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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RTH IS ROUND
이토록 아름답고, 정확한 지구를 위하여.
글 주현욱(피처 어시스턴트 에디터)

우리가 사용하는 세계지도는 대부분 메르카토르도법을 따른다. 지금이야 3D 프린팅 기술이 있지만, 과거에는 구 형태의 지구를 평면에 옮
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드 지리학자 메르카토르가 제시한 것이 이 도법이다. 원기둥 안에 지구를 넣고 가
운데 불을 켰을 때 원기둥의 표면에 반사되는 그림자를 그리는 방식인데, 가장 큰 단점은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그 면적이 실제보다 크게 왜
곡된다는 것이다. 극지방에 위치한 그린란드보다 14배가량 면적이 넓은 아프리카 대륙이 지도에서 더 작게 그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쯤에서 소개하려는 지도 제작자가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구본 제작자다. 말 그대로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지구본을 만드는 회사,
벨러비앤코 글로브메이커스(Bellerby & Co. Globemakers)가 그 주인공이다. 설립자 피터 벨러비는 2008년, 아버지의 80번째 생일 선물로
지구본을 떠올렸다. 그 당시 그가 구할 수 있는 지구본이라곤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싸구려뿐이었다. 평소 취미로 바이올린을 만들 만큼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직접 지구본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 일이 커져 지금의 회사를 차리게 됐다. 그들만의 특별한 지구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다. 우선 고객으로부터 원하는 지구본 크기와 디자인을 세세하게 주문받는다. 그리고 두 개의 반원형 거푸집을 사용해 완벽한
구를 만든 다음, 그 위에 수백 개의 지도 조각을 풀칠해 붙인다. 풀이 마르면 화가들이 붓과 물감으로 수채화를 그리듯 지도를 완성한다. 가
장 큰 지구본인 ‘처칠’은 지름이 무려 127cm인데, 완성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렇게 제작한 지구본을 다시 특수 제작한 비행용
지만 남다른 심미안을 지닌 사람들이 이 아날로그 방식의 지구본을 구하려고 세계 곳곳에서 구매 대기 중이다. 이 와중에 구글맵스의 행보
는 점입가경이다. 최근 2D 평면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배율을 낮추면 동그란 3D 지구 모양이 되는 기능을 추가한 것. 4인치 남짓한 스마트폰
으로 지구본을 휙휙 돌려가며 전 세계 국가의 크기를 정확한 비율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말 그대로 지구가 내 손안에 있는 셈이다.
메르카토르가 세상을 떠난 지 400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구인들은 지구를 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완연히 다른 두 방식 중 우위를 따질 순 없겠지만 적어도 두 지구인의 마음은 같을 것이다. 자신의 행성을 더 아름답고, 정확하게 그려내고자
하는 욕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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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에 담아 고객에게 전달한다. 가격은 적게는 1천1백99파운드, 많게는 7만9천파운드부터 시작된다고. 웬만한 자동차보다 비싼 가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