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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등대를 지키는 등대원으로
보고와 함께 버들이 구출작전에 뛰어듬.

버들이
보고의 여자친구로 괴물에게 붙잡혔다
보고와 정년의 도움으로 구출됨.

바닷가 어느 작은 마을에 귀신이 나온다는 하얀 등대가 있었
습니다. 그 마을에는 모험심 강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장보고. 그에게는 아름다운 여자 친구가 있었으니 그
녀의 이름은 버들이.

어느날 버들이가 등대 주위에 갔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보고는 버들이를 찾아 등대로 향했는데, 등대에는 덩치가 큰 
등대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년. 버들이가 사라
진 걸 본 정년은 보고가 오자 그와 함께 버들이를 찾아 나섰
습니다.

등대의 불빛과 보름달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는 순간 보고와 
정년도 어디론가 사라지게 됩니다. 보고와 정년이 정신을 차
린 순간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칠흙같이 어두운 밤 천둥 번개가 치면서 바다에서 괴물이 나
타납니다. 괴물의 이름은 암초를 뜻하는 Sunken Rock에서 
Sunock(써녹). 써녹은 보고와 정년이 무사히 파로스등대에 
도착할 수 있으면 버들이를 풀어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폭풍우
를 만들며 사라집니다.

보고와 정년은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무사히 파로스 등대에 도
착하고 마침내 써녹과의 대결만이 남게 됩니다. 
등대원 정년이 등대의 불빛을 써녹에게 비추자 달려들어 써
녹의 머리를 베고, 써녹이 죽자 어둡게 깔려있던 먹구름이 걷
히고 등대 옆에서 자고 있는 버들이를 발견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목차  |  만화로 알아보는 등대이야기

03  바다의 길잡이 항로표지

04  파로스등대에서 시작된 항로표지의 역사

06  항로표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08  전파를 이용하는 전파표지

11  특수신호표지

12  빛을 이용하는 광파표지

14  소리를 이용하는 음파표지

15  모양이나 색을 이용하는 형상표지

바다의 길잡이 항로표지

바다에는 얕은 여울이나 암초 등 위험한 곳이 있어서 아무 곳이나 

운항하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배들이 위험물을 피하여 

안전하고 빠르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다에도 육지의 

도로와 같이 배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로라고 하는데 항로는 육지의 도로처럼 눈에 보이지 않

으며, 바다에서는 배가 안전하게 운항을 하기 위하여 해도라는 바

다의 지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항 중인 배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여 안전하고 빠르게 

운항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섬, 곶, 항, 만, 협수로 등에 인공

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항로표지라고 합니다.

보고
모험심이 아주 강한 청년으로
용감하고 씩씩함.

줄
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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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터 밤에는 산이나 섬에서 횃불을 밝혀 뱃길을 인도하였고, 낮

에는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에 나무를 꽂아 항로표지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시설의 등대는 1903년 6월 1일 처음 불을 밝힌 인천항 입

구의 팔미도 등대, 소월미도 등대와 북장자서 등표, 백암 등표입니다. 팔미도 등대

는 석조와 콘크리트로 세워졌으며 초기에는 석유등을 사용하였고 현재는 전기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998년 12월 10일에 우리나라 국토 동쪽 끝 독도에 대형등대를 콘

크리트로 만들어 해양수산부 소속 등대원 6명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토 

지킴이로서 바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등대는 기원전 280년 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구 입구 근처에 세

워진 파로스 등대입니다. 

돌로 만들어 정면을 대리석으로 마감한 등탑은 높이가 120m이며 탑의 꼭대기에서 

나무를 태우는 불빛을 55㎞ 밖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파로스등대는 고대 세

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등대는 건설된 지 1,600년 동안 사용되다가 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파로스 등대에서
시작된 항로표지의 역사

파로스등대  이집트 제2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근처의 작은 어촌 아부 키르(Abu Qir)해안에서 

6㎞정도 떨어진 해저 6~8m 지점에서

검은 화강암으로 된 높이 4.55m, 무게 12톤의 

파로스 등대의 꼭대기 장식으로 설치돼 있던 

이시스 여신상을 기중기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다.

부도 등대

▼독도 등대

▼당사도 등대

▼팔미도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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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는 빛,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의 수단에 의하여 항, 

만, 해협, 그 밖의 대한민국의 내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지표로 하기 위한 등대, 등표, 입표, 부표, 안개

신호(무신호), 전파표지, 특수신호표지 등을 말합니다.

항로표지는 크게 광파표지, 전파표지, 음파표지, 형상표지, 특

수신호표지로 나뉩니다.

이러한 항로표지를 관리하는 일이 바로 항로표지 업무이며, 항

로표지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은 해양수산부 해사

안전시설과 및 각 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에서 담당하

고 있습니다.

항로표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죽변 등대
◀어청도 등대

형상표지  주간에 모양과 색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항로표지(입표, 부표, 도표)

음파표지  안개나 눈비가 내리는 날에 소리로 위치를 

알려주는 항로표지(전기혼, 공기사이렌, 모터사이렌)

전파표지  전파의 여러가지 성질을 이용하여 

위치를 표시하는 항로표지(레이더비콘, 로란-C,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광파표지  야간에 등화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대, 등부표, 등표, 조사등, 도등)

특수신호표지  주ㆍ야간에 전파나 

모양으로 운항하는 배에 정보를 

제공하는 항로표지(조류신호표지,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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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무선항법시스템(로란-C)
배에 설치된 로란-C 수신기를 이용하여 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전파를 발사하는 시설로

하나의 주국과 2개 이상의 종국이 하나의 체인을 구성하며, 각 송신국에서 발사하는

100KHz 펄스파의 도달시간차를 수신기로 측정하여 위치를 구하는 쌍곡선항법장치이다.

전파표지는 전파를 이용하여 등대의 송신국에서 발사하는 전파를 배에 설치한 수신기

로 위치 측정하는 항로표지입니다. 전파표지는 등대나 등표 등 빛을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먼 거리나 지형 등에서도 항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파표지에는 장거리 무선항법시스템(로란-C),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선박레

이더응답장치(레이콘) 등이 있습니다.

전파를 이용하는 전파표지

로란-C 운영실 로란-C 송신기

로란-C 송신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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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를 이용하는 전파표지

로란-C 운영실 로란-C 송신기

로란-C 송신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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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첨단 항법장치로 지구 위에 떠있는 24개의 인공

위성을 이용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GPS 수신기를 통해 인공위성 전

파의 도달 시간을 측정하여 위치를 구하며, GPS의 위치 오차를 1m 

이내로 보정하여 정확한 위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위성항법보정시스

템이다. 선박, 항공기, 차량, 측량 등에 이용되고 있다.

레이더비콘(Radar Beacon)
배의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를 수신하면 

자동적으로 응답신호를 송신하여 배의 레

이더 화면에 모르스부호 휘선을 나타내어 

등대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레이콘이라고도 한다.

조류신호소
강한 조류가 있는 해역에서 조류 방향과 속력을 실시간 측정하여 

전광판이나 무선전화, 인터넷 등으로 운항 중인 배에 알려주는 시설이다.

선박통항신호소(VTS)
교통량이 많은 해역 내에서나 좁은 수로에서  

배의 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배의 위치와  

다른 배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무선전화 등으로 알려준다.

해양기상신호소
정해진 해역의 해양 기상을 측정하여 

실시간 이용자에게 전광판이나 무선전화, 인터넷 등으로  

항해하는 해역의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특수신호표지

전광표지판

조류신호소

GPS위성

송신안테나

기준국

수신안테나

중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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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파표지는 등명기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하는 항로표지로

등대, 등부표, 등표, 조사등, 도등 등이 있습니다.

등대  배가 육지의 위치나 

육지와의 거리, 위험한 곳 등을 확인하고 

항만의 소재, 항구 등을 알리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된 탑 모양의 구조물로 

빛을 비추는 대표적인 항로표지이다.

항구의 방파제에 세워진 등대를 

방파제 등대라 부르며, 왼쪽에 있는 등대는  

백색으로 칠해져 있고 불빛은 녹색이며,  

오른쪽에 있는 등대는 홍색으로 칠해져 있고  

불빛 역시 홍색이다. 

유인등대  관리하는 등대원이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등대.

무인등대  관리하는 등대원이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등대.

등주  구조가 간단한 

기둥에 등명기를 설

치하여 위치를 알리는 

시설.

등표  장애물이나 항

로의 소재 등을 배에 

알리기 위해서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 등에 

설치된 등명기를 갖춘 

구조물이며, 설치 위치

에 따라 고립장애표지, 

측방표지, 방위표지로 

구분한다.

도등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만의 입구, 항구 등에서 안

전한 항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항로의 연장선상의 육지에 

설치한다. 전도등, 후도등 2개를 1조로 한다.

지향등  통항이 곤란한 수로나 좁은 만의 입구·항구 등

의 항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항로의 연장선상의 육지에 설

치한 등명기를 갖춘 구조물이다. 좌현측 위험구역을 녹색

광, 우현측 위험구역은 홍색광, 중앙의 안전구역을 백색광

으로 표시하며, 백색광을 보고 항해함으로써 안전한 운항

을 할 수 있다.

1무인등대
2방파제 등대
3등주
4등표
5전도등
6후도등

등부표  암초, 얕은 여울 등

의 존재를 알리고, 항로를 표

시하기 위하여 물 위에 뜨게 

한 구조물로서 등명기의 빛

을 발한다.

조사등  암초나 방파제 끝단 등을 빛으로 비추어 배에 장애물의 소

재를 알리기 위하여 근처의 등대에 강력한 투광기를 설치하여 운

영한다.

교량표지  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배의 안전운항

과 교량시설 보호를 위하

여 안전한 항로폭을 표시

하는 시설이다.

빛을 이용하는 광파표지

1

2

5 6

3

4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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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빛 역시 홍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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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기사이렌  공기 압축기로 만든 공기에 의하여 소리를 낸다. 

2모터사이렌  전동기에 의해 발음판을 회전시켜 소리를 낸다.

3전기혼  전자식 저주파 발진으로 발음기에 의하여 소리를 낸다.

소리를 이용하는 음파표지
안개나 비, 눈 등에 의해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등대의 위치를 

배에 알리기 위하여 소리를 내어 신호(무신호라고도 한다)를 발사하는 항로표지입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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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기사이렌  공기 압축기로 만든 공기에 의하여 사이렌을 울린다. 

2모터사이렌  전동기에 의해 발음판을 회전시켜 사이렌을 울린다.

3전기혼  전기신호에 의해 발음판을 진동시켜 나팔을 울린다.

소리를 이용하는 음파표지
안개나 비, 눈 등에 의해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등대의 위치를 

배에 알리기 위하여 소리를 내어 신호(무신호라고도 한다)를 발사하는 항로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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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 만의 입구, 항구 등에서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항로의 연장선상의 육지에 설치하는 2

기 이상을 1조로 하는 빛을 비추지 않는 구조물

입표  배에 장애물이나 항로의 소재 등을 알리기 위해서 암초

나 수심이 얕은 곳 등에 설치한 구조물이며 빛을 비추지 않는다.

부표  배에 암초, 얕은 여울 등의 존재를 알리고 항로를 표시하

기 위하여 바다 위에 뜨게 한 구조물로서 빛을 비추지 않는다.

해상부표식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는 세계 각국의 부표식의 형식과 적용방법을 통일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5년도부터 이 방식에 따라서 설치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IALA 해상부표방식은 세계를 A와 B

지역으로 구분하여 측방표지를 다르게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우리나라, 일본, 대만, 필리핀 및 북·남미 국가에서는 B방식

을, 그 외 국가에서는 A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 류
표 체 형 상

등 색
두색 두표도색 두표형상 등부표 부표 등표 입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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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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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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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현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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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장애표지  구조물은 

흑색과 홍색 및 흑색으로 

채색되며 불빛은 백색이고 

두개의 흑색구가 꼭대기에 

설치된다. 장애물이 설치

된 지점이나 부근 수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린다

방위표지  구조물은 흑색

과 황색·황색과 흑색 또

는 흑색과 황색 및 흑색으

로 채색되고 반대편에 장

애물이 있음을 알리면서 

동서남북 각 방향에 안전

항로가 있음을 알린다.

좌현표지  구조물은 녹색으로 채색되고 불빛도 녹색이다. 1개의 녹색 원통형 두표가 꼭대기에 설치

된다. 선박이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좌측에 장애물이 존재한다.

우현표지  구조물은 홍색으로 채색되고 불빛도 홍색이다. 1개의 홍색 원추형 두표가 꼭대기에 설치

된다. 선박이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우측에 장애물이 존재한다.

부표설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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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627-8311  Fax. 02)2627-8315

www.kaan.or.kr

국립등대박물관
790-8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50번길 20

Tel. 054)284-4857  Fax. 054)284-4859

www.lighthouse-museum.or.kr

이 책자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항로표지기술협회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사, 전재(轉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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