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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동해상 실해역 시험에 나섰던 해미래

호는 열흘 만에 북위 36도 40분, 동경 130도 

30분 지점에서 수심 2050ｍ까지 내려가 동

판으로 제작된 가로 23cm, 세로 13cm 크기

의 태극기를 설치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한국해양연구원 소속 해양과학조사선 ‘온

누리호’에서 발진한 해미래호는 수직 하강하

기 시작한 지 1시간 30분 만에 이 실험의 목

표였던 수심 2000ｍ를 넘어 2개의 유압식 

수중 로봇 팔로 태극기 설치와 시료 채취 임

무를 완수하고 심해 촬영까지 마쳤다.

 태극기가 설치된 곳이 해저지명 공인 문제

를 놓고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독도 인근 

울릉 분지(일본은 ‘쓰시마 분지’로 명명)여서 

이 날의 임무 수행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해미래호의 등장은 인근 바다와 대양에서 

우리나라의 심해 연구를 한 차원 높여 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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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의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풍화 작용, 침식 작용, 퇴적 작용에 의해 서서히 일어난다.

 - 풍화 작용: 바위나 돌은 작은 알갱이로 부서지거나 성질이 변한다.

 - 침식 작용: 지표 위의 바위, 돌, 흙 등이 깎여 나간다. 

 - 운반 작용: 침식에 의해 깎여 나간 알갱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간다.

 - 퇴적 작용: 잘게 부서진 알갱이나, 침식에 의해 깎여 나간 것들이 쌓이게 된다. 

■ 풍화 작용, 침식 작용, 퇴적 작용 등의 작용은 강물, 바닷물과 같은 흐르는 물에 의해 이루어

    지기 쉽다.

되짚어 보기

해미래의 바닷속 탐사 모습

조립이 완성된 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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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음 문장을 읽고, (   ) 안의 낱말 중에서 옳은 것에 ◯ 표를 해 봅시다. 

(1) 각설탕이 설탕 알갱이로 되는 것은 바위나 돌이 모래나 흙으로 (풍화, 진화)되는 것과 비슷하다. 

(2) 지표의 변화는 대부분 매우 (빠르다, 느리다).

(3) 바닷가에 생기는 동굴은 파도에 의해 (침식, 퇴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출제 의도] 문항 (1)은 풍화 작용의 개념에 대한 기초 탐구적 질문으로 학생들이 각설탕을 가루 설

탕으로 만드는 해 보기 활동이 풍화 작용에 대한 비유적 설명이었음을 이해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문항 (2)는 지표의 변화가 주변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나 매우 느리게 일어나고 있으며, 드물

게 지진, 화산 폭발, 홍수 등과 같은 급변적인 변화는 극히 수적으로 적으며, 대부분의 지표의 변화

가 느리게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한 문제이다. 문항 (3)은 바닷가의 지형은 크게 침식이 우세한 지형

과 퇴적이 우세한 지형으로 나뉘고, 동굴이나 절벽은 침식이 우세한 지형이고, 사주나 해안의 넓은 

모래사장은 퇴적이 우세한 지형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 질문이다.

[해답] (1) 풍화 (2) 느리다 (3) 침식

[문제 2] 아래의 사진에서 (가)의 하얀 부분은 모래가 쌓여 있는 것으로 (가)에서는 퇴적 작용, (나)

에서는 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른쪽은 이 부분의 모습을 단순하게 나타낸 것입니

다. (    ) 안에 (가)와 (나)를 써 봅시다.

[출제 의도] 침식 작용과 퇴적 작용은 강의 유속에 의해 결정되는데 유속이 느린 곳에서 퇴적 작용

이 우세하고, 유속이 빠른 곳에서 침식 작용이 우세하게 일어남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

항이다.

[해답]

산사태가 일어난 곳의 사진을 찾아 붙이고, 산사태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적어 봅시다.

[출제 의도] 산사태는 큰비 등에 의한 격변적 침식을 의미한다. 만일 잔디가 깔려 있거나 나무가 많

으면, 침식이 덜 일어나게 되어 토양의 유실이 줄어든다.  

이 문항은 나무 심기가 토양의 보호에 상당히 중요한 대비책임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다.

[예시] 나무가 많은 산은 나무가 없는 산보다 산사태가 덜 일어나고, 큰비가 와도 훨씬 피해가 적

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흙을 잘 잡아 주어 빗물에 흘러내려 가지 못하게 하고, 나뭇잎은 빗물을 한

번 튕겨서 땅에 떨어지게 하여 충격을 줄여 줍니다. 땅에 풀과 나무를 많이 심으면 산사태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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