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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결합된 융합형

『과학 융합』은 교과목의

성격을 지니며, 과학계열을 선택한

한편 일부 단원에서 다뤄지는 개념은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개념 자체에 대한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소홀하기 쉬운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는 과학중점학교의 과학중점과정에서

이해보다는 과학 개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접근하기

새로 개설되는 특별교과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분야는 자료 조사와 관련 도서를 참고하여 더 많은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바랍니다. 또한 각 단원은 그 분야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관심이 있는
단원을 순차적으로 모두 공부하기보다는 관심이 가는 단원부터 필요한 만큼 학습할 수도

인문, 사회, 문학, 예술, 지리 등의 타 분야와
이 교과서는 과학이
결합된 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의 소통,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별 상황에 따라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탐구, 과학과 예술, 과학과 경제, 과학과 지리 등의 과학융합 내용을 통하여
인문  사회  예술 전반에 걸쳐 과학이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이야기 형식으로

이 교과의 학습을 통하여 과학이 다른 분야와 어떻게 융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여, 더욱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과학의 소통에서는 과학글쓰기와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더 과학을 바탕으로 한 인문  사회과학적 소양을 쌓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현대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예술에서는 문학, 음악, 미술 속에서 과학이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가를 이해하여

2010년 8월

과학 법칙의 예술성을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과학과

지은이 모두

지리에서는 지도와 GIS를 살펴보고, 지구촌 과학 기행을 통해 과학 선진국에 깃든
과학, 인물, 문화의 향기를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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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학글쓰기
■ 2 과학 커뮤니케이션

PART

Ⅰ

과학의 소통

이런 글쓰기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인데 글의 종류나 장르에 따라 나누

1

기도 하지만, 글의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흔히 국어 시간
과 작문 시간에 배우는 글쓰기는 예술적 글쓰기라고 한다. 글을 도구로 하여

과학글쓰기

 예술적 글쓰기
국어 시간과 작문 시간에 배우는 글쓰기

예술적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 수필, 소설 등이 해당된다. 이에 반하여 자
신의 생각과 주장을 타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한 글쓰기를 논증적
글쓰기라고 한다. 논문이나 비평문, 보고서 등과 같이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
고에 의해서 작성된 글들이 해당된다. 예술적 글쓰기는 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논증적 글쓰기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타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한 글쓰기

그 좋고 나쁨은‘미학적 판단’
에 의해서 이뤄진다. 하지만 논증적 글쓰기는 논
리적이고, 합리적인 의견과 주장을 담아 독자의 의사 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1 과학글쓰기의 기초

│학습 목표│과학글쓰기와 일반적인 글쓰기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얼마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옳은 것인지와 글에 담긴 논증이 바르게 되었는가
등‘논리적 판단’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글쓰기에 관한 정의와 분류 방식에 따르면, 과학글쓰기는‘과학적
현상과 사실, 개념과 원리, 법칙과 이론에 대해 사고하는 내용과 과정을 논리적
인 글로 표현하는 활동’
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과학은 언어에 의해 표현되고, 약속된다. 과학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정확한
의미를 가지며, 과학자의 사고와 행위를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독자에
따라 서술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에 의한 논증
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이 일반적인 글쓰기와 다른 점이다.

│과학글쓰기의 목적│
과학글쓰기가 필요한 분야는 다양하고, 그 목적 또한 다양하다. 하지만 과학
글쓰기의 공통적인 목적은‘과학 지식의 확장’
과‘과학 지식의 재생산’
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자가 연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나 연구의 결과물을 담은
논문들이 대표적이다. 또한 과학의 내용을 담은 과학 대중서도 과학 지식을 확

│과학글쓰기의 정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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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다. 물론 과학 에세이는 과학 지식보다는 경험

자신의 경험과 생각, 의견, 감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그림, 음악,

을 우선시하지만, 이 또한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과학 지식의 확장이라고 볼 수

동작, 음성 언어, 기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의 수단

있다. 그런데 과학 지식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닌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성격

중에서 문자 기호를 통해 표현하는 활동이 글쓰기이다. 글쓰기는 단지 말할 것

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과학글쓰기

을 적는 것이 아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경험, 생각과 감정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

가 담당하고 있다. 과학 지식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에는 경험적 방법과 추론(연

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으며, 자신

역)적 방법이 있다. 경험적 방법은 직접적인 관찰과 실험으로 과학 지식을 확장

의 생각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한다. 즉, 고찰

시킬 수 있고, 추론적 방법은 기존의 지식으로부터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

과 반성의 기회가 전혀 없는 말하기와 달리, 글쓰기는 자신이 표현하려는 것에

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글쓰기에는 이러한 경험과 추론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사고한 내용과 과정을 문자 기호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이 포함되어 필자의 과학 지식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수
1. 과학글쓰기

9

적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과학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표현하고, 과학 지식을 논리적인 추론 과정과 타당한 논증 능력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음 글을 읽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차 평가 제도(NCAP)의 등급을 차의 안정성을 보장
하는 객관적 척도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는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에 대해 정면충돌 시험과 제동 성능 시험을 통해

│과학글쓰기에 필요한 과학적 사고력│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소비자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작사가
좀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동차 안전도 평가 제도라고도 한다. 정면충돌 시험

그동안 과학적 사고력이란 형식화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사고

에서는 탑승자의 상해 정도, 충돌 때 문이 열리는지, 충돌 후 문이 제대로 열리는지, 충돌 후 연료가 새는지의 4개 항목

로 좁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과학과 사회와의 상

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차를 시속 56 km로 콘크리트 고정벽에 정면충돌시켰을 때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호 연관성이 커짐에 따라 과학적 사고력은 형식화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고력이기보다는 광범위한 문제에서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으로 의미가 전환되었다. 이에 과학적 사고력을‘과학에 관련된 개인과 사회
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

을 평가한다. 제동 성능 시험에서는 제동 거리와 제동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탑승자의 상해 정
10 % 이하면 1등급, 20 % 이하면 2등급, 35 % 이하면 3등급, 45 % 이하면 4등급, 45 % 이상이면 5등급이다. 신차 평
가 제도는 1999년부터 건설교통부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3년에 이르러 정식 법규로 제정되었다. 미국은
1978년, 오스트레일리아는 1993년, 유럽은 1995년, 일본은 1996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은‘과학 지식의 확장’
과‘재생산’중 어디에 가까운가?
● 자신이 작성한 글에 사용된 과학적 사고력은 무엇인가?

능력’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논리적 사고력은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 현상의 원인을 설명
하고 예측하는 과정,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납적·연역
적·가설-연역적 추리가 포함된다.
비판적 사고력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혹은 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합리적, 반성적 사고라 볼 수 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
러 대안 중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고 새로운 선택을 제시하며, 입장을 결정하는
능력이 비판적 사고에 해당된다.

과학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로만 생각하기도 한다. 원자나 분자를 이용한 노래
가사를 만들고, 원자력의 발견 과정을 하나의 소설이나 희곡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과학을 대상으로 한 글은 글의 구조, 관습, 형식 등을 시, 소설, 희

과학교과서에 사용된 예술적 글쓰기

01 비디오 제작회사에서는 원자와 원소에 관한
비디오를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각본을 부탁
했다. 상영 시간 5분 분량의 중학교 3학년

곡 등과 같은 다른 장르로부터 끌어오게 된다. 그 시대의 문화적 관습과 맥락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본을 써 보자.

의해 글을 쓰는 예술적 글쓰기이다. 이러한 예는 과학 교과서에서도 많이 다뤄

출처 : 교학사,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3

지기도 한다.

02 선
 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창의적 사고력은 새롭고 기발하면서도 유용하고 적절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그러나 과학글쓰기는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과학적 맥락과 형식의 지배를

낼 수 있는 능력이다. 달리 말하면 지금과‘다른’
, 지금보다‘더 나은’
, 지금에서

받는 논증적 글쓰기이다.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특정한 독자를 대상으로 사실

내용을 바탕으로 여행 안내서를 작성해 보자.

‘새롭게 가능한’대안을 생성해 내는데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유창성, 융

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보고하는 글쓰기이다. 분류, 통계학적 분석, 수학적 분석,

출처 : 동화사,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2

통성, 독창성, 정교성으로 설명되는 발산적 사고와 비유적 사고, 창발적 사고가

비교 등의 방법으로 실험을 통해 나타난 관찰, 결과, 방식을 기술하는 기술글쓰

창의적 사고력에 포함될 수 있다.

기(technical writing)이다. 그래서 과학 용어의 의미와 표현 방식이 중요하며,

살았던 생물과 그 시대의 환경에 대해 조사한

글의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과학 용어를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과학글쓰기에 사용되는 과학 언어│
과학글쓰기는 일반적인 글쓰기와 다른 특징을 가지지만,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 공통된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글쓰기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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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필수적이다.
과학글쓰기에 사용되는 과학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를 기반으로 하지만, 동시
에 과학 언어만의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과학글쓰기

11

과학 용어를 사용하는 과학글쓰기

03 그림은 중생대 중기에 나타난 시조새의
화석이다. 시조새는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 날개 끝에는
발가락이 있으며

첫째, 과학 언어는‘정보 압축성’
을 갖는다. 과학 언어에는 많은 정보들이 압
축되어 있어서, 일반 언어에 비해 내용 단어가 많이 묶여서 하나의 절을 형성하

뼈가

있었다. 시조새 화석 사진을 보며 지구상에
조류가 어떻게 출현하였는지 적어 보자.
출처 : 두산,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2

04 물을 분해하여 얻을 수 있는 수소는 연료로

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압축성으로 인해 독자는 과학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
려움을 겪게 된다.

부리에는 이빨,
꼬리에는

논법에 의해 추론되는데, 과학 법칙을 대전제로 주어진 조건하에서 결론을 추

둘째, 일상적 언어와 달리 과학 언어에는 많은 전문 용어들이 포함되는데, 이

예를 들어,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대전제

과정

만일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고 운동 방향이 변한다면, 그 물체에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모두 힘이 작용하고 있다.

들 용어들은 대개 명사화를 통해‘추상화’
된 경우가 많다.
셋째, 과학에서는 전문화된 내용의 전달을 위해서 기술적 어휘가 필수적인

결론

추론

조건

단진자는 내려오는 중, 속력은 빨라지고 운동 방향도 변화한다.

결론

따라서 단진자가 내려오는 중, 진자에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각각 힘이 작용하고 있다.

데, 이를 통해 높은‘전문성’
을 갖게 된다.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물 분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음에 주어진 용어들을
사용하여 물 분해 과정에 대한 글을 지어
보자.
[물 분자, 원자, 에너지, 태양에너지, 반사경]
출처 : 금성출판사,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3

마지막으로, 과학 언어는‘권위성’
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과학에서 정보

위 예에서 대전제는 힘과 운동 상태 변화와의 관계에 대한 일반 법칙을 설명

가 단언적인 어조와 함께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제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은 운동 상태 변화에 대한 기술, 물체의 속력과

일상 용어보다는 전문 용어가, 의문형이나 명령형보다는 평서문이, 능동태보다

운동 방향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삼단 논법에 의해 결

는 수동태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과학 언어는 권위적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론은 왜 운동 상태가 그렇게 변화하는 지를 힘이 어떻게 작용하기 때문인지로

권위성으로 인해 과학 언어는 비인간화 및 일상과의 괴리를 수반하게 되는 경향

설명할 수 있다.

이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과학 언어는 과학글쓰기에서 다음과 같이 사
용해야 한다.

가 알고 있는 사실과 진리에 어긋난다면 그 결론을 받아들여질 수 없다.
여섯째, 과학 언어는 저자에 의해 신뢰성이 만들어진다. 저자가 속한 분야에

한다. 측정치와 범위, 조건, 속도 등을 제시하는데 엄밀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서의 권위, 위치, 교육 정도, 경험, 명성에 의해 글에 대한 신뢰성이 영향을 받는

닌 과학적 근거를 가진 중립적인 태도에서 글을 기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랑
의 감정을 도파민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미적 아름다움을 수학의 패턴과 비율
로 설명하는 것이다.
셋째, 과학글쓰기에 사용되는 유추나 비유는 글의 핵심을 명료하게 설명하거
나 이해시키고자 할 때 사용한다. 문학 작품에서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되
는 은유나 직유와 달리 주로 구조적 유사나 기능적 유사로 설명한다.
넷째,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주로 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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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의 진술이 아무리 논리적 결함이 없더라도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우리

첫째, 사실적인 정보를 서술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둘째, 객관적인 관점에서 진술되어야 한다. 감정적이거나 낭만적인 태도가 아

12

다섯째, 과학 언어는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면서 경험적 진리를 만족시켜야 한

다. 그리고 반대로 저자가 쓴 글에 의해 저자가 속한 분야에서의 권위, 위치, 명
성이 변화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헌 연구를 철저히 하고, 실험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해석을 타당하게 하는 과정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글을 써야 한다.

│과학글의 독자│
과학 문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작성되느냐에 따라 글의 작성 목적과 언어가
달라진다.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쓰는 글인가? 혹은 연구사
업을 수주받기 위해 결정을 내릴 사람을 위해 작성하는 글인가? 고등학생 수준
1. 과학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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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글인가? 등 독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

정리해 보기

라 글쓰기의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저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글을
써야하기 때문에 대상에 따른 전문 용어, 어휘 및 어법, 문장 구조 등을 선택해

전문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야 한다. 일반 독자에게는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가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기
물고

용어 설명 과정

예를 들어, 물고기를 설명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다.

대중적인 과학글쓰기 방법
1. 글을 쓰는 목적과 대상 독자를 정하고, 무엇을 글 속에 포함시키고, 무엇을 배제할지 결정하라.
2. 전문 용어보다는 서술적인 문장을 사용하라.

물고기는 냉혈 동물이며 척추동물로서 물속에서 살며 아가미로 호흡한다.

전문가

다음은 비전문적인 독자와 전문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글을 쓰는 방법의 차이를 나타낸 글이다.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방법이

3. 어려운 개념어는 사용하지 말고, 이와 관련 있는 단순한 어휘를 사용하라.
4. 복잡하게 서로 뒤섞여 있는 문장 구조를 단순 구조화시키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 진술하라.

일반 독자

물고기는 등뼈를 가진 냉혈 동물이다. 여기서 냉혈 동물은 주위 환경과 같은 온도로 피의 온도가 유지되는 동
물을 말한다. 또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도록 된 호흡 기관인 아가미를 가지고 있다.

5. 모든 문장들이 연관성을 갖도록 수정하라.

전문적인 과학글쓰기 방법
1. 글을 쓰는 목적과 대상 독자를 정하고, 무엇을 글 속에 포함시키고, 무엇을 배제할지 결정하라.

과학글쓰기에 사용되는 어휘와 어법은 독자에 따라 편하고 친숙한 것을 선택

2. 경제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압축하라.
3. 필요 없는 단어와 의미 없는 수식 문장들은 삭제하고, 종속 관계를 이용하여 문장을 결합하여 글을 압축하라.

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이고, 간결하게 하기 위해 압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선택한 단어가 너무 압축적인 의미라서 독자가 그 의
미를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독자의 입
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비경제적으로 진술하고, 여러 번의 수정 과정을 통해 글
을 다듬어 간결하고, 압축적인 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비구름’
이라
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 어린 독자에게는‘비를 만드는 구름’
이라고 해야 하고,
전문가에게는‘난층운’
이라는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문장 구조 역시 글을 경제적이고, 간결하게 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일반적인 독자를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단계를 하나씩 문장으로 이어주
기 위해‘그리고, 그때’등의 연결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전문가들을 위해 주요
요소들만을 결합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전문가들에게는
굳이 시간적 순서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유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요 요
소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지의 물질을 분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을 살

전문

의
미지

물질

펴보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용어 설명 과정

전문가

미지의 혼합물을 에탄올에 용해한 후 TLC를 시도했다.
분리된 Spot을 확인하기 위해 UV램프를 사용하였다.

일반 독자
독자
일반

미지의 혼합물을 에탄올에 녹인 뒤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Thin Layer Chromatography)를 시도했다. 그
후 혼합물이 각각 분리된 점이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자외선 등을 비추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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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글쓰기에서의 논증

때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귀납 논증을 펼치면 다음과 같다.

논증

│학습 목표│논증을 하고, 이를 검토 할 수 있다.
예1

니라 타인을 위한 작업이다.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나 주장을 정확하게

논증

전개 형식

예2

 전제 1 낮에 벽돌을 공중에서 놓자 떨어졌다.
 전제 2 밤에 삽을 공중에서 놓자 떨어졌다.
 전제 3 비오는 날 연필을 공중에서 놓자 떨어졌다.






 결론 따라서 모든 물체는 공중에서 놓으면 떨어진다.

 결론 따라서 우유는 설사의 원인이다.

과학글쓰기의 핵심은 논증이다. 논증이 포함된 글쓰기는 나를 위한 것이 아

귀납

전제
전제
전제
전제

1 라면, 김밥, 우유를 함께 먹었는데 설사가 났다.
2 라면만 먹었더니 설사가 나지 않았다.
3 김밥만 먹었더니 설사가 나지 않았다.
4 우유만 먹었더니 설사가 났다.

전달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추론 과정에 합당하도록 글을 기술해야 한다.

│논증의 의미│

[예 1]에서는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100% 참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반박 가능한 사실이 발견되면‘모든’이란 말이 틀리

논증(argument)의 의미에는 논쟁(disputation)이 포함되어 있어 말싸움으

기 때문이다. 또 [예 2]에서는 우유가 설사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거나 개연성이

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논증의 진정한 본질이 아니다. 논증은 어떤 결

높은 것이지 반드시 우유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귀납 논증에는 필연성

론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전제(근거,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논증

이 없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은 하나의 결론과 그 결론을 지지하도록 의도된 전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들
의 집합을 말한다. 여기서 결론은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주장이

반면 연역 논증은 전제가 결론을 필연적으로 보증하고, 전제의 오류가 없으면

며, 전제는 다른 사람이 그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결론은 필연적으로 참일 수밖에 없다. 연역 논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학의

논증의 과정이란 주장을 설정하고,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전제를 찾은 다음,

기본적인 규칙들을 알아야 한다.‘만일 p라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p를 전건,

그것이 합리성을 얻을 수 있도록 배열하는 과정이다.

q를 후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다음의 4가지 형식을 만들 수 있다.

논증

이러한 논증을 위해서 논리학이 필요하다. 논리학은 논증에서 어떤 논거를
가져다 댈 것인가, 어떤 형식으로 명제들을 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학문이다. 논
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론과 전제를 생각해 낸 다음, 이를 적절한 논증 형식으
로 배열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논증이 좋은 논증인지 다양한 조건들을

 전건 긍정의 형식
만일 p이면 q이다. 이것은 p이다. ⇒ 따라서 q이다.

 전건 부정의 형식
만일 p이면 q이다. 이것은 p가 아니다. ⇒ ?

적용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하나씩 알아보자.

│논증의 형식│

16

Ⅰ 과학의 소통

논증

전개 형식

 후건 긍정의 형식
만일 p이면 q이다. 이것은 q이다. ⇒ ?

 후건 부정의 형식
만일 p이면 q이다. 이것은 q가 아니다. ⇒ 따라서 p가
아니다.

위 4가지 형식 중에서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참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과학글쓰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논증의 형식은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이다.

전건 긍정식과 후건 부정식뿐이다. 따라서 연역 논증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문

귀납 논증은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보증하여 결론이 참일 수 있는 가능

장의 구조가 전건 긍정이나 후건 부정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다음의 활동을 통

성이 높은 논증이다. 주로 실험이나 관찰 등을 통해 얻은 결론이 논거로 채택될

연역

해 그 논리적 구조를 파악해 보자.
1. 과학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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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 시초가 있다는 옳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 명제들을 타당한 추론으로 간주할 경우, 보기에 주어진 명제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알아보자.
A. 물체가 운동방향은 일정하고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면, 그 물체에는 운동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짜힘이 작용하
고 있다.
B. 물체가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이 변한다면, 그 물체에는 운동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알짜힘이 작용하고 있다.

한편, 과학자들이 하는 실험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인 가설 검증 과정의 연역
논증을 살펴보자. 과학자들은 가설을 통해 관찰 및 실험 가능한 상황의 결과를
먼저 예측한다. 그리고 예측된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관찰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 전제 1 : 가설과 가설로부터 예측된 실험 상황

<보기>

● 전제 2 : 실제 실험 결과

가. 만
 일 물체에 운동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의 운동방향이 일정하면서 속력이 점점 빨

■

라질 수 없다.
나. 만일 물체에 운동방향과 수직인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면,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다.

결론 : 가설의 검증

이 경우 전건에 해당하는 것이 가설이고, 후건에 해당하는 것이 예측된 실험
의 결과이다. 그런데 실험을 통해 얻는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후건 긍정의 형식

● 논리적으로 타당한 명제는 무엇인가?
●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명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되므로, 논리적으로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오로지 개연
성과 가능성 있는 결론만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험의 결과가 부정적이
라면 후건 부정의 형식이 되어 논리적으로 가설이 틀렸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보기에 주어진‘가’명제의 앞부분은 A의 후건 부정식으로, 결론도‘따라서
p가 아니다’
라고 내리고 있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나’명제의 앞부분은 B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가설 검증 방식을 취했다면 이런 논증의 원리를 알
고, 절대적인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후건 긍정식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처럼 과학글쓰기에서 공식에

다양한

맞춰 글을 쓸 수 있으면 논증 오류를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글의 경제성에 의
해 대부분의 논증 과정이 생략된 채 문장이 기술된다. 하지만 그러한 글에서 논
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다음 문장들의 연역 논증을 살펴보자.
● 우리 은하계에 생명체가 거주하기에 적당한 행성이 수백만 개 있다면, 생명체

는 이 지구 말고도 여러 행성에서 진화돼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설 삼단 논법
만일 p라면 q이다. 만일 q라면 r이다. 따라서 만일 p라
면 r이다.

 선언 삼단 논법
p거나 q다. p가 아니다. 따라서 q다.

연역

논증

 귀류법
증명할 명제 : p다.
반대를 가정하라 : p가 아니다.
이 가정에서 이끌어내야 하는 명제를 논증하라 : q다.
이끌어낸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라 : q는 거짓이다.
결론을 내려라 : p는 결국 참일 수밖에 없다.

 딜레마
● 만일 우주가 무한히 오래됐다면 우주에 수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왜

냐하면 수소가 꾸준히 헬륨으로 변해 우주에 가득 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

p거나 q다. 만일 p라면 r이다. 만일 q라면 s다.
따라서 r이거나 s다.

고 이런 변화는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그러나 사실은 우주가 거의 수소로
만 구성돼 있다. 따라서 우주에 확실한 시초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첫 번째 문장은 전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누구나 옳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증 과정이 없어도 후건에 해당하는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의 생명체
존재에 대한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전건 긍정에 해당된다. 두 번째 문장은
전건이‘우주의 무한함’
이고, 후건이‘수소가 없다’
로, 후건 부정에 해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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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의 검토│
자신이 만든 논증이 좋은지 나쁜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글의 완성도를 높
일 수 있다. 좋은 논증은 관련성, 전제의 참, 충분한 근거, 반박 잠재우기 등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면 더 좋은 논증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예를 든 위대한 과학자 뉴턴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은 전제를 추가해 보자. 뉴턴이 범한 과학적 오류를 포함하여 미리 반박
을 잠재우는 시도는 논증을 한층 좋게 만든다.
1. 뉴턴은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을 발견하였다.

 논증과 관련된 읽기 과정
 논증적 읽기
글의 정확한 논증 구조를 파악하고, 글에서
주장과 전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읽는 것

2. 뉴턴은 빛의 분산 현상을 설명하였지만,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첫째, 전제와 결론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을 전기도
체로 판단하기 위해‘전기도체는 고체’
라는 전제를 사용한다면, 물질의 상태와

3. 뉴턴 역학은 그 시대정신에 반영되어 계몽주의를 이끌었다.
■

결론 : 따라서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이다.

전기도체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쁜 논증이 된다.

 추론적 읽기
글로 드러나지 않은 숨어 있는 전제를 찾아내
고, 그것을 통해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읽어내는 것
 평가적 읽기

둘째, 전제는 참이어야 한다. 이 조건은 너무나도 자명한 검토 기준이다. 그러

│논증적으로 글 읽기│

나 모호한 표현으로 이를 감추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논증은 이러한 잘못을 보

논증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논증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여준다. 사용된 전제들에 대한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논증

자신이 쓴 글의 논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읽기 훈련이 필요하다.

이라 볼 수 없다.

논증과 관련된 읽기의 과정은 논증적 읽기-추론적 읽기-평가적 읽기 등 순차

1. 로봇은 기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다.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논증 형식 그 자체
에 대한 평가와 전제들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
여 글의 좋고 나쁨을 파악하는 것

적 과정이 필요하다.

2. 로봇의 목적은 기계처럼 인간과 사회에 편리함을 주는 것이다.
3. 로봇은 기계가 그러하듯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각을 인지할 수 없다.
■

결론 : 따라서 로봇은 기계이다.

다음 활동을 통해 이러한 글 읽기를 단계적으로 해보고, 글에 숨어 있는 전
제와 핵심을 파악해 보자.

셋째, 전제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물론 어디
까지가 충분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독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 다음의 논증은 불충분한 논증으로 결론에 대한 신뢰
가 떨어지는 예이다. 뉴턴이 위대한 과학자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의
학문적 업적으로만 위대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의 철학과 과학에 대한 열정이
그 시대정신에 반영되어 계몽주의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가 부족하
기 때문에 아래 논증은 전제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1. 뉴턴은 운동 법칙을 발견하였다.
2. 뉴턴은 만유인력을 발견하였다.
3. 뉴턴은 빛의 분산 현상을 설명하였다.
■

결론 : 따라서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이다.

넷째, 반론을 염두에 둔 전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주장의 한계와
범위를 알고,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일종의 방어라고 볼 수 있다. 주장은 반론

다음 글을 읽고, 저자가 숨겨놓은 전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자.
 산소의 무게
사람에게 필요한 하루 산소의 양은 200~550 L이다. 10초 동안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뇌는 의식을 잃고 5분 동안 호
흡을 하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다.
“돈이

생기면 고민에 빠져요. 이 돈으로 쌀을 사야 하는지 산소를 사야 하는지... 밥은 한 끼 굶어도 괜찮으니까 결국
산소를 삽니다.”
중증 호흡기 장애 환자들은 생활비 대부분을 산소 구입에 쓴다.
“산소통

없이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해요. 죽기 전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산소통을 떼어버리고 바깥 공기를 원 없이 마
셔보는 거예요.”
산소는 1 mol의 무게가 32 g이지만, 너무 무겁고 너무 비싼 누군가의 숨이다.

출처 : 지식채널4, EBS

● 위 글의 결론과 전제를 찾아보자.
● 위 글에 숨겨진 전제는 무엇일까?
●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이 가능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반박을 잠재우기 위한 전제가 추가로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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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제시된 글의 결론은‘산소는 누군가에게는 비싸다’
는 것이지만, 저자

정리해 보기

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중증 호흡기 장애 환자들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증적으로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는 글의 구조를 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글의 구조를 만들
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용할 논증 형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논증적인 글은 어떤
논증 형식이든 여러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전제들
은 각각이 참임을 증명해 주는 근거들이 필요하다. 이 근거들은 필요할 경우 수
치나 자료, 그래프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글을 쓰면 전제들은 하
나의 단락이 되며, 그 단락의 문장들은 각각의 근거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
종적으로 결론을 지어 글을 완성할 수 있다.

다음은‘논증의 기술(앤서니 웨스턴 저/이보경 역, 필맥, 2004)’
에 수록된 논증적인 글을 쓰는데 중요한 사항들이다. 각
각의 사항들을 주의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논의해 보자.
(1) 논증을 이슈의 모든 측면에서 조사하라.
(2) 논증의 전제들 각각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옹호해 보라.
(3) 논증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다시 생각해 보고 수정하라.
(4) 주장하려는 것에 대한 물음을 먼저 생각하고, 물음에 대해 설명하라.
(5) 주장이나 제안은 분명하게 하라.
(6) 논증을 충분히 전개시켜라.
(7) 반론을 고려하라.
(8) 대안을 생각해 보라.
(9) 개요에 따라 써라.
(10) 도입부는 간단하게 써라.
(11) 한 번에 하나의 논증만 제시하라.
(12) 분명하게, 확실성을 가지고 써라.
(13) 반론을 옹호하는 논증을 해 보라.
(14) 논증한 것 이상을 주장하지 말라.

1. 주장에 대한 전제 1
- 전제 1에 대한 근거 1, 전제 1에 대한 근거 2, 전제 1에 대한 근거 3
2. 주장에 대한 전제 2
- 전제 2에 대한 근거 1, 전제 2에 대한 근거 2, 전제 2에 대한 근거 3
3. 주장에 대한 전제 3
- 전제 3에 대한 근거 1, 전제 3에 대한 근거 2, 전제 3에 대한 근거 3
■

결론

글의 구조가 결정이 되면 집필을 하게 되는데, 가급적 표현은 직접적으로 하여
한 문장은 하나의 의미만 지칭하도록 써야 한다. 그리고 문어체 문장을 통해 행위
의 주체와 서술, 목적을 분명히 하여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또
한 가급적 단문을 사용하고, 단락 구분을 통해 전제의 전환이 되도록 한다.
집필이 끝난 다음에는 글의 구조보다는 표현이나, 문장, 그리고 오자와 탈자
등을 바로 잡는 퇴고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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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셋째, 조사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객관성을 담보한 설문 문항을

과학 보고서 쓰기

수록해야 하고, 설문 조사 과정이 객관화되도록 조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주

│학습 목표│논증이 포함된 과학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로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과학에 대한 인식, 영향, 변화를 정량적 또는 정
성적으로 조사한다.
넷째, 학습 보고서이다. 과학 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생 스스로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거나 자율적으로 학습 과정을 기록하게 한다. 주로 특정
사물이나 실험에 대한 탐구 일지나 실험 일지, 일상 속에서 과학적 경험을 기록

과학을 공부하는 여러분을 비롯하여 과학자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과

하는 과학 일기 등이 해당된다.

학글쓰기는 보고서 작성이다. 과학 보고서는 과학 논문의 한 종류이지만, 과학
글쓰기에 관한 대부분의 기법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과학 보고서의 구조│
과학 보고서는 표지, 목차, 본문, 참고 문헌의 순서로 작성이 되는데, 노트에
계속 기록할 경우에는 표지와 목차는 생략되고, 본문과 참고 문헌을 작성하게

│과학 보고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보고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나 조사, 답사, 실험 등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기술하는 글이다. 보고서는 논문 쓰기를 향한 기초 훈련이면
서 학습 목적이 수반된 글쓰기이다. 즉 과학 논문 쓰기의 전 단계로서 독창성보

된다. 과학 보고서의 전형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

목차

보고서 구조

개요(Introduction) → 이론적 배경(Theory) → 실험 과정(Procedure & Method) → 실험 결과(Results)
→ 토론(Discussion) → 참고 문헌(Reference)

다는 객관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과학

과학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탐구 보고서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행위에 따라

종류

보고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실험 관찰 보고서

 답사 보고서

 조사 보고서

개요에서는 실험의 목적이나 실험의 필요성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실험을 통해 알고자 하는 주요 원리나 실험을 진행하고 결
과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과학 법칙이나 이론을 설명한다. 이때, 이론적 배경

 학습 보고서

을 너무 많이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참고 문헌 표시를 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찾아 볼 수 있게 한다. 실험 과정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실제로 수행되는 과정

첫째, 실험 관찰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실험 목적, 주제, 날짜, 장소, 실

을 기록한다. 새로운 실험 기구를 고안한 경우에는 그 상세한 구조를 설명하고,

험 및 관찰 대상에 대해 정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글의 내용은 객관성을

새로운 실험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작동법을 자세히 기록한다. 향후 다른

유지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재현

연구자가 실험을 하더라도 그 과정을 반복하여 동일한 실험 결과를 얻도록 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 위함이다. 실험 결과에서는 실험을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표로 작성하고, 그
표를 그래프로 변환하여 제시한다. 실제 결과 분석은 표로 작성된 정량적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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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답사 보고서이다. 답사 목적에 따른 답사 장소에 대한 세밀한 묘사와

터의 오차 범위와 그래프로 나타난 정성적 경향성으로부터 해낼 수 있다. 따라

중요 특징을 기록해야 한다. 주로 과학관이나 과학 관련 유적지, 첨단과학 시설

서 그래프는 내삽과 외삽을 통해 곡선으로 그려져야 한다. 최근에는 실험 측정

등을 답사하고, 답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과 동시에 표와 그래프가 자동으로 그려지는 MBL(Micro-computer Based
1. 과학글쓰기

25

Laboratory)에 의한 실험이 주를 이루므로, 컴퓨터 모니터 상에 나타난 표와

른 적용 사례를 밝히고, 예시 대신에 한계점을 사용할 경우는 오차의 발생 원인

그래프를 이미지로 화면 캡쳐하여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을 언급하여 반박에 대비한다. 따라서 토론 쓰기는 과학글쓰기의 논증이 포함

토론에서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거나 이론과의 일치, 불일치를 설명하거나 오

되어 진술되어야 한다. 다음의 활동을 통해 보고서 작성을 연습해 보자.

차의 발생 원인에 대해 기술한다. 여기서 이론적 배경을 더 심화시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이는 실험 보고서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
급적 해서는 안 된다.

│과학 보고서의 작성│
생활 탐구
과학 시간에 작성할 실험 보고서를 과학
보고서의 구조에 따라 작성해 보자. 특히
토론에 논증이 포함되도록 작성해 보자.

과학자들이 작성하는 과학 보고서는 보통 실험 일지나 탐구 일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특별히 실험을 위한 안내서가 없어 스스로 그 과정을 개발해 가면
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매 실험마다의 기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쓰는 과학 보고서는 정규 수업시간의 학습 과정 중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실험 교과서에 개요, 이론적 배경, 실험 과정이 미리 주어지는 경우가 많
아 추가적으로 과학글쓰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험 교과서에
수록되는 내용을 실험 안내서로 하여 실제 학생들이 과학 보고서의 전체 구조
를 쓰게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학 논문을 쓰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서 과학

다음 탐구 일지로부터 작성된 보고서를 보고 분석해 보자.
<탐구 일지>
체육대회 종목에 포함되는 발야구! 발차기가 중요한 승패 요인이 될 수 있다. 상대편 수비가 공을 잡기 어렵게 하려
면, 공을 어떻게 차야 할까?
공을 멀리가게 하거나 진행 방향이 휘어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먼저 공을 차는 각도를 30,°45,°70°로 달리 하며 공
을 찬 다음, 날아간 공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또 공을 휘어져 날아가게 하기 위해 공의 중심으로부터 약간 오른쪽 또는
왼쪽 부분을 찬 다음, 어느 방향으로 휘는지 관찰하였다.
그 결과 70°< 30°< 45°순으로 멀리 날아갔고, 왼쪽 방향으로 회전을 가해서 차니 공은 오른쪽으로 휘면서 진행하
였다. 또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을 가해서 차니 공은 왼쪽으로 휘면서 진행하였다.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실험 과정을 통해 탐구 일지를 작성하고, 이어서 전체 구
조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과학 보고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른 연구자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토론 쓰기이다.
토론 쓰기에서는 과학글쓰기의 논증을 포함하여 자신의 주장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토론 쓰기는‘사실(실험 결과)’
을 바탕으로‘주장(결론)’
을 내세우는
과정이다. 이때 사실과 주장 사이를 이어주는‘설명’
과 설명에 대한 과학적‘원
리’
를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예시 또는 한계’
를 덧붙여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주장하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 1]과 같다.
실제 토론 쓰기에서 실험 결과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전제로 사
[그림 1] 토론에 사용되는 논증의 구성 요소

<탐구 보고서>

1. 개요
이번 탐구는 발야구에서 상대편 수비가 공을 잡기 어렵게 차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발야구에서 공을 차는 것은 포물선 운동의 원리를 따른다.
포물선 운동에서 수평 도달 거리는 처음 날아가는 공의 각도와 속력에 따라 다르다.

용되어야 한다. 이 전제에 대한 근거로 이론적 배경에서 다룬 설명과 원리를 활
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시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시키는 전제로서 또 다

26

Ⅰ 과학의 소통

1. 과학글쓰기

27

3. 탐구 방법
① 각도를 30,°45,°70°로 달리 하며 공을 찬다.
② 위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여 공이 날아간 이동 거리를 비교한다.

4 과학 논문 쓰기

│학습 목표│특정 연구 주제를 연구하여 과학 논문을 쓸 수
있다.

③ 바람의 방향을 관찰한다.
④ 공의 중심으로부터 약간 오른쪽 또는 왼쪽 부분을 찬다.
⑤ 위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여 공이 어느 방향으로 휘는지 관찰한다.

4. 탐구 결과
●

공이 날아간 이동 거리는 70°< 30°< 45°순으로 커졌다.

●

왼쪽 방향으로 회전을 가하면 공은 오른쪽으로 휘면서 진행한다.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을 가하면 공은 왼쪽으로 휘면

서 진행한다.

5. 토론
첫째, 비
 슷한 힘으로 공을 차게 되면 45°정도가 가장 멀리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기의 저항이 없다고 가정

할 경우 공이 날아가는 동안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즉, 공이 날아가는 거리는 최대 도달 높이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속력의 곱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실험 사진에서 공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뒤로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는 아무리 바
람이 없는 날이라도 공기는 존재하기 때문에 공의 속력에 비례하여 공의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이 생기고, 그것
이 공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론값처럼 멀리 날아가지는 않는 것이다. 또 사람이 직접 실험한 것이기 때문
에 힘이 완벽하게 일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공기의 흐름이 공의 진행 방향과 같을 때, 공이 오른쪽으로 휘려면 공의 왼쪽 아랫부분을 차야 한다.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휘려면 공의 오른쪽 아랫부분을 차야 한다. 그리고 공이 빠를수록 공 주변의 공기 막을 한층 얇게 만들
어 주기 때문에 갑자기 공을 휘게 할 수 있다.
● 결과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 토론 부분에서 논증을 찾아 전제와 주장을 구분하라.

│과학 논문의 의미│
일반적 의미의 논문이란 어떤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의 성과를 그 분야
의 전문가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쓴 글을 뜻한다. 따라서 논문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확장이라는 학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글을 말한다. 과학 논문은 이러
한 논문들 중에서 과학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 논문은 일반적 논문이 가진 다음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첫째, 학문 발전을 위한 학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과학 연구 과정에
서부터 논증적인 글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둘째, 과학적 사고력이 바탕이 된 논리적인 글쓰기이다. 즉, 주장과 논거가 명
확하며, 논리적 연계성에 따라서 기술되는 글이다.
셋째, 과학 관련 전문가들의 글이다. 과학의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에 진
입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논문의 우수성을 통해 그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리해 보기

과학 시간에 작성할 실험 보고서를 과학 보고서의 구조에 따라 작성해 보자. 특히 토론에 논증이 포함되도록 작성해 보자.

그러면 이런 과학 논문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가장 많이 쓰이고 읽히는 논문은 바로 전문 학술지를 통해 매월 수록되는‘학
술 논문’
이다. 학술 논문은 각 분야의 학자들이 그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다른 학자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발
표하는 글이다. 그리고‘학위 논문’
은 학위과정중의 대학원생이 연구 능력을 갖추
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글이다. 그 외 비평적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으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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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관성 확보가 중요한‘평론’
, 사실 발견이나 관찰, 실험 등을 보고하기 위한 글로 조
사, 답사, 실험, 관측에 대한‘보고서’
가 있다.

목차

보고서 구조

초록 → 서론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 논의 및 결론 → 참고 문헌

│과학 논문의 구비 요건│
과학 논문은 독창성, 객관성,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독창성이란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전체 내용을 보지 않아도 쉽게 정

새로운 관점의 제시나 새로운 해석, 새로운 실험 방법을 통한 범위의 확장 등

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다. 주로 논제, 실험의 과정, 관찰한 결과, 최종 결

연구 방법에서의 독창성을 말한다. 그리고 객관성은 제시된 자료와 논증을 통

론을 반 페이지 이내에 정리한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논문의 초록을 검색하

해 이루어진 결론 도출 과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기술된 것을 말한다.

여 내용을 보고, 자신의 연구에 참조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논문에 수록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시되는 통계 자료 및 문헌 자료, 이에 기초한 논

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초록의 말미에는 핵심 키워드를 제

거가 치밀하고 정확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실험 과정과 논증 과정

시하여 온라인 검색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한다. 초록은 모든 논문이 작성된

을 진행시켜도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재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끝으

뒤 마지막에 논문과 독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로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없는 결과를
있는 것처럼 기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윤리성이 필요하다.

서론은 독자와 저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련 연
구의 흐름, 문헌 조사의 내용, 이론적 배경 등을 기반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을 밝히는 곳이다. 그래서 서론의 말미에는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과학 논문의 구조│
과학 논문은 개인이나 단체가 작성하는 쪽수가 다양한 문서로, 동일한 분야
의 연구자들이 논문을 참조하여 자신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활용된
다. 그래서 과학 논문은 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그 학술적 가
치를 평가하는 심사의 절차를 거쳐 학술지를 통해 공표하게 된다. 이 심사위원
들이 과학 논문을 평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논문

논문의 독창성을 부각시킨다.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의 대상에 대한 배경을 먼저 언급하고, 연구 진행 과정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연구에 사용된 각종 도구나 장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수행했는지를 기록하는데, 타인의 연구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통해 인용하게 된다.
연구 결과에서는 연구 방법에 의해 수행된 실험의 데이터를 표나 그래프로

평가

제시하거나, 여러 통계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실험이 대부분 인과 관계를 알

기준

아보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진술되어야 한





이 분야에서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학문적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가?
충분한 문헌 조사로 연구의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만을 기록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주관적인 해

결과에 이르는 방법이 설득력이 있고, 명확한가?

석이나 논의를 포함시키지 않고, 단지 사실만을 독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

저자의 결론은 결과에 바탕을 두었는가?

게 제시되어야 한다.
논의 및 결론에서는 결과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저자의 주장을 제시한다. 보

이러한 심사 기준에 맞게 과학 논문이 작성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논문 구조
에 따라야 한다. 다음은 일반적인 과학 논문의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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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로부터 저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시킨
다. 논의가 결과와 다른 점은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로 그러한 결과의
1. 과학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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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와 경위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통 논의는 결과를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
교·대조하거나,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평가한다.
참고 문헌은 서론에서 언급된 선행 연구 문헌과 논의에서 사용된 문헌들의
목록이다. 학술지마다 정해진 기술 방식에 따라 제시한다.

본론 쓰기는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를 진술하기 때문에, 사실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논문에 따라서는‘연구 결과 및 논의’
로 제시된 결과를 특정 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합리화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연구 결과는 분석되어 논증의
전제로 사용된다.
결론 쓰기는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전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담은 논
증을 제시하고, 연구의 기대 효과나 제언을 제시한다.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과학 논문을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http://www.riss.kr)를 이용하여 키워드 검색을 해보자.
● 키워드와 관련된 학위 논문들 중 한편을 정하고, 그 원문으로부터 연구 방법을 알아보자.
● 키워드와 관련된 학술 논문들 중 한편을 정하고, 그 초록으로부터 논문의 구조를 알아보자.

이상과 같은 과학 논문의 전반적인 작성 과정 이외에 과학 논문에는 과학글
쓰기의 주요한 기법들을 적용시킬 수 있다.
과학 논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래픽이다. 그래픽은 본문의 주장을 뒷받
침해 주는 의미 있는 증거를 독자들에게 시각화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분자의 구조에 관한 전자
현미경 사진처럼 일종의 최초 발견의 증거 문서가 되기도 한다. 그래픽은 도표
(그래프), 표, 그림, 사진 등이다. 이들 그래픽에서 과학적 정보 전달의 공통적

│과학 논문 쓰기 기법│
과학 논문은 논문의 주제와 구성 정하기, 서론 쓰기, 본론 쓰기, 결론 쓰기의
과정을 거친다.

인 특징은 정확하고 상세하고 복잡한 정보의 양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자가 이
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비교적 좁은 공간과 짧은 시간 안에 수행할 수 있게 디
자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과학글쓰기에서 중요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픽은 저자의 주장이나 설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근거로

먼저, 자료 수집과 검토, 문헌 조사를 통해 연구 주제를 찾고, 이어서 논문의

써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문 내에 그래픽에 대한 의미와 해석이 뒤따라야 하다.

제목을 정한다. 그리고 논문 전체의 개요를 짜고, 목차를 구성한다. 이 과정에

그래서 연구 결과로 구해진 데이터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

서 중요한 것은 바로 참고 문헌을 모으는 것이다. 참고 문헌을 찾을 때는 키워드

해서는 표와 그래프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의 행과 열은 논리적으로

를 사용하여 다른 연구자가 쓴 논문들의 초록을 검색하여 읽어보고, 필요하다

디자인되어야 하고, 그 디자인은 독자들에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시킬 수 있어야

고 판단이 서면 그 논문을 수집한다. 그런 방법을 반복하여 모은 논문들을 나

한다. 그래프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그래프 모양을 잘 선택해야

름의 분류 방식대로 분류하여 논문 작성 때 도움이 되게 한다.

한다. 막대 형태, 꺽은 선 형태 등 다양한 모양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문 전체

서론 쓰기는 문헌을 통한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 연구사 검토, 문제 제기, 연
구의 의의와 중요성, 연구의 방향, 연구의 한계와 범위 등을 설정하고, 연구가
미칠 영향 및 활용도를 언급한다. 과학 논문 쓰기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정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서론 쓰기이다. 왜냐하면 논문의 마지막 결론 및 논의와
일관성 있는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진술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32

Ⅰ 과학의 소통

에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불필요한 기호나 장식은 피하
고, 가로와 세로축에 제시된 눈금의 척도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 외에 그
림과 사진은 표현하려는 구조나 장면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만 효과적으로 사용
한다. 사진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하고, 선명한 화질의 것을 사용한다.
과학 논문을 쓰면서 의미의 혼동을 막고,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자가
1. 과학글쓰기

33

나름의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과학

점
주의

다음은‘가로등으로 밝은 학교 만들기’
라는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계획이다. 이 계획표를 참조하여 자신이 연구할 연구 계획을 세운 다음, 실제
연구를 진행하여 과학 논문을 써 보자.

논문 정의






정리해 보기

정의에 대한 내용은 정의하고자 하는 용어보다 쉬워야 한다.

연구 계획

구체적 사물일 경우 그 특징을 찾아 여러 방법으로 그 사물을 정의해야 한다.
쉽게 써야 한다.
비유적으로 쓰면 안 된다.

설문 조사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용어를 써야 한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 정하기
- 밝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로등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가로등 간격에 따른 변화 탐구)

연구 대상 선정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 지역 선정
- 식당 앞, 체육관 가는 길, 운동장에서 정문 가는 길 등

사이의 관계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분류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배열 규

실험 설계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실험 설계
- 학교 내에 어둡다고 선정된 지역에 추가로 가로등 설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탐구 실험
을 한다.
[실험 1] 선정 지역은 과연 어두운가?
[실험 2] 가로등 하나로 밝힐 수 있는 거리는?
[실험 3] 효율적인 가로등 설치를 위한 간격은?
[실험 4] 선정 지역의 가로등 추가에 드는 비용은?

실험 수행

실험 활동을 일정에 따라 진행
- 선정 지역에 대해 낮과 밤의 조도를 측정(2일 소요)
- 가로등 설치에 따른 조도 변화 측정(1일 소요)
- 가로등 적정 간격 찾아내고, 그에 따른 학교 내 가로등 설치비용 산출

칙을 명확하게 정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문헌 조사의 내용을 글의 목적에 맞게
분류해야 서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제의 근거로 사용되는
예들을 잘 분류해야 전제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을 기술하는 비교와 차이점을 기술하는 대조는 과학
논문의 결론에서 많이 사용되는 글쓰기 기법이다. 현실과 이상, 예상된 결과와
실제 결과, 이론과 실험에 의한 증거, 자신이 발견한 것과 다른 사람이 발견한
것, 자신의 방법과 다른 사람의 방법 등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다.

주제와 관련된 설문 조사로 연구할 요소 찾기
-학교를 다니면서 어두워서 다니기에 불편하다거나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장소는 어디입
니까? 그 곳에서는 어떤 불편함을 느꼈습니까?

연구 문제 결정

과학 논문에는 분류 기법을 적용하여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 분류는 별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체계화하고, 조직화할 수 있어 여러 요소들이 가진 유사점들

내용

실험 보고서 작성
논문 작성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고, 문제 해결 방안 제시
과학 논문의 구조에 따라 논문 작성

과학 논문에서 연구 방법에 사용되는 과학글쓰기 기법은 과정에 대한 진술
방식이다. 단순히 연구자가 어떻게 했는가를 나타내는 과정 서술, 독자가 그것
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을 지를 안내하는 서술, 그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과정 분석이 있다. 또한 과학 논문에서 다루는 실험 상황은 인과 관계를
관찰하는 것이므로,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 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결과를 유발하는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으로 구
분하여 제시할 수 있고, 그 원인들이 필수적인가, 기여하고 있는가, 충분한가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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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용적인 과학글쓰기

다음에 제시된 실험 장비에 대한 소개서를 참조하고, 실제로 작동시켜 본 다음 비평문을
작성해 보자.

│학습 목표│여러 가지 실용적인 과학글들을 보고,
이들을 평가 할 수 있다.

Go! Motion은 USB 포트를 이용해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 실험을 할 수 있는 차세대 동작
감지기입니다. Go! Motion은 운동하는 물체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컴퓨터로 자료를 송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다양한 입력과 출력
방법을 통하여 실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통신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필요한 설정이나 기능들을 기기나 디스플레이 화면을 이용하여 쉽게 조작할 수 있
습니다. 사용자가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물리나 물성 과학의 중요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센서를 직접
설치하여 사람의 움직임, 카트나 램프, 진자 운동과 같은 실험을 하기에 유용한 센서입니다.

특정한 목적으로 과학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 대중을

● 상품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위해 작성하는 글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과학 논문 쓰기에 익숙한

● 작성한 비평문에서 상품에 대한 단점과 장점을 포함시켰는가?

과학자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실용적인 과학 글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실용적인 과학글쓰기의 범주│
과학 보고서나 과학 논문 이외에 과학글쓰기를 해야 하는 모든 글을 실용적
인 과학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과학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시각적 효과와 간결한 문장으로 장점을 부각시켜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표 목적을 먼저 파악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과학적 연구물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감상과 품평의 단계를 넘어
그것이 가진 가치를 객관적인 기준에서 평가하는 과학 비평문, 자신의 연구 결
과를 부각시키고 장점을 내세우기 위해 작성하는 과학 프레젠테이션 자료, 자신
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과학 에세이 등이 이 범
주에 포함된다.

한다. 이때 사전 준비란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영상, 사진 등을 준비하
는 것과 청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배경 음악, 발표자의 어투와 목소리의 크
기, 말의 완급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과학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는 과장
된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주어진 시간 안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과학 비평문은 과학적 사건이나 과학적 발견, 과학적 발명품 등에 대한 자신
의 평가를 주장의 형태로 제시하는 글이다. 주로 과학 이슈나 새로운 기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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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에세이 쓰기│

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예를 들면,‘영화 아바타는

과학 에세이는 저자의 과학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과학 현상이나 사실에

3D 영상 기술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주제나‘신제품 3D 디지털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하는 글로 과학 논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카메라 사용 후기’등의 글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 과학 에세이는 크게 세 가지 요소에 주안점을 두고 표현되어야 한다.

과학 비평문을 쓰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상을 분석하기

첫째, 과학성이다. 과학성은 언급된 내용에 과학적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하고,

위한 객관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준에 따른 비평 내용에 대한 분

주제에 맞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는 등 과학에 대한 정확성과 관련성에 관한 것

석과 비평 대상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담아야 한다.

이다.
1. 과학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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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학적 사고력이다. 과학적 논증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 전제와 결론이

다음에 제시된 과학 에세이를 읽고,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판단해 보자.

바르게 연결되어 저자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되는 지에 대해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과학적 표현력이다. 과학 언어에 적합한 전문 용어를 선택하고, 문장의
정확성과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법과 표기법에 맞게 표현하는가에 대
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세 가지 주요 요소는 어떤 과학 에세이가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판단

봄이 되면, 체육대회를 하느라 학교 운동장 곳곳이 흥

는 것을‘시너지 효과’
라고 한다. 반대로‘1+1’
이 2가 되

겹다. 그런데 체육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책

지 못하는 경우를‘링겔만 효과’
라고 한다. 독일의 심리학

이 있어야 할까? 학생들간의 협동심을 가장 많이 길러주

자 링겔만은 집단에 속한 개인의 공헌도를 측정하기 위해

는 단체 종목인 줄다리기의 필승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줄다리기 실험을 했는데, 1 대 1 게임에서 1명이 내는 힘을

줄다리기는 지면과 신발과의 마찰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
된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작용과 반작용 법칙’
에 의해
서로 같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과학적으
로 보면, 마찰력의 크기는 몸무게와 접촉면의 상태만 관계
가 있기 때문에, 상대편 팀과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로 몸무게가 비슷하면 과학적
원리를 적용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마찰력은 물체가
지면에 수직으로 누르는 수직 항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높
은 자세는 수직 항력을 증가시켜 마찰력을 크게 하고, 낮은
자세는 중심이 흐트러져 마찰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그
래서 줄다리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힘을 주기 위하여 뒤로
눕게 되면 수직 항력이 점점 작아져 결국 지게 된다.
따라서 마찰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 키가 큰 사람
으로 높은 자세 유지, 뒤에 무거운 사람으로 낮은 자세로
하며 응원단장으로 하여금 구령을 넣게 하여 한꺼번에 힘
을 주어 당기도록 해야 한다.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100이라 할 때, 참가자 수에 따라 어느 정도 힘을 내는 지

│과학글쓰기의 훈련│

측정하였다. 그 결과 2명이 참가하면 93, 3명이 참가하면

과학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단지 책을 많이 읽

85로 사람이 늘수록 공헌도가 떨어지는 심리적 현상을 찾
아내고,‘링겔만 효과’
라고 하였다. 이는 책임 소재가 불분

고, 글을 많이 쓰는 것만으로는 글쓰기가 빠르게 늘지 않는다. 특히 논증적 글

명할 때,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 때, 팀 내 구성원 스스로

쓰기는 글의 구조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가 개인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하튼 이런 심리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경기 시

위해서는 초인지를 활용한 글쓰기 훈련을 해야 한다. 초인지(metacognition)

작부터 구호를 외치지 말고 있다가 상대방의 구호 소리가

란 글쓰기 과정에서 스스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인간 변인), 글쓰기 주

엇박자가 나면서 흐트러져 지쳐갈 때쯤, 기다렸다는 듯이
힘차게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
면서 동시에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승리의 필승법이 된다.
이 줄다리기는 과거 1900년 제2회 올림픽 때부터 1920

[그림 2] 초인지를 활용한 글쓰기 훈련

제는 자신의 인지 상태와 어떤 관계인가(과제 변인), 주제를 표현하는 데 적절한
인지 전략은 무엇인가(전략 변인) 판단하여 글쓰기 전 과정에 대한 전략을 계획
하고, 점검, 평가, 조절하는 인지 과정에 대한 지식과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년 벨기에 올림픽 때까지 정식 종목이었다. 각 팀 8명이 공
인 경기화를 신고, 8명 합계 체급별로 경기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국제줄다리기연맹(TWIF) 경기 규칙이 적용된다. 이

이러한 초인지 지식과 초인지 조정 기능은 계획하고, 작성하고, 검토하는 전 과

연맹은 1999년 7월 IOC의 승인을 받았고, 2002년 2월

정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초인지를 활용하여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과정

(제113차 IOC 총회,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는 올림픽 헌

중에 초인지에 대한 요소들을 질문을 통해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한다. 다음은 글

그런데 이 구령은 과학적으로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장 29조에 따라 IOC의 정식 종목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

못한다. 하지만 열심히 구령을 외치는 것은 심리적인 효과

래서 언젠가 다시 줄다리기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될지도

가 크기 때문이다. 팀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을 100 % 발휘

모른다. 그때를 위해서 줄다리기 필승법을 연구하는 것이

하도록 하여 상호 보완을 통해‘1+1’
을 2 이상으로 만드

필요할 지도 모른다.

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하는 초인지 확인 질문의 내용이다.

● 위 글에서 과학성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 위 글에 제시된 논증은 무엇인가?
● 위 글의 과학적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수정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38

Ⅰ 과학의 소통

1. 과학글쓰기

39

과정
① 이 과제는 쉬운 것인가?

초인지 확인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주어진 차례대로 과학글쓰기를 해보자.
옆의 그림은 1/30초 만에 한 번씩 번쩍이는 조명 아래서 찍은 어느 진자의 다중 섬광 사진이

초인지 확인 질문

생성하기

② 소재와 관련하여 떠오른 생각을 적어 보았는가?
③ 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강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④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에게 물어 보았는가?

다. 이것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주장하고, 알아낸 것의 근거를 적어 보자.

⑤ 생성한 것을 기초로 적어 보았는가?
조직하기

계획하기 - 생성하기
위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기록해 보자.
●

이 과제는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

소재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 보았는가?

●

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강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에게 물어보았는가?

⑥ 잘한 부분이 있었을 때 스스로에게 칭찬을 했는가?
⑦ 나는 지금 쓰기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가?
⑧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는가?
⑨ 앞에서 생성하고 조직한 것을 토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는가?

작성하기

⑩ 내가 잘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는가?
⑪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았는가?
⑫ 표현 문제에서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⑬ 초고를 여러 차례 읽어 보았는가?

계획하기 - 조직하기
사진을 해석하는 주요 개념을 가운데 적고, 기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재조직해 보자.
●

생성한 것을 기초로 조직하였는가?

●

잘한 부분이 있었을 때, 스스로에게 칭찬을 했는가?

●

나는 지금 쓰기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가?

●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 지 생각해 보았는가?

작성하기 - 초고 쓰기
‘조직하기’
에서 정리한 사실들을 근거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쓰라. 이때 한 번 쓴 내용은 지우지 말고, 생
각나는 대로 써 보자.
●

앞에서 생성하고 조직한 것을 토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는가?

●

내가 잘못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는가?

●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았는가?

●

표현 문제에서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작성하기 - 수정하기
‘초고 쓰기’
한 내용에 대해 친구들이 돌려 읽고, 수정 의견을 적어 보자.
검토하기 - 편집하기
친구들이 수정한 내용을 읽어 보고, 자신의 글에 반영하여 최종적인 글을 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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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를 여러 차례 읽어 보았는가?

●

나는 평소에 수정을 할 때 맞춤법에 신경을 많이 쓰는가?

●

틀린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고치려고 노력했는가?

●

잘한 점은 다음에 다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해 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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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기

⑭ 나는 평소에 수정을 할 때 맞춤법에 신경을 많이 쓰는가?
⑮ 틀린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고치려고 노력하였는가?
잘한 점은 다음에 다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해 보았는가?

정리해 보기
다음은 성호르몬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짧은 글이다. 이 글을 읽고 성호르몬과 여성의 2차 성징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이 글에 대한 비평
문을 써 보자.
(전략) 폴란드의 크라쿠프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자들은 스물 네살에서 서른 일곱살 사이의 여성 119명의 신체 비율을
측정하여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와 비교했다. 특히 풍만한 여성의 경우 덜 풍만한 여성에 비해 최대 30 %까지 에스트로겐 수치가 더 높았다.
신체가 균형 있게 발달한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는 배란기에 10 %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에스트로겐 수치는 이 여성의 임신 가능성
을 세 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풍만함은 여성의 생식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확실한 연구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 연구 결과를 맹신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여성의 체내 에스트로겐 농도는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며 신체 비율뿐 아니라 체중이나 유전적 기질 등 다른 많은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외모만으로 여성의 생식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남자들이 몸매 좋은 여성을 선호한다는 것과 여성의 풍만함과 성적 매력이 밀접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 걸까?
사춘기에 왕성하게 분비된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될수록 이러한 지방의 재분배가 더욱 활성화되어 몸매는 균형이 잡힌다. 그리고 높은
에스트로겐 값을 알리는 생물학적 지표는 여성의 생식력을 나타내는 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성들은 몸매가 균형 잡힌 여성에게 더 끌
리는 것이다.
미국 심리학자 디벤드라 싱은 1993년 한 연구에서 여성의 허리둘레 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이 0.7에 가까울수록 남자들이 끌린다는 사
실을 확인했다. 달리 표현하면 남자들은 허리둘레가 엉덩이 둘레의 70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끌린다. 가슴둘레까지 치면 35-24-35 인
치가 이상적인 수치인 것이다. 이런 여성의 신체 비율은 이상적인 에스트로겐 농도의 작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코 라울란트의‘호르몬은 왜?’
중
‘왜 남자들은 35-24-35 사이즈를 좋아할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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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도 커뮤니티의 일종이다. 현대 과학 커뮤니티가 형성된 17세기 중반 이전까지

2

과학자들은 서로 떨어져 홀로 연구하였으며, 그 지식은 비법처럼 전수되었다.
그러나 커뮤니티가 생기자 사람들은 그 내부에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였다. 커

과학 커뮤니케이션

뮤니티의 형성으로 과학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이 공유
하는 공유물이 된 것이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고, 남들과 공유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새롭게 알아낸 법칙이나 원리는
다른 과학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학
자들의 지식은 어떤 문화, 언어, 국적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되었다.
1672년 과학자 뉴턴은“빛과 색에 대한 새로운 이론(New theory about

1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현재

│학습 목표│과학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이를 실습할 수 있다.

light and colours)”
을 영국 왕립 학회(Royal Society, 1660년 설립)의 올덴
버그(Henry Oldenburg, 1619~1677)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다. 학회장은 그것
을 학회원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커뮤니티를 통해 뉴턴이 알게 된 새로
운 사실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지식의 전파 속도는 이전
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것이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학회원들
에게 전파되고, 받아들여지거나, 무시되거나, 혹은 그 아이디어가 다른 과학자
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의 역사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선생님에게 과학을 배우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이다. 과학자들의 커뮤니

│과학자들간 커뮤니케이션 : 학회, 저널, 연구비 신청│

케이션은 그 대상에 따라 과학자들끼리 하는 커뮤니케이션, 과학자들과 대중이

과학 커뮤니티가 형성된지 4세기가 지난 지금, 현재 수많은 형태의 과학 저

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과학자들은 중요한 정

널이 있다. 대부분 많은 저널들은 학회에서 발간을 한다. UNESCO에 따르면

책 결정에 참여하는데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본 단원은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550만 명의 과학자가 있으며, 이들이 한 해에

과학자간 커뮤니케이션, 과학자와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정책 결정에

70만개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서 대중의 역할을 논의하고, 실제 과학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함은 물론, 미래 과학자로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과학자들은 논문을 저널에 게재함으로써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알
리게 된다. 과학 저널에 논문이 게재되기 위해서는 편집위원, 동료 심사자의 심
사가 필요하다. 편집위원은 논문이 해당 저널에서 다루는 주제에 적합한지 여부
를 판단하고,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

│과학 커뮤니티의 형성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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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동시에 수정이 필

17세기에 이르러 과학자들은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하였다. 커뮤니티

요한 부분이 있으면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 과정은

는 동일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현대 사회의 인터넷 카페나 클

수주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모두 통과한 논
2. 과학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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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만이 저널에 실리게 된다.
과학 저널에 논문이 살리게 되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수많은 동료들과 공유
할 수 있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인용이다. 인용은 자신의 연구와 관
련된 선행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자는 혼자서 모든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
학자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과학 저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의미 있는 연
구 결과는 다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관련된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
과학자들은 논문과 같은 문서만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학술대회의 강연, 구두 발표, 포스터 발표 등을 통해 학회원들간 최근 연구 동
향을 공유하게 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관심이 비슷한 과학자들간 친분을
쌓게 된다. 학술대회의 경우도 해당 논문이 학술대회의 목적에 적합한지를 동료
들이 판단하는 절차가 있다. 실제 학술대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뮤
니케이션 외에 비공식적으로 학회 회원간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과학자들과 대중과의 의사소통 : 강연, 서적, 미디어, 과학관│
17세기에 이르러 형성된 과학 커뮤니티 중 하나인 영국의 왕립학회는 처음
150년 가량은 과학자와 비과학계 인사의 비율이 반반이었다. 18세기에는 대중
과학이 상류 사회의 인기있는 취미활동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826년에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알려진 마이클 패러데이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시리즈로
강연을 했는데 당시의 강연은 중산층에게 높은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 후 학
생들을 위해 시작된 크리스마스 강연은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각 분야의 선두
과학자들이 강연을 하고 이를 텔레비전으로도 방영하고 있다.
과학자들과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인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서적이 매
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서적으로는 과학자들의 학술지인 저널 외에
교과서와 대중 서적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있다. 교과서가 가지는 영향력은 매
우 크다. 왜냐하면 그 분야의 예비 과학자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지식을 전수받
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이나 예비 과학자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일반인을 대상
으로 한 도서도 출간되고 있다. 과학 대중 서적 중 대표적인 책은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라는 책이다. 이 책은 1988년에 발간되어 1992년까지 전세계적으
로 450만부가 팔렸으며, 현재도 계속 출판되고 있다. 도서는 교과서를 포함하
여 대중 서적까지 과학 지식의 발달, 이공계 진로 안내, 일상에서 과학의 중요성

[그림 3] 마이클 패러데이의 크리스마스 강연

인식, 그리고 중요 이슈를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형태 중 하나는 연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
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과학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
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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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통한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신문에서 우리
가 접하게 되는 과학 기술면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 기사들은 과학자들
이 학술지에 투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도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관련되어 소개

연구 재원은 실험을 위한 장비와 재료 구입, 그리고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사

되는 기사, 그리고 현장의 과학자와의 인터뷰도 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도

용하게 된다. 연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계

뉴스, 다큐멘터리, 혹은 드라마를 통해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

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일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연구 계

다. 2007년부터 과학 기술부(현재 교육과학 기술부)와 YTN이 함께 사이언스

획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이 포함됨은 물론, 연구의 예상 결과와 자세한 연

TV 채널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디스커버리 채널은 1985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구비 사용 내역들이 포함되게 된다.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잠재적 가능성, 즉

현재 170개국에서 과학 다큐멘터리와 논픽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연구 분야에서 미치게 될 영향도 포함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구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잡지도 상당수이다. 실제 미디어는 큰 사건이나 이

결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학술대회 발표, 학술지 논

슈가 있을 때 그 역할이 두드러지게 된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사건이 터졌

문 게재 등의 구체적인 전략도 포함되어야 한다.

을 때 당시 미디어는 다양한 형태의 핵 관련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핵의 잠

[그림 4]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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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위험성을 대중들에게 알렸다. 환경이나 유전학과 관련된 이슈도 미디어에

은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한 중요한 의사 결정자들에게 브리핑하는 적극적인 행

서 논쟁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주제이다. 2005년 황우석의 줄기세포에서 윤리적

동도 이에 포함된다.

문제가 이슈가 된 것도 하나의 예가 된다.

과학의 발전에서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과학자들간 커뮤

산업 혁명이 한창이던 1851년 영국의 대박람회(Great Exhibition)에서 전면

니케이션뿐 아니라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미래 과학자를 양성한다는 측면에

이 유리로 덮인 건물이 공개되었다. 이 건물은 길이 563 m, 넓이 138 m에 달하

서 그리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대중의 역할을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

는 거대한 크기의 철골 구조물에 수만장의 유리를 붙인 형태였다. 영국은 박람

하다.

회에서 산업 혁명으로 이룬 진보를 자랑했고, 당시의 수익금으로 런던 과학 박
물관과 자연사박물관이 세워졌다. 과학관은 과학과 관련된 유물이나 기구를 전
시하던 것에서 현재는 입장객들이 다양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
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27년 조
선총독부 구청사에 과학 상설 전시관을 개관하였으며, 2010년 현재는 서울, 대
전, 과천에 국립 과학관이 있고 대구와 광주에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과학 기술자 인터뷰 하기
● 주변에 있는 친지들 중 과학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을 한 사람 선정하여 인터뷰를 하여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조사해 봅시다. 인터뷰 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자들간 커뮤니케이션
ㆍ학술대회에 참석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참석 목적은?
ㆍ논문이나 보고서는 1년에 몇 회 씁니까? 논문이나 보고서에 참여한 저자의 수는?

│정책 결정에서 대중의 역할│
많은 연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들의 과학에 대한 이
해가 중요해졌고, 과학자들에게는 대중들의 이해가 연구에 있어 필수적이다. 특
히 연구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클수록 더욱 그

2.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ㆍ대중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ㆍ회사나 학교에서 대중들을 위한 활동의 예가 있나요?

3. 정책 결정
ㆍ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ㆍ연구의 방향과 목적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렇다. 실제로 미국 항공 우주국(NASA)는 1996년 화성 운석에서 생명체가 남
긴 화석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는 화
성 탐사를 위한 재정 지원을 얻어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와 반대로 미국에서 1993년 초전도 슈퍼 충돌기(Superconductor Super
Collider) 프로젝트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 1987년 44억 달러의 소요 예산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23.5 km의 터널 공사가 진행된 1993년 의회에서 120억
달러의 소요 예산이 예상되자 의회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와 같이 과학에서 대중들의 이해는 필수적이며 과학자들은 대중들의 과학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만 한다. 강연이나 서적을 출
간하는 것도 대중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하지
만 이와 관련하여 기자와 인터뷰를 하거나 신문, 잡지에 관련 기사를 투고, 혹

46

Ⅰ 과학의 소통

2. 과학 커뮤니케이션

47

2

과학자들간의 의사소통

│학습 목표│과학자들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비교할 수 있다.

르기도 하였다. 이렇게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과학자들은 대중과의 커뮤니
케이션보다는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만의 전문 저널이 등장하였다. 그 결과 19세기와 20세기의
많은 저널, 도서, 보고서, 논문들은 비전문가들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게 되었
다. 이와 함께 과학의 분야도 세분화되어 각 분야별로 전문 잡지가 등장하게 되
었다.
■ 논문의 종류

과학자들은 새로운 정보나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
한다. 과학 저널에 실린 논문은 쓰기 수단을 사용한 예이며, 세미나나 학술대회
의 구두 발표는 말하기 수단을 사용한 예이다. 이 외에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
표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쓰기와 말하기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술대회에서 비공식적인 대화도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

과학 저널에 실리는 글들은 그 형태에 따라 단문(letter), 논문(article), 총설
(review article)로 나눌 수 있다. 단문은 아주 간략한 형태로 현재 연구에서
알아낸 것을 가능한 빨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과학에서 같은 것을 동시에 발
견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을

[그림 5] 뉴턴의 논문이 실린 과학 저널 표지

누가 먼저 발견했는지 논쟁을 벌인 경우이다. 실제 라이프니츠와 뉴턴은 서신으
로 미분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1684년 라이프니츠가 자신의 방

│과학 저널│
■ 과학 저널의 역사
과학 저널은 학술적 출간물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발간되며, 새로운 연구를 알

뉴턴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런 논쟁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의 원인인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1665년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발간되기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과학 저널

(HIV)를 발견한 사람을 두고 미국의 갤러 박사와 프랑스의 바레시누시와 몽타니

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공식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즉,

에 박사 사이에서 누가 먼저 발견했는지 논쟁이 있었다. 1983년 프랑스의 파스퇴

저널에 논문이 실린다는 것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었다는

르 연구소에서 발견하였으나, 미국의 갤러와 최초 발견자가 누구인지 논쟁이 생

것을 의미한다. 당시 과학 저널이 생기게 된 주요한 이유는 과학 저널이 과학자들

기게 된 것이다. 1987년 결국 동시 발견자로 인정하는 정치적 마무리가 이루어졌

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과학자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해서, 자

고, 2008년 노벨 생리 의학상은 프랑스의 두 과학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었다. 출판사의 입장에서도 한 번 인쇄하면 끝나는 책보다 정기적으로 출판되는
저널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여러 저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논문을 실을 수 있
기 때문에 단독으로 출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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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이라고 하여 논쟁이 불거졌다. 당시 영국 왕립학회에서는 학회장이었던

려주는 기능을 한다. 가장 오래된 과학 저널인“Philosophical Transactions”
는

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그것을 책으로 출간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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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 공표하자 스위스의 한 수학자가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이 뉴턴의 것을 도

이런 역사적 사실을 두고 볼 때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빨리 알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단문 발표를 통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빠르게 알
릴 수 있으며, 또한 그 연구 결과를 알게 된 시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대개
단문 형식의 논문은 5쪽 내외로 짧다. 이에 비해 논문은 대개 수 쪽에서 20쪽

17세기에 시작된 과학 저널은 18세기에 대중들의 인기를 얻게 되어, 18세기

내외로 연구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자세하게 기술한 것이다. 논문은 정해진

당시 런던의 커피 하우스에서는 자연 철학 정기 간행물이 무료로 배포되었다.

분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자연 과학의 논문은 인문 사회 과학의 논문보

대중화의 영향으로 당시 자연 철학, 즉 과학과 관련된 도서가 베스트셀러에 오

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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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이나 논문과는 달리 총설은 다른 많은 연구들을 재해석하거나 집대성하
는 형태의 논문을 말한다.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등장
최근에는 논문 결과를 빨리 출간해야 하는 필요성과 대중과의 의사소통 수
단으로 과학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과학에서 온
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연구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보고할 수 있고, 이 연구
 동료 평가 과정

결과를 다른 과학자들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로써 과학자들끼리 공유
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신속성이 증대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면에 실을 수
있는 정보 외의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3D, 4D 모델, 동영상, 사운드도 논문에 함께 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온라인 논문의 경우, 다양한 동료들이 그 논문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
며, 그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온라인 논문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
징은 일부 저널의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과학 논문의 경우 정해진 평가 기준을 가지고 모든 논문을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논문의 내용이 기존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것이라면 평가하는 기준도
새로운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논문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평가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이 철저하
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저널의 권위나 영향력은 커지게 된다. 심사
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결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저널의 편집
위원과 편집장의 몫이다.
■ 과학자의 윤리적 문제
여러 단계의 과정을 통해 논문에 실리게 되면 공식적으로 그 논문은 인정되
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노벨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었던 쇤 박사의 경우, 우수한 연구 성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4
년간 발표한 25개의 논문 중 최소 16건 이상의 실험 데이터가 변조되고 심지어
데이터를 날조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다. 온라인 저널에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해당 논문에 대해 의견을 주고, 그것

국내의 경우, 황우석 박사의 데이터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황우석 박사

을 저자가 수정하는 것으로 그 일련의 과정이 모두 공개되며, 기록에 남도록 하

는 논문에서 줄기세포 데이터를 조작한 것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직 파면

과학자가 연구를 한다.

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저널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다는

을 당했다. 이들의 논문들이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논문이

 2단계

것도 특징적이다. 이것은 기존의 많은 저널들이 유료이며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출간된 이후 다른 동료 과학자들에 의해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해당 저널은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전파 속

실제 심사위원들은 해당 연구자의 실험 과정을 모두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연

도도 빠르고, 그 영향력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의 결과물인 논문만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논문을 조작하거

 1단계

과학자가 연구 결과를 서술한다.
 3단계
저널 편집자가 논문을 받고 동료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에게 보낸다.
 4단계
심사위원이 논문을 읽고 편집자에게 피드백을
준다.

■ 권위있는 과학 저널
과학 저널에 논문이 실리는 것은 과학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것은 자신의 논문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5단계
편집자는 심사 의견을 과학자에게 보내고, 과학
자는 수정한 뒤 다시 보낸다. 만약, 이 경우 논
문이 과학적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논문은 기각

과학 저널은 등급이나 순위가 없지만, 권위가 있는 과학 잡지들이 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도 없다. 최근에는 이를

된다.

수치화하여 피인용 지수(impact factor)를 발표하기도 한다. 즉, 학술지에 실린

 6단계

논문을 다른 논문에서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학

만약 논문이 최종적인 편집회의의 추인을 받으
면 논문으로 출간된다.

술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며, 이것이 논문의 질적 수준을 보장해 주
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저널은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논문이 해당 저널
에 실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동료 평가(peer review)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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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을 모두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모든 과학자
가 동일한 실험 기구와 실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날
조된 논문을 다 밝혀낼 수도 없다. 이것은 과학자들의 윤리적 태도와 관련된 것
이고, 그들이 연구를 조작하는 것은 연구비의 안정적 지급과 성과를 내야하는
중압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과학자 개개인이 높은 윤리적 수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문제로 과학자들의 윤리위원회가 설
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세미나
세미나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동료들에게 발표하고, 동료들과 함께 연구 결과
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술적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정
2. 과학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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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발표하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

여한다. 대개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초보자들은 아니다. 왜냐

는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세미나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세미나에서 논의된

하면 세미나는 강의와 달리 일방적으로 발표자의 의견이 전달되는 것보다 청중

것들을 정리해서 추후 연구 수행이나 해석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미

들과 논의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세미나는 일반적으로 대학교 3~4학년 학생이

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설되며, 최근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개
설되기도 한다. 세미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어떤 하나로 규정될 수
없으나,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친숙하며 일상적인 것이다. 특히, 학술 단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도 있지만, 연구실에서 연구 동료들이 모여서 연구 결과를 함께
논의하고 연구 결과의 해석이나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있다.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관점이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더 나은 실험
결과의 해석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세미나에서 논쟁은 반드시 필요하며, 논쟁
이 활발한 것에 대해 발표자가 부끄러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
■ 좋은 발표자가 되기
세미나에서는 발표자와 발표를 듣는 동료가 있다. 발표자는 자신의 연구 결
과에 대해 발표하게 되고 연구 동료들은 그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된다.
이 논의 과정이 세미나의 핵심적인 과정이다. 세미나에서 발표자는 연구 동료의
반응을 유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천천히 자신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미나에서 좋은 발표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얘기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세미나에서는 논의를 위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발표해야 한다.

■ 세미나 발표 준비하기
세미나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과학 저널에 논문을 싣는 것과는 다르다. 과학
저널의 논문은 쓰는 것이지만 세미나에서는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말
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발표 자료가 함께 있다. 특히 최근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시각 자료가 발표 자료에 포함된다. 세미나 발표에서는 연구 동료들이 자신의 의
견을 짧은 시간에 이해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표에 포함되어
야 할 내용으로 동기,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가 왜 이
연구를 수행하는지,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그리
고 실험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표를 시작해야 할까? 가장 효과적인 발표는 자신의 소속과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세미나에서 발표가 연속으로 있는 경우, 청취자는 앞
선 발표에 이어서 계속 듣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자신을 소개하는 1~2분의 시간
으로 청중들이 여러분의 발표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
신의 발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청중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위해 발표순서나 개요를 1~2장의 슬라이드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효
과적으로 하기 위해 발표의 섹션을 구분하고, 섹션이 넘어갈 때마다 발표 개요를
다시 소개하거나 다음에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자신의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단순히 데이터를 소개하
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결과와
일치하는지, 기존의 다른 연구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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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한된 시간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대개 세미나, 학
회의 구두 발표의 발표 시간은 10분에서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시간에
자신이 연구했던 모든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자신의 연구를

셋째, 연구 동료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보다 도전하는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된다. 자신의 연구를 모두 얘기하는 것보다 요약해서 발표

것을 기대해야 한다. 실제 세미나에서 발표자가 얻는 것은 동료들의 다른 해석

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는 점을 생각하고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 반드시 사전에

과 비판이다. 이것은 보다 더 좋은 데이터를 얻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세미나

발표를 준비해야 하며 다른 좋은 발표들에서 장점을 메모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발표자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방법으로 발표를 디자인하
2. 과학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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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제처럼 연습해야 한다.

스터는 구두 발표와 달리 연구 목적,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을 한 장의 포스터
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발표자는 포스터와 함께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설명
할 수 있다. 포스터 발표 시간은 학술대회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으나, 발표자별

│학술대회│

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포스터 시간에 수

학회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과학 학회는 과학자들의

십에서 수백 개에 해당되는 포스터 중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찾아가 내용을 읽

커뮤니티인 셈이다. 학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에 따라 모임을 가지게 되

고,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 따라서 포스터는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고,

는데 이를 논문 발표회 혹은 학술대회라고 한다. 과학자들은 과학 저널과 같이

내용을 쉽게 파악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발표자는 포스터

문서화된 자료로만 커뮤니케이션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를 만들 때 2 m 정도에서 떨어져서도 내용을 읽을 수 있고, 시각적으로 내용을

된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학술대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연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용의 흐름

제목과 초록 그리고 발표 형식(구두 발표, 포스터 등)을 내야 한다. 이 연구 제목

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흐름이 되도록 구성한다.

과 초록은 간단한 심사를 통해 해당 학술대회의 발표에 적합한지 결정된다. 결
정이 되면 정해진 발표 형식에 따라 발표를 하게 된다.
■ 기조 강연

■ 교제 기능
학술대회에서는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통해 연구 발표를 듣는 것뿐 아
니라 연구자들간의 정보 교환도 이루어진다. 최근 연구비 공모, 직업, 연구실 동

기조 강연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내용을

료에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구두 발표 시간과 포

발표하는 것이다. 학술대회의 경우 기조 강연의 주제 및 강사가 사전에 빨리 정

스터 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술대회 중 쉬는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함

해져 공지된다. 학술대회 참가자는 기조 강연을 통해 해당 분야의 흐름과 연구

께 식사를 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교제 기능과 심도 있는 논의를

동향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위해 일부 학회에서는 학회 참가 인원을 사전에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쉬는 시

■ 구두 발표

간을 충분히 주는 경우도 있다.

구두 발표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청중들 앞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발표하게
된다. 발표 시간은 10~20분 정도 주어지며, 짧은 논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짧은 논의 시간 동안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2분 정도 전에 발표를 마치

과학에서 동시 발견 사례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모두 사용한 경우 다른 동료

● 과학에서 동시에 과학적 사실을 알아낸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다윈과 월러스의 경우가 있다.

의 질문이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분과에

다윈은 1842년 비글호 세계일주를 끝낸 뒤 자신의 진화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했다. 하지만 다윈은 이로 인해 생길

서 발표되는 다른 동료의 발표도 주의 깊게 듣는 것 역시 필요하다. 자신의 연

논란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1858년 윌러스라는 과학자에게 자기가 생각한 이론

구 결과와 비슷하거나 혹은 대비되는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자신의 연구와 대
비시켜 발표하면 청중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발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포스터 발표

과 거의 같은 형태의 논문의 비평을 부탁받았다. 결국 다윈 학설의 요약과 윌러스의 논문은 학회에서 동시에 발표되었으
며, 이 우선권을 서로 다투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서로 논쟁이 없었던 사례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아이디어의 우선권
이 누구인지와 관련해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그 사례를 조사하고, 과학에서 우선권이 중요한 이유를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해보자.
동시 발견의 사례들 : 전자, 비행기, 제트 엔진, 액체 연료, 토성의 고리, 핵공명자기, CAT, 텔레비전, 전기 유도, 콤프턴
효과, 전구, 루벨라 바이러스 등

포스터 발표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한 장의 포스터로 발표하는 것이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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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

│학습 목표│과학자와 대중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이 덜 위험하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그에 대한 반대
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점이 밝혀졌다. 즉, 대중들이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과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디어를 통해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대중들이 그것
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스리마일 섬 사고가 있었던 같은

[그림 6]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스리마일 섬을 떠나
는 미국 카터 대통령(1979)

해에 미국 나사의 인공위성 스카이랩의 추락, 자동차 회사들이 결함 있는 부품
과학 커뮤니티가 시작될 무렵, 과학자와 대중은 모두 커뮤니티의 회원이었다.

에 대한 리콜 등으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대중들의 기술에 대한

하지만 과학이 점차 전문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대중들과 과학자들의 거리는

신뢰 상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우주 왕복선 챌린저 호의

점차 멀어졌다. 그 결과, 과학 학술 저널과 논문에 대해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폭발이 있었을 때, 설문 조사에서 과학에 대한 지지율이 약간 감소했을 뿐 여전

있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하지만 과학 기술 정책 결정에 대중들의
이해와 참여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는 과학자와 대중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더욱 커

히 대중들은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들이 과학에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슈들에 과학자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질 것이다.
환경 이슈가 불거면 환경 단체와 정부 모두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된다. 이런 경

│미디어의 영향력│
과학자들이 과학 커뮤니티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게 되자, 대중들을 위한 과학
이야기는 별도의 책으로 나와야 했으며, 대중들은 제한된 정보만을 듣게 되었
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학 이야기들이 미디어를 거쳐 대중들에게 전달되게 되었
다. 이로 인해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디어에서 중요한 과학 이
슈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미디어가 가지는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자.
■ 대중들은 미디어를 통해 과학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1970년대, 1980년대 핵 발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실제 이와
같은 논쟁은 1979년 스리마일 섬(Three Miles island)의 원전에서 급수 펌프

우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이것을 자신
의 주장의 근거로 삼게 된다. 이것은 양 진영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논쟁적인 기술이나 제품에 관한 보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
해 과학자를 고용한다. 미국 전력회사인 웨스팅하우스사는 핵 발전소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미국 전역으로 보내 강연을 하고, 기자
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도록 하였다. 화학 산업체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생산하
는 공장에 기자나 명사들을 초청해 직접 체험하게 하는 미디어 투어를 가지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환경 운동 단체 역시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반핵 과학자들을 활용하였다. 실제 국내에
서 광우병과 관련하여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나뉘었을 때, TV 토론이나 신문에
서 과학자들이 나와 서로 다른 증거를 제시한 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예이다.

가 고장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고로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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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

잘못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대중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핵 폐기장 결정 문제 및 최근 국내외 위험과 관련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중들이

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위험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매

[그림 7] TV 토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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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위험에 대해 입장이 서로 다르고, 위험을 정의하고 그

장하자 많은 미디어에서 아무런 논평 없이 이를 인용했고, 식품의약청의 신뢰성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과학적 문제는 확률적

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논란이 계속

인 문제이다. 과학에서“위험하다”
와“위험하지 않다”
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다.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입장

하지만 미디어에서는 그 요점만을 고집한다. 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핵 발전소의 위험성을 논의하면서
다른 화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의 위험성을 함께 논의하지 않는다. 미디어는 위
험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큰 책임이 있다. 이는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매우 극적이다.
예를 들어, CJD(크로이츠펠트 야콥병)로 인한 죽음은 환자의 의료사, 질병에
관한 전염병적인 정보에 대한 언급 없이 보도된다. 또한 사람들은 위기에 대한
토론에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한다. 예를 들어,“쇠고기를 수입하지 말아야 한
다”혹은“쇠고기는 절대로 안전하다”
는 식으로 말이다. 이것은 불확실한 시기
에 개인이 분명한 생각의 틀을 가지는 편이 논쟁에서 이길 수 있고, 또한 명확하
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다.
■ 과학은 위험에 대해 결정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공 감미료가 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1979년 미국에서는“인공 감
미료의 안정성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다음 달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을 가진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증거를 제시하며 논쟁을 벌인 예를 들 수 있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다. 하지만 미디어는 논쟁을 일으키는데 결정적 역
할을 했을 뿐, 충분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
■ 유사 과학은 매력적이다
신문 기사나 TV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사 과학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유사 과학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나, 그럴듯한 이야기이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혈액형이 성격을 결정한다’
,‘음이온이 몸에 좋다’
,‘OOO를 먹으면
암에 안 걸린다’
,‘점성술’
,‘육각수’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유사 과학은 왜 미디어를 선택하는가? 유사 과학은 과학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의 산물인 과학 저널에 실릴 수가 없다. 그들은 전문 과학 저널에 실리는 것에
실패하였지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 싶어 한다. 흥미로운 것은 유사 과학이
뉴스를 싣는 저널리스트에게는 매력적이라는 점이다. 그것의 과학적 타당성보
다는 이야기 자체가 극적이고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고 기사를 내보냈다. 왜냐하면, 당시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개
월간의 긴급 프로그램을 가동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과학이 위험에
대해 결정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신화에 근거한다.
실제 과학은 쉽게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단기간에 내놓을 수 없다. 실제
1977년 사카린이 실험실 동물에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식품업체
에서는 발암성 평가에 쓰이는 동물 실험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대중들이 잘 모
른다는 것을 활용했다. 실제 동물 실험에서는 수백 마리의 동물들에게 적은 양
을 장기간 투여하는 실험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통계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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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특징│
뉴스는 대중들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현대 사회의 많은
이슈들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모든 내용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이 때 저널리스트들은 미디어를 통
해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미디어의 특징을 과학자와 대중이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 미디어
의 특징을 항목화하면 다음과 같다.

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양을 투여하는 것이 표준적인 관행이었다. 그리

첫째,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있다. 모든 리포터들은 뉴스로 가치가 있는 기사

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투여량을 적게 하였을 때의 결과를 외삽해 추론하는 것

를 쓰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신문의 경우, 다른 많은 분야의 뉴스들과 경쟁해

이었다. 이런 절차에 의해 식품업체가 인공 감미료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

야 지면에 실릴 수 있다. 그리고 TV 뉴스의 경우는 2분 내외 편집된 기사가 나
2. 과학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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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된다. 이런 제약으로 미디어에서 모든 뉴스가 적절한 조사 절차를 소개할

핵융합 실험과 관련하여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이경수 소장(2010. 5)은 자신의

수 없다. 이로 인해 과학자의 의도와 달리 과장되어 보도가 나가는 경우가 많

트위터에 북한 핵융합 실험은 초보적 수준일 것이라고 즉각적으로 올렸으며 이

다. 이에 반해 잡지는 이에 대한 제약이 다소 덜하다. 잡지는 한 분야에 대해 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였다. 이제 과학자가 신문 기자나 저널리스트와 만나

문이나 TV보다 심층적으로 기사를 다룰 수 있고, 시각적 자료를 함께 소개할

지 않고 직접 기사를 작성하고 전파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수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대중들은 미디어를 통해 과학 정보를 접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하

둘째, 저널리즘은 중대 기사를 선호한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기

게 된다. 이 때 과학자와 매개자인 저널리스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때문이다. 과학 연구는 설명과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개 저널리스트들은

과학자들은 뉴스가 가지는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온라인 매체

분석적인 내용보다는 기존의 틀을 깨는 기사를 선호한다.

의 발달로 대중들은 단순한 정보 습득자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

셋째, 촉박한 마감 시한 때문에 미리 요약된 자료에 의존한다. 미리 요약된 자
료들은 기자 회견이나 보도 자료로 나가게 된다. 저널리스트들은 제한된 자료원

하는 입장으로 변하고 있다. 과학자 역시 기술의 발달로 대중들과 능동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을 기사로 작성하게 되며, 그 내용을 처음 접하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비판
없이 보도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편집자는 모든 뉴스 보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신문이
나 뉴스, 그리고 잡지에는 편집자가 있다. 편집자는 헤드라인 기사를 정하고, 지
면이나 방송에 나갈 뉴스를 결정한다. 이런 경우, 리포터들이 뉴스를 듣게 되는
청중보다 편집자의 취향에 신경을 쓰게 되기 쉽다. 그러므로 대중들이 접하는
뉴스는 실제 뉴스 자체 보다는 저널리스트에 의해 해석되고 선정된 것이라는 점

과학에서 미디어의 역할
부안 핵 폐기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황우석 논문 표절 등과 관련된 국내 뉴스를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구분하고 올
바른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들어보자.

을 알아야 한다.

│온라인 미디어│
1990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CERN에서 인터넷의 원형이 생긴 이래, 현재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속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미
디어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가판대에서 인쇄되어 판매되지 않는 온라인 신
문(사이언스타임즈, 더 사이언스 등)이 등장했으며, 신문들이 온라인 포털 사이
트에 신문 기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문을 구독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기사를 검색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온라인 신문에는 누구나 자신의 기사를 올릴 수 있어 대
중의 역할이 단순한 정보 습득자에서 정보 제공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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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 대중화

│학습 목표│과학 대중화가 주는 혜택을 열거할 수 있다.

수행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입자 가속기를 가지고 있는 CERN 연구소의
경우 직원, 저널리스트, 어린이 홈페이지가 있다. 어린이 홈페이지는 유럽의 각
국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또한 연구소를 개방하여 이웃 주민, 과학자, 그리고
저널리스트들이 그들이 하는 연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국내의 경우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그림 8] NASA 홈페이지(http://www.nasa.gov)

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시찰 교육, 교원 직무 연수, 원자력 일일 교사제, 원자력

│과학 대중화가 주는 혜택│

강사 파견 교육, 원자력 교과 연구 및 교육 자료 보급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학

대중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는 왜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를 살아

생들을 대상으로 원자력 공모전, 원자력 탐구 올림피아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면 과학자는 왜

에너지캐러밴 및 동아리 운영 지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복한 원자력

대중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최근 과학계나 정부, 혹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납세자의 재정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

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곳에서 과학 대중화 활동을 필수 조건으로 두는 경우

는 기관으로 대중들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가 많아졌다. 따라서 과학자들에게 대중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 특히 자신들의
연구 분야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연구비와 관련이 된다.

■ 국가 경제가 얻는 혜택
우리나라 휴대전화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대중들이 휴대전화에 관심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하는 필

이 없었다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무관심했다면, 우리의 휴대전화는 지금

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그들은 대중들의 이해가 높아지는 것이

과 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대중들이 과학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

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해한다면, 그들은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어 새로운 수요

하자면 과학계, 정부, 개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 과학계가 얻는 혜택

■ 국력과 국가 영향력에 미치는 혜택

대중들은 과학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왔다. 하지만 대중들이 과학자들

일반적으로 국력과 과학 기술은 높은 상관이 있다. 실제 (구)소련과 미국은

에게 의구심이나 적개심을 가지는 경우, 특히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연구

우주 여행과 탐사 기술 경쟁을 벌였는데 이것은 과학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대표

의 경우, 이 연구는 이뤄질 수 없다. 실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막대한 재

적인 상징이었다. 이 과학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

원을 연구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항공

다. 그리고 이렇게 과학 기술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과

우주국은 이를 위해 다양한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

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중들이 인식하는 과학

웃리치 프로그램은 대중화를 위해 전문가가 자신의 영역 밖으로 나가 활동하는

의 가치와 국제적 영향력과의 상관관계가 형성된다.

[그림 9] CERN 홈페이지(http://www.cern.ch)

것을 의미한다. 나사의 홈페이지(www.nasa.gov)를 보면 일반인(public), 교육
자, 학생, 미디어, 정책 결정자, 직원, 그리고 나만을 위한 홈페이지가 있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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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 대한 혜택

럼 대상에 따라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실시간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자칫 재원 확보를

로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로 보도하는 것은 대중들의 이해가 그들의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신기술을 소비할 소비자로,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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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만 본다면 진정한 과학 기술의 이해의 증진은 필요 없고, 단지 과학 기술

유명해 경찰들이 마차가 지나가도록 길을 정리해 주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것

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만을 가지도록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중

이 영국의 첫 번째 교통 정리 사업이었다고 한다. 이후 패러데이 법칙으로 알려

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면 개개인에게는 더 많은 취업의 기회가

진 마이클 패러데이의 매주 금요일 강연이 그 뒤를 이었다.

주어진다. 실제 서구 국가들의 실업자들 중 많은 수는 기술이 없는 젊은이고,
시장에서는 일자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 민주 정부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혜택

패러데이는 데이비 경의 강연을 열심히 필기한 것을 가지고 데이비 경에게 제
자로 받아줄 것을 부탁했다. 아버지가 대장장이였고 13살 때 책 제본업자의 견
습공으로 들어갔던 패러데이는 상점에 있던 과학책에 큰 흥미를 보였으며, 21살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부안 핵 폐기장 건립, 황우

때 데이비 경의 강연을 들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패러데이가 위대한 실험

석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과학과 관련된 이슈들이 자주 등장한다. 하

물리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바로 대중들을 위한 과학자의 강연 프

지만 이런 이슈들에 대해 대중들의 인식의 수준이 낮다면 우리는 민주적이고

로그램이 있었던 것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과학자들이 중대한 결정을 합리적
으로 내려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확률론적인 해석
과 예측만 가능할 뿐이며,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은 결국 대중들의 몫이기 때
문이다. 국내 대기업들의 환경 오염 문제에 있어서도 대중들이 무관심하거나 그
위험성을 모른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 과학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과
학 기술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의 이슈는 매우
복잡하고, 과학과 관련된 문제가 점차 늘어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일원으
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패러데이도 역시 대중 강연으로 유명했으며,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생활
용품에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있는지를 강연했다고 한다. 그의 유명한 강연
은 크리스마스에 다시 청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강연이며, 국내에서도 매년 크리스마스 과학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자들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대중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학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은
무엇이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 정부 활동과 대중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 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
과학자가 과학자의 커뮤니티를 벗어나 대중들과 만나는 것을 아웃리치 프로
그램이라고 한다. 아웃리치는 어떤 조직이나 그룹이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내용
을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조직이나 그룹, 또는 대중에게 알리거나 이들과 관
련 지으려는 노력을 말한다. 또는 교육이나 의료 등 특정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
하는 소외 계층 사람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국내외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 과학자들과 대중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또 다
른 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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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및 사회 전반에 과학 기술이 널리 보급·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 기술
문화를 창달하며, 국민의 창의성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과학 기술기본법 30조)”
에 근거하여 세워진 기관으로 다양한
과학 대중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 문화 페스
티벌,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과학 문화 기반 조성, 청소년 과학 탐구 활동 지
원 사업을 하고 있다. 과학 문화 페스티벌로 대한민국 과학 축전, 2010 가족 과학
축제, 크리스마스 과학 콘서트, 지역 과학 축전을 통하여 대중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과학 축전의 국내 최대 규모의 체
험형 종합 과학 문화 행사로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 계층 청소

과학자에서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시작은 1800년대 초반 험프리 데이비 경의

년 초청 행사를 통해 과학 문화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

왕립연구소의 강연을 들 수 있다. 화학자였던 험프리 데이비 경의 강연은 워낙

활성화를 위해 과학 포털사이트인 사이언스올, 인터넷 과학 신문인 사이언스타
2. 과학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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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즈, 그리고 사이언스 TV 등에 영상 매체 콘텐츠와 인쇄 매체 콘텐츠를 지원
하고 있다. 과학 문화 조성 사업으로 우수 과학 도서 인증, 올해의 과학 교사상
을 수여하고 있다.

5 정책 결정

│학습 목표│정책 결정에서 과학자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 과학 탐구 활동 지원 사업으로 생활 과학 교실, 과학 기술 앰배서더,
청소년 과학 탐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 과학 교실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 친화적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 기술 앰배서더는 과학 기술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강연을 하
거나, 연구소 탐방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나 한국천문
연구원 등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프로그램은 청소년
을 중심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기업의 지원
기업에서 대중들의 과학적 이해 증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대중과 좋은 관
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
요하다. 많은 기업들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공장 및 산업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서구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었으며, 국내의 많은 기업들도 이를 확대하고 있다. 최
근에는 공학한림원에서 주니어 공학 기술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지

생활 탐구
청소년을 위한 과학 대중화 프로그램 찾
아보기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http://
www.kofac.or.kr)를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청소년을 위한 과학 대중화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참가해 보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으로 14만 명이 순식간에 사망했으며, 35만 명
이 원폭의 피해를 받았다. 이 원자 폭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어
떤 역할을 했을까?
영국의 물리학자 채드윅은 1932년 중성자를 발견하였다. 중성자의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원자핵 내부의 연구에 박차를 가했는데 그 중 이탈리아의 물리학
자 페르미는 중성자를 물이나 파라핀에 통과시켰을 때 중성자의 속도가 느려지
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느려진 중성자로 새로운 방사성 원소를 만들 수 있었으
며 독일의 과학자 한은 이 과정에서 이후 핵분열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있
는 것을 알아냈다. 핵분열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보어가 알게 되면서, 그는 워싱
턴에서 열린 이론물리학회에서 미국 물리학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역 기업의 기술자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간단한 실험이나 탐구를 하는 대중

헝가리의 과학자 질라드는 핵분열 연쇄 반응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한의 핵

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과학관을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거나 기업의

분열 실험 성공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실험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미국 콜롬비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홍보관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이와 같은 프

아 대학에 망명해 왔던 페르미와 질라드는 핵분열 연쇄 반응을 실험하기 위해

로그램의 일종이다.

원자로 건설이 필요했다. 그는 알렉산더 삭스라는 경제학자를 통해 루즈벨트 대

■ 일반인 전문가
일반인 전문가는 공식적인 어떤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우 식견이 있는 사
람들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보호 단체가 상품의 안전 문제로 거대 회사
를 상대로 하는 성공적인 활동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소비자보호단체의 경우
가전부터 전자 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10] 1945년 히로시마의 모습

통령에게 접근했다. 그 과정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고, 원자 폭탄
의 가능성과 히틀러가 먼저 만들었을 때 인류에게 끼칠 영향을 설명했다. 아인
슈타인의 서명과 함께 편지는 전달되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엄청난 비
용이 드는 이 계획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었다. 이 사이에 아인슈타인은
핵폭탄 개발을 촉구하는 편지를 두 번이나 썼다.
핵폭탄을 비밀리에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가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이다. 맨해
튼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당시 37세의 오펜하이머 교수가 맡게 되었다. 오펜하이
머는 리더십을 발휘해 핵폭탄 개발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을 포함시켰고 또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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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의해 쫓겨난 독일 출신의 과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서 미국 뉴멕시코

연구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일이다. 질라드는 핵분열 연구를 위한 재

주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실험이 시작되었다. 당시 독일과 일본도 모두 핵폭

원 마련을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쓰는 일을 했는데, 요즘 과학

탄 개발에 착수했는데 독일은 하이젠베르그를 중심으로 우라늄 계획을 수립했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일본은 개발 계획을 철회했다.

연구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정부와 기업인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1945년 5월 오펜하이머, 페르미, 로렌스, 콤프턴 등 4명의 과학자는 일본에

연구비 재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운영한다. 한국연구재단이 대

핵폭탄을 투여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모였으며, 오펜하이머는‘배타적인 것은

표적인 연구 지원 기능을 가진 국가 기관이다. 한 해 예산이 2조 7,000억 원에

서로 보완적’
이라는 상보성을 내세웠다. 즉, 핵폭탄은 죽음의 무기이지만 전쟁

이르고, 이를 관리하는 인원이 3,000명에 이른다. 2010년 현재 한국연구재단

을 끝내고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들 네 사람은 만장일

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공 분야 기초 연구 사업, 원천 기술 개발 사업, 원자

치로 일본의 인구 밀집 지역에 핵폭탄을 투하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을 위협할

력 기술 개발 사업, 거대 과학 연구 개발 사업, 국제 협력 사업, 학술·인문 사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하여 1945년 7월 16일,

사업, 교육 인력 양성 사업 등이 있다. 각각의 사업에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중요

핵폭탄 실험이 실시됐다. 핵폭탄의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어서 이 실험에 참가한

한 사업이 있으며, 해당 분야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거대 과

사람들 중 질라드와 같은 과학자들은 일본에 핵폭탄을 투여하는 것을 반대했

학 연구 개발 사업의 경우 다목적 실용 위성 개발 사업, 과학 기술 위성 개발 사

다. 그러나 1945년 8월 6일 핵폭탄은 히로시마에 투하되어 반경 3km를 쑥대

업, 기후 변화 대응 원천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 항목과

밭으로 만들고 14만 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으며, 며칠 후 8월 9일에는 나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 연구 동향

가사키에 떨어져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러한 참사 후 오펜하이머는 수소

과 국가 과학 기술 정책 등이 고려되어 최종적인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폭탄 개발 계획에는 반대하게 된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이 중대한 프로젝트는 과학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여러
과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드러나는 과학
자들의 모습은 현재 과학자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분야가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며, 연구 분야가 선정
된 후에는 해당 연구비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연구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 제안
요구서에 충실하게 연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제안 요구서에는 연구의
목표와 내용 등 연구 과제에서 요구하는 기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자
는 해당 요구서의 의도에 맞게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문가들의 심사를 받
게 된다. 연구비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전문가 및 전문 기관 평가,

│연구비│
질라드는 직접적으로 맨해튼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공헌을 한 사람

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을 선정하는 것이다. 전문가 평가는 해당 분

이었다. 그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비밀 편지 초안에서는 핵폭탄의 가능성

야의 전문가들이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의 타

에 대한 설명과 나치가 핵무기를 만들것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인

당성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된다.

슈타인의 서명이 포함된 그 편지로 인해 미국 정부에서는 핵분열의 연구를 지원
하게 되었으며, 질라드는 페르미와 함께 1942년 중성 원자로를 만들게 되었다.

68

Ⅰ 과학의 소통

사업위원회 평가 등 여러 단계 평가를 거쳐 해당 사업에서 제안하는 연구를 충

실제 2008년 노벨 화학상의 원천 기술 과학자라고 알려진 프래셔는 당시 버
스 운전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녹색 형광 단백질을 유전자 표식으로 사용될

과학자들의 연구는 점차 거대해져 가고 있어 혼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수 있다고 생각한 프래셔는 이와 관련한 연구비 지원을 미국 국립보건원에 요청

않다. 이런 거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며 과학자에게 있어

했으나 거절당하고, 미국 암학회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2년 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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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는 중단된 자신의 연구를 챌피 박사와 첸 박사에게 넘
겨주었고, 이를 넘겨받은 챌피 박사와 첸 박사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노벨
상을 타게 되었던 것이다.
연구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실에서 홀로 연구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된
다. 자신의 연구의 필요성과 그것이 미칠 기대 효과에 대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 일종의 동료 평
가 과정이 필수적이다.

│의사 결정자│
맨해튼 프로젝트의 경우 루즈벨트 대통령이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를 결정했
으며, 군사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르부 장군은 오펜하이머를 프로젝트의 책임
자로 임명하였다. 과학 정책의 결정은 순전히 과학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 결
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한 대중들도
이와 같은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과학자는 전문가로서 이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며, 때로는 연구 프로젝트의 제안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1976년 과학 기술 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리더십│
오펜하이머는 37세의 젊은 나이에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
트의 총 책임자가 됐다. 당시 오펜하이머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정한 이유는 다양
한 과학자팀을 이끌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펜하이머는 거
대 그룹을 구성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격었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거대 조직을
관리하는 것을 배웠다. 그는 프로젝트의 모든 과학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군대
와 과학자의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더가 되었다.

Policy)을 두어 대통령에게 과학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하고, 연방 정부
의 과학 기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연방 R&D 예산과 관련하여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교육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예산안을 발표했
는데 예산안에는 기후 변화 프로그램, 생물 의학 연구 등의 예산 확대 등의 내
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과학은 이제 혼자만이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 사회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과학자는 협동하여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
며, 자신의 연구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과학자는 항상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 일만을 하지 않는다.

하다. 또한 연구 책임자로서 리더십도 요구되며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

특히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누가 연구 책임자인가가 매우 중요하

가로 참여하여 국가의 과학 기술 정책의 방향을 행정가, 정치가, 기업인 등과 함

다. 연구 책임자는 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연구원들간의 의사소통, 그

께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자들간, 미디어와 대중 그리고 정

리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다. 연구의 모든 분야를 총괄해야 할뿐

책 결정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라, 연구의 진척이 느려질 때, 혹은 간혹 생길 수 있는 연구원들간의 불화도
해결해야 한다. 실제 거대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분야마다 업
무를 나누게 되면 다른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이때 연구 책임자는 이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야 한
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구진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
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현대의 과학자는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동

정리해 보기

과학 기술 정책의 국내외 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과학 기술 정책 수립을 위해서 국내외 과학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NDSL(radar.ndsl.kr)의 미래 정보의 유망 기술 현황판을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리더로서 연구팀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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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찰과 사고
■ 2 과학 철학과 탐구

PART

Ⅱ

과학의 탐구

그 목격자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 과학의 탐구를 할 경우에도 인간의

1

시각으로 확인하는 관찰의 과정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

관찰과 사고

인간은 시각은 정말 그렇게 믿을 만 한 것일까? 다음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림들이다. 각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이야기해 보자.

1 관찰과 진실

│학습 목표│인간의 오감 중 가장 신뢰성이 있다고 알려진
시각의 신뢰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경험과
기대가 관찰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관찰을
할 때 시각 정보의 왜곡으로 인해 착시가
생길 수 있고, 맥락이 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 각 그림에서 여러분이 본 것들은 서로 일치하는가?
● 각 그림에서 어떤 모습을 한번 확인하면, 그 모습을 머릿속에서 쉽게 지울 수 있는가?

미술사를 전공으로 삼은 이후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은 어떻게 하면 미술에 대한 안목을 갖출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막연한 물
음에 대하여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의 묘책은“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
며, 느낀 만큼 보인다.”
는 것이었다. (유홍준,‘나의 문화유산답사기’
, 제1권 머리
말 에서 발췌)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인간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의 오감을 가졌다고 한다. 보고, 듣고, 맛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익숙한 방식으로는 잘 보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는 잘
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것은 경험이나 기대가 관찰에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시각 정보 인식 과정 자체가 주변의 시각 정
보에 따라 왜곡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보통 착시 현상이라고 부른다.

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감각은 눈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본 것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신뢰를 주고 믿게 된
다. 이러한 이유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를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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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무엇을 그린 것인가?

다음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림의 사례들이다. 각 그림을 보고 어떻게 보이는지 이야
기해 보자.

위의 그림은 그것이 어떤 배경(맥락) 속에서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으
로 보일 수 있다. 오리가 많이 그려진 그림 속에서는 오리로 보이고, 사슴이 그
려진 그림 속에서는 사슴으로 보일 수 있다. 즉, 관찰은 관찰 대상이 있는 맥락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 각 그림에서 여러분은 어떤 착시를 경험하였는가?
● 착시라는 것을 안 이후에는 그 착시 현상을 벋어날 수 있는가?

는 것을 보았다. 즉, 이러한 시각적 경험은 다른 어떤 감각적 경험보다 정확함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과학의 탐구에서 관찰은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고, 또 관찰 활동은 보통 시각
적 경험에 기초한다. 하지만 관찰은 관찰하는 사람의 이전 경험이나 기대 그리

정리해 보기
여러분은 이 수업 시간 바로 직전의 수업을 함께 들었을 것이다. 그 수업 시간을 회상 하면서 다음의 질문에 대해 답해 보자.
(1) 지난 수업 시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또는 사건) 3가지는 무엇인가?
(2) 수업 시간을 통해 배운 내용은 무엇인가?
(3) 여러분들이 위 질문들에 서로 다른 답을 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의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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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에서의 관찰

오른쪽 사진은 어떤 과학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간단한 준비물들이다.
다음의 각 질문에 답해 보자.

│학습 목표│관찰을 통해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던
갈릴레이, 뉴턴의 사례를 보면서 관찰을 통한
위대한 발견에 대해 생각해보고,
역사적 사례 및 실제 관찰 활동을 통해
관련되는 지식의 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각 실험 기구 및 재료는 어떤 것들인가?
 초코파이와 검은색 띠는 각각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
여
 러분들이 위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갈릴레이의 관찰│
1609년 말 갈릴레이는 스스로 만든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하였다. 이전에
수천년 동안 맨눈으로만 관찰하였던 하늘의 세계를 망원경이란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관찰한 것이다. 하늘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순

위에서 우리는 이 실험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각 기구가 무엇

간이었다. 관찰 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도구의 사용이 그 효과를 훨씬 높여 주었

인지, 또는 각 기구와 재료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

기 때문이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실험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 최초로 관찰하기 시작한 것은 달이었다. 달은 밤
[그림 1] 갈릴레이의 망원경

│관찰과 지식│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으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 이래 인간의 수
많은 상상의 대상이었다. 갈릴레이는 달에 대한 자신의 관찰 결과를 잘 정리하
여 그림으로 남겼다. 갈릴레이는 뛰어난 과학 이론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과
학 기구를 만들거나 관찰 결과를 훌륭한 그림으로 남긴 뛰어난 솜씨를 지녔다.

으로, 각 도구와 재료는 그러한 목표를 위해 조심스럽게 선택된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으로 보더라도 그것과 관련되는 지식의 여부에 따라 사람
들이 실제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양초의 관찰
관찰의 결과는 관련되는 지식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다음 활동을 통해 양초가 타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관찰력을 서로 비교해
보자.

생활 탐구

갈릴레이의 달 그림을 분석해 보자.

사진과 같이 양초를 준비하여 불을 붙이고, 모둠별로 양초가 타는 것을 관찰해 보자.

 갈릴레이의 달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달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관찰을 통해 각자 발견한 것들을 가능한 많이 나열해 보자.

 갈릴레이의 달 그림으로부터 달에 대해 과학적으로 추론(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갈릴레이의 달 그림으로부터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갈릴레이가 관찰한 것과 동일한가?

갈릴레이가 남긴 달 그림

 나
 의 관찰 결과와 모둠의 다른 사람들의 관찰 결과와 비교해 보자.

모둠별로도 비교해 보자.
 관
 찰 결과에서 관찰을 통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과 과학적

지식을 통해 추론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구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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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턴 : 사과와 달의 낙하
갈릴레이가 사망한 해에 태어난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은 천문학
과 역학에서의 과학 혁명을 완성한 사람이다. 특히 그의 만유인력 법칙은 우주
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 힘의 하나인 중력을 처음으로 확인한 인류 역사상 가
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이다.
뉴턴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에피소드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3 옛날 과학자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학습 목표│과거 학자들의 낙하 운동에 대한 생각이
아리스토텔레스, 갈릴레이에 이르러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해하고,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운동에
대한 생각 변화를 통해 과학 개념이 오랜
세월에 걸쳐 수정, 보완되어 온 결과임을 안다.

만유인력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는 것이다. 이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사과가
떨어지는 장면 하나를 보고 갑자기 생각났다고 말하는 것은 만유인력 법칙의
[그림 2] 뉴턴과 사과나무

발견이 매우 복잡하고 힘든, 오랜 시간에 걸친 고민과 창의력의 결과라는 사실
을 왜곡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생각
을 갖고 관찰하는 사과의 떨어짐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관찰하는 것과
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이다.
사과와 지구는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따라 서로에게 만유인력을 작용하여 지
구는 사과를, 또 사과는 지구를 서로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당기게 된다. 하지만
질량이 훨씬 작은 사과가 지구로 이끌리게 되어 결국 사과가 지구로 떨어진다.

│놀이동산의 즐거운 체험│
놀이동산에 가면 여러 가지 신나는 놀이 기구들이 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도 어느 것을 가장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 놀이 기구를 왜 좋아하는가?
사람들은 공포심을 일으키고 무서운 느낌을 주는 놀이 기구를 좋아하는 경
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심은 속력의 변화가 크거나 자신의 몸을 받쳐주
는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특히 많이 생긴다. 롤러코스터나 범퍼카 등은 속력 변
화를 많이 느낄 수 있는 놀이 기구이고, 자이로드롭이나 바이킹은 자신을 받쳐
주는 힘이 사라져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주는 놀이 기구이다.
자이로드롭, 번지 점프, 스카이다이빙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떠받치는 힘
이 없어서, 아래 방향으로 떨어진다. 이런 운동을 낙하 운동이라 한다.

오른쪽 그림은 뉴턴이 자신의 책에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가 원운동을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그림이다. 다음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놀이기구



낙하 운동의 예

- 지
 구상에서 무거운 물체를 놓으면, 아래
로 떨어진다. 왜 그럴까?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속력에 따라 그 물체가 지구에

- 잡
 고 있던 실을 놓으면, 풍선은 하늘로
올라간다. 왜 그럴까?

떨어지게 되는 지점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뉴턴은“달은 지구를 향해 끓임 없이 낙하한다.”
고 말했다.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겠는가?

생활 탐구

[그림 3] 바이킹

[그림 5] 번지 점프

[그림 4] 자이로드롭

[그림 6] 스카이다이빙

 뉴턴이 본 사과의 낙하와 달의 낙하는 관찰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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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론│
옛날 사람들은 물체의 낙하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는 모든 물질은 자신의 고유한 장소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고

│낙하
운동에
나의
생각│여러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이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각자
다음은
낙하대한
운동과
관련된
응답한 뒤, 모둠별로 서로 발표하여,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생각했다. 무거운 돌은 그것의 본래 위치가 아래쪽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불꽃
은 가볍기 때문에 그것의 본래 위치인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지닌다고 생
각했다. 이렇게 물체의 외부에서 아무런 간섭이 없을 때 일어나는 운동을 자연
운동(natural motion)이라 불렀다.
따라서 어떤 물질은 그것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위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운동하는 수직적인 자연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물체의 외부로부터
간섭이 있으면 그 물체는 강제 운동(violent motion)을 하게 되는데, 돌을 수
평으로 던지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수평으로 던져진 돌은 수평 방향의

1, 그림과 같이 진영이가 절벽에서 두 개의
쇠공 A, B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살며
시 놓아 떨어뜨렸다. 두 개의 쇠공은 크기
와 모양은 같지만 질량은 다르다.

1, 남희는 높은 절벽에서 돌을 살며시
놓아 떨어뜨렸다. 낙하 1초 후의 돌의
속도는 10 m/s(초속 10 m)였다.

(1)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지겠는가?
① A가 먼저 떨어진다.
② B가 먼저 떨어진다.
③ A와 B가 동시에 떨어진다.
④ 기타

(1) 낙하 후 1초, 2초, 3초 후의 속도는
얼마이겠는가?
① 10 m/s, 10 m/s, 10 m/s
② 10 m/s, 20 m/s, 30 m/s
③ 10 m/s, 40 m/s, 90 m/s
④ 기타

(2) (1)과 같이 응답한 이유를 쓰시오.

(2) (1)과 같이 응답한 이유를 쓰시오.

강제 운동과 수직 방향의 자연 운동을 함으로써, 그 결과 곡선을 그리면서 땅으
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를 달 밑 세계와 달 위 세계로 크게 나누었다. 달 밑
세계는 인간이 사는 공간으로 모든 것들은 자연의 4가지 기본 원소인 흙, 공기,
물, 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달 위 세계는 신의 세계로 제5의 원소인 에테르로 구
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달 밑 세계에서의 자연 운동은 직선 운동이며, 달
위 세계에서의 자연 운동은 원운동이라고 생각하였다.

│낙하 운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릴레이의 생각│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생활 탐구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낙하하는 물체
아리스토텔레스가 달 위 세계에서의 자연
운동을 원운동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
까?

의 속력은 물체의 무게에 비례하고, 그것이 통과하는 매질의 밀도에 반비례한다
고 생각했다. 즉, (매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물체의 무게를 두 배로 하거나
또는 (물체의 무게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매질의 밀도를 반으로 하면, 물체의
낙하 속력은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과 접촉하는 경우
[그림 7] 아리스토텔레스와 달 위 세계에서의 자연 운동

에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물체의 속력은 매질의 밀도에 반
비례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는 진공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물체의 속력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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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히 커지는 모순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

져 올리면, 공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이 과정에서 힘은 어떻게 작용하는

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진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것일까?

한편,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는 물체의 낙하 속력이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반대하였다. 그가 피사의 사탑(기
울어진 탑)에서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을 실제로 떨어뜨려 그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생각 실험(사고 실험)을 통해

정리해 보기

01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한 사람이 테니스 공을 똑바로 던져 올렸다. 다음은 공에 작용하는 전체적인 힘에 대한 물음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잘못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먼저, 동일한 무게와 모양을 가진 세 개의 벽돌 A, B, C가 있다고 하자. 이
[그림 8] 갈릴레이의 낙하 운동

세 개의 벽돌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모두 동시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벽
돌 A와 B를 무게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실로 묶었다면, 그 전체의 무
게는 두 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따르면, 당연히 벽돌

1. 던진 공이 올라가고 있다. 공 2. 공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
3. 던진 공이 내려오고 있다, 공
에 작용하는 힘을 바르게 표현한 공에 작용하는 힘을 바르게 표현 에 작용하는 힘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한 것은?
것은?

A-B는 C보다 두 배로 빨리 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벽돌 A, B는 본래 같은
속력으로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줄로 묶어서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같은 속력
으로 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는 자체적인 모순이 있

02 손에서 떠난 공은 손으로부터 힘을 계속 받는가?
03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힘이 작용하는 방향은 일치하는가?

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갈릴레이는 낙하 운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의 생각을 극복할 수 있었다.
정리해 보기



여러분의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릴레이의 생각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



무게가 다른 두 물체가 동일한 속력으로 낙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임페투스 이론과 갈릴레이의 포물선 운동│
옛날 사람들은 물체의 운동과 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6세기 경 필로포누스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은 그 물체에‘기동력’
이라는 것
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돌을 수평으로 던지면 던지는 사
A

B

람으로부터 기동력이 물체에 전달되고, 그 기동력이 소모되면 물체가 땅으로 떨

│물체의 움직임과 힘│
지구상에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그 물체에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지구가 그 물체를 끌어당겨서 물체가 운동하는 것이다. 야구 경기
에서 타자가 배트로 공을 치면, 그 공은 배트로부터 힘을 받아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 마찬가지로 테니스나 탁구를 칠 때에도 공은 배트로부터 힘을 받아
운동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이번에는 공을 위로 던져 올린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자. 공을 잡고 위로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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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서구 사회에서 유지되었으며, 14
세기 프랑스의 학자 뷔리당(Jean Buridan. 1295~1358)이 이것을 임페투스라
C

고 부르면서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즉, 물체가 운동을 하는 것은 운동을 지속시켜 주는 힘인 임페투스가 있기
때문이며, 그 크기는 물체의 속력과 물질의 양의 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D

임페투스는 외부의 저항에 의해 감소되지 않는 한 무한히 지속되며, 이 때문에
저항이 없는 경우 물체는 직선으로 무한히 운동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발전하였

[그림 9] 뷔리당의 임페투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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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생각은 뉴턴 역학의 운동량 보존의 법칙과 유사한 형태이다.
한편,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는 수평으로 던져진 공이 포물
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것은 처음 공을 던질 때 발생한 공의 수평 방향 등속 운
동과 중력 방향의 수직 가속 운동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물체가 사람의 손을 떠나면, 수평 방향으로는 더 이상 힘을 받지 않고 등속
운동을 하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여 계속 가속된다는 것이다.

2

과학 철학과 탐구

│과학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개인의 개념 발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과학적 개념은 오랜 시간을 두고 발전해 온 것이다. 다시
말해, 과학의 개념은 어느 시점에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발견되거나 이론으로 정
립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생각이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며 오랜 기간을 거쳐
하나의 보다 정확한 개념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완벽하다고 알고 있는 과학 개념도 언젠가는 다른 이론과 해석을 바탕으로 수
정되고 고쳐질 수도 있다.

1 과학 탐구 과정

│학습 목표│다윈과 파스퇴르의 실제 탐구 사례를 보며
과학자의 자연 현상에 대한 탐구 과정을
이해하고,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차이를 말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는 이러한 과학 개념의 발달 과정은 개인이
그 개념을 새롭게 학습할 때에도 반복된다. 생물학에서 자주 이야기 되는“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
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많은 과학자들은 자연 세계의 이치를 알아내고자 많은
연구를 실시해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변의 자연 현상이나 사물의 이치
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정리해 보기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또 다른 사례로는 어떤 것
이 있을까?



과학의 지식과 이론은 진리인가?

경우도 있다. 과학자가 자연 세계의 이치를 알아내는 것이나, 우리가 주변의 생
활 속에 감춰진 이치를 알아내는 과정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과연 자연
세계의 이치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까?
자연 현상을 똑같이 바라보더라도 강한 지적 호기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연 현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자연 세계에
대한 탐구는 강한 지적 호기심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지적 호기심 역시 과학자들의 지적 호기심과 근본적
으로는 차이가 없다. 자연 현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은 자연 현상에 대한 의문점
이 생기도록 하는데, 바로 그것이 탐구의 출발점이다. 과학사에 드러난 사례를
통해, 19세기에 활동한 두 과학자의 자연 현상에 대한 탐구 과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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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다윈의 연구│
오늘날 가장 유명한 생물학자로 손꼽히는 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은 영국의 슈루즈버리에서 태어났다.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 에라스
므스 다윈도 당대에 유명한 진보적 지식인이었다.

[그림 10] 찰스 다윈

생산하는 한 기업인의 의뢰로 발효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그의 연구
영역은 화학의 영역에서 생물학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파스퇴르가 화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

찰스 다윈은 1825년 자유로운 분위기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학 의학과에

은 화학 분야뿐만 아니라 생물학 분야에서의 그의 업적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

입학해 1827년까지 다니다가 중퇴했다. 그 후 1827년 성공회 신부가 되기 바라

다. 그 뛰어난 업적 중의 하나가 그 당시에 만연되었던 생명 기원의 자연 발생설

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케임브리지대학교 퀸스 칼리지의 신학과에 입학해 1831

을 실험적으로 부정하고, 생물은 생물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생기는

년에 졸업했다. 하지만 다윈은 신부로서 봉직하기 보다는 생물학에 관심이 많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파스퇴르가 더욱 유명해진 것은

서 같은 해 12월 27일 비글이라는 이름의 탐험선인 군함을 타고 약 5년동안 탐

질병의 원인이 미생물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시한 일련의 연구들에 의해

사 여행을 한다.

서이다.

다윈은 항해하는 동안 세계 각지에서 동물, 식물, 화석, 운석 등 실로 다양한

파스퇴르는 닭 콜레라를 연구하던 중 공기 중에 오래 방치했던 닭 콜레라균

자료를 채집하였다. 항상 채집과 동시에 입수한 자료에 대하여 주의 깊게 메모

이 담긴 주사를 맞은 닭이 닭 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곧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

하고 정리하면서 이들 자료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갈라파고스에서 본 새는 왜

였다. 파스퇴르는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탄저병 백신을 양에게 주사하면 탄저병

섬에 따라 부리의 모양이 다를까?”
, 갈라파고스의 이구아나는 형태가 매우 닮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았는데도 육지에서 서식하는 종류와 바다에서 서식하는 종류가 따로 있을까?,
“아르헨티나에서 화석으로 발견된 동물은 왜 멸종해 버린 것일까?”
후에 항해를 끝내고 돌아온 다윈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1859년‘종의 기
원’
이라는 책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변이는 대부분의 개체군에서 생겨
[그림 11] 종의 기원

결정학 분야에서 명성을 쌓았다. 그 후 그는 사탕무 용액을 발효시켜 에탄올을

나고, 변이 중에는 자손에게 유전되는 것도 있으며, 모든 개체군은 생존에 필요
한 수보다 훨씬 많은 자손을 낳는데,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가 그렇지 못한 개체
보다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훨씬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는 것을 골
자로 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펼쳤다.

파스퇴르는 탄저병 백신을 개발하여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실험하였다.
[그림 13] 루이 파스퇴르

1881년 5월 5일 프랑스의 푸이 르포르 목장에서 양 24마리, 염소 1마리, 소
6마리에게 탄저균을 약화시킨 백신을 주사한 것이다. 17일에는 이 동물들에게
좀 더 강한 배양액이 다시 접종되었으며, 31일에는 독성이 강한 탄저균이 주사
되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독성 탄저균 용액을 백신을 맞지 않은 양 24마리,
염소 한 마리, 소 4마리에게도 주사했다. 6월 2일 수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기
위해 이 목장에 모였다.
백신 접종을 받은 동물들은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반해, 백신 접종을 받

│루이 파스퇴르의 연구│
[그림 12] 비글호의 항로

프랑스 동부 지방인 돌(Dole)에서 태어난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

지 않은 양 21마리와 염소 1마리가 탄저병에 걸려서 죽었고, 나머지 양 3마리도
죽어가고 있었으며, 소도 열병 증상을 보였다. 이로써 탄저병 예방 접종의 의미
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1822~1895)는 흔히‘미생물학의 아버지’
라 불릴 정도로 미생물 연구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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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성과를 거둔 과학자이다. 그는 파리고등사범학교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파스퇴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광견병 예방 백신 때문이다. 광견병에

공부하였는데, 이 시절 파스퇴르는 과학에서 실험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고

걸려 죽은 토끼의 척수를 꺼내 말린 후 잘게 쪼개어 현탁액을 만든 다음 개에

[그림 14] 파스퇴르의 탄저병 백신
공개 실험

2. 과학 철학과 탐구

89

게 접종하면 광견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그는 이 백신을
미친개에게 물린 9살의 소년에게 접종했고, 다른 의사들이 모두 포기했던 이 소
년을 살려내면서 매우 유명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 중의 한 사람이 된 파스퇴르가 1895년 사망하자 그의 장례식은 프랑스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그의 유해는 그의 이름을 딴 파스퇴르 연구소에 묻혔다.
이에 비해 찰스 다윈의 탐구 과정을 보면, 비글호를 타고 세계 여러 곳의 자연
현상을 관찰하면서 그 관찰이 바탕이 되어 진화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그림 15] 핀치새

수 있다. 예를 들어 갈라파고스의 핀치새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핀치새의 부리의
생김새가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을 관찰하면서 탐구 과정이 진행된다. 다윈은 핀
치새를 채집하여 각각의 부리의 모양 관찰과 길이 측정 등을 관찰 주제로 설정
하고, 이를 어떻게 관찰할 것인지 관찰 방법을 고안하였다. 즉, 채집된 핀치새의
모양을 스케치하고, 일일이 부리의 길이 등을 측정하는 관찰을 수행하여, 사는
지역과 먹이에 따라 핀치새의 부리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파스퇴르 연구의 출발점은 질병이 일어나는 현상을 인식하고, 그 질병의 원인
균인 병원균을 약화시킨 백신을 예방 접종하면 탄저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에서부터이다.
파스퇴르는 가설을 설정한 다음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때 실험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대
조군(집단 B)이라고 하고, 원래 알고자 했던 집단, 즉 백신 접종을 한 집단을 실
험군(집단 A)이라고 한다. 파스퇴르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본인이 세운 가설
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가설로부터 예상되는 관찰 결과가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검증
해 보는 탐구과정을 연역적 탐구 과정이라고 한다. 귀납적 탐구 과정과 비교해
보면 가설의 설정 단계가 있고, 가설이 입증되지 않으면, 즉 결론 도출에 실패하
면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를 거친다는 점이다.

탐구

이처럼 여러 가지 관찰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탐구 과정을 귀

과정

문제 인식 → 가설 설정 → 탐구 설계 및 수행 → 자료 분석 및 해설 → 결론 도출 및 일반화

납적 탐구 과정이라고 한다. 귀납적 탐구 과정은 가설의 설정 없이 탐구가 진행

탐구

적
연역

되는 것으로, 귀납적 탐구 과정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적
귀납

과정

자연 현상의 관찰 → 관찰 주제 설정 → 관찰 방법과 절차 고안 → 관찰 수행 → 관찰 결과의 해석 및 결론 도출
정리해 보기



다 윈과 파스퇴르의 자연 현상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가는 탐구 과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들의 탐구 과정을 비교, 설명해 보자.

[그림 16] 파스퇴르 실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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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발달의 원리 : 귀납주의와 반증주의

│학습 목표│귀납적 연구 방법론이나 가설 연역적 방법론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의 대안으로 등장한
반증주의의 개념과 그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과학 이론이 발전해 가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들의 머리 속의 백조의 모습은 모두

귀납적 방법의 문제
다음은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드 러셀(Bertrand Russell)의 글이다.
어떤 사람이 칠면조를 기르고 있었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칠면조에게 먹이를 갖다 주었다. 그래서 칠면조는‘주인은 아침마
다 내게 먹이를 가져다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 지 100일째
아침, 칠면조는 음식을 갖다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집 주인은 그날 아침, 먹이 대신 칠면조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
대는 것이 아닌가! 그날이 바로 추수 감사절이었기 때문이다. 99일 동안
먹이를 가져다주었다는 사실로부터 100일째 되는 그날에도 먹이를 가져
다 줄 것이라는 기대로 나아가는 것은 이렇게 위험이 따를 수 있다.

흰색이어야 한다. 그런데 분명 백조임에도 흰
색이 아닌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 귀납 추론에서 전제들이 참이었다고 결론이 참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해 보자.

지금까지의 백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난감해질 수도 있다. 백조의 예처
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이론이 모든 자연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가끔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과학 이
론은 모든 것을 정확히 설명할까?

다음의 사진은 기관지의 섬모를 주사 전자 현미경과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것이다. 만일 연구자가 이들 사진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다면 이들을 동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는 반대로 사전에 이미 동일한 것이라는 정

│귀납적 방법론│

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정보에 의해 관찰하는 내용이 왜곡될 수도 있다.

다양한 관찰된 사실로부터 이론이 형성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널리 받아들
이는 상식적인 과학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관찰한 특수
한 사실들은 입증된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한 과학 이
론은 보편적인 법칙이나 이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보
편적인 법칙이나 이론을 토대로 특수한 사례를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연역

[그림 17] 주사 전자 현미경(SEM)

[그림 18] 투과 전자 현미경(TEM)

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과학의 이론은 점진적으로 세련화 과정을 통해
발달해 간다고 보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과학관이다.

이처럼 아무런 편견 없이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은 성취되기 어렵다. 왜냐
하면 관찰 그 자체가 이미 감각 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연구자 자
신이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설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들을 수집하기 때문
에 편견 없이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귀납주의는
논리적 비약의 위험성이 있는데, 많은 경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그
렇다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92

Ⅱ 과학의 소통

2. 과학 철학과 탐구

93

│가설 연역적 방법론│
귀납주의의 문제를 어느 정도 피해가는 것이 가설 연역적 방법이다. 가설 연
역적 방법은 가설을 생성할 때 귀납 추론에 의해 가설을 만들지 않고 문제에 대

런 심각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검증이나 증명 대신에 확증이라는 개념을 도
입하기에 이른다. 즉, 증명이나 검증처럼 100%의 지지를 추구하지 말고,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서 나타내자는 생각으로 후퇴하게 된다.

한 해답으로서 가설을 창안한다. 가설은 연역에 의해 그것으로부터 이끌어 내
어진 관찰, 혹은 실험 결과들에 대한 새로운 예측을 시험함으로써 평가된다. 귀
납적 방법론과 비교해 볼 때, 가설 연역적 방법론은 가설이 생성되는 맥락에서
귀납 추론을 사용하지 않고, 과학자들의 온갖 창조적인 상상력이 동원된다. 다
음의 사례 연구를 통해 가설 연역적 방법론의 문제를 알아보자.

│반증주의적 방법론│
과학 이론을 증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반증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과학 철학적 관점이 칼 포퍼에 의해 제기되었다. 반증주의적
방법론에 따르면 추측에 해당하는 가설들이 어떤 주어진 문제들에 대한 해답,

어떤 생물학자가“모든 까마귀는 검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 정말로

혹은 설명으로서 제시되는데, 만일 추측된 가설을 반박하는 경험적 사례가 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까마귀를 발견할 때마다 색깔이 검은지를 계

재하면 그 가설은 곧바로 폐기된다. 즉, 단 한가지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증명

속 확인해 나가고 있다. 그 생물학자는 지금까지 그가 새롭게 관찰한 까마귀는

(반증)되는 것이다.

100마리였고 그것들은 모두 검은 까마귀들이었다. 과연 이 경우 이 생물학자의
“모든 까마귀는 검다”
라는 가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생물학자의

반증주의에서 과학적 이론이란 반증 가능해야 한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

경우 사례수가 겨우 10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증명이

는 것은 반증 가능한 이론이 아니다. 그리고 명확히 반증을 위한 방법적 도구가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검증 가능성 원리에 대한 이

있어야만 반증 가능한 이론이다.

가설 연역적 방법의 문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식하는 뱀 중 동부산호뱀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독성이 없는 주황색왕뱀은 동부산호뱀을 모방한 뱀이다.
‘과학자들은 과연 모방의 기능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모방은 포식자

만들어 대조군뱀으로 삼았다. 4주간 야외에 인공 뱀을 둔

가 위험한 종과 모방 생물을 혼동하므로 모방 생물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가설을

후 이를 회수하여 포식자인 여우, 코요테, 너구리 등에게

세웠다. 동부산호뱀의 포식자들은 이들을 거의 공격하지 않는데, 시행착오를 통해

물리고 할퀴는 공격을 받은 횟수를 기록하여 다음 그래프

동부산호뱀을 피하는 행동이 학습된 것이다. 따라서 동부산호뱀을 모방한 주황색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왕뱀은 포식자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가질 것이다. 이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부산호뱀(독성)

야외 실험을 실시하였다.
주황색왕뱀의 모방은 포식자로부터 왕뱀을 보호해 주지만 동부산호뱀이 함께
서식하는 지역에서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모방 가설에 따라 동부산호뱀이 없는
지역에서보다 있는 지역에서 포식자가 왕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다. 이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 가짜 뱀 수백 마리를 만들었는데, 한 종류
는 주황색왕 뱀의 고리 무늬를 흉내낸 것이고, 다른 한 종류는 갈색의 인공 뱀을

주황색왕뱀(무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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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보면 산호뱀이 없을 때는 83 %가 공격을 받았으나, 있
을 때는 16 %의 공격 밖에 받지 않았다. 100 %와 0 %가 아니
라고 해도 가설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토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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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 발달의 원리 : 과학 혁명의 이론

반증가능성이란?
1. 다음의 여러 가지 진술 중 반증 가능한 진술은 어떤 것인지 골라보자.

2. 다음 중 반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진술을 고르고, 왜 그런지 설명해 보자.

① 오늘 일출은 6시 5분이었다.

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 운동을 한다.

②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

②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 운동을 한다.

③ 빛이 평면 거울에서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③ 모든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 운동을 한다.

④ 검은 물체가 흰 물체보다 무겁다.

④ 모든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 운동을 한다.

│학습 목표│천체 운동에 대한 과학자들의 구체적
연구 사례를 통해 쿤의 과학 혁명의
이론 개념을 이해하고, 패러다임의 뜻을 알며
과학적 이론의 발전 단계를 말할 수 있다.

⑤ 오늘은 해가 동쪽에서 솟거나 솟지 않거나 한다.
⑥ 양성자 한 개로 되어 있는 원자를 수소라고 한다.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으로 우리는 흔히 콜럼버스를

⑦ 모험을 하는 자만이 행운을 차지할 수 있다.

떠올린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대서양의 끝
에는 낭떠러지가 있다는 생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생
각했기 때문에 서쪽으로 항해를 하여 아메리카 대륙을
다시 말해 반증주의에서 관찰이나 실험의 역할이 바로 반증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론이 국지적인 것보다 포괄적인 것을 설명할수록, 그리고 명확할수록
반증 가능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반증 가능성이 높으면서 아직까지 반증되지

[그림 19] 콜럼버스

발견한 것이다. 영원 불멸의 진리일 것 같았던‘지구 끝은
낭떠러지’
라는 생각은 더 이상 지탱되지 못했다. 과학에

서의 이론은 과연 어떨까? 그리고 그 이론은 신뢰할만한 것일까?

않은 이론이 좋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반증주의에서 말하는 과학의 발전은 문제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반증 가능성
이 낮은 이론에서 높은 이론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반
증주의도 귀납적 방법론이나 가설 연역적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관찰
한 사실은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증은 사실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귀납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실이 믿을

천동설과 지동설
다음은 천동설과 지동설 하에서의 태양계를 나타낸 것이다.
1400여년 동안 지탱해 온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인 천동설은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으며 그 주위를 모든 천체가 회전
한다. 별(항성)은 가장 바깥쪽에 있고, 하루에 1번씩 회전한다. 각 행성은 주전원 주위를 회전하며, 각 주전원의 중심은 지
구를 중심으로 원주 원동을 한다. 이에 비해 코페르니쿠스 체계인 지동설(당시에는 천왕성과 해왕성은 아직 관측되지 못
했다)은 태양을 중심으로 각 행성들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 하지 않은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반증주의도 여전히 귀납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또한 반증주의는 단 1회의 반
증으로도 이론이 폐기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역사적으로 반증 사례가 나와도
그 이론이 즉시 버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생활 탐구
프톨레오마이오스 체계(천동설)
 과학사를 통해 볼 때 반증이 되어도 이론이 즉각 폐지되지 않은 사례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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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페르니쿠스 체계(천동설)

● 천동설로 설명되지 못했던 관측 사실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자.
●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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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 운동에 관한 과학자들의 연구 사례│
흔히 우리는 과학 혁명을 이끈 사람으로 천문학의 코페르니쿠스를 손꼽는

관측을 계속하여 기록을 남겼다. 그는 이러한 업적으로 덴마크 왕 프레데리크

다. 폴란드 태생의 성직자인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

2세(Frederick II)의 도움으로 벤 섬에 우라니보르(Uraniborg) 천문대를 설치

1473~1543)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파도바, 페라라대학에서 신학, 법학, 고전학

할 수 있었고, 새로운 별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을 공부했으며, 페라라대학에서 교회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공
부를 하면서도 그의 주된 관심사는 천문학이었다고 한다. 학위를 받고 의학을
공부한 뒤 귀국한 그는 1505년경부터 플라우엔부르크 성당에 자리를 잡았다.

[그림 20] 코페르니쿠스

자리에서 신성(SN 1572)을 발견하여 맨눈으로 관찰할 수 없을 때까지 14개월간

그는 아주 좋은 연구 환경에서 1567년부터 1597년까지 그 당시로써는 아주
정확하게 별들의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돌

[그림 23] 우라니보르 천문대

프 2세(Rudolf II)의 초청으로 프라하로 이주한 뒤, 이곳에서 새로운 천문대를

그는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법학 지식으로 교구 행정

열고 그가 죽을 때까지 천문 관측을 하였다. 티코 브라헤가 죽자 모든 자료는

에 참여했으며, 수학 지식으로 통화와 경제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코페르니쿠스

그의 조수로 초청되었던 요하네스 케플러에게 넘겨졌다. 티코 브라헤는 코페르

는 기존의 천체 운동에 대한 천동설을 부정하는 새로운 이론 체계인 지동설을

니쿠스의 지동설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행성은 태양을 돌고, 그 태양은 지

1543년 그가 죽기 직전에‘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통해 발표하였다.

구를 돈다는 절충설을 간직한 채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사건은 중세의 사고 체계를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일시에 코
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교회의 권위는 강했으
며, 천동설을 옹호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독일의 슈트트가르트에서 태어난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
1571~1630)는 티코 브라헤가 30여 년에 걸쳐 얻은 관측 자료를 해석하기 시작
하였다. 케플러는 스승인 티코 브라헤와는 달리 관측 자료를 토대로 지동설을

오늘날의 스웨덴의 스카니아(Scania-당시에는 덴마크 령)에서 출생한 덴마크

생각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원을 그리며 태양 주위를

사람인 티코 브라헤(Tycho Brahe. 1546~1601)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돈다고 주장하였던 것에 대하여,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가 남긴 방대한 관측 자

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에 대하여 `정말 그럴까’
라는 호기심을 확인하고 싶은 생

료의 해석을 토대로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각을 가졌다. 코펜하겐의 대학교에서 법률을 공부하던 티코 브라헤는 1560년 우

[그림 21] 티코 브라헤

연히 일식을 보게 되면서 천문학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족들의 성화로

케플러는 만일 원을 그리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면 태양과 지구 사이

법률을 공부하려고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천체 관측에 대한 그의 열정은 꺾이지

의 거리가 일정해야 하지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으

않았다. 그는 지구가 태양 주위의 특정 궤도를 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로부터 지구는 태양 주위를 타원을 그리면서 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태양

[그림 24] 케플러

과의 거리가 변하면서 그 거리가 멀수록 지구의 속력이 점점 느려진다는 것도
티코 브라헤는 그 당시에 북부 유럽에서 가장 큰 대학이었던 독일의 로스토
크대학에서 공부한 후 코펜하겐으로 돌아왔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에 열중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황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는 코펜하겐을 떠나 독일
남서부의 아우스부르크로 옮겨, 여러 가지 천문학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어

알게 되었다. 그리고 행성의 공전 주기와 궤도 장반경의 관계를 조사하여 공전
주기의 제곱이 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것도 알아냈다. 이 세 가지
결과를 오늘날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후 행성의 운동을 이론적으로 설
명하는 데 성공한 과학자는 뉴턴이었다.

떤 기구로 천체를 관찰할 것인가를 설계하여 천문학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티

[그림 22] 티코가 발견한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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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브라헤는 별을 관찰할 때에 자신이 직접 만든 관측 기구들을 많이 사용하였

영국의 링컨셔에서 태어난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3~1727)은 과학

다. 그 중에는 별들이 보이는 각도를 측정하는 기구인 사분의가 있었는데, 그

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물리학자로, 캠브리지의 트리니티 칼리지에 공부하였

크기가 6 m가 넘는 대단히 큰 것이었다. 특히 브라헤는 1572년, 카시오페이아

으며, 물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그는 경험적 사실에 바탕을 둔

[그림 25] 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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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탐구
코페르니쿠스에서 뉴턴에 이르기까지 천체의 운
동에 관한 과학자들의 연구에서 어떤 탐구 과정
을 따랐는지 탐구 과정의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술해 보라.

케플러의 법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중세 때까지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천체 현상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이를 1687년에 발표하였다. 그 후 과학자들은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의

학설이었다. 전 과학 단계를 거친 후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그 이론 체계

법칙을 이용하여 우리 주위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운동과 현상, 나아가서는 우

가 무너지지 않고 16세기까지 약 1400여 년간 견고하게 지탱되어온 것이다. 이

주에 있는 거대한 은하들의 구조와 운동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처럼 상당 기간 동안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 탐구
다 음 사례를 읽고, 쿤의 패러다임으로 설
명해 보자.

새로운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단계를 정상 과학 단계라고 한다.

│과학 혁명의 이론│
지금까지 알아본 천체 운동 이론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변화, 발전해 나갔

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이 너무 복잡한 천체 현상을 상당수의 과학자

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과학 이론은 항상 정지 혹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

들이 발견하게 되면서 천동설은 도전을 받게 된다. 처음에는 도전을 받은 내용

라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에 대해 임시 방편적으로 주전원 등을 계속 그려 나가면서 도전을 벗어나려고

그렇다면 과학 이론의 발달은 점진적이고, 누적적으로 조금씩 기존 이론을

과학

혁명

이론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근대가 시작될 무렵 프톨레마이오스의 천

했지만 끝내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를 위기 단계라고 한다.

보완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은‘과

이 위기 단계에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설명 체계를 모색하게 되면서 많은 가

학 혁명의 이론’
으로 과학 이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많은

설이 등장하고, 그 가설들 중에서 보다 많은 과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가설이나

사람들은 과학 이론의 발전이 점진적이고, 누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모형이 타당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 천동설의 대안으로 많은 지지를

만, 실제로 과학은 더 많은 진리들이 끊임없이 축적되어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

받은 가설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었고, 티코 브라헤는 이 지동설이 실

지는 일직선적 발전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듯 지

제로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30여 년 동안이나 실험과 관측을 했던 것이다.

배 학설이 변한다는 것이다. 과학 혁명 이론을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은 철학자 비트켄슈타인의
유명한‘오리-토끼’
그림이다. 오리-토
끼는 변함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이
것을 오리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토
끼로 본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케플러에 의해 그 오류가 지적되었지만, 지구 중심
설을 태양 중심설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 과학(前 科學) → 정상 과학 단계 → 위기 단계 → 과학 혁명 단계 → 새로운 정상 과학 단계 → 새로운 위기 단계

지배 학설의 전환을 쿤은 과학 혁명 단계라고 하였다.
과학 혁명의 단계를 거친 새로운 이론은 다시 정상 과학의 자리를 잡게 된다.

쿤의 이론에 따라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천체 운동 이론이 변화해 가는 과정
을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 패러다임이란 어떤 집단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정이나,
규칙, 연구 방법 등을 말한다.

기원전 3세기경 그리스의 아리스타르코스가 최초로 지동설을 제안하지만

정상 과학의 단계에서는 패러다임의 규칙을 잘 따른 문제 풀이 작업을 과학

히파르코스 등에 의해 부정되고 이후로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

자들이 행하는 것이고, 만일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실패할 경우 그것은 패러다임

(Claudius Ptolemaeus. 85?~165?)에 의해 천동설이 확립된다. 이러한 생각은

의 문제가 아닌 과학자의 실수이거나 변칙 사례로 간주한다. 만일 이러한 변칙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이래의 지구 중심설에 기초한 것으로 고대의 우주관을 반

사례들이 증가하게 되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며 경쟁하는

영한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확립하기 전까지 근본적인 것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다.

전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끊임없이 토론을 계속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단계를 쿤은 전 과학(前 科學) 단계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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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학과 과학
■ 2 음악과 과학
■ 3 미술과 과학

PART

Ⅲ

과학과 예술

과학(科學, science)은 객관 세계를 이성을 바탕으로 관찰과 실험을 통해 탐

1

구, 추론하여 그 원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인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 세
계란 우리의 의식 밖에 우리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세계를 말한다. 그리고 이성

문학과 과학

은 이러한 세계를 분석하고, 구조화하고, 기능을 탐구할 수 있는 정신 작용이
다. 일반적으로 두뇌의 시스템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반해 문학(文學, literature)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심미적 충동을 언어
를 통해 형상화하는 인간 활동이다. 과학의 정신 작용에서는 이성이 중심이 되
지만 문학에서는 상상과 공감이 중요하다. 또 과학은 객관 세계를 그 주요 대상

1

으로 하지만 문학은 객관 세계 자체를 그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객관 세계의

[그림 2] 꽃의 아름다운 모습
문학에서는 꽃을 전설로, 사랑으로 보고 있다.

무엇이 나에게 어떤 작용을 끼쳤는가, 나는 그것을 통해 어떤 울림을 얻는가가

문학과 과학

문제가 된다.

│학습 목표│과학과 문학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심미적 충동이란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갖는 충동이다. 그것을 좀더 감상하고
싶고, 그것을 탐구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 심미적 충동이다. 시야가 탁
트인 높은 산 정상에서 주변을 둘러보거나, 답답한 산과 평야를 달려가 바다에
이르러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볼 때, 또는 등산을 하다 야생화 한 무더기
가 소담스럽게 피어있을 때,‘아 정말, 고요하다’
라거나‘시원하다’
, 혹은‘참 어

│과학과 문학은 어떻게 다른가│

여쁘다’
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성질이 미적
(가)

감수성이다. 또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좀더 깊이 느끼고 싶어지는 것이 심미

겉씨식물과 양치식물을 제외한 속씨식물의 생식 기관을 좁은 뜻의 꽃이라 하고,
넓은 뜻으로는 소철류·은행나무류·소나무류의 생식 기관도 포함한다. (백과사전)

[그림 3] 바다
탁 트인 시야가 시원한 느낌을 준다. 시원하
다는 것도 아름다움의 하나이다.

적 충동이다.
문학은 이러한 심미적 충동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어가 중요

(나)
이는 먼 / 해와 달의 속삭임 / 비밀한 울음

한데 그 까닭은 인간의 여러 예술 활동은 각기 다른 표현 수단을 갖고 있고, 그

한 번만의 어느 날의 / 아픈 피 흘림.
먼 별에서 별에로의 / 길섶 위에 떨궈진 / 다시는 못 돌이킬 / 엇갈림의 핏방울.
꺼질 듯 / 보드라운 / 황홀한 한 떨기의 / 아름다운 정적(靜寂).

표현 수단에 의해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술은 공간이 주요한 표현 수단이다. 무용도 역시 공간적인 것이 중

펼치면 일렁이는 / 사랑의 / 호심(湖心)아.
‘꽃’
, 박두진

요하다. 이렇게 공간이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감각 기관 가운데 시각을 통해 아
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이에 반해 음악은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음의 장단과 화음의 변화가 음악의 핵심이다. 여기에서는 청각이 중요하다. 그

(가)와 (나)의 두 글은 모두 언어 표현이지만 사실 많이 다르다. 하나는 과학적
[그림 1] 꽃에 대한 과학적 접근
각 부분의 구조와 기능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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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고, 하나는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러면 언어를 핵심으로 하는 문학에서는 어떤 요소가 중요할까? 그것은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이미지(심상)이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머리 속으로 장

[그림 4] 피에타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안고 있다. 깊은 슬픔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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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상상하거나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읽게 된다. 그것은 문학
작품이 그것을 감상하는 데에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표현 수단이 언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좁은 의미의 과학과 문학│
서양에서 과학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과 같은 학문 체계가 형성된
것은 과학 혁명 이후의 일이었다. 과학 혁명 이후 근대적 합리성은 사물들을 공
간화해 분석하고, 양화함으로써 함수화하고, 조작함으로써 변형했다. 과학은

생활 탐구

[그림 5] 음악은 시간 예술이다.
음악을 느끼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
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화음과 장
단에 의해 감성을 표현한다.

슬픔, 분노, 고통 등을 표현한 미술 작품, 음악 작품, 문학 작품 등을 찾아 그 표현 수단과
거기에서 전달되는 느낌은 각각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관찰과 실험, 그리고 공리로부터의 연역에 의해 유도된 결론을 의미하게 되었다.
과학적이라고 했을 때는 가설 설정 - 관찰과 실험을 통한 검증 - 오류의 교
정 - 재검증 - 일반화의 과정을 거치는 일련의 방법적 과정을 일컫고, 이런 방
법에 의해 결론에 도달하는 일련의 과정 내지는 결론 그 자체를 과학이라고 생
각하는 입장이 주된 흐름이 되었다.

│넓은 의미의 과학과 문학│
학문의 기원에서 보면 원래 과학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는 모습,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닌 사물 그 자체를 표현할 수 있는 핵심적 본질,

한 체계적 지식으로,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넓은 의미의 학(學)으로 체계적 학문

사물이 인간을 떠나 본래 갖는 순수한 모습 등을 찾고자 한다. 다른 한편 문학

또는 지적 활동 전반을 가리키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좁은 의미로는 철학 이외

은 이미 관습화된 눈길로 사물을 보는 일상적 지각을 넘어 사물들의 특이성을,

의 학문의 총칭이나 자연 과학을 일컫는 말이었다.

진부한 눈길에 충격을 주는 존재의 새로운 모습을 찾았다.

문학은 글에 대한 학문, 학예이며 자연 과학 및 정치, 법률, 경제 등에 관한
학문 밖의 학문의 총칭으로 곧 순(純)문학, 사학(史學), 철학(哲學) 등을 이르는
말이다. 범위를 더 좁힌다면 정서, 사상을 상상의 힘을 빌어서 언어 또는 문자로

[그림 6] 아리스토텔레스

문학은 이런 흐름과 다른 길을 걸었다. 문학은 사물이 시간에 따라 변화해 가

표현한 예술 작품을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시에서는 이러한 표현 방식이 잘 나타나 있다.
나의 하나님
김춘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애다.

동양에서는 주역(周易)의 계사전(繫辭傳)의 유명한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이상(形而上)의 것을 일러 도(道)라 하고, 형이하(形而下)의 것을 일러 기(器)
라 하는 양분법이 존재한다. 형이상은 도(道), 이(理), 인(仁), 심(心), 성(性) 등 형
태가 없는 추상적이고 고상한 개념을 나타내며, 형이하는 지각할 수 있는 형체
형이상과 형이하

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물을 의미했다. 이 중 과학은 형이하에 속하
는 존재들을 탐구하는 학(學)으로 볼 수 있다.

형이상
(形而上)

도(道), 이(理),
인(仁),
심(心), 성(性)

기(器), 하늘, 땅,
형이하
구름,
(形而下)
식물, 동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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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없는
추상적이고
고상한 개념
지각할 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물

서양에서는 학문이 융성하기 시작했던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
스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구분은 뚜렷하지 않았고, 코페르니쿠스나 갈
릴레이 등도 철저한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그들 자신의 저술에
서 인문주의 수사학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푸줏간에 널린 커다란 살점이다.
시인 릴케가 만난
슬라브 여자의 마음속에 갈앉은
놋쇠 항아리다.
손바닥에 못을 박아
죽일 수도 없고 죽지도 않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또
대낮에도 옷을 벗는 어리디어린
순결이다.

■ 이 시에서 시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
님이라는 성스러운 존재를 푸줏간의 살점으
로, 놋쇠 항아리로 표현하고 있다. 매우 낯선
비유이다. 이러한 사물들은 슬픔, 고통, 처절
함, 무거움을 환기시킨다.
한편, 나의 하나님을 순결, 연둣빛 바람으로
표현한 부분에서는 맑고 밝음의 이미지를 얻
게 된다. 이러한 감각적 비유를 통해 화자는
하나님이 결국 슬픔이고 고통이면서 동시에
기쁨이고 환희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즉, 하
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이고 따라서 운명
의 절대적 존재라는 것이다.

생활 탐구

3월에
젊은 느릅나무 잎새에서 이는
연둣빛 바람이다.

좁은 의미의 문학과 넓은 의미의 문학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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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학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

│예술적 창의성과 과학적 창의성의 유사점과 차이점│
“예술적 창의성과 과학적 창의성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물론 예술

│학습 목표│문학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 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가들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을 드러내지만, 과학자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논문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정신 상태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아서 밀러)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쓴 1905년의 논문에서 그의 가정 문제나 정신 상태에
관해서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반면에 빈센트 반 고흐의‘별이 빛나는 밤’
은거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은 언어를 필요로 한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

의 자서전적이다. 열정의 순간에 고뇌의 절정을 아름답게 캔버스에 옮긴 이 그

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각들과 감정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며, 구체화된다. 인간

림에서 고흐가 그려낸 비구상에 가까운 세상의 모습은 절절한 외로움에 울부짖

의 활동영역 가운데 문학과 과학은 각기 다른 점이 많은데 그 다른 점이 언어를

고 있다.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그림 7] 고흐.‘별이 빛나는 밤’

그러나 과학과 문학 이 두 분야가 전혀 별개의 영역인 것은 아니다. 상상력(공
감)이건 이성(시스템)이건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정신 활동이다. 또 문학도
반드시 심미적 충동과 같은 감성에 의해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짜
고 사건을 전개시키는 인과 관계의 과정(플롯)에서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과학 역시 그 근본에는 상상력이 깔려 있고, 그 상상을 현
실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림 8] 이 뉴런에 각종 정보가 입력
되는 것이다.

다음의 두 언어 표현을 살펴보자.

(가)
대부분의 경우 활동 전위는 신경세포로부터 다른 신경세포로 직접 전달되지 않는
다. 그러나 정보는 전달되며 이러한 정보 전달은 시냅스에서 이루어진다. 전기적 시
냅스와 같은 경우 간극 연접을 통해 전류가 직접적으로 세포에서 세포로 전달된다.
척추동물이나 무척추동물에서 전기적 시냅스는 빠르고 전형적인 행동을 주관하는

[그림 9] 각 신경세포는 시냅스를 통해
서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한다.

신경세포들의 활성을 동시화시키는 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바닷가재의 거대축삭
과 연결된 전기적 시냅스는 도피 반응을 빠르게 수행하는 데 관여한다.


정리해 보기


‘생명 과학’
, Campbell. Reece

(나)

문학과 과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다음 표를 정리해 보자.

나의 기다림은 너무 오래 끌었다. 그동안 나는 내 시계와 역사 안의 벽시계의 시
과학

문학

간이 일치한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다. 매표소 유리창 안의 매표원도 창구 앞의
표 사는 사람이 없는 동안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하고 시선이 부딪칠 적도

[그림 10] 하나의 신경세포는 한 개의
축색돌기와 천 개에서 만 개의 수상돌
기를 가지고 있다.

있었다. 그가 처음에는 희미하게 점점 진하게 웃는다는 게 느껴지자 나는 자리

공통점

에서 일어섰다. 나는 그에게 주목당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짐짓 초조하지 않게
역사 안을 한 바퀴를 구석구석 살펴보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당연히 안보다 밝

차이점

대상

았고 양지쪽은 안보다 따뜻했다. 그러나 일없이 서성이는 군상들의 어두운 궁기

방법

때문에 나는 좀더 비참해졌다.

기술 방식
분야

‘그 남자네 집’
, 박완서

[그림 11] 따라서 신경세포가 백억 개라
고 하면 10조에서 100조 개의 시냅스
가 있는 것이다.

(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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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같은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표현은 상징적이며 다양한 해석을 유발할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에리는 일 있을까

수도 있다. 그것은 대상의 옷차림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고, 표정에서 비롯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그림 12] 기다림

(나)에서는 언어의 사용 양상도 다르다. 과학적 기술에서는‘어두운 궁기’
와

한 판단과 해석은 전적으로 독자에게 달려 있다.
이처럼 문학에서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표현하고 기술하는 것이 중요

다시 문이 닫힌다.

하지 않다.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애매한 표현이 인간의 실상, 삶의 실상을 더
사랑하는 이여

욱 잘 드러내는 일도 흔하다.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다)는 기다리면서 겪는 심리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모든 발자국마다

아주 먼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지금 오고 있다.

기대하고,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 졸이다가 실망하고, 그리고 더욱 그리워하게

아주 먼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나를

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이 글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해가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오고 있다.

주관적 심리를 잘 보여준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시간에 따라 반응이 달라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지고, 변화가 극에 달하면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너를 기다리다 이제는 내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너에게 가는 변화 말이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 황지우

이 세 글이 어떻게 다른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가)의 과학적 기술은 사실들을 죽 나열하고 있다.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
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글은 정보가 신경세포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 시는 개인의 진실을 담고 있지만 이 진실은 개인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
는다. 이러한 기다림은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며 이 속에서 묘
사되고 있는 심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
학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인간 삶의 진리로 승격시킨다.
생활 탐구

에 대한 이야기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 사실, 원인과 결과 등에 대한 기술
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언어의 의미는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다른 해석의 여지

기다리는 동안 일어나는 심리의 변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직접 표현해 보자.

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 (다)의 문학적 기술은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정서 또는 다양한 사고가

다음 글을 읽고 시적 언어와 과학적 언어의 관계에 대해 더 생각해 보자.

뒤섞여 있다. (나)에서는 오랜 기다림, 시간의 확인, 혼자서 기다리는 것을 바라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에 대한 당혹감, 기다림 속에 느끼는 비참함
등이 나타나 있다. 이들은 모두 주관적 감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소설 속의 다

안테나에 들어간 모든 전파는 고주파 전류로 변하게 되는데, 바리콘이라고 불리

른 사람들은 나를 다른 생각으로, 혹은 무심히 바라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는 가변(可變) 콘덴서를 조정하여 동조(同調) 주파수를 바꾸어 희망하는 방송을

초조하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나는 그러한 시선에도 비참해지고 부끄러
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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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국(選局)한다. 고주파 전류는 다이오드에 의해 검파(檢波) 즉, 정류(整流)되고 콘
덴서에 의해 고주파 전류가 제거되어 음성 전류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어폰을 꽂
으면 AM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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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전파가 하나의 물리적 실체에 대한 언급이라면 (나)의 전파는 물리적 실

(나)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체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에 대한 것이다.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과학시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하나의 라디오일 뿐이었다는 언급도 그것이 전파를 받아들여(다른 사람과 교류

그는 나에게로 와서 / 전파가 되었다.

하고)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기 전에는 꺼진 라디오처럼 자기 존재감을 가질 수

사실들은 소재가 되고, 표현은 시적 표현의

없는 (혹은 자기 정체성이 없는) 무의 상태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는 의

적 기법을 쓸 수 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미이다. 그러한 의미로 보자면 여기에서 전파는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들은 모두 / 사랑이 되고 싶다.

수단, 그것이 언어일 수도 있고, 또는 몸짓이나 다른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는 의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 장정일

과학적 사실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시. 과학적
본질을 그대로 따른다. 즉 비유, 상징 등의 시

사 소통 수단의 상징인 것이다.

(다)

정리해 보기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다음 표를 정리하면서 과학적 언어와 문학적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과학적 언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문학적 언어

주된 특징

그에게로 가서 나도 /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사용하는 어휘

우리들은 모두 / 무엇이 되고 싶다.

의미의 단일성 / 다양성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표현 기법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꽃’
, 김춘수

앞에서 꽃에 대한 두 가지의 서술에서도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보
여지는 시적 언어는 수많은 상징과 함축적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가)는 라디오의 수신 원리를 설명하는 과학적인 서술이다. (나)는 라디오
가 켜지고 전파가 송수신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라디오의 동작 원리와
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나)는 (다)의 시를 패러디한 시로 현대 문명의 영
향 아래 놓여 있는 인간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명의 한 상징인
라디오를 소재로 삼은 것이다. (다)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본질, 혹은 명
명(命名) 행위를 통해 실체가 드러나는 사물의 본질을 노래한 시이다.
[그림 13] 라디오

(가)의 서술과 (나)속에는 모두 같은 단어인 전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러나 두 개의 언급은 매우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 (나)의 전파는 전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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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학과 과학의 단절의 역사

다음 두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주고도 얻는 기쁨

역설

│학습 목표│인류의 역사 속에서 과학, 기술과 문학, 예술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청주 주성중 3학년 유호진
어느새 검게 물들여진 세상
나는 나트륨!

눈부시게 밝았던 그때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땅 속으로 잊혀진 태고의 유적이었던 양

슬픈 나트륨

태양이 그 모습을 감추고 나니
그 희멀건 실체가 아주 서서히 차창에 드리운다.

한 친구가 왔어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과학과 문학, 예술은 인간의 문명과 함께 성장했다.
문자의 발견은 과학의 시작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공예, 도자기, 금은
세공품, 유리 제조의 발전에서 보듯이 고대 문명의 발생 과정에서도 예술은 기

내 몸을 함께 쓰자는군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

술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했다. 과학과 예술은 모두 상상력을 바탕으로

전자 하나 떼어주는 아픔을 견디고

이곳을 그대로 옮겨 놓은 신세계가

이루어진 것이며, 모두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

친구 위해 기꺼이 뚝 떼어 주었지요.

저 차창 너머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다. 장인적 노력이 수반된다는 면에서 기술과 예술은 동일한 기원을 지니고 있

주고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안을 나가면 또 다른 안.

다. 문학(특히 소설)이 보편화되는 과정은 인쇄술의 발달이라는 기술의 발달에

잃고서 외로운 줄 알았는데

밖을 나가면 또 다른 밖.

내 친구 염소가 어느새

공간의 개념, 이미 그런 것은 무너져 버렸는지

힘입은 것이었다.

내 속에 가득 있네요.

허공에 떠 있는 그곳은 참으로 자유로왔다.
자세히 창 너머 바라보니

이제 나는

그곳에 누군가 보인다.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
눈부신 순백의 고결한 아름다움
나눔이 만든 또다른 보물
나는 소금!

[그림 14] 유리 공예는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나 1959년 스노(Charles Percy Snow, 1905~1980)가 행한 두 문화에
관한 연설은 문학과 과학 사이에서 누적되었던 오랜 양극적인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스노에게 있어 두 문화는 서로 분명히 상이하며, 불균등한 것이다.
즉, 과학이 일관되게 지향하는 바는 전도유망하고, 진보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반면, 문학적 전통은 쇠락해 가는 엘리트 집단의 편협한 문화를 나타내고 있다.
스노의 견해에 대한 구체적인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사용한 두 문화라는
용어가 널리 회자되었다는 것은 당시에 문학과 과학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간

 이 시들은 각각 어떤 과학적 사실을 시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하였는가?
 본문에서 언급한 시적 언어와 이 시에 쓰인 언어는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인식은 현재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사고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그림 15]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기는 서적
의 보급에 큰 기여를 했고, 문학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가?
 다양한 과학적 사실을 소재로 하여 한편의 시를 써 보자.

│서양의 경우│
중세의 과학은 고대 그리스의 과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전체적인 기초를
두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 갈레노스의 생리학, 유클리드의 기하학 등으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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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과학 혁명기에 등장한 새로운 학문과
발전에 기여한 학자들

새로운
학문
천문학과
우주론
고전
역학
생리학

경과

코페르
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갈릴레이

데카르트,
호이겐스

완성
뉴턴

데카르트

광학

케플러

페르마

같은 학문 체계가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과학 혁명 science
revolution’
이라고 부르는 과학상의 획기적인 변혁이었다. 이와 함께 관찰과 실
험을 사용한 많은 과학 연구 활동들이 있었다. 그 같은 과학 활동들은 당장 획
기적인 성과를 낳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경험적 지식이 쌓이도록 했고, 그 결과

뉴턴

베살리우
하비(혈액
스
순환 이론)
(해부학)

대수학,
해석학

그 이유는 수학적인 것이 가장 참된 관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질은
서양 학문 체계의 진화 과정에서 과학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과

기여한 학자들
시작

16, 17세기에 이르자 과학에 대변혁이 일어난다.

18~19세기를 거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과학 분야들이 형성되는 데에

대한 가장 명백한 진술은“물질은 연장이다.”
이다. 따라서 자연은 전적으로
수학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자연은 수학적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연역도
가능하다. (원인만 알면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 조건만 동일하면 동일한 결과
가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자연은 완전히 기계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것이
데카르트의 자연관이다.

기여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자연을 완벽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
뉴턴,
라이프
니쯔

16, 17세기 서양에서 일어난 과학 혁명의 결과 그 동안의 과학과는 크게 다른
근대 과학이 형성되고, 그간의 학문 체계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를 통해 철학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서양의 과학이 비로소 과학 그 자체로서 존재하게 되었

데카르트

항상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명석 판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뉴턴

다. 그리고 이 근대 과학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화를 거치
면서 점점 문화 일반이나 인문 교양으로부터 분리, 격리, 제외되게 되었던 것이
다. 이 같은 분리와 격리는 데카르트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후 급격
히 진행되었다.

로, 그것을 지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겼다. 물론, 데카르트가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는 현대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그
가 자연을 지배한다는 표현은 인간의 삶을 더 나은 상태로 인도할 수 있다는
차원이다. 이러한 기계적 자연관은 자연이 연장으로서 의식 밖에 존재하며,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결론을 가져다 주었고, 그 결과 자연에 대한 탐
구가 하나의 이론적 기반 안에서 진행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 데카
르트의‘정신은 자연의 그 어느 것과도 같지 않은 독립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서로 구분되는 존재’
라는 생각은 사유와 연장이라는 이원론이었고, 자연은

데카르트의 자연관

자연대로 사유(정신)는 사유대로 각각 다른 탐구 방식을 취하게 된다.
데카르트는“존재는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 가능하다.”
라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철학자였다. 그는 존재란 보편적인 본질인데 보편적인 것은 경험에 의해

19세기 초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은 서로 상대방의 영역을 거의 극단적인 형태

서는 파악이 불가능하고 우리의 이성으로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

로 대비시켰다. 즉 인문학과 예술 분야는 창의적이고 인간의 주관이 개입하는

한 태도로부터 따라 나오는 결론은“참된 것만이 존재한다.”
이다. 즉, 경험에

사고 영역에 속했으며, 과학적 태도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

의해서 지각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나 감정의 개입을 엄격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과학적 방법은 철저
하게 기술, 공업 발전 등과 관련지어졌고, 제도화된 인문학과 예술은 전통의 보

데카르트에게 참된 것이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그가 제시한 모델은
[그림 16] 데카르트(Rene Decartes,
1596-1650)

전, 사회 질서, 소박한 가치의 보존과 연결되었다.

수학이었다. 왜냐하면, 수학의 대상은 직관적으로‘명석하고 판명(distinct
and clear)’
한 관념들이며 연역적으로 체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

과학은 의식 밖에 존재하는 실제적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있는 그대로

석하고 판명한 관념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들에서 필연적으

받아들여야 한다는 객관성의 이념은 19세기를 거치면서 마치 카메라가 있는 그

로 연역되는 내용들도 참된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는 자연을

대로의 세계를 그대로 찍어내는 것처럼 주관이 철저하게 배제된 기계적 재현을

구성하고 있는 것, 즉, 물질의 본성을 수학적인 것으로 환원시켰다.

의미하는 형태로 변형되었다. 기계적 객관성(mechanical objectivity)
의 관점은 곧 과학적 표현의 이상으로 간주되었고,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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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 객관성
카메라가 발명되자 사람들은 시각 이미지가
마치 거울처럼 세상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
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과학을 인문학 혹은 사회 과학과 구별시키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어려운 것이었고, 이에 따라 형이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었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과학은 주관적 가치 판단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형태의 학

다. 유학자들은 대부분 지각할 수 있는 성질과 물리적 효과를 수반하는 형이하

문으로 되어갔다. 예술도 마찬가지였다. 자연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예술

에 속하는 자연 현상은 명백한 것으로 여기고, 인간이 관찰한 형태 그대로 그냥

이 될 수 없었고, 따라서 사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예술가들은 사진에 색을 다

받아들였을 뿐 더 깊은 탐구를 시도하지 않았다.

시 칠하여 자신의 작품이 예술임을 나타내야 했다. 이런 기계적 객관성이 윤리
화되어 과학과 예술의 대비는 더욱 심화되었다.

한 지식을 등한시 여기게 되고, 심지어는 형이상은 상위의 것, 형이하는 하위의

카메라를 통해 얻은 이미지는 인간의 주관성
사
뷰파인더로

을 배제한 객관성의 담보로 여겨졌다. 사진을

빛을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가

통한 기계적 객관성을 카메라가 똑같이 사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통 유학자들은 자연히 형이하인 자연 현상과 그에 관

이나 세상을 표상해 낸다는 정확성의 측면이
라기보다 인간의 개입에서 벗어나 자동적으로

뷰

에서 상을 볼 수가 없다.

사물을 반영하여 진정성(authenticity)을 획득
했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객관성과 정확성

■ 군자불기(君子不器)
논어에 나오는 군자불기(君子不器) (군자는 도구(器)가 아니다)라는 말도 도와

[그림 17] 카메라의 작동 원리

기의 양분법에 연결지어져 유학자들의 과학 기술 전문 지식과 그 전문가에 대해

의 대명사였던 사진이, 사진을 찍는 사람의 의
도에 따라 얼마든지 주관적인 시선을 담을 수

지니는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은 흔히 군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학자

있다는 논리가 점차 타당성을 얻게 되었다. 같
은 피사체라고 할지라도 기법의 차이에 따라,

들은 도, 이, 심, 성 등 고상하고 추상적인 관념과 이상을 추구해야 하며, 단순

정리해 보기

혹은 사진을 찍은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사진
은 얼마든지 주관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에 나타난 과학과 문학의 각 영역과 특징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자.

과학

문학

주요 영역
정신 기능
주된 특징

한 도구(器)에 지나지 않는 구체적·실용적 사물이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생각을 지닌 학자들은 자연히 전문 과학 기술 분야에서 활동을
하거나 그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군자로서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 소도(小道)
논어에 나오는 자하(子夏)의 이야기로“소도라고 해도 그 속에는 반드시 볼만

│동양의 경우│
동아시아의 유가 전통 학문 속에서 과학 기술 지식이 지니는 중요성에는 얼마
간 한계가 그어져 있었으며 그 같은 한계에는 유가의 중요한 인물들이나 중요한
경전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
■ 형이상과 형이하의 양분법
주역(周易)의 계사전(繫辭傳)에 형이상(形而上)과 형이하(形而下)의 양분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 이 둘의 관계 속에서 도(道),
이(理), 인(仁), 심(心), 성(性) 등 형태가 없는 추상적이고 고상한 개념에 대한 탐
[그림 18] 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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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있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그에 빠질까 두려워서 군자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구절도 유학자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전
문 과학 분야들을 흔히‘소도’
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었고, 그 의미 속에 이

생활 탐구

01
‘기 계 적

객 관 성 ’의 관 점 이 실 제 로
가 능한 것인지 생각 해 보 자. 예컨대
동일한 자료에 대해 서 도 다 른 해 석이
가 능 한 것이 있 다 면 그 사 례 는 어 떤
것인지 찾아보고 이럴 경우 어떤 판단이
진리인가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자.

것이 부수적이고 덜 중요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서술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양에서는 과학이 전문 분야로 독립해 감에
따라 인문학이나 예술과 유리되게 되었고, 동양에서는 유학자들이 중시했던 성
현이나 경전의 말에 따라 과학을 멀리하게 되면서 과학과 인문학, 과학과 예술

02
‘군자불기(君子不器)’라 하여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중시하지 않았던
유학 자 들 의 사 고 가 우 리의 현 실 에 도
남아 있는지 살펴보자. 만약 남아 있다면
그러한 문제들 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자.

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

구는 지각할 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물에 대한 탐구보다
1. 문학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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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학 속의 과학

│학습 목표│근대 사회 이후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문학에 반영된 과학의 모습을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다.

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갈등이 빈번했고, 자연 과학의 발전으로 문학의 깊
이는 깊어졌지만 다른 학문과의 단절도 심화되었다. 이 소설은 부제에서도 보여
주듯이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손에 넣게 된 인간이 겪어야하는 예전과는 다른
고민과 아픔 등을 한 괴물의 탄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생활 탐구
과학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는 소설들에 대해 더 조사해 보자. 이 소설들이 인간들의 삶에
끼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 보자.

과학 혁명과 산업 혁명 속에서 과학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고, 과학 기
술에 대한 언급 없이 세계와 그 속에 사는 인간들의 삶을 표현하는 일도 불가

│헉슬리의‘멋진 신세계’
. 1932│

능하게 되었다. 1700년대 후반부터 새롭게 등장한 과학 소설은 이러한 흐름을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여,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 세계를 그린 반(反)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류 사회에 큰 충격과 고민을 안겼던 과학

유토피아적 풍자 소설이다. 아이들은 인공 수정(人工授精)으로 태어나 유리병

적 소설과 논픽션 몇 가지를 소개한다.

속에서 보육(保育)되고 부모도 모른다. 그리고 지능(知能)의 우열(優劣)만으로
장래의 지위가 결정된다. 과학적 장치에 의하여 개인은 할당된 역할을 자동적

│매리 셸리,‘프랑켄슈타인’
. 1818│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제네바의 물리학자 프랑켄슈
타인은 죽은 자의 뼈로 신장 8피트(244㎝)의 인형을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는

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고, 고민이나 불안은 정제(錠劑)로 된 신경안정제(소마)
로 해소된다. 옛 문명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온 야만인(野蠻人)은 이러한
문명국에서 살 수 없어 자살하고 만다.

다. 이 괴물은 드디어 인간 이상의 힘을 발휘하고, 추악한 자신을 만든 창조주에

한개의 난자로부터 하나의 태아가 나오고 거기서 한 사람의 성인이 생긴다. 이것이 정

대한 증오심에서 프랑켄슈타인의 동생을 죽인다.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에게 자

상이라 한다. 그러나 보카노프스키 법으로 처리된 알은 싹이 나고 증식해서 분열한

신과 함께 살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프랑켄

다. 8에서 96개의 싹을 틔우며 그 한 개 한 개가 성장하여 완전한 형태를 지닌 태아
가 되고 각각의 태아는 완전한 크기의 성인이 된다. 전에는 한 인간이 자라던 곳에서

슈타인의 신부까지 죽인다. 증오와 복수심만 남은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쫓아

96명이 자라도록 한다.

북극까지 갔다가 탐험대의 배 안에서 비참하게 죽는다. 괴물은 탐험 대원에게

이거야말로 진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프랑켄슈타인의 죽음을 확인한 뒤에 스스로 몸을 불태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
라진다.

[그림 20]‘멋진 신세계’
책 표지

(중략)
난자가 때로 우연한 분열을 일으키던 모태 시대에서 보았던 보잘것없는 쌍둥이나 세
쌍둥이가 아니라 훌륭하고 똑같은 쌍둥이가 나오는 것이다. 그것도 한 번에 몇 다스
씩, 아니 몇 십쌍씩 나오는 것이다.

매리 셸리의‘프랑켄슈타인’
은 산업 혁명기의 혼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소
설이다. 당시 유럽은 18세기 중엽 발생한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산업의 중요성
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이동하며 자본과 노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여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렸다. 산업 혁명으로 인해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어
져 사회 전체적인 부는 증가했지만 빈부 격차는 더욱 격심해졌다. 아직 제대로
[그림 19]‘프랑켄슈타인’영화 포스터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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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거나 갖추어지지 못한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에 대한 인식이나 면역 체계

“그렇게 되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자넨 그것을 모르겠나? 그걸 정말 모르겠나?”
“보카노프스키 법은 사회 안정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야!”
“사회 안정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
“표준형 남녀, 균등한 집단,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거친 한 개의 난자로부터 태어난
인간으로 충원된 작은 공장. 아흔여섯 명의 일란성 쌍생아들이 아흔여섯 개의 동일한
기계를 조작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
로 공유, 균등, 안정이 실현된 것입니다.”
1. 문학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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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무한히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지속시킬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생활 탐구

표준형의 감마 계급, 한결같은 델타 계급, 균등한 엡실론 계급의 경우는 이미 해결되
인류의 바람직한 미래는 어떤 것인지 생
각해 보고, 의견을 나누어 보자.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정리
해 보자.

었다. 수백만의 일란성 쌍생아를 생산할 수 있다. 대량 생산의 원칙이 마침내 생물학
에 응용된 것이다.

요한 질문을 담고 있다. 이미 많은 미래 학자들은 과연 미래에도 인류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인류가 조상의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만일 인공 지능이 현실화된다면 인류와 인조 인간과
의 관계는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생활 탐구

이 작품 속에 담겨진 아이디어들은 이후 다양한 형태로 영화화되기도 하고,
다른 작품에서 응용되기도 하였다. 얼핏 보면 죽을 때까지 젊음을 유지하고 고
통과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무수한
세뇌를 통해 그저 현실에 만족할 뿐 자의식이 없는 삶,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전
혀 필요없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만 살아야 하는 삶, 스스로 자기 길을 선택할
수 없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지 곱씹어 보게 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 속에는
도리어 고통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인류가 인조 인간을 종으로 부리는 관계, 둘이 공존하는 관계, 마지막으로 인조
인간이 도리어 인류를 지배하는 관계 혹은 인류는 몰살하고 인공 지능만 존재하
는 형태 등이다. 아시모프의 이 소설은 인조 인간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고 점점 실용화되어가는 단계에서 쓰여진 것으로, 인조 인간과 인간의 대립
이라던가, 인조 인간 스스로의 각성, 인조 인간과 인간의 위치 역전의 가능성 등
에 대해 풀어놓았다. 이러한 미래는 인공 지능의 발달과 함께 인류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연장은 미국의 드라마‘배틀스타 갤럭티카’
에 극단
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작품에서 인공 지능은 발달을 거듭하여 의식을 다운로드

│아이작 아시모프의‘바이센티니얼 맨’
. 1973│
아시모프의 과학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 중의 하나로 소설의 주인공인

아시모프가 인공 지능과 인류가 공존하기
위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 토론해
보자.
만약 더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로봇 3원칙
1조. 로봇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
으며 인간의 위험을 간과해도 안 된다.
2조.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명령이 1조에 어긋날 때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3조. 로봇은 1조와 2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

하고 수없이 동일한 존재를 복제할 수 있는 불멸의 강력한 존재가 되어 인류를 몰
살시키려 한다.

로봇 앤드류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로봇 앤드류는 양자 두뇌를 가진 로봇이다. 우연하게도 앤드류가 장착한 양
자 두뇌는 창조적 능력을 갖고 있다. 앤드류는 처음에 가정용 로봇으로 일하
게 되지만 목각을 통한 창조물을 만들어낸다. 앤드류의 능력을 알아챈 앤드류
의 주인 작은 아씨는 앤드류를 해방시켜주고 앤드류는 초유의 해방 로봇이 된
다. 이후 자의식을 가진 로봇 앤드류는 인간에게 테러를 당한 일이 계기가 되어
인간이 되기를 염원하게 된다. 그가 가진 놀라운 컴퓨터 두뇌와 불멸의 신체에
서 비롯된 무한한 시간은 그에게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게 해 준다. 인공 피
부와 인공 장기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에너지를 얻는 방식까지 동일하게 하여
그는 외모에서 배설까지 인간과 동일해진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인간의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점, 인간의 유전자를 갖지 않고 태어났다는 점뿐이다.
그는 자신이 인간과 다름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연방 법원에 인간임을 인정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한다. 그러나 청구는 기각되고, 그는 자의식을 가진 존재임
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다.
[그림 21] 인공지능을 가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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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첼 카슨의‘침묵의 봄’
. 1962│
이 책은 레이철 카슨이‘뉴요커’
라는 잡지에 투고한 내용을 묶어서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드린계 농약과 유기염소계 농약인 DDT, BHC의 무서움이 과학
적이며 감성 풍부한 필치로 묘사되어 자연 보호와 환경 보전의 중요함을 인류에
게 널리 인식시켰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한 시골 마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과 죽
음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암시적 우화로 시작한다.
이 마을은 어떤 나쁜 마술적 주문에 걸린 것 같았다. 병아리 떼가 원인 모를 병에 걸
렸고 소나 양들이 병으로 죽어 갔다. 사방이 죽음의 장막으로 덮여졌다. … (중략) …
자연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처럼 즐겁게 재잘거리며 날던
새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으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어
쩌다가 발견되는 몇마리 새들도 몹시 떨면서 날지도 못하고 푸드덕거리다가 죽고 마
는 것이었다. 봄은 왔는데 침묵만이 감돌았다.

아시모프는 이 소설은 미래에 닥치게 될 인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중
1. 문학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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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슨은 장기적 결과에 대한 책임감 없이 화학 살충제를 남용한 사람들의 무
책임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도입부에서는 자연에 닥친 위기를 인식해야 함을 우
선 강조하고 있다.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 도입된 살충용 화학 물질들이 우리에

생활 탐구
다음을 참고하여 화학 물질이나 환경 호르몬이 인간과 지구상의 동물들에 끼친 악영향을
좀더 알아보자. 여러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게 어떠한 위험을 야기해 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될 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위험에 대한 우리들의 무
지가 더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호수의 작은 생물을 죽이기 위해 살포된 살충제는 호수 속에서 사라진다. 그
러나 그것들은 물고기의 체내에 쌓이고, 그것을 먹는 먹이 사슬의 상위에 있는
환경 호르몬

모든 생물들에 재앙을 미친다.
인간은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살충제의 무분별한 사용은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들은 간과 생식 기관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환경 호르몬이란 생물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분비되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산업 활동을 통해서 생성·방

이에 따라 암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정자수가 감소하면서 불임이 속

출된 화학 물질로, 생물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케 하는 화학 물질을 말한

출하게 된다.

다. 환경 호르몬으로 추정되는 물질은 각종 산업용 물질, 살충제, 농약, 유기중금속류, 다이옥신류, 의약품으로

무분별한 살충제와 화학 약품 살포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결국 사라져가는 침묵의 봄이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담은 책이
었다. 그 반향은 실로 컸다. 이 책의 영향으로 서양에서는 본격적인 환경 운동

른바 전문가들이 이 책이 과장됐다며 거세게 반격했다. 그러나 카슨의 예언을

능 저하·성장장애·기형·암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나타난 사례로 불임 여성의 증가, 음경 발달

막을 수는 없었다. 이듬해 케네디 대통령의 지시로 환경 자문위원회가 구성됐고

부진, 1980년대 플로리다악어의 부화율 감소, 성기의 왜소 증상, 1990년대에는 남성의 정자 수 감소, 수컷 잉어

DDT의 해악이 과학적으로 규명되면서 DDT는 이후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했다.

의 정소 축소, 바다 고등어류의 자웅동체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북극에서도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존재한

지만 굳이 이를 제시한 까닭은 이 글이 과학적인 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감성

위에 제시된 글들은 과학과 관련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당대에 도달한

인간의 산업 활동을 통해서 생성·방출된 화
학 물질

등이 환경 호르몬으로 의심받고 있다.
환경 호르몬의 영향 환경 호르몬은 극히 적은 양으로도 생태계 및 인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생식 기

이 풍부한 필치로 쓰여졌다는 점 때문이다.

 환경 호르몬

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다. 컵라면의 용기로 쓰이는 스티로폼의 주성분인 스티렌이성체

이 시작되었으며, 반대편에 서 있는 화학회사들, 그리고 이들의 사주를 받은 이

위에 제시한 글 가운데 세 편의 글은 소설이고‘침묵의 봄’
은 논픽션이다. 하
[그림 22]‘침묵의 봄’표지

사용되는 합성 에스트로겐류 등이 있다. 다이옥신은 소각장에서 피복 전선이나 페인트 성분이 들어 있는 화합

과학적 성과에 충분히 정통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당대의 핵심 문제를 꿰뚫는
문제의식을 지녀야 하며, 사람들의 감성에도 호소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과학적인 글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성과 감성 모두에 호소해야 사람의 마음을

북극곰의 체내에 엄청난 양의 화학 물질이 쌓여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화학 물질(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북극곰은 자웅동체의 개체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생식 기관이 이상이 있는 개체들도 많아서, 그 개체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멸종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 호르몬 대책 다이옥신 등 개별 유해 물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많지만 환경 호르몬 전체에 대한 대응책
을 모색 중인 나라는 몇몇 국가뿐이다. 일본 환경청은 연구반을 설치해서 어류를 대상으로 환경 호르몬의 영향
을 조사했으며, 노동성은 유해 화학 물질 제조업체의 노동 환경을 재조사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998년 3월에 환경 호르몬에 대한 회의를 갖고 검사 방법 개발에 나섰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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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과학의 새로운 만남

│학습 목표│과학, 기술 문명을 소재로한 문학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
이해한다.

과학자 콘스탄틴 치올로코프스키지만, 아서 클라크는 1979년 궤도 엘리베이터
의 정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을 그린‘낙원의 샘’
으로 이 개념을 대중
에 널리 알렸다. 이 우주 엘리베이터로 통하는‘스페이스 리프트(space lift)’
는 지구 정지 궤도에 있는 인공 위성들을 지구 표면과 밧줄로 연결시켜, 이를
통해 사람이나 물건을 우주로 실어나는 것이다. 굳이 위성을 따로 쏘아 올릴 필
요가 없다. 현대 과학자들은 탄소 나노 튜브(carbon nanotubes)를 사용해서
22,000마일 정도의 밧줄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는 이 궤도 엘리베이터의 개념이 약 20년 이내에 실용화될 것으로 예견했다.

미국인 로버트 풀턴(Robert Fulton. 1765~1815)은 잠수함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화약 기뢰를 장치한 잠수함을 고안해 만들어 보기도 했다. 1801년 그는
쇠로 만든 4인용 잠수함을 제작했는데, 물속에서 3시간 머물 수 있고, 스크류
로 추진하게 되어 있었다. 그는 그의 첫 잠수함에‘노틸러스(Nautilus)호’
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시도는 큰 호응은 얻지 못했으나 그 후에 큰 결실을 보게 되
는데, 그의 잠수함 이름은 뒷날 유명한 줄 베르느의 과학 소설‘해저 2만리’
에
서 사람들에게 되살려졌다. 또한 소설에서 언급했던 매우 작은 양으로도 강력
[그림 23]‘해저2만리’영화 포스터

[그림 24] 클라크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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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과학 기술의 진보를 가져왔으며,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탐구하
는 문학에 새로운 소재를 제공해 주었다. 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
습은 이미 과학 기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과학 기술에
대한 체계적 이해 없이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일도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문학 작품 속에서 과학 기술을 언급하거나 소재로 삼는 것은 이제 특

구체화되어 미국은 첫 원자력 잠수함에 이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후 풀턴은 미

이할 것조차 없는 흔한 일이 되었다. 최근에는 과학자와 소설가가 연합하여 소

국으로 돌아가 파리에서 인연을 맺었던 리빙스턴 대사의 후원으로 기선 연구 개

설을 쓰는 시도도 나타나는데, 소설가인 김탁환과 과학자인 정재승이 소설‘눈

발에 크게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

먼 시계공’
을 함께 써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SF 작가 클라크(Arthur Clark, 1917~2008)는 두 가지 분야에서 이름

한편 문학 비평에서도 과학적 관점을 이용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호모 사

을 남겼다. 하나는 통신 위성 분야다. 클라크는 1945년 영국 잡지‘Wireless

피엔스는 허구를 짓는 이상한 유인원”
이라고 한 영문학자 고트샬 교수는“인류

World’
에‘행성 밖에서 중계를 하는 방송’
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역사에서 허구(민담에서 영화, 연극에서 텔레비전까지)를 보고, 창조하고, 듣는

는 지구 밖에 정지한 채 국가 간의 통신을 전달해 주는 위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회는 결코 없었다. 문학 연구 없이는 예술, 문

포함됐다. 이 아이디어는 지금의 정지 궤도 위성과 거의 흡사하다. 세계 최초 정

화, 심리학, 심지어 생물학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고 문학과 과학의 만남을

지 궤도용 통신 위성이 발사된 때가 1963년이니 아서 클라크의 아이디어는 시

역설했다.

그의 이름이 붙어 있다. 적도 상공 36,000 km에 있는 궤도가 클라크 궤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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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뿌리에서 출발한 다른 가지이다. 과학 기술과 관련된 문학적 상상력은 새

한 힘을 낼 수 있고, 다루기에 매우 위험한 잠수함의 동력은 이후 원자력으로

대를 약 20년이나 앞선 셈이다. 이런 공로로 지구를 도는 궤도 가운데 하나에는

[그림 25] 우주엘리베이터 상상도
(미 항공우주국)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문학과 과학은 인간의 정신 작용 중 상상력이라는 동

 지구 정지 궤도
정지 궤도(靜止軌道, GEO: GEostationary
Orbit)는 위도 0°인 적도 상공 36,000km
상공의 원형 궤도이다. 이것은 지구 동기 궤
도(GSO, GeoSynchronous Orbit)의 특별
한 경우이다. 통신, 방송 위성을 포함한 인공
위성 운용 시에 가장 큰 이점이 있는 궤도이
다. GEO는 항상 위도가 0°이다. 통신을 위
한 정지 위성의 아이디어는 1928년 Herman
Potočnik에 의해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1945년에 SF 작가인 아서 C. 클라크는 정지
궤도가 통신 위성의 궤도로 유용하다는 논문
을 발표하였고, 이때 이 궤도가 대중에게 널
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클라크 궤
도로 부르기도 한다. 비슷한 이유로, 클라크
벨트가 있는데, 이는 정지 위성 궤도와 가까
운, 행성의 적도 상공의, 대략 해수면으로 부
터 35,786 km 상공의 우주 공간을 말한다.
정지 궤도 위성은 지상에서 발사 후 1시
간 정도 후에 근지점 1,352 km, 원지점
35,786 km의 타원 궤도인 천이 궤도(GTO :
Geosynchronous Transfer Orbit)에 들어
가고, 천이 궤도의 원지점에서 원지점 모터
를 작동, 원형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이후 원
하는 경도상으로 이동하며 이 궤도를 준정지
궤도인 표류 궤도(drift orbit)라고 한다.

이처럼 인문학과 자연 과학의 통섭(統攝, consilience)을 강조하는 21세기 지
성의 경향을 반영해 다윈주의(Darwinian) 문학 연구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이외에도‘궤도 엘리베이터’
의 개념을 이용한 소설‘낙원의 샘’
이 있다. 궤

새로운 비평론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간 본성은 없고, 문화처럼 인위적인 것이

도 엘리베이터란 적도면의 정지 위성 궤도에 있는 위성을 지상과 연결하는 엘

인간의 가치와 행동을 구성한다며 90년대까지 유행한 포스트모더니즘에 반발

리베이터다. 사실 궤도 엘리베이터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러시아의

한 다윈주의 문학 비평은‘인간 본성은 살아있다’
고 역설한다.
1. 문학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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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캐럴(Carroll) 미주리대 영문과 교수가 영국 작가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
을 진화 생물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논문‘인간 본성과 문학적
의미’
가 다윈주의 비평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는 짝짓기의 생물학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그 소설의 플롯을 읽었다. 진화
론적 인간학에 따르면 남성들은 돈과 지위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자질들을 기
초로 서로 경쟁하고, 여성들은 젊음과 아름다움 등과 같은 개인적 자질들로 서
[그림 26]‘오만과 편견’영화 포스터

정리해 보기
1. 이
 글에서 제시한 것 외에 과학과 문학이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적으로 기능한 사례를 찾아
발표해 보자.
2. 아
 서 클라크의 아이디어인‘스페이스 리프트(space lift)’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것
의 가능성과 한계, 실현상의 어려움과 전망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3. 아
 서 클라크 혹은 다른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인류의 삶의 모습을 조
사해 보고, 그것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 상상력이며, 앞으로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
게 될지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자.

로 경쟁하는데‘오만과 편견’
의 남녀 주인공의 연애는 그러한 사회적, 도덕적 질

스페이스 리프트 모형도

서의 전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시도는 인간 본성에 대한 사회 생물학적 가
설에 비추어 소설의 플롯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해석이다.
참고 자료

이러한 시도는 우선은 선구적이지만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과 인간의 문화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좀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고 훨씬 그 범위가 확장
될 것이다.
과학자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기계적 객관성에 대한 생각은 이제 변화하고
있다. 카메라조차도 누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가에 따라서 전혀 상반
된 세계를 찍어낼 수 있다는 의식이 대두하면서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도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과학과 예술, 과학과 문학의 관계는 과거의 인식과는 다
른 측면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있다. 객관과 주관의 상반된 세계를 각각 대표하
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고 서로를 포함하는 새로운 과학과 문학, 새로운 과학
과 예술이 대두되고 있다.

 아서 클라크의 미래 예측
1. 스페이스 리프트(본문 참조)
2. 우주 여행
클라크는 2013년이면 여행을 목적으로 한 우주 여행이 실현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우주 정거장 계획이 순조롭게 진
행되고 있어 2013년 이전에 우주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뇌 기능 조절
2025년이면 뇌 지도가 나오며 이에 따라 뇌의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인체의 신체가 완전히 가상 세계로 들
어가는 감각적 몰입(sensory immersion)이 가능하게 된다. 소위 오늘날 이야기하는 가상 현실에 익숙하게 된다.
4. 인공 지능의 출현
몇십 년 이내에 인간보다 지능이 우수한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나온다. 그러면 지구에는 두 종류의
지능이 살아간다. 생물학적 지능과 비생물학적 지능인 인공 지능이 함께 살아가게 된다.
5. 만능 복제기의 등장
2040년이 되면 무엇이든지 복제할 수 있는 만능 복제기(universal replicator)가 나온다. 캐비아(철갑상어 알젓)에
서부터 다이아몬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복제해서 꼭 같이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보가 가장 최고의 가
치가 되는 사회로 변한다.

또한 다양한 과학적 지식과 그 산물 속에서 형성된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다
양한 문제들은 과학이나 예술(혹은 문학) 어느 하나의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
다. 서로 융합하고 서로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현대 사회의 인간 문제는 비로소
해결 가능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현대 사회가 새로운 통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한, 과학, 기술, 인
문학, 예술 사이에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 설정 및 접합, 그리고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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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체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역사적으로 유명

2

한 수학자 중에는 음악과 음향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음악에 깃들
어 있는 수학적 관계를 처음 밝혀낸 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였

음악과 과학

다. 피타고라스는‘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고 했는데, 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대표적인 분야의 하나가 바로 음악이었다.
그 후에도 여러 유명한 수학자와 과학자들이 소리의 높낮이와 진동수의 관계
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음악과 음향 이론의 발전에 기여했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
갈릴레이, 프랑스의 수학자 메르센, 190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레일리 경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1 음악과 과학

│학습 목표│음악과 수학, 과학의 관계를 이해하고,
동ㆍ서양에서 음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그러나 이렇게 소리를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음향학이 끝나는 것은 아
니다. 청각이 소리를 느끼는 원리도 음향학과 관련이 있다. 사람의 귀가 어떻게
소리의 진동을 느끼고 반응하는지 또 소리 신호가 어떻게 뇌까지 전달되는지도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생리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눈부시게 발달한 인지 과학은 사람의 뇌가 음악에 어
떻게 반응하는지를 밝혀준다. 흔히“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
져.”
라고 말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음악을 마음으로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정

음악과 과학. 얼핏 보면 아무 연관이 없는 분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음악이 인간의 뇌에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않다. 음계와 음정, 음향에서부터 음악을 들을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이르기까지 음악은 과학의 여러 영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만들어지는 소리는 음향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 음향에 대한 연구는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게 해 준다. 이
때는 물리학의 도움을 받는데,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리란 공기의 규칙
적인 진동이다. 음악은 이런 높고 낮은 소리의 진동 현상 중 하나인 것이다.

왜 어떤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까? 100초짜리 음악에서 인간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클라이막스 지점이 62
초라고 하는 황금 비율 이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음악을 들으면 불편하고, 익숙한 음악이나 반복적인 리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까? 이렇게 과학과 음악이 손을 잡고 연구해야 할 영역은 아직도 무궁무
진하다.

하지만 진동하는 소리가 다 음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음악은 소음과 구별된
다. 그냥 소리가 아니라‘아름다운 소리’
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음악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음들이 동시에 울리는 음악에서 각각의
음들이 내는 진동수의 비율이 어떨 때 가장 어울리는 소리가 날까?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바로 수학의 영역에 속한다. 아름다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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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수로 풀었던 피타고라스│
음악을 과학적으로 연구했던 최초의 인물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
스였다. 피타고라스에 이르러 음악은 단순한 전통이나 믿음, 경험의 차원을 넘
어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 피타고라스는 물질의 본질은 수에 의해 결
2. 음악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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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탐구

음악과 과학이 결합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에 어떤 것이 있는지 탐구해 보자.

정되고, 음악 역시 수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피타고라스에게 있어서
수는 물질적인 세계는 물론 영적인 세계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였다.

체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주 전체에서는 옥타브 소리가 난다고 믿었다.
음악이 천체의 질서와 운동을 반영하고 있다는 피타고라스의 생각은 그 후

피타고라스는 현악기를 직접 만들고 튕기면서 소리를 분석했다. 그 결과 두

프톨레마이오스와 보에티우스 같은 천문학자와 철학자에게로 이어졌다. 이것은

개의 줄을 튕겼을 때, 그 길이의 비가 2 : 1이면 8도, 3 : 2이면 5도, 4 : 3이면 4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까지 천문학자들의 우주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음악 이

도의 음정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현의 길이가 이렇게 간단한

론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수의 비를 가질수록 어울리는 소리가 나고, 복잡할수록 어울리지 않는 소리
가 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실제로 서양 음악 이론에서 음정을 얘기할 때, 1도, 4도, 5도, 8도는 완전 음
정이라고 하는데, 이 음정들은 지금까지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협화음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음정 이론이 서양 음악 이론의 출발점이 되면서 음악과
수학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음을 산출하는 세 가지 방식│
■ 순정률
음악에서 동시에 연주하는 두 음이 듣기 좋은 소리를 낼 때 이것을 협화음이
라고 하고, 그 반대일 경우 불협화음이라고 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피타고라
스는 현의 길이가 간단한 정수의 비로 표현될수록 어울리는 소리가 나고, 복잡

[그림 28] 영국의 천문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로버트 플러드(1574~1637)가 그린 천상의 악기

할수록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피타고라스의 음정에서는 1도, 4도, 5도, 8도 음정만을 완전 어울림 음정이라

│음악으로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다│
피타고라스는 음악에 내재된 수의 법칙을 우주에도 적용했다. 그는 현악기에
나타나는 줄 길이의 비가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 사이의 거리의 비와 비
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음악에서의 비례 법칙을 조화의 근본 원리로
우주에 적용한 천구의 음악 이론을 발표했다. 피타고라스는 우주에 음악이 가
득 차 있다고 믿었다.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늘에서 거대한 우주의 하
모니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고 한다. 이런 피타고라스의 음정 이론에 따라 음계를 정하는 방법을 순정률이라
고 한다. 현을 튕겼을 때, 현의 길이가 짧을수록 진동수는 커지고, 현의 진동수
가 클수록 높은 음이 나온다. 즉 음의 높이는 현의 길이에 반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한다. 순정률에 따른 C장조 음계에서 각 음에 대응하는 진동수와 인접한 진
동수 사이의 비를 보면 음정의 합과 진동수 비의 곱이 멋지게 대응한다는 사실

들이 공전할 때, 이 거대한 우주의 악기는 별들이 위치한 거리의 비율에 따라
각기 다른 소리를 낸다. 이것이 바로 천구의 음악이다.
[그림 27] 다양한 방법으로 음정의 수적 비율을
시험하고 있는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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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고라스의 음정 이론에 따라 음계를 정하
는 방법

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도 음정과 4도 음정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음정의 합 :

5도 + 4도→8도
↕

피타고라스에게 있어서 우주는 여러 개의 줄을 가진 거대한 현악기였다. 별

 순정률

↕

↕

진동수의 비의 곱 : 3/2 × 4/3 = 2/1

정수의 비로 간단하게 표시되는 순정률의 음정은 완벽한 화음을 보장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순정률에서는 음정 간의 진동수의 비율이 일정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중심에서 가

하지 않다. 똑같은 2도 음정이라도 진동수의 비가 각각 9 : 8, 10 : 9, 16 : 15로

까운 별은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낮은 소리를 내고, 중심에서 먼 별은 빠르게

다르다. 거의 비슷한 처음 두 가지를 각각 온음이라 하고, 훨씬 작은 마지막 경

움직이기 때문에 높은 소리를 낸다. 중심에서 화성과 지구의 거리 비례는 약 2

우를 반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순정률에서는 반음 두 개를 합친 것이 온음이 되

대 3이 되는데, 따라서 두 별은 서로 5도 관계에 있는 음을 연주한다. 한편 그 자

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2. 음악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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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율
한 옥타브를 12개의 반음으로 나눈 음률

물론 처음부터 정해진 음계로 연주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럴 경우 깔끔
한 정수의 비처럼 완벽한 화음이 만들어진다. 즉, C로 시작하는 음계는 듣기 좋

피타고라스 음계를 직접 들어보자.

은 C장조 화음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다른 조로 이동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

피타고라스의 순정률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음은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릴까? 과천에 있는 국립과학관의 기초 과학관에 가면
직접 피타고라스 음계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사실 우리의 귀는 평균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순정률을 기초해서 만들
어진 음을 들으면 다소 낯설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피타고라스가 고안한 완벽한 음의 조화는 어떤 것이었을까. 옛날 사람
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소리의 조화와, 현재 우리가 듣는 화음의 차이를 직접 귀로 듣고 느껴보는 체험을 해보자.

한다. 음계와 음정 사이의 거리가 약간씩 변화하기 때문이다.
순정률에서는 같은 음정이라도 그 간격이 어떤 조에서는 약간 넓고, 또 어떤
조에서는 약간 좁다. 따라서 음높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무반주 합창(아
카펠라)이나 현악기 합주 등에서는 그 화성적 아름다움이 살아나지만, 음높이
를 고정시킨 악기. 말하자면, 피아노나 관악기 같은 경우 온음의 폭이 고르지
않고 조바꿈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평균율
순정률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아름답지만 자칫하면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 같
은 것이었다. 원래의 조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지만 일
단 조를 바꾸면 그 조화가 깨지기 때문이다. 음악이 단순했을 때에는 그런대로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음악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순정률은 점점 더 작곡가들
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되어갔다.

■ 삼분손익법
국악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음을 산출할까? 국악에서는 한 옥타브를 12개의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골치를 썩던 음악가와 작곡가들은 17세기가 되자 더 이

반음으로 나누어 사용하는데, 이것을 12율이라고 한다. 12율의 이름은 황종, 대

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작곡가들은 언제든지 조바꿈을 할 수 있는

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려, 무역, 응종인데, 이를 율명

자유를 간절하게 원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인 평균율이다. 평균율은 한 옥타

이라고 한다. 율명은 두 글자로 되어 있지만 악보에 적을 때에는 대개 첫 글자만

브를 12개의 반음으로 나눈 음률이다. 평균율은 어느 조성에서도 모든 음이 동

적는다.

일한 음정을 갖는다. 따라서 조바꿈이 자유롭다.
하지만 평균율에서는 완전 8도를 제외한 어떤 음정도 완전한 협화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정률만큼 사람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다. 협화음과 불협
화음이 건반 위에서는 동일한 음정으로 되는 모순도 있다.

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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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평균율은 모든 장조와 단조로 연주가 가능한 실용적 음계이며, 자유
로운 조바꿈과 조옮김은 물론 화음 진행을 원활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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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서양 음악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요한 세바

국악에서도 서양의 평균율과 마찬가지로 한 옥타브를 12개로 나누어 음을 산

스찬 바흐가 건반악기를 위해 작곡한‘평균율 클라비어곡집’
이 이 분야의 선구

출한다. 하지만 각각의 음높이는 서양의 반음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음을 만들

적인 작품이다.

어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2. 음악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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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분손익법
삼분손일(三分損一)과 삼분익일(三分益一)을
교대로 적용하여 율을 얻는 방법

[표 2] 삼분손익법에 따라 12율관의 길이를 정하는 순서
순서

음명

손익

1

황종

2

임종

3

태주

삼분익일

8/9

1.12500

4

남려

삼분손일

16 / 27

1.68750

5

고선

삼분익일

64 / 81

1.26563

6

응종

삼분손일

128 / 243

1.89844

삼분손일

길이비

진동수비
1

1.00000

2/3

1.50000

2 소리의 과학

│학습 목표│소리의 특색을 구성하는 요소를 알고,
소리를 인식하는 과정, 전달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7

유빈

삼분익일

512 / 729

1.42383

8

대려

삼분익일

2,048 / 2,187

1.06787

1992년, 일본의 현대 음악 작곡가 마주시마 카즈에는 숲 전체를 거대한 악기

9

이칙

삼분손일

4,096 / 6,561

1.60181

로 바꾸어 놓겠다는 다소 황당한 발상을 했다. 그때 그녀의 머리 속에 떠오른 것

10

협종

삼분익일

16,384 / 19,683

1.20135

이 어린 시절 과학 시간에 만들었던‘줄 전화기’
였다. 줄 양쪽에 종이컵이나 깡

11

무역

삼분손일

32,768 / 59,049

1.80203

12

종려

삼분익일

131,072 / 177,147

1.35152

1/2

2.00000

청황종

통을 달고 줄을 팽팽하게 당긴 다음 컵에다 말을 하면 마치 전화기처럼 소리가
생생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난 것이다. 그녀는
숲에 있는 나무들에 다양한 길이의 줄들을 묶었다. 그리고 그것을 튕기며 이 원

국악에서는 음을 산출할 때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을 사용한다. 삼분손익
법이란 삼분손일(三分損一)과 삼분익일(三分益一)을 교대로 적용하여 율을 얻는
방법을 말한다. 삼분손일의 손(損)은 덜다는 뜻이고, 삼분익일의 익(益)은 더하
다는 뜻이다.

들겠다는 그녀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결국 스트링그라피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스트링그라피란 카즈에가 개발한 악기의 이름이자 이 악기의 연주법을 가리키
는 말이기도 하다. 줄 전화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악기의 구조는 아주 간단

삼분손일은 줄의 길이를 셋으로 나누어 그 중 1/3을 빼고, 나머지 2/3의 길이

하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만든 실 전화기처럼 명주실을 길게 늘어뜨리고 거기에

를 취하는 방법인데, 길이가 1/3 짧아지면 진동수가 많아져 원래의 음보다 완전

종이컵을 달아놓은 것이 전부이다. 명주실은 적게는 15개에서 많게는 25개가

5도 위의 음을 얻게 된다.

한 세트를 이루고 있는데,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이렇게 세 개의 기본 세트로

삼분익일은 삼분손일하고 남은 2/3를 다시 셋으로 나누어 그 중 1/3 길이만
큼을 더하는 것으로, 줄의 길이가 늘어나면 진동수가 적어져 음이 내려가기 때
문에 완전 4도 낮은 음이 만들어진다.
생활 탐구

삼분손익법에 의해서 산출된 12율은 서양의 평균율이나 순정률과는 차이가
음을 산출하는 방식은 나라와 민족마다
다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에서 사용
되는 고유한 음률 산출 방식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시적인 악기가 내는 미묘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숲 전체를 통째로 악기로 만

있다. 요즘은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국악곡을 오선보에 기보하기도 하지만 이것
은 한국 음악이 지니고 있는 미분음들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성되어 있다. 조율은 현악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며, 연주자들은 이것을 문지
르거나 튕겨서 소리를 낸다. 줄에는 다른 현악기 처럼 송진을 바르고 연주한다.
스트링그라피는 공연할 때마다 새로 설치한다. 설치 작업은 10시간 가까운 시
간이 소요되는 중노동이다. 조율은 연주되는 곡의 조에 따라 장조나 단조로 조
율되는데, 곡의 필요에 따라 반음계를 내는 줄을 첨가하기도 한다. 줄의 길이는

[그림 29] 스트링그라피와 스트링그라피를 연
주하는 마주시마 카즈에

짧게는 1미터에서 길게는 15미터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설치된 스트링그라피는
마치 홀 안을 가득 메운 거대한 하프와 같은 느낌을 준다.
스트링그라피는 공간이 충분한 실내라면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다. 극장
이나 박물관의 로비, 체육관, 콘서트홀, 절이나 교회, 고택 등 다양한 장소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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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탐구

다양한 굵기의 명주실과 다양한 크기의
종이컵을 가지고 스트링그라피를 만들어
보자.

두 설치가 가능한데, 음향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나무가 많고 돌이나 콘크리트

은 2차원이지만, 음파는 주변의 공기 전체로 퍼지는 3차원 파동이다. 공기의 온

벽이 있는 곳에서 가장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청중들은 이 거대한 악기

도가 일정하면 음파의 파면은 음원을 중심으로 둥근 원을 그리듯 퍼져나가며

의 한 가운데에 앉아서 연주를 듣는다.

그 진로는 언제나 직선이다. 이 성질을 음파의 직진성이라고 한다.

스트링그라피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아름다운 음색과 풍성한 소리에 놀라게

소리의 세기는 그 파동이 얼마나 큰 압력을 갖고 있느냐로 계산되는데, 데시

된다. 따로 스피커를 쓰지 않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줄에 매달린

벨(dB)이라는 단위를 사용해 측정한다. 10 dB이 증가하면, 10배로 음압이 커진

종이컵들이 스피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잘 것 없는 종이컵이 그렇게 훌륭

것을 의미하며, 20 dB이 증가하면, 음압이 100배로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한 스피커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스트링그라피는 줄의 길이
와 음높이의 관계, 공명판의 역할, 소리의 진동과 전달, 음의 반사와 흡수 등 음
악과 음향에 관한 여러 가지 진실을 말해 준다.

│진동수와 음의 높낮이│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가 본 사람이면 본격적인 음악이 연주되기 전에 오케스
트라 단원들이 오보에 소리에 맞추어 일제히 자기 악기를 조율하는 광경을 보았

│소리는 어떻게 움직일까?│

을 것이다. 오보에가 먼저 A음을 내면 다른 악기들이 모두 여기에 음을 맞춘다.

스트링그라피의 줄을 튕기면 그 진동으로 생기는 모든 움직임이 주위의 공기

이 A음의 진동수는 440 Hz인데,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소리굽쇠의 진

분자를 밀어내고, 또 그 공기 분자가 다른 공기 분자를 밀어내는 연쇄 반응을

동수 역시 440 Hz이다. 그렇다면 진동수란 무엇인가. 양쪽 막대기에 팽팽하게

일으킨다. 그렇게 해서 소리가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줄을 묶고 그것을 잡아당기면 줄이 위 아래로 움직이며 진동한다.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물 같은 액체나 고체를 통해서도 전달된

진동수란 물체가 일정한 왕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단위 시간 당 왕

다. 물 속에 들어가 돌을 부딪쳐 보자. 그 소리가 귀에 들릴 것이다. 기차 레일에

복이 일어나는 회수를 말한다. 진동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지 측정하는 단위

귀를 대면 멀리서 달려오는 기차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땅

는 헤르츠(Hz)로 표시하는데, 이는 독일의 물리학자 하인리히 헤르츠의 이름에

에 귀를 대고 멀리 있는 코끼리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고체를 통해

서 유래한 것이다. 1Hz는 1초당 한번 진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초당 440번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공기 중에서 소리는 1초에 약 340 m까지 간다. 시간

진동하는 음의 진동수는 440Hz인데, 이것이 바로 A음이다.

으로 따지면 1시간에 무려 1,200 km를 간다는 얘기다. 땅과 같은 고체를 통하
면 속도가 빨라지는데, 아주 단단한 물질의 경우, 1초에 10 km까지 가기도 한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도 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는 없다. 하지만 비슷한 이미지는 얻을 수 있다.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져보

[그림 30] 진동수와 음의 높낮이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 또는 파장에 의해 결정된다. 진동수가 높으면 높은
소리, 진동수가 낮으면 낮은 소리가 난다. 소리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파장은 진동수에 반비례한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영역은 약 16 Hz
에서 2만 Hz까지이다. 진동수가 아주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자. 돌멩이가 떨어진 지점에서 수면에 퍼져나가는 동그라미를 볼 수 있을 것이
다. 돌멩이를 같은 자리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던지면 소리의 주기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잔물결들을 파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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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의 음색은 왜 서로 다른가?│
같은 악기라도 바이올린 소리와 피아노 소리는 서로 다르다. 악기의 음색을

음악의 음도 수면의 잔물결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주기적인 압력 변화를 공기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이다. 먼저 진동 장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중으로 확산시킨다. 이것이 바로 소리의 파동, 즉 음파다. 물 위에 생기는 파동

현악기의 줄, 관악기의 관, 타악기의 진동막이 곧 진동 장치인데, 악기의 진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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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저마다 고유한 소리를 낸다.
현악기의 경우, 현을 설치한 방식, 현을 당기는 힘, 현의 길이에 따라 소리가

[그림 31] 기본파의 합성

문에 악기 제작에 쓰인 나무의 나이테가 촘촘하고 나뭇결의 밀도가 높아져 소
리가 균일하고 음정 변화가 거의 없는 명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달라진다. 또한 현악기에는 소리의 진동을 증폭시켜 주변 공기에 효과적으로 전

텍사스 A&M대학교의 생화학자 조셉 네지바리 교수의 주장도 흥미롭다. 그

달하는 역할을 하는 공명통이 있는데, 이 공명통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음색이

의 연구팀은 18세기에 제작된 명품 악기들의 나무 샘플을 채취해 이것을 고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악기의 음색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식과도 관련

핵자기 공명 장치(Solid-state NMR)와 푸리어 변환 적외선 분광 장치(FTIR)

이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 줄을 손으로 튕기는 것과 활로 문지르는 소리는

로 정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명기의 비밀은 악기 표면에 입힌 도료에 있다는

서로 다르다. 현을 활로 문지르면 손가락으로 튕기는 것보다 높은 진동수의 고

결론을 내렸다. 악기를 가공할 당시의 화학 처리, 즉 산화와 가수분해에 사용되

조파들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었던 화학물질들이 나무의 성질에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 결과

이런 현상을 음향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다. 악기들은 모두 자기만의 고유

[그림 32]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의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

를 2006년, 세계적인 학술지‘네이처’
에 발표했다.

한 기본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악기가 진동할 때는 기본파 외에 그 정수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화학계는 네지바리 교수의 연구에

배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고조파가 만들어진다. 악기의 음색이 다른 것은 고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악기 제조업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파를 포함하는 정도와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 그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만이 낼 수 있는 천상의 음색은 한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바이올린 명기의 비밀│
소리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무수히 많은 요소가 작용한다. 그 중에는 과학적

라고 말한다. 이 정도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비밀이 모두 밝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비밀의 수수께끼
는 과연 언제, 누구에 의해서 밝혀질까?

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세계적인 바이
올린의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그런 경우이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7, 18세
기에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명인 스트라디바리와 그의 가문에서 만든 악기를 말

?
잠깐 상식
 맥놀이 현상
음정이 맞지 않는 두 악기를 같이 연주했
을 때 귀에 듣기 싫은 소리가 난다.
주파수가 비슷한 두 개의 파동이 간섭을 일
으켜 새로운 합성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이를 맥놀이 현상이라고 한다.
두 음의 주파수 차이가 줄어들면 맥놀이는
점점 약해지다가 완전히 같아지면 맥놀이가
사라진다. 이런 맥놀이 현상을 이용하면 오
케스트라처럼 악기가 많은 경우에도 효과적
으로 음을 맞출 수 있다. 맥놀이가 사라졌다
는 것은 곧 조율이 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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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감각 기관 귀│

한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다른 어떤 바이올린보다 음질이 뛰어나고, 연주자의

옛날 사람들은 소리를 내는 물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가 나와 그것이

터치에 빠르게 반응하며, 음색, 감정 표현, 정교함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명품

귀 속으로 들어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소리가

으로 꼽히고 있다.

공기를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귀로 들어가 고막을 진동시키고, 그 정보가 신경
세포를 타고 뇌까지 전달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리를

그렇다면 이런 명품 바이올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스트라디바리는

듣는 과정이다.

이 명기의 제작 기법을 후대에 전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기법이 비밀에 싸여 있다.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명기의 비밀은

귀는 아주 정교한 구조를 자랑하는 초정밀 감각 기관이다. 귀는 외이, 중이,

아직까지 속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 현대의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바이올린

내이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귓바퀴에서 귓구멍, 고막까지가 외이, 고

이 300년 전에 만들어진 수제 바이올린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막 안쪽의 공간이 중이, 그 안쪽에 뼈로 둘러싸인 부분이 내이다.

미국 테네시대학의 학자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제작된 당시의 기후가 명

외이는 울퉁불퉁한 얇은 연골로 이루어진 귓바퀴와 외이도로 이루어져 있다.

기를 탄생시킨 열쇠라고 주장한다. 18세기에는 유난히 날씨가 추웠는데, 이 때

외이도는 귓구멍 입구에서 고막까지를 말하는데 길이가 약 3.0~3.5 cm이고, 직
2. 음악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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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7~9 mm 정도의 관이 S자형으로 약간 굽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트, 돌로 되어 있다면 소리를 반사시킬 것이다.

잠깐 상식
 내 목소리가 왜 다르지?

[그림 33] 소리를 듣는 과정

중이는 고막과 그 안쪽의 공간을 말한다. 이곳에는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라

실내에서는 반사가 음향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교향곡의 이상적인 반

고 하는 작은 뼈 3개가 있는데, 이것이 고막의 진동을 내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사 시간은 1.5초 정도이다. 콘크리트나 돌로 지어진 성당에서 소리가 반사하는

한다.

시간은 대략 7초 정도이다. 성당에 가면 성가대의 노래 소리가 마치 메아리 치

내이는 달팽이관, 전정기관과 세반고리관으로 이루어지는데, 달팽이 껍질 모
양을 한 달팽이관은 우리가 듣는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신경을 통해 뇌
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귀는 소리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청력을 손상시키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귀가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청력 손상
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소음이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큰 소리에 오랜 시
[그림 34] 귀의 구조

간 동안 노출되었을 때 발생한다. 하지만 총소리와 같이 큰 소리는 단 한 번에
난청이나 이명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청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편안한 상태로 들을 수 있는 음역은 30dB에서 40dB 정
도이다. 일상생활의 대화는 60 dB 정도이고, 전기톱 소리는 100dB에서 110dB

는 것처럼 들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교향곡을 연주하
면 소리가 반사되어 그저 웅웅거리는 소리 밖에 안 들린다.
반면에 벽이나 바닥이 소리 흡수가 잘 되는 천이나 카페트로 되어 있다면 이
또한 이상적인 연주홀이라 할 수 없다. 특히 몸이 악기인 성악가에게는 더욱 그
렇다. 이런 곳에서는 제 아무리 루치아노 파파로티라 하더라도 관객의 박수를
받기 어렵다.
콘서트홀은 소리의 반사와 흡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최상의 소리가 들리도
록 설계된다. 따라서 콘서트홀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음향 전문가가 함께 설계
에 참여한다. 건축가와 음향 전문가가 최상의 음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
고 협력하는 것이다.

이상, 총소리는 130 dB에서 140 dB 이상이 된다. CD나 MP3 플레이어의 볼륨

1974년에 음향 전문가들이 전세계의 대표적인 콘서트홀의 관객을 대상으로

을 최대한 높였을 경우, 소리의 강도는 100 dB이 된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즐겨

음향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관객들은 음의 잔향 시간이 2초 이내

듣는 락 음악의 경우는 소리의크기가 무려 110 dB이나 된다.

인 콘서트홀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림 35] 현대 건축 음향의 대표적인 모델로
알려진 베를린 필하모닉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어폰을 끼고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젊은이들을 많이
본다. 이렇게 큰소리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은 청력 손상의 지름길이다. 한번 손
상된 청력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더 늦기 전이 지금부터라도 MP3의 볼륨을

자기 목소리를 녹음기에 녹음해서 들어보
면 왠지 남의 소리 같이 낯설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자기가 평소에 듣던 소리와 다르
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목소리가 낯설게
들리는 이유는 자기 목소리를 두 번 듣기 때
문이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소리가 귀로도
전달되고, 머리 부위의 뼈로도 전달된다. 자
기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리는 귀로
만 듣지만 자기 소리는 귀로 한 번, 뼈를 통
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두 번 듣게 되는 것
이다. 그래서 실제 목소리와 다르게 들린다.
녹음된 자기 목소리를 듣고“이게 내 목소리
야?”
하고 실망한 사람에게는 미안한 말이지
만 사실은 녹음된 소리가 내가 듣는 소리보
다 실제 목소리에 더 가깝다.

정리해 보기

음향학적인 측면에서 야외 극장이 반원형으로 만들어진 이유를 설명해 보자.

한 단계 낮추어보는 것은 어떨까.

│이상적인 콘서트홀을 위한 건축 음향학│
소리는 다른 물체와 충돌하면 꺾이고 반사되는 특징이 있다. 음파는 딱딱한
표면을 만나면 튕겨져 나가고 부드러운 표면을 만나면 흡수된다. 실내의 음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실내의 벽과 바닥, 천장의 재질이다. 만약 벽이나 천장, 바
닥이 나무로 되어 있다면 낮은 음을 흡수할 것이다. 하지만 유리나 비닐,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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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음악과 과학 기술

│학습 목표│전통 음악에 비해 현대 음악이 추구하는
방향이 과학 기술과 어떻게 접목되었는지
이해한다.

바로 음악이라고 생각했다. 음악에서 규칙적인 박자는 커다란 빌딩의 골조와 같
은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
‘봄의 제전’
에서 스트라빈스키가 한 일은 바로 이 골조를 무너뜨리는 일이었
다. 이 작품의 리듬에는 예측 가능한 반복이라는 것이 없다. 2박자와 3박자가
일정한 규칙 없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

사람은 익숙한 음악에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음악에는 불편함을
느낀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앞서 가는 음악에는 늘 격렬한 저항이 뒤따랐다.
1913년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극장에서 공연된 이골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음
악‘봄의 제전’
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36] 이골 스트라빈스키 음악, 피나
바우슈 안무의 <봄의 제전> 공연 장면

불규칙한 리듬과 더불어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던 것은 바로 자극적인 불협
화음이었다. 그 전까지 불협화음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일이 별로 없었다. 협화
음의 아름다움을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었
다. 듣기 싫은 불협화음을 살짝 집어넣어 그 다음에 나오는 협화음이 더욱 아름

당시 공연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자극적인 소

답게 들리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데‘봄의 제전’
은 거대한 불협화음의 향연이었

리와 불협화음, 불규칙한 박자에 당황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음악하면‘아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극적이고 듣기 싫은 불협화음이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다운 소리’
를 생각했다. 하지만‘봄의 제전’
은 그런 것 과는 거리가 먼 음악이었

불안했다. 집을 떠나 갑자기 불안정한 우주 공간으로 내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음악에 사람들은 휘파람을 불고, 고함을 지르고,

받았던 것이다.

발을 구르며 저항했다. 음악의 20세기는 이렇게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20세기는‘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아름다운 소리로 표현한 것’
이라는 생각에
결별을 고한 시기였다. 인간은 수백 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던 아름다운 집을 떠

│집을 떠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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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생각과 표현 수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나갔다. 과학

20세기 이전 사람들은 음악은 일정한 박자를 토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기술의 발달은 음악을 감정의 영역이 아닌 논리와 기술의 영역으로 끌어 들였

사람의 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박자에 익숙해져 있다. 2박자, 3박자, 4박자, 이

다. 수학적인 계산과 학구적인 논리, 기계 조작에 의해 음악이 만들어졌는데, 이

렇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박자를 뼈대로 그 위에 멜로디와 화음을 얹은 것이

런 음악은 따스한 가슴이 아닌 차가운 이성을 필요로 했다.
2. 음악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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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인 도식으로 음악을 만들다 - 쇤베르크의 12음 기법│
20세기 작곡가 아놀드 쇤베르크는 인간의 감정적인 영역을 지배하는 음악을
수학적인 도식을 바탕으로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다. 1923년에 그가 창안한 12
음기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서양음악의 한 옥타브는 평균율에 의해 12개의 반음으로 똑같이 나뉘어져 있
지만 이 12음이 모두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제일
중요한 음, 비교적 중요한 음, 약간 중요한 음, 덜 중요한 음 등으로 분류된다. 으
뜸음인‘도’
가 제일 중요한 중심음이고, 그 다음이 딸림음인‘솔’
, 그리고 버금
[그림 37] 12음 기법의 창시자
아놀드 쇤베르크

딸림음인‘파’
이다. 아주 오랫동안 서양음악은 이 세 개의 주요음과, 세 개의 주
요 화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쇤베르크는 이것을 거부했다. 12개의 음에 모두 동등한 가치를 부여
한 것이다. 이런 평등성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곡에서 12개의 음들은 모두 똑

잠깐 상식
 음악의 혁명,‘봄의 제전’

1913년 5월 29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스트라빈스키의‘봄의 제전’
이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지휘자 는 입을 꼭 다 물고 태연하게

무대에 올랐다. 파리에 새로 지어진 샹젤리제 극장은 공연을 보러온

오케스트라를 지휘 했다. 스트라빈스키조차도 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조용한 도입부가 끝나고 나자

끝까지 지휘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할 정도였다. 지휘자는

갑자기 북이‘밤밤밤밤’하고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 극장 안이

이렇게 침착했지만 정작 작곡가인 스트라빈스키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관객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본래 그는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을 할 때 무대로

적도 없는 무용과 음악에 충격을 받았다.

뛰어나가기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난리를 치자

‘봄의 제전’
이 보여주는 야만적인 춤과 파괴적인 음악은 관객의 상상을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다.

초월하는 것이었다. 오케스트라의 금관악기는 비명 소리를 내고,

사람들의 악다구니가 커지면서 음악 소리가 무용수들의 귀에 들리지

플루트는‘푸드득’하고 혀 차는 소리를 내며, 클라리넷은 비명을 지르고,

않게 되었다. 할 수 없이 안무가인 니진스키가 무대 뒤에서 무용수들에게

튜바는 뱃고동처럼 거친 소리를 냈다. 연주자들은 악기마다 다른 리듬

박자를 불러주면서 공연을 강행했다. 처음부터 시작된 소란이 너무

때문에 쩔쩔 맸으며,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한 박자 때문에도

커지자 급기야는 경찰이 개입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하지만

애를 먹었다.

2막에서도 소동이 진정되기는커녕 더 커졌다. 디아길레프가 공연을

이 거대한 야생의 파티를 보고 관객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끝까지 하게 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관객들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난동을 부렸다.

같은 비중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12음 기법의 기본 개념이다. 따라서 12음 기

하고 악을 쓰고 휘파람을 불면서 난리를 쳤다. 당시 공연을 보았던 프랑스

법으로 만들어진 곡에는 중심음이 따로 없다. 중심음의 개념을 없애기 위해 쇤

시인 쟝 콕토는 이 때의 심정을“숲 자체가 미쳐버린 같은 느낌이었다”
는

오늘날‘봄의 제전’
은 예술에 일대 혁명을 가져온 역사적인 작품으로

말로 표현했다. 소동이 극에 달하자 극장 측에서는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의 초연 당시 벌어졌던 일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소동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작품이 처음에 얼마나 격렬한 대중의 저항에 부딪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베르크는 12개의 음이 모두 나오기 전까지 앞에서 나왔던 음이 다시 나오면 안
된다는 규칙을 세웠다. 음의 출현 빈도수가 높으면 듣는 사람이 무의식 중에 그
음을 중심음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2음 기법으로 곡을 쓰는 것은 엄격한 논리와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지적 작업이다. 과거에는 감정을 바탕으로 곡을 썼지만 이제는 논리와
계산으로 곡을 쓴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격한 공식과 규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12음 기법 음악은
과연 인간의 귀에 어떻게 들릴까. 궁금한 사람은 그의‘피아노 협주곡 작품 42’
를 들어보기 바란다.

자연이 있던 자리에 기계가 대신 들어가게 된 것이다. 20세기가 이룩한 기술의
발전을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던 당시 사람들에게 기계는 힘과 운동, 에너지의
상징이었다. 이 무렵 기관차와 주철 공장, 발전기, 터빈, 마천루 등 기술의 발전
을 찬양하는 작품들이 등장했는데, 이것을 기계 음악이라고 한다.
오네게르의‘패시픽 231’
은 대표적인 기계 음악 중 하나이다.‘패시픽 231’
은
한 시간에 120km를 달리는 큰 기관차이다. 앞에 작은 바퀴 두 개, 중간에 큰 바
퀴 세 개, 그리고 뒤에 작은 바퀴 한 개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이런 모델의 기관차

│자연에서 기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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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231이라 불렀다.‘패시픽 231’
은 힘차게 달리는 기관차의 위용을 보여주는 곡

20세기는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 시기였다. 기술의 발달은 음악의 소재

이다. 하늘 찌를 듯 높이 치솟은 마천루 역시 놀라움의 대상이었다. 마천루는 대

를 바꾸어 놓았다. 그 전까지 작곡가들은 숲, 새, 나무, 바다, 하늘, 달과 같은 자

도시를 상징한다. 미국 작곡가 팽존 올돈 카펜터는‘마천루’
라는 발레 음악을 통

연을 그렸다. 그러나 기계가 인간의 삶에 들어오면서 음악의 소재도 달라졌다.

해 고층 빌딩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대 미국인들의 일상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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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쓰여진 대표적인 기계 음악에는 앞에서 소개한 두 작품 외에 앤데
일의‘기계적인 발레’모솔로프의‘주철 공장’샤베츠의‘마력(HP)’등이 있다.

│무한대의 가능성, 전자 음악│
전자 음악은 전자적인 수단을 사용해 만든 음악을 말한다. 최초의 전자 음악
은 1951년 독일 쾰른 방송국에 설립된 전자 음악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일상의 소리, 음악이 되다│
기술의 발달은 음악의 소재 뿐만 아니라 표현 수단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20

존의 악기로는 할 수 없던 일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작곡가들은 전자 기기

세기에 이르러 녹음기, 전자 오르간, 신디사이저, 컴퓨터가 새로운 표현 수단으

를 이용해 다양한 음높이, 길이, 음색, 강약, 리듬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

로 등장했다. 일찍부터 작곡가들은 전통 악기로 음악을 만드는 것에 한계를 느

이든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연주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연주의 한계에 대해

끼고 있었다.

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전지전능한 기계 덕분에 표현의 가능성이 무한대로

그들에게는 음악의 소재나 표현 방식, 표현 수단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돌파
[그림 38] 패시픽 231 기관차

음악의 역사에 있어서 전자 음악의 등장은 일종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기

구가 필요했다. 바로 이런 시기에 기술 문명의 힘을 등에 업은 새로운 표현 수단

넓어졌다. 초기의 전자 음악은 순수하게 전자음만을 사용해 만들어졌는데, 이
런 작품의 특징은 연주자와 악보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 등장한 것이다. 이제 작곡가들은 한 손에는 전통 악기를, 그리고 다른 한 손

그 후, 전자 음악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전자 음악이 테이프 음악과 결

에는 전자 악기를 갖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정신과 감정을 메마르게

합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악기 연주와 결합하기도 한다. 공상 과학 영화에서처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새로운 음향 기계와 전자 기기의 출현이 인간의 표현 영

럼 기계와 인간이 서로 대화하듯 연주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역을 무한대로 넓혀준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자 음악의 초기 형태는 구체 음악이었다. 본격적인 전자 음악이 등장하기
전에 녹음기를 이용해 만든 음악을 말하는데, 테이프에 녹음되기 때문에 테이
프 음악이라고도 한다.

[그림 39] 전자 음악 스튜디오

1960년대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작곡가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컴퓨터 음악은 본래 음 소재를 컴퓨터에서 얻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
했다.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음악을 데이터화하고 창작의 모든 과정을 수시
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음색을 조합하거나 변형하는 일도 훨씬 수월해졌다.
1980년대 이후 미디(Musical Instrumental Digital Interface)가 개발되면

프랑스 작곡가 새퍼가 처음 시작한 구체 음악은 악기 소리, 새소리, 소음 같이

서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악기 소리를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

주변에서 들리는 구체적인 소리들을 창작의 기본 자료로 사용한다. 구체 음악
작곡가들은 책상에 앉아 오선보와 씨름하지 않는다. 대신 녹음기를 들고 밖으
로 나온다. 거리에서, 숲에서, 공장에서, 광장에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그 생생한

│예술과 과학의 접목을 꾀하는 IRCAM│

소리들을 그대로 테이프에 담는다. 그런 다음 작업실로 돌아와 이것을 편집, 가

IRCAM(Institut de Recherche et Coordination Acoustique/Musique)은 예

공, 변질시켜 작품을 만든다. 작곡가는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 전혀 다른 소리를

술과 과학의 접목으로 예술 창작의 영역을 넓히는 데에 앞장서 온 세계적인 명성의

만들 수도 있고, 천천히 돌려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음높이를 낮출 수도 있다.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현대 미술의 메카로 불리는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 센터

또한 여러 종류의 필터를 이용해서 음색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안에 자리잡고 있다. 세계적인 현대 음악의 거장 피에르 불레즈에 의해 창립되었으
며, 현재 150여명의 작곡가, 엔지니어, 과학자, 디자이너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다.

이것은 악보에 손으로 일일이 음표를 그려 음악을 만들었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다.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악보가 없이도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음악 창작에 새로운 시대가 문을 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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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CAM은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설립되었다. 즉, 인
간과 기계의 관계란 무엇인가. 과학 기술을 통해 인간의 창조성이 얼마만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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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IRCAM의 주된 임무는 작곡가들이 내놓은 참신
한 음악적 아이디어를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콘
서트 홀의 흑점(소리가 잘 안 들리는 지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4 재미있는 음악 속 과학 이야기

│학습 목표│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리와 음악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다루어 봄으로써
생활 속에 퍼져있는 음악을 이해한다.

IRCAM은 작곡가들에게 작품을 위촉하고, 이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작곡가와 엔지니어, 음향 기술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상주
예술가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무용, 영상, 연극, 영화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프
로젝트도 운영한다.
[그림 40] 프랑스 파리 퐁피두 센터에 있는 IRCAM

이런 프로젝트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음파 탐지 정원 프로젝트다. 이것은 감
상자들이 그곳에 들어간 사람의 수, 시간이나 계절, 날씨에 따라 각각 다른 음

음악이 직접적으로 과학 지식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음악과 관련된 이
야기 중에 과학적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 음악이 과학을 말해주
지는 않지만 적어도 흥미 유발의 계기가 될 수는 있다는 얘기다.

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생활 탐구

21세기형 음악은 어떤 형태가 될지 서
로의 생각을 발표해 보자.

현재 IRCAM의 웹사이트에 가면 현대 음악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멀티미
디어와 함께 만날 수 있다.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가지고 악
기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제공하고 있다.

│공짜 에너지의 꿈, 음악이 되다│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더 이상 치솟는 기름 값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에너지 고갈을
염려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런 무한 동력 에너지 즉, 영구 기관(perpetuum
mobile)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

오래 전부터 많은 수학자, 과학자들이 영구 기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역

잠깐 상식

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영구 기관은 8세기 인도의 수학자 랄라가 고안한 영

 사라진 소리를 재현하다.

그 동안 IRCAM이 했던 작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지난 1994년에 개봉된
영화‘파리넬리’
에서 카스트라토의 음성을 재현해 낸 것이다.
카스트라토는 18세기를 풍미했던 남성 거세 가수를 말한다. 변성기 이전에
거세를 해 성인이 되어도 소프라노의 높은 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히 움직이는 바퀴였다. 그밖에 12세기 인도의 수학자 바스카라 2세, 13세기 프
랑스 건축가 빌라르 드 온쿠르, 17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보일, 증기 기관
연구의 선구자 에드워드 서머셋, 수학자 베르누이 등이 영구 기관에 도전했다.

‘파리넬리’
는 18세기에 실제로 활동했던 유명한 카스트라토의 일대기를 그린

영구 기관에 도전한 사람들은‘평형이 유지되지 않는 바퀴’
를 이용해 영원히

영화다. 하지만 지금은 카스트라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IRCAM의

회전하는 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불균형 상태가 운동을 일으키고, 이

기술자들이 이 영화를 위해 한 일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카스트라토의

운동이 다시 새로운 불균형 상태를 만들어 결국 영원히 바퀴를 움직이게 한다

목소리를 재현해 내는 일이었다.
영화‘파리넬리’의 한 장면

[그림 41] 영구 기관 설계도

실제의 카스트라토에 근접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여성 소프라노와
카운터 테너(가성으로 소프라노의 음역을 노래하는 남성 테너) 목소리를
컴퓨터로 합성했다. 그 결과 아주 매혹적인 카스트라토 소리가 만들어졌다.

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그런가 하면 한번 쓴 에너지를 계속 재활용해 영원
히 멈추지 않는 기관을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에너지
가 그 형태를 바꾸거나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옮겨가도 전체 에너지의 양에
는 변함이 없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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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영구 기관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

수레, 무대 장치, 인쇄기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실로 다양하다. 그의 발명품

다. 각 나라의 특허청들은 이런 사람들의 무분별한 특허 신청을 막기 위해 나름

중에는 두개골 모양의 리라, 팔꿈치로 연주하는 백파이프, 자동 드럼, 비올라

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 특허청은 아주 오래 전부터 영구 기관에 관한

오르가니스타와 같은 악기도 있다. 이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비올라 오르가니

특허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서류와 함께 반드시 실물을 제출해

스타와 자동 드럼이다.

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구 기관에 대한 규정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특허로 인정한다.’
는
규정을 근거로 영구 기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영구 기관은 이미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렇게 과
학적으로 폐기처분된 영구 기관에서 창작의 아이디어를 얻은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작곡가들이다. 여기서 작곡가들이 주목했던 것은‘끊임없이 움직이는 물
체’
의 이미지였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린 음악을 만들었으니 그
것이 바로‘무궁동(無窮動, Perpetuum Mobile)이다.
레거의 피아노 독주를 위한‘무궁동’
, 벨라 바르톡의 피아노 연습곡‘미크로
코스모스’중‘무궁동’
, 베버의‘피아노 소나타 제1번’4악장‘무궁동’
, 요한 슈트
라우스의‘무궁동’
,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무궁동’
, 노바체크의 바
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무궁동’등이 대표적인‘무궁동’작품이다.
작곡가가 다르고, 연주 악기도 다르지만‘무궁동’
은 모두 비슷한 이미지를 보
여준다. 바로 규칙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이미지이다.‘무궁동’
에서는
4분음표를 잘게 쪼갠 16분 음표 혹은 32분 음표의 짧은 음들이 규칙적인 박자
에 맞추어 빠르게 움직이면서 같은 음형을 반복한다. 물체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비올라 오르가니스타는 겉보기에는 건반악기 같지만 사실은 현악기의 일종
이다. 현악기는 대개 사람이 활로 줄을 문질러 소리를 내지만 여기서는 건반을
누르면 자동으로 활이 현을 문지르도록 되어 있다. 건반은 3옥타브의 음역을 가
지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복잡한 음악도 연주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 다빈치가 그린 비올라 오르가니스
타의 설계도

비올라 오르가니스타는 연주자가 이동하면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악기의 오른쪽에 레버가 붙어 있는데, 연주자가 걸어가면서 레버를 치면 회전
조절용 바퀴가 연속적으로 회전하면서 이와 연결된 내부 장치를 움직인다. 내부
에는 말총으로 만든 활이 있는데, 연주자가 건반을 누르면 현에 연결된 작은 장
치들이 현을 활 근처로 움직여 서로 마찰시켜 소리가 나도록 한다. 건반을 누르
는 힘에 따라 소리의 크기가 달라진다.
자동 드럼은 정말로 놀라운 발명품이다. 다빈치는 당시의 드럼 연주가 너무
단조롭고, 또 사람이 힘들게 두드려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느꼈다. 그래서 이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주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직접 두드리지 않고도 다양한 리듬 연주가 가능한 자동 드럼이었다. 그

[그림 43] 다빈치의 비올라 오르가니스타를
3차원 이미지로 재현한 것

는 다양한 음색을 위해 드럼의 형태와 크기를 바꾸고, 북면의 팽창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무모한 과학적 호기심이 예술가에게

다빈치의 자동 드럼은 이동형과 고정형 두 가지가 있다. 이동형은 사람이 수

참신한 영감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영구 기관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풀어낸‘무궁

레를 끌면 바퀴가 돌고, 그 힘으로 중앙에 있는 톱니바퀴와 두 개의 원통이 북

동’
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채를 움직여 북을 치는 원리로 작동된다. 고정형에는 바퀴 대신 레버가 달려 있
는데, 이것이 바퀴의 역할을 대신한다. 막힌 공간이나 움직임이 불편한 공간에

│자동 악기를 발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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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쓰인다.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방면에 호기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

다빈치의 자동 드럼은 사람이 손으로 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퀴를 움직여

었다. 그는 이런 호기심을 바탕으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하고 독창적

북채가 자동으로 북을 치도록 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준다. 하지만 이보다 더

인 발명품을 많이 고안했는데, 비행 장치에서부터 대포, 장갑차, 기중기, 자동

놀라운 것은 이 드럼은 앞으로 연주할 리듬을 미리 정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음악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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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의 중앙에 있는 나무 원통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에
어떤 방식으로 나무못을 끼우느냐에 따라 리듬이 결정된다. 원통과 나무못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나무못을 한 줄로 배열하면 같은 패턴의
리듬만 나오지만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열하면 그에 따라 다양한 리듬을
연출할 수 있다.

[그림 44] 다빈치의 자동 드럼 설계도(위)와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든 자동 드럼(아래)

출되었다는 것이다. 납 중독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양이다.
납 중독에 걸리면 위장 장애로 인한 식욕 부진, 변비, 복부 팽만 증상이 나타
난다. 신경과 근육 계통의 장애로 사지 근육이 약해지거나 마비되어 관절통, 근
육통이 생긴다.

수레를 끄는 사람이 움직이면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면서

납 중독으로 인한 가장 큰 장애는 중추 신경계 장애인데, 일단 두뇌 조직에

원통과 맞물리고, 여기에 설치된 나무못이 북채를 작동시켜 북을 친다. 여기서

침입하면 심한 흥분과 정신 착란, 경련, 발작 등의 증상이 일어난다. 베토벤이

사람이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원하는 리듬에 따라 원통에 나무못을 끼워놓

만성 복통과 소화 불량에 시달렸으며,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은 다음 수레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지른 것도 어쩌면 이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자동 연주는 물론 프로그래밍까지 가능한 악기를 만들

청력 상실이 납 중독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납이 청각 장애를 일으

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대를 뛰어넘는 다빈치의 상상

킨다는 보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머리카락만으로 베토벤이 납

력이 놀랍다.

중독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 머리카락은 모낭 주변의 죽은 세포

[그림 45] 분석에 사용된 베토벤의 머리카락

들이 밀려나와 만들어진다. 우리 몸에서 뼈 다음으로 신진대사가 활발한 곳으

│지난 여름 네가 한 일, 머리카락은 알고 있다│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은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했다. 청력 상실
과 더불어 만성 복통과 소화 불량,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툭하면 화를 내 사람

로 세포 안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게 기록해 놓는다. 따라서 머리카락에
는 그 전의 세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말하자면 머리카락이 우리 몸
의 과거를 저장하는 창고인 셈이다.

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절망에 빠진 베토벤은 한때 자살을 결심하기

특히 머리카락에는 큐티클이라는 코팅층이 있어서 안에 있는 정보가 밖으로

도 했다. 그가 빈 근교 하일리겐슈타트에서 동생들 앞으로 쓴 유서에는 이런 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분석하면 혈액형은 물론 중

망감이 잘 나타나 있다.

금속 오염과 필수 미네랄의 균형 여부, 특정 약물의 복용 사실 등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오! 너희들은 내가 적대적이고 고집이 세고 차갑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최근 최첨단 분석 기계와 분석 방법이 개발되면서 갈수록 머리카락에서 얻을

보이게 된 이유를 모를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나는 절망적인 병에 시달려 왔다. 이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고 있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제는 병이 낫는 것조차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누구보다 정열과 활기에 찬 사람들
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내가 이제는 사람들을 피해 고독하게 살 수 밖에 없게 된

다. 그때가 되면 베토벤의 죽음에 관한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질 지도 모른다.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베토벤을 절망에 빠뜨렸던 병은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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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그린 조류도감│

그가 죽은 후 온갖 억측이 난무했지만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그

아름다운 새 소리가 마치 합창처럼 울려 퍼지고 있는 깊은 숲 속. 한 남자가

런데 지난 1999년, 미국 시카고의 한 연구소가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 베토벤

종이를 들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받아 적고 있다. 바로 새들의 울음소리를 악보

의 머리카락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상인의 100배에 해당되는 납 성분이 검

에 적고 있는 것이다. 틈날 때마다 숲 속으로 들어가 열심히 새들의 울음소리를
2. 음악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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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에 옮겼던 이 사람은 프랑스의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이다. 그는 이렇게 채
집한 새들의 울음소리를 자신의 음악 언어로 삼았다.
올리비에 메시앙은 1908년 프랑스 아비뇽에서 태어났다. 11살 때 파리 음악
원에 들어가 유명한 뒤카 교수의 제자가 되었다. 뒤카 교수는 메시앙에게“새들

하지만 이 작품에 이 새들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제목에 나오는 새는 곡의
중심이 되는 새이다. 이 새들을 포함해 이 작품에는 모두 77종의 새들이 등장
한다. 제10곡‘바위직박구리’
를 예로 들어보자. 이 곡의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
하면 다음과 같다.

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렴. 새들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작곡가란다.”
라고 말했다.

[그림 46] 새소리를 받아적고 있는 메시앙

이런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메시앙은 새소리를 채집해 그것을 음악으로 만드는

밤의 어스름과 손 형상의 바위 - 수컷 수리부엉이 - 암컷 수리부엉이 - 수컷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신기한 새를 찾아 그는 전세계를 누볐다. 자기가 살고 있

수리부엉이 - 암컷 수리부엉이 - 수컷 수리부엉이 - 밤의 어스름과 손 형상의

는 유럽은 물론 멀리 멕시코, 미국, 일본까지 갔다. 새들의 생태를 관찰하고, 그

바위 - 갈까마귀 떼 - 손 형상의 바위 - 갈까마귀 떼의 긴 울음 - 검은머리딱

소리를 채집하기 위해 며칠씩 숲에서 보낸 날이 부지기수였다. 이렇게 열심히 새

새 - 스테고사우루스 형상의 바위 - 검은머리딱새 - 스테고사우루스 형상의

를 찾아다니는 사이, 메시앙은 어느새 조류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프랑스 조류

바위 - 검은머리딱새 - 디플로도쿠스 형상의 바위 - 검은머리딱새 - 바위직박

학회 회원이기도 했던 그는 자신을‘열성적인 아마추어 조류학자’
라고 불렀다.

구리의 긴 독주 - 유령의 행렬 형상의 바위 - 바위직박구리의 긴 독주 - 갈까

그의 대표작 <새 카탈로그>는 조류학자의 과학적 관찰과 작곡가의 예술적 영감

마귀 떼 - 바위직박구리 - 갈까마귀 떼 - 바위직박구리 - 갈까마귀 떼 - 바

이 만나 탄생한 매우 독창적인 작품이다.

위직박구리 - 검은머리딱새 - 바위직박구리 - 스테고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그리고 기타 괴물 형상의 바위들 - 검은머리딱새 - 갈까마귀 떼의 긴 울음 스테고사우루스 형상의 바위 - (땅거미가 진 뒤) 수컷 수리부엉이 - 암컷 수리

<새 카탈로그>는 다음의 13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알프스 노랑부리까마귀 (Coracia graculus)

부엉이 - 수컷 수리부엉이 - 암컷 수리부엉이 - 수컷 수리부엉이 - 밤의 어스
름과 손 형상의 바위 - 수컷 수리부엉이 - 밤의 어스름과 손 형상의 바위

2. 노랑머리 꾀꼬리 (Oriolus oriolus)
3. 바다직박구리 (Monticola solitarius)

이쯤 되면 거의 조류도감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오랫동안 새소리를 들

4. 흰머리딱새 (Oenanthe hispanica)

어온 메시앙은 누구보다 정확하고 능숙한 솜씨로 새소리를 재현할 수 있었다.

5. 올빼미 (Strix aluco)

이 곡에서 피아노로 연주하는 새소리와 실제 새소리를 비교해서 들어오면 두 소

6. 숲종다리 (Lullula arborea)

리가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카탈로그>는 음

7. 개개비 (Acrocephalus scirpaceus)

악으로 그린 조류도감이라 할 수 있다.

8. 쇠종다리 (Calandrella brachydactyla)
9. 세티꾀꼬리 (Cettia cetti)
10. 바위직박구리 (Monticola saxatilis)

정리해 보기

11. 말똥가리 (Buteo Buteo)
12. 검은딱새 (Oenanthe leucura)

물 소리나 바람 소리 등 주변에서 생성되는 소리로 음악을 만들어 보면 어떤 형태가 될지 정리해 보자.

13. 마도요 (Numenius arquata)

[그림 47] 메시앙 <새 카탈로그>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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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잘 그리려면 풍부한 감성도 필요하지만 치밀한 관찰력, 공간 지각력 등 사

3

물의 이치를 따지는 이성적 능력도 함께 요구된다. 따라서 그림을 잘 그리고 싶
다면 우선 제대로 보는 것을 익혀야 한다.

미술과 과학

원근법의 첫째 원리는 선 원근법이다. 우리는 이미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가
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보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원리가 선 원근법이다.
우리는 물체의 크기를 판단할 때 시각의 크기를 이용한다. 시각이란 물체의 양
끝과 눈이 이루는 각을 의미하는데, 시각이 크면 우리는 물체가 크다고 느낀다.

1 원근법

│학습 목표│역사적으로 회화에서 원근법이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원근법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떠가고 들판에서는 주민들이 양을 치고 마차를 모는
등 저마다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 오른쪽 아래에는 커다란 나무가 마을을 지
키고 있다. 언뜻 보면 한가롭고 목가적인 풍경화로 보인다. 그런데 화면 앞쪽에

[그림 48] 유화로 그린 그림

?
잠깐 상식
 평화주의자 포키온

두 남자가 무언가를 들것에 싣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슬픈 사연이

옛날 아테네에 '포키온'이라는 장군이 있었다. 포키온은 매우 의로운

배신자로 여기고 언젠가 죽여야겠다고 마 음먹었다. 그러던 중

사람이었다. 포키온이 활동할 당시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갑자기 죽고 혼란이 일어나자 이들은 포키온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인더스 강에서 나일 강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정복 전쟁을 벌일 무렵이었다.

반역자로 몰았다. 아테네를 배신하고 마케도니아에 빌붙었다는 것이다.

포키온은 아테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잘

그렇게 해서 포키온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 주검조차 아테네에

알고 있었다. 따라서 부질없이 전쟁을 벌여 아테네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묻힐 수 없는 지독한 형벌을 받았다. 조국에서 쫓겨난 포키온의 주검.

위해서는 마케도니아와 지혜롭게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포키온의 주검이 버려진 곳은 '메가라'라는 곳이었다. 메가라에 버려질

이 그림은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 평화주의자 포키온의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해 그의 일화를 장엄한 고전적 형식의 풍경화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마치 창을 통해 바깥 경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생생

협상은 평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포키온의 이런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전쟁을 벌이지 않은 포키온을

때에도 그의 주검은 땅에 묻히지 못하고 불에 태워 뿌려졌는데, 포키온의
영혼마저 편안히 쉬지 못하고 공중에 떠돌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다. 어떻게 화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원근법의 원
리를 잘 살렸기 때문이다. 원근법의 원리란 무엇일까? 생생한 그림을 그리기 위
해 화가는 어떤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는지 알아보자.
흔히 그림을 그릴 때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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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이 멀리 있을수록 작게 그려야 되는데, 물체가 아주 멀리 떨어진 경우에

다. 수많은 스케치를 하고 밀랍으로 만든 작은 모형들을 격자 눈금이 그어진 축

는 모두 한 점으로 모인다.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응용

소된 배경에 수없이 배치하면서 화면 구성을 연습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한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소실점을 정하고 그 소실점을 향해 일정한 간격으

그는 프랑스 화가로는 최초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프랑스 아카데미는 이런

로 선이 모이도록 미리 그어놓는다. 그 다음 이 선을 기준으로 사람이나 건물

푸생을 기리기 위해 그의 영전에 프랑스 회화의 아버지라는 찬사를 바쳤다.

등 주제에 맞게 사물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림 49] 소실점을 나타낸 사진

원근법의 발명으로 르네상스 이후의 화가들은 마치 실제 사물이 있는 것처럼

용하는 산란(散亂)은 물고기나 닭이 알을 낳는 산란(産卵)과는 의미가 다르다.

화폭에 사물들을 펼쳐놓을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이지

산란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가운데 기둥이 있는 수영장을 생각해 보자. 수영장

만 14세기 이전까지 화가들은 이 방법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

의 한쪽에서 물결이 퍼져나가다 기둥을 만나면 기둥에서 다시 새로운 물결이

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

생겨나 또다시 사방으로 퍼지게 된다. 빛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방향으로 전파

선 원근법만으로는 실제 자연에서 느끼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낼 수는 없다.
선 원근법만 사용한 그림을 보면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 든다. 실제 밖에 나가 가
까이 있는 산과 먼 산을 비교하여 바라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가까이 있는
산은 뚜렷하고 색깔도 진하지만, 멀리 있는 산은 흐릿한데다가 조금 푸른색을 띤
다. 바로 눈과 산 사이에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화가들은 이
같은 공기의 작용도 파악해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를 공기 원근법이라고 한다.

[그림 50] 원근법을 보여주는 사진

산란이라는 말은 이처럼 흩어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산란을 일으키는 정도는 알갱이의 크기나, 빛의 색깔에 따라 다르다.
구름이나 안개의 물방울처럼 큰 알갱이는 모든 빛을 산란시킨다. 그래서 구름이
나 안개는 하얗게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공기를 이루는 질소나 산소 같이 작은
알갱이는 파란색을 더 잘 산란시킨다. 그래서 낮에 하늘을 보면 산란된 파란색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또 공기를 통과한 햇빛을 보면 노란색이 더 많은

닿은 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산꼭대기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것으로 보인다. 물론 태양 빛에는 노란색 성분이 가장 많긴 하지만 여기에 파란

화면 오른쪽에 서있는 커다란 나무와 산을 가로막은 나무들로 인해 산은 더욱

색이 빠져나간 효과까지 더해져서 노란색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런 기법을 스푸마토 기법 혹은 대기 원근법이라고 한다. 스푸마토란 연기로 되
돌아간다는 뜻이다.
푸생은 기하학적이며 논리적인 풍경화를 그린 화가로 유명하다. 흔히 푸생을
가리켜 고전적 풍경화의 창시자로 부르는 것도 그의 풍경화가 엄격한 질서와 통
일성, 조화로운 구성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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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빛이 작은 알갱이를 만나면 알갱이로부터 다시 빛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푸생의 그림에 공기 원근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아보자. 먼저 하늘과 맞

아득히 멀어져 보인다. 푸생은 하늘과 구름, 산의 정상을 흐릿하게 표현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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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의 작용을 제대로 알려면 공기의 산란 효과를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사

아침이나 저녁에 지평선 근처의 태양을 보면 붉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통과해야 하는 공기가 두꺼워 산란이 잘 일어나지 않는 붉은 색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공기가 없는 달에서 낮에 하늘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산란되는
빛이 없으므로 태양만 밝게 빛나고 하늘은 검게 보일 것이다.
멀리 있는 산을 보면, 산에서 출발한 빛에 산과 눈 사이의 공기에서 산란된
파란 빛이 더해져서 산이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파란 물감을 탄 물을 통해 사

푸생의 풍경화를 보면 전경과 중경, 후경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또 좌우상하

물을 볼 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푸마토 기법을 이용하면 사물

대칭과 수평과 수직이라는 기하학적인 구성의 원칙을 정확히 지키고 있다. 물론

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림자가 부드럽게 번지기 때문에 아지랑이가 낀 듯한 아

균형과 비례도 완벽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저 얻어진 것은 아니다. 푸생은

련한 느낌이 난다. 푸생은 스푸마토 기법을 활용해서 산등성이를 뿌옇게 처리했

완벽하고 질서 정연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상상을 초월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

다. [그림 53]을 보면 윤곽선이 희미해진 바람에 산은 뒤로 멀찌감치 물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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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효과를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스푸마토 기법을 최초로 그림에 완벽하게 구사한 사람은 르네상스 거장인 레
오나르도 다빈치이다.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났던 다빈치는 멀리 떨어진 대
상은 눈에 가까이 보이는 것보다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 인체 지레

│학습 목표│인체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례와
인체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는 대기와 풍경이 맞닿은 부분을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듯, 혹은 안개가 낀
듯이 그리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풍경이 멀리 떨어져 보이는 듯한 효과를 낸
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 51] 성안나와 성모자.
1510년경, 패널화, 168 cmX
130 cm, 파리 루브르 미술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바티칸의 시스티나 소 성당 제단 뒤 벽면에 그려

그림 속 산 풍경이 바로 다빈치가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린 것이다. [그림 53]

진 벽화이다. 미켈란젤로는 세상의 마지막 날 광경을 예배당 벽화에 묘사했다.

은 성모가 그녀의 어머니인 성안나의 무릎에 앉아 양과 노는 아기 예수를 들어

‘최후의 심판’
이란 말 그대로 인류의 종말의 날, 인간이 죽음에서 깨어나 생전

올리려는 장면이다.

에 행한 업적에 따라 예수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영혼들이 생전에 행한
행동에 의해 법정에서 피고가 되어 심판관인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는다는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사람
의 모습들이 너무나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 화가가 이처럼 실감나는 그림을 그
릴 수 있는 바탕은 어디서 온 것일까?

정리해 보기

앞에서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화가들이 사물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원
근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사실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한

방 안에서 노을 즐기기
준비물 : 투명한 컵, 우유, 플래시
① 뚜껑을 벗긴 유리컵에 물을 담고 하얀 벽 앞에 세워둔다.
② 물을 지난 플래시 불빛이 물을 지나 벽에 도달하도록 플래시 불빛을 비춘다.
③ 벽에 도달한 플래시 불빛의 색깔을 살펴보자.
④우
 유(우유가 없다면 커피 크림을 조금 넣어도 된다)를 1~2방울 물에 떨어뜨리고 벽에 비친 불빛을 관찰해 보자. 불빛의 색깔이 어떻

[그림 52] 최후의 심판, 1536~41, 바티칸 시
스티나 예배당

가지는 바로 해부학이다.
살아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실감나게 그리기 위해서 화가는 그 속을 이루는
뼈대나 근육 등의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겉모습만 비슷하게 그린다고
사실감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게 보이는지 유심히 보자. 그런데 이 때, 우유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 아주 조금만 넣어야 한다.
⑤ 이번에는 옆에서 물의 색깔을 살펴보자. 물의 색깔이 어떻게 되었는지 유심히 살펴보자.

그림‘최후의 심판’
에는 인물들이 대부분 나체로 등장한다. 특히 성자 바르
톨로메오가 들고있는 살가죽에는 미켈란젤로 자신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다. 왜
미켈란젤로는 성인들을 벌거벗은 상태로 묘사한 것일까? 성자들을 나체로 표현
한 것은 인간의 고통과 비통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두려움이나 공포, 환희
등 인간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표정이나 몸동작, 자
세를 이용하는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인간의 감정을 육체를 통해 표현할 수 있
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나체가 가장 강렬한 감정의 언어라는 사
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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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는 대개 한쪽은 볼록하고 다른

잠깐 상식

한쪽은 오목한데, 뼈의 끝 부분은 연골이라는 부드럽고 탄성이 좋은 막으로 덮여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을 그리던 당시 세상은 매우 암울했다. 로마는 스페인 군대에게 점령, 악탈당했고,

있다. 또 관절은 윤활막으로 감싸여 있으며 이 속에 차있는 윤활액이 윤활유의

유럽은 신·구교로 분열되어 전쟁에 휩싸이면서 교황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미켈란젤로는 신을

역할을 한다. 실험에 따르면 이 윤활액은 인간이 만든 가장 좋은 윤활유보다 10

버리고 미쳐버린 인간과 미술에 대한 신의 심판이 멀지 않다고 믿었다.
‘최후의 심판’
의 배경은 하늘을 연상시키는 군청색이다. 화면 맨 위쪽에는 천사들이 예수가 수난을
당한 도구를 나르고 있으며 화면 중앙에는 그림의 주인공인 예수가 영혼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 심판관인 그리스도는 오른 팔을 들어 영혼의 법정에 선 피고인들이 진실한 영혼인가
혹은 거짓된 영혼인가를 판단한다. 한편 예수 곁에는 성모마리아가 예수에게 죄지은 영혼들의 형량을
낮추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또 예수 양옆에는 성인들이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성인들은 세례 요한과 12사도를 비롯한 성인성녀들이며 각각 자신과 관련된 상징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성인들의 신분을 금세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성 안드레아는 십자가를, 성 로렌조는 철석쇠를,

배나 더 미끄럽다고 한다. 또 미끄러운 뼈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뼈
는 인대라고 하는 탄력이 좋고 질긴 줄로 연결되어 있다. 인대와 연골이 모두 탄
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절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다.
팔의 움직임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팔의 움직임에서 지레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뼈와 관절이 각각 지렛대와 받침점 역할을 하고 근육의 수축이 힘을 가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팔의 움직임이다. 지레는 막대를 이용해 힘을 전달하는 도
구이다. 가하는 힘과 전달해서 작용하는 힘의 위치 관계에 따라 크게 1종, 2종,

성 세바스티아노는 화살을, 성녀 카타리나는 바퀴를, 산채로 살갗이 벗겨진 순교를 당한 성자

3종 지레로 나눈다. 이래 그림과 같이 1종과 2종 지레는 가해준 힘보다 실제 내

바르톨로메오는 한 손에 자신의 벗겨진 살가죽을 다른 손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는 힘이 더 큰 경우이고, 반대로 3종 지레는 실제 내는 힘보다 가해준 힘이 더

‘최후의 심판’
은 세기의 걸작임에도 불구하고 1541년 작품이 공개되기가 무섭게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미켈란젤로가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제외한

[그림 54] 팔꿈치 관절

큰 경우이다.

사람들을 나체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시스티나는 신성한 교황의 성당으로 바티칸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당인데다가 이 벽화가 미사를 드릴 때 신도들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인 교회당 앞쪽에 그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분노한 사람들은“목욕탕에서 헤엄을 치는 벌거숭이를
그렸다”
며 외설스러운 그림을 당장 없애라고 요구하였다.

이 그림이 더욱 실감나게 보이는 것은 사람의 몸을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이
다. 몸의 근육이나 핏줄의 두드러짐 하나하나까지 잡아내었기 때문에 그림을 보
면 마치 살아있는 인물을 보는 듯 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 미켈란젤로의 다

● 1종 지레
작용점을 기준으로 힘점과
받침점이 서로 반대 방향인
경우

●2
 종 지레
작용점을 기준으로 힘점과
받침점이 서로 같은 방향
인 경우

●3
 종 지레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길이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길이보
다 짧아 더 큰 힘이 필요한 경우

른 작품인 다비드 조각상은 이전의 조각들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자신 있는 모
습으로 물맷돌을 어깨에 메고 서서 골리앗을 보고 있는 다비드는 금방이라도
내게 고개를 돌릴 것만 같다. 특히 그의 팔뚝과 목의 힘줄은 뜨거운 피가 꿈틀
꿈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생생하게 사람 몸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
은 바로 작가가 해부학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피부 아래 감추어진
뼈대나 근육, 힘줄, 핏줄 하나하나를 모두 고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53]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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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경우는 대부분이 3종 지레에 해당한다. 경첩 역할을 하는 팔꿈치 관

사람의 몸을 살펴보면 과학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절이 받침점, 이두근이 연결되어 근육의 힘이 작용하는 곳이 힘점, 물체를 든

있다. 손으로 물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도 과학적 원리를 찾을 수 있다. 먼

곳이 작용점에 해당한다. [그림 56]에서 팔꿈치에서 인대까지의 거리가 3 cm이

저 관절을 살펴보자. 뼈와 뼈가 맞닿아 미끄러지는 부분인 관절은 마찰을 줄일

고 손바닥까지의 거리가 30 cm이라면 작용점까지 길이가 힘점까지 길이의 10배
3. 미술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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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가방을 들어 올리려면 가방 무게의 10배에 해당하는 힘을 내야 한다. 만
일 가방을 팔꿈치로부터 15 cm인 곳에 걸쳐든다면 작용점까지 길이가 앞서보다

실험을 하기 전에 이 실험과 관련된 간단한 과학 원리인 회전력에 대해 알아보자.

반으로 줄어드므로 필요한 힘도 반으로 줄게 된다.
왜 우리 몸은 힘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
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거리를 따져보아야만 한다. 손을 10 cm 들어올리기 위해
서 근육은 1 cm만 수축하면 된다.
근육이 조금만 움직여도 실제 팔다리는 많은 거리를 움직일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 발휘하는 힘은 근육이 가한 힘보다 훨씬 작지만 대신 속도에

회전력과 균형의 원리
그림과 같은 지레에서 m1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 즉, m1의 무게 W1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아가게 한다. 반면 m2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 W2는 시계 방향으
로 팔을 돌게 한다. 이처럼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힘을 회전력이라고 한다. 그림처럼
팔에 힘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경우, 힘의 크기×팔의 길이가 회전력이다.
만약 시계 방향의 회전력과 반시계 방향의 회전력이 같으면 회전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한다. 그림에서 매단 물체의 무게를 각각 W1, W2라 할 때 어느 한 쪽으로 기울
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서 큰 이득을 얻고 있는 셈이다. 만일 우리의 손발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L2 × W2 = L1 × W1

않다면, 동작이 아주 둔한 동물이 되었을 것이다.
음식을 먹는 경우도 같은 원리로 따져볼 수 있다. 앞니로 음식을 씹을 때보다
어금니로 씹을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 근육이 안쪽에 있으므로 어금니의 경
ၦ૱

우가
ၦ૱

ᅰઢ

앞니보다 작용점까지의
길이가 더 짧다. 그 때문에 같은 근육의 힘을 쓰더
ᅰઢ

라도 실제 내는 힘은 어금니의 경우가 훨씬 크다.
ኖᆳ

ኖᆳ
ႚᅿხ႙
ႚᅿხ႙

실험을 통해 회전력과 균형의 원리를 확인해 보자. 그림과 같이 종이 위에 잠자리 날개와 몸통, 꼬리, 앞날개 조각을 그
린다. 이때 앞날개 조각은 그려놓은 잠자리의 앞날개와 같은 모양, 같은 크기가 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그려놓은 그림대로 모양을 살리며 가위로 자른다.
풀로 몸통 부분에 꼬리를 붙인다.
무게 추 역할을 하는 앞날개 조각을 양쪽 날개에 붙인다.
잠자리 머리의 점선 부분을 아래로 접는다.
접
 은 종이 부분을 손끝 등 적당한 곳에 올려놓는다. 손끝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균형이 잡힌 것이다.
손끝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날개와 꼬리를 적당히 조절하면서 균형을 잡아준다.

ኖྤ೭ᄠ

ኖྤ೭ᄠ ඳთཉ
ඳთ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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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팔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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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팔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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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턱의 구조

잠자리가 손끝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잠자리의 머리 부분이 받침점이 되어 앞쪽의 회전력과 뒤쪽의 회전력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머리보다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받침점까지의 거리는 짧지만 뒤쪽보다 더 무게가 나가고 반대로 머리 뒤쪽 부분은
가벼운 반면 꼬리가 길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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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학습 목표│그림을 빛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빛에 따라 색깔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 중 눈 위에 비친 그림자의 색깔을 보면 모네가 그림을
그릴 때는 생각한 대로 그리지 않고, 철저히 보이는 대로 그렸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맑은 날 눈 위에 서서 내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는 무슨 색일까? 흔히
검은색이나 회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네가 그림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햇
빛이 가려지면 눈에서 하늘빛만 반사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파란색을 띤다.
색깔이란 무엇일까? 사람은 어떻게 색깔을 느끼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왼쪽의 그림들에는 한결같이 건초더미가 그려져 있지만 실제 주인공은 빛이
다. 모네는 자연의 생생한 인상을 그림에 표현하기 위해 야외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물의 색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빛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빛이
대상의 색채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확신한 모네는 자신의 발견과 체험

얻기 위해서 먼저 빛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빛은 물결과 같이 출렁거리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으로,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전자기파의 종류는 파장에 따라

[그림 59] 뭉크의‘절규’
뭉크의 ‘절규’
라는 그림을 보면 배경 하 늘이

달라지는데, 사람은 파장이 약 400 nm에서 700 nm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온통 붉은 색이다. 작가의 감정을 나타낸 것이

이 영역의 빛을 가시광선(可視光線)이라고 한다.

구 결과에 의하면 실제 뭉크가 인상적으로 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과학자들의 연
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한다. 뭉크가 그림을

을 그림을 통해 증명한다.‘건초더미’연작에는 빛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추적한

그리기 약 10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큰
화산 폭발이 있었으며 그 화산재가 전 지구에

모네의 집념이 담겨있다. 모네가 나타내고자 했던 빛의 효과란 과연 무엇일까?

퍼졌다. 이 화산재가 저녁 하늘을 아주 붉게
물들였다고 한다. 화산재가 파장이 짧은 파란

인상주의의 창시자인 모네는 빛에 무척 관심이 많았으며 그림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빛이라고 여겼으며, 평생에 걸쳐서 빛의 흐름을 집요하게 탐구하였다.
모네는 왜 그토록 빛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일까? 선배 화가들이 화실에서 명암

빛을 사방으로 산란시키는 대신 파장이 긴 붉
은빛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이다.
파장 : 파동 1개의 길이

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반면 모네는 야외에서 실제로 대상을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모네는 빛과 대기가 어우러진 효과와 그 빛이 건초더미에 미치는 변화 과정을
과학자처럼 냉정하게 관찰했다. 그런 다음 자신의 독특한 시각적 체험을‘건초
더미’연작에 담았다.

[그림 58] 모네의‘건초더미’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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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람이 색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먼저 사과의 모습이
둥글다는 것과 색깔이 빨갛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과의 둥근 모습은 언제,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는 사과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다. 하지만 빛이 없는 밤에 보면 사과의 색깔을 전혀 알 수가 없고 또 햇빛이 비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하나의 캔버스에 모두 표현하기 위해 모네는 여러 개의

칠 때 보는 것과 전등불 아래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 사람 눈의 망막은 빛을 받

캔버스를 동시에 펼쳐놓고 캔버스 사이를 재빠르게 오가며 순식간에 건초더미

아들이는 일종의 안테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테나에는 막대기처럼 생긴 간

를 그렸다. 얼마나 신들린 듯 붓질을 했던지 불과 몇 분 안에 작품을 완성할 때

상(杆狀)세포와 원뿔 모양으로 생긴 원추세포(圓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다음

도 있었다고 한다.

그림에서 간상세포와 원추세포를 찾아보자.

그림들을 보면 똑같은 건초더미인데도 계절과 시간,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각

이 중 간상세포는 밝고 어두움만 구분하고 원추세포는 색깔을 알아낸다. 또

각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대상일지라도 빛에 따라서 보이

한 원추세포는 세 가지 종류로, 파란색과 초록색, 빨간색에 반응하는 것이 따로

는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모네의 그림은 사물은 오직 빛에 의해서만

있다. 만일 주황색 빛이 망막에 도달했다면 초록색 빛을 받아들이는 원추세포

존재가치를 갖는다는 그의 신념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와 빨간색 빛을 받아들이는 원추세포가 동시에 반응한다. 이들이 내는 신호가

가시광선

[그림 60] 전자기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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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상세포

추상세포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면 이것을 종합해서 물체의 색깔을 알아낸다. 색맹은
원추세포가 고장 난 경우에 해당한다.

만드는 여러 가지 현상의 근본 원리를 깊이 연구하여 그림을 그리는데 이용하였

빛이 물체에 도달하면 어떤 색은 흡수되고, 또 어떤 색은 반사된다. 장미의
꽃은 붉은색만 남기고 나머지의 빛을 흡수하며 잎은 초록색을 제외한 대부분
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꽃은 붉게, 잎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림 61] 시세포

물체의 색깔은 빛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내에서 볼 때와 햇빛 아래서 볼
때, 물체의 색깔이 달리 보이는 경우가 있다. 백열등은 붉은색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불빛 아래서는 붉은 색이 돋보이고 형광등은 푸른색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모네와 같은 인상파 화가들은 순간순간 변하는 빛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그림 62] 원추세포의 상대흡광도

재빨리 붓을 올려야만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물체에 빛이 비칠 때 나타나
는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색채 이론과 광학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그림에 반영한 화가가 등장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화가가 쇠라이다. 쇠라는 순수한 색채를 화폭에 표현하기 위해서 색채

[그림 63] 장미꽃의 색의 반사와 흡수

쇠라는 어느 한 순간 물체가 보이는 모습을 즉흥적으로 나타내는 대신, 빛이

다. 쇠라는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지 않고 사람 눈에서 색깔이 합쳐지는 효과를

 점묘법
점묘법은 쇠라나 시나크와 같은 신인상파 화가

노렸다. 책에서 눈을 점점 멀리 하면서 그림 속 색깔의 점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의 그림에서만 사용되는 것일까? 그 외에도 점

관찰해 보자.

TV의 브라운관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우연히 물

묘법의 원리는 여러 곳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방울이 튀었을 때, 물방울을 통해 브라운관이

눈에서 색깔이 합쳐지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눈의 구조를 이해

나 모니터를 들여다보면 작은 점들을 볼 수 있

해야 한다. 우리 눈의 수정체는 사진기의 렌즈와도 같이 물체의 상을 망막에 맺

터뿐 아니라 인쇄물에도 사용되고 있다. 간단한

다. 점묘법은 TV 브라운관이나 컴퓨터의 모니

는다. 그런데 아주 작은 점을 볼 때는 상도 같이 작아질 것 같지만 상이 아주

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람 눈

작아지면 오히려 상은 더 커지는 일이 일어난다.

나 망원경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해 진다. 현미

은 아주 작은 점은 구분할 수 없지만 현미경이
경 루페는 일종의 휴대용 현미경인데 30배에서

이 때문에 아주 작은 점의 상은 아주 작게 생기지 않고 오히려 약간 큰 점으
로 생긴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두 점의 상을 보면 눈 안의
망막에서는 두 점이 상이 겹쳐서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각각의 색깔 점 대신
합쳐진 색깔을 보는 것이다.

60배 정도 물체를 확대하여 볼 수 있다. 현미경
루페로 인쇄물이나 모니터, 브라운관을 살펴보
자.
모니터나 브라운관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현미경 루페로 보면 빨강(R), 초록(G), 파랑(B)
의 세 점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인쇄물은 스스
로 빛을 내지 않고 외부의 빛을 반사해서 보이

에 관한 과학적 이론을 공부하는 한편 수많은 실험을 병행했다. 그리고 숱한 실

가까이에서는 두 개의 점으로 보이더라도 눈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두 점이

험 끝에 마침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특수 기법을 개발했다.‘라 그랑자트 섬의

서로 붙어서 한 점으로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점묘법으로 그린 그림을

색깔의 점으로 이루어졌다. 즉, 빨강이 빠진 청

일요일 오후’
는 그의 혁신적인 기법이 사용된 그림이다.

멀리서 보면 점으로 보이지 않고 합쳐진 색을 보게 된다.

빠진 노랑(옐로우) 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

는 것이므로 빨강(R), 초록(G), 파랑(B)이 빠진
록(시안), 초록이 빠진 자홍(마젠타), 또 파랑이
에 검정이 하나더 들어가 4가지 종류의 점으로

[그림 64] 쇠라의‘라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이 과정을 내 몸을 이용한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9]의 바둑판 모양

이루어진다. 검은 색을 만들기 위해 청록, 자홍,

의 색깔판을 벽에 붙여놓고 점점 뒤로 가면서 그림판이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

을 다 흡수하지는 못하고 일부 반사되는 빛이

노랑 점을 빽빽이 찍어둔다고 하더라도 모든 빛

자. 가까운 곳에서 볼 때는 두 가지 색깔을 따로따로 볼 수 있지만 먼 곳에서 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검은색을 만들지 못하고 회

면 두 가지 색깔이 합쳐진 모습만 보게 된다.

을 완전히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청록, 자홍,

색이 된다. 그래서 검정 점이 있어야만 검은색
노랑, 검정 점만 있으면 모든 색깔을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4도 인쇄라고 하면 완전한 칼라
인쇄를 뜻한다.

쇠라는 자신이 개발한 특수 기법을 분할된 부분들로 색채 구성을 한다는 의
미에서 분할 묘사법으로 이름 지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세공사처럼 꼼꼼하게 색
점을 찍는 다는 의미에서 점묘법으로 부르게 되었다.

170

Ⅲ 과학과 예술

[그림 65] 바둑판 모양의 색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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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백색광이라고 하는, 색깔 없는 빛은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합쳐
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 하거나 아주 가는 선을 지나면 색깔
에 따라 나아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별로 나뉜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빛을 색깔별로 나누는 장치를 분광기라고 한다.

4 빛과 그림자

│학습 목표│빛의 직진성과 회절성이 회화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며, 그 배경이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이전 시간에는 모네가 야외에서 제작을 하면서 빛이 대상의 색채와 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그러
나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 것은 모네만이 아니다. 대다수의 인상주의 화가들은
자연의 순간적인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들은 그림

못 쓰는 CD와 종이컵을 이용해서 분광기를 만들어 보자.

도구들을 챙겨들고 답답한 화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대상을 직접 눈앞에 두고

준비물 : 폐품 CD, 종이컵, 칼, 가위, 테이프, 검은 도화지

작업을 했다.
만들기

르느아르의‘그네’
를 보면 인상주의 화가들이 현장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사
실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양팔을 벌려 그넷 줄을 잡은 채 몸을 한쪽 그넷 줄에

① 먼저 CD에 테이프를 붙인 다음, 힘껏 떼어낸다. 그러면 CD 표면
에 붙어있던 금속 껍질이 벗겨진다.
그 다음 가위를 이용해 CD의 가장자리를 2 cm×2 cm 크기로 오려낸다.

살짝 기대고 있는 여인의 얼굴이 수줍은 듯 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다른 쪽 방
향을 향하는 눈길을 보면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남자의 눈길을 부
끄러워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살피면 남자의 옷

② 종이컵을 준비해 바닥의 가장자리에 1 cm×1 cm 크기의 구멍을
뚫고 오려낸 CD 조각을 붙인다.

③ 검은 도화지로 종이컵 위를 덮고, 바닥에 있는 CD 조각의 반대편

에 생긴 둥근 무늬를 볼 수 있다. 이 무늬는 어디서 온 것일까?
르누아르의 다른 그림에도 밝은 점이 잘 나타나 있다. 실제로 우리가 맑은 날

끝에 폭 0.5 mm, 길이 1 cm 정도의 틈을 뚫어 분광기를 완성시킨

숲 속을 산책하면 땅 위에 밝은 점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우리

다. 종이컵 바닥의 CD 조각에 눈을 대고 관찰하면 된다.

가 자연의 탐정이 되어서 이 밝은 점의 비밀을 알아내 보자. 다음은 어느 학생

분광기를 통해 하늘, 백열등, 형광등 등을 보면서 어떻게 보이는지 관
찰해 보자. 사진으로도 찍을 수 있다.

[그림 66] 르느아르의‘그네’

이 밝은 점을 자세히 관찰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내용을 보고 밝은 점의 정체
에 대해 추리해 보자.
1.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2. 모두 타원 모양이다.

분광기를 통해 태양을 직접 보면 매우 위험하다. 시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태양빛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으면 그저 맑
은 하늘을 보면 된다. 이때 보이는 색 띠가 바로 태양빛 때문에 생긴 것이다.

3. 오전에는 타원이 길쭉하다가 점점 동그랗게 변한 다음, 다시 길쭉해 졌다.
4. 시간이 지나면 밝은 점의 위치도 같이 움직인다.

[그림 67] 르느아르의‘물랭 드 라 갈레트’

5.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니 밝은 점도 가려졌다. 그런데 구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밝은 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차 어두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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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밝은 점은 바로 태양의 모습이다. 숲을 이루는 나뭇잎들 사이에 생긴 좁은

이번에는 타원 모양에 대해 생각해 보자. 만일 빛이 오는 방향. 즉,

틈이 마치 바늘구멍 사진기의 바늘구멍과도 같은 역할을 해서 태양의 상을 바

태양 쪽을 바로 보도록 공책을 기울인다면 완전한 원 모양이 된다.

닥에 만든 것이다. 구멍을 많이 뚫은 바늘구멍 사진기로 물체를 보면 물체의 상

하지만 숲에서 생기는 밝은 점의 경우는 빛이 오는 방향과 바닥이 서

이 여러 개 보이게 되는데, 나뭇잎 사이에 생긴 많은 틈이 각각 바늘구멍에 해

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원이 찌그러진다. 이때 타원의 긴 쪽 길이(a)와

당하는 것이다.

짧은 쪽 길이(b)의 비율(a/b)은 나뭇잎 틈에서 해의 상이 생기는 바
닥까지의 실제 거리(L)와 틈의 높이(H)의 비(L/H)와 같다. 따라서 밝
은 점의 찌그러진 정도를 알면 현재 해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림 70] 태양의 상의 모양의 변화

마지막으로 하늘에 구름이 지나갈 때를 생각해 보

[그림 68] 바늘 구멍 사진기로 보는 물체의 상

자. 이 경우 그림과 같이 구름이 햇빛을 가리게 된다.
구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그림자는 오른

그럼 학생의 메모 내용을 차례대로 생각해 보자. 먼저 밝은 점의 크기이다. 그

쪽에서 왼쪽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밝은 점의 오른쪽

림을 자세히 보면 나뭇잎 사이의 틈이 위쪽에 생기면 태양의 상이 크게 생기고,

에서 왼쪽으로 점차 어두워지는 것이다.

아래쪽에 생기면 태양의 상이 작게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부
분 일식(해의 일부분만 가려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초승달 모양의 밝은 점들
이 바닥에 쫙 깔릴 것이다.

[그림 71] 구름이 지나갈때의
그림자의 이동

일식이 일어난 날 구멍이 많이 뚫린 그릇을 해를 향해 펼치면 바닥에 초승달

?

과 같은 태양의 모습이 바닥에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잠깐 상식

 바늘구멍 사진기

옛날 화가들은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일종의 바늘구멍 사진기를 이용하여 밑그림을
그렸다. 카메라 옵스큐라의 원래 의미는 작은 구멍을 낸 어두운 방이다. 구멍을 통해 들어간 빛이
방 밖의 장면을 구멍의 반대쪽에 있는 방 안 벽에 거꾸로 된 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상을 더욱 선명하고 밝게 만들기 위해, 그 구멍에 렌즈를 붙여 사용하면서 운반 가능한
작은 상자가 방을 대신하게 된 셈이다. 이것이 현재 사용하는 카메라로까지 발전하였다.
카날레토라는 화가는 1730년대에서 1740년대까지 10년 이상 당시 베니스를 찾는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가져갈 풍경화를 그렸다. 그는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는데, 후에
[그림 69] 부분일식때 구멍을 통해 나타난 태양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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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그림을 통해
증명했다. 그런데 인상주의 화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빛의 중요성을 터득한 것
A에서 온 빛의 그림자
모든 빛이 가려지는 곳

은 아니다. 일찍이 빛의 효과에 주목한 선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명암법의 대가인 라투르이다.

B에서 온 빛의 그림자

라투르는 성스러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성탄 장면을 나타내었는

[그림 73] 본그림자와 반그림자

데, 그림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와 아기 예
수, 딸의 출산을 도운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이다. 마리아는 갓 태어
난 아기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안아 무릎에 올려놓았고 안나는 귀

이라면 그림자는 언제나 선명할 것이다. 이렇듯 빛이 일부만 가려져서 완전히

여운 손자에게 세상의 빛을 선물하듯 듬직한 손으로 촛불을 모으

어둡지 않은 부분을 반그림자라고 한다.

는 중이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 전등의 A에서 출발한 빛이 만드는 그림자가 생기는

[그림 72] 라투르의‘아기 예수 탄생’캔버스 유채

그런데 이 그림은 여느 그림과 달리 화면의 밝고 어두움의 대비

곳과 B에서 출발한 빛이 만드는 그림자가 생기는 곳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서

가 유독 두드러진다. 촛불이 비치는 부분만 환하며 나머지 부분은

로 엇갈려 생긴다. 공통적으로 빛이 가려져 생기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본그

짙은 어둠에 잠겨있다. 이처럼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강하게

림자’
라 하고 일부의 빛만 가려져 생기는 그림자를‘반그림자’
라고 한다.

대조되기 때문에 그림은 무척 신비하게 보이며, 화면에 등장한 세 사람은 아주
중요한 존재로 느껴진다.

태양 역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완전한
점이 아니어서 반그림자가 생긴다. 하지만 태양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에 햇빛

라투르의 그림 중 마리아의 몸에 생긴 그림자를 보면 그가 빛과 그림자에 대해

에 의해서 생기는 반그림자는 아주 작다.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빛이 물체에 비치면 밝음과 어두움
의 두 단계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계로 밝음과 어두움이 나타난다. 라
투르는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아주 세심하게 사물을 관찰했을 것이다.
맑은 날 운동장에 서서 바닥에 생긴 그림자를 관찰해 보자. 발그림자는 윤곽
선이 아주 선명한 반면 머리 쪽으로 갈수록 그림자의 윤곽선이 점점 흐릿해 진
다. 전등불 아래 흰 종이 위에서 손으로 실험을 하면 그 효과를 더욱 잘 알 수
있다. 바닥 근처에 손바닥을 두면 손 그림자가 선명하다. 그러다 점점 손바닥을
흰 종이에서 멀리하면 그림자가 흐릿하게 변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는 전등 여기저기서 나온 빛이 각각 조금씩 다른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이
다. 흐린 부분은 일부의 전등빛 일부가 도달하고 또 일부는 도달하지 않기 때문

생활 탐구
햇빛이 비치는 곳에 흰 종이를 깔고 소금을 뿌려 얇
은 층을 만든 후, 그 위에 계란을 그림처럼 세워 놓
은 다음, 바닥을 후하고 불어 소금을 없앤 후 생기
는 그림자를 관찰해 보자. 또 전등불 아래에서 마찬
가지 방법으로 그림자를 관찰해 보자. 각각의 그림
자가 어떻게 다를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미리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자.

에 완전히 어둡지도, 또한 완전히 밝지도 않게 된다. 만일 전등이 아주 작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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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바늘구멍 사진기 만들기
보통의 바늘구멍 사진기에는 구멍이 1개만 뚫려 있다. 이제 구멍이 9개인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들어 보자.

5 토함산 석불사

│학습 목표│석불사 석굴의 수리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 준비물 종이컵 2개, 초, 트레이싱 종이, 칼, 자, 가위, 스카치테이프

● 만들기
① 종이컵의 바닥에 구멍 9개를 뚫는다.

│세계적인 유물이란│

② 또 다른 종이컵의 바닥 중앙에 2 cm×2 cm의 엿보기 구멍을 뚫은 다음, 트레이싱 종이를 종이컵 윗부분의 크기에 맞

어느 날 한 중년 여인으로부터 아주 당돌한 전화를 받았다.‘나의 문화유산

게 오리고, 종이컵의 위를 덮어 붙인다.
③ 9개의 구멍이 뚫린 종이컵에 트레이싱 종이를 붙인 종이컵을 덮어서 연결한다.
④ 어두운 곳에서 촛불을 켜고 구멍이 촛불을 향하게 한 뒤, 엿보기 구멍을 통해 트레이싱 종이에 생긴 상을 관찰해 보자.

답사기’
독자인데 꼭 만나서 물어볼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귀찮기도 하고 시간 버
리는 일 같아 전화로 말하라며 딱딱하게 대했더니 여인은 낭랑한 목소리로 또
박또박 따지듯 말하였다.

[ 왜 그럴까

] 홍길동 사진기

홍길동은 둔갑술을 써서 자신의 분신을 여러 개 만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과학을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많은 상을 만들
수가 있다. 아래 구멍이 2개인 바늘구멍 사진기를 생각해 보자. 각각의 구멍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상이 2개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구멍이 9개라면 9개의 구멍을 지난 빛이 각각 상을 만드니까 상이 9개로 보이는 것이다.

“다름 아니라 우리 문화가 고유한 특색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
지만 그것이 혹 국수적인 자기 고집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일어나서 여쭙고 싶습

[그림 74] 석불사 석굴(석불암)

니다. 저는 남편 따라 외국 여행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로마의 콜로세움, 중국의
자금성, 인도의 타지마할 같은 세계적인 유물과 비교하면 초라하다는 생각을 버
릴 수 없어요. 이 점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요.”
얼굴을 마주한 대화가 아닌지라 질문자의 자세를 읽을 수 없었지만, 어찌 생
각하면 오만하고 어찌 생각하면 자못 사려 깊은 고뇌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했
다. 그동안 서구 문화를 동경하며 살아온 중년 세대로서는 당연히 찾아옴직한
질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능글맞게 그러나 당차게 대답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겐 피라미드도 타지마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
는 나라가 왜 우리나라뿐인가요? 일본에 있습니까, 프랑스에 있습니까? 마야의
제단은 마야제국 이외의 나라에는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계에서 제일가는
유물만 골라서 우리와 비교하며 스스로 비참에 빠집니까? 그런 불공평한 비교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 비교해서 견딜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다그치는 듯한 대답이 계속되는 동안 상대방은 아무 말도 없었다. 간혹
예예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고개 숙인 채 끄덕이고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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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각도 들었다. 잠시 후 여인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어왔다.

최미(最美)이다. 거기에는 전세계 고대인들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절대자의 세계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다. 지금도 석불사의 석굴 앞에 서면 숨막

[그림 75] 석굴암

“질문한 제가 부끄럽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묻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세계
에 그런 식으로 내세울 문화유산이 있나요?”
“물로 있죠,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한글이 그렇고, 제 책에
쓴 에밀레종이 그렇고, 팔만대장경이 있고, 무엇보다도 석굴암이 있습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우리의 모든 문화유산이 다 사라진다 해도 석굴암만
남아준다면 한민족이 쌓아온 문화적 긍지는 손상받지 않을 겁니다.”
“석굴암이 그렇게 위대한 것인가요? 지난 여름에 애들하고 갔었는데 유리
장 밖에서 슬쩍 보아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던데요. 선생님 두 번째 책에는
석굴암을 쓰실 거죠. 꼭 읽고 다시 가볼게요. 그리고 ……”
“그리고 뭐요?”
“그리고 나처럼 멍청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도 쓰실 수 있다면
써 주세요. 실은 제 주위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히는 감동과 살 끝이 저려오는 전율로 인하여 감히 아름답다는 말 한마디조차
입 밖에 내는 것을 허용치 않으며 오직 침묵 속에서 보내는 최대의 찬미만이 가
능하다. 우리는 석굴에 감도는 고요의 심연에서 끝도 없이 흐르고 있는 신비롭
고 장중한 정밀(靜謐)의 종교 음악을 감지할 뿐인 것이다.
석굴에는 불(佛), 보살(菩薩), 천(天), 나한(羅漢)이 모두 마흔 분 모셔져 있다.
거기에는 절대자를 중심으로 한 천상의 질서가 정연하게 펼쳐져 있다. 팔만대장
경으로 설명한 장엄하고 오묘한 불법이 이 하나의 석굴 안에 요약되어 있다. 그
절묘한 만다라를 모두 해석해 낼 학자는 아직 없다.
석굴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술로 축조되었다. 석굴의 구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후회했다. 나는 차라리 그분이 내게 보낸 신뢰에 감사

조는 그 평면과 입면이 과학적이고도 철학적인 수리(數理) 체계를 이루어 부분

했어야 옳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차라도 마시면서 사람 사는 정을 실어가

과 부분의 조화, 전체에 의한 부분의 통합이 빈틈없이 이루어져 있다. 남천우 교

며 대화를 나눌 일이었는데 ……

수는 석굴을 측정하고서 그 엄청난 무게의 돌을 자르고 깎아 세우면서도 10 m
를 재었을 때 1 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종교와 과학과 예술의 만남│
석불사(石佛寺)의 석굴(石窟),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석굴암(石窟庵)이라고 잘

기술에는 우리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과학이 뒷받침되어 있었던 것이다. 20

못 부르고 있는 저 위대한 존상에 대하여 내가 이제부터 무엇인가를 말하려 함

세기 들어와 보수에 보수를 거듭하면서도 온전한 보존책을 아직껏 마련하지 못하

이 행여 하나의 오만이 아닐까 두렵다.

고 있는 것은 현대의 기술만 과신하고 고대인의 과학을 무시했던 소치였다.

석불사의 석굴, 그것은 종교와 과학과 예술이 하나됨을 이루는 지고(至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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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여 1만 분의 1의 실수도 보이지 않은 것이다. 그 무서우리만큼 정확한

석굴의 제존상(諸尊像)은 분명 종교 예술품이다. 아무런 생명도 성격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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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깍아 거기에 영원한 생명과 절대자의 이미지를 부여한 것은 종교적 열정에

⑤ 정삼각형과 그 수직선의 분할(본존불과 받침 크기)

근거한 예술혼의 산물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예술성을 비판하거나 의심한

⑥ 정육각형의 한 변과 외접원(굴의 입구와 내부의 평면도 관계)

사람은 없다. 그 어떤 독설의 비평가도 이 앞에서는 입을 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시인도 석굴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노래하지 못했다. 고은
선생은 석굴 앞에서“모든 이 나라의 찬미(讚美) 형용사는 그곳에 모여들었다가

⑦ 정팔각형과 내접원
⑧ 원과 원주율
⑨ 구면(球面)
⑩ 타원

하나씩 하나씩 다른 것을 찬미하기 위하여 나갔으니 석굴은 하나의 형용사로서
도저히 찬미할 수 없다.”
고 고백하였다.
그래서 나는 석불사 석굴에 대하여 완벽한 인간 공력이 이루어낸 경이로움만

대 교수·물리학)는“석굴의 구조란 깊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실로 무서우리

말할 수 있으며 거기에 오직 한마디만 덧붙일 수 있다. 보지 않은 자는 보지 않

만큼 숫자상의 조화로 충만되어 있다.”
고 말하면서 그것을 실현해 낸 기술의 신

았기에 말할 수 없고, 본 자는 보았기에 말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시작

비로움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남천우의‘석굴암 원형보존의 위기’
,「신동아」
,

하는 석불사에 대한 나의 이야기는 다만 그 신비와 신비를 밝히기 위한 노력들

1969년 5월호)

과 이 위대한 인류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거기에 걸었던 소중한
인생들에 대한 증언, 그리고 20세기 한국사의 슬픈 굴절 속에서 석굴이 겪어야
만 했던 쓰라린 아픔을 말하는 석불사 석굴의 영광과 오욕의 이력서를 쓰는 일
뿐이다.

의 과학과 기술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것은 곧 한국과학사
의 한 성과이며 과제이기도 하였다.
김용운 교수는 신라에 재정·회계 등을 담당하는 기술 관리의 양성을 목적으
로 설치된 수학 교육 기관이 있었으나 서양적인 뜻에서의 기하학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면서도 석굴의 구조처럼 기하학적인 수법이 정교하게 이용된 것은 여러모
로 생각하게 한다며 그 응용의 내용을 열 가지로 분류하였다.‘이야기
(
과학사’
)
① 기본 단위의 설정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석굴의 각 석재가 얼마나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있는 조각의 숫자만도 15구에 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거대한 화강암의
암석을 갖고 마치 밀가루 반죽이라도 다루듯 자유자재로 다듬어 놓았던 신라인
의 솜씨도 놀랍거니와 그러한 솜씨를 뒷받침하여 준 신라인의 기하학에 대해서
도 경탄할 뿐이다.”
석굴 본당의 원호를 그 내접하는 육각형으로 분할하여 육각형의 한 변을 입
구로 삼고 나머지 원호를 정확하게 분할해낸 계산 능력, 그리고 천장의 궁륭부
를 이루는 원호를 정확하게 10등분해 낸 계산 능력은 거의 신기에 가까운 것이
다. 그리하여 남천우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에 이른다.
“신라인들은 원주율(圓周率) 파이( π)의 값을 3.141592……보다도 훨씬 더 높

② 기본 단위의 분수점 등분
으로 전개(또 이 단위를 이용해서 입체 도

형을 구성한다.)
④ 등급차수를 이용한 본존불 형상의 결정
Ⅲ 과학과 예술

1, 아니 1만분의 1에 달한다. 1만분의 1이란 10 m에 대하여 1 mm의 오차를 말

더욱이 석굴 본당은 정원(正圓)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호(圓弧)를 구성하고

일본인 요네다의 정확한 측량과 그것에 기초를 둔 수리 관계의 규명은 신라인

③정
 사각형과 그 대각선

“석굴은 경이적인 정확도로써 기하학적으로 건립되었다. 이 정확도는 1천분의

는 뜻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신라인의 과학과 기술│

182

1960년대의 수리 공사에 대하여 강력한 반론을 제기했던 남천우 박사(전서울

은 정확도로 알고 있었을 것은 물론이고, 아마도 정12면체에 대한 정현(正弦)법
칙, 다시 말하면 싸인(sin)9°에 대한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기하학을 최소
한도의 것으로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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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동쪽에서 떠오른다│
토함산 동쪽 산자락 해발 565 m상에 세워진 석불사의 석굴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동동남 30°이다. 멀리 동해 바다의 수평선이 바라다보이는 자리이다.
왜 정동(正東)이 아니고 30°를 남쪽으로 이동하였는가? 이것은 오랫동안의 의
문이었다. 일본인들은 다만 지리적 편의로만 생각했다.
1960년대 석굴 보수 공사의 총감독을 맡았던 황수영 박사가 이것은 문무대
왕의 대왕암이 있는 동해구(東海口)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설을 1964년에
발표한 이래 지금도 많은 일반인들은 이 학설을 정설로 믿고 싶어한다. 이 논증
을 위하여 황수영 박사는 1967년에 대왕암은 곧 수중릉이라는 주장을 폈고,
석굴의 본존불은 아미타여래라는 학설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나 또한 학도로서 그 설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는 조작된 영웅사관과 맹목적 애국주의로 진실을 왜곡
시키는 비이성적 태도를 무수히 보아왔다. 그것은 일제의 어용사학 못지않게 우
리에게 정신적 황폐화를 일으키는 해독이 된다. 아무리 훌륭한 애국적 견지의
해석이라도 그것이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나중엔 허망밖에 남을 것이
없다.
김원용 박사도 석굴의 위치 선정은 호국용(護國用)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 성
격일 것이라며 이 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9년도 석굴암 논쟁 때 남천우
박사도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남천우 박사는 곧

황수영 박사는 감은사가 있는 동해구 대왕암을 바라보는 시점과 비슷함에

석굴의 방향은 대왕암(28.5°
)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동짓날(冬至)해뜨는 방

주목하면서 신라에서는 왕릉 앞에 석불을 배치했던 예에 따라 조영된 것으로

향(29.4°
)과 일치한다는 사실을‘석굴암에서 망각된 고도의 신라과학’
(「진단학

해석하고 있다. 그것이 대왕암과 석불사 석굴을 호국 불교, 왜(倭)의 침략에 대

보」
, 제32호, 1969)에서 발표하였다.

한 수호, 진골 김씨 왕조의 안녕을 비는 기복 신앙, 김대성이 전세의 부모를 위
[그림 76] 석굴암의 구조

도 믿지 않는다. 학자는 자기 주관에 입각하여 하나의 학설을 내세울 수 있다.

해 지었다는 설화 등으로 연계시킨 내용이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 석불사 창건은 문무대왕 사후
신문·효소·효성 왕을 거쳐 경덕왕에 이르는 71년 뒤의 일이다. 게다가 대왕암의
위치는 석굴에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왼쪽(동쪽)으로 밀려 있는 곳이
다. 혹자는 대충 그 방향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석불사의 석굴이 지금처럼 목조 전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개방 구조가 원형
이라고 생각할 때 동짓날 일출이 지니는 의미는 자못 큰 것이다. 동지는 일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다. 석굴 구조의 수리적 관계를 생각
할 때 동짓날 일출의 방향은 설득력을 더하게 된다.
‘해는 동쪽에서 떠오른다’
는 평범한 사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모
르고 살 정도로 자연을 멀리하고 살아왔다. 한 해의 시작을 자연 변화에서 아무

그러나 어림도 없는 얘기다. 신라 사람들은 이미 석굴 구조에서 보았듯이 무

런 징후를 나타내는 것도 상징하는 바도 없는 양력 1월 1일이 아니라, 음(陰)이

서울 정도로 과학적이고 치밀했다. 더욱이 석불사 석굴과 토함산 정상 부근에는

쇠하고 양(陽)이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인 동짓날로 잡고 살았

대왕암을 훤히 조망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다.

던 옛사람들의 생활 형태가 훨씬 과학적이고 철학적이었던 것이다.

석불사 석굴의 대왕암 조망설은 김대성의 창건 설화와 문무대왕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도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신라
가 통일을 이루는 데는 호국 불교의 힘이 컸음은 내남이 모두 알고 있지만 통일
후 100년이 지난 통일신라 전성기에 그런 군사 문화를 위하여 이런 대역사를 벌
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나는 답사기 제1권에서 대왕암을 수중릉으로 보

생활 탐구
세계문화유산 석불사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조사해 보자

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생각한 것과 똑같이 석굴의 대왕암 조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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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불국사

│학습 목표│불국사 건축의 수리적 조화에 대해 알고,
세부 관찰을 할 수 있다.

여맥을 절 앞마당인 양 끌어안는 장엄한 스케일을 보여주고, 선암사는 부드러
운 조계산 자락이 사방에서 감지되는 아늑한 산중에 자리 잡았는데, 불국사는
산자락을 타고 올라앉았으면서도 비탈을 평지로 환원시켜 반듯하게 경영되었다.
그래서 부석사는 자리 앉음새(location)가 뛰어나고, 선암사는 건물과 건물 간
의 공간(space) 운영이 탁월하며, 불국사는 돌 축대의 기교(technic)와 가람 배
치(design) 묘가 압권이다. 그런 저마다의 특징으로 인하여 한국 사람은 부석
사를, 일본 사람은 선암사를, 서양 사람은 불국사를 더 좋아한다.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 문화재의 얼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무 교육을 받고도 불국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
을 것이다. 아직 경주에 가보지 못한 인생이야 있겠지만 경주를 보러 가서 불국
사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국사는
우리나라 문화재 중 가장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부석사의 호방스러운 기상을, 일본 사람은 선암사의 유현(幽玄)한 분위기를, 서
양 사람은 불국사의 공교로운 인공(人工)의 멋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석사 같은 절, 선암사 같은 절은 다른 예가 참 많지만 불국사처럼 자

[그림 78] 석가탑

연과 인공을 대비시키면서 조화를 구한 절은 달리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본
이다. 그 점에서 불국사는 어느 건축보다도 독창적이고 독특한 건축인 것이다.

그러면 불국사를 보고 나서 멋지다.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 몇
이나 있을까? 불국사를 보고 나서 시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을까?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국사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얼굴이며 한국미의 한
상징인 것이다.

게 평가하는 전통건축을 묻는 질문에 불국사가 첫째는커녕 다섯 손가락 안에도

이었다. 평양의 청암사터, 부여의 정림사터, 경주의 황룡사터가 그 대표적인 예

들지 못한 것을 보고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훌륭하고 유명한 것이 공연

이다. 옛 서라벌의 다운타운인 경주 구황동(九皇洞)에는 황룡사, 분황사, 황복

히 시샘을 받아 오히려 무시당하고 홀대받으면서 유명세를 치르는 것이야 세상

사 등 황(皇)자 들어가는 절이 아홉 개 있었다. 그래서 구황동이다. 이쯤되면 혹

사에 흔한 일인 줄 알지만 전문가라 할 건축가들마저 불국사를 이렇게 외면할

자는 무슨 절이 한 동네에 아홉 개나 되냐고 반문한다. 그럴 때면 나는 서울 대

줄은 정말 몰랐다. 더욱이 이 설문을 보는 순간 나라면‘우선 뭐니뭐니해도 첫

치동 어느 아파트 상가 건물에는 교회가 열 개 있다고 대답해 준다.

안목이 오히려 문제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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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오직 하나뿐인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 점에서 불국사의 특징과
매력과 가치가 모두 나온다. 우리나라 초기의 사찰은 시가지에 있는 평지 사찰

었던 것 같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불국사를 꼽지 않은 설문 응답자들의 시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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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는 삼국시대 이래 유행한 여러 가람 배치 중 달리 유사한 예를 찾아볼

그런데 몇해 전 한 건축 잡지에서 건축가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면서 가장 높

째는 불국사가 아닐까’
라고 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런 서운한 생각이 들

[그림 77] 경주 불국사

│불국사 안마당에는 꽃밭이 없다│

이때의 절들은 대개 시내에 있었고, 건물에는 회랑이 있었다. 그래야 성속(聖
俗)의 영역이 확실히 구분되었고, 왕즉불(王卽佛)이라 했으니 부처를 모신 곳
은 임금이 사는 곳에 준해야 했으므로 궁궐에 회랑이 있듯이 절에도 회랑이 있

나의 주관적 견해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건축을 논하려면 반드시 사찰

었던 것이다. 그리고 훗날에는 대웅전, 극락전 같은 전당(殿堂) 안이 예불 공간

건축을 거론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중 뛰어난 절집이라면 당연히 영주 부석사,

이었지만, 그때는 중문(中門)을 들어선 회랑 안이 곧 성역이었다. 석가모니의 분

순천 선암사, 경주 불국사가 꼽힐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절은

신(分身)인 사리를 모신 목탑이 곧 성역이요, 예불 대상이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건축적 지향점, 특히 자연과의 조화 관계가 아주 다르다. 부석사는 백두대간의

당탑(堂塔) 이외에는 어떤 장식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성이 있었다. 그러다 중대
3. 미술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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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로 들어서면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10찰을 비롯하여 지방에 산사(山寺)가

연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경사지를 2개의 단으로 조성하고

하나씩 세워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산사에는 회랑이 없어졌다.

거기에 석축을 쌓았는데 아랫단은 자연미가 나게 쌓았으며 윗단은 다듬은 돌로

그 이유는 아마도 주변의 산세가 회랑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
다. 그리고 하대 신라로 들어서면 구산선문(九山禪門)의 선종 사찰이 심심산골
[그림 79] 불국사의 회랑

에 개창되면서 절집은 교종의 엄격성보다도 선종의 개방성이 강조되니 더 이상
회랑 같은 엄격한 질서나 구속을 요구하지 않았다. 차라리 자연의 묘리가 감지
되는 여유로운 표정이 더 교리에 맞았다. 회랑 대신 꽃과 나무를 배치하는 정원
이 생겼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절집은 자연스럽게 평지 사찰에서 산지 사
찰로 옮겨갔다. 그러나 불국사는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불국사는 토함산 산자락에 자리잡았지만 평지 사찰 개념으로 경영하였다. 불
국사는 화엄 체계를 추구하는 교종의 사찰이지 선종 사찰이 아니었다. 더욱이
불국토를 건축적으로 구현한 부처님의 궁전인 것이다. 그래서 불국사 안마당에
는 회랑은 있지만 산사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밭도, 나무도 없다. 그 대신
산비탈을 평지로 환원시키기 위한 엄청난 축대를 쌓아야 했다. 그것이 불국사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아름다움이 되었다.

모두 인공미가 나게 쌓았다. 그리하여 단순한 가운데서 변화를 주며 또 자연미
로부터 인공미로의 체계성 있는 변화를 안겨오게 하였다.”
(「조선건축사」제1권,
발언. 1993) 동양 미술사가인 페놀러사(Ernest F. Fenollosa)가 일본 나라의
야꾸시지 쌍탑을 보고서“얼어붙은 음악 같다”
는 찬사를 보낸 적이 있는데, 나
는 이 불국사 석축이야말로 장대한 오페라에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선율이 최고
조에 달한 어느 한 순간처럼 생각되곤 한다.
반듯하게 다듬은 장대석으로 네모칸을 만들면서 열지어가는 것이 기본틀인
데 그 직사각형 속은 제각각 다른 크기의 자연석으로 꽉 채우고 청운교, 백운
교, 연화교, 칠보교에서 인공미를 최대한 구가했는가 하면 크고 잘생긴 듬직한
자연석을 그대로 기단부로 삼는 대담한 여유를 보여주기도 했다.
자연석 기단 위로 인공석을 얹으면서 목조 건축의 그랭이법을 본받아 그 자연
석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차라리 인공석 받침들을 거기에 맞추어 깎아낸 것은
그 기교의 절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반듯한 석축이 열지어 가다가는 범
영루(泛影樓)에 이르면 화려한 구성의 수미산(須彌山) 모양 축대가 누각을 번쩍

│불국사 석축의 아름다움│
불국사 건축의 아름다움은 석축(石築)으로부터 시작된다. 불국사 석축은 누
구에게나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다. 일연스님은 석축의 구름다리를 일러“동부
의 여러 사찰 중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는 한마디로 마감했다. 조선 후기의 한
낭만적 문인인 박종(朴琮)이 쓴‘동경(경주)기행’
이라는 글에서는“그 제도가 심
히 기이하고 장엄하다.”
는 말로 감탄을 대신했다.

들어올린다. 그래서 최순우 선생은‘불국사 대석단’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 서서」
, 학고재. 1984)에서 이렇게 묘사해 냈다.
크고 작은 자연석들과 잘 다듬어진 장대석들을 자유롭게 다루면서 장단 맞
춰 쌓아올린 이 석단의 짜임새를 바라보면 안정과 율동, 인공과 자연의 멋진 해
화(諧和)에서 오는 이름모를 신라의 신비스러운 정서가 숨가쁘도록 내 가슴에
즐거운 방망이질을 해주는 것이다.

어쩌다 외국의 미술관에서 오는 손님이 있어 불국사로 안내하면 열이면 열 모
두가 석축 앞에서는“판타스틱!”
(fantastic) 아니면“원더풀!”
(wonderful)을 연

불국사의 이 대석단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범영루 발밑에 쌓

발한다. 불국사가 24년이 걸리도록 완공을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 자연석 돌각담이었다. 우람스럽게 큰 기둥이 의좋게 짜여서 이 세상 태초의

이 석축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숨소리들과 하모니를 아낌없이 들려준다.

전장 300자, 약 90 m의 이 석축은 대단히 복잡한 구성이어서 현란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복잡하고 현란한 구성이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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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에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누가 원형(原形) 그대로의 지지리도 못
생긴(사실은 잘생긴) 돌들을 이렇게도 멋지게 다루고 쌓을 수 있었을 것인가.

[그림 80] 불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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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건축의 수리적 조화│
불국사가 아무리 훌륭한 교리적 상징 체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받
쳐주는 형식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예술로나 건축으로나 실패를 의미할
뿐이다. 파노프스키의 친구로 그의 도상학에 동조하여 인도, 인도네시아의 불
교 미술을 해석한 쿠마라스와미(Coomaraswami)는『시바의 춤』
(Dance of
siva)이라는 책에서“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예술은 아무것도 아니다”
(The Art
without Science is nothing)라고 단언하면서 수리적 체계의 조화를 강조했
는데, 불국사는 석불사 못지않은 그런 비례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
또한 석불사를 측량했던 요네다가 발표한‘불국사 조영 계획에 대하여’
라는 논
문에 수치와 도면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란 비례 관계이며 그
것이 조화(harmony)와 균제(symmetry)의 근거가 된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불국사는 다보탑과 석가탑 사이 간격의 1/2을 단위
기준으로하고 그것의 일정한 배수로 건축물들을 규모 있게 배치하였다. 회랑의
너비는 단위 기준의 4배, 길이는 단위 기준의 5배로 되어 있으며, 금당의 북벽
중심은 단위 기준의 4배(남회랑의 너비)로 이루어지는 정삼각형의 정점과 일치
한다. 즉, 경루(經樓)에서 종루(鐘樓)에 이르는 길이로 정삼각형을 그리면 꼭짓
점은 대웅전 뒷벽에서 만나고, 대웅전 계단을 중심으로 하여 석가탑, 다보탑의
중심을 잇는 원을 그리면 역시 대웅전 뒷벽에 닿는다.
석등을 중심으로 대웅전, 석가탑, 다보탑이 동일한 거리에 있으며 대웅전 지
붕 높이와 자하문의 거리는 1 : 2의 비율로 되어 있다. 석가탑 높이를 반지름으
로 하여 원을 그리면 대웅전 앞뜰 전체 공간이 포함된다. 건축물의 평면 크기도
단위 기준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 서 두 탑의 아래층 기단 너비는 단위 기준의 1/3이고, 강당의 정면 기둥
사이 간격은 단위 기준의 2/5(단위 기준을 한 변으로 하는 정방형의 대각선의
1/5)이다. 이것은 그때 단위 기준을 설정하고 제곱근으로 계산되는 치수까지도
대각선(전체 또는 등분)을 전개하면서 쉽게 양적 관계를 표시하였다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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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건축의 세부 관찰│
석가탑, 다보탑, 석등과 배례석, 금동아미타여래좌상, 금동비로자나불좌상,
광학부도, 그 어느 것 하나 나라의 보물이 아닌 것 없고, 명품 아닌 것이 없다.
나는 영주에서 곧잘 손님을 맞이한다. 특히 외국 박물관의 관계자가 경주를
방문하면 안내를 자원하여 한국 미술의 전도사로서 임무를 다하려고 노력해왔
다. 그들이 한국을 인상 깊게 보고가면 그 박물관의 한국실에 대한 대접이 달라
지기 때문이다. 그럴 때 내가 빼놓지 않고 보여주는 불국사 건축의 오묘한 디테
일들을 여기에 공개하고자 한다. 올 봄에도 시카고 미술관의 제임스 우드 관장
부부가 왔을 때 나는 이 코스를 그대로 돌았다.
첫째, 대웅전 정면으로 오르는 돌계단의 소맷돌 측면의 살짝 공그른 곡선의
아름다움이다. 마치 옷깃의 선맛을 낸 것도 같고 소매끝의 곡선 같기도 한데,
그 날카로운 듯 부드러운 아름다움에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 일고 그런 미세한
아름다움을 구사한 옛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 놀라움이 일어난다. 우드 관장

[그림 81] 불국사 대웅전 영역의 배치 계획/
다보탑과 석가탑을 잇는 길이의 반을 기본 단
위로 하여 그것의 배수와 제곱근으로 건물 위
치를 정하였다.(요네다의 측량)

을 이 자리에 끌고 오자“그는 믿을 수 없다”
(unbelievable)를 여러 번 되뇌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둘째, 석가탑에는 탑 날개 직선의 묘이다. 사람들은 다보탑은 그 화려한 구조
의 묘를 자세히 살피면서도 석가탑은 전체적 인상만 즐길 뿐 세부적 관찰은 포
기하곤 한다. 석가탑은 무엇보다도 지붕돌이 상큼하게 반전(反轉)한 맵시가 일
품이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살피면 지붕돌은 기울기가 직선으로 되어 있지 반
전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처마를 직선으로 뻗게 하다가 추녀 부분에서 살을 두툼하게 붙여 급하게 깎
아 낸 것인데, 그것을 밑에서 올려다보니깐 살포시 반전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
이다.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곡선의 느낌을 창출한 것이다. 석가탑의 아름다움
은 바로 우아한 부드러움이 있으면서 견실한 힘이 느껴지는 이런 디테일의 묘에
있는 것이다.

여준다. 다보탑, 석가탑의 하층기단의 폭은 대웅전 한 변의 1/3이며, 석가탑의

셋째, 석축에서 그랭이법으로 자연석 위에 얹힌 장대석을 자연석 모양에 따

평면 크기는 대웅전 평면의 1/10이다. 이런 정연한 비례 관계 때문에 불국사에

라 깎은 것이다. 외국인들은 대게 여기에서 자지러지듯 놀라며 인공과 자연의

서는 여느 절에서 볼 수 없는 엄정한 기품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조화에 얼마나 공력과 계산이 들었는가를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극락전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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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서쪽 면의 축대 쌓기에 이르면 그 감동은 절정에 이른다. 불국사 석축 정면에

고 동의성 반문을 했을 텐데 이 순간에는 내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못당하겠

서 왼쪽으로 돌아서면 비탈길에 드러난 극락전의 석축이 있는데 곧게 세운 세로

네”
(You win)하며 너털웃음을 웃었다.

줄 장대석을 가로지르는 허리축 걸림돌이 수평으로 뻗어가다가 오르막에 급격
한 꺾임새를 나타내는 동세(動勢)는 천하의 일품이다. 수직, 수평으로 교차하는
장대석을 마치 목조 건축의 가구(架構)인냥 동틀돌로 조이면서 입체적으로 돌
출시킨 아이디어도 여간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림 82] 극락전의 석축

넷째, 극락전 안양문에서 연화교를 내려다보면서 연꽃 무늬가 계단을 타고 내
려가는 것을 보는 것이다. 계절과 시각과 광선에 따라 선명도의 차이는 있지만
육안으로 반드시 관취될 것이다. 우드 관장은 이 조각새김을 보는 순간“믿기지
않는다”
(incredible)고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놓쳐서 안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작은 일각문 너머 있는
뒷간에 다녀오는 일이다. 그것은 일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멀리 불국
사 강원(講院)을 합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멀리 보이는 강원, 그것
은 우리가 늘 보아온 산사의 한 정경인데 불국사가 회랑이 있는 평지 사찰로 경
영되는 바람에 여기서 보는 산사의 편안한 분위기가 새삼 따뜻하고 정겹게 느껴
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불국사의 여운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언젠가 나는 답사에는 초급, 중급, 고급이 있다고 했는데 불국사는 당연히 초
급 코스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서 초급자가 초급 코스를, 중급자가 중급 코스를

다섯째, 관음전에 올라 관음전 남쪽 기와담 너머로 보이는 회랑과 다보탑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초급자가 오히려 중급 코스를 더 가고 싶어 하고, 중급

꼭 보는 것이다. 여기서 보는 시각이 회랑이 있는 절집의 정연한 기품이 무엇인

자는 고급 코스에서 더 큰 매력을 느낀다. 그런데 고급자가 되어야 비로소 초급

가를 남김없이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코스의 진가를 알고 거기를 즐겨 찾게 된다. 그런 진보와 순환의 과정이 인생유

여섯째, 불국사 서북쪽의 빈터에는 불국사 복원 때 사용되지 않은 석조 부재
들이 널리 있는데 이 중 주춧돌이야 누구나 알만한 것이지만, 그 중에 뒷간에

[그림 84] 연꽃무늬 계단

전의 한 법칙이고 묘미인지도 모른다. 결국 불국사는 답사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것이다.

[그림 85] 용도미상의 석물 1

사용되었던 타원형으로 구멍 난 돌은 참 신기하고 재미있다. 또 한쪽에는 완벽
한 단독 뒷간이 있다. 그것은 상상외로 멋있고 조형적이다. 우드 관장이 이 멋있
는 단독 뒷간을 보면서 왜 이것만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 와
서 나는 즉흥적으로“관장님 전용”
(Director only)이라고 대답해주었다. 그러
자 그는 웃으며 나에게 유머책을 쓰면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하게도 네모난 돌에 버들잎 모양으로 홈을 파고 아래쪽에
작은 구멍을 내놓은 용도 미상의 석물이 있다. 환자용 변기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신영훈 선생은 이것이 실내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로 여성용이 아니었겠는가 추측
하였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자꾸 보니 변기가 아니라 혹시 용
변 후 물을 담아 밑을 씻던 물받이 석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리해 보기

[그림 86] 용도미상의 석물 2

불국사 지역의 지형 특성에 대해 조사해 보자.

우드 관장과 왔을 때도 이것을 골똘히 관찰하고 있는데 그는 또 내게 이게 뭐
[그림 83] 석조부재

냐고 물었다. 그때 나의 짧은 영어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 뿐 이었다.“8
세기의 비데”
(8th century bidet) 그러자 다른 때 같으면“리얼리?”
(really)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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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과 수학
■ 2 녹색 성장

PART

Ⅳ

과학과 경제

오른다면 옵션을 팔아서 고객들에게 이자를 주면 되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

1

장치를 마련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옵션이라는 금융 상품을 파는 회사
는 손해를 보는 것일까?

금융과 수학

오늘날에는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등 다양한 형태로 자본 시장이 발달하여
금융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무척 어렵다. 주식이나 채권은 현금이 어떻게
흐를지 그 가치를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미래 경제 상황이나 이자율과 같은 고
도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르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수학자가 등장하였
다. 돈 버는 방법을 수학 공식으로 밝혀낸 것이다. 얼마를 어디에 투자해서 얼
마동안 기다린다면 확실하게 얼마의 이윤이 생긴다고 절대 예외가 없는 상황을
말해줄 수학 공식 말이다.

1 주식과 채권

│학습 목표│주
 식, 채권, 예금 등 전통적인 금융 상품에 대

해 그 의미와 가치 계산 방법을 알고, 채권의
경과 이자, 예금 만기시의 가치 등과 같은 금융
상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식 시장에 대한 최초의 수학적 연구는 1900년에 프랑스 수학자 바슐리에
의해 시작되었다. 포앙카레의 제자였던 그는 주가의 움직임을 브라운 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투기의 이론’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브라운 운
동은 공기 속의 연기 입자가 공기 분자와 부딪혀 움직이는 현상, 물 위에 떨어진
꽃가루가 다양하게 움직이는 액체 분자에 부딪혀 복잡하게 움직이는 현상이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열전도 방정식을 세워 이러한 입자의 확산을 설명하
였다. 이와 같이 수학자 등에 의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주가의 흐름을 자연 과

여윳돈을 예치시키기 위해서 은행에 찾아갔다고 하자. 온갖 종류의 예금 상

학의 개념인 브라운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브라운 운동에서 파생한 열전

품 앞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할 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예금 상품의 종류가 다

도 방정식이 금융 상품 중 가장 복잡한 파생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이용되고

양함에 놀랄 것이다. 상품을 비교하기 귀찮아서 가장 기본적인 정기예금을 선

있는 것이다.

택했다고 하자. 1년에 많아야 5%의 이자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가지수 연
동(ELS)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면 주식 값이 많이 오르면 7 %의 이자를 받고, 별
로 안 오르면 4.5 %만 받게 된다. 주가가 오르면 높은 이자를 받고 주가가 안 올
라도 4.5 %의 이자를 보장받으므로 이 상품은 은행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 높은 이자를 줘야하므로 손

주판이나 계산기 이외에도 금융에 수학이 쓰인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실제로
금융 수학이 금융 시장에 들어선 시기는 1970년대이다. 이 시기에 금융 시장에
서는 새로운 종류의 금융 상품인 파생 금융 상품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 상품을 먼저 알아보자.

해를 입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은행도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에
따로 투자를 한다. 옵션은 주가가 떨어지면 큰 손해를 보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
면 큰 이익을 얻는 복권 같은 금융 상품이다. 만약 주가가 떨어지면 고객들에게
이자를 적게 주니까 옵션에서 손해를 보아도 큰 문제가 안 되고, 주가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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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증권│
유가 증권이란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재산 권한을 정확하
게 기록해 둔 증서이다. 유가 증권을 경제적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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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제

매매 단가는 1만 원짜리 채권의 시장 거래 가격을 말한다. 액면 금액이 100만

기능

원이고 표면 이율이 10 %인 채권의 매매 단가가 9천 원이라면, 이 채권의 실제

 화폐 증권 : 은행권(지폐나 동전), 어음, 수표  상품 증권 : 선하 증권, 창고 증권, 화물 증권  자본 증권 : 주식, 채권

시장 거래가는 9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채권을 한 장 사려면 90만 원만 내면 되
는지 생각해보자. 만약 이 채권에 대해서 2개월 전에 이자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치를 것을 약속하거나 제삼자

면 이제 4개월 지나면 또 이자로 5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자 중의

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증서이다. 선하 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

1/3은 이전 채권 소유자의 것이다. 따라서 구매자는 5만 원의 1/3에 해당하는

구권을 표시한 증서이고, 창고 증권은 창고업자가 화물을 맡아 보관하고 있음

다음 금액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

을 나타내어 임차인에게 발행해 주는 증서이다.
주식은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OO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주식은 증
권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유통된다. 채권은 정부, 지방 자치 단체, 일반 기
업체 등이 일반 투자가들로부터 비교적 장기로 자금을 집단적, 대량적으로 조
[그림 1] 주식거래소의 모습

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이다. 주식은 그 소유자가 주주 총회 등에서

이 금액을 경과 이자라고 한다. 따라서 채권을 사려면 액면 금액이 아니라 다
음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주주로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배당 청구권을 가지며 시세 차익,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채권 소유자는 회사 경영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
할 수 없고, 단지 자금의 대여자로서 채권자가 되며 이자 지급 및 원리금 상황
청구권을 갖는다. 그래서 주식의 발행은 자본금의 증가를 수반하지만 채권은
부채의 증가를 의미한다.

│예금의 만기시의 가치│
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면 정해진 이율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
해진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100

│채권│
채권에 쓰여있는 10만 원, 500만 원 등의 금액을 이 채권의 액면 금액(원금)이
라고 한다. 그리고 표면 이율은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기업이 채권을 소유하
고 있는 소유주에게 1년에 이자로 얼마를 주겠다고 약정하고 이를 채권의 표면

만원을 연이율 2 %로 정기예금을 들었다고 하자. 2년 후에 이자를 합한 가치가
얼마일까?
이율을 단리로 적용한다고 하면, 100만 원에 대한 1년 동안 이자는
100 X 0.02 = 2(만 원)

에 써놓은 이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권의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고, 표면
이율이 10 %이면 1년분 이자 10  %를 두 번으로 나누어 6개월에 5 %씩 지급한다.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6개월에 한 번씩 다음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그림 2] 채권의 앞면과 뒷면
(http://samsunginsae.com)

이므로 2년 후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104만 원이다.
만약 복리를 적용한다고 하면, 1년 후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 104만 원에 대해
서 다시 1년 동안 2 %의 이자
104 X 0.02 = 2.08(만 원)

를 받으므로 2년 동안 받는 이자는 총 2만 원과 2만 8백 원을 더한 4만 8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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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이자는

이다. 따라서 복리를 적용했을 때의 2년 후의 100만 원의 가치, 즉 원금과 이자

따라서 두 번째로 이자를 지급받을 때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생활 탐구

02100만 원을 5년간 연이율로 정기예금에

의 합계는 104만 8백 원으로 단리를 적용했을 때보다 더 많다.

가입하였다. 5년 후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대부분 복리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얼마인가?

A원을 년간 연이율 로 특정 저축 상품에 투자하였다고 하자. 이자를 연간
한 번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 때 지급받기로 했다면 년 후 이 투자의 가치는

이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1년 후에 번 이자를 지급받은 후의 원금과 이자
의 합계는

이 된다.

따라서, 연이율 일 때 연간
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번 복리로 이자를 지급받을 때, A원의 년 후

이 투자의 가치는

지금 A원을 투자하고 1년이 지났다고 하자. 그러면 1년 동안의 이자

이생

겼으므로 1년 후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이 된다.

이 된다. 2년 후에 이자가 붙을 때에는 이 금액

이 원금이 된다. 따라서

이 금액에 다시 연이율 로 이자를 계산하면 이자가

이므로, 2년 후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여기에 등장하는 식

을 살펴보자. 이율 은 상수이므로,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1로 보자. 그러면 식은

이 된다.

이 커질 때 이 값은 얼마인가? 르네상스 시대 이후 복리를 사용하면서 원금
과 이자의 합계를 계산할 때마다 상인들은 이 식을 계산했는데,

에 자연수를

넣어 이 값을 직접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년 후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다. 즉, 연이율 일 때 A원의 년 후의 가치는

이된

이다.

한편, 연간 번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 때 지급받기로 했다면, 연이율 을
으로 나눈

의 이율로 1년에

번 나누어 지급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첫해에

첫 번째 이자를 지급받을 때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이 된다. 두 번째 이자를 지급받을 때는
시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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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자를 계산하면 이자가

이 원금이 된다. 이 금액에 다
이다.

반복된 계산을 통해

이 한없이 커질 때에도

의 값은 더 이상 커지

지 않고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가까워 질거라고 예측한 수학자들은 그 값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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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노력하였다. 실제로 베르누이는 1683년 이 값이 2와 3 사이의 값이 된

03100원을 연이율 10 %로 1년간 복리로

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후 라이프니쯔를 거쳐 1748년 오일러가 이 매우 클 때

계산하면 1년 후의 가치는 얼마인지
알아보자. 1년에 1번, 4번, 365번 복리로

이 값을 라는 문자로 사용하여 정의하고 소수점 18번째 자리까지의 근사값

2 채권의 현재가와 파생 상품

│학습 목표│채
 권의 현재가가 무엇인지 알고, 액면 금액, 표면 이율, 만기가 정해진 채권의 현재가를

구할 수 있다. 파생 상품의 종류와 의미를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파생 상품을
선택했을 때의 이익과 가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설명할 수 있다.

계산하면 1년 후의 가치는 각각 얼마인가?
또, 연속 복리로 계산하면 1년 후의 가치는

2.718281828459045235

얼마인가?

를 계산하였다. 한편, 오일러는 이 수가 무리수임도 증명하였다.
이제 다시 연이율 일 때 연간
후 이 투자의 가치

번 복리로 이자를 지급받을 때, A원의 년
로 돌아가자.

이 매우 클 경우, 이 식을 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채권의 현재가│
만기는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기업이 채권의 소유주에게 채무를 언제 해
소하겠다고 약정하고 이를 채권의 표면에 써놓은 채무 해소 약정일이다. 채권의
유통 수익률(만기 수익률)은 은행에서의 예금 이자율과 같은 개념으로, 그 채권
에 지금 투자하여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때의 투자 수익률을 1년 단위로 환산한

이 된다. 이렇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연속 복리라고 한다.

투자 수익률이다.
채권을 구입하려고 할 때 액면 금액 그대로 사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 액면 금액, 표면 이율, 만기가 정해진 채권을 살 때, 얼마를 내야 공정할
까?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만기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 때 액
면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알아보자.
만기가 길면 은행이나 회사에서는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
므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짧은 경우보다는 만기가 긴 경우에 이율을 더 높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000년 7월 7일자 국채인 국민주택 2종에 대한 이율을 아래
의 표와 같이 발표하였다.

만기(월)

3

6

9

12

18

24

30

36

60

이율(%)

6.61

7.08

7.37

7.57

7.64

7.67

7.76

7.82

7.90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만 원을 지금 빌려주고 6개월 후에 돌
려받는다면, 이때 적용되는 연속 복리 이율이 7.08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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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려받는다. 중간에 이자를 받지 않고 9개월 후에 돌려받는다면, 이때 적용
되는 연속 복리 이율이 7.37 %이므로

│파생 상품│
농산물과 같이 주식, 채권, 외환 등도 상품이고, 이러한 것을 금융 상품이라
고 한다. 그런데 이런 금융 상품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시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은 그 가치의 기초가 되는 금융 상품의 가치로부터 유래되기

을 돌려받는다.

때문에 파생 상품이라고 부른다. 파생 상품의 기초 자산이 되는 주식, 채권, 외
환, 농산물 등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

이제 액면 금액이 1만 원이고, 표면 이율이 10 %인 만기가 2년 남은 채권을 생

따른 위험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파생 상품은

각하자. 이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6개월, 12개월, 18개월이 지날 때 마다 이자

1970년대 이후 수학적인 분석 기법이 정립된 다음에 활성화되었다. 파생 상품

로 500원씩 받으며 만기인 24개월째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500원을 받는다.

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도, 선물, 옵션 등이 있다.

6개월째에 받는 이자 500원은 6개월에 적용되는 연속 복리 이율이 0.0708이므로

■ 선도
배추 농사를 짓는 이배추는 매년 10톤 가량의 배추를 생산한다. 10톤의 배
추를 생산하는데 1억 원이 들며 kg당 생산 원가는 1만 원이다. 따라서 수확기에
배추의 kg당 판매가가 2만 원이라면 1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되지만 반대로 판매

이므로 500원의 현재 가치는

가가 5천 원이라면 5천만 원을 손해보게 된다. 한편,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김
도매가 보니 올해 배추 가격이 폭등할 기미가 보였다. 김도매는 배추 농가를 뒤
지다가 이배추를 만나 배추를 kg당 1만 5천 원에 사겠다고 제의하였다. 만약 이

[그림 3] 배추의 미래 가치는?

배추가 김도매의 제안에 응할 경우 이배추는 수확기에 배추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다. 12개월째 받는 이자 500원, 18개월째 받는 이자 500원의 현재 가치는 각각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배추 가격이 폭등하든 폭락하든 kg당 1만 5천 원에 팔기
로 되어 있으므로 총 5천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배추 가격이 폭락하여 kg당 8천 원이 된다면 이배추는 kg당

이다. 만기인 24개월째에 받는 10,500원의 현재 가치는

(1만 원) - (8천 원) = (2천 원)

즉 2천만 원을 손해 보게 된다. 그러나 김도매에게 1억 5천만 원에 팔 수 있으
므로 5천만 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이 차액인 7천만 원은 김도매가 지불하는
것이다. 만약 배추 가격이 폭등하여 kg당 1억 6천만 원이 된다면 이배추는 kg당
이다. 따라서 이 채권이 지불하는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를 모두 더하면
483(원) + 464(원) + 446(원) + 9,007(원) = 10,400(원)

(1만 5천 원) - (1만 6천 원) = - (1천 원)

즉 1천만 원을 손해 보는 것이고 이 금액만큼 김도매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것
이다. 김도매가 배추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런 계약을 제

이 되어 이 채권은 10,400원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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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이런 계약이 성사된다면 배추 가격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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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내림에 관계없이 이배추는 일정한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농사
를 지을 수 있고, 김도매의 예상이 맞는다면 김도매는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상품을 미래의 일정 시점에 고정된 가격으로 고정된 양을 인
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선도라고 한다.
■ 선물
이배추와 김도매가 선도 거래를 한 것은 이배추의 경우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
는 수단으로 한 것이고, 김도매는 배추 가격이 폭등할 때 얻을 이익을 생각하여
위험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선도 거래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선도 거래에 관심을 가지는 상대방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선도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클 수 있다. 김도매가
이배추를 만나기까지 배추 농가를 찾으러 다닌 기간, 거리 등을 비용으로 환산
한다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셋째, 선도 계약 후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지 확신할 수 없
다. 이배추는 배추 가격이 폭락하였을 때 김도매가 kg당 1만 5천 원의 가격에

다시 배추 거래로 돌아가자. A는 배추를 1계약당 1억 5천만 원에 6계약 사겠
다고 중계 회사를 통하여 매수 주문을 거래소에 보낸다. B는 배추 선물을 1계

생활 탐구

04 B , C의 개시 증거금은 각각 얼마인가?

약당 1억 5천만 원에 2계약 팔겠다고 또 다른 중계 회사를 통하여 매도 주문을
거래소에 보낸다. C는 배추 선물을 1계약당 1억5천 만원에 3계약 팔겠다고 매도
주문을 거래소에 보낸다. 거래소에서는 A의 2계약 매수 주문과 B의 2계약 매도
주문, A의 3계약 매수 주문과 C의 3계약 매도 주문을 짝지어 성사시킨다.
그 결과 A는 배추 선물을 1계약당 1억 5천만 원에 5계약 매수하였고 B는 배
추 선물을 1계약당 1억 5천만 원에 2계약 매도, C는 배추 선물을 1계약당 1억 5
천만 원에 3계약 매도하였다. 이 계약에 앞서 매수자, 매도자는 거래 계약의 총
금액의 15 %에 해당하는 현금을 자기 계좌에 입금시켜놓아야 한다. 즉, 거래
대금의 15 %를 개시 증거금이라고 하여 주문을 낼 때 자기 계좌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A는 배추 선물을 1계약당 1억 5천만 원에 6계약 사겠다고 주문하였으
므로 이 경우 거래 대금은 보험 처리
(1억 5천만 원) × (6계약) = 13억 5천만 원

이고 이 거래 대금의 15 %인

사줄지 걱정이다. 김도매가 계약을 무시한다면 배추 가격 폭락의 피해를 감수해
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반대로 김도매는 배추 가격이 폭등하였을 때, 이배추

(1억 5천만 원) × (6계약) × 0.15 = 1억 3천 5백만 원

가 배추 가격을 더 달라고 고집을 부리지 않을지 걱정이다. 만약 배추 선도 계약
이 시장성이 있다면 배추 선도 계약을 상품으로 하는 거래소가 생겨날 수 있을

이 개시 증거금으로 자기 계좌에 있어야 한다.

것이다. 이렇게 선도 계약을 표준화하고 거래 방식 및 정산 방식을 규격화하여

다음 날 A, B, C 모두 매수, 매도에 아무 변화가 없었고 배추 선물 종가가 1억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정산소에서 정산하는 선도를 선물이라고 한다. 즉, 선물은

4천 5백만 원이었다고 하자. 계약 가격 1억 5천 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가 이제

수량, 규격, 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 또는 금융 자산에 대하여 현재 시

계약 가격 1억 4천 5백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로 바뀌어야 한다. 계약 가격이 1

점에서 결정한 가격(선물 가격)으로 미래 일정한 시점에 인수, 인도할 것을 약정

억 5천만 원인 매수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1억 5천만 원을 주고 배추 10톤을 받

한 계약이다.

을 수 있고 계약 가격이 1억 4천 5백만 원인 매수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1억 4
천 5백만 원을 주고 배추 10톤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억 4천 5백만 원에 매수

개인이 선물을 사거나 팔고자 하면 일단 중계 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하는 계약서가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보다 500만 원어치 더 가치가 있다.

이 계좌를 통하여 매수, 매도 주문을 내면 중계 회사는 이 주문을 선물 거래소
에 중계하여 조건이 일치하는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을 짝지어 선물 거래를 성
[그림 4] 증권선물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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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키는 것이다.

이 날 거래가 마감되면 전날의 종가로 쓰여졌던 계약은 오늘의 종가로 다시
쓰여져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각각의 현금이 정산된다.

생활 탐구

05 1억 4천 5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와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 는 계약서의 가치를
비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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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억 5천만 원 매수 5계약 => 1억 4천 5백만 원 매수 5계약 : 현금 2천 5백만 원 손해

손익 구조에 따라서 단순 옵션과 이색 옵션으로 나누기도 한다. 만기 손익 구조

B. 1억 5천만 원 매도 2계약 => 1억 4천 5백만 원 매도 2계약 : 현금 1천만 원 이익

가 비교적 단순한 단순 옵션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의미한다. 콜옵션은 기초 자

C. 1억 5천만 원 매도 3계약 => 1억 4천 5백만 원 매도 3계약 : 현금 1천 5백만 원 이익

산을 살 수 있는 권리이고, 풋 옵션은 기초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옵션 거래란 이러한 옵션을 사고파는 거래를 말한다. 위의 예에서 이배추는 박

선물 정산소에서는 중계 회사를 통해 A, B, C가 소유하고 있는 전날의 종가

보험에게 배추를 팔 수 있는 풋옵션을 산 것이고 박보험은 풋옵션을 판 것이다.

인 1억 5천만 원짜리 계약을 이 날의 종가인 1억 4천 5백만 원짜리 계약으로 바

옵션 만기일은 배추 수확기이다. 옵션을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보험 계약

꾸면서 위의 금액을 A의 계좌에서 빼내어 B, C의 계좌에 입금시킨다. 이와 같

이 보장하려는 보험 계약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 기초 자산이다. 위의 이야기에

은 일이 매일매일의 종가에 따라 반복된다.

서 기초 자산은 배추 10톤이다. 옵션이 쓰이는 기초 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

■ 옵션

이 구분할 수 있다.

기초

자산

종류

이배추는 배추 가격이 폭락할 때를 대비해서 김도매의 계약 조건에 응하고 싶
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배추 가격이 폭등했을 때를 생각하면 그 이익을 포기하

 상품 자산 : 곡물, 금, 은, 석유

 금융 자산 : 주식, 채권, 주가 지수, 통화

 선물 자산 : 상품 선물, 금융 선물

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김도매와 계약하기를 망설이고 있게 된다. 이때 박보험
이 이배추에게 배추 가격이 폭락할 때는 배추 가격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고 폭
등할 때는 그 이익을 고스란히 맛볼 수 있는 보험 조건을 제시한다. 박보험이 제

옵션 계약을 할 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옵션 프리미엄이라

시한 보험에 가입하면 배추 가격이 폭락할 때는 보험 처리를 하여 kg당 1만 5

고 한다. 이배추와 박보험의 거래에서 옵션 프리미엄은 1천만 원이었다. 배추 가

천 원, 10톤에 1억 5천만 원의 가격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배추 가격이

격이 폭락하여 이배추가 보험을 청구하게 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옵션을 행사

폭등할 때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폭등한 가격으로 시장에 내다팔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옵션은 모두 유럽형이다. 옵션이 행사되면 보험을 판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배추는 보험료 1천만 원을 내고 이 보험에 가입하였다.

사람은 보험 계약서에 쓰여있는 보험금 산출 방식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하여 보

한편, 박보험은 1천만 원의 보험금 중 7백만 원으로는 배추 가격이 폭락할 경우

험을 산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불한다. 이때 보험금 산출에 기준이 되는 기초 자

를 대비하여 안전 장치들을 설치한다. 만약 배추 가격이 폭락하면 이배추로부터

산가격이 행사 가격이다. 행사 가격은 옵션 계약서에 미리 명시되어 있는 가격이

10 t에 1억 5천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시장에서 처리하고 안전장치를 작동시켜

다. 위의 예에서 행사 가격은 1억 5천만 원이다.

손해를 보전한다. 물론 배추 가격이 폭등하면 안전 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박보험은 이 거래에서 3백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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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가격이 K인 풋옵션의 경우 옵션이 시간 t에 행사되면 이때의 행사 가격

이와 같이 어떤 상품을 미래의 일정시점에 고정된 가격으로 고정된 양을 인

K에서 기초 자산 시장 가격 St를 뺀 값이 양이면 이를 보험금으로 지불한다. 이

도할 권리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보험 계약의 수요

값이 음이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없다. 따라서 풋옵션을 사는 사람은 앞으

가 시장에 충분히 많다면 이 보험 계약을 표준화하고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

로 계약 물건의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시켜주는 거래소, 정산소를 둘 수 있다. 이것을 옵션이라고 한다. 옵션은 최근

내리면 상품을 시장에서 싸게 사서 옵션을 판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 즉

10여년간 금융 시장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파생 금융 상품의 일종이

행사 가격으로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는 것이다. 물론 가격이 하락하면 옵션을

다. 옵션은 권리 행사를 만기에만 할 수 있느냐, 원하는 아무 때에 언제든지 할

산 사람으로부터 상품을 미리 정해진 가격, 즉 행사 가격으로 비싸게 사서 시장

수 있느냐에 따라 크게 유럽식과 미국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옵션의 만기

에서 시장 가격으로 싸게 처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1. 금융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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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 수학과 수학자

│학습 목표│옵
 션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 배경을 알고, 옵션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금융 수학의 역할과 그 한계를 인식하고,
수학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옵션은 처음에는 장외에서 거래되다가 1973년 4월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열
리면서 장내에서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옵션이라는 상품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행사 가격이 K인 콜옵션의 경우, 옵션이 시간 t에 행사되면 이때의 기초 자산

이의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는 문제가 경제·경영학자들의 큰 화두였다. 경제학

시장가격 St에서 행사 가격 K를 뺀 값이 양일 때 이를 보험금으로 지불한다. 이

자들은 우선 전통적인 경제 이론인 효용 이론에 따라 수량이 많아질수록 효용

값이 음이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없다. 따라서 콜옵션을 사는 사람은 앞으

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옵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효용 이론을 적용하

로 계약 물건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가격이 오르면 옵

여 옵션 가치를 계산하려면 효용이 동일하게 증감해야 한다.

션을 판 사람으로부터 상품을 미리 정해진 가격, 즉 행사 가격으로 싸게 공급
받아 시장에서 시장 가격으로 되팔아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가격
이 상승하면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사서 미리 정해진 가격, 즉 행사
가격으로 매수자에게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옵션 투자에서 효용이란 위험에 대한 옵션 투자자들의 효용을 말하는데, 어
떤 투자자는 위험에 큰 가치를 두고 위험을 극도로 피하려고 하는데 비해 어떤
투자자는 위험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고 높은 투자 수익만을 추구하려는 등 위

[그림 5] 시카고 옵션거래소

험에 대한 태도가 투자자들 사이에 일관성이 없었다. 즉, 옵션 투자자의 효용이
동일하게 증감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제 이론을 적용하여 옵션 가치를
수요·공급으로 계산해 낼 수 없었다. 따라서 모두가 동의하는 옵션 가치를 계산
해 낼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블랙이라는 수학자와 숄즈라는 경제학자였다. 그들
은 옵션의 적정한 가격 산출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오다가 고전 열역학의 열전
도 방정식을 이용하여 옵션의 정당한 가격을 산출하는 옵션 가격 결정 이론을
1973년 완성하였다. 블랙-숄즈의 옵션 가격 모형은 매우 혁명적인 것이어서 노

옵션 계약을 하는 사람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고 이 사람으로부터 권
리를 넘겨받는 것이다. 따라서 선물 계약이 기초 자산 그 자체를 거래하는 것과
는 달리 옵션에서는 거래 대상이 기초 자산의 매수, 매도 권리이다.

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노벨상 수상 연도인 1997년 당시 블랙은 사망한 상
태여서 주식 옵션 가격 결정 공식을 개척한 공로는 마이런 숄즈와 로버트 머튼
에게 돌아갔다). 블랙과 숄즈는 기초 자산 가격이 브라운 운동을 따른다고 가정
하였다. 옵션의 가격 변화는 자산 가격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
내는 확률 변수와 그 변동하는 범위의 크기를 나타내는 항을 더하여 결정된다

210

Ⅳ 과학과 경제

1. 금융과 수학

211

고 하였는데, 이때 변동 범위의 크기를 나타내는 항을 브라운 운동으로 해석하

이제 옵션의 현재가치를 생각해보자. 상황을 간단히 하여 △△회사 주식의

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에 의해 옵션의 가격은 편미분 방정식을 따른다는

현재 가치가 4만 원인데 1년에 한 번 주가가 변한다고 하고 주가가 현재의 두 배

것을 발견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블랙- 숄즈의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은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확률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기댓값을 구한 후, 이를 현
재가로 할인한 것이다. 그 결과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하던 옵션 가격의 객관적

가 될 확률은

, 현재의 절반이 될 확률은

이라고 하자. 2년 후에는 옵션의

가격분포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인 판단 기준이 만들어져 옵션이나 다른 파생 상품의 발행에 따른 위험 제거 방
법이 제시되었다. 이들의 수학적 모형에 따라 옵션을 발행하면 정상적인 시장에
서는 거의 95 %까지 옵션 판매에 따르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 금융 회사들은
다양한 종류와 액수의 옵션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옵션의 현재 가치│
지금 1백만 원을 받는 것과 1년 후에 1백만 원을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
까? 지금 1백만 원을 받아 연이율 3 %인 정기예금에 넣어놓는다면 1년 후에는 1
백만 원과 그 이자 3만 원을 더한 만큼의 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1년 후에 1

만일 시장에서 금리가 연이율 10 %

로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회사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만기 2년, 행사 가격이 3만 원인 유럽형 콜
옵션의 현재 시점에서의 기댓값은 할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

백만 원을 받는 것과는 이자 3만 원만큼 차이가 난다.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상
황을 간단히 설정하여 옵션의 현재 가치에 대하여 알아보자.
지금 현금

를 연이율이 인 1년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하자. 1년 후의 자

산 가치 은

이로부터 콜옵션의 현재 가치 즉 ①에서의 기댓값은 74,380원이 된다. 이것
이 된다. 이 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은 금리가 0.1이고 주식의 등락 확률이

인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회

사 주식에 대한 위와 같은 조건의 유럽형 콜옵션은 현재 시점에서 74,380원에
서 거래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로부터 1년 후
한 가치

이라는 현금의 현재 가치는

을 이자율을 이용하여 할인

임을 알 수 있다. 즉, 미래의 현금을 현재 시점에서 그 가치

를 산정하려면 그 기간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을 이용하여 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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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금리가 높은 단점이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7년 미

나누는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두는 것이다. 컵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서 맨 윗

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시작된 국제 금융 시장에 신용 경

줄의 컵이 모두 채워지고 넘치면 아랫줄의 컵이 채워지는 식이므로 아랫줄로 갈

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 위기를 말한다.

수록 컵이 빌 위험이 있다.

금융 공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위험한 재료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
하는 파생 상품을 만드는 방법은 몇 단계로 나뉜다.
먼저 은행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면 대출 채권이 생긴다. 이 채권은 은행이 원
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투자은행 등은 은행으로부터 이런 대출 채권

만약 나누기 전의 부채 담보부 증권(CDO)이 BBB 등급이었다고 해도 피라미
드 상의 선순위(윗자리) 상품으로만 묶으면 AAA 등급을 받게 된다. 대신 선순
위 상품은 값이 비싸고 수익도 작다. 후순위 상품은 값이 싸고 그만큼 수익도
크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고도의 수학적 계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천 개를 사들여 이를 담보로 하나의 증서를 만든 뒤 다시 잘게 쪼개 판다. 이

파생 상품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앞서 물이

것이 모기지 담보 채권(MBS)이다. 모기지 담보 채권에는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

채워진 컵 피라미드 중에서 가운데 세 줄의 컵들만 빼낸다. 이 컵에 들어있는

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물을 다시 독에 부은 다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컵 피라미드에 따른다. 이것

물이 얼마나 채워졌는지 알 수 없는 컵 1,000개를 하나의 독에 모두 붓는다.

이 CDO2이다. 같은 방식으로 CDO3도 만들 수 있다.
[그림 6] 위험도, 수익이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드는 원리

그리고 독에 든 물을 다시 더 큰 컵 100개로 나누어 붓는다. 만일 처음의 1,000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 상품은 높은 수익률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다. 수

개의 컵 중 50개가 빈 것이라고 해도 그 손실은 100개의 컵에 고루 퍼진다. 그

요가 많아지면서 파생 상품의 기초 재료인 대출 채권을 늘리기 위해 갚을 능력

러나 사람들은 이 같은 위험 분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의 컵 1,000개가

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해 주면서 수요를 감당해 나갔다. 그러다가 수요

얼마나 채워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게 된다. 따라서 처음의 컵

를 감당하지 못하자 CDO2, CDO3, 합성 CDO 등 각종 변종 상품을 만들어 팔

1,000개에 물이 어느 정도로 채워졌는지 안다면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된다. 이

았다. 금융 수학이 현실에 맞게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지 확인할 틈도 없이 계산

런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신용 등급이다. 이 등급을 매길 때도 수학이 동원된

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소득, 지역, 주택 유형, 주택 가격, 시중 금리, 주택 경
매 시 받을 수 있는 가격 등 각종 요소들을 수학 모델에 따라 컴퓨터에 입력하
면 얼마나, 어느 정도의 확률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률 분포가 나
온다. 이는 과거 기록을 토대로 한 수치다.
생활 탐구
신용 등급이 BBB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또 신용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대출 채권을 담보로 파생 상품의 거래가 늘면서 신용 디폴트 스왑(CDS)도 덩
달아 늘어났다. 갖고 있는 CDO, MBS 등의 파생 상품이 부실화되면 원금을 모
두 보상해 주는 대신 정기적으로 일정한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파
생 상품인 CDS의 핵심이다. 이 상품을 판 회사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파생 상
품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보험료를 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보험 대상 파생 상품이 부실화할 가능성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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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 상품인 모기지 담보 채권에서 또 다른 파생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을 버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된다. 이 부실화 가능성을 알려주는데 금융 수학

다른 종류의 채권까지 함께 섞은 뒤 잘게 쪼갠 부채 담보부 증권(CDO)이 그

이 기여하였다. 과거의 방대한 기록으로 유사시 보험액을 지급키로 한 CDO,

것이다. 부채 담보부 증권(CDO)은 여러 종류의 상품으로 재가공할 수 있다.

MBS 등의 부도 가능성을 확률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 수학이 항상 성

1,000개의 컵의 물을 독에 부었다가 다시 100개의 컵으로 나눌 때, 물을 고루

공을 보장했던 것은 아니다.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
1. 금융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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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만이 아닌
국제 금융 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 위기를 말한다.
서브프라인 모기지 파생 상품이 인기를 얻었던 것은 미래의 위험을 측정

리적인 행위가 금융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
다. 또, 지난 과거의 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금융 수학의 한계를 잊으면 예상하
지 못한 큰 손실을 겪으며 사회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여 떼어버리거나 적절한 값을 매겨 팔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금융 수학에는 확률 과정론, 통계, 미분 방정식, 함수 해석학, 게임 이론 등

는 위험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때만 통한다. 파생 상품들의 시장 가치가 절

첨단 수학 기법이 쓰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 시장 붕괴를 경험하

반 이상 폭락했던 이유는 먼저 과거 기록에 근거한 확률 계산의 한계를 들 수

면서 완벽한 것만 같던 금융 공학의 신화에 금이 간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수

있다.

학은 복잡한 금융 현상을 명쾌하게 해석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그러나 금융 수

금융 수학의 전제는 유사한 조건을 가진 과거 기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
는 전제 위에 서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2002년 3.4 %에서 2006년
13.7 %로 커졌다. 시장이 이같이 커지면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지만 예
측 모델은 이런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게 된 셈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에도 여러 차례 금융 사고가 있었다. 1984년 독
일 루프트한자 항공사는 미국 보잉사와 30억 달러 규모의 여객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은행과 달러화 선물 거래를 하였다. 계약하고 1년 뒤 항공기 인수

학은 추상적인 세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연구 대상이
며, 어떤 현상에 대한 실험을 하려고 하면 그 현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금융 수
학의 가설이 잘 맞는지 실험을 통하여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관찰되는 현상을 보다 잘 설명하는 모델은 많은 변수를 포함하게 마련
인데, 이러한 변수들을 수치적으로 추정하기란 참으로 어렵고, 또한 시간과 경
비가 많이 들게 되어 실용적인 가치가 줄게 된다. 금융 수학자의 길을 가려면 이
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수학만으로, 과거의 지난 자료에만 의존해서 미래를 예측
하는 일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점에 달러 환율이 오르면 보잉사에 지불할 돈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달러 가치가 하락하여 1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1995년에는 233년 역사의 영국의 베어링스 은행이 파산하였다. 베어링스의
싱가폴 지사에 근무하던 리슨이 일본 주가 지수선물에 너무 많은 배팅을 하고
있었는데, 고베 지진으로 일본 주가 지수가 폭락하면서 한꺼번에 엄청난 손실
을 본 것이다. 그는 이 손실을 회복하고자 계속 불공정 선물 거래를 이어나가다
가 결국 베어링스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이 나면서 파산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1998년에는 롱텀캐피털매지니먼트가 무려 1200억 달러의 손실을 내면서 파산
하였다. 정교한 금융 수학으로 전 세계에 6만여 개의 파생 상품 거래로 수익을
냈지만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선언을 예측하지 못했던 탓이다. 이 회사의 경영
자는 숄즈였다.
금융 수학은 블랙-숄즈 방정식이 개발된 이래, 수많은 파생 상품을 만들어
내며 황금기를 구사하였다. 그러나 베어링스 은행의 경우처럼 무책임하고 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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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등은 일반 대중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2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처럼 과학 기술의 발전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녹색 성장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선진국에 비해 후발
주자로 나서기는 했지만, 나름대로의 과학 기술을 축적하여 세계 경제의 중요
한 한 축을 담당하면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최근의 반도체와 자

[그림 8] 경제 발전의 밑거름 - 반도체
산업

동차, 조선 분야 등에서 이룩한 과학 기술적 성과는 놀랄만한 일이다.
생활 탐구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밑바탕이 된 과학 기술 10가지를
선정해 보자.

1 미래를 향한 경제 성장 동력

│학습 목표│에
 너지 위기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본다. 그리
고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
해 탐구해 본다.

[그림 9] 경제 발전의 견인차 - 자동차

분명 과학 기술의 발전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경제 성
장이 항상 긍정적 모습만 지닌 것은 아니다. 대량의 에너지와 원자재 투입에 의
한 경제 성장 방식은 21세기에 적합하지 않은 성장 방식이 되어 가고 있다. 과학
기술 발전과 함께 찾아온 경제 성장으로 인해 생활은 분명 편리해졌지만 세상은
삭막해졌다. 과거보다 먹을 것이 많아졌지만 질병도 많아졌다.
과거에 비해 너무 많이 먹어 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먹을 것이 없어 죽

과학 기술의 발전은 분명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새롭

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환경적 재앙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한 마디

게 발전한 과학 기술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로 이러한 문제점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다가왔기 때문에

만드는데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극곰의 운명처럼 우리의 삶에 삭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대표적인 어두운 그림자로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막한 영향을 끼친 경우도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삭막하게 만든

꼽을 수 있다.

예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인류가 지금 수준으로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지
[그림 7] 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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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대의 산업 혁명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하드웨어적 과학 기술의 발

구는 어떻게 될까?‘2007 기후 변화 정부간 패널 보고서’
에 따르면, 계속되는

전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효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공업으

CO2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의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지금의

로 조금씩 생산하던 제품들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예측치로 21세기 말쯤에는 지구 평균 기온은 약 6.4℃ 상승하고, 그에 따른 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품질이 좋은 물건을

수면의 증가는 약 59 cm 정도에 이르러 북극 빙하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한다.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었다. 또한 과학 기술 발전을 토대로 과거에는 전혀 경험할

또한 기온 상승은 폭염, 집중 호우, 태풍 등이 강하고 잦아져 환경 재앙을 불러

수 없었던 신기술의 제품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대량 생산이나 생산비 절

일으킬 수 있다.

[그림 10] 기후 변화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투발루

[그림 11] 기후 변화와 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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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난 100년간의 기록을 보면, 한반도의 기온 상승은 세계 평균의

이제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각국에

2.4배 이상이고 동해에서는 명태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

서는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들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

후 변화로 인해 태풍이나 게릴라성 호우에 의해 피해액도 매 10년 단위로 3배씩

책을 세우지 않으면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단순한 우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려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위의 활동에서처럼 기후 변화에 대응

에너지 위기 문제도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100년간 거의 대부

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는 엄청난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조성할 것이다.

분의 산업 에너지원을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 에너지에 의존해 왔다. 화석 연

‘경제 성장은 환경을 파괴한다’
는 고정 관념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

료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

뀌어야 한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환경을 개선하고, 또 그것을 산업화하여 어떻

용량도 제한되어 있어 금세기가 다 가기 전에 고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

게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친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에 의하면 2030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2005년도와 대비

환경 산업으로 경제 성장을 꾀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green growth)을 경제

하여 무려 47 %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의 97 %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림 12] 에너지 소비량 증가 전망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폭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경제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자차 생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규제와 경제 성장

[그림 13] 녹색 성장의 의미와 그 예

친환경 자동차

각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1 L당 17 km를 가지 못하거나 온실가스
를 1 km당 149 g 이상 배출하는 자동차는 2012년부터 벌금을 부과한다”
는 친환경자동차와 관련된 합리적 규제를 내놓았다.
●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 중 하나를 조사하여 보자.
● 조사한 규제가 가져올 관련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미칠 여파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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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성장을 위한 우리의 할 일

│학습 목표│녹
 색 성장을 위해서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탐구해 본다. 특히 의식 구조 전
환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

가정에서의 절전형 전구의 사용은 녹색 성장에 이르기 위한 아주 작지만 소
중한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녹색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은 국가적인 규모에서와 개인적인 규모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국가적인 규모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화석 에너지로부터 벗어나 신재
생 에너지 등으로 눈을 돌리는 일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것으로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신재생 에너지에 대

친환경 산업으로 경제 성장을 꾀하는 녹색 성장의 열쇠는 모든 경제 주체인
온 국민이 쥐고 있다. 과학 기술자는 과학 기술자대로 녹색 성장 신기술을 개

[그림 15] 풍력 발전

한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개발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워 나간다
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한층 상향될 수 있을 것이다.

발하고,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생활 속에서 녹색 성장을 위한 자세를 보여야 한

사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녹색 성장에 필요한 산업에의 노력은 전 세계적

다. 콘센트에 절전형 스위치를 부착하여 전기를 아끼려는 것도 녹색 성장의 길

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미국 등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로 가는 것이다. 녹색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한 것이 있을까?
[그림 14] 절전형 스위치

녹색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선진국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을 육성하고, 환

는 전략이 필요하다. 에너지를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탄소 발생을 최소화

경 규제를 강화하여 자국의 산업 성장과 이에 따른 고용 창출을 통해 실업 문제

하여야 한다. 활동에서 알아보았듯이 가정에서 절전형 전구를 사용하는 것이 탄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자원

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절전형 전구의 사용은 더 적은 비용

과 새로운 에너지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그림 16] 태양광 발전

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이 가장 적다.

똑똑한 전구 찾아보기
백열등과 절전형 전구를 비교하여 보자.

미국

10년간 신재생 에너지에 1,500억 달러 투자, 일자리 500만개 신규 창출

독일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일자리 50만개 창출

영국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2,100억 파운드 투자

프랑스

2020년 화석 에너지 사용 금지

[표 1]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 에너지에의 노력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급격한 기후
●백
 열등과 절전형 전구의 밝기에는 어떤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자연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 보자.
●이
 들 전구들의 소비 전력량을 비교하여
보자.

백열등

절전형 전구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나 제방 등의 사회 간접 시설을 정비·
확충해야 한다. 자연 재해에 의해 유실되거나 손상된 사회 간접 시설의 복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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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기술이나 녹색 산업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앞에서

녹색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의식 구조라고 할

이미 언급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 무한 경쟁의 시대로 넘어간 하이브리드

수 있다.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의식 구조 자체를 녹색 성장 친화적으로 전환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에 대한 기술, 빛을 내는 반도체인 LED를 이용한 녹색

해야 한다. 의식 구조의 전환과 그의 실천을 바탕으로 한 녹색 성장은 우리나라

산업 등을 개발·육성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기틀을 녹색 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를 21세기 미래의 국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적 국가로 이끌 것이다.

나가야 한다. 물론 기존의 산업을 무공해화, 저탄소화, 친환경화 등에 노력하여
[그림 17] 3차원 LED TV

친환경적 산업으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녹색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 중 하나가 제품에 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탄
소 성적 표지제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
을 사용한다면, 미래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해 보기
녹색 성장 실현 가능 사례 찾아보기
학교 주변에서 친환경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례를 찾아보고,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자.

한 국가나 사회적 규모 못지않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녹색 성장을 위해 노력하
[그림 18] 탄소성적표지

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는 최대한 고효율 에너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품 구입 단계에서 제품을 만들면서 어떻게 친환
경적으로 제품을 만들었나를 추적할 수 있는 즉, 탄소 발자국에 해당하는 친환
경 마크를 확인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녹색 의식이 스며든 가정이 그린 홈(green home)이다. 태양열 발전
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건축 재료를 사용
하고, 가전 제품은 저에너지 소모 제품을 사용하며,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하는
그린 홈은 우리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녹색 성장을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9] 그린 홈(green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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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도
■ 2 지리 정보 시스템(GIS)

PART

Ⅴ

과학과 지리

■ 3 지구촌 과학 기행

1

지도

[그림 1]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지도

1

지도의 발달

│학습 목표│지도의 기원과 인류 역사와 연관 지어 세계 지

도가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안다.

기원전 약 600년을 전후하여 만들어진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이다.
10㎝ 두께의 납작한 원반 점토판에 그려진 세계 지도를 보면, 육지는 평탄하
고 둥근 쟁반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육지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다. 두 개의 동심원 가운데 안쪽의 작은 원은 둥근 쟁반 모양의 육지이며, 그
주위에는‘쓴맛의 강(Bitter River)’
이 둘러싸고 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바
다를 소금기가 있는 커다란 강이라 표현하였으며, 세계는 육지를 바다가 둘러싸
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스틱 차트(stick chart)
마샬 군도 사람들은 카누 항해를 위하여 대
추야자의 잎줄기에 조개껍질이나 산호를 엮어

마샬 군도의 원주민들은 고대 문명 이전에 카누 항해를 위해 지도를 만들었다.

원의 중심부에는 점토판에 원을 그리기 위해 사용한 컴퍼스 자국이 남아 있

이것을 스틱 차트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류는 일찍이 주변 환경을 압축한 이미

다. 그리고 육지의 중심부에는 그들의 수도인 바빌론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그

지화로 표현해 왔고, 고대·중세·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소에

들이 살고 있는 바빌론이 세계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해

따른 필요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도가 제작되어 왔다. 특히 지도는 근대에 이르

준다. 원 가운데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어진 평행한 두 선은 당시 바빌론을 관

러 하나의 미디어로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른

통하여 흐르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어로 메소

바‘대항해 시대’
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미지의 세계를 발

포타미아는‘두 강 사이의 땅’
이란 뜻이다.

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도는 일반인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다.

서 해류의 흐름과 섬의 분포를 표현한‘스틱

터 유프라테스 강이 발원한 상류부임을 알 수 있고, 원의 중심부 아래에는 강

차트(stick chart)'라 불리는 항해도를 제작하
였다. 이 지도에서는 작은 돌이나 조개껍질은
산호초 섬을 가리키는데, 이를 통해 마샬 군
도의 여러 섬들의 위치를 거의 정확하게 나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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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를 나타내는 원의 상부에 반원 내에는‘산지’
라고 쓰여 있어 이곳으로부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
지도의 역사는 문자의 역사보다도 오래되었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지도는
14,000년 전의 것으로 스페인 북부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최초의 세계 지도는

옆에‘습지’
라고 기록되어 있어 하천이 하류 삼각주 지대를 거쳐 바다로 흘러들
어 가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바다로부터 초승달 모양으로 육
지부로 파들어 온 모양을 한 곳은 페르시아 만을 나타낸 것이며, 그 밖의 작은
1.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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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나 타원의 기호들은 바빌론 이외의 도시들을 나타내고 있다. 바다를 나타

지구 바로 머리 위에 오는 순간을 포착하여 알렉산드리아의 오벨리스크가 드리

내고 있는 큰 원의 바깥으로 7개의 3각형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중 3개는 파손

운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오벨리스크의 실제 높이와 견주어 삼각

되고 4개만 남아 있다고 한다. 그 삼각형들은 바다 건너 저 편에 있는 다른 세

형의 두 변으로 삼았다. 이어서 그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각

계의 육지를 나타낸 것이다.

도를 계산하고, 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태양이 이루는 각도가 7°12′
임을 계산

이러한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를 통해 우리는 바빌로니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지리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하였으며, 이는 360°원의 약 1/50에 해당하는 수치임을 알아냈다. 그는 이러한
수치를 토대로 만약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간의 거리만 알아내면, 그 거리를
50배 한 것이 지구의 둘레라고 추론하였다. 즉, 그는 태양, 시에네, 알렉산드리
아가 직각 삼각형을 이룬다는 가정을 한 것이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
[그림 2]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The
Times World Atlas 사진)

그는 낙타를 타고 시에네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가는 데에 50일이 걸린다는

오늘날에는 지구가 구형(球形)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나, 초기 그리스 지식

사실을 알아냈다. 낙타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100스타디아로 계산하여, 두

인들은 지구를 원반(圓盤)의 형태로 알고 있었다. 그 후 자연에 대한 인식의 발

도시간의 거리는 5,000스타디아로 계산했다. 이때 스타디아는 그리스의 경주장

달로 지구 구형설은 피타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의해 비로소 인정

크기를 토대로 한 고대의 측정 단위이다. 따라서 지구의 둘레는 5,000스타디아

되기 시작하였고, 에라토스테네스에 의해 지구의 크기도 측정되었다.

×50배 = 250,000스타디아이다. 스타디아 단위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서양 세계에서 기원전 250년경 가장 중요한 도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
으며, 이곳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마케도니아 출신의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다. 이 도서관을 관리하던 도서관장이 바로

에라토스테네스가 주장하는 지구의 둘레는 약 40,000 ㎞에 달하는데, 이는 실
제 양극을 이은 지구의 둘레 39,776 ㎞에 매우 근접한 수치이다.
생활 탐구

에라토스테네스였다. 도서관에는 그 당시 알려진 대부분의 지식이 담긴 10만 권
이상의 서적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서적들은 오늘날과는 달리 파피루스 두루
마리였다.

[그림 3]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측정 방법.
하짓날 시에네의 태양 고도는 직각과 7°12'차이가
난다. 따라서 두 지점 간의 거리 : 지구 둘레 =
7 °12 ': 360 °의 식을 이용하여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였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 대하여 알아보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 그의 뒤를 이어 이집트를 다스린 것은 프톨레마이
오스 왕조였는데, 클레오파트라도 이 왕조의 한 사람이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전세계 과학·수학·문학 연구의 중심지였으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라토스
테네스의 지구 둘레의 측정에 관한 획기적 발상이 태동하였다.

 에라토스테네스
(Eratosthenes. BC 276~194)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지구의
크기를 처음 계산해 냈으며, 소수를 걸러내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고안해 냈다.

230

Ⅴ 과학과 지리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로마 시대에는 지리적 지식의 확대에 따라 지리학도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로마인은 군사적·정치적으로는 유럽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으나 문화적인 면에

지금의 아스완을 당시에는 시에네라 불렀는데, 시에네의 한 우물에 일 년 중

서는 그리스 문화의 모방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스인들은 모든 것 하나하나

낮이 가장 긴 6월 21일 정오에 태양이 물속에 반사되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서 보편성을 추구하고 이념을 찾으려고 노력한 반면, 로마인들은 실용성이 있

에라토스테네스는 그때가 태양이 지구 바로 머리 위에 오는 순간이라고 추정했

는 것만이 연구가치가 있다고 간주했다.

다.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는 논리의 비약을 감행하였다.
시에네가 알렉산드리아의 정남쪽에 있다고 믿었던 그는 시에네에서 태양이

이러한 로마인들의 성향은 토목이나 건축 분야에서는 그 기술과 능력을 충분
히 발휘하였으나, 과학 연구에 있어서는 로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들
1.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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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몫이었다. 지도의 발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직접 크게 공헌한 사람

세의 지구에 관한 지식은 그리스 초기의 원반설과 비슷한 평반설(平盤說)이 되

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Ptolemaios, AD 100~170)이다.

었다. 이 시대의 지도는 대부분 성지 안내도 중심이었으며, 세계 지도로는 종교

프톨레마이오스는 당시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집약하였다. 그

[그림 4] 프톨레마이오스가 고안한 체계에 근거하여 1630년
에 Donis Nicolaus가 제작한 세계 지도. 지도에는 경선과
위선이 그려져 있으며, 지도 주변의 사람의 입김은 서로 다른
방향의 바람을 가리키고 있다.(2세기의 지도)

적 입장에서 그려진 T-O 지도가 주로 제작되었다.

는 저서「지리학(Geographia)」
을 통해 지도를 그리는 원리를 세상에 알렸으

그러나 T-O 지도는 지도라기보다는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보다도 더 단순

며, 이러한 원리들은 현대 지도학에서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그는「지리학」제

한 T와 O의 두 문자를 조립한 형태에 지나지 않았다. T-O 지도는 매우 단순한

1권과 제8권에서 지구에 관한 수리 지리학적 문제나 지도 작성의 방법 등을 기

것부터 다소 복잡한 것까지 그 종류가 다양한다. T-O 지도에서 대체로 육지는

술하였다. 그는 지구상의 여러 지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구의 원주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나타나 있으며, O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나타

360°로 등분한 경위선망을 설정하였다. 또한 그는 구체인 지구를 평면으로 표

낸다. 지도의 방위는 지도의 상단부가 동쪽이며, 그 곳에 낙원이라 적혀 있다.

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역사상 최초로 지도 투영법을 제시하였
다. 즉, 그는 경위선망을 원뿔면에 투영하는 원뿔 도법을 고안하였다.
그는「지리학」제2권부터 제7권에서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알려진 8,000개
의 지점을 선정하여 그 지명과 위도 및 경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관측에 의해
정확한 위도가 알려진 것은 알렉산드리아나 로마 등 한정된 지점에 불과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의「지리학」
은 12세기경 비잔틴의 사본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다. 일부 사본에는 세계 지도와 부분도가 붙어 있는데, 이를 프톨레마이오스

[그림 5] T-O 지도

한편, T자는 가로로 유럽과 아프리카의 경계로‘돈 강(Don river)’
과‘홍해
(Red sea)’
가 적혀 있으며, 세로로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경계인‘지중해’
가쓰
여 있다. 지도의 중심에는 기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다.
중세에는 T-O 지도 외에도 종교적 세계관의 색채가 강한‘마파 문디
(Mappa Mundi)’
라는 세계 지도가 있었다. 이 지도도 현실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데, 성서에 나오는 얘기나 사물, 또는 전해오는 얘기를 세계 지도라는 형식

[그림 6] 유럽 중세의 T-O 지도

을 빌어서 표현한 그림에 불과하다.

가 직접 제작하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지리학」
에 수록된 세계 지도를
프톨레마이오스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의 동시대에 작성되었거나
바로 직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슬람의 세계 지도│
유럽에서는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더불어 찬란했던 고대 과학도 쇠퇴한 것에

2세기경 로마 시대에 유럽인에게 알려진 지구는 전 세계의 1/4 정도였으므로,

반하여, 7세기에 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번성하여 마침내 서아시아 전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도 경도 180°와 남위 20°에 걸치는 범위를 원뿔

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8세기에 들어와서 압바스 왕조는 서아시아는

에 투영하여 그린 반구도(半球圖)이다. 특히 그가 그린 세계 지도가 지니는 의의

물론 북아프리카 및 이베리아 반도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다. 이 무렵에는

는 최초로 원뿔 도법을 이용하여 그린 선구적 근대 지도라는 데에 있다.

이러한 세력 확장뿐만 아니라 동로마 제국을 통하여 그리스의 과학을 적극적으
로 받아들였으며, 인도로부터도 발달된 과학을 받아들여 이슬람 과학의 전성기

│T-O 지도│
고대 그리스인들의 찬란한 업적들은 중세가 시작되면서 기독교의 영향으로
크게 쇠퇴하였다. 당시에는 지구의 인력(引力)에 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만약
지구가 구형이라면 반대편에도 인간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서서 살
수 있는가’등의 논박으로 지구 구형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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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가하였다. 특히, 지리학이 천문학, 수학, 연금술 등과 함께 발달하였는데,
이는 광대한 영토를 통치해야 하는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사막을 지나는 대상

 돈 강(Don river)
중앙 러시아 고원의 모스크바 남쪽에서 발원
하여 대체로 남쪽 방향으로 1,870㎞를 흘러

교통이나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해상 교통, 메카로의 성지 순례 등에 정확한 지

아조프 해에 있는 타간로크 만으로 유입된다.

리적 지식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트라보(Strabo)는 이를 유럽과 아시아의 경

고대에는‘Tanais’
라 불렀으며, 지리학자 스
계로 삼았다.

이슬람의 세계 지도로서 독보적인 것으로는 12세기 알 이드리시(al Idrisi,
1.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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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66)의 세계 지도를 들 수 있다. 그는 1154년 당시의 왕명을 받들어 은
반에 조각한 세계의 평면구를 만들고, 그 해설서를 저술하였다. 이 지리 책에는
세계 지도 한 장과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진 상세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오늘날
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2 지도 투영법의 발달

│학습 목표│구
 형인 지구를 평면에 나타내는데 있어 어려움

을 알고, 지도 투영법의 특징을 이해한다.

이드리시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를 비교해 보면, 육지의 형상이나 산
맥, 하천 등의 배열은 프톨레마이오스의 것을 따랐으나, 서아시아나 내륙 아시
아, 북아프리카 등의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에는 경도 180°동쪽은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
드리시의 세계 지도에는 아시아의 동남부에‘신(Sin)나라’즉, 중국이 기재되
어 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 인도양에 좁고 길게 섬으로 표시된 말레이 반
도가 있으며, 그 서쪽에는 실론 섬과 수마트라 섬이 있다. 또한 동쪽에는‘신
라(Sila)’
라고 기재된 섬이 있으며, 신라의 동쪽 해안에 해당하는‘와쿠와쿠

십자군 전쟁으로 아랍과의 접촉이 일어나면서 지구 구형설은 다시 등장하였
고, 신대륙의 발견 및 마젤란의 세계 일주로 지구 구형설은 실제로 증명되었다.
이에 따라 지구의 형태 및 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7세기부터 활발히 시작된 연구 결과로 오늘날 지구의 둘레는 약 40,000 km
이며, 양극을 포함한 둘레보다는 적도의 둘레가 약간 긴 타원체임이 확인되었다.

(Waku waku)’
라는 나라가 있다. 신라가 한반도에 해당한다면, 와쿠와쿠는 왜

한편, 지도는 3차원의 지구 표면을 2차원의 평면에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 즉, 일본이다.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에서 비록 신라가 인도양에 위치하여 있

실제의 모습과는 꼭 같을 수 없다. 그 까닭은 구면을 평면에 옮기는 과정에서 반

기는 하지만 이슬람 지도에 한반도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자못 흥미롭다.

드시 형태, 면적, 방향, 거리 등의 왜곡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지도
는 형태, 면적, 방향, 거리 등 지도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 중에서 한두 가지
조건만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여 그린 것이다. 지도를 사용할 때에는 사

정리해 보기

용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그린 지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검색
서양 고지도중에 우리나라가 기재되어 있는 지도를 검색해 보자.

│지구 표면상의 위치 결정│
지리학은 지표면의 모든 현상을 그 위치 파악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지구 표
면상의 위치 결정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위도는 지구의 자전축 양끝을 북극과 남극으로 정한 후 양극에서 같은 거리
에 있는 대원(大圓, great circle)을 적도로 정하여 횡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어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 위도를 각각 90°로, 각 1°를 60′
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도의 간격은 지구의 어느 지점에서나 같도록 되어 있다.
경도의 경우는 위도처럼 지구에서 기준을 삼을 것이 없어서 1884년에 영국
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을 본초 자오선으로 정하였다. 경도는 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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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의 간격
지구의 둘레는 약40,000 ㎞이므로, 위도 1°
의 간격은 40,000 ㎞ ÷ 360 ≒ 11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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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서 180°로 나누었다. 경도 1°의 간격은 고위도로 갈수록

BC′는 남북을 가리키고 D′C′는 동서를 가리켜서 동서남북의 방향은 일치하

감소되어 일반적으로 위도 θ인 지점의 경도 1°의 간격은 111 ㎞×cos θ로 표

게 되나, AC, BD의 방향은 AC′
, BD′
로 그 방향이 틀리게 된다. 이에 메르카토

시된다. 예를 들면, 위도 60°에서는 경도의 간격이 적도 간격의 1/2이다.

르는 a가 a′
로 확대된 비율만큼 b를 b′
로 확대시켜서, D′
, C′를 D″
, C″로 이동
시켜서 AC의 방향은 AC″로, BD의 방향은 BD″로 나타냄으로써 지도상의 모

│지도 투영법│
지도 투영법이란 지도 작성의 틀이 되는 지구상의 경선망과 위선망을 투영면
에 나타내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지구의 표면은 구형이므로 형태가 왜곡되지
않게 평면으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도 투영법은 방위, 면
적, 거리, 형태 중 사용 목적과 범위에 따라 일부 사항만을 만족시킬 수 밖에 없
으며, 이에 따라 목적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투영법들이 고안되어 왔는데, 이런
투영법들을 도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투영법은 그 투영면에 따라 원통 도법, 원뿔 도법, 평면 도법으로 나뉘며, 그
투시 방법에 따라 투시 도법, 비투시 도법으로 구분된다. 투영법의 기본 원리는
투영면에 빛을 비추는 방법. 즉, 투시 도법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의 여
러 도법은 실제의 투영에 의하지 않고 각 목적에 맞게 고안된 비투시 도법이 많
이 이용되고 있다.

든 방향각을 나침반의 각도와 일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메르카토르 도법은 지리상의 발견 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림 9] 메르카토르 도법

해도 작성의 기본 도법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정각 도법이 되었다.
그러나 이 도법에 의하여 그려진 세계 지도는 고위도로 갈수록 거리와 면적이
확대되어 위도 60°의 지점에서는 길이 2배, 면적 4배로 확대되며, 또 극지방을 전
혀 나타낼 수 없는 점 등의 많은 결점 때문에 지리 학습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림 10] 메르카토르 도법 상에서의 유럽
과 남미의 크기 비교

우리는 지도를 통해 미지의 세계나 장소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지만, 그릇
된 편견을 심어 주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메카도르 도법의 세계 지도 때문
에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왜곡된 편견을 가지기 쉽다. 특히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에는 육지가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그곳에 분포하는 국가들의 면적은 실제
보다 매우 과장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린 지도에서 그린란드는 캐나다나 아프리

│항해도와 정각 도법│
16세기에 이르러 나침반에 의한 항해가 가능해 지면서 지리상의 발견 시대가
시작되자 지도에서 이은 두 지점의 방향이 지구에서의 방향과 같은 지도가 필
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두 지점을 이은 선과 경선과의 각도가 나침반의 타각
이 되는 도법을 정각 도법이라 하며, 대표적인 정각 도법으로는 메르카토르 도
법이 있다.
[그림 7] 메르카토르 도법의 원리

나침반에 의하면 지구상의 모든 경선은 남·북을 가리키며, 모든 위선은 동·
서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지도의 두 지점을 이은 선의 방향각이 나침반과 일

[그림 8] 메르카토르 도법

236

Ⅴ 과학과 지리

카 대륙의 크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실제로는 그린란드의 면적은 217만 ㎢인
데 비해, 아프리카는 3,031만 ㎢에 달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그린란드보다 약 14배 가량 크다.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남아메리카 대륙이 유럽
대륙보다 약 2배 정도 크며, 알래스카는 멕시코의 1/3 크기에 불과하다.
나라별로 비교해 보면, 실제 면적으로 따져본 국토 크기는 러시아, 캐나다, 중
국, 미국, 브라질, 호주, 인도, 아르헨티나 순서이지만,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제

[그림 11] 페터스 도법

작된 지도에는 미국, 러시아, 유럽 등은 실제보다 크게 나오고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된다.

치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지도의 모든 경선, 위선이 직교해야 한다는 점이

이러한 지도상의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 독일의 아르노 페터스가 제

다. 이런 점을 가장 쉽게 만족시키는 방법이 원통 투시 도법인데, 이 경우 문제

안한 도법이 페터스 도법이다. 이 도법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 지도는 각국의 면

가 되는 것은 a의 길이가 a′
로 확대되어 D와 C가 D′C′
에 있게 되면 AD′
와

적을 거의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림 12] 페터스 도법 상에서의 유럽과 남
미의 크기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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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학습과 정적 도법│
오늘날 우리는 지리 학습과 세계 각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실제의 면적과 똑같은 비율로 면적이 표시되는 정적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정적 도법으로 가장 일찍이 개발된 것은 시뉴소이드 도법과 몰바이데 도법이
다. 지구상의 면적을 지도에 일치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구의 경선 간격과

항공기의 등장과 더불어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가 직선으로
표시되는 지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지구상의 두 지점 간의 최
단 거리를 대권 항로라고 하며, 대권 항로가 직선으로 표시되는
지도를 방위 도법이라 한다.

위선 간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상송은 중앙 경선과 적도를

여기에서 말하는 방위는 대권선을 향한 방위를 뜻하는 것으

1 : 2의 비율로 지도의 중심에서 직교시킨 후 위선을 실제 길이 비율로 하면서

로 정각 도법에서의 등각과는 의미가 다르다. 즉 등각 항로는 나

적도에 평행한 등간격선으로 하였다.

침반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항로이며, 반드

그리고 각 위선의 길이를 등분한 점들을 이어진 곡선을 경선으로 하여 위선과

[그림 13] 정적 도법의 여러 가지 형태

│항공 시대와 방위 도법│

[그림 16] 호몰로사인 도법

시 최단 거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경선의 간격이 실제의 간격과 똑같은 시뉴소이드 도법을 창안하였다. 그러나 이

그림 18 에서 적도상에 있는 C, D의 경우는 b항로와 b′항로

도법은 적도 부근과 중앙 경선에서는 모양이 좋은 편이나, 고위도 지방이나 주변

가 모두 H를 중심으로 하는 대원의 둘레이므로 그 길이가 서로

부로 갈수록 일그러짐이 심하여 형태를 거의 알아 볼 수가 없는 약점이 있다.

같으나 고위도에 있는 A, B의 경우, a′항로는 H를 중심으로 하

[그림 17] 에케르트 도법

는 대원상에 있으나, a항로는 I를 중심으로 하는 소원(小圓)상에 해당하므로 실

•

한편, 몰바이데는 시뉴소이드 도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선의 간격을

제 길이는 점선인 a″를 따라 가는 것이 된다. 즉, a항로는 나침반을 동서 방향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축소시키고, 그 축소된 비율만큼 경선 간격을 확대시

으로 고정시켜서 다닐 수 있는 등각 항로이며, 지구상 두 점의 최단 거리인 대권

켜서 고위도 지방의 일그러짐을 줄였다. 그러나 이 도법은 고위도의 일그러짐이

항로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지구상의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는 항상 지구의

줄어든 반면, 저위도의 모양이 늘어나는 결함이 있다.

중심인 H를 중심으로 하는 가장 큰 원. 즉, 대원상에 있으며, 그 대원을 지나는

이에 따라 구드는 두 도법의 장점만을 취하기 위하여 두 도법의

항로가 바로 대권 항로이다.

위선 길이가 같은 40°
44′
의 위도에서 두 도법을 결합하여 저위

이와 같은 대권 항로가 직선으로 표시되는 도법에는 평면 투시 도법이 있다.

도 지방은 시뉴소이드 도법, 고위도 지방은 몰바이데 도법을 사용

이 도법은 투영되는 평면과 지구가 한 점에서 접하게 되므로 그 접점과 다른 지

하는 구드 도법을 고안하였다.

점 간의 대권이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4] 시뉴소이드 도법

[그림 15] 몰바이데 도법(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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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법은 두 도법의 장점을 택한 후 단열 도법을 사용하여 주

이 도법은 투영하는 광원의 위치에 따라 정사, 평사, 심사 도법으로 구분되는

변부의 일그러짐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적이면서 거의 정형에 가까

데, 정사 도법은 무한대에서 평행 광선을 비춘 것이고, 평사 도법은 지구 표면

운 지도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의 한 점에서, 심사 도법은 지구의 중심에서 광선을 비춘 것이다.

이 도법은 각종 분포도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단열 도법

따라서 정사 도법은 주변부로 갈수로 위선의 간격이 축소되고, 평사 도법은

인 관계로 자원의 이동이나 해양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

약간 확대되며, 심사 도법은 매우 심하게 확대된다. 한편. 심사 도법의 경우는

가능한 약점이 있다. 이 밖에 본 도법, 에케르트 도법 등의 정적

광원이 지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도에 있는 모든 임의의 두 점을 이은 직선

도법도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대권 항로가 되므로 항공도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그림 18] 대권 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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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법들은 정각 도법이나 정적 도법과는 달리 극 중심이나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으나,
모두 반구(半球)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서 세계 전도로는 부적당
하다.

3 우리나라의 옛 지도

│학습 목표│우
 리나라의 옛 지도의 시대별 특징을 알고, 이

를 바탕으로 당시의 세계관을 이해한다.

이에 따라 평면 투시 도법의 약점을 보완하는 비투시 도법들
이 고안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거 방위 도법과 람베르
트 정적 방위 도법이 있다. 두 도법은 모두 지도의 중심과 다른
한 점을 이은 직선이 대권 항로가 되며, 또한 정거 방위 도법은

[그림 19] 방위 도법

두 지점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람베르트 정적 방위 도법
은 면적이 정확히 표현되는 장점이 있다. 정거 방위 도법으로 그린 지도는 항공

우리는 조상들이 그린 옛 지도를 통해 그 지도가 제작될 당시의 지도 제작 기
술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범위,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다.

기의 연료량 계산 및 주유 지점 선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정적 방위 도법으로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옛 문헌을 살펴보면,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

그린 지도는 전투 폭격기가 목표 지점에 투하할 폭탄의 양을 가늠하는 데에 활

에도 지도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 시

용될 수 있다.

대 이전에 제작된 지도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생활 탐구

조선 시대 초기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나 천하도에서는 중국 중심의 화이관
에 입각하면서도 우리 국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로는

대권항로 그려보기
대권 항로가 두 지점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서울-로스엔젤레스 간 항공 항로를
지도 상에 그려보자.

군사적 목적이나 다른 실질적인 필요성에 입각하여 각 지역을 상세하게 표현한
지방도가 제작되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歷代國都之圖)는 조선 시대 초기 1402년에
김사형, 이무, 이회 등이 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이다. 이 지도는 17
세기에 마테오 리치의‘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일한 세계 지도였다.
이 지도는 크기가 가로 164 cm, 세로 148 cm인 대형 지도로서, 그 원본은
일본 교토의 류고쿠 대학에 있으며, 우리나라 규장각에는 모사본이 있다. 이 지
도 하단에 적혀있는 양촌 권근의 발문에 따르면, 원나라의‘성교광피도(聖敎廣
被圖)’
와‘혼일강리도(混一疆理圖)’및 왜의 지도를 바탕으로 한 세계 지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추가하여 완성한 것이다.

240

Ⅴ 과학과 지리

[그림 20]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료고쿠대학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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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의 중앙에는 중국이 가장 크게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가 다음으로 크

│동국지도│

게 그려져 있다. 또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명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입되어 있으

동국지도는 세조 때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실측 지도이다. 단종 1년(1453년)

며, 우리나라의 모습이 실제에 흡사하다. 두 나라 이외의 지리 정보는 매우 빈약

양성지는 수양대군으로부터 조선전도, 팔도도, 각 주현도 등을 만들라는 명령

한 편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정남쪽에 그려진 일본의 위치나 크기가 실제와는

을 받고 화공과 상지관을 데리고 산천 형세를 조사하였다. 세조 즉위 후 지도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다른 나라에 대한

제작을 명한 지 10년만에 완성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지도이다. 현재 국사편

지리 정보가 매우 빈약하였음을 의미한다.

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팔도지도와 조선방역도, 일본에 있는 조선국회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에는 빅토리아 호, 킬리만자로 산, 사하라 사막, 나일 강
등이 기입되어 있어, 당시에도 중국 외에 다른 세계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
고, 부정확하지만 세계라는 개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아메리카 대륙

도가 이 지도와 같은 유형의 지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지도는 영조 때 정상기
가 제작한 동국지도의 밑바탕이 되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축척이 표시된 지도이며, 그 축척은 약 42만 분의 1이다.

이 그려져 있지 않는 이유는 신대륙 발견보다 90년 앞서서 이 지도가 제작되었
기 때문이다.
‘혼일강리’
라는 말 뜻 그대로‘하나로 어우러진 땅’곧, 세계를 그린 것으로
그 속에는 세계를 지향하며 미지의 세계까지도 품어 안았던 조선의 문화적 자
부심이 담겨져 있다.

│천하도│

[그림 22] 양성지의 동국지도, 일본 도쿄
내각문고 소장

18세기 조선에서는 천하도라는 이름의 지도가 여럿 제작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다. 천하도는 원형으로 그려진 세계 지도이며,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고 우리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지도이다.
천하도의 한 가운데에는 대륙이 있고, 그 주변으로 안쪽 바다, 바깥쪽 대륙,

│팔도총도│
팔도총도는‘신증동국여지승람’첫 책의 첫머리에 있는 우리나라 전도이며,
우리나라에서 인본으로 간행한 가장 오랜 조선전도이다. 참고로‘동국여지승
람’
은 성종 12년(1530)에 간행된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지나 임진왜란 후

바깥쪽 바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곳이 있다. 지도 중앙 대륙에는 중국을 비롯
하여 조선국, 안남국(베트남), 섬라국(타이), 유구국(오키나와), 일본 등이 기입
되어 있으며, 그 밖에 140여 개가 넘는 가상의 나라나 땅 이름이 지도 전체에

[그림 23] 천하도, 규장각 소장

적혀 있다. 이 이름들은 대부분‘산해경’
이라는 고대 중국의 지리서에서 따온
것이 많다.

에 복간한‘신증동국여지승람’
이 대부분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
에는‘팔도
전도’
와‘도별도’
가 있다.

우선 천하도가 지니는 의의는 마테오 리치의 서양 원형 지도의 형식을 빌어
만든 한국적 원형 지도라는 데에 있지만, 그 한계는 지도의 표현 형식에 있어서

팔도총도의 한 가운데에는 책이 접혀질 수 있도록 남겨진 공간에‘동람도(東
覽圖)’
라고 적혀 있어‘동람도’
라고도 부른다. 이 지도의 전체적인 윤곽은 동서
의 길이가 남북에 비해 길기 때문에 한반도가 살찐 느낌을 주며, 특히 북부 지

중국, 조선, 기타 국가 간의 위계가 담겨져 있는 데에 있다. 즉, 지도에서 중국은
중화, 조선은 소중화, 기타 나라는 이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지도는 전형적
화이관에 입각하여 그린 것이다.

방이 실제보다 넓게 나타나 있다. 이는‘신증동국여지승람’책의 크기에 맞춰

[그림 21] 팔도총도,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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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렸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지도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산, 하천, 도 이

당시 조선은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세계에 대한 인식도 중국의 중화적 세계

름, 섬 등만 표시되어 있으며, 바다에는 파도 무늬가 그려져 있다. 동해에는 우

관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는 존재할

산도와 울릉도가 표시되어 있으며, 남해에는 대마도가 표시되어 있다.

수가 없었고, 단지 중국에 버금가는 문화국으로서의 소중화를 내세웠을 뿐이다.

[그림 24] 천하도, 목판본, 영남대학교 소장

1. 지도

243

│대동여지도│
 청구도
청구도(靑邱圖)는 순조 34년(1834년)에 김정
호가 제작한 지도로서 건과 곤 두 책으로 이
루어져 있다. 청구도는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책첩으로 만든 전국 지도로서, 당시
의 도별 지도와 군현 지도를 참고하여 군현
의 경계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청구도는 29
층 22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크기가 462
㎝×870㎝에 달한다. 지도의 축척은 약 1 :
216,000이다. 청구도는 대동여지도의 기초

대동여지도는 옛 지도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목판 지도이다. 이렇게 빼
어난 지도를 제작한 사람은 고산자 김정호(1804-1866년)이다. 그는 당시까지의
국토 지리 정보를 집대성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널리
보급한 선각자였다. 그는 대동여지도를 제작하기에 앞서 전국 지도인 청구도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여 년간의 작업을 통해 1857년 동여도를 제작
하였다. 그리고 그의 나이 60세인 1861년 동여도를 목판에 옮겨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

가 된 채색 필사본이며, 동일한 축척을 적용
하여 일정한 크기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이전의 지도에 비해 대동여지도가 지니는 특징은 지도 윤곽과 내용의 정
확성, 산지와 하천의 표현 방법, 도로 위에 방점으로 거리를 표현한 것, 군현 경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라는 이름에서‘대동(大東)’
은‘청
구(靑邱)’
, ‘근역(槿域)’
, ‘해동(海東)’
, ‘동국(東
國)’등과 같이 조선을 의미하며,‘여지(輿地)’
는‘수레같이 만물을 싣는 땅’
을 의미한다.
‘도(圖)’
는 전국 지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동
여지도는 우리 국토를 그린 지도라는 뜻이다.

세로 약 30 ㎝이며, 북으로부터 6번째 첩은 16편(片), 21첩과 22첩은 2편의 지도
만 실리는 등 각 첩에 따라 실린 지도의 편수가 다르다.
대동여지도 제1첩 제1편은 지도의 표지 구실을 한다. 여기에는 대동여지도라
는 제명과 함께 발행 연도(辛酉, 1861년)와 저자명(古山子校刊)이 기입되어 있
다. 그리고 편찬 목적과 지도 제작에 있어서의 정확한 측정 원리를 제시한 지도

[그림 28] 분첩 절첩식의 대동여지도

류설(地圖類說), 팔도 행정 통계표, 수도인 경조오부(京兆五部)가 한성 일대와
중심 시가지로 나누어 실려 있다. 경조오부는 당시 한성의 행정 구역으로 5개의
부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경조오부도는 현재 서울특별시 전도에 해당한다. 그리
고 축척을 나타내는 방격표(方格表)는 세로 120리, 가로 80리를 하나의 편(片)
으로 하였다.

계의 표시, 사용한 기호의 범례를 지도표로 제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약적 발전은 그동안 이루어 전해 온 지도 발달의 성과를 종합하여 이를 계승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림 29] 대동여지도 표지 및 방격표

이와 같은 대동여지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동여지도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목판본 지도라는 데에 있
다. 즉 목판본 지도는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도의 보급과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동여지도는 철종 12년(1861)에 처음 찍어낸 뒤 고종 1년(1864)에
재판을 찍었다. 초판과 재판의 간행 부수는 확실하지 않으나 현재까지 남아서
전해지는 것은 5∼6부에 이른다.
대동여지도는 분첩 절첩식(分帖折疊式)의 전국 지도이다. 대동여지도는 우리

[그림 25] 청구도,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소장

나라 전체를 남북 120리 간격으로 구분하여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 해당하
는 지역의 지도를 각각 1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각 권의 책은 동서 80리를 기
준으로 펴고 접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 사람들이 휴대하면서 편리하게 볼 수 있
게 하였다. 여기에서 분첩식이란 우리나라 전체를 모두 22첩에 나누어 수록하였
음을 의미하고, 절첩식이란 각 권의 책을 병풍처럼 펴고 접을 수 있도록 만든 것
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작된 22첩을 모두 펼쳐 연결하면 세로 약 6.7 m, 가로 약
3.8 m 크기의 우리나라 지도가 만들어진다. 지도의 축척은 약 16만 분의 1이다.

[그림 26] 대동여지도 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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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첩의 책에서 동서 80리를 기준으로 접힌 부분의 실제 크기는 가로 약 20 ㎝

[그림 27] 경조오부도

대동여지도의 가장 뛰어난 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현대 지도의 범례에 해당
하는 지도표를 제시한 것이다. 지도표에는 14개 항목, 22개의 기호를 사용하였
으며, 이러한 기호를 통해 좁은 지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기호를 살펴보
면, 영(營), 진(鎭), 성(城), 봉수(烽燧) 등과 같이 군사 관련 기호가 많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도가 국방 및 전시 작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김정호의 생각을 엿
볼 수 있다.

[그림 30] 대동여지도 조견표

1.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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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탐구
기호의 의미
인터넷과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읍치(邑治), 역참(驛站), 목소(牧所), 능침(陵寢), 진보(鎭堡) 등의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자.

한편, 대동여지도에서는 그 이전 지도에서와는 달리 산들을 연결하여 산줄
기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산의 높낮이는 선의 굵기로 구분하였으며,‘산은 물을
가르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山自分水嶺)’
의 원칙을 통해 하천 유역을 중심으
대동여지전도-산맥

로 하는 생활권을 표현하였다.

대동여지전도-하계탑

대동여지전도-봉수망

[그림 35] 대동여지전도의 지도 요소별 분석

[그림 36] 대동여지전도

하천의 경우에는 항해가 가능한 하천은 쌍선으로 표현하였으며, 항해가 불가
[그림 31] 지도표

능한 하천은 단선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 시대 수운 체계를 파
악할 수 있다.

생활 탐구
지도요소별 지도 겹쳐보기

조선 시대의 주요 도로에는 약 30리마다 역참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대동여지

대동여지전도의 지도 요소별 지도를 두가지 씩 겹쳐보고, 마지막에는 3가지 모두를 겹쳐보자.

도에는 수많은 역참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도로는 직선으로 그어져 있으며, 10
리마다 방점을 찍어 어떤 구간이라도 그 거리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하였다.

김정호 옥사설에 대한 반론
김정호는 평민 출신으로 빈곤한 생활 속에서도 오로지 대동여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전국을 두루 답사했을 뿐만 아
니라, 백두산을 수차례 등정했으며, 오랜 각고 끝에 대동여지도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당시 대원군 휘하에 있던 조정은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대동여지도의 원판을 압수하여 불살라버렸고, 김정호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어 끝내
[그림 32] 산줄기의 표현

[그림 33] 하천의 표현

[그림 34] 도로 및 방점의 표현

대동여지전도는 대동여지도를 축소하여 하나로 만든 것이며, 그 축척은 약
90만 분의 1이다. 대동여지전도에 그려진 산줄기, 물줄기, 도로 및 봉수망 등의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김정호의 생애와 대동여지도에 관한 견해는 별다른 비판 없이 전해져 오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일본인들
이 조선 당국이 인재를 아끼지 않는 어리석은 정부라고 비판하기 위해 조작된 견해로 판명되었다. 조작된 근거를 조사
하여 반론을 제기해 보자.

지도요소별로 추출하여 각각을 그려보면 이 지도가 표현하고자 하는 지리 정보
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당시 우리나라 국토의 네트워크
인 수운 체계와 육상 교통 체계 및 통신 체계가 잘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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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상 지도와 통계 지도

│학습 목표│심상 지도와 통계 지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안다.

지리학자들은 개인의 심상 지도와 개인이 자신의 주위공간에 어떤 것을 중요
시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해왔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 고소득자들이 저
소득자들에 비해 심상 지도에 표현하는 공간적 범위가 넓고, 특정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점 등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
다. 이와 같이 소득 수준이 다른 두 계층의 공간 인식이 다른 까닭은 고소득자
들은 교통 수단 선택의 폭이 넓고, 금전적으로 풍부하므로 다양한 지역에 대한

[그림 40] 미국의 고등학생이 그린 세계 지도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은 사회 계층에 따라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관해 인지하는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로스엔젤레스의

│마음 속 지도(심상 지도)│
심상 지도(心像地圖, mental map)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장소

어느 동네 주민들이 작성한 동네 지도이다.

에 대한 이미지를 그린 지도를 말한다. 심상 지도는 개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
욕구 등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실제 측량에 의해 그린 지도와는 차이가 크다.
[그림 41] 일본의 고등학생이 그린 세계 지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그린 자신의 동네 지도를 보면, 고등학생이 그린 동네
지도는 초등학생의 동네 지도보다 넓고 도로나 건물, 지명 등이 비교적 자세하
면서도 정확한 편이다. 이는 심상 지도의 특징이 계속 추가되는 공간 학습 과정
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3] 흑인이 그린 동네 지도

일반적으로 심상 지도를 분석해 보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점이나 장
소 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자세하게 그리는 반면,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제대로 그리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심상 지도는 매우 모호하거나 실제와 매우 다르게 왜곡되어 표현되
기도 하며, 전반적 구성이 잘못된 경우도 있다. 대체로 실제 지도를 많이 접해

[그림 42] 백인이 그린 동네 지도

[그림 44] 스페인계 사람이 그린 동네 지도

보고 지리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그린 심상 지도일수록 실제와 가깝다.
이와 같은 심상 지도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조
사를 시행하였을 때, 심상 지도는 각각의 시설이 주민들에게 지니는 의미와 기
존에 형성된 공간에 대한 보완 및 활용을 위한 기본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주
민을 소득 계층별로 구분하여 심상 지도를 조사할 경우에는 심상 지도를 통해
그 지역을 어떻게 사회적·복지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리고 심상 지도는 장소 마케팅을 위한 계획 수립에 있어서 기본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림 37] 멕시코 초등학생이 그린 세계 지도

[그림 38] 이란 초등학생이 그린 세계 지도

[그림 39] 한국 초등학생이 그린 세계 지도

한편, 심상 지도를 세계 지리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학급 전체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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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씩 차례로 나와서 칠판에 세계 지도 이어 그리기, 일명 릴레이 세계 지도 그

원지도, 선기호를 사용한 등치선도나 유선도, 그리고 면이나 색을 사용한 단계

리기가 그 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어느 고등학교에서 6개 반 학생들에게 릴

구분도 등이 있다.

레이 세계 지도를 그리게 하였을 때에 나타난 공통점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그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반에서 전 세계의 중심에는 자신이 사는 곳이다.
2. 첫 번째 그리는 사람은 반드시 일본을 그린다.
3. 오스트레일리아가 완성되면 다음 주자는 어김없이 뉴질랜드를 그린다.
4.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확실히 잘 그린다. 또한 대부분의 여학생들의
관심사가 북미와 유럽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남학생들은 비교적 세계 구석
구석을 표현했다.
5. 학생들이 가장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은 중국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동
남아시아의 해안선이다.

[그림 45] 점지도

[그림 46] 원지도

[그림 47] 유선도

[그림 48] 도형 표현도 및 단계 구분도

6. 처음 아프리카를 그리는 학생은 어떤 반이건 지나치게 축소해서 표현했다.
7. 역삼각형 모양의 인도는 어느 반이든 누군가에 의해 표현되었다.
8. 북아메리카 남쪽의 중앙아메리카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

릴레이 우리나라 지도
활 그리기
동
릴레이 우리나라 지도 그리기
학급 전원이 한사람씩 이어 나와서 우리나라 지도를 칠판에 그려 완성해 보자.

학급 전원이 한사람씩 이어 나와서 우리나라 지도를 칠판에 그려 완성해 보자.

│통계 지도│

250

Ⅴ 과학과 지리

통계 지도는 다른 종류의 지도보다 훨씬 최근에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도는 지리 통계 자료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데 안성맞춤이다. 이와 같이

19세기에도 몇 장의 통계 지도가 있긴 했지만, 엄밀하게는 20세기 초·중반에

지리 통계 자료를 지도화한 것을 통계 지도라고 부른다. 통계 지도는 자료에 적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다양하고

합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리 통계 자료를 분류한 다음, 점·선·면·색·그림 등을

풍부한 지리 통계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공하게 되면서 다양한 통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 지도이다. 지도의 밑그림으로는 대

지도가 급속하게 발달하게 되었다. 그동안 지리 통계 자료의 처리부터 지도 제

축척 지도나 소축척 지도를 사용하며, 지리 통계를 점기호로 표현한 점묘도나

작까지 모두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무척 힘들고 까다로울 뿐만
1. 지도

251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매우 다양한 통계
지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더불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통계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통계 분
야에서의 변화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크게 기
여하였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과 컴퓨터 시대의 도래로 신뢰
할 만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엔과 다
른 단체들이 이전보다 훨씬 폭넓은 범위의 세계 통계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많

[그림 49] 세계 각 국가별 인구에 비례하여 면적으로 나타낸 카토그램

[그림 50] 1인당 국민총생산(GNP)으로 그려본 세계 지도

은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의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신뢰할 만한 통계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 문맹률, 의
사, 간호사, 치과의사 수, 10대 엄마의 수, 흡연 인구, 군사비 지출, 멸종된 종, 온
실효과를 야기하는 가스배출량, 휴대용 전화수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자료는 모두 웹상에서 무료로 찾아볼 수 있지만 대부분 표에 수치를
일렬로 늘어놓은 것이어서 읽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렵다. 우리

카토그램을 통한 인구 변화 파악하기

나라의 연강수량은 1,245 mm/yr, 1인당 강수량은 2,591 m3/yr이다. 그렇다면

다음 제시된 3개의 카토그램은 각각 2000년 현재 세계 인구, 2050년과 2300년 세계 인구 추정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많은 양인가? 적인 양인가?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지도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장 급격한 인구 증가와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두 대륙을 찾고, 그러한 변화의

까? 오랫동안 그 표를 주의깊게 분석하지 않고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쉽지

원인을 서술하시오.

않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훨씬 알기 쉽게 보여주는
방법은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계 지도의 역할이다.
카토그램(cartogram)은 넓은 의미로 모든 통계 지도를 포함하지만, 좁은 의
미의 번역으로는‘왜상 통계 지도’
이다. 즉 카토그램은 지도의 변형을 통해 통
2000년

계자료의 특징을 표현하는 시각화 방법을 의미한다.
카토그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기본도의 형상이나 지역 간의 연속성을 강조
시켜서 만든 변형된 지도이다. 카토그램은 전통적인 지도와는 매우 다른 이미지
를 주게 되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현상의 공간적 구조를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
낼 수 있다.
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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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시간 값과 위치 값을 갖게 되고, 그러한 정보

2

는 디지털로 저장되어 수신국에 도달되고, 그것을 가공하여 공간 정보로 탄생
된다. 즉, 위성의 렌즈를 깎는 일, 궤도를 변경하고 관리하는 일, 카메라의 자세

지리 정보 시스템(GIS)

각도를 돌리게 하고, 추진체 및 발사체의 연료 전지를 관리하는 등의 일은 우주
기계 공업으로서 공간 정보 산업로 생각해볼 수 있다.
위성 발사의 궁극적 목적은 수집한 정보의 활용이다. 그 예로서는, 하루에도
마흔 여덟 번 구름 사진을 전송하는 위성 본체와 센서는 하루에도 수십 기가의

[그림 51] 한국도 다목적 실용 위성 2호 발사
성공으로 1 m 해상도의 위성 영상을 확보한 국가가
됨.

자료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뉴스에 나
오는 구름 사진으로 날씨 예보에 활용이 된다.

1 GIS와 공간 정보 산업

│학습 목표│공
 간 정보 산업으로서 GIS(지리 정보 시스템,

Geograpic Information System)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안다.

│토목 및 측량 산업으로서의 공간 정보 산업│
토목 및 측량 산업은 매우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토목 및 측량 산업은 기계
를 포함한 수학적 모델을 포함하여, 수준점 측량을 위한 험한 야외 조사에 이
르기까지 온 몸으로 수행하는 업종이자, 건설 산업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근
간이다.

[그림 52] 다목적 실용 위성 5호는 제작 중에
있으며 레이더 센 서까지 탑 재되어 날씨에
상관없이 촬영이 가능함.

GIS는 지리공간적으로 참조가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하고 저장, 갱신, 조정,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 및 지리적 자료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통합체이다. 이런 측면에서
GIS산업을 공간 정보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담겨진 다양한 측면을 찾아
보도록 하자.

│우주 기계 공업으로서의 공간 정보 산업│
그동안 우리는 위성을 발사하고 그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취득해 왔다. 이 때
취득된 정보가 바로 공간 정보의 원시 자료이다. 위성의 눈에 해당하는 센서로
지형지물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대기권, 수권, 암석권, 생물권을 포함하는
모든 대상과 현상의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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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위성 영상을 활용한 3차원 지형 형성 및 모델링은 토목 공사 이전 - 공사 중 - 공사
후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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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및 측량 산업으로 우리는 지형 공간 정보를 가지게 된다. 측량업의 품질
관리 수준은 우주 산업으로의 자료와는 달리 매우 구체적이며, 단계별 품셈이

대상을 가시화시키기도 하며, 공간적 단위별로 관찰 및 통계 자료를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명확히 나타나 있고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중간 산출물 관리까지 오랜 기간에
노하우가 축척된 분야이다.

│서비스 사업으로서의 공간 정보 산업│

지속적인 국토의 변화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에서 지속적인 항공기에

일반인들이 GIS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가장 흔한 사례는 차량

서의 측량과 조사 사업은 필요하다.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항법 장치(내비게이션)이다. 또한 인터넷 포털에서 지도 서비스는 핵심

나가고, 해외의 지도 제작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적인 컨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지리 정보 구축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과 업무적 활용을 넘어서 일반인의 생활 가운데 자리 잡은 공간 정보
가 되는 것이다. 핸드폰과 미니 노트북과 PDA 등의 손 위에서 사용
하는 디바이스 또는 하드웨어의 짧은 라이프 사이클에 비해서 그 이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서의 공간 정보 산업│
지리 정보는 멀티미디어로 손쉽게 분류되기는 하지만, 음악 파일처럼 독립적

외에 서비스되고 있는 지리 정보의 서비스의 진화는 상대적으로 보수
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핵심적인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이다.

으로 하나씩 존재하고 돌아다닐 수 없으며, 그 속성에 대한 정보를 DB와 단독
연결시킬 수 없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3차원의 지표면의 현상을 위치와 연계
되어 표현될 때 타원체와 투영법과 좌표계 등의 복잡한 수식과 모델을 거쳐 표
현되는 결과와 담겨질 속성의 다양성 및 조건을 통한 가공과 재가공의 흐름이
담겨있다.

[그림 54] 3차원 도시경관 소프트웨어의 사례

디바이스에서 저장된 지도 정보는 무선 통신을 타고 부분적으로 다운로드될
수 있는 지도 등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혼재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와 연계되면서 일반 멀티미디어 자료와 위치 값을 자동
으로 연결시켜서 서비스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산업으
로서 공간 정보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결국 공급자가 일방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시간-공간 데이터를 최적의 메모리 용량으로 최고
의 검색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이터를 최적화시킨 덕분에 실
질적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어 물류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
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지능형 교통 정보 체계(ITS: Intelligent

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뛰어 넘어, 고객과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
즉, 일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분론에서 벗어난 프로슈머가((prosumer
= producer(생산자) + consumer(소비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림 55] 휴대전화 속의 지도는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공간정보로서 생활 관리를 위한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Transportation System)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처리 정보 등
은 단순히 공간 정보의 지형지물 데이터만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

친구 찾기 서비스의 사례

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Nate 접속 → 위치/교통/여행 → 친구 찾기 → 허용리스트 관리 → 비밀번호
입력 → 허용리스트 추가 → 전화 이름 입력 → 완료

또한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단위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지식

조사
-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간 정보
산업진흥법’
을 찾아본다. 공간 정보와 지리
정보의 용어가 같이 쓰이면서도 공간
정보가 더 넓게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과 모델 등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연결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는 매개 도구로서

- 항공우주연구원 사이트를 찾아본 후 향후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천문학자는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보듯이, 컴퓨터

10년간의 위성 발사 계획과 미션 활용
범위를 조사한다.

공학자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세상만사를 바라본다고 한다. 그렇게
본다면, 공간 정보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역동적으로 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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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본부터 동네 지도까지

│학습 목표│G
 IS(지리 정보 시스템, Geograpic

Information System)에 기반해서 현재 서비
스되고 있는 지도 서비스를 실제 활용해 보고,
그 가능성을 논의한다.

이와는 달리 전 세계의 지도를 계속해서 탐색하던 나브텍이라는 회사가 있었
는데, 이 회사에서는 전 세계 129개국의 지도를 모두 수치 지도로 확보하게 되
었고, 회사의 가치는 우리나라 텔레콤 회사와 시가가 맞먹는 가치를 인정받았으
며, 모토롤라라는 회사에 흡수 합병이 되었다. 잘 갖추어진 통신 환경에서 지도
를 다루는 웹 기술과 고급 컨텐츠가 융합을 하여 하나의 서비스가 된 것이다.
소비자는 그런 정보의 축척을 위해서 사용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거대한
지구본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GIS 서비스가 있기 이전의 지구본은 책꽂이 위에 또는 과학실 한 귀퉁이에
있는 둥근 지구본을 말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가? 컴퓨터를 켜고 구글이나

기존 지구본은 더 이상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디지털 지구본은 내부

마이크소프트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사이트를 한두 번 클릭하면 둥글고

로 들어가 지구의 내핵과 외핵을 탐험할 수 있고, 시알과 시마의 경계를 살필

멋있는 지구본이 나타난다. 이러한 지구본을 통해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과 지

수 있고, 해저의 대륙붕과 해저 골짜기의 지명을 탐색할 수 있는 3차원의 지구

식과 꿈을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는 스마트 폰에서 손가락으로

본으로 변화되었다.

지구본을 불러와서 돌려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면서, 결국 지구본이 내 손안
에 있는 수준까지 왔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무엇일까? 확대와 축소가 가능해진 점이다. 이것은 바
로 디지털 과학 기술의 힘 덕분이다.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으며, 더 자세히 내

이러한 정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배경을 GIS(지리 정보 시스템)의 발달 과

려가도 위치 값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길잡이 인덱스를 최적화하는 기술까지 포

정으로 한번 살펴보자. 지구의 크기와 형태를 측정하는 측량학의 발전이 1차적

함되었다. 피라미드처럼 모든 그림 자료를 만들어 놓고 맨 위에서는 지구본을

인 기초가 된다. 또한 정확한 시간 측정 기술의 발달 역시 측량학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은 큰 대륙을, 그 다음은 대륙의 일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빼놓을 수 없다. 시계의 발달로 우리는 지구상의 어느 경도에 위치하는지 정확

계속 내려가면 우리 집 동네가 나온다. 위성 사진과 항공 사진으로 촬영된 아파

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360도를 24시간으로 쪼개서 1시간 차이가 15도

트의 옥상이 나오든지, 집 근처 비닐하우스나 환풍기가 달린 돼지 농장의 모습

의 차이로 쉽게 환산이 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십진법을 쓰지만,

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시간은 60진법을 쓰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측정 기술의 발전을 바탕
으로 각 국가에서 통치를 목적으로 하여 종이 지도가 많이 제작이 되었고. 항

기존의 지구본은 작가가 그린 산맥과 하천 등의 그림 위에 주요 도시와 국가

해를 위한 해도도 만들어졌고 수백년 동안 축척된 정보는 컴퓨터의 등장과 함

간의 경계 정도의 설명 글자가 들어있는 수준이었다. 디지털지구본은 연속된 그

께 디지털로 변환된 지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림과는 다른 정보의 층(레이어)을 가지고 있어, 인쇄할 때 흑판을 포함한 4가지
물감의 조합을 통해서 출력이 되고 매끈하게 구에 입혀지는 기술로 가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 : 25000 지형도와 1 : 5000의 지형도를 가지고 여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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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만들 수 있는 수치지도(digital map)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수치 지

하지만 디지털 지구본은 수학적 모델링에 의한 기하학적 모델 위에 몇백 테라

도를 차량용 내비게이션 지도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인터넷 포털에서

바이트의 위성 정보와 같은 그림 정보를 피라미드 구조로 이어지도록 연결시킨

지도의 가치를 새로이 발견하면서, 현재 항공 사진과 위성 사진을 별도의 비용

것이다. 동시에 도로는 도로대로, 하천은 하천끼리, 주요 경계선과 시설물의 명

없이 살펴볼 수 있는 멋진 디지털 지도의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칭이 별개의 층으로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안 보이게도 할 수 있다. 어느 수준으

는 한반도 및 동북아 수준의 지도 서비스를 기획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로 더 자세히 들어가면, 더 상세한 시설물의 명칭이 뜨는 것을 보면서 점과 선

[그림 56] 구글 맵에 관련된 촬영된 장소의
위치를 바로 전송하여 위치에 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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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들어가 있는 정보들도 모두 피라미드 체계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옛날의 지구본은 내가 거기에 뭔가 더 손을 써서 무슨 표시를 해도, 나만의

3 지리 정보 시스템과 지리 정보 서비스 기능 분류해 보기

│학습 목표│공
 간 정보 산업으로서 GIS(지리 정보 시스템, Geograpic Information System)를

서비스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 GIS를 바탕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새
로운 서비스를 도출해낼 수 있다.

공책에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이 타인과 공유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의 디지
털 지구본에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관심사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디
지털 지구본에 학교 앞 유명한 떡볶이 집의 위치를 표시하고, 메뉴판 벽보와 맛
나게 먹고 있는 친구의 사진을 함께 그 위치 좌표에 올리면 다른 친구들도 와서
볼 수 있다. 만나는 장소도 그렇게 찍어 놓고 그 위치 정보를 이메일 주소에 넣
어서 스르륵 보내는 등 지구본 위에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정보 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지구본은 건물이 3차원으로 올라가고, 나무도 올라가고, 초고층 빌딩도
마네킹처럼 올라가는 상황까지 진행이 되면, 지구본 위에서 여행은 실제 방문하
는 여행과는 또 다른 정보와 맛을 선사하는 정보 서비스가 될 것이다.

지리 정보 시스템이란 용어는 지리 시간에 GIS를 풀어 설명을 많이 들었을 것
이다.
그런데 마지막 글자인 S는 시스템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점
차 S를 서비스로 바꾸어 해석하기도 한다.
시스템은 입력기, 출력기, 컴퓨터 본체, 자료를 저장하는 저장 매체 등을 포함
한 하드웨어와 정보를 검색하고 관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강조한
반면, 서비스라고 바꾸어 해석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복잡하고 비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도 약간
의 관심과 노력으로 지리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지구본 여행을 정보 서비스를 통해 알아보자.

내가 한식 조리 기구를 갖춰 맛있는 것을 계속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한

1. 인터넷에서 구글어쓰 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운로드를 실시한다.

식집에서 음식을 필요할 때만 사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

2. 간단한 조작법을 익힌다.
- 왼쪽 마우스 더블클릭 → 지도가 확대된다. 줌 인이라고 표시

구글에서 구글 매쉬업으로 할 수 있는 100가지 목록을 2008년 말에 배포 했

- 오른 마우스 더블클릭 → 지도가 축소된다. 줌 아웃이라고 표시

다. 매쉬업은 으깬 감자를 말할 때 사용하는‘으깨다’
라는 단어 mash와 up이

- 왼쪽 마우스 드래그 → 이동하거나 확대와 축소를 정지한다.

란 단어를 합친 말이다.

3. 지구본이 나오면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의 이름이나 도시명을 입력하여 이동한다.
4. 확대하면서 새로이 나타나는 정보의 수준을 열 단계 및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정보의 양과 종류를 적어보자.
5. 구글어쓰 사이트에서 왼쪽의 지오웹 서비스 부분을 클릭하여 사진이 있는 곳이 나오면 확인해 보고, 그 정보의 객관
성 및 정확성에 대해 논의해 보자.
6. 국내의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등의 지도 서비스를 확인한 후에 구글어쓰 사이트와의 특징을 비교해 보자.

지도를 다른 정보와 으깨서 새로운 맛을 낸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새로운
정보 놀이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글에서 제시한 100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하지만 그냥 목록
보기는 재미 없고 어떤 시각으로 100개를 분류해 보는 것이 좋을지 논의해 보자.

7. 워싱턴 DC 등의 주요 도시로 이동하여, 3차원으로 구성된 기념관과 설명 자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논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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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재 하늘의 구름 바라보기

49.	전 세계 컨퍼런스 콜(전화·화상 회의) 발생 지점 찾기

19.	 지구상의 특정 위치 찾아보기

50.	비즈니스 수행하기 좋은 도시 찾기

20.	전화번호 지역 코드 찾기

51.	 출퇴근 거리 재서 비교하기

21.	 미친 사람처럼 운전하는 경험하기(지도상에서)

52.	 전 세계 시각 찾기

22.	 직장 찾기

53.	우편번호 찾기

23.	 웹캠 위치 찾기

54.	특정 번지수 면적 재기

24.	 내가 움직인 궤적 찾기

55.	자신만의 주제도 만들기

25.	 성경상의 위치 정보 그리기 및 여정 따라가기

56.	자신의 사진을 지도 위에 올려놓기

26.	 결혼식 및 주요 행사장 주변 지도 그리기

57.	 다른 세상에 뭐 있나 돌아보기

(예, 자야 한다 이외의 동물적 욕구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 → 주거공간, 먹고 입어야한다 → 소비 공간,

27.	 전 세계 호텔, 청소년 호스텔 위치 찾기

58.	사람 찾기

일해야 한다 → 노동 공간, 배워야 한다 → 교육 공간, 여러 목적을 위해서는 돌아다녀야 한다 → 교통 공간,

28.	농작물 가지고 그림 그리기 및 봉수대 불피우기

59.	 특정 지역의 날씨 알아보기

여가 및 문화, 종교,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 여가 문화 공간

29.	 이동식 가옥 짓고 세울 수 있는 곳 추적하기

60.	가장 가까운 커피 전문점 찾아보기

30.	우편번호 경계 찾기

61.	 부동산 매물 찾아보기

31.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지역 방문하기

62.	 공항 주변에 주차장 위치 찾기

32.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지도 찾기

63.	조깅할 코스 미리 잡아보기

1.	 세계 맥주 찾기 ------------------------------------------------------ 소비 공간

33.	우체통 찾기

64.	여행 비디오 감상하기

2.	 테러리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 여가 문화 공간

34.	만날 장소 정하고 알려주기

65.	패스트푸드점 위치 찾아보기

3.	 무선 인터넷이 되는 곳을 지도에 표시하기 -------------------------------여가 문화 공간

35.	주변에 아픈 사람 찾아보기

66.	특정 지역에 맥주 전문점 찾기

4.	 위성 안테나를 수신이 잘되도록 위치시키기 ---------------------------------- 여가 문화 공간

36.	세계 유명한 사진을 지도 위에서 바로 찾기

67.	 우편번호 지역에 주요 지역 뉴스 찾기

5.	 우리 동네에 라이브 음악하는 곳 찾기 ----------------------------------------- 여가 문화 공간

37.	 책 이름에 의한 지명 지도 그리기

68.	전염병 발생지 피해 가기

6.	 우편물의 현재 위치 찾기 -------------------------------------- 소비 공간 or 여가 문화 공간

38.	와인 주조장 찾기

69.	교통량이 많은 곳 피해 가기

7.	 한밤중에 지구의 불빛 찾아보기 ------------------------------------------------------ 교육 공간

39.	극한 스포츠 즐길 장소 찾기

70.	 다른 지도와 내 지도 매쉬업 해보기

8.	 전 세계를 직선으로 걸어보기 ------------------------------------------------ 교통 공간

40.	전 세계 10대 멋진 도시 경관 지도 그리기

71.	 교통 위반 카메라 피해 가기

9.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지역 탐험하기 ---------------------------------------- 여가 문화 공간

41.	 맛난 먹을 거리 장소 찾기

72.	 휘발류 값 가장 싼 곳 찾아보기

10.	 2008년 대통령 선거 현황 및 기여도 보기 ---------------------------------- 여가 문화 공간

42.	 특정 도시의 멋진 장소, 방문가치 있는 곳 찾기

73.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정확히 알아보기

11.	 공중 화장실 찾기 ------------------------------------------------------- 주거 공간

43.	두 지점의 거리 재기

74.	 지역별 환율 계산하기

12.	 비행기 번호를 이용하여 현재위치 파악하기

44.	특정 위치의 위도와 경도 알아내기

75.	 살만한 곳 찾아보기

13.	 현재 미국 또는 한국의 비행장의 상태 살펴보기

45.	자신만의 지도 그리기

76.	 지금 해가 떠있나 졌나 도시별로 알아보기

14.	 예상 출발 도착 시간이 늦어진 비행기 스케줄 실시간 살펴보기

46.	가장 빠른 길, 왕복할 수 있는 길 찾기

77.	 스키 리조트 위치 찾기

15.	 전 세계 공항 환승 장소 및 위치 알아보기

47.	 블로그 및 웹사이트에 구글 지도 연결하기

78.	 비행 경로 찾아보기

16.	 집과 아파트 주변의 산책로 찾아보기

48.	특정 장소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79.	 두 공항간의 직선 거리 알아보기

1. 100 things to do with Google Maps Mashups 란 키워드를 통해 100개의 목록을 찾아 한글로 번역해
본다.
2. 100개 중 가장 공감하는 5대 항목을 추천하고, 그 이유를 서로 발표한다.
3. 지리 정보 서비스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다.
4. 즉
 빈도, 업데이트 필요도 두 가지 측면에서 상중하의 좌표계를 만들어 각 항목이 어디에 속하는 지 나누어
본다.
5. 인
 간이 살아가기 위한 6대 기본 기능과 연계할 때, 어느 기능에 속하는 지 확인해 본다.

17.	 주요 도시의 택시 요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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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특정 지점의 해발 고도 알아보기

91.	 최신 해적 놀이와 같은 위험한 스포츠 장소 찾기

81.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장소 방문하기

92.	 전 세계 다이빙 장소 찾아보기

82.	 세계의 유명 골프장 찾아보기

93.	위키피디아 사전에 나온 장소 바로 찾기

83.	특정 지역의 여행 정보 알아보기

94.	UFO 발견 보고 장소 목록 찾기

84.	홍수 모의하고 피해 예측해 보기

95.	메키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곳 찾기

85.	모의 비행기 가지고 날아보기

96.	우리 동네 경매 사이트 찾기

86.	풀 스크린 상태에서 지구 위 날아보기

97.	 비행기 이동시 공기 불안정 지역 및 오염 심한 지역 찾기

87.	 전 세계의 웹캠 위치 찾기

98.	지하철 이동 계획짜기

88.	도서관 위치 찾기

99.	특정 지역에서 택시 비용 미리 계산해 보기

89.	전 세계 항구 찾아보기

100.	영화 촬영 장소 지도 그려보기

4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을 GIS로 모델링하라

│학습 목표│G
 IS로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을 모델링하였을

때의 장점을 이해하고, 가능한 서비스 영역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21세기 지구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를 듣곤 한다. 지구 온난화
부터 시작해서 기상 이변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주제들을 대할 때, 무기력감과 이에 따른 무관심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90.	자신의 물탱크에 고기 낚아보기

전 세계의 여러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무
x축과 y축의 기준을 바꾸어 놓고 서비스를 재 분류해 보자.

엇일까? 재난 재해의 증가, 인구 증가, 도시 지역의 증가, 경제적 갈등의 증가,

앞에서 정리된 100가지 할 수 있는 활동이 미국과 유럽 중심의 활동, 재미를

사회적·종교적 갈등의 증가, 환경 오염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

중심으로 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종의 다양성 감소, 원시의 자연 경관의
감소, 에너지 및 가용 자원의 감소, 서로의 차이를 참아줄 수 있는 관용의 감소

한국적 상황에서 특이하게 정리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일지? 또는 공익적인

등을 꼽을 수 있다.

측면에서 위와 경우와 다른 지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해 보자.
101.	내 주변의 독거노인 위치 찾고 표시하기(마을 센터에 사회 복지과에서 주소를 찾아 위치
좌표로 바꾸어 표시하기)
102.	쓰레기 불법 투기가 심한 곳(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늘 더러운 곳)
103.	깨끗한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불법 노점상 및 인도 점거 사례 사진 찍어 올리기)
104.	깡패에게 돈 빼앗긴 장소 표시하기(우범 지구에 대한 자발적 표시하기)
105.	시험 마친 후 머리 식힐 만한 조용한 장소 찾기(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 수 있는 곳)
106.	불량한 선전 문구를 뿌리는 차량 및 배포자 사진 찍어서 올리기(단속할 손이 없다는 것
에 여러 사람이 단속할 수 있는 사이트 만들기)
107.	주말에 전철 타고 머리 식히러 가지 좋은 곳

[그림 57]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문제 해결과정

108.	5,000원으로 친구하고 맛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집
109.	봉사 활동 청소 구역 나누고 서로 그 내용을 지도에서 공유하기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이런 추상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와 숫자로 그 심각성을 찾아볼 방법을 강구해야 구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이렇게 목록화한 후에 다시 분류해 보면, 우리 생활에 지리 정보를 이용한 실
천적 삶과 공간 이동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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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것이 바로 GIS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난 이후에 우리나라 소방방재청에서는 2000년에 지진
대책 임시 대응반을 만들어 행정가와 지질학자, 전산 기술자, 그리고 건축학자

를 지진에 따른 민감도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를 하였다.
건물 하나하나가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1 km 격자에 벽돌집 몇 채, 콘크리

로 다른 사람들이 대책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상할 때 논의된 핵심 사항 중의

트 건물 몇 채, 5층 이상 건물 몇 채, 내진설계 이전 건물 몇 채 등이 각각 계산

하나가 지진의 강도에 미치는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가 힘들고, 발생 후 1차 피해

되어 격자별 통계를 만들 수 있었다. 인구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센서스 정보와

및 2차 피해를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 때 지리 정보는 서로

주야간 활동 인구 변화 비율을 적용하여, 세 시기의 정보로 격자별 인구수를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

추정하였다. 교통 시설에 관련하여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구간별 통행량 정보

였다.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를 격자에 다시 배치하여 시간적 패턴에 따른 이동량의 정보로 환산하였다.

지진 및 지구 물리학자는 P파와 S파가 지진파가 통과하는 매질의 특성에 따

지진의 2차 피해(누전 및 화재, 감전 등의 2차 시설물 파괴로 인한 피해)에 해

라 속도가 증폭되기도 하며, 상쇄되어 감소되기도 한다는 의견을 내어 놓았다.

당되는 화재 및 시설물 파괴에 대한 것과 재산 가치에 대한 것도 격자별로 누적

하지만 지질도가 전산화되어 어디에 있는지, 그 분류 체계가 어떤 형태로 있는

을 시키면서, 점차로 지진 발생시 지진 강도의 변화식에 대한 공간 모델 결과를

지는 상세히 알 수 없었고 우리나라의 지질 환경하에 관측한 사례는 국지적으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지진 발생 지점의 강도와 발생 깊이에 대한 수치를

로 몇 곳에 제한이 되어 있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예측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넣음으로써 전파 속도를 계산하여, 강도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면을 입체로 표

그 이론을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벽돌식 건물은 몇 퍼센트 파괴가 되는 지에 대한 민감도 곡선식을 만들고자
했으며, 그 피해 정도에 대한 수식은 미국 및 일본의 수식을 사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부 실험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규모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건축
학자는 알지 못하였다. 건물이 파괴되면 내부에 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다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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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구축하여 건물의 건축 연도, 주요 재질에 대한 800만건 이상의 정보

등이 모여서 법적·제도적 발굴 및 필요 정보 체계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 때 서

반면, 건축학자는 어느 정도의 지진에서 슬라브 구조물은 몇 퍼센트 파괴되

266

고, 지질층명과 클래스명을 각각 배정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물 정보

그러면 몇 초 후면 얼마나 흔들릴지에 대한 것은 지구물리학자의 계산 결과
를 격자형 지도에 표시하고, 각 격자의 지진 강도와 가속도는 건물에 대한 피해
정도와 인명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모델 식에 의해 순간적으로 계산되어 질 수
있게 된다. 즉 무조건 도심지역에 피해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설과
피해정도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가 계산되어 나타나게 된다.

나 죽을 수 있는가의 인명 피해 공식도 구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어느 지역에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GIS는 수많은 정보화 사업의 결과물이 위치 정보를 갖

몇 명이 있는지, 지진이 났을 때가 밤이냐, 낮이냐, 출퇴근 시간이냐에 따라 그

게 되고, 다시 전문가의 지식과 공식에 입력 자료로 활용이 되어 지도로 결과물

피해 정도가 너무나도 달라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건축물 관련

을 내어 줄 수 있게 된다. 만약 그 결과를 수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면, 그것

DB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건축학자들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GIS 모델링을 통해 서로의 다른 고민들이 해결되었다. 전국을 단위로

결국 하드웨어와 수많은 지리 정보 데이터를 미리 모델에 맞게 개선하고 계산

한 수치 지질도에는 암석의 강도를 속성으로 갖고 있는 지질도 레이어가 존재하

을 해 놓는 과정과 모델, 데이터와 지도 자료를 구축하는 일을 해 놓음으로써

므로, 약 10개의 클래스로 구분하여 속도가 증가하는 지질층명을 하나씩 표에

지진 발생 후 30초 이내에 피해 예측치가 계산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

채워나갔다. 그리고 전국을 1 km 크기를 가진 모기장(격자)을 씌운다고 생각하

다. 실제 2007년 평창 지진시 지진 발생이후 3초내에 전국의 지진 강도 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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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고, 12초 내에 피해 예측 지도가 만들어진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측 결과는 실질적으로 다음 행동과 대처 요령에 반영되어진다. 예로
서, 평창 지진 때는 소방방재청에서는 12초 이후 만들어진 피해 예측도를 관련
지역에 송출해 주며, 주변의 시·군·구 재해 정보 시스템을 통해 경광등을 울리
고, 관련된 복구 자원 및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재빠른 대응과 복구 노력을 해
낼 수가 있었다.
이 사례처럼 지리 정보는 단순히 지리학의 도구 또는 전산학에서 공간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다루는 특수 분야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전문
성을 지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수학적 모델링, 격자 기반의 확산 모델 등을 이용
하여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격자를 2차원으로 나누어, 대기 오염원의 분포를 예측하
는 모델이 적용되기도 하며, 하천을 따라서는 수질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적

[그림 58] 지진 피해 예측을 위한 과학적 모델과 지리 정보의 융합 활동 사례

용하기도 한다. 유사 사례는 많지만, 지리 정보의 활용성에 대한 핵심적인 기능

지진 발생을 감지하기 위한 감지기는 기상청과 한국전력과 KTX 선로 및 지

을 요약한다면, 여러 정보를 구체적인 장소에서 융합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이

질자원연구원의 각자의 목적에 따른 센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표

며, 이것은 단지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는 수준에서 모델링의 도구를 넘어, 현실

준화된 정보와 실시간 통신망에 의해 취합되어, 살아있는 정보로서 모델에 입

의 문제 또는 향후에 발생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과학자

력 자료가 된다. 즉 센서 정보와 모델, 예측과 대응이 연계되는 지능형 방재 국

의 꿈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한 도구이자 언어로서 지리 정보가 활용이 된다

토의 구축을 위한 실질적 실험실이 이 땅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정

는 점이다.

상 상태를 유지하지만, 땅 속에서 폭파 실험 등의 일이 있을 때는 지진이 없어도
기록을 남기게 된다.

정리해 보기
1. 최근 지진 활동의 증가에 대한 보고서 및 뉴스를 검색하고, 페루의 지진과 아이티의 지진
피해액의 차이와 인명 피해의 차이를 논의해 보자.
2. 지진에 대한 용어와 P파 S파 진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ttp://quake.kigam.
re.kr/earthquake/earthquake04.html 사이트를 참조하여 지진 관측에 필요한 정보와
수식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심층 분석해보자.
3. 국가에서 만든 다양한 지리 정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지리 정보 유통망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자.
4. 인구 분포와 각종 사회 지표를 조사하는 센서스 자료가 지도화되어 표시되는 통계청 통
계 지리 정보 시스템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군·구의 다양한 인구 통계를
살펴보자. 이러한 통계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5. 사진기의 픽셀과 통계적인 편의를 위한 격자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야기 해보자.
6. 행정가 및 일선 공무원들이 지리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사는 시·군의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민원을 지리 정보와 함께 넣을 수 있거나, 새
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자.

[그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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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구촌 과학 기행

할까? 그 어느 과학자도 뉴턴의 업적에 필적할만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우리의

잠깐 상식

여행의 출발점은 뉴턴이 태어나고 자란 바로 그 생가였다.

 만유인력의 사과나무

뉴턴의 생가는 런던에서 북동쪽으로 약 150 km 정도 떨어진 울스소프라는
곳에 있다. 위대한 과학자가 태어나고 자랐으며, 과학 혁명이라 일컬어질 만큼
획기적인 발상을 떠올린 곳이라기에는 우리나라의 어느 시골보다 더 외진 곳이
었다. 주위에는 낮은 산등성이와 푸른 나무들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고즈넉

지구촌 과학 기행은 영국에서 시작하여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이어진다. 영

한 느낌 때문인지 뉴턴이 살던 300여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마저 들었다.

국에서는 뉴턴의 생가를 비롯하여, 그리니치 천문대, 옥스퍼드대학을 방문하였

뉴턴 생가에서 가장 처음 찾아간 곳은 뉴턴이 만유인력의 윈리를 깨닫게 해

으며, 프랑스에서는 퀴리 부인과 파스퇴르의 흔적을, 독일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준 계기가 되었다는 일화가 담겨 있는 사과나무였다. 집 앞쪽의 넓은 풀밭에 여

흔적을 찾아 보았다.

러 사과나무가 있었고, 그 중에서 뉴턴의 사과나무가 뉴턴이 앉아 있던 바로 그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사과나무의
자손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이 바로 그곳이다. 이 사과나무는 오
리지널 뉴턴 사과나무의 4대손이다.
뉴턴이 1665년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과나
무는 1814년 죽고 말았지만 다행히 몇 그루
의 사과나무가 접목되었다. 이 접목된 나무들
로부터 다시 접목된 사과나무 중 몇 그루가
1943년 영국의 큐 가든에 이식되었고, 한국
표준과학연구원에 있는 사과나무는 바로 큐
가든의 사과나무를 접목한 것이다.

자리에 서 있었다. 축 늘어진 가지에서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1

이 사과나무는 뉴턴이 살던 당시의 사과나무는 아니고 그 나무를 꺾꽂이해서

뉴턴의 발자취를 따라서

만든 후손이다.

│학습 목표│뉴
 턴의 일대기를 알고, 뉴턴이 과학에서 남긴

업적을 이해한다.

“선생님, 뉴턴은 어떻게 만유인력을 알아냈어요?”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알아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 사과나무는 아직도 있나요?”

[그림 60] 뉴턴이 태어나고 자란 바로 그 집. 뉴턴은 작은
방 안에서 빛의 성질을 밝히는 실험을 하기도 했다

[그림 61] 뉴턴의 사과나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가 아닐까?

우리는 과학 수업 시간에 수많은 질문을 한다. 그 질문 중에는 교과서에 나
오는 과학 유적이 진짜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있다. 뉴턴(Newton, Sir Isaac.
1642~1727)이 만유인력을 알아냈다고 하는 사과나무는 진짜 뉴턴의 집에 있을

뉴턴은 1642년 크리스마스에 이곳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만들기를 좋아

지, 영화‘다빈치 코드’
에서 주인공이 퍼즐의 열쇠를 알아낸 뉴턴의 무덤 앞에

해 모형을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움직이는 풍차 모형과 밤에 종이등을

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달고 하늘을 나는 연과 같은 장비를 만들기도 했다.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
뉴턴은 과학책에서 매우 많이 나오는 과학자이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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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했다.‘위대한 과학자도 어린 시절에는 장난꾸러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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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서 왠지 친근감이 느껴졌다. 낙서 하나에도 뉴턴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

01 이
 세상에는 사과와 관련된 많은 역사적

아 예사롭지 않았다. 어머니는 뉴턴이 농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사실들이 있다.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자.
스피노자의 사과 파리스의 황금사과 -

뉴턴은 가축들보다는 책에 관심이 많았고, 결국 외삼촌의 조언으로 뉴턴은 케
임브리지의 트리니티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굴절망원경과 반사망원경의 차이
그림은 뉴턴 과학발견센터에 있는 굴절망원경(왼쪽)과 반사망원경이다.

윌리엄텔의 사과 아담과 이브의 사과 -

케임브리지에서 학위를 받은 후 연구원으로 있던 뉴턴은 케임브리지에 흑사
병이 퍼지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집에서 보낸 18개월 동안 뉴턴은 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창조적인 일들을 이곳에서 했다.
뉴턴은 햇빛을 프리즘으로 분해하였고, 중력의 이론을 알아냈다. 그리고 운
동 법칙을 정의했고, 수학의 혁명을 일으킨 미적분학의 원리를 알아냈다. 또, 그

● 굴절망원경과 반사망원경의 차이는 무엇일까?
● 뉴턴이 만든 반사망원경이 굴절망원경에 비해서 갖는 장점은 무엇일까?

가 만든 뉴턴식 반사 망원경의 기초가 되는 많은 작업을 하였다.
집을 나와 둘레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집의 뒤쪽으로는 풀밭이 있었고, 그곳
에 양 한두 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조금 걸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자‘뉴턴 과학 발견 센터(Newton Science Discovery Centre)’
라는 푯말이
[그림 62]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뉴턴이 지냈던 방
앞에 놓여 있는 뉴턴의 사과나무

붙은 곳이 있었다. 안내도를 보니 원래는 헛간이었던 곳을 과학관으로 개조하였
다고 되어 있었다. 이 센터는 뉴턴이 천문학, 수학, 광학, 힘과 운동 영역에서 이
룬 뛰어난 업적을 알리기 위해 2000년 7월에 문을 열었다. 교실 하나 정도 크기

법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프린키피아’
는 모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과 제2편에서는 운동에
관한 일반적 명제를 서술하였고, 제3편에서는 제2편에서 증명된 명제를 근거로
천체의 운동, 특히 행성의 운동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의 헛간 안에는 아기자기하면서도 참신한 장치들이 많이 있었다.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들은 모두 뉴턴이 발견한 업적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할아

뉴턴의 발자취는 왕립학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왕립학회는‘보이지 않는 대

버지, 할머니 자원봉사자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실험 시범을 보이는 모습은 꽤

학’
으로 불리는 보일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임으로 출발하여 그

나 인상적이었다.

후 영국의 과학자 후원을 비롯한 많은 일을 하였다. 뉴턴은 이 왕립학회에서 24
년간 회장으로 지냈다.

뉴턴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과 운동에 대한 연구이다. 그는 그

[그림 63] 뉴턴 과학 발견 센터. 헛간 속에 작은
과학의 세계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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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프린키피아’
라는 책에 적었다. 케임브리지의 휘플 박물관에는 그 원

재미있는 것은 훅의 무덤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는 뉴턴의 머리 위로 뉴턴

본이 놓여 있어 감동의 조우를 할 수 있었다.‘프린키피아’
는 뉴턴이 1687년

의 초상화가 떨어지는 캐리커쳐가 버젓이 왕립학회에 걸려 있었다. 세포의 발견

출판한 저서로 원제는‘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Philosophiae Naturalis

으로 유명한 훅(Hook, Robert. 1635~1703)이 뉴턴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

Principia Mathematica)’
이다.

았다는 에피소드가 이곳에서도 볼 수 있었다.

뉴턴은 이 책에서 물리학 전체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뉴턴의 발자취의 마지막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영국 왕실

운동을 설명한 중력의 법칙과 세 가지 운동 법칙의 정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

의 결혼식과 장례식도 열리며, 수많은 영국 왕과 왕비의 무덤이 있는 이곳에 뉴

혔을 뿐만 아니라, 물리학의 법칙이 실제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턴을 비롯하여 다윈, 돌턴, 맥스웰, 톰슨 등의 과학자들의 무덤도 같이 있다.

[그림 64] 케임브리지 휘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 프린키피아’원본. 그 밑에는 뉴턴의
광학업적과 관련된 프리즘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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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뉴턴의 힘과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보자.

뉴턴은 1727년 3월 20일에 죽고 3월 28일에 이 사원에 묻혔다. 뉴턴의 무덤
은 그의 기념비 바로 앞에 있다. 무덤에는 라틴어로“여기에 뉴턴의 육신이 묻
혀 있다”
라고 적혀 있고, 뉴턴의 기념비에는 뉴턴의 업적과 관련된 자세한 것들

2 시간과 공간의 중심에 서서 - 그리니치 천문대

│학습 목표│경
 도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

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그리니치 천문대가 경
도의 기준이 된 배경을 안다.

이 새겨져 있다. 바로 영화‘다빈치 코드’
에 나오는 그 모습이다. 뉴턴의 비문에
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여기에 지성이 신의 영역에 거의 도달했고, 특별한 수학적인 능력을 지녔으며, 행성의
경로와 모양, 혜성의 경로, 바닷물의 조수, 다른 어떤 과학자도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빛
에 의해 색깔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탐구했던 아이작 뉴턴경이 묻혀 있다. 그는 근면했고,
총명했고, 성실했으며, 자연에 대한 철학적인 설명을 통하여 신의 전지전능함을 밝혔으며,
복음서의 순수함을 그의 방식대로 밝혔다. 인류에게 위대한 광채를 보태준 사람이 존재했
었다는 것을 생명이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는 1642년 12월 25일에 태어났고, 1727년 3
월 20일에 죽었다.”
[그림 65] 왕립학회에 걸려있는 재미있는 그림.
뉴턴이 훅의 무덤을 파헤치고 있는 모습으로 훅과
뉴턴의 대립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면 약 12~13시간 정도
걸린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서 시간을 물어보면 오히려 시간은 과거
로 돌아가 있다. 타임머신이라도 탄 것인가?
최근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친구에게 한낮에 전화를 했는데, 그곳은 밤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이 모든
현상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위치에 따라 시간이 다르기 때
문이다.

정리해 보기

런던 근교에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다. 런던 시내에서 기차나 버스로 30분 정
도밖에 걸리지 않으니 근교라고 할만큼 멀지도 않다. 그리니치 천문대는 말 그

17세기의 과학자들을 조사하고, 뉴턴과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조사
해보자.

대로 천문대로 하늘의 별과 달을 연구하던 곳이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
한 점이 있으니 바로 경도의 중심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구에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위도와 경도를 사용한다. 지구본에
서 어느 위치인지를 보여주는 가로선이 위도이고, 동서 방향으로의 위치를 알려
주는 것이 바로 경도이다. 그리니치 천문대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천문대이지만, 우리가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지구본 위에
그려져 있는 세로선들의 기준선인 경도 0도선이 그리니치 천문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바로 공간의 중심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림 66] 뉴턴의 무덤(바닥)과 기념비. 다윈의
무덤도 뉴턴의 무덤 바로 옆에 있다.

그리니치 천문대는 해양 박물관 뒤편의 그리니치 공원 위쪽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영국에 와서 본 풍경 중에서 가장 푸근한 공원이라고 기억될 만큼 그리
니치 공원은 푸른 잔디 위에 누워 한참을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곳이었다.
그리니치 천문대에 들어서면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앞에 긴 경도선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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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이 경도선을 뒤로 하면 경도선을 통과

할 수 있다. 즉 북극점이나 남극점을 90도, 적도를 0도로 하여 일정한 각도로 나

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문 위에는 밀레니엄

누면 된다. 그러니까 춘분날‘90°-태양의 남중고도’
가 그 지역의 위도가 된다.

시계가 있었다. 이 시계는 2000년 자정에 이곳에
세워져 2000년 이후부터 지난 시간을 보여준다.
맨 위의 숫자는 날, 그 밑은 시간과 분, 초, 100분
의 1초를 나타낸다.

[그림 67] 그리니치 공원. 넓고 푸른 잔디밭을 거슬러 올라가면 구름 밑에 있는 천문대에
다다르게 된다.

자기 나라를 기준으로 지도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같은 지점이라

경이 자오환 망원경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다른 망

위하여 1884년 미국의 워싱턴에서 세계의 25개국에서 41명이 모인‘만국 지도

원경과는 달리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어 특정한

회의’
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경도의 기준으로 삼기로

천체가 지나가는 것을 관측하여 시간을 알아내는

결정하였다.

데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이 지나가는 선
을 기준으로 경도의 기준을 잡은 것이다.

경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경도가 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지 200년이 지난 1700년대에도 바다에서 항

그리니치 천문대는 왕립 천문대(Royal Observatory)이다. 물론 현재는 천문

해하는 것은 아주 위험안 일이었다. 바다의 지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해

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 왕립 천문대라고 부르고 있다. 이 천문

도 망망대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근처에 섬이

대의 역사는 17세기로 되돌아가야 한다.

있다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태양

이 문제는 시계로 해결이 가능하다. 만약 부산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서

지도를 만들어 이것을 이용하여 항해술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당시에는

태평양 한 가운데 있다고 하자. 태양의 위치를 보면 현재의 시간을 알 수 있다.

해상 무역이 많이 발달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바다에서 정확하게 항해하기 위해

만약 부산에서 시계를 차고 출발했다면 부산에서의 시간을 알 수 있다.

도 이러한 천체 관측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중력 법칙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속 관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태양과 달을 비롯한 여러 행성과 항성의 위치 관측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졌는데, 런던에 공해가 심해지면서 더 이상 천문대의 역할을 수행하
기 어려워져 1945년에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1956년 국립해양박물관과 통합
하여 관람객을 받는 관광지이자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어떻게 그리니치 천문대가 경도의 중심이 되었을까? 위도는 과학적으로 설명

[그림 69] 그리니치 천문대의 내부에는 직경이
28인치나 되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굴절
망원경이 있어 천문대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의 고도를 통해서 위도는 알 수 있다. 그런데 경도는 알 수가 없다.

를 만들었는데, 단순히 천체를 관측하기 위함이 아니라 천체를 관측하여 천문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한 지도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유명한 과학자인 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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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위해서 항해 지도를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각 나라들이

고 할지라도 위치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서는 배의 위치를 아는 것이었다. 이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별이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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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부터 유럽에서는 항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지리적인 탐사 활동이 많

이 건물 안에는 망원경이 하나 보인다. 이 망원

1675년 영국의 찰스 2세(Charles II. 1630~1685)는 이곳 그리니치에 천문대

[그림 68] 경도선이 지나가는 건물.
경도선 위에 자오환 망원경이 위치해
있다.

그런데 경도는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정한 것이다.

만약 부산에서의 시간과 현재 위치에서의 시간이 2시간 차이가 난다면 경도
로는 30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지도에서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
지 알 수 있게 된다. 즉, 정확한 시간을 알면 정확한 경도를 알 수 있고 결국 현
재 바다에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도와 시간이 중요
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니치 천문대 안에 시간 전시관이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간의 중심 그리니치 천문대는 또한 시간의 중심인 것이다.
과학자들은 경도 문제를 하늘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이 방법을 월거법이
라고 하는데, 달과 몇몇 별들의 위치를 통해서 경도를 정하려는 것이다. 그리니
치 천문대도 이 월거법을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뉴턴도
3. 지구촌 과학 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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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경도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는 방법이었다.
경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자, 이상한 방법이 소개되곤
했다. 가장 재미있는 방법이 바로‘교감의 가루약’
이다. 17
세기 후반 영국에는 기적의 치료제라고 알려진‘교감의 가
루약’
이라는 엉터리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를 이용하여 시
간을 알아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가루약을 뿌리면 상처가 빨리 아무는데 심한 통증을
나타낸다. 이를 경도 문제의 해결에 사용하는 재미있는 발
상이 나왔다. 바로 개를 이용한 것이다. 상처 입은 개를 배
[그림 70] 그리니치 천문대의 정문에는 한 바퀴가 24시간인 시계가 붙어 있다.
그 밑에는 여러 가지 길이 원기가 붙어 있다.

에 태우고 출항한 후에 런던에 있는 사람이 정오에 그 개
의 상처를 감쌌던 붕대에 가루약을 뿌리면 배에 있는 개가

신음을 내며 울부짖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가 울 때를 보고 런던 시각이 정오
인 것을 알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방법이다. 항해 기간이 오래되면 개의 상처가
아물면 안 되기 때문에 선장은 계속해서 개에게 상처를 내었다는 웃지 못 할 일

간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간의 공을 보면서 자격루를 생각해 본다.
물시계인 자격루(自擊漏)는‘스스로 치는 시계’
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이다.
예전에는 물시계 옆에 있는 사람이 물통 위에 떠오르는 잣대의 눈금을 읽고 북
과 징을 쳐서 시각을 알렸는데 시간을 잘못 알려주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그래
서 세종대왕이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알릴 수 있는 시계를 만들도록
지시했고, 장영실은 삼국시대 이래 전래된 우리 고유 기술에 중국의 물시계와
이슬람의 자동 시보 장치의 원리를 연구하여 1433년에 만들어 내었다.
자격루의 우수성은 이 자동 시보 장치에 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자격루의 가치를 더한다. 자격루가 갖는
가치는 비단 과학적인 사실에만 머물지 않는다. 자격루는 세종대왕이 일반 백성
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려고 하는 노력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시간을 독점하

[그림 71]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의 공. 그 밑에
시간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 그리니치
천문대는 최근 천문 박물관도 개장하여 근처 해양
박물관과 함께 종합과학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 않고 백성들과 같이 하려는 마음이 담겨진 따뜻한 과학적 산물이다.

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천문학자들보다 경도 문제를 더 먼저 해결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존 해리슨
(Harrison, John. 1693~1776)이란 사람으로 그는 정확한 시계를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다. 갈릴레이가 진자의 등시성을 이용한 진자 시계를 이용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였지만, 흔들리는 배 위에서는 시계가 잘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해리슨은 아주 오랜 시간동안의 노력 끝에 아주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 내었
고, 결국 시계를 이용해서 바다 위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격루의 원리
인터넷과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자격루가 어떻게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는지 알아보자.

이런 이유로 그리니치 천문대 내에는‘시간 박물관’
이 만들어져 있고, 그 속에
해리슨의 시계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들이 놓여 있다.
생활 탐구
진자 시계
갈릴레이가 알아낸‘진자의 등시성’
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진자의 등시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시계를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시간 박물관’밖으로 나오면 건물 옥상 위에 커다란 붉은색 공이 매달려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의 공이라고 부르는 시보 장치이다. 이 공은 오
후 12시 55분이 되면 공이 기둥을 따라 절반쯤 올라가게 된다. 1시가 다가온다

최근 복원에 성공한 자격루

는 예보로 3분 동안 중간에 머물다가 꼭대기로 올라가 2분을 머물고 정확히 오
후 1시가 되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템스 강을 지나는 배에서 이것을 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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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스퍼드 과학 산책

│학습 목표│옥
 스퍼드대학 출신의 과학자들의 업적을 알고,

과학의 발전에서 전통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
한다.

[그림 73] 사이언스워크의 첫 번째인 식물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하버드대학, MIT 등과 함께
항상 언급되는 곳이 바로 옥스퍼드대학이다. 영국에서도 옥스퍼드대학은 케임
브리지대학과 함께 대학의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진다.

핼리도 옥스퍼드대학에서 공부하고 교수로 지냈던 과학자였다. 우리가 핼리

총리들이 옥스퍼드대학를 나왔으며 핼리 혜성으로 유명한 에드먼드 핼리(Halley,

으며, 혜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으로 많은 미신을 사라지게 했던 과학자였다. 지

Edmond. 1656~1742)와 물리학자 보일(Boyle, Robert. 1627~1691)도 옥스퍼드대

금은 흔적이 남아 있지 않지만, 핼리가 살았던 집을 찾을 수 있었다.
옥스퍼드 사이언스 투어의 가장 핵심은 옥스퍼드 과학사 박물관과 자연사 박
물관이다.

옥스퍼드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사이언스 워크(Science Walk)라는 프로

옥스퍼드 과학사 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여 전인 1683년

그램이 보인다. 옥스퍼드에 살았던 과학자, 과학과 관련된 유적, 과학 박물관 등

으로 대중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과학관이다. 17세기의 영국 사람들은

12곳을 차례로 소개하는 글이었다. 그 중에는 유명한 곳도 있고, 잘 알려지지

자연에 대한 탐구와 실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결과로 이런 과학관이

않은 곳도 있었다. 걸어서 다닐만한 작은 도시 한가운데에서 지도 한 장을 들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곳에서는 오랫동안 과학 연구와 함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보물찾기 하듯이 과학 산책을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만 같았다.

수많은 강연들이 이루어진 곳이다.

식물원과 페니실린 기념비가 출발지이다.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강력한 항

현대식 과학관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1만여점의 전시물들은 17

생제로 인류를 구한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은 알렉산더 플레밍(Fleming, Sir

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와 중요도에서는 어느 과학관과 비교해

Alexander. 1881~1955)이다. 그 후 옥스퍼드 대학의 두 학자, 언스트 체인(Chain,

서 작지 않다. 노벨상을 받는데 기여한 실험 기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Sir Ernst Boris. 1906~1979)과 하워드 플로리(Florey, Howard. 1898~1968)가
순수한 페니실린을 정제해 내어 페니실린을 약으로 널리 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옥스퍼드대학에 기념비를 세워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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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을 찾은 듯 기뻤다.

혜성으로 잘 알고 있는 핼리는 뉴턴 역학의 정당성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

학 내 과학사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이 역사가 깊은 곳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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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금 그 연구실은 남아 있지 않지만, 건물 벽에 붙어 있는 기념판만으로도

철의 여인으로 이름 높은 마거릿 대처와 블레어 전 총리를 비롯한 많은 영국의

학 에서 연구를 했었다. 무엇보다도 옥스퍼드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대

[그림 72] 홈페이지에 실린 사이언스워크 지도

[그림 74] 페니실린의 정제를 기념하는 기념비

[그림 75] 보일과 훅이 연구했던 연구소
가 있던 곳. 벽에 그 정보를 알리는 글이
적혀 있다.

한 가지 재미있던 전시물은 해시계이다. 다양한 디자인을 가진 오래된 해시계
들이 상당히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나라의 앙부일구도 있다. 앙
부일구의 설명에는“이 해시계는 1880년대 만들어진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일

사이언스워크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 명의 과학자 이름이 있었다. 보일, 훅,

반인들이 15세기부터 이러한 해시계를 사용했었다”
고 적혀 있다. 해시계가 굉

그리고 핼리이다. 훅은 보일의 조수로 이 옥스퍼드대학에서 연구를 했었다. 비

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앙부일구에 대한 가치가 높지

[그림 76] 핼리가 살았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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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옥스퍼드 과학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들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과학적인 가치는 물론 일반인들이 널리 사

휩싸였다. 1860년 영국 과학 발전 협의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창조론과 진

용할 만큼 우리나라의 과학이 생활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화로의 싸움을 붙였는데 그때 다윈 대신에 참가한 토마스 헉슬리가 판정승을

한편으로는 널리 자랑할 만하다.

거두어 진화론이 영국 내에서 많이 퍼지게 되었다.

옥스퍼드 과학사 박물관에서 가장 반가운 것은 실험 기기나 책이 아닌 칠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였는지 벽 한쪽에 넓은 부분을 다윈이 비글호를 타고

에 쓰인 몇 줄의 공식이다. 지하 공간에 수많은 실험 기기들을 바라보는 한쪽

썼던 일기와 각종 수집품은 물론, 창조론과 싸울 당시의 각종 기사들이 커다란

벽면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왜 반가웠냐하면 이 공식을 쓴 사람이 바로 아인슈

다윈의 초상화와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타인이었기 때문이다. 1931년 아인슈타인이 옥스퍼드에서 강연을 하였을 때 쓴
것인데 이 칠판이 지금도 옥스퍼드 과학사 박물관에서 자랑할 만한 전시물인
것을 보면 아인슈타인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
과학사 박물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옥스퍼드대학에서 자랑할 만
한 곳 중 하나인 자연사 박물관이 있다. 옥스퍼드 자연사 박물관의 내부는 유리
로 만들어진 지붕 아래에 멋진 아치형 건물이 담겨진 아름다운 건물로 구성되
어 있다. 처음 주위를 둘러보고 재미있던 것은 건물의 기둥이 모두 다른 암석으
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커다란 30개의 기둥들 사이에는 역사적으
로 유명한 과학자들의 동상들이 자리 잡고 있어 과학자들 사이에서 관람을 하
는듯한 느낌을 준다.

[그림 78] 아인슈타인이 강연을 할 때 남긴 글

[그림 80] 옥스퍼드 자연사.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도도새
전시물

옥스퍼드 자연사 박물관은 규모면에서는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 미치지 못하
지만 대학 내에서 연구하고 수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전시하였기에 다른 곳에
서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걸어서 돌아다닐만한 크지 않은 공간 속에 과학과 관련된 많은 유적과 박물
관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웠다. 사실 우리 주위에도 과학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과학이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과
학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많은 산물들이 과학과 관련이 있다. 서울

[그림 81] 자연사 박물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룡의 골격 전시물

도심에만 해도 하루 코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과학 명소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
다. 우리도 우리만의 사이언스워크를 만들어 보자.

옥스퍼드 자연사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재미난 전시물은 도도새이

[그림 82] 런던 근교에 위치한
다운하우스. 다윈은 이곳에서
머물며 ‘종의 기원’을 집필했다.

다. 도도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살던 새였는데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
연스럽게 날개가 퇴화된 새였다. 그런데 평화롭게 살던 이 새에게 닥친 재앙은
바로 사람이었다. 사람이 이 새를 많이 잡어 먹었고, 가축들이 알을 뺏어 먹기
도 하고 가축이 옮기는 병에 걸리기도 하면서 도도새는 1663년 이후로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옥스퍼드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도도새의 골격 표
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화재로 손실되고 일부만 남아 있다.
2층 전시물들 사이에는 익숙한 모습의 과학자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진화
론의 창시자인 다윈이다. 다윈은 옥스퍼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데, 그것은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이 벌어진 장소가 바로 이곳 옥스퍼드였기

나만의 사이언스워크 만들기
● 작게는 내가 사는 지역, 크게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사이언스 워크를 만들어보자.
● 약 10곳 이상의 지점을 찾아 지도 위에 표시하고 간단한 정보를 표시하여 A4지 한 장 분량의 안내문을 만들자.

때문이다.
[그림 79] 옥스퍼드 자연사 박물관의 전경.
해리포터에 나오는 학교같이 고풍스럽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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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이 진화론의 내용이 담긴‘종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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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여자 과학자 마리 퀴리의 자취를 찾아서

│학습 목표│퀴리 부인이 위대한 여성 과학자로서 어떤 생애

를 가졌는지 알고, 그가 남긴 과학적 업적을
이해한다.

그 열정이 숨겨져 있는 장소에는 작은 박물관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은 마리
퀴리는 물론 피에르 퀴리의 업적과 관련된 많은 전시물들이 있었다. 피에르 퀴
리는 부인의 업적에 가려져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피에조 전기 현상이나
자석을 가열하면 자성을 잃어버리는 온도인 퀴리 온도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마리 퀴리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 우라늄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
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은 어떤 광물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방사선이 나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과학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퀴리 부인이요.”
아마 위와 같은 대화는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상 그녀만큼 업적이 대
단할 뿐만 아니라 유명했던 여성 과학자도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여자들이 과
학자가 되는 것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는 것을 관찰하고 그 원소의 추출에 온갖 힘을 다하였다.
무려 8년동안 우라늄광의 찌꺼기들을 처리해서 폴로늄과 라듐이라는 이전
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원소를 찾아냈다. 이 업적으로 1903년 마리 퀴
리, 피에르 퀴리는 베크렐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그리고 피에
르는 소르본느대학의 교수, 마리는 연구실 주임의 자리를 얻게 되었다.
생활 탐구

그런데 많은 역사책에서 나오는“퀴리 부인(Curie, Marie. 1867~1934)”
이라

[그림 85] 파리 6대학의 이름은“피에르와 마리 퀴리
대학”이다. 이 대학에서 두 부부의 동상을 발견할
수 있다.

는 표현은 실로 어색하기 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조

퀴리 가족이 수상한 노벨상이 어떤 업적에 대해서 시상을 한
것인지 조사해 보자.

차 알지 못한다.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가 공동으로 수상한 노벨상. 퀴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녀는 프랑스의 과학자이지만, 태생은 폴란드였다. 후에 그녀가 발견한 원소

?
잠깐 상식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의 노벨상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가 노벨상을 탔다
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
다. 마리는 그 후 또 하나의 노벨상을 탔다.
그리고 두 부부의 딸인 이렌도 어머니의 뒤
를 이어 노벨상을 탔으며, 이렌과 결혼한 퀴
리의 사위 졸리오도 비슷한 연구로 노벨상을
탔다. 2대에 걸쳐 모두 5개의 노벨상을 탔으
니 정말 놀라운 가족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인 폴로늄은 그녀의 조국인 폴란드에서 따온 것이다. 청운의 뜻을 품고 파리로
유학을 와 여성이자 외국인이라는 편견 속에 고생을 한 그녀. 일찍이 남편을 여
[그림 83]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의 업적을 기려
만든 작은 박물관

위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낸 어머니이자 놀라운 과학의 업적을 이룬 과학자. 어

그러나 기쁨도 잠시 동안 뿐이었다. 피에르 퀴리가 교통 사고로 죽었기 때문

느 남자 과학자도 그녀만큼 놀라운 성과와 따뜻한 인간애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이다. 영화‘뽕네프의 연인들’
로 유명한 파리의 센느강에 있는 다리 근처에서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이다.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으리
라. 남편인 피에르 퀴리와 결혼해서 성을 퀴리로 바꿨기 때문에 그녀의 정식 이
름은“마리 퀴리”
이다.
마리 퀴리의 자취를 찾아서 처음 방문한 곳은 르몽드 거리의 학교였다. 마리
퀴리가 박사 논문 주제로 삼은 연구를 할 만한 장소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림 84] 피에르 퀴리가 근무했던 학교. 이곳에서
크게 숨을 들이키면 마리퀴리와 피에르퀴리가
숨쉬었던 그 공기 한 두 분자쯤 들어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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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운명을 달리했다. 영화 속에서는 아주 멋진 영상으로 기억된 그 다리
가 마리 퀴리에게는 고통의 다리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마리 퀴리는 피에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슬픔에 잠겨 있지 않고 계속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였다. 여자의 몸으로 두 아이를 돌보면서 그렇게 놀라운 성과를
올린 점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대단하다.

그녀는 피에르 퀴리가 근무하던 물리 화학 학교의 조그만 창고를 실험실로 쓸

그녀는 숙원이었던 연구소인 라듐 연구소를 설립했고 여기에서 연구를 수행

수 있었다. 몇 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광물로부터 불과 수 데시그램 정도의 라

하였다. 지금 그 연구소는 퀴리 연구소로 이름을 바꾸었고, 마리 퀴리가 연구하

듐을 발견하기 위해서 마리 퀴리는 실험에 온갖 열정을 다 쏟았다.

던 곳은 퀴리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림 86] 파리의 과학관‘발견의 전당’에
전시되어 있는 퀴리의 가계도. 퀴리 부부의
증손자까지도 천체 물리학자일만큼 온 가계가
과학자 집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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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리 박물관을 찾기 위해서는 퀴리 박물관이 있는 길을 찾으면 된다. 길의 이

잠깐 상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열 가지

름도 매우 쉽다.“Rue Pierre et Marie Curie”우리나라 말로 하면“피에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열 가지’
란
책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실험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손꼽힌 푸코의
진자 실험이 바로 팡테옹에서 시연되었다.

퀴리와 마리 퀴리의 길”
이라고 할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더니 퀴
리는 죽어서 연구소, 박물관은 물론 길까지 만들었다.
퀴리 박물관은 마리 퀴리가 업무를 보던 집무실, 작은 실험실 그리고 그녀의
[그림 87] 파리의 시떼 섬을 남북으로 연결
하는 다리인 뽕네프(Pont-neuf). 우리말로
하면‘제9센느교’라고 할까? 아름다운 다리의
건너편에는 퀴리의 아픔이 묻어 있다.

[그림 90] 마리 퀴리가 실험하던 실험실

소장품과 업적을 전시해 놓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녀의 명성에 비하면
조금 작은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녀의 성품을 보았을 때 오히
려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다.

[그림 91] 퀴리 부부가 사용하던 노트에는
아직도 많은 양의 방사선이 나오고 있다.

마리와 피에르가 연구하던 그 환경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환경이라는 것을 증
명하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실험노트는 납이 포함된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
었지만, 지구상에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
었다. 그런데 푸코의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한
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구의 자전을 눈으
로 확인할 수 있던 것이다. 높은 천정에 매달
린 진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역
사적인 건축물에서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부럽다는 생각을 해본다.

유리 속에 보관하고 있으며 마리가 사용하던 실험 기구나 실험 테이블 등도 모
그녀의 소박함은 박물관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한 가지 소원’
이라는 신문 기
사에서 볼 수 있었다. 미국의 한 잡지 편집장인 윌리엄 멜로니가 마리 퀴리를 인

두 비슷한 모양의 새것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실제로 마리 퀴리도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그 원인이 아마도 방사능에 대한 연구 때문이었을 것이다.

터뷰하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었더니, 마리는“연구하는데 필요한 라듐 1그
램”
을 갖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재미있으면서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위험하다고 알려진 방사능 물
질이 옛날에는 좋은 것으로 잘못 알려진 적이 있다는 것이다. 라듐의 방사능으

[그림 88] 길 이름에 붙은 퀴리 부부

최초로 라듐을 분리하는데 성공한 피에르와 마리는 자신들의 업적을 특허로

로 인하여 질병 치료에 사용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라듐을 화장품에도 넣었다고

제한하지 않고 모두 공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고 그녀

광고하기도 하였다. 박물관에는 그 광고판까지 전시해 놓고 있었다. 과학이 잘

스스로는 부유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

못 사용된 하나의 예라고 볼 수도 있었다.

그 후 미국에서는 모금 운동도 벌어졌고, 마리는 미국의 하딩 대통령으로부

퀴리 박물관을 나와 시내로 돌아오면서 팡테옹에 들렸다. 팡테옹에는 프랑

터 라듐 1그램을 받았다고 한다. 물론 그녀는 그 라듐을 혼자서 사용하지 않고

스를 빛낸 여러 위인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곳에서 피에르와 마리 퀴리를 찾을

수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사용했다고 한다.

수 있었다. 그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다.

퀴리 박물관은 가이드 투어를 실시하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에는 영어 가이드
투어가 있어 이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마리 퀴리의 집무실에는 마
리가 사용하던 안경도 비치되어 있어 이를 쓰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쁨도 누
릴 수 있었다.

퀴리 박물관(Curie Museum) 홈페이지를 찾아
박물관에 대한 정보, 마리 퀴리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정리해 보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이 있던 곳은 마리가 실험하던 실험실이었다. 실
험실의 벽에는 작은 찬장이 있었는데, 유리 속에는 마리와 피에르가 실험할 때
사용하던 실험 노트가 들어 있었다. 가이드가 유리창을 열고 방사능 정도를 측
정하는 가이거 뮐러 계수기를 실험 노트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상당히 많은 양
[그림 89] 라듐이 들어갔다고 광고하던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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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사능이 나오고 있다는 표시로“삐 삐 삐~”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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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프랑스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학자, 파스퇴르

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파스퇴르 연구소(Institut PASTEUR)’
이다.

 프랑스 거리

│학습 목표│파
 스퇴르의 업적이 인류에 공헌한 바를 알고,

파스퇴르가 존경받는 이유를 이해한다.

잠깐 상식

│생명 연장의 꿈, 파스퇴르 연구소│
파스퇴르 연구소는 파스퇴르 역에서 불과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의생
물학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파스퇴르의 후광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현

프랑스에는 유독 과학자의 이름을 딴 거
리가 많다. 퀴리, 게이 뤼삭, 앙페르, 파스칼,
라플라스와 같이 유명한 프랑스 과학자의 이
름을 딴 거리와 역, 광장도 있고, 뉴턴이나
갈릴레이, 다빈치와 같이 다른 나라 과학자
의 이름을 딴 곳도 많다.

재에도 수많은 의생물학 업적을 쏟아내고 있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연구소이다.

│프랑스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학자│

1888년에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에도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가 있는 것처럼 세
계 곳곳에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학에서는 최고를 달리고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는 누구일까? 누구는 마리 퀴리를 이야기하
기도 하고, 라부아지에(Lavoisier, Antoine-Laurent. 1743~1794)를 떠올리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곳은 파스퇴르가 만든 곳으로 노벨상 수상자만해도

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프랑스인들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는 바로 파스

8명이나 배출하였고, 에이즈 바이러스를 처음 찾아낸 곳도 이곳이라고 한다. 한때

퇴르(Pasteur, Louis 1822~1895)라고 한다. 프랑스 사람들의 파스퇴르에 대

광고 속에서 많이 나왔던‘메치니코프’
도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배출한 과학자이

한 존경심은 단순한 것은 넘어서 거의 숭배에 가깝다. 프랑스에는 공산주의자도

다. 왠지 파스퇴르와 요구르트/우유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인 것만 같다.

있고, 허무주의자도 있고, 무정부주의자도 있을 만큼 자유스러운 나라지만‘반
[그림 92] 파스퇴르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
들이 몰려들었을 정도로 프랑스인의 사랑을 받은
과학자였다.

(反)파스퇴르주의자’
는 없다고 한다. 그만큼 파스퇴르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인
정을 받고 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는 인류의 30대 과학자를 소개하면서 갈릴레이, 뉴턴,
다윈 등과 함께 파스퇴르를 선정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파스퇴르’
라고 하면 우유나 요구르트를 떠올리는 것이 먼저이다. 조금 과학에 대하여 관
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광견병을 퇴치하는데 공로가 있는 과학자 정도라고 기억
할 것이다. 사실 맞는 말이다. 왜‘파스퇴르 우유’
에 파스퇴르라는 과학자의 이
름이 붙어 있는 것도 이유가 있으며, 파스퇴르가 광견병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것도 맞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학자인 파스퇴르를 찾는 것을 전철 노선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지하철 역 이름이 파스퇴르 역으로 된 곳이 있기 때
문이다. 이곳에는 무엇이 있길래 파스퇴르 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장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길을 나선다.
지하철을 나서 지상으로 올라가면 온갖 곳에서‘파스퇴르’
의 이름을 발견할

[그림 93] 파스퇴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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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길 이름도‘파스퇴르 길’
이고,‘파스퇴르 호텔’
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의생물학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파스퇴르의 업적도 이것과 관련이 깊다. 파
스퇴르가 한 과학적 업적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광견병 백신에 대한 연구
다. 광견병은 세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그 당시의 광학
현미경으로는 관찰할 수 없어 해결 방법이 난해했다.
파스퇴르는 많은 연구 끝에 광견병으로 죽은 토끼의 척수를 꺼내서 공기 중
에서 말리면 독성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척수를 개에게 투여하
면 광견병에 걸리지 않는데, 점차 더 강한 독성을 가진 토끼의 척수를 개에게

[그림 94] 세계 최정상의 파스퇴르 연구소

투여하면 이 개는 광견병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 바로
백신을 만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사람에 대한 실험은 거의 실행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백신
을 사람에게 주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었다. 파스퇴르는 생명을
연장하려는 강한 의지로 두 소년에게 주사를 놓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
후 두 소년은 나중에 파스퇴르 연구소의 경비원으로 지냈다고 한다. 세계 2차
대전 때 파리를 점령한 나치군이 파스퇴르 박사의 연구실 열쇠를 요구했을 때
목숨을 바쳐 지켰다는 일화가 있다.

[그림 95] 파스퇴르 연구소의 한쪽에
자리잡은 파스퇴르 박물관 앞에 있는
파스퇴르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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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열정을 바친다│
파스퇴르 연구소 안에는 파스퇴르 박물관이 있다. 파스퇴르가 이곳에서 거

앞에서 파스퇴르가 우유나 요구르트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다.

주하면서 실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과 연구에 대한 많은 전시물들이 담

사실 그가 요구르트를 직접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렇지만 파스퇴르가 가

겨 있었다. 파스퇴르가 잠자던 방과 거실에는 파스퇴르가 직접 그린 가족들의

장 노력했던 연구 중 하나가 와인에 대한 연구이고, 와인이 발효를 통해서 만들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파스퇴르가 직접 자신의 실험 기구를 모두 만들어서 사

어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관련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손재주가 담겨 있는 것처럼 아주 솜씨 좋은 화가의 솜씨
같았다.

[그림 96] 박물관 입구에 전시되어 있던 포스터.
파스퇴르의 광견병 관련 업적을 나타내고 있다.

│와인과 우유 그리고 파스퇴르│

파스퇴르가 애국자라고 한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오늘날에도 와인하면 프랑
스를 떠올리는 것처럼 와인은 프랑스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였다. 그런데 와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파스퇴르가 사는 집이 실험실과 같이 있다는 사실이었

이 부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와인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와

다. 그는 집에 실험실이 있다는 것이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원할 때 실험실을

인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고, 파스퇴르는 와인이 부패하는 원인이 미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 갖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한

생물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다. 40세 중반에 이미 뇌졸중에 걸려 손이 차츰 마비가 될 정도였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실험을 수행했다고 하니 열정이 아니라 광기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원인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알아냈는데, 약 55 ℃도에서 한 시간 정도

?
잠깐 상식
 파스퇴르 무덤
파스퇴르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 파스
퇴르의 70세 생일 때 대통령까지 참석한 대
대적인 축하파티까지 한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팡테옹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파스퇴르의 무덤은 팡테옹에 있지
않고 파스퇴르 박물관의 지하에 안장되어 있
다. 처음에 노틀담 성당에 안장되었다가 박
물관이 완성되자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파스퇴르의 무덤은 마치 박물관 같은 느낌
이 들 정도로 화려한 모습을 자랑한다. 프랑
스의 유명한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참여하
여 파스퇴르의 업적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양
들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만들어 놓았다.

열처리를 하면 해로운 미생물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알아냈다. 이를 우리
파스퇴르의 실험 도구를 전시해 놓은 곳에는 그가 직접 만든 다양한 실험 도
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과학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을만한 익숙한

는‘파스퇴르 저온 살균법’
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열처리 방법은 우유, 치즈 등
부패하기 쉬운 다른 제품에도 응용이 되고 있다.

실험 도구는 백조목 플라스크였다. 플라스크의 목을 길게 늘어뜨린 모양의 플
라스크다.

우유의 경우를 들어보자. 젖소에서 나온 우유를 그냥 마시면 그 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세균때문에 쉽게 부패될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릴 수 있다. 이 세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미생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물들이 자
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고 믿었다. 파스퇴르는 이와 같은‘자연 발생설’
을 믿지
않고 공기 중에 있는 작은 미생물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는 자
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백조목 플라스크를 만든 것이다.
[그림 97] 파스퇴르 실험실

파스퇴르는 백조의 목처럼 S자 모양의 휘어진 부분에 있는 액체에 먼지가 걸
러져서 플라스크 안에 있는 설탕을 넣은 효모액에서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음을

균을 열을 가해서 죽이는 것이 바로 살균이다. 살균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우유는 약 130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약 2초간 살균하는 고온 살균법을 이용한 우유, 약 63 ℃정도에서 30분 정도
살균하는 저온 살균법을 이용한 우유, 그리고 초고온으로 살균하여 완전히 균
을 없애버린 멸균 우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저온 살균법이 바로 파스퇴르가
와인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보여주었다.

생활 탐구

생활 탐구

파스퇴르가 백조목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자연 발생설을 반박하고 자신의 학설을 주장할 수 있었던

파스퇴르와 같이 인류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한 과학자들을 조사하여 과학이 인류에 어떻게

것은 어떤 원리인지 알아보자.

공헌하는지 발표한다.

[그림 98] 파스퇴르가 직접 만든 백조목 플라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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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일에서 찾아보는 아인슈타인의 발자취

│학습 목표│아
 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하기 전, 어떤

과학적 업적을 남겼는지 알고, 그가 남긴
과학적 업적을 이해한다.

│신비의 도시 울름│
아인슈타인이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한번쯤은 생각해본 질문
이다. 뉴턴의 경우에는 뉴턴 생가가 멋지게 잘 보존되어 있고, 지
금은 과학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비교적 가까운 시
대에 살고 있었던 아인슈타인이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남아
있으리라. 백과사전에서 아인슈타인의 태생지가 독일의 울름이
라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울름으로 향했다.

수업 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 누굴까 물어보면 거의 십중
팔구 아인슈타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과학자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하면,
부스스한 흰머리의 아인슈타인과 비슷한 사람을 그린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은 우리에게 전형적인 과학자의 상을 떠올리게 하고 가장
대표적인 천재로 각인되어 있다.

[그림 99] 세계에서 가 장 유명한
시사지인‘타임’ 은 1999년 12월
31일자 마지막 호에서 20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아인슈타인을
손꼽았다. 공교롭게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TIME)과 공간에
관한 연구이다.

[그림 100] 비밀에 쌓인 도시 울름

에 속해있었지만, 지금은 한적한 시골 마을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 특히 아인슈
타인의 생가를 찾아 나선 그 날,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울름 중앙역에 도착했
을 때에는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법사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이 짙은 안개에 가득 차 있는 역 앞에는 빨갛고

화되기까지 하여 시사주간지‘타임’
에서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파란 옷을 입은 사람, 마법사 빗자루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만이 지나가고 있었

아인슈타인을 손꼽았다.

고,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중세 시대의 마을에 도착한 것만 같

이처럼 아인슈타인처럼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과학자도 드물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아인슈타인의 업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는 못한
다. 노벨상을 탄 물리학자이지만, 어떤 업적으로 노벨상을 탔는지 아는 사람도

사람들은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열손가락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그만큼 아인슈타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과학자이면서 또 그만큼 신비에 싸
여 있는 과학자이다.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생을 마감했다. 대학을 스위스에서
다녔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을 어떤 한 곳에서 묘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가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많은 업적을 이루어낸 독일에서의 삶을 따라가 보
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촌 과학 기행의 마지막 여행지로
독일에서 아인슈타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Ⅴ 과학과 지리

에 있는 도시이다. 아주 오래 전에는 독일 내에서 제법 큰 도시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과학자가 아닌 신의 영역에 도달한 사람으로까지 신격

많지 않다. 아인슈타인의 업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상대성 이론인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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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름은 독일의 뮌헨에서 기차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곳

은 느낌이었다. 이날이 울름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마을의 독특한 의상을 입고 온 특별한 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상
당히 놀라고 재미있었다. 마치 아인슈타인의 엉뚱한 천재성과 억지로 관련을 지
으려는 생각도 들었다.
아인슈타인은 1879년 3월 14일 울름에서 태어났다.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바
로 그 장소는 울름 중앙역에서 불과 2~3분 거리에 있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그림 101] 아인슈타인 생가가 있던
자리 에 놓인 기념탑

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벌어졌을 때 파괴되었다고 한
다. 인류의 위대한 과학자의 유산이 그렇게 전쟁의 포화 속에 소실되었다는 것
은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에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1879년 3월 14일에 태어난 집이 있었다.”
아인슈타인의 위상을 생각하면 상당히 초라한 느낌이 들 정도로 간결한 글이
었다. 독일 사람들의 합리성을 떠올리기도 하고, 미국으로 망명한 아인슈타인을

[그림 102] 기념탑 근처에는 청동으로
만든 아인슈타인의 부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인도의 캘커타 예술협회에서
기증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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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었다.

넣었던 것이다.‘약속의 창문(window of
promise)’
라고 불리는데 빛나는 별 주위

│울름에서 아인슈타인 찾기│
울름시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울름 시내에서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소를 소개해 주고 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 그 장소들을 찾아 나섰다. 아인
슈타인 생가가 있던 장소에 있는 기념탑과 부조는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로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등의 과학자의 이
름을 새겨 넣었던 것이다. 이름이 적인 창
의 오른쪽 두 번째 옆쪽 유리창에는 아인
슈타인의 공식 E=mc2도 적혀 있다.

그 다음으로 찾아 나선 것은 아인슈타인의 샘이다. 미사일 모양의 기둥 위에
[그림 103]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본딴 샘

달팽이 속에 아인슈타인이 우스꽝스러운 얼굴로 장식되어 있었다. 아인슈타인

[그림 106] 울름 대성당의‘약속의 창문’

의 모습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혀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진은 1951년 그의 72번째 생일에 찍은 사진이다. 오랜 시간동안의 인터뷰
를 끝내고 차 뒷좌석에 앉았지만, 기자들이 계속 질문과 포즈를 취하기를 요구하
였고, 아인슈타인은 이런 포즈를 취해주었는데 한 사진사(Arthur Sasse)가 그
순간을 잘 포착하였던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한다.

다음은 아인슈타인과 광전 효과에 대한 글이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상대성 이론에 대한 업적 때문이 아니다. 그는 광전 효과에 대한 연구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울름 시내의 한 유치원에 있는 참새 모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울름의 성당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250개의 참새 모형 중에 하
나로 날개 안쪽에 그 유명한 공식인 E=mc2이 적혀 있었다.
‘E=mc2’
이란 공식은 네 번째 논문인 특수 상대성 이론에 덧붙여 3장짜리
[그림 104] 아인슈타인 사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논문을 추가한 것에 실린 것이었다. 어떤 물체의 질량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
한 값이 에너지와 같다는 의미를 나타낸 식으로 빛의 속도는 엄청나게 크기 때

노벨상을 받았다. 광전 효과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카메라이다. 디지털 카메라 속에 필름 역할을 하는 CCD(Charge Coupled
Device)가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CCD는 손톱만큼 작은 반도체 소자인데, 광전 효과의 원리와 같이 빛을 받았을 때 전자를 내놓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전자를 이용해서 정보를 기록하여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이밖에도 빛을 감지하는 대부분의 장치들에는 광전
효과를 응용하여 만든 것이다. 도난 경보 기나, 자동문, 태양전지 등도 모두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남긴 산물이다.
● 광전 효과의 원리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문에(300,000,000 m/s), 물체의 질량이 에너지로 모두 바뀐다면 실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공식에 의해서 원자 폭탄도 만들어졌
고, 원자력 발전이나 핵융합 등도 가능해졌다. 실제로 이 공식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일 것이다.
마지막 포인트는 울름 대성당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울름 대성당은 독일에서도
2번째로 큰 성당이다. 그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에서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것
을 찾아볼 수 있었다. 1985년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의 일부를 다시 만들어야
[그림 105] 유치원 앞마당에 있는 참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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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때 울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을 스테인드글라스에 새겨

│학교 부적응아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울름에서 태어난 아인슈타인은 2살 때 아버지
를 따라 뮌헨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때 가족들이 모두 이탈리아로 이사를 가게 되
3. 지구촌 과학 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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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 아인슈타인은 하던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서 뮌헨에 홀로 남게 되었다. 문

것이다. 그는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따라 베를린으로 옮겨

잠깐 상식

제는 독일에서의 교육 방법이 아인슈타인과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가게 되었다.

 상대성 이론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같은 과목이 중요시되었고 수학이나 과학은 상대적으로
경시하였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은 별로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 후 가족을 찾아 떠나 가족과 가까이 있는 스위스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취 능력을 보였다. 그 당시 명문이었던 스위스연방공과대

그는 베를린으로 가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론이라고 불리는 일반 상
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된다. 그 위대한 업적을 태어나게 만든 바로 그 도시 베를
린.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렀던 훔볼트대학을 찾아 나섰다.

일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은 질량이 무
거운 물체 근처에서 휘어진다. 주위에는 빛을
휘게 만들만큼 무거운 물체는 없다. 다만 태
양만이 가능하였다. 문제는 태양이 워낙 밝
기 때문에 빛이 휘어지는 것을 관찰하기 어
렵다는 사실이다.

학에 최연소 합격생이 될 정도였다.
물론 아인슈타인은 그 후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는 습성은 계
속 가지고 있었다. 대학에서는 좋아하는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였기 때문에
지도 교수의 눈 밖에 나서 졸업한 이후에도 추천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느린 아이였다. 그는 두 살이 지나서야 겨우 말을 배우기

[그림 108] 아인슈타인이 교수로 재직했던
훔볼트 대학

시작했다고 한다. 요즘 머리에 좋다는 우유 중에“아인슈타인 우유”
가 있는데,
요즘 생각하는 천재와 어린 시절의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가장 큰 업
적 중 하나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사실로 증명되면서 뉴턴의 운동법칙은 특정
한 상황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사실임을 증명한 것이 뉴턴의 조국
영국의 과학자라는 사실이다.

[그림 109] 훔볼트 대학에는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교수로
재직했었다.

훔볼트대학은 베를린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막스 플랑크, 하버, 오호 한

그런데 단 한순간 가능한 때가 있다. 바로
일식이 일어날 때이다. 1919년에 일식이 일어
날 때 영국의 에딩턴은 일식 사진을 찍기 위
한 두 팀의 탐사대를 적도 부근의 브라질과
아프리카 서쪽 해안의 작은 섬으로 파견하였
다. 아이슈타인이 예측한 대로 빛이 태양 주
위에서 휘어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는
이것을 영국의 왕립학회에서 발표하였다. 이
후 뉴턴의 운동법칙은 수정되었고, 아인슈타
인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다.

등을 비롯한 노벨상 수상자만 무려 29명이나 배출한 그런 대학이다. 과학자들
이외에도 칼 마르크스나 그림형제 등과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대

│베를린에서의 아인슈타인│

학 본관의 2층에는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수많은 졸업자와 교수들의 사진들이

아인슈타인은 1914년 스위스를 떠나 베를린으로 가게 된다. 그 당시 세계에서

걸려 있었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나라의 대학에 있었다면 전당이라도 지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가 아인슈타인에게 베를린의 프러시아 과

어서 널리 홍보하고 그랬을만한 사람들이 벽이 모자를만큼 붙어 있는 것을 보

학 아카데미 회원과 베를린대학의 교수, 물리 연구소 소장의 겸직을 제안했던

면서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아인슈타인을 찾아 나선 그날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교문을 나서 다시
버스를 타고 되돌아오면서 대학 옆에 있는“아인슈타인”
이란 이름을 가진 카페
를 발견하였다. 아인슈타인이 이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 생각을 했겠지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생활 탐구
아인슈타인이 이후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 이유와 망명 이후의 생애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그림 107] 아인슈타인길 바로 옆에 막스 플랑크길이 나란히 이어져 있다. 마치 아인슈타인을 막스 플랑크가 독일로
인도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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