. 상단에는 끈을 매서 수시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뾰족한 선수창의 수밀격벽 앞쪽 부위에 있는 구멍을 통해
두 가닥 철봉을 선체외측으로 돌출시켜 수삽판을 중간에 끼워서 삽판
의 위치를 고정시킨다.

<그림 9> 광선의 수삽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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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강타(昇降舵)
중국 고대의 복선에는 사선처럼 피수판을 설치하지 않으며 또한 광
선처럼 중삽판도 설치하지 않는다. 복선의 타는 사선이나 광선과 상이
한 특징을 구비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선체의 횡방향으로의 밀림현
상을 줄인다. 즉 복선의 타는 그 특징이 좁고 길며 선저 아래쪽까지
삽입할 수 있다. 선저까지 삽입된 타는 항해과정에서 방향조절 역할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횡방향으로의 저항력이 생겨 사선의 피수판과 같
이 선체가 횡방으로의 밀림현상을 줄일 수 있다. 수심이 깊은 해역에
서는 타를 선저 밑으로 삽입하고 수심이 옅은 해역에서는 타가 해저
에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로 들어 올린다. 따라서 복선의 타는
수심에 따라 수시로 그 깊이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체할
수 있는 승강타를 장치하였다. 타의 상하조절은 선미에 장착한 물레를
사용하였다.

<그림 10> 복선의 타 및 선미물레22)

21) 何国卫, ｢话说廣船的开孔舵和插板技术｣主题讲座, 廣州博物馆, 2018년 4월 10일.
22) 席龙飞, 中国造船史 , 湖北教育出版社, 2000, 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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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중국고대 해선은 선체의 횡방향 밀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 부동한 부재를 설치하였지만 그 효과는 동일하다.
이와 동시에 항해과정에서 돛의 각도를 적당히 조절하여 풍력을 최대
한 이용함으로서 횡방향으로의 밀림현상을 최대한 줄였다.

4. 태평람(太平篮)
사선에는 항해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평람(太平篮)이라는 설비를
선미에 비치하고 있다. 청대 출판된 강소해운전안(江苏海运全案) 에
는 대평람에 관련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대나무로 만들며 안에는 돌을 채워두는데 대양항해 시 또는 풍랑이 거
셀 때 태평람을 수중에 떨어뜨리면 선체는 흔들리지 않는다.”23)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우리는 태평람은 죽편으로 엮어 만든 둥그
스름한 형태의 대나무광주리임을 알 수 있다. 태평람의 주변에는 큼직
한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고 안에는 일정한 양의 돌멩이들을 담았다.
광주리 입구는 안쪽으로 오그라질 수 있게 제조되었으며 입구 변두리
에는 두 가닥의 끈을 관통시켜 선체에 매달거나 이동하는데 편리하도
록 설계되었다. 사선이 항해도중 폭풍을 만나 선체가 풍하 쪽으로 밀
리거나 심한 횡요가 발생할 시 일정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태평람을
풍상 쪽의 선현 수중에 떨어뜨린다. 태평람의 무게가 풍상 쪽 선현의
수중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선체는 일정한 평형을 유지하고 횡요를
줄여 안정성을 찾게 된다.
23) 请朝廷, 江苏海运全案 , 卷12; 李崇州,｢“太平篮”, “太平筐”考略｣, 自然科学史研究 ,
2005년 제1기, 92쪽. “以竹为之, 中实以石, 船行海洋, 或有风波, 则以篮寄于水中, 俾舟
无荡.”

234

<제7호>

<그림 11> 태평람을 비치한 사선24)

<그림 12> 태평람25)

복선의 소형어선도 태평람을 선수에 비치하였다. 이러한 태평람도
죽편으로 엮었으며 원형으로 되었는데 마치 체와 같다. 위에는 구멍이
촘촘하게 나있고 입구 변두리에는 여라 가닥의 끈을 상호 교차되게
매서 광주리모양을 유지하였다. 견인용 긴 끈의 한 끝을 교차점에 매
고 다른 한끝은 선수에 동여맨다.26) 어선은 어로작업을 위해 먼 바다
에 나가서 십여 일간 머물러 있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시기에는
일기예보와 같은 기상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종종 폭풍과 조우할
때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배의 풍랑을 맞받아 전진하여야 만 횡방
향으로의 밀림현상을 방지하고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러나 배가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풍랑의 충격으로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어민들은 비치한 태평람을 수중에
떨어뜨려 선체를 안정시켰다.

24) 王冠倬, 中国古船图谱 ,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 200쪽.
25) 李崇州, ｢“太平篮”, “太平筐”考略｣, 自然科学史研究 , 2005년 제1기, 93쪽.
26) 李崇州, ｢“太平篮”, “太平筐”考略｣, 自然科学史研究 , 2005년 제1기,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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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횡요방지 및 안전항해를 위한 항해기술
1. 범 및 타의 조종기술
중국 고대 해선이 사풍항해를 할 시 순풍이면 당연히 쾌속항해를
할 수 있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시종여일하게 순풍항해만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은 측순풍, 횡풍, 측역풍을 이용해 항해해야 하며
심지어 역풍항해를 해야 한다. 만약 이 경우 돛의 방향을 조절하지 않
으면 배는 전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횡방향으로의 밀림현상이 발생
하고 심지어 뒤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순조롭게 전진하고
또한 선체의 횡방향으로의 밀림현상을 줄이기 위해 중국의 고대선원
들은 장기간의 항해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풍향에 적합한 돛 조종기술
을 발전시켰다.
풍향과 선체 종방향의 중앙선(선수방향)이 형성된 협각을 풍각(风
角) α이라 하고 돛폭과 선체 종방향의 중앙선(선수방향)이 형성된 협
각을 범각(帆角) β라고 할 때 순풍 시의 풍각은 0°이고 역풍 시의 풍
각은 180°이며, 측순풍, 횡풍, 측역풍 등의 풍각은 차례로 0°~180°사이
이다. 풍각이 클수록 범각은 작아지며 선속도 점차 작아지고 풍각이
0°일 때의 순풍항해 시에는 최대항속에 달한다. 일정한 풍각에서 적당
한 범각을 취하면 최대한의 풍력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체
의 밀림현상을 줄일 수 있다.

236

<제7호>

<표 1> 부동한 풍각(風角)에서의 최대유효 범각27)
풍각(⍺)

최대유효 범각(β)

0°

90°

15°
30°

82.5°
75°

45°

67.5°

60°

60°

75°

52.5°

90°

45°

105°

37.5°

120°

30°

135°

22.5°

상술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효과적인 범각은 언제나 풍향 반
대방향과 선수방향이 이루는 협각의 분각선(分角线)에 놓인다. 즉 순
풍일 때 풍각은 0°이고 풍향 반대방향과 선수방향이 이루는 협각은
180°이기 때문에 최대의 유효 범각은 90°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
27) 辛元欧, 上海沙船 , 上海书店出版社, 2004,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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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횡범(横帆)이며 사풍항해 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범각이다. 측역
풍의 풍각이 135°일 때 최대유효 범각은 22.5°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사풍항해 시 취할 수 있는 최소 유효 범각이다. 만일 그 수치가 더 작
을 경우 선속이 상당히 느리게 되며 정역풍일 경우는 범각이 0°가 되
어 배는 후진하게 된다. 따라서 정역풍을 맞게 되면 일반적으로 타와
돛을 조종하여 돛이 받는 바람 방향이 135°보다 작게 하고 지그재그항
해를 해야 한다.
사선은 흘수가 작고 천수(浅水)해역에서 항해하기 때문에 타가 선저
밑으로 삽입할 수 없어 복선과 같은 기능이 없다. 따라서 사선이 지그
재그항해를 할 때는 돛과 피수판을 상호 배합하여 사용한다.
선박이 지그재그항해 시 타를 사용하여 선수를 왼쪽(또는 오른쪽)으
로 돌려 범각이 22.5°보다 크게 비스듬히 전진한다. 그 후 타를 풍하
쪽으로 약간 트는 동시에 풍하 쪽 선현에 위치한 피수판을 내려서 선
체의 횡방향으로 밀림을 최소한 줄인다. 배가 일정한 거리를 항행하였
을 때 재빠르게 풍상 쪽으로 타를 돌리는 동시에 돛의 각도를 조절하
여 선수가 대각도로 바람을 맞받아 오른쪽(또는 왼쪽)으로 반대방향을
향해 비스듬히 전진하는데 이때는 풍상 선현과 풍하 선현이 바뀌게
되며 돛도 풍향이 바뀌면서 자연적으로 회전하게 된다. 전진방향이 바
뀌면서 돛폭은 다시 최대 유효범각을 유지하게 된다. 그 후 타를 다시
풍하 쪽으로 트는 동시에 풍하 쪽의 피수판을 내리고 이미 풍상 쪽에
위치하게 된 아직도 수중에 있는 원래의 피수판을 들어올린다. 이와
같은 항행을 반복하면서 선박은 지그재그 항해를 통해 전진하게 된다.
지그재그 항해 시 모든 선원들의 분공협력은 필수인데 범각의 조절,
타의 조종, 피수판조작 등은 모두 전문인원이 전담하여 일심협력하여
움직여야 한다.
정역풍의 지그재그 항해 시는 반드시 사선(斜线)으로 항행한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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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해야 만 시종여일하게 22.5° 이상의 범각을 유지할 수 있다. 선박
의 사선(斜线)형 항적과 항해방향이 45° 좌우의 협각을 유지하면서 등
변삼각형의 항적을 이루는 항법을 대구창(对口戧) 항법이라고 한다.
사선의 풍각이 135°~180°사이인 측역풍일 경우에도 여전히 지그재그
항해를 해야 한다. 예컨대 풍각이 좌측 전방 140°의 역풍일 때 오른쪽
으로 방향을 틀어 항해하게 되는데 선수를 우측으로 틀면 최대유효범
각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항해거리는 상대적으로 길게 되고 선수방향과
항해방향이 이루는 협각은 상대적으로 작다. 일정한 거리를 항해한 후
방향을 바꿔 좌측으로 항해할 때 항해방향과 협각은 상대적으로 크다.
이때 선체방향과 항해방향의 협각은 전자가 5°이고 후자는 85°가 된다.
풍각이 좌측 전방의 170°경우의 측역풍일 때 정역풍항해에 근사하며
선수방향과 항해방향의 협각은 전자가 35°이고 후자는 55°이며, 양자의
합계는 언제나 90°이다.

<그림 12> 지그재그 항해도28)

복선 피수판이 없는 관계로 지그재그항해 시 돛과 타를 상호 배합
하여 역풍항해를 하고 광선은 돛, 타, 중삽판 등을 배합하여 항해한다.

28) 辛元欧, 上海沙船 , 上海书店出版社, 2004,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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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심측정기술
고대 중국선원들은 항해도중 수시로 항로의 수심을 측정하여 항해
안전을 보장하였는데 그 전문도구는 연추이다. 선박이 생소한 해역이
나 근해에서 항해할 때 좌초하거나 갯벌에 얹히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는 수심측정이 필요하다. “

항해할 때는 수심이 깊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심이 얕아 좌초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선박이 평평하지 않아 낙조하면 전복되어 만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밧줄에 연추를 달아매 깊이를 측정하였다.”29)

서긍(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에는 송대의 고
선이 황하 입구에 위치한 갯벌을 통과할 때의 정경을 다음과 같이 기
술하였다.

“선원들은 매번 갯벌을 지날 때마다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여러 번 연추
로 그 당시의 수심을 측정하였다.”30)

원대의 선원들도 수심측정을 상당히 중요시하였다. 해선이 흑수양
(심해)에서 절강연안의 백수양(白水洋)에 진입하면 수심이 얕고 암초
가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깊이를 측정하면서 서서히 전진하였다.

“대나무 작대기로 찔러본 결과 2장(丈)에 달했으며 점차 1장 5척(尺)으로

29) (北宋)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4, ｢海道一·客舟｣. “海行不畏深惟惧浅搁, 以舟不
平, 若落潮, 则倾覆不可救, 故常以绳垂铅以试之.”
30) (北宋)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4, ｢海道一·蓬莱山｣, “舟人每以过沙尾为难, 当数用
铅锤, 时其深浅.”

240

<제7호>

줄어들었다. 수저가 진흙으로 되어 있고 수심이 약 1, 2척에 달했는데
넓은 갯벌이 틀림없어 서쪽으로 서서히 항해하였다.”31)

<그림 13> 수심측정용 연추32)

이외에도 송대의 선원들은 그리스를 연추에 바른 후 묻어나온 물질
을 통해 해저상태를 파악하였다. 즉 아무 것도 묻어나오지 않으면 해
저가 자갈, 또는 넓은 바위로 되어 있어 묘박이 불가능하며, 묘박 시
에는 닻이 해저를 잡지 못해 선체가 파랑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진흙이나 모래가 묻어나오면 닻가지가 해저를 잡을 수 있어 묘박이
가능하다. 주욱(朱彧)의 평주가담(萍洲可谈)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장에 달하는 밧줄로 해저 어니(淤泥)를 끌어올려서 냄새를 맡는다.”33)

즉 묻어나온 모래나 어니의 냄새, 색깔, 성분 등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수중 해양생물의 생존상태를 확인해 항구의 원근을 판단하였다. 만
31) (明)阙名撰, 海道经 , ｢海道｣. “點竿累戳二丈, 渐渐减作一丈五尺. 水下有乱泥, 约一二
尺深, 便是长滩, 渐渐挑西, 收洪.”
32) 辛元欧, 上海沙船 , 上海书店出版社, 2004, 155쪽.
33) (北宋)朱彧, 萍洲可谈 卷二. “以十丈长绳勾取海底泥, 嗅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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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어니, 모래 등에서 썩은 냄새가 날 경우 해안이나 항구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안에 거주하고 있는 인류가 버린 생활오
수나 폐기물로 인해 연안의 해양생물이 대량으로 번식, 사망하고 부식
되어 썩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중국 고대선원들은 수심과 조석간의 상호관계를 이용해
선박의 통항여부를 판단하였다. 어떤 해역은 표면으로 볼 때 수심이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묘박하거나 머무적거리면 위험이 발생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썰물이 지면 배는 좌초하거나 갯벌에 얹히
고 전복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해역은 표면으로 볼 때 수심이 약간
부족하지만 밀물을 따라 조심이 항행하면 안전항해를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3. 닻의 사용기술
배가 항해도중 기상조건으로 인해 또는 선박의 보수, 물자보급 등
원인으로 인해 정박이 필요할 때는 닻을 사용해 정박해야 한다. 송대
선원들은 선박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배가 심해에 진입하기 전에는 산
근처에 정박하였는데 닻을 내려 해저에 닿게 하면 밧줄로 동여맨 것
처럼 배는 갈 수 없게 된다.”34) 즉 대양에 진입하기 전 배를 산 근처
에 정박시켜 거센 풍랑을 피해 배의 손상을 막았으며 또한 닻가지가
해저를 단단히 잡을 수 있어 닻이 벗겨지는 현상을 막았던 것이다. 이
외에도 닻을 이용하여 파랑을 이겨내고 선체를 안정시켰다. “풍랑이
거세면 유정(游矴)을 내리는데 그 역할은 대정(大矴)과 같다.”35) 이와
34) (北宋)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4, ｢海道一·神舟｣, “船未入洋近山抛泊, 则放矴著
水底, 如维缆之属, 舟乃不行.”
35) (北宋)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4, ｢海道一·神舟｣, “若风涛紧急, 则加游矴, 其用如
大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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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정은 선체의 횡요를 줄여 선박안전을 도모하였다.
원대에 이르러 닻의 사용기술은 더욱 발전하였는데 주위 해역환경
에 따라 부동한 닻 기술을 사용하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첫째,
닻을 내릴 때 풍향에 따라 부동한 조작방법을 사용하였다. 예컨대 “폭
풍이 갑자기 불어 닥쳐 미처 항구에 진입할 수 없을 경우 풍상 쪽에
여러 개의 철묘를 신속하게 투척하고 밧줄로 단단히 묶었다. 화물을
만재한 선박일 경우 선원들은 해수가 선창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
해 수시로 살피고 곳곳에 염료로 틈새를 막았다. 소선일 경우 풍랑의
위험정도에 따라 타처의 묘박지로 이동하였다.”36) 둘째, 닻을 내릴 때
물길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하였다. “금산사(金山寺) 서쪽 10여 리 되
는 수역은 물살이 급하기 때문에 닻을 내릴 수 없다.”37) 물살이 급해
닻이 벗겨지거나 닻줄이 끊어질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닻
을 내릴 때 해저의 상태에 따라 부동한 조치를 취하였다. 예컨대 “해
저가 암석이거나 단단한 흙으로 되었을 경우 철묘도 해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닻이 벗겨질 위험이 존재하므로 묘박할 수 없으며 해저
가 물렁한 진흙으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닻을 내려야 한다.”38) 즉 닻
가지가 해저의 갯벌을 단단히 잡아 파주력을 강화해 선체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36) (明)阙名撰, 海道经 , ｢准备缓急｣, “急猝风暴, 奔港滩不及之时, 急抢上风, 多抛铁锚,
牢系绳. 如重载船, 则频频查看水仓, 怕有客水侵入, 随处札艌. 如小船则看风色如何, 别
寻泊处.”
37) (明)阙名撰, 海道经 , ｢海道｣, “北到金山寺西首十余里, 水紧, 不可抛锚.”
38) (明)阙名撰, 海道经 , ｢海道经｣, “要知碇地，大洪泥硬; 滩山一般, 铁碇可障. 海中泥泞,
须抛木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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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중국 고대 선박은 항해과정에서 안전항해를 보장하기 위해 선체의
종방향 및 횡방향의 강도를 보강하여 선체가 분해되고 침몰되는 것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평저선인 사선이나 첨저선인 복선, 광선은 항해
과정에서 횡방향으로 밀림현상을 줄이기 위해 본 유형 선박이 고유한
부재를 사용하여 안전항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역풍항해 시 횡방향으
로의 밀림현상을 줄이고 바다바람을 최대한 이용하여 향해하기 위해
돛과 타를 상호 배합하여 안전항해를 하였다. 이 외에도 수심측정기
술, 닻 사용기술 등을 이용하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첫째, 선체강도를 보강하여 선박안전을 보장하였다. 평저선인 사선
이나 첨저선인 복선, 광선에는 모두 선수선미를 관통한 종방향으로 된
용골과 좌우선현에 대칭으로 여러 개의 대랍 및 경수목을 설치하여
선체 종방향의 강도를 보강하였다. 또한 선체의 횡강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 고선에는 수밀격벽과 늑골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횡강도를 보강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수를 막아 안전항해를 향상시켰다.
둘째, 선체가 횡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사선, 복선,
광선에서는 자신만이 고유한 부재를 설치하였다. 사선에서는 선체 중
앙부위와 선수부의 양현에 대칭으로 설치한 피수판을 윤번으로 물에
삽입하여 횡방향으로 밀림현상을 막았다. 광선에서는 중삽판, 수삽수
판을 설치하여 횡방향으로의 밀림현상을 막았으며, 복선에서는 선저
밑으로 뻗은 타를 이용해 횡방향으로의 밀림현상을 막았다.
셋째, 선박이 항해과정에서 횡풍으로 인해 선체의 횡요가 심할 때,
또는 갑자기 폭풍과 조우하여 파랑을 맞받아 항해해야 할 때는 선상
에 비치한 태평람을 수중에 떨어뜨려 선체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선박이 천수해역에서 항해하거나 또는 생소한 해역에서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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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좌초하거나 갯벌에 얹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추 또는 대나
무작대를 사용하여 시시로 수심을 확인하여 안전항해를 도모하였다.
다섯째, 선박이 항해과정에서 묘박할 필요가 있을 때 닻이 벗겨져
표류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저상황을 확실하게 확인
하여 선박 및 선원들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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