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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쉽게 해양문화 누리기

우리나라에 해양문화가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다양할 수
있다. 수병이나 뱃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가 일반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영국을 떠올린다면 우리 역사에서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지는 않지
만, 일반적이지 않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배를 만들어 바다
로 나가 고기를 잡아 요리해 즐기는 어식문화는 꽤 발달되어 있다. 그
에 반해 뱃사람들이나 수병들의 생활이나 해양문학, 원양항해 등과 연
관된 사회경제적인 토대나 국민이나 정부의 관심이 매우 낮다는 사실
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세계8대 해운선사였던 한진해운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 해운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다.
지난호에서 <한국 해양문화의 현 단계와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보았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해양문화 가운데 해양과학이
나 해양경제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해양문학이나 해양예술 등
의 분야는 아직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문화를 ‘인간의 지식, 믿음, 행
위가 통합된 양식’으로 보는 브리태니커백과대사전의 정의를 따른다
면, 해양문화는 ‘인간의 바다에 관한 지식, 믿음, 행위가 통합된 양식’
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해양과학과 해양경제가 2세대 이상 발
전도상을 걸어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지금은 과거 2세
대 동안 이룩한 해양 분야에서의 업적을 바탕으로 문화를 형성하는
작업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조선소나 해운회사들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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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를 짓거나 물건을 실어나르는 데 여념이 없었지만, 이제는 회사
의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
러한 경험들이 학술적인 연구논문이나 연구서들로 출판되고 있고 소
설의 소재로 활용되어 일정한 문학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양음악이나 해양미술 분야는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 뒤처져 있다.
이 두 분야는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어서 먹고 살기가 끝난 이후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점차 사회가 스마트화 되어가는
한편으로, 개인들의 직업에 대한 집중도는 점차 약화되어 가면서 개인
적 삶에 대한 기호나 관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는 그만큼 사람들
의 관심분야가 개인화되고 다양화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바다와 배는 삶에 찌든 우리 도시민들에게 피난처이자 안식처가
될 것이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와 바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
이다. 특히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해양인 자신들이 해양문화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바다에 나가 배 타는 것을 즐기고, 카
약이나 카누, 나아가 요트를 소유하고 즐기며, 틈나는 대로 미술전시
회장을 찾아 배와 바다를 그린 그림 한 점이라도 사다 집이나 사무실
에 걸고 감상해 보자. 이것이 가깝고 쉽게 해양문화를 즐기는 지름길
이다.
이번호는 해양논단, 해양문학, 해양인물, 해양문화, 해양역사, 해양
영화, 해양미술 등 다양한 소재들로 꾸몄다. Ship’s Bench는 오스트레
일리아 울릉공 대학의 사이먼 빌(Simon Ville) 교수가 ‘해양문명으로서
의 영국’이란 제하로 튜더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양활동을 토
대로 한 영국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조망해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
직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못한 해양사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최신 연
구를 소개한 것이 특히 주목을 끈다. 해양문학에서는 경성대의 최수연
교수가 ‘허먼 멜빌의 타이피와 화이트 재킷’의 내용과 문학적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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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주었다. 허먼 멜빌의 ≪백경≫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만,
≪타이피≫와 ≪화이트 재킷≫은 대중적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독자들이 그 내용과 문학적 의미를 단편적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해양문화에서는 구모룡 교수가 ‘해항도시 부산
과 항로들’이란 제하로 근대 소설에 등장하는 선박의 크로노토프를 분
석해 냈다. ‘크로노토프’(chronotope)는 시간과 공간의 합성어이다. 해
양소설에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관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해양고전에서는 국립해양박물관의 김주식 본부장이 ‘라 뻬루즈의 세
계주항기’를 소개해주었다. 이번호에 처음 마련한 해양인물에서는 ‘정
약전’에 대해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의 최성환 교수가 소개해주었고,
해양사론에서는 지메이(集美)대학의 추이윈펑 교수가 ‘명나라의 연해
방어체계’를 잘 정리해 주었다.
출항한 지 벌써 4년째인데 항해가 조금씩 진전되어 가고 있다는 느
낌을 받는다. 문제는 우리들만 항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 많은
독자들이 ‘해양담론’ 호에 승선하여 해양문화라는 한바다를 같이 항해
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7 역사적인 새봄에
편집장 김성준

8 해양담론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