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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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연에서 얻는 지혜, 춤추는 꿀벌과 달랑게, BTS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뮤지션은 당연히 BTS(방탄소년단)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지난 주 까지만 해도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통산 9주 동안 하

다 4위로 내려앉았다는 오늘 2021년 8월 10일자 뉴스2)를 보며, 그리고 현대자

동차의 보스톤 다이내믹스 로봇, 스팟과 광고를 찍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의 가

수들이 역시 글로벌한 무대를 가질 만큼 춤과 노래실력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스팟도 춤실력이 BTS 못지않아 보인다. 그들의 춤과 노래에 담긴 

정보(메시지)에 대한 생각은 두 번의 유엔 연설문3)에서 볼 수 있듯이 폭력에 노

1) 양승원, [생명의 지적설계와 우주법칙], 성경과학연구소 2020, 5장 참고 
2) [출처: 중앙일보] BTS '버터' 10주만에 1위 내줬다…빌보드 '핫100' 4위,
3) 첫 번째 연설문"자기 자신을 사랑하라(Love myself)"https://m.etnews.com/20180925000026#cb, 

출처: 전자신문.  두 번째 연설문 "Life goes on(삶은 계속 될 것)" 출처: 뉴데일리신문.



출된 약자들에 대한 배려, 꿈과 소망에 대한 격려, 나 자신과 이웃에 대한 믿음

과 사랑, 생명에 대한 소중함 등을 담아 전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끼 많고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멋진 BTS의 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더 실용적이고 생존을 위해 춤을 추는 동물들과 곤충들이 있는데 

바로 일벌과 달랑게이다.

춤추기와 노래(?) 소리의 달인, 꿀벌 

 벌들은 곤충 세계에서 의사전달을 위한 가장 독특한 수단의 하나를 가지

고 있는데 그것은 흔드는 춤추기(waggle dancing)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른 벌들이 냄새로나 눈으로 보아 알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식

량원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정찰 벌(scout bee)은 벌통 안의 벌집위에서 특

별한 몸짓으로 춤을 춘다. 물론 윙윙거리는 소리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른 벌들은 춤추는 벌의 주위에 몰려들고 그 벌을 바짝 붙어 따라간다. 그들은 

춤추는 벌의 움직임을 (모든 춤추는 일벌은 암컷이다) 흉내 내고, 춤추는 벌이 

꿀을 모을 때에 몸에 묻어나는 꽃향기에 주의를 기울인다. 만일 새로운 식량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4/2020092400039.html 



이 대략 50m 이내의 근처라면, 벌은 벌집의 표면에서 원형으로 춤을 춘다. 그 

벌은 2-3 cm 정도 원형으로 움직인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것은 

식량원이 가까이에 있음을 다른 벌들에게 알리는 방법이다. 먼 거리라면 8자형

태로 춤을 춘다. 정찰벌의 모든 움직임은 다른 벌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그들은 

일정기간에 정찰벌이 몇 번 원을 그리는지와 복부를 흔드는 것(wiggling 

abdomen)을 보고 식량원까지의 거리를 알게 된다. 거리가 멀수록 복부를 더 천

천히 흔든다. 춤추는 벌이 원을 가로지르는 방향과 각으로 식량원의 방향

(direction)을 알 수 있다.4) 

만일 정찰벌이 원을 똑바로 올라가면서 배를 흔들면, 보고 있는 벌들은 

태양 쪽으로 날아가면 식량을 발견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5) 만일 똑바로 

아래쪽으로 원을 가로지르면, 그들은 태양 반대쪽으로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게 된다. 만일 춤추는 벌이 비스듬히 원을 가로지르면, 다른 벌들은 가상의 수직

선에서 그 벌의 움직임과 같은 각도로 태양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날아가야 한

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발견한 식량의 품질에 대하여도 춤을 통해 알 수가 있

다.6) 더 강하게 흔드는 행동을 통하여 농도가 진하고 좋은 품질의 꿀을 찾을 수 

4) Seeley, Thomas D. "The tremble dance of the honey bee: message and meanings." Behavioral 
Ecology and Sociobiology 31.6 (1992): 375-383.

5) Rinderer TE, Beaman LD (October 1995). "Genic control of honey bee dance language 
dialect". TAG. Theoretical and Applied Genetics. Theoretische und Angewandte Genetik. 91 
(5): 727–32. 

6) Das, Pamela. "Success and the dancing bee." (1998).



있도록 정보를 주는 것이다. 때로 오류가 있기도 하는데 거리가 멀수록 또는 환

경호르몬 물질이 많이 나오는 등의 오염으로 인해 방향이나 거리에 있어서 오류

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꿀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오차를 줄이고 

있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7)

그림 4 진짜 꿀벌의 춤을 흉내내는 로봇 꿀벌

최근에는 춤추는 로봇 꿀벌을 만들어서 꿀벌과 소통하는 실험에 대한 뉴

스들을 볼 수가 있다.8) 과학자들은 벌이 춤을 추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윙윙거리는 소리를 흉내낼 수 있었지만 꿀벌이 사용하는 언어를 

아직 재현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꿀벌의 춤을 이해하는 꿀벌

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을 통해 앞으로 꿀벌의 춤과 날개를 통한 노래 소리 

언어를 더 정교하게 재현할 수만 있다면 먹이가 있는 곳으로 실제 꿀벌을 모집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 춤추는 로봇 꿀벌이 지능에 의

해 제조되어야 한다면 진짜 춤추는 꿀벌도 지성이 있는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졌

음에 틀림없다. 물론 보스톤 다니내믹스의 춤추는 로봇 스팟도 지능에 의해 만

들어졌기에 진짜 춤추는 BTS도 지성을 가진 설계자가 있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

이다. 

7) Preece, Kaitlyn, and Madeleine Beekman. "Honeybee waggle dance error: adaption or 
constraint? Unravelling the complex dance language of honeybees." Animal behaviour 94 
(2014): 19-26. 

8)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165749-waggle-dancing-robot-tells-bees-where-to-look-for-food/



 춤추기와 집짓기의 명수, 달랑게9)

 달랑게는 달랑게과에 속하는 절지동물로 몸빛은 모래빛과 비슷하며 흰색

을 띠는데, 햇빛을 쬐면 거무스름하게 된다. 갑각은 모가 뚜렷한 4각형이고, 이

마는 좁고 아래쪽으로 기울어졌다. 갑각의 등면은 볼록하고 과립(顆粒)으로 덮여 

있으며, 집게다리의 긴 마디는 3각 기둥 모양인데, 각 모서리에는 작은 이빨과 

털이 나 있다. 암수의 배는 모두 7마디로 되어 있다. 조간대(潮間帶) 근처의 깨

끗한 모래밭에 구멍을 파서 집을 짓고 사는데, 밤에 활동하며 작은 집게다리로 

모래를 떠서 입에 가져가 먹이를 골라낸 다음, 모래는 무더기로 뱉어버린다. 우

리나라와 일본· 중국· 타이완, 오만의 바닷가 등지에 분포한다. 달랑게의 특징 중

의 하나가 짝짓기를 위해 집을 짓거나 춤을 춘다는 점이다.

 

 

 사라탄 달랑게는 태어나 굴 밖으로 올라오면 바로 모래 탑을 쌓기 시작

한다. 이는 땅을 파서 집을 짓고 남은 무더기인데 암컷은 수컷이 만들어 놓은 

탑을 보고 와서 집안까지 살펴보고 맘에 들면 수컷과 짝짓기를 하여 알을 낳는

다. 암컷들은 더 높은 탑을 선호하고 모래구멍에 들어갔다가 맘에 들지 않으면 

다시 나오기도 한다. 짝짓기 시기인 5월이 되면 모래구멍이 1m가 넘는 나선형

의 굴들을 모래탑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굴 속에는 다양한 용도의 방이 만

들어지는데 짝짓기 방과 알 낳는 방, 비상구 등이 있다. 7월이 되면 산란기가 모

두 끝난다.

 플라티타서스 달랑게는 암수가 모두 검은 눈을 가지고 있으며 모양이 비

9) 출처: 사막의 끝자락, 달랑게가 사는 곳. EBS 방송 [다큐 10+], 33회



슷해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짝짓기 계절에 수컷들은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춤을 춘다. 이들은 모래탑을 쌓지는 않지만 암컷이 구멍으로 들어가면 짝짓기를 

하여 알을 낳는다. 

 

 춤으로 서로를 유혹하고 맘에 드는 상대를 고르는 플라티타서스 달랑게

의 모습과 좋고 튼튼한 집을 만들어 신부를 기다리는 사라탄 달랑게의 모습을 

보며 인간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달랑게의 사회를 볼 수 있는 것 같

다. 앞으로 춤 연습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해서 튼튼하고 좋은 집을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든다(개인적인 의견이었음). 

우리는 이러한 춤추기와 노래 소리 등의 의사전달과정이 진화에 의해서 

스스로 습득되어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유전자에 내재된 설계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 식물들의 의사소통 능력

을 이해하게 된 것을 통해 우리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과 뛰어난 지성을 가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충분히 그들의 언어

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