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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건축가, 벌과 거미 -

우리는 생명체들 속에 나타나 있는 질서와 조화를 통하여 그것이 수학적

으로 완벽한 설계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생명체의 놀라운 기능과 모습

들을 현대과학이 모방하여(생체모방공학) 그것을 응용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헤

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한 수학적 설계의 증거들에 관하여 몇 가지 나누어 보

고자 한다.

4) 멋진 건축가, 벌과 거미

 벌집의 정육각형 모양은 최근 들어 비행기나 기차, 집의 내부재와 포장

재 등에 이용되고 있다. 꿀벌은 배의 밑 부분에 있는 밀랍을 분비하는 샘에서 

밀랍을 분비하여 육각형의 모양을 가진 벌집을 짓게 된다. 그런데 벌집이 만든 

정육각형의 구조는 최소한의 건축 자재를 이용하여 최대의 공간을 얻는 효율적

인 건축 방법으로 예를 들면 같은 길이의 재료를 이용하여 가장 넓은 면적을 얻

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육각형구조로 “낭비가 전혀 없는 완벽한 구조물”이다. 

육각형의 한 면은 삼각형이나 사각형과는 달리 이웃하는 면과 빈틈없이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육각형의 구조물을 허니콤(Honey-com)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물건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 종이의 안쪽 면, 텔레비전 액정화면

의 구조, 무선이동 통신의 기지국과 비행기 날개, 고속 전철 앞부분에 들어가는 

완충차체 등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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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의 탄성력과 강도, 유연성을 이용하면 강철보다도 10배나 강한 실

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끊어지지도 않는다. 지름이 약 2mm 정도만 되

더라도 피아노와 같은 무거운 물체도 끌어 올릴 수 있다.

 독일의 라이프니츠 연구소에서는 거미줄을 응용하여 만든 신소재를 의학 

분야에 적용하기도 했다. 거미줄의 자연분해능력을 이용하여 수술시 사용하는 

실을 개발하였는데 수술 이후 실이 체내에서 녹아 흡수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

을 뽑을 필요가 없어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거미줄을 사용하여 만드는 놀라운 건축물인 거미집에 대하여 생각해 보

자. 거미줄은 배에 있는 실크 샘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비단과 

같은 실 모양으로 짜여져 있으며, 그 모양에 따라 그물모양, 먹이를 포획하여 감

아두는 공모양, 시트모양, 튜브모양, 등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거미줄의 모양은 

거미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기능도 거미 종에 따라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잠수부거미 - 이외에도 물 속에서 공기방울을 만들어 산소통처럼 사용하

는 산소헬멧을 만들어 살아가는 잠수부 거미는 인간이 만든 무게나가고 거추장

한 산소통보다도 효율적으로 만들어 활동한다. 자신이 물 속에 만들어 놓은 수



중집에 산소를 운반하여 집어 넣고 물 속에서 생활한다.

볼라스거미 - 거미줄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먹이를 잡는 것이 있다. 곤충

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거미줄을 쳐두고 먹잇감이 걸려 허우적거리면 그 주위를 

새로운 줄로 묶어 죽은 후에 먹어 치운다. 볼라스 거미는 거미줄에 돌맹이를 달

아 지나가는 곤충들에게 던져 먹잇감을 포획하는데 사용한다. 마치 다윗이 물맷

돌을 사용하여 사냥감을 잡고 전쟁에서도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물맷돌의 원조는 자연의 거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함정문 거미 - 일부 거미들은 땅속에 굴을 파고 겉에 흙과 돌맹이, 거미

줄을 엮어서 문을 만들어 함정문의 역할을 하는 문을 만들어서 사냥에 사용하기

도 한다. 문 밑의 굴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먹잇감이 나타나면 문밖으로나

와 잡아먹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개발한 실이나 도구들과 비슷한 것들을 만들고 사용하는 

거미로부터, 가장 효율적인 집과 튼튼한 천연 허니콤을 만드는 벌까지 오히려 

자연 속에 설계자의 존재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