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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눈을 가진 해파리

   과학자들은 1세기 이상 동안 
상자해파리(box jellyfish, cubozoans, 
입방해파리로도 알려져 있음)는 독특한 
배열의 눈(eyes)들을 가지고 있음
을 알고 있었다. 상자해파리는 4
가지 다른 유형의, 총 24개의 눈
을 가지고 있다. 8개의 눈은 척
추동물(vertebrates)의 눈을 닮았다.
   그 눈들은 ‘정교한 렌즈, 망
막, 홍채, 각막’ 등을 가지고 있
는데 이들은 단지 0.1mm 지름의 
한 눈 안에 모두 들어있다. 그러
나 그 눈들의 기능과 성능의 특
성은 탐구되지 않았었다. 단지 
그 눈들은 상자해파리에 빛과 그

림자에 반응하고, 장애물들을 피해 나가기에 충분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
다는 것만이 알려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 상자해파리는 단지 물에 떠다니며 촉수에 걸리
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 있는 물체 쪽으로 수영을 하며, 
다른 것들을 피할 수 있는 활발한 포식자로 밝혀졌다. 따라서 상자해파
리는 진화론자들에게 수수께끼가 되고 있다. 만약 상자해파리가 단지 어
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하는 정도만 필요했다면 그들이 그러한 복잡한 세
트의 눈들을 필요로 했던 이유는 하나의 수수께끼라고 한 진화론자는 말
하고 있다. 동시에 그들의 진화론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해파리는 눈을 
진화시킨(phylum Cnidaria, 자포동물) 최초의 동물 그룹 중 하나에 속한다. 
따라서 그들의 눈이 어떻게 작동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초기 진화의 
시기에 눈은 무엇과 같았을 지를 과학자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 연구자들은 자세  
  히 조사했다. 그들은 상자  
  해파리 종(種)인 Tripedalia  
  cystophora의 근접 비디오  
  녹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해파리의 4개의 상부 렌즈  
  눈(upper lens eyes)과 우묵  
  한 눈(pit eyes)은 수영 방  

      해파리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어린이의 손          향이나 종(bell, 해파리의 머
리) 방향과 관계없이, 심지어 해파리가 완전히 거꾸로 있을 때라도 항상 
위쪽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다.   
   해파리 수조실험과 물속 광학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연구자들은 상자해
파리들은 위쪽 맹그로브(mangrove) 나무에 초점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눈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해파리들은 그들이 먹는 갑각류가 
풍부한 카리브 해 맹그로브 나무의 뿌리들 사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서
식지를 찾아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 심지어 강한 조류 또는 빗물 흐름이 있는 곳일지라도 말이다. “이것
은 해파리 또는 다른 무척추동물에서 항해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입증된 
최초의 지상관측에 대한 단서이다.”(Dan-Eric Nilsson, 코펜하겐 대학) 
   연구자들은 상자해파리는 수면 물결과 나무의 높이에 의존하여 심지
어 8m 떨어진 거리에서 머리 위를 덮은 맹그로브 나무들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수중 관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직적 중심 시야를 갖는 상부 렌즈 눈이다. 그 눈의 시야는 스넬
의 창(Snell’s window)과 거의 일치하는 100° 바로 아래이다. 스넬의 창은 
수중 관찰자가 육상 세계를 180° 전체로 바라봤을 때 빛이 물 표면을 
통과하면서 굴절되면서 97° 원형 창(circular window)이 된다.(마치 수면에 둥
근 창이 형성된 듯 한 현상이 나타남)
   놀랍고, 놀랍고, 놀랍다! Current Biology지에 게재된 논문의 결론에
서 연구자들은 명쾌하게 말하고 있다. “해파리와 같은 기초적인(하등한) 
동물에서 이러한 항해 시스템의 발견은 놀라운 일이다.” 기초적(basal)이
라는 단어는 진화론적 계통나무에서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진화의 관점에서 지
상관측 신호의 사용은 바다생물에 의
해서 생겨난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
닌 것처럼 보인다. 특히 해파리는 그
럴 수 없어 보인다.”    
   코펜하겐 대학의 수석연구원 앤더
스 가름(Anders Garm)도 언론 보도에
서 말하고 있다. “뇌와 발달된 동작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는 해파리가 시

각에 의해서 수행되는 항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놀랍다. 그러한 행
동은 사소한 행동이 아니다. 이 해파리와 같은 단순한 동물의 행동은 과
소평가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놀라움은 전염되고 있다. 그 연구 결과에 대해 텍사스 대학의 해양과
학자 에드워드 버스키(Edward Buskey)는 New Scientist 지에서 말했다. 
“원시 신경계를 가진 한 동물에서 이러한 발달된 시각 능력의 발견은 놀
라운 것이다. 단순한 생물의 감각계가 매우 복잡한 적응을 어떻게 사용하
게 되었는지는 이해되지 않고 있다.”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옳은 말
이다. 그들에게 소위 진화론적으로 ‘원시적인’ ‘간단한’ 생물이 전혀 원시
적이지 않으며, 간단하지 않고, 기초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고도로 복잡한 상자해파리의 눈은 진화론적으로 초기 시기의 눈
이 무엇과 같았을 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생물들은 처음부터 특별한 
서식지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롬 1:20) 
   그러나 이렇게 진화가 아닌 창조자에 의해 분명히 설계되고 창조되었
음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슬프게도 진화론자들 가운데 창조를 
인정하거나 설계자(Designer)에 관한 것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상자해파리는 그들의 독특한 눈을 사용해서 물속 위의 세계를 바라본다. 
만약 진화론자들도 그들이 빠져있는 진화론적 패러다임 너머를 볼 수 있
다면 그들도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에 필요한 항해의 단서를 발견
할 수도 있을 것이다.(마 7:14, 요 14:6)(*) 출처 / 창조과학회 웹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