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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근대 이후로 과학은 사회와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해왔다. 특히 최근의 과학 활동은

이 교과서에서 다루는

과학 교양의 내용으로는 생활, 역사, 수학,
글로벌 이슈 등으로 과학이 우리 생활 전반에

사회·경제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학자는 단순히 자신의 흥미에

걸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되어 있다. 일부 단원에서 다뤄지는

따라 연구하기보다는 사회가 선호하는 연구 주제를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연구

개념은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과학 개념이 사회에

시설들을 한 지역에 모아 거대한 과학 산업 단지를 형성하고, 이곳에서 과학과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접근하기 바란다. 또한 각 단원은 그 분야의

기술을 결합하여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도움을 주고받는 융합 연구가 이뤄지게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관심이 있는 분야는 자료 조사와 관련 도서를 참고하여

되었다. 융합 연구 중에 대표적인 예가 물리학에서 다루는 복잡성 과학에 대한

더 많은 공부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모든 단원을 순차적으로 모두 공부하기보다는

연구 결과를 경제학, 사회학, 생태학, 기상학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

관심이 가는 단원부터 필요한 만큼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별 상황에 따라

기술계는 융합 및 통섭이 가능한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한다.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융합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같은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융합은‘퓨전’
이며,
그 예로 동양 음식과 서양 음식의 결합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지식의 통합으로 최근‘통섭’
이라 일컬어지고 있다.‘통섭’
은 인문학적 지식과

이 교과의 학습을 통하여 과학이 우리가 생활하는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며 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고,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과학 교양을 쌓아 나가기 바란다.

사회학적 지식이 합쳐져 과학에 대한 해석력이 강력해지고, 새로운 차원의 창조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만들어진『과학 교양』교과서는 과학과

2010년 8월

인문·사회학이 결합된 융합형 교과목의

지은이 모두

성격을 지니며,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요소가 포함된 과학적
소양과 교양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과학·수학 특성화 지원형 교과
교실제 및 과학 중점 학교에서 새로 개설되는 특별 교과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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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과 과학
[그림 2] 종이를 구부리면 자신의 무게는 물
론 약간의 하중도 견딜 수 있다.

축구 경기장의 지붕
│학습 목표│건축물의 지붕 구조 등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지붕 모습

하다. 지붕 마감재로는 반투명 텐트와 투명 폴리카보네이트가 쓰였다.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햇볕의 느낌은 큰 기둥과 어우러져 황포돛대를 연상시킨
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이처럼 참신한 지붕 개념이 고도의 기술력으로 녹아
있는 축구 경기장의 백미라 할 수 있다.

2002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월드컵!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은 4강 진출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당
시의 함성과 열기는 식었지만, 선수들이 달리고 관중들이 환호하던 축구 경기
장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다.
축구 경기장 건축의 꽃은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별다른 특징이 없는 관중

하지 못하고 아래로 처진다. 그러나 종이를 위로 살짝 구부려 곡선 모양으로
만들면 종이 자체의 무게는 물론이고 약간의 하중을 추가로 지탱할 수 있다.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 재료가 같더라도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 강도

려지지 않도록 기둥을 없애면서도 거대한 공간을 덮어야 하는 지붕은 첨단 건

가 달라지며 적은 양의 철근 콘크리트, 철 또는 플라스틱으로 어떻게 커다란 곡

축 공학의 산물이다. 축구 경기장의 지붕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찾아보자.

선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굴곡 덕분에 경기장의 커

각형인 방패연의 모서리를 본떠서 만든 지붕은 위로 볼록한 팔각형 모양을 하고

Ⅰ 과학과 생활

얇은 종이 한 장을 짧은 쪽 한쪽만 잡고 있으면 종이는 자신의 무게도 지탱

석, 운동장과 달리 지붕은 그 경기장의 특색을 말해주는 얼굴이다. 시야가 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지붕은 방패연과 황포돛대의 형태를 활용하였다. 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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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과 주름의 힘│

[그림 3] 경기장의 차양은 굴곡 구조를 하고 있다.

다란 차양은 두께가 겨우 몇 cm밖에 되지 않지만 15 m 이상 앞으로 뻗어 나와
경기장을 덮을 수 있다.

있어, 아래쪽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처진 한옥의 추녀를 연상시킨다. 또

구조물의 굴곡이 가진 힘을 [그림 4]와 같은 실험으로 확인해 보자. 책 두 권

지붕은 그 무게를 땅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둥에 매다는 방식을 취했다. 이때 기

을 약 25 cm 떨어진 거리에 나란히 세워놓고 얇은 종이를 책 사이에 펼쳐 보자.

둥을 돛대 형태로 설계하여 40,891 ㎡의 지붕이 16개의 돛대를 통하여 하부 경

종이는 아래쪽으로 휘며 결국 책 아래로 미끄러지고 만다. 즉, 종이는 너무 얇아

기장의 구조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

서 편평한 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종이를 원통처럼 구부려 책표지에

25c

m

[그림 4] 편평한 종이와 굴곡 구조의 종이

1. 건축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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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과학

종이 끝을 끼우면 종이는 아치가 되어 혼자 서며, 버팀목 역할을 하는 책표지에
의해 균형을 잡고 버티게 된다. 축구 경기장의 지붕이 대부분 굴곡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종이를 계속해서 구부리면 종이는 결국 접히게 되면서 금이 생긴다. 접혀진
종이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강도와 힘을 얻게 된다. 종이를 긴 쪽이 평행이 되
도록 하여 3 cm 간격으로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접으면 주름진 판이 된다.
편평한 종이는 떨어져 있는 두 책 위에 올려놓을 수도 없지만, 주름진 종이는
종이 전체 길이인 30 cm까지 책을 떨어뜨려 놓아도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고,
작은 책 같은 추가 하중도 견딜 수 있다.
주름판을 더 강하게 만들려면 판의 위아래에 편평한 종이를 덧붙이면 된다.
이런 샌드위치 판은 무게는 가볍고 강도는 높으며, 재료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
에 경제적이다. 따라서 하중 문제를 생각 해야 하는 비행기, 기차, 트럭의 차
체, 선박 제작 등에 사용되는데 실제로는 단순한 주름 모양 대신 벌집 모양으
로 만든다.

알루미늄
구조 패널의
패널의장점
장점
알루미늄 벌집
벌집 구조
알루미늄 벌집 구조 패널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어 건축물의
알루미늄 벌집 구조 패널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어 건축물의
내장재와 외장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벌집 구조 패널이 21세기 녹색
내장재와 외장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벌집 구조 패널이 21세기
에너지 절약 재료 중의 하나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녹색 에너지 절약 재료 중의 하나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루미늄 벌집 구조 패널은 가볍고, 강하고, 휘어지지 않으며, 바람의
알루미늄 벌집 구조 패널은 가볍고, 강하고, 휘어지지 않으며,
압력을 잘 견디며, 안정적이다. 표면이 1mm이고, 두께가 15mm인
바람의 압력을 잘 견디며, 안정적이다. 표면이 1 mm이고, 두께가 15
패널의 1m2당 무게는 6kg에 불과하다. 동일한 강도를 가지는 알루미늄
mm인 패널의 1 ㎡당 무게는 6 kg에 불과하다. 알루미늄 벌집 구조
벌집 구조 패널의 무게는 알루미늄 판의 5분의 1이고, 강철판의 10분의
패널의
무게는
판의
이고, 강철판의
에 불과하다.
1에
불과하다.
또알루미늄
이 패널은
잘 구부러지거나
변형되지
않아 매우또큰
동일한
강도를 편평하게
가지는 이유지된다.
패널은 잘 구부러지거나 변형되지 않아
패널의
경우에도
매우 큰 패널의 경우에도 편평하게 유지된다.

[그림 7] 벌집 구조의 알루미늄 패널과 이를 활용한 건물의 외벽

알루미늄 벌집 구조는 공기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봉인된
많은 칸으로 나누어져 있어, 열과 음파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비가 올 때 알루미늄 판 위에 비가 떨어지면 큰 소리가 나지만
알루미늄 벌집 구조는 소리를 흡수하기 때문에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알루미늄 벌집 구조 패널은 빗소리와
열전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
알루미늄 벌집 구조 패널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쉽게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판이나 스테인리스 강철 패널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ZW

[그림 5] 주름진 종이는 편평한 종이보다 강도가 세다.
ZW

[그림 6] 주름판 양면에 편평한 종이를 덧붙이면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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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 구조│

생활 탐구

굴곡과 주름이 갖는 힘을 결합하여 차도가 주름판으로 설계된 아치 다리 모

종이는 딜 수 있을까
린
부
견
구
잘 접고 나 큰 하중을
얼마

형을 만들 수 있다. 이때 차도의 하중은 일부는 아치, 일부는 주름판으로 간다.
만약 아치를 약간 더 두꺼운 제도 용지로 만든다면, 약해 보이는 구조물이 책을
몇 권씩 올려놓아도 될 만큼 튼튼해진다.

01 인터넷과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 여러 나라 축구 경기장의
지붕 모양을 조사해 보자.

02 주변에서 아치 모양을 하고 있는
구조물을 찾아보자. 또, 아치
구조가 하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는지 힘의 화살표로
표시해 보자.

종이를 접고 아치 굴곡을 준 구조물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굴곡과 주름의 힘
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해 보자.

준비물

구조물을 완성한 다음 책이나 다른 물체를 올려놓은 후 무게를 재어 보면 잘
만든 구조물은 통 자체 무게의 300배에 달하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A4 용지 2장, 나무젓가락 4벌, 자, 칼, 전자 저울

과 정

1. 설계하기
① 오른쪽 그림과 같이 A4 용지에 가로 25 cm, 세로 16 cm

알 수 있다.

25cm 6등분

크기의 사각형에 가로 6등분, 세로 8등분의 칸을 만든 다음

아치 구조가 건축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로마 시대 때부터였다. 로마
인들은 계곡과 강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만들 때 언제나 반원 모양의 아치를 이
용하였다.

세로 선을 지우고, 대각선을 그어 마름모 모양을 만든다.
※ 전체 크기가 다른 경우에도 가로 6등분, 세로 8등분 칸은

16cm
8등분

만들어야 한다.
② ①과 같은 방법으로 1장을 더 만든다.

로마인들은 좋은 돌과 뛰어난 품질의 모르타르로 돌을 붙여 아치를 만들었
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때 만든 다리가 남아 있다.

※ 설계도를 사전에 제작하여 복사해서 사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 접기
① 모든 대각선(실선)을 같은 방향으로 정확하게 접는다. 접은 지점의 윤곽이

[그림 8]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지붕

뚜렷해야 모양이 잘 잡힌다.
② 가로선(점선)을 따라 ①과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접는다.
③ 전체를 가볍게 구부려 골이 위에 가도록 정리한 후, 끝에서
부터 점선은 아래로, 실선은 위로 가도록 천천히 접어 아코디
언 모양으로 주름진 통을 만든다.
3. 아치 만들기
① 주름진 통 구조물 2개를 놓고 나무젓가락으로 버팀목을 만
들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② 나무젓가락 6개와 끈으로 구조물을 만들어 종이 통 위에 올
려놓는다.

[그림 11] 완성된 구조물과 그 위에 책을 올려놓은 모습

③ 이제 작은 책이나 다른 물체를 구조물 위에 올리면서 몇 kg
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는지 측정해 보자.

[그림 9] 책의 하 중이 아치와 주름판으로
분산된다.

결 과
[그림 10] 로마의 아치형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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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과학

과학 교양

2

초고층 건물의 과학
│학습 목표│초고층 건물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세계의 10대 초고층 건물
준공 건물 기준으로 세계 10대 초고층 건물은 다음 표와 같다. 10대 초고층 건물 중 5개가 중국에
있으며, 세계 순위 1, 2위 건물 건설에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하였다.

순위

건물명

소재지

준공 년도 높이(m)

층수

1

Burj Khalifa

UAE(두바이)

2010

828

162

2

Taipei 101

대만(타이페이)

2004

509

101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다. 현재 가장 높은

3

Shanghai World Financial

중국(상하이)

2008

492

101

빌딩은 828 m의 높이에 162층 규모의‘버즈 칼리파’
이다. 이 빌딩은 2004년 9

4

KLCC(Kuala Lumpur City Center)

말레이시아

1998

452

88

월에 건축되기 시작하여 2009년 10월에 완공되었으며, 2010년 1월에 공식 개

5

Sears Tower

미국(시카고)

1974

442

108

장하였다.

6

Jin Mao Tower

중국(상하이)

1999

421

88

7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중국(홍콩)

2003

415

88

버즈 칼리파는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인 타이베이 101(509.2 m)

8

CITIC Plaza

중국(광저우)

1997

391

80

을 건축한 우리나라의 건설 회사가 주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

9

Shun Hing Square

중국(센젠)

1996

384

69

다. 우리나라도 서울, 인천, 부산을 중심으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계획 및 검

10

Empire State Building

미국(뉴욕)

1931

381

102

토가 10여 건 이상 추진되고 있다. 초고층 건물은 건축 공학, 운송 수단, 통신
기술 등 현대 과학이 이룬 성과를 집결한 결정체 중의 하나이다. 초고층 건물은
강한 바람과 지진 등을 어떻게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까?
[그림 12] 버즈 칼리파

│건물의 높이와 진동수│
초고층 건물의 가장 큰 장애는 바람이다. 일반적으로 건물 높이가 올라갈수
록 지진에 더 약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건물의
고유 진동수에 있다. 고유 진동수는 외부에서 물체에 힘을 줄 때 물체가 흔들리
는 진동수로 건물의 질량과 딱딱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건물의 고유 진동수는 높고 유연한 건물일수록 크다. 60층 건물인 경우 고유
진동수는 대략 6초이고, 10층 벽돌 건물의 고유 진동수는 0.5초이다. 즉, 높은
건물은 천천히 크게 움직이고 낮은 건물은 빠르게 흔들린다.

초고층 건물의 정의와 기술
초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국제초고층도시주거협의회(CTBUH)에서는 50층 이상, 일본은 60 m 이상, 중국은 100 m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 m 이상으로 하고 있다.
초고층 건물을 건축하는 기술에는 먼저, 구조적으로 최적화되면서도 각종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구조 기술이 있다. 이에는 내진
설계 및 내풍 설계, 진동 제어 설계, 피난 및 붕괴 방지를 위한 방재 설계 기술 등이 있다.
또 쾌적한 환경 유지와 유지 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환경 조절 설비 및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환경 및 설비 기술이 있다. 이에는 열·빛·소리 환경을 쾌적화하는 기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스템 및 계획 기술, 전기·통신·조명 설비 시스템, 운송 설비 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된다.

: 고유 진동수(Hz) K : 건물의 딱딱한 정도(탄성계수) M : 건물의 질량
[그림 13] 타이베이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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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진동 주기가 지반의 진동 주기인 0.2~0.5초와

동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이외에 바람이 건물에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

상당한 차이를 가져 지진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런데 저층 건물의 고유 진동수

록 건물 상층부에 큰 구멍을 뚫는 방법도 있다. 병따개 모양으로 유명한 505 m

는 지진파의 진동 주기와 비슷하여 공명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공명 현상이 일

높이의 상하이 세계 금융 센터 정상에는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축구장 절반만

어나면 진동이 증폭되어 피해가 커진다. 그네를 밀 때 주기에 맞춰서 밀어주면

한 구멍이 있다. 이처럼 고층 건물 상부에 바람 구멍을 만들 경우 약 10% 정도

그네의 진폭이 점점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진동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바람을 견디기 위한 초고층 건물의 모양│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

바람은 일반 도로에서보다 고층 건물의 꼭대기에서 더 빠르게 분다. 약 5층

건물의 진동을 제한하려면 건물을 휘어짐에 강하게 지어야 한다. 고층 건물

건물 높이인 지상 20 m에서 5 m/s의 바람이 분다면 250 m에서는 약 12m/s

은 바람에 의한 진동을 막기 위해 강하게 만들면 된다. 대개 고층 건물에 사용

의 바람이 분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을 설계할 때 바람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

되는 강철의 약

항이다. 바람에 견디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건물의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것

위해 강철 수천 톤이 들어간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동조 질량 감쇄기(TMD :

이다. 건물의 형태를 유지하는 벽을 두껍게 하거나 콘크리트 벽을 추가로 설치

Tuned Mass Damper)라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건물의 무게에 부

해 건물의 흔들림이나 변형을 줄일 수 있다.

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물의 진동을 50% 이상 흡수한다.

이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즉 바람에 의한 진동을 줄이기

예를 들어, 체육관처럼 넓은 공간이 있는 건물보다는 내부에 벽이나 기둥이

동조 질량 감쇄기의 구조는 다양하다. 타이베이 101에는 지름 6 m, 무게

많은 건물이 외부 충격을 견디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강하고 튼튼한 뼈대를 사

660톤에 달하는 강철공이 건물 상부에 설치되어 건물이 덜 흔들리도록 한다.

용한다고 무조건 바람에 잘 견디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강한 철골 구조물도 외

강철공은 4개의 철로 된 줄에 매달려 진자처럼 흔들리며 건물이 바람에 흔들릴

부에서 힘을 받으면 변형이 생기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람에 맞서

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건물의 균형을 잡아준다.

기 위한 건축보다는 바람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다른 동조 질량 감쇄기의 예로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이 스프링 두 개로
건물 상부의 양쪽 벽에 붙어 있는 장치를 들 수 있다. 이 장치에서 콘크리트 블

바람이 일으키는 진동을 줄이기 위해 초고층 건물에는 건물의 모양을 바꾸
는 방법이 사용된다. 건물 모서리 형태나 높이에 따라 건물 단면의 형태, 단면
적을 바꾸면 바람을 피해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
들면 바람이 건물 벽면을 타고 흘러나가기 때문에 바람이 일으키는 진동을
10~2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유선형으로 생긴 물고기와 잠수함이 물의 저
항을 덜 받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림 14] 상하이 세계 금융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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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기름이 옅게 깔린 탱크 안에서 미끄러진다. 강한 바람이 건물 꼭대기를 왼
쪽으로 흔든다고 생각해 보자.
콘크리트 블록은 건물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움직이지 않지만, 블록
아래에 있는 건물은 바람 때문에 왼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블록의
왼쪽 스프링이 길어지고 오른쪽 스프링은 짧아지며, 이 두 개의 스프링은 건물
이 중심 위치로 돌아오도록 건물을 당기고 민다. 더 나아가 건물이 제자리로 돌

산의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뿔 모양인 것처럼 건물 상층부의 단면적을

아오다가 두 개의 충격 흡수 장치에 의해 멈춰지게 되므로 건물은 콘크리트 블

줄여 바람과 부딪히는 면적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버즈 칼리파는 위로 올라갈

록을 지나치지 않고 중심에서 멈추게 된다. 충격 흡수 장치는 동조 질량 감쇄기

수록 단면적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바람과 부딪히는 단면적을 줄여 건물의 진

의 진동 흡수 능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폭만

로 줄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림 15] 타이베이 101의 380 m 높이에
설치된 730톤의 동조 질량 감쇄기(추의
무게 66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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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벽
스프링

스프링

스프링

스프링

충격흡수장치

기름탱크

충격흡수장치

기름탱크
[그림 5] 동조질량감쇠기의
구조

충격흡수장치

충격흡수장치

[그림 16] 동조 질량 감쇄기의 구조

더 나아가 건물의 진동을 센서로 파악해 진동이 생기면 건물의 반대 방향으
로 힘을 줘 진동을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다. 버스에서 넘어지려는 쪽의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반대로 기울여 균형을 잡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하지만 진동의
강도와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5] 동조질량감쇠기의 구조

한다.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카 내부의 기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승객이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속도를
낮추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복층 방식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도
한다. 기존의 엘리베이터가 카가 1개인 단층 방식이라면 복층 방식은 카 2개가

압축 상태의
스프링

│초고층 건물의 이동 수단, 초고속 엘리베이터│

인장 상태의
압축 상태의
스프링 스프링

인장 상태의
스프링

가 넘는다. 따라서 카를 움직이려면 권상기 내부 모터의 회전력이 훨씬 더 세야

풍압

고정된
콘크리트 블록

풍압
고정된
콘크리트 블록

초고층 건물은 한 층 한 층 쌓아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 구석구석까지
신속하게 사람을 운반할 엘리베이터를 설계하는 일이 관건이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힘찬 대동맥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림 17] 건물이 왼쪽으로 흔들리면 늘어난
스프링은 건물을 오른쪽으로 당기고, 압축된
스프링은 건물을 오른쪽으로 밀므로, 건물은 쉽게
평형 위치로 되돌아간다.

마치 2층 버스처럼 위아래로 붙어 함께 움직인다. 이 방식은 한 번에 2개층에

■ 굴뚝 효과
굴뚝 효과는 건물 내부와 외부 공기
사이의 온도차에 따른 밀도차로 인해
건물의 수직 공간을 통해 공기의 유동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상 상태에서 건물
내의 자연적인 공기 유동은 대부분 굴뚝
효과로 일어난다.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통로, 계단 등을
통한 굴뚝 효과가 일어나 연기와 유독
가스를 폭넓게 확산시킨다.

정지하기 때문에 승객들의 대기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승객을 최대 2배까지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다.
초고층 건물 엘리베이터의 경우 좁은 승강로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주

현존하는 건물 중 가장 높은 건물인 버즈 칼리파에는 모두 57대의 엘리베이

행하면 공기의 저항을 더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건물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

터가 설치되어 있다. 1층에서 전망대까지 고속으로 한 번에 이동하는 전망용 엘

때문에 승강로를 따라 건물 내부의 공기가 이동하는 굴뚝 효과가 발생한다. 이

리베이터, 각각의 층 사이를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화재 시 대피 목적으로 쓰이

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의 경우 긴

는 소방 엘리베이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승강로의 중간 중간에 통풍구를 뚫어 굴뚝 효과를 감소시킨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층 건물의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오르내릴 때 가장 중요한

흔히‘엘리베이터 사고’
라고 하면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하는 장면을 상상

요소는 속도다. 초고층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대부분 분당 300 m 이상

하지만 엘리베이터 로프는 최대 정원보다 10배 더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도 끊어

의 속도를 내는데, 대만의 타이베이 101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전 세계에서 가

지지 않는다. 여러 겹의 강철을 꼰 선을 섬유 소재의 심 주위에 감아 로프를 만

장 빠른 분당 1,010 m 속도로 움직인다. 버즈 칼리파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분

들기 때문이다. 다만,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에 비해 로프와 카

당 600 m 속도로 움직이는 복층 엘리베이터로 124층 전망대까지 가는데 약45

의 무게가 더 무겁다. 초고층 건물에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로프용으로 가벼우

초가 걸린다.

면서도 강도가 강한 재료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초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로프를 당
겨 엘리베이터를 수직으로 움직이는 기계인 권상기의 견인력이 크기 때문이다.
즉, 엘리베이터를 거대한 고정 도르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고정 도르래에 걸려 있는 줄의 한쪽 끝에는 승객이 타는 공간인‘카’
가 달려
있고, 다른 쪽 끝에는 무게가 카 최대 정원의 40~45% 되는 추가 달려 있다. 이
때 권상기는 도르래를 돌려서 카를 움직인다. 그런데 초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
는 한 번에 많은 승객이 이동하기 때문에 카와 추가 무겁다. 수백 m로 길게 이
[그림 18] 초고속 엘리베이터에 쓰이는 권상기는
높이가 3 m가 넘는다.

18

Ⅰ 과학과 생활

어지는 로프와 전선의 무게까지 계산하면 전체 무게가 일반 엘리베이터의 10배

생활 탐구

1940년 11월 17일 워싱턴의 타코마 다리가 붕괴되었다. 이 다리는 시속 190 k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준공된 지 3년 만에 시속 70 km의 바람에
무너지고 말았다. 당시의 토목 기술자들이 원인을 찾은 끝에 내린 결론은 공명이었다.
다리의 고유 진동수와 바람의 진동이 일치하여 흔들림의 폭이 커지면서 다리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건축가들은 건물의 고유 진동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현대의
고층 건물은 높이 등에 따라 다양한 진동 주기를 갖도록 설계하여 안정된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림 19] 타코마 다리의 붕괴 모습

타코마 다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공명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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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익한 지방과 해로운 지방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2

일까?

음식과 과학

해로운 지방과 유익한 지방을 구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상온에서
고체로 굳어 있는 것은 대개 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해로운 지방이다. 분자
모양이 마치 길쭉한 막대기처럼 생겨서 차곡차곡 잘 쌓이기 때문에 분자 간의

[그림 20] 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포화 지방

인력이 커서 엉겨 붙어 고체로 존재한다. 이와 달리 식용유나 올리브 유처럼 액
체로 되어 있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유익한 지방이다. 분자의 모
양이 마치 부메랑처럼 꺾여 있어 잘 쌓이지 못해 액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과학 교양

1

지방에 관한 오해와 진실
│학습 목표│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다.

지방이나 지방산 앞에 붙는 포화, 불포화라는 말은 분자 내에 수소 원자가
꽉 차 있느냐, 덜 차 있느냐를 두고 부르는 말이다. 포화 상태의 분자 속에 수소
가 가득 차 있어 더 이상 수소가 들어갈 수 없지만, 불포화 상태의 분자에는 수

[그림 21]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불포화 지방

소가 더 들어갈 수 있다. 분자 내에 수소가 꽉 차 있는지 더 들어갈 수 있는지
에 따라 그 물질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나쁜 지방의 성분으로 지목되는 포화 지방산은 혈관 내벽을 좁게 만들어 혈
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만든다. 하지만 좋은 지방의 성분인 불포화 지방

■ 지방과 지방산의 구분
지방과 지방산은 흔히 혼 동하기
쉽지만, 구별법은 간단하다. 지방산은
지방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며, 지방은
3개의 지방산들이 글리세롤과 결합한
상태이다. 지방은 몸 속에서 리파아제
등의 효소에 의해 소화되어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3 분자로 분해된다.

지방은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 중 가장 강력한 영양소이며, 체온 유지

산은 인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만 하는 필수 지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방의 일종인 인지질은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막의 중

방산이 많고, 필수 지방산은 효소의 작용으로 분해되어 몸에 반드시 필요한 호

요한 구성 성분이다.

르몬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된다.

또한 몸에 들어가 소화되면서 분해되어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인 필수 지방
산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등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으면서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오메가 지방산은 전형적인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이다.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DHA가 바로 오메가 지방산의 일종이며, 대부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
열량을 공급해 주는 3대 영양소 중 지방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 2배가 넘는
열량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비만의 원인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지방의 종류 중

분의 이런 지방산들은 이중 결합이 두 개 이상인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고 체내
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만 한다. 이처럼 지방은 구
성하는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좋은 지방 혹은 나쁜 지방이 된다.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등이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로운 지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방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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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방을 제대로 사용하기│

몸에 유익하다. 지방의 고열량은 효율적인 에너지 수단이 되어 몸에 꼭 필요한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고 해도 오래 놓아두거나 요리에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호르몬을 생산하기도 한다. 때문에 지방이 없다면 오히려 건강에 심각한 문제

하면 나쁜 지방이 될 수 있다. 공기 중에 오래 방치된 땅콩이나 버터 등의 맛이

[그림 22] DHA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과 DHA의
분자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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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의 수증기에 의해 나빠지는 것이 그 예이다. 지방이 수증기를 만나 분해

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경우 발연점이 191℃지만, 정제 과정을 거쳐서 얻

■ 트랜스 지방

되면 지방산으로 변하는데 대부분의 지방산은 악취가 나거나 좋지 않은 맛을

어진 엑스트라 라이트는 242℃이다.

산패되어 상하기 쉬운 불포화 지방에
수소를 불어넣어 고체로 굳히는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이다.

낸다. 또한 물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기름 속에 넣어 튀기면 그 물기로 인해
기름이 분해되기도 한다. 물 이외에, 좋은 지방을 나쁜 지방으로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주범은 산소이다. 이런 변화는 특히 필수 지방산과 같은 다중 불포화 지
방산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그렇게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맛이나 냄새가 변하
게 된다. 따라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공기가 통하지 않게 잘 밀

발연점이 낮은 기름은 높은 온도로 오래 가열해야 하는 요리에 사용할 경우
분해되어 여러 가지 유독한 물질로 변하게 되므로 튀김 요리 등에는 부적절하
다. 따라서 발연점이 낮은 기름은 샐러드, 무침 등의 요리에, 발연점이 높은 기
름은 튀김 요리 등의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폐시켜 빛이나 열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렇게 보관을 잘 해둔 좋은 식물성 지방도 요리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연기가 나는 상황이 되면 식물성 지방은 이미
분해되어 해로운 물질들로 변하기 때문이다.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음식의 맛을
망치거나 몸에 해로운 물질들로 바뀌거나 지방 분자들끼리 달라붙어 끈적끈적
해지면서 색깔도 어두워지게 된다. 따라서 튀김 기름은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발연점)까지 기름을 뜨겁
게 가열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식물성 지방은 식물의 씨를 압착하여 얻
는데, 그 식물의 종류 등에 따라 발연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요리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품질

버터
Expeller Press
카놀라 유

옥수수유

올리브 유

발연점(℃)

지방 종류

177

포도씨유

240

High Oleic

246

Refined

240

Unrefined

160

Refined

232

Extra virgin

191

Virgin

216

Pomace

238

Extra light

242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식물성 지방들은 대부분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며, 쉽게 산화된다. 액체는 고체에 비해 다루기가 불편하기 때문
에 오래 전부터 과학자들은 불포화 지방에 수소 기체를 불어 넣어 고체로 바꾸
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물성 지방에는 경화유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경화유는 성분이 식물성 기름인데다 고체라는 장점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경화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
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자연계에서 만들어지는 불포화 지방 중에 트랜스 지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나 트랜스 지방은 산패되어 상하기 쉬운 불포화 지방에 수소를 불어넣

|표 1|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름의 발연점
지방 종류

│트랜스 지방│

해바라기
씨유
참기름
홍화유
식용유

품질
Unrefined

발연점(℃)

어 고체로 굳히는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때 촉매와 함께 높은 온

216

도로 가열하면 수소가 첨가되는 반응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자 내의 이중

107

결합이 약해지면서 구조가 달라지는 반응도 함께 일어난다.

Unrefined, high oleic

160

Refined

232

원래의 불포화 지방산이 부메랑처럼 굽어있는 이유는 그것이 시스(cis- 라
틴어로“같은 편”
)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중 결합을 중심으로 수소 원자가 같은

Unrefined

177

Semirefined

232

Unrefined

107

방향으로 붙어 있으려면 분자의 모양이 이중 결합을 경계로 꺾일 수밖에 없다.

Refined

266

하지만 트랜스(trans- 라틴어로“건너편”
) 구조는 시스와 달리 수소 원자가 반

Unrefined

160

Refined

232

[시스 지방산]

대쪽으로 붙어있는 구조를 뜻한다. 따라서 굽지 않고 직선형의 구조를 갖는다.
시스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기름에 수소 기체를 불어 넣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림 23]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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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의 발연점은 성분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같은 성분이라고 해도 기름을

트랜스 지방산은 더 이상 구부러진 부메랑 모양이 아니라 직선형의 포화 지방

얻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올리브 열매를 바로 짜서 향이 풍부

산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포화 지방산이 몸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콜레스테롤

[트랜스 지방산]
[그림 24] 시스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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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100ml
*%영양소
기준치

100ml당 함량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칼륨

70kcal
5g
5g
3g
4g
2.5g
0g
10mg
50mg
100mg

2%
5%
8%
17%
3%
3%
14%

*%영양소기준치: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그림 25] 식품 성분 표시 라벨

수치를 높여 끈적끈적한 피떡이 생기게 하고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동맥 경화

영양소의 성분 중에 산화가 될 수 있는 탄소, 수소가 많을수록 열량이 많이 발

나 심장과 혈관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 따라서 몇 년 전부터 식품 성분 표

생하게 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영양소의 구성 성분인 탄소와

시에 트랜스 지방 함량을 반드시 밝히도록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단순하게 트랜

수소가 전자를 내놓고 산화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량이

스 지방이 0이라고 안심하지 말아야 한다. 포화 지방 역시 몸에 해롭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 양이 적어야 한다.

따라서 그렇게 산화될 수 있는 탄소가 많을수록 영양소는 많은 열량을 방출
한다. 소화되기 전에 이미 많은 탄소 원자가 산소 원자가 결합하여 산화되어 있

│다이어트│

는 상태라면 그 물질은 더 이상 산화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발생시킬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가장 피해야 할 영양소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이

[그림 26] 지방, 알코올, 탄수화물의 구성 성분

열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같
은 질량만큼을 먹었을 때 가장 열량을 많이 방출하는 것이 지방이기 때문이다.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산의 일종인 팔미트산 분자 내에는 많은
수의 탄소(16개)가 수소와 결합되어 있고, 산소(2개)는 매우 적다. 따라서 지방

|표 2| 체내에서 열량을 내는 여러 가지 영양소별 에너지 밀도
성분

에너지 밀도
kJ/g

kcal/g

지방

37

9

에탄올(알코올)

29

단백질
탄수화물

성분

분자 속의 탄소, 수소 원자들은 전자를 내놓으면서 쉽게 산화되어 많은 열량을
에너지 밀도
kJ/g

kcal/g

유기산

13

3

7

자일리톨 등의 감미료

10

2.4

17

4

저열량 대용 지방

25

6

17

4

식이 섬유소

8

2

방출하게 된다. 그에 비해 탄수화물에 속하는 포도당은 지방산 분자에 비해 탄
소 수(6개)가 적고, 그것에 비해 산소 원자는 6개로 훨씬 많다.
즉, 지방산 분자에 비해 탄소 원자가 이미 많이 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들어간 이후에는 덜 산화되므로 지방보다 적은 열량을 내게 되는 것이다. 알코
올은 이 둘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므로 그 중간에 해당하는 열량을 낸다.

[표 2]에 의하면 각 영양소들이 내는 열량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지방이 1
g당 9 kcal를 내는 데 비해 설탕이나 녹말은 그의 절반도 안 되는 4 kcal 밖에
방출하지 않는다. 단백질도 그와 비슷하게 4 kcal 밖에 방출하지 않는데, 의외
로 알코올은 무려 7 kcal의 열량을 방출한다.
한 잔의 와인이 한 잔의 콜라보다 2배 가까운 열량을 방출하는 것이다. 오늘
날 전 세계적으로 대두된 비만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맥주와 와인이 지목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많은 열량를 방출하는 것은 지방이다. 지
방은 왜 다른 영양소에 비해 열량을 많이 내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지방산을 이루는 탄소 원자의 수가 다른 영양소에 비
해 많다는 것이다. 음식이 소화되어 열량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산화이므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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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것이 많고 그로 인해 과다 영양 섭취 상태가 되어 비만이 된 경우에는
지방 섭취를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은 단순히 열량원으로만 사
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되거나 에
너지 저장원으로 사용되므로, 단순히 에너지원으로만 사용되는 알코올과 비교
하는 것은 곤란하다.

생활 탐구

즉, 살을 빼고 싶다면 알코올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며, 금주 후
에도 열량 과다 상태라면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방
의 섭취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줄 수 있는
좋은 지방은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이 치명적으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피해야 할 지방은 올리브유 등의 좋은 지방이 아니
라 주로 동물성 지방인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각종 약품이나 식용품
을 찾아보고, 이들이 몸의 어떤 성분 섭취를
막아주는지 조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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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보약
│학습 목표│건강에 좋은 음식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을
설명할 수 있다.

산화물을 제거함으로써 산화를 막아 노화 과정에 맞서기도 한다. 이처럼 산화를
막아주는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한다. 인체의 노화를 막아주는 불로초인 셈이다.
우리 주변에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항산화제 성분
이 풍부한 것들이 많다. 특히 야채나 과일과 같은 식물들은 광합성 과정을 통
해 발생하는 활성 산소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항산화 시스템이 잘 갖
춰져 있어, 그런 식물을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서도 항산화 효과를 일부 기대

건강하고 아름답게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건강이다. 건강에 영향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활성 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효과적으로 보

[그림 28] 항산화제 성분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

호해주는 것일까?

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많지만, 그 중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음식이다.
과연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 어떤 것들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오래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까?
진시황은 13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하였다. 막강
한 권력을 누렸던 그는 영원히 늙지 않기 위해 불로초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돈
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41세에 세상을 떠났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보는 지혜가

│새콤한 비타민 C│
화학 결합의 원리에 대해 밝힘으로써 1954년 노벨 화학상을, 반전 운동으로
196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유명한 미국의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은 말년
에 비타민 C를 많이 먹자는 운동에 여생을 헌신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과학자
가 비타민 C의 전도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늘어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체력은 약해

비타민 C는 결핍되었을 때 발생하는 괴혈병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지고 기억력은 감퇴되며, 주름살은 늘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왜 늙는 것

시작한 영양소이다. 잇몸에서 피가 나면서 심하면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괴혈

일까? 과학이 발전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정확한 노화의 원인을 모른다. 다만

병은 오랜 기간 동안 바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먹을 수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산화가 그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데 과학자들의 의

없었던 선원들이 자주 걸리던 병으로, 특히 1497년 바스코다가마가 동인도를

견이 일치하고 있다.

향하던 배 안에서 수 개월에 걸쳐 선원의 60%가 사망하면서 유명해졌다. 죽은

산화란 물질이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빼앗기는 것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활
성 산소는 세포막 등을 구성하는 큰 분자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그 분자를 산화

선원들의 잇몸이나 입 안 점막에서 출혈이 일어났기 때문에 괴혈병이라는 이름
이 붙었다. 하지만, 괴혈병은 불치병이 아니었다. 이 사건 후 몇 년이 지나 비슷

[그림 29] 라이너스 폴링(1901 ~ 1994)

시킨다. 성분 분자들이 산화되면 세포막의 성질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면역 시
스템은 변화된 세포를‘적’
으로 판단하여 파괴해 버린다. 재생되지 않는 세포

과학 더하기

항산화물의 종류와 함유 식품의 예

가 이런 식으로 파괴되면 생물체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물체들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산화에 대항하는 방어
물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토코페롤이라 불리는 비타민 E는 스스로 산화
되면서 다른 물질의 산화를 막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노화 방지 효과가 있
[그림 27] 비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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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SOD(Super Oxide Dismutase)라는 효소는 체내의 과

항산화물

항산화제의 함량이 높은 식품

비타민 C(아스코르브산)

과일, 야채

비타민 E(토코페롤)

식물성 오일

폴리페놀(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등)

차, 커피, 콩, 과일, 초콜릿, 계피, 와인

카로티노이드(라이코펜, 카로틴 등)

과일, 야채,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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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비타민 C가 풍부한 감귤류

[그림 31] 비타민 C의 분자 모양

한 일을 겪었던 한 프랑스의 탐험가가 원주민들로부터 신선한 나뭇잎이 특효라

드는 녹차, 홍차, 우롱차 등에는 카테킨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동물실험에서 카

는 정보를 얻은 뒤, 나뭇잎 주스를 마시게 하여 죽어가던 선원들을 살리는데

테킨은 콜레스테롤에 의해 유발되는 피떡을 환원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의 군의관이었던 제임스 린드는 괴혈병에 걸린 선원들을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육류 위주의 고지방 식사를 즐김에도 불구하고 프랑

대상으로 레몬,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하여 치료에 성공함으로써 괴혈병으로

스 사람들의 심장병 발병율은 현저하게 낮다. 이‘프렌치 패러독스’
의 원인으로

인한 선원들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 즉, 나뭇잎이나 레몬, 오렌지 주스 안에

는 와인 속의 레스베라트롤이 지목된다.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도는

들어있던 비타민 C가 선원들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레스베라트롤과 카테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비타민 C는 잘 알려진 항산화제이다. 자신이 산화되면서 활성 산소와 같이

두 물질 모두 폴리페놀의 일종이라는 점이다. 폴리페놀은 비타민 E와 비슷한

몸에 해로운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 속에 있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항산화제로, 주로 식물 속에서 발견되는데 한 분자당 페놀을 한

물질이 활성 산소에 비해 모자라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개 이상 가지고 있다. 페놀은 독성이 강해 인체에 사용하지 않는 독극물의 일종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으면 각종 질병에 걸릴 위

지만, 그런 페놀 분자가 여러 개 붙어서 이루어진 폴리페놀(poly: 많다)은 항산

험이 낮아지고 노화 속도가 느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화 작용을 통해 인체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비타민 C는 좋은 항산화제인 만큼 쉽게 파괴된다. 요리하는 도중 온

폴리페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주로 타닌, 리그닌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도가 올라갈수록 파괴되기 쉬우며, 끓기 전에도 이미 60% 이상이 줄어든다. 요

계열로 나뉜다. 와인 속의 레스베라트롤은 타닌 계열, 녹차 속의 카테킨은 플라

리 시간이 길수록 그 효과는 커지며, 구리 성분이 포함된 그릇을 사용하면 그

보노이드 계열에 속한다. 나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인 리그닌은 사람이

촉매 효과로 인해 더욱 빨리 파괴된다.

식용으로 먹는 경우가 드물어, 항산화제 식품으로 추천되는 것들에는 대부분

또한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나오게 되는데, 그 속도는 식
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비타민 C가 가장 천천히 녹아나오는 야채는 브로콜
리라고 알려져 있으나 다행히 다른 야채나 과일들도 신선한 상태로 냉장 보관
을 하면 며칠 정도는 비타민 C의 손실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비타민
C를 가장 잘 섭취하는 방법은 신선한 상태의 야채, 과일을 따로 요리하지 않고

타닌과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물질이 들어 있다. 이 중 짙은 색깔이 나는 과일이
나 야채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에 속하는데, 특히 보
라색을 띠는 블루베리, 포도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다.

[그림 33] 안토시아닌이 매우 풍부한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나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으
며, 보라색 뿐 아니라 노란색, 붉은색을 띠는 과일이나 야채 속에도 들어 있다.

그대로 먹는 것이다.

│폴리페놀│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중국인의 심장병 발병율이 높지 않은 것은 그들이 늘
마시는 녹차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암과 심장병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신선한 찻잎
[그림 32] 녹차

속에 들어있는 카테킨의 함량은 약 25%정도이다. 따라서 찻잎을 이용해서 만

[페놀]

[레스베라트롤]

[카테킨]

[그림 35]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초콜릿

[그림 34] 페놀, 레스베라트롤, 카테킨의 분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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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과일, 야채 등에만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간식으
로 즐겨먹는 초콜릿, 어른들이 즐겨마시는 커피 등에도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폴
리페놀이 들어 있다. 폴리페놀은 초콜릿의 주성분인 카카오, 커피 콩 속에 들어

유전자 재조합 식품

3 과학 교양

│학습 목표│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식품 선택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있는데, 최근 이 폴리페놀의 함량을 높인 초콜릿, 커피, 핫초코 등이 각광받고
있다. 카카오의 항산화제 함량은 와인이나 녹차에 비교하여 결코 떨어지지 않
지만, 몸 안에서 빨리 분해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만큼 항산화 작용
[그림 36]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

을 많이 하지는 못한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무엇인가│
│천연 방부제 비타민 E와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E는 기름 성분에 잘 녹는 지용성 항산화제로 유명하다. 주로 세포막
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식물성 기름 등에 풍부하다. 노
란색, 주황색 등의 야채에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카로티노이드도 비타민 E와
마찬가지로 물에 잘 녹지 않는 지용성 물질이다. 두 물질은 모두 쉽게 산화되므
로 다른 물질의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림 37] 당근 속의 β-카로틴과 토마토의 라이코펜

카로티노이드는 야채나 과일의 색을 내는 안토시아닌과 비슷하지만 지용성이
라는 점에서 다르다. 카로티노이드는 당근의 뿌리에서 카로틴이 추출되면서 알
려졌으며, 이후 9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가 발견되었다. 카로티노이드는
분자 내에 산소 성분을 갖지 않은 카로틴류가 대표적인데 가장 잘 알려진 물질
로는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당근의 주황색을 내는 카로틴 등이 있
다. 이들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물로 씻어도 손실되지 않으며, 기름으로
요리하여 먹으면 더 잘 흡수된다.

생활 탐구

항산화제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
이 아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들을 가까이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가 먹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비타민 C와 폴리페놀, 카로틴과 라이코펜은
각각 수용성, 지용성 물질이다. 이 물질의
분자 구조식을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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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먹는 식품 가운데 유전자가 재조합된 콩, 옥수수, 토마토로 만들어진
식품이라는 표시를 발견하는 일이 종종 있다. 여러분은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
시를 본 후에는 이 식품을 구매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 유전자 재조
합 식품은 무엇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왜 만들었는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먹어도 안전한가? 등이 궁금해진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생명공학자들이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만들어낸 농작
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이다. 생명공학자들은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미생물, 식물, 동물의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농작물을 다루는
생명공학자들은 여러 실험 방법으로 식물체의 유전자의 일부를 없애거나 박테
리아와 같은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식물체의 유전자에 또 다른 유
전자를 첨가하거나, 기존의 유전자를 변이시킬 수 있다.
최초로 만들어진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GMO)은 1994년 미국 식품의약청
(FDA)의 승인으로 개발된 무르지 않으면서 잘 익은 토마토였다. 그 이후로 옥
수수, 콩, 목화, 쌀, 감자, 사탕수수 등이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로 만들어져 왔
다.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은 높은 생산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성이 더 높은 농작물을 재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식품
을 제공하게 되었다.

복잡하고 미묘하여 좋은 물질도 때로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은 극심한 기후 변화에 잘 견디거나 살충제와 제초제를

이다. 따라서 풍부하고 다양한 야채, 과일들을 즐겨 먹는 것이 몸에 좋다는 가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크게 돌보지 않고도 잘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

장 기본적인 사실만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들

익을 준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신선도를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서 유통 기한을

을 먹도록 노력해 보자.

연장시키게 되었다.

[그림 38]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

1. 건축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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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의 특징과 재조합 과정

공학이라고 한다. 2010년 기준 전 세계 인구는 약 70억이며, 이들 가운데 8억
이상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식품

유전자 재조합의 특징

재조합 과정

콩

제초제에 대한 내성

박테리아의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콩의 유전자
에 주입시킴

옥수수

해충제에 대한 내성

특정 해충에 독성을 가진 단백질 생성 유전자를
옥수수의 유전자에 주입시키거나 옥수수의 유전
자를 변이시킴

며, 이에 따른 식량 문제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쌀

비타민 A를 더 많이 포함

박테리아의 비타민 A 발현 유전자를 쌀의 유전
자에 주입시킴

냈다. 병충해와 환경 조건에 잘 견디고, 질이 좋으며, 영양분이 풍부하고, 생산

앞으로 인구는 2025년에는 80억, 2050년에는 90억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

따라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을 만들어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쌀에 부족한 비타민 A를 많이 포함하는 황금 쌀(golden rice)을 만들
이와 같은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을 만들기까지는 과학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어 내기도 하였다.

필요하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식품 회사와 연구소는 유전자 재조합 농작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을 재배하는 국가들이 점점

물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며, 새롭게 만들어낸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의 특허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 농작물들이 우리가 먹는 식품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를 획득하게 된다. 이 식품 회사나 연구소는 특허권을 획득한 유전자 재조합 농

1997년에서 2005년까지 전 세계 농경지 가운데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을 키우

작물의 종자를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 농

는 농경지는 17,000 ㎢에서 900,000 km2로 50배나 증가하였다. 2003년 전

장주나 개발도상국들은 많은 돈을 내고 질 높은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을 구매

세계적으로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전

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높은 가격에도 구매할 수 있는 농장주와

체의 53%를 차지한다.

국가들은 더욱 이익을 얻게 될 것이며, 그러지 못한 농장주와 개발도상국은 경

2006년 미국의 농작물 생산량 가운데 콩 총생산량의 98%, 목화 생산량의
83%, 옥수수 생산량의 61%는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이다. 미국에서 만든 가공

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간의 빈부 차는 더욱 크
게 나타날 수 있다.

식품의 75%는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을 식품의 구성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다.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을 만드는데 사용된 유전자가 일부 사람들에게 식품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유전자 재조합 콩을 6백만 톤이나 수입했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종의 유전자가 혼합되면서 새로운

으며, 그것으로 식용유, 간장 등의 가공 식품을 만들고 있다.

알레르기 발병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된다. 어떤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은 독성

|표 4| 2003년 전 세계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의 국가별 생산량

[단위: %]

국가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인도

중국

파라과이

남아프리카

그외

생산량

53

17

11

6

4

3

2

1

3

물질을 만들어 특정 해충의 개체 수를 감소시켜 멸종시키기도 한다. 그 결과로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될 것이다.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에 사용된 박테리아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질병을 유발
시킬 수도 있다. 또한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농작물이 가지
고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 좋은 영양분이나 구성분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의 이익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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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사람의 건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직면했던 많은 문제들을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해결

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

해 왔다. 특히 해결하는 방법이 기술과 살아있는 생명체와 연관되면, 이를 생명

들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을 반대하기도 한다. 만일
2. 음식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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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반대하게 될 때는 정치적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생활 탐구

2003년 개발도상국 잠비아(Zambia)는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의 문제점을 고

3

려하여 UN이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인 옥수수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거절하였
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지원 물품을 받지 못하고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다.
결국 잠비아는 유전자 재조합 옥수수 지원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여전히 기아
우리가 먹은 음식과 대형 식품 가게에서
판매하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종류를
조사해 보고, 식품의약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명단과
비교해 보자.

에 겪는 국민들에게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이 아닌 전통적인 농작물을 제공하여

스포츠와 과학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빙상의 예술, 피겨 스케이팅

1 과학 교양

│학습 목표│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팅이 가능한 이유를 물의 상태 변화와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
에 대한
서로 다
른 입장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스
 케이팅 기술을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들어
가기

과학자들은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농작물이 영하의 온도나 가뭄에 견디도록 하거나 해충이나 잡초에 잘 견디도록 만
들고 있다. 사람들은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가진다.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이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김연아 신드롬이 화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다. 타임지가

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면, 가축의 사료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은

선정한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힌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김연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사람들은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

아 선수는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스타라고 할 수 있다.

부 농민들은 독성을 포함한 화학 비료를 사용하기보다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20세의 가녀린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을 해냈을까? 사실 김연아

같이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은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 정치적, 윤리적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선수의 스케이팅 장면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김연아 선수의 팬

1. 2인 1조가 되어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재설정해 보자.
2. 조별로 설정한 문제 상항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 당사자를 3인 이상 찾아내고, 이들의 목적, 관점, 시사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자.

선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팅은 스포츠
를 넘어선 예술적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때문에 수많은 팬들이 그녀에게 열광하

문제 사항

이해 당사자

A

B

C

는 것이다. 이러한 극한의 아름다움은 김연아 선수의 노력으로 일궈낸 정확성과

목 적

기술,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피겨 스케이

관 점

팅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있는지, 어떻게 김연아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다른 기술

시사점

34

이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팅 장면은 피겨 스케이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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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보일 수 있는지 김연아 선수의 점프 기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그림 39] 타임지 선정 2010년 세계의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김연아

3. 스포츠와 과학

35

준비
활동

1. 지금까지 본 피겨 스케이팅 장면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동작은 어떤 것이 있는

[그림 40]과 같이 김연아 선수의 점

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고, 이러한 동작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추측해 보자.

프 전 팔의 위치를 보면 오른쪽 어깨

2 그 동작을 흉내낼 수 있는가? 그 동작이 가능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 지

와 왼쪽 어깨를 대각선으로 벌리고 점

발표해 보자.

프 직전 회전시켜 최대의 회전을 만들
어낸다. 이러한 동작은 온 몸으로 이
어지는데 발목과 무릎, 엉덩이, 팔을

탐구
활동

동시에 빠르게 휘감아 최대의 회전력을 만들어주어 각운동량을 극대화한다. 이
피겨 스케이팅의 기본

것이 다른 선수들과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김연아 선수의 점프의 비밀이다.

피겨 스케이팅은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며 여러 가지 동작으로 기술의 정확성
과 율동의 아름다움을 겨루는 경기로 동계 올림픽 경기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0] 김연아 선수의 점프 직전 양쪽 어깨의
자세(출처: 뉴욕 타임즈)

이제 공중에 날아오른 스케이터는 빠르게 회전하기 위해 각운동량 보존 법칙

크게 스케이트의 앞쪽 톱니인 토(Toe)를 이용해 빙판을 찍으면서 점프하는 토

을 이용한다.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외부에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

점프와 스케이트 날의 에지를 사용하여 점프하는 에지 점프로 나뉜다. 스핀은

는다면 물체가 가진 각운동량은 항상 변함없이 일정한 값으로 보존된다. 반대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기술이며, 스파이럴은 한 발을 든 채로 얼음판을 활주하

로 물체에 회전력을 가하면 그만큼 물체의 각운동량은 증가한다. 팽이치기를 생

는 기술이다. 앞에서 준비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이야기한 동작들의 대부분은

각해 보자.

김연아 선수의 첫 번째 비결 : 최대의 각운동량을 만들어라

생활 탐구

생활 탐구

김연아 선수의 두 번째 비결 : 동일한 각운동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라

주요 기술로는 점프(jump)와 스핀(spin), 스파이럴(spiral) 등이 있다. 점프는

이러한 스핀, 스파이럴, 점프 중 하나의 기술에 속할 것이다.

[그림 41] 공중에서 온몸을 회전축 중심으로
모으고 있는 김연아 선수(출처: 뉴욕 타임즈)

우리는 팽이를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끈 등으로 만든 채로 팽이 옆면을 빠르
게 쳐서 회전력을 가하고 이에 비례해서 팽이는 빠르게 회전한다. 이것은 바로

피겨 스케이팅 장면에서 누구나 넋을 잃고 바라보는 장면은 바로 꽃이 피어

팽이에 회전력을 가하여 팽이의 각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각운동

나듯 아름답게 점프하며 회전하는 장면일 것이다. 점프하는 순간부터 과학의

량은 물체의 운동량(질량과 속도의 곱)과 반지름(물체와 회전축 사이의 거리)을

원리는 적용된다. 공중에서 충분한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큰 각운동량으로 높

곱한 값이다.

01 다음 사진은 남자 스케이트 선수가 제
자리에서 회전하는 장면을 순간 포착
한 것이다. 아래 사진에 비해 위의 사
진에서 선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
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팔의 움직임과 회전 속도의 관계를 추
리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보자.

게 점프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큰 각운동량과 수직 속도를 얻기 위해 스케
이터는 발로 힘차게 바닥을 차고 오른다. 발이 얼음판에 가하는 힘만큼 동일한
크기로 얼음판에서 힘을 받아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작용과 반작용
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01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탈 때
미끄러지듯이 활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02 얼음은 압력을 가하면 녹아
액체 상태의 물이 된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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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피겨 스케이팅의 원리로 돌아오자. 이미 공중에 솟아오른 상태에서는
회전력을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렇다면 각운동량은
보존되는 상태에서 빠르게 회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김연아
선수는 공중에서 어깨, 팔, 발을 최대한 회전축 중심으로 모아붙인 동작을 통

그렇다면 김연아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는 비결은 무
엇일까? 김연아 선수는 타고난 재능과 많은 연습으로 인해 다른 선수보다 월등

해 빠른 회전 속도를 얻는다. 즉, 각운동량은 운동량과 반지름의 곱이므로, 반
지름을 최소로 만들어 최대의 회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하체의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 따라서 다른 선수들보다 강한 힘으로 빙판을
차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빠른 속도로 위로 솟구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김연

공중에 떠있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온몸의 자세를 제어하기 위해서

아 선수와 오셔 코치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김연아 선수는 점프 준비 과정에

는 김연아 선수처럼 타고난 재능과 연습량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서부터 최대의 각운동량을 얻기 위한 동작을 한다.

들의 의견이다.

02 마찰이 적은 회전 의자에 앉아서 양팔
로 아령을 들어보자. 아령을 들고 있
는 팔의 위치를 가운데로 모았을 때,
양쪽으로 쭉 폈을 때 회전 속도를 비
교해 보자.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
나는지 설명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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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나나킥의 묘기 속에 담긴 과학
│학습 목표│ 유체 속에서 진행하는 물체의 운동에 유체의 흐름이 주는
영향을 이해한다.
베
 르누이 원리와 마그누스 효과가 일어나는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 속의 예로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유체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 주변에는 물체의 지름, 속도, 유체의 밀도, 유체
의 점성에 따라 난류나 층류가 형성된다. 이렇게 난류와 층류가 형성되는 경계
조건을 레이놀즈수라고 부르는데, 유체의 흐름의 속도가 빠를수록 점성이 작을
수록 난류가 형성되고 반대되는 경우에 층류가 형성된다.
축구 선수가 공을 찬 초기에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공의 주변에 난류가 형
성되지만, 점점 공기의 저항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면 공의 주변에는 층류가 형
성되게 된다. 따라서 축구공의 궤적은 초기에 난류 영역에서의 운동과 후반부

들어
가기

층류 영역에서의 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공기가 없는 곳에서 축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그렇다면 축구
선수들의 생존이 어렵겠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축구공은 처음 선

물론 일반인처럼 처음부터 약하게 공을 차면 초반에도 충분한 초속도를 얻

수가 공을 찼을 때 주어진 초속도에 의존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지 못해 난류가 형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카를로스의 묘기는 강한 발차기에서

축구장에 공기가 전혀 없다면 축구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나오는 매우 빠른 초속도에 첫 번째 비결이 있다. 축구공의 경우, 층류와 난류

따라서 모든 축구공의 궤적은 초기에 발차기로 주어진 초속도와 수직 방향
의 중력에만 의존하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초속도가 매우 클 경우에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궤적을 그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사는 현
실에서는 매우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바로 공기의 존재와 이를 적절히 활
용하는 선수들 덕분인데, 축구에서의 바나나킥이나 야구의 커브 공이 이와 같
준비
활동

의 경계 영역은 110 km/h 근처이다. 즉, 이보다 더 빠르게 나아갈 때 공의 주변
에는 난류가 형성되어 공기에 의한 저항이 작아 쭉 뻗어나가지만 이 속도보다
작아지면 공의 주변에 층류가 형성되고 이때부터는 강한 공기의 저항을 받아
속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른 여러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럼 뻗어나가던 공이
층류 영역에 들어간 후반부에는 왜 갑자기 휘어지는 걸까?

이 공기와 과학의 숨은 조화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카를로스의 두 번째 비결 : 회전을 주어 차라
축구에서 바나나킥이나 UFO킥, 야구에서 커브 공 등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

두 장의 A4 용지를 나란히 들고 종이 사이에 공기를 빠르게 불어 넣었을 때 종이는 어떻게

자.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되는가? 종이가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기의 저항 때문에 속도가 떨어진 공의 주변에는 층류가 형성되게 되고, 이
카를로스의 첫 번째 비결 : 정확하고 강하게 차라
[그림 42]은 카를로스 선수가 1997년 프레 월드컵 경기 결승전에서 보여주었
던 환상의 프리킥을 보여주는 연속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면 카를로스의 공이 처음에는 수비수들을 피해서 오른쪽으로 날
아가다가 갑자기 골대가 있는 왼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
과 공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공기와 같은 유체의 흐름은 나란히 규칙적으로
흐르는 층류와 불규칙한 운동을 하며 흐르는 난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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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마그누스 효과가 나타난다. 독일의 과학자인 마그누스가 포탄의 궤적을
연구하다가 발견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마그누스 효과란 유체 속에서 회전하
고 있는 물체의 회전축이 유체의 흐름에 대하여 수직일 때, 물체의 회전축에 대
해 수직 방향의 힘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그림 43]을 보면서 살
펴보자.
[그림 43]에서 축구공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공기의 흐름은 왼쪽
으로 오른쪽으로 흐른다. 이때 시계 방향으로 공이 회전을 하면 공의 A 부근에

[그림 42] 프리킥의 연속 장면
출처: 카를로스 선수 공식 홈페이지
(http://www.robertocarlos.com.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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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의 회전 방향과 공기의 흐름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고, 반대로 B 부근에서는 회전 방향과 공기의 흐름이 반대 방향이기 때
문에 유속이 느려진다.

얼음 위의 물리의 향연, 컬링

3 과학 교양

│학습 목표│컬링 경기에 적용되는 운동량 보존 법칙, 마찰력,
대기압 등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경기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앞서 A4 용지로 실험해 본 것처럼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하면 공기의 흐름이
빠른 곳에서는 압력이 작기 때문에 공의 A쪽에서의 압력이 B 부근보다 작아지
[그림 43] 마그누스 효과

게 되고 결국 압력차에 의해 공은 A방향으로 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카를로스의 마법같은 프리킥의 비결은 처음에 공의 주변에 난류가 형성
될 수 있도록 매우 빠른 초속도를 주는 것으로 즉, 공이 110 km/h 이상의 빠

[그림 44] 커브 공의 회전 원리

한 때 바둑돌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바둑판 위의 상대편 돌을 판 밖으로 쳐내
는 알까기라는 게임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른 속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강한 발차기, 그리고 둘째로 공이 속도가 감소하

그런데 동계 올림픽에서도 얼음판 위에서 하는 알까기 게임이 있다는 것을

여 층류 영역에 들어갔을 때 회전으로 인해 양쪽에 압력차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알고 있는가? 바로 컬링이라는 경기이다. 맷돌처럼 생긴 둥글고 납작한 돌을 밀

처음에 공을 찰 때 스핀을 주는 것이 포인트이다. 만약 처음부터 공의 회전만을

어 표적 안에 넣는 이 게임은 중세 시대 얼어붙은 호수나 강가 위에서 돌을 미

염두에 두고 초속도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면 공의 궤적은 처음부터 층류 영역

끄러뜨리며 즐기던 놀이에서 비롯된 겨울 스포츠이다. 모두들 한번쯤은 해봤을

에 들어가 느리고 완만한 경로를 따르게 되어 수비수들이 쉽게 공을 방어할 수

알까기 게임을 얼음판 위에서 즐기는 컬링 경기, 재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다양

있었을 것이다.

한 물리 법칙이 숨어 있는 겨울 스포츠를 배워 보자.

[그림 45] 1909년의 컬링 경기 모습. 스톤은
현재 모양과 비슷한 반면, 실제 빗자루를 들고
경기하는 모습이 재미있다.

반대로 초속도를 충분히 주기 위하여 직선으로 찼다면 골대 반대 방향으로
축구공은 날아 갈 것이다. 실제로 카를로스처럼 공이 회전을 가지면서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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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가 넘도록 축구공을 차려면 직선 속도가 130 km/h 이상은 되도록 차야

컬링은 4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 상대편 표적(하우스: house) 안에 컬링 스

한다고 한다. 보통의 국가 대표 축구 선수들이 회전 없이 직선으로 찼을 때 공

톤(Curling stone)이라고 부르는 둥글고 납작한 돌을 밀어 넣어 득점하는 겨

의 속도가 125 km/h를 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니 카를로스 선수가 얼마나

울 스포츠이다. 표적은 4개의 동심원이 그려져 있으며 가장 안쪽 원인 티(tee)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에 근접하게 스톤을 넣으면 득점을 한다. 이때 두 팀이 서로 번갈아 가며 스톤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는 야구의 커브 공이 있다. 커브 공은 투수가 공을 던
진 후 공이 포수를 향해 진행하면서 경로가 휘어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공기의 흐름에 따라 압력차가 발생하는 원리
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행기의 원
리이다. 각자 비행기 날개를 그려 보자. 비행
기 날개의 상단과 하단에 흐르는 공기의 유
속을 비교해 보고,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원
리를 설명해 보자.

│컬링의 기본│

을 넣기 때문에 상대편 스톤을 쳐내고 티에 근접하기 위해 상당한 두뇌 싸움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컬링은 빙판 위의 체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발생하는 것도 축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이 회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좌우
에 형성되는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공의 진행 방향과 바람의 흐름이 일치한 쪽에서는 유체의 속도가 커져서

생활 탐구

오른쪽 사진과 같이 컬링 경기를 보면 얼음판을 미끄러져 가는 둥근 돌의
진로 앞쪽에서 두 명의 선수가 빗자루 같은 것으로 얼음판을 열심히 닦아
내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왜 이와 같은 동작을 하는지 설명해 보자.

압력이 감소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유속이 작아지면서 압력이 커진다. 이렇게 발
생한 압력차로 인해 공은 타자 앞에서 크게 휘어지는데 메이저리거의 경우 무
려 40 cm 이상 꺾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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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동계 올림픽의 컬링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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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컬링 경기는 팀의 주장이 스톤을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작전을

컬링에서 스톤과 바닥과의 마찰력을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짜면 투구자가 돌을 미끄러뜨리고 스위퍼라고 불리는 2명의 선수가 빗자루를

번째로 경기 전에 사용하는 방법은 경기장의 얼음판 위에 물방울을 뿌려 얼음

문질러 스톤의 마지막 경로를 조절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판을 거칠게 만드는 것이다. 얼음판 위에 뿌려진 작은 물방울들은 차가운 얼음
판 위에 닿아 얼음 조각이 된다.

[그림 47]은 컬링에 필요한 장비와 경기장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얼음 조각들이 있는 거친 얼음판에서 스톤과 얼음판 사이의 마찰력은 증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흥미롭게도 실제는 이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오히려 매끈한 얼음판 위에서 경기할 때보다 얼음 조각이 있는 경기장에서 스

스톤(stone)
- 무게: 19.96kg
- 둘레: 91.44cm
- 높이: 11.43cm
- 재질: 화강암

톤은 대략 2배의 거리를 미끄러진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이유는 얼음 조각들로 인해 스톤과 얼음판 사이의 접촉면이 줄어들기 때
문이다. 얼음 조각들이 없는 매끈한 얼음판에서는 상당한 무게의 스톤과 얼음
판 사이가 진공과 비슷하게 밀착되어 버린다.
브룸(bloom): 스톤의 방향이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스위핑하는 도구

이 경우 스톤을 내리누르는 대기압에 의해 스톤의 속도는 감소한다. 그러나
얼음 조각들로 인해 스톤과 얼음판 사이의 공기층이 있어 밀착되지 않게 되므
로 스톤은 좀 더 멀리 미끄러질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경기 중에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실제 경기 장면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빗자루질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투구자 앞에서 빗자루 모양의 도
구(그래서 이름도 빗자루를 뜻하는 브러시(brush) 혹은 브룸(broom)이라고 불
린다.)를 들고 있는 선수들이 얼음판을 열심히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 쉽게 결
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손을 비벼 보는 것이다.
생활 탐구

[그림 47] 컬링에 필요한 장비와 경기장의 모습

한쪽 손바닥이 얼음판, 다른 쪽 손바닥이 빗자루라고 생각하면 된다. 열심히
비빌수록 손바닥은 따듯해진다. 이는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제 컬링에서 왜 빗자루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컬링의 첫 번째 기술 : 마찰력을 정복하라│
컬링에서 득점 여부는 스톤의 위치를 결정하는 전략과 함께 전략대로 스톤의
진로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에 있다. 그렇다면 이미 투구자의 손을 떠난 스톤의
[그림 48] 컬링 대회에서 하우스(표적) 안에
스톤을 넣기 위해 브룸으로 빙판을 문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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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핵심은 마찰력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다.

빗자루로 열심히 문지를수록 얼음판은 마찰열에 의해 녹아 물이 된다. 따라
서 빗자루로 문지르면 컬링 스톤 앞의 얼음이 녹아 스톤이 물위를 미끄러져 멀
리 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스톤 앞의 얼음판을 어떻게 빗질을 하느냐에 따라 미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대기압에 의한
힘은 어느 정도나 될까? 가로, 세로 1 m인
정사각형 스톤이 있다고 가정하고 스톤과 얼
음판이 밀착되어 진공이 되었을 때 스톤이 대
기압에 의해 받는 힘의 크기를 계산해 보자.

끄러져가는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가는 방향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3. 스포츠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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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의 두 번째 기술 : 운동량을 전달해라│
컬링에서는 한 개의 스톤만 표적에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표

돌에 의해 노란색 스톤 두 개가 하우스 밖으로 밀려나가는 장면이다. 이때 사진

적 근처에 있는 스톤을 고려해서 스톤의 경로를 결정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상

하단의 레드팀의 선수를 보면 왼쪽 노란색 스톤을 표적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게

대팀의 스톤을 표적 밖으로 밀어내고 자기 팀 스톤을 표적 안으로 많이 들어가

하기 위해 브룸으로 얼음판을 문지르는 모습이 보인다.

게 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득점과 승리의 중요한 열쇠이다.

[그림 49] 컬링 경기중에 사용되는 스톤

[그림 50]에서 제시된 경기 모습을 위쪽에서 미끄러져 온 빨간색 스톤과의 충

이 밖에도 선수들의 신발은 마찰력을 작게 하기 위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물리의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며, 스톤의 재질이 물을 잘 흡수하지 않는 소수성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빗질로

란 외력을 받지 않는 고립된 물체, 또는 계에서 전체 운동량의 합은 언제나 일

인해 녹은 물을 흡수해 버리지 않고 잘 미끄러지는 등 컬링 경기가 이루어지기

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이다. 이 법칙은 충돌 시에도 성립하며 탄성 충돌과 비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

탄성 충돌 모두의 경우에 성립한다.
이 법칙을 통해 충돌 전후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 가장

생활 탐구

우주선 밖으로 나가 우주 공간에 떠있는 우
주인을 생각해 보자. 이 우주인이 생각한 방
향으로 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각자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친구들과 함께 병뚜껑 쳐내기 게임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과학 원리를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

단순한 경우로 당구공의 충돌에서도 볼 수 있는 질량이 동일한 물체의 충돌이
다. 정지해 있는 한 물체에 질량이 동일한 다른 물체가 정면 충돌하면, 굴러오
던 물체는 정지하고 정지되어 있던 물체는 이동해 온 물체의 원래 속도와 동일
한 속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물론 이때 마찰의 크기는 무시할 정도
로 작은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스톤이 충돌하면 미끄러져 오던 스톤은 멈추게 되고 정지되어 있
던 컬링 스톤은 미끄러져온 스톤의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앞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원리를 이용하면 선수들은 표적 안에 있던 상대팀 스톤을 맞
추어 자기 팀 스톤은 표적 안에서 멈추게 하고, 상대팀 스톤은 표적 밖으로 미
끄러져 가게 만들 수 있다.
1차원 충돌인 정면 충돌뿐 아니라 2차원 충돌의 경우에도 운동량 보존 법칙
은 성립하며, 실제 경기에서는 여러 개의 스톤이 퍼져있는 배치에 따라 다양한
충돌각과 충돌 횟수를 활용하여 복잡한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그림 50] 컬링의 실제 경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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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과학
[그림 51] 원뿔형 요술 거울에 비친 말을 탄 나폴레옹의 모습 (왼쪽)
[그림 52] 요술 거울에 비친 그림을 그리는 설계도: 거울에 비친 모습을 평면적으로 그려야 한다. (오른쪽)

과학 교양

1

카메라에서 영화로
│학습 목표│ 거울과 만화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카메라를 거쳐
영사기에 이르기까지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영
 화 장면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인 착시,
잔상 현상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3] 만화경, 거울을 양 옆으로 놓고 안쪽에 사람 그림과 기둥을 넣고 구멍을 통해 관찰하는 장치 (왼쪽)
[그림 54] 만화경 내부를 들여다 본 모습. 만화경의 구멍을 통해 보면 사람과 기둥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오른쪽)

있으면 판자의 한 면에는 새, 반대 면에는 새장을 그리고, 이 판자 원판을 돌리
영화가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그림에 여러 가지 효과를 주

면 새장에 갇힌 새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어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 중 하나는 사물이 볼록 거울에서 좁고 길

소마트로프의 돌리는 원판에서 발전해서 홈을 낸 원판을 추가한 조셉 플라

게 보이는 특징을 이용하여 그림을 보는 것이다. 먼저 그림을 넓게 펼쳐 그린 다

토는 1832년에 페나키스코프(phenakistiscope)를 고안했다. 관객이 거울 앞

음, 그림의 중앙에 볼록 거울을 놓으면 그곳에 비춰진 그림이 정상적인 그림으

에서 원판을 잡고 회전시키면서 원판의 가느다란 구멍을 통해 거울에 비치는

로 나타난다.

연속된 그림을 보면 그림 속의 사물이 마치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장

넓게 펼쳐 그린 그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거울에 비친 그림은 특
영화 매체는 표현 범위가 넓다. 무용에
서처럼 영화는 동작의 배열을 다루는가
하면, 연극과 같이 사건의 극적 긴장을 창
출할 수도 있다. 음악처럼 영화는 리듬과
시간의 흐름 안에서 구성되며, 여기에 노
래와 악기를 첨가할 수도 있으며, 마치 시
처럼 이미지들을 서로 병치할 수 있다. 또
일반 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로만 가
능한 추상적 개념을 사운드 트랙에 담아
낼 수도 있다.
-마야데런 Maya D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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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나타낸다. 또한 거울이 서로 반사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사람과 기둥을 조금만 넣어 두어도 구멍을 통해 보았을 때는 마치 사람과 기둥
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만화경 장치를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했다.
만화경이나 볼록 거울을 이용해 정지된 그림을 보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간
장치를 고안한 사람은 영국의 존 에이턴 패리스(John Ayrton Paris)였다. 그
는 두 개의 실에 걸린 종이판을 움직여서 활동 사진과 같은 효과를 내며‘회전
요지경’
이라고 불리는 소마트로프(Thaumatrope)를 제작했다. 둥근 판자가

[그림 55] 소마트로프 : 앞뒤에 그림을 그려놓고 돌리면 두 그림이 합쳐진 것처럼 보인다. (왼쪽)
[그림 56] 페나키스코프 : 홈을 낸 원판과 뒤쪽의 그림을 같이 돌리면 홈 사이로 사람이 연속하여
줄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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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다. 그림이 그려진 원판에는 달리거나, 창을 던지거나, 날아가거나 하는 연

게 보인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도 잔상 효과를 이용한다. 이와 같은 잔상 효

속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과는 회전식 전광판이나 자동차 바퀴, 선풍기 날개 등에도 살펴볼 수 있다. 잔
상이 남아있는 시간은 광선이 강할수록 길다. 보통 1/16초가 표준이나 1/30 ~

│착시와 애니메이션│

1/10초까지의 실례도 있다.

소마트로프와 페나키스코프, 그리고 거기서 한걸음 더 발전한 조트로프에서

착시를 이용하는 애니메이션 등과는 달리 물체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기 위

는 정지된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 장치에 적용된 공통 원리는 무

한 노력하였다. 이것이 바로 카메라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였다. 초기 카메라는

엇일까?

방에 창문을 모두 가려 어둡게 만든 다음, 창쪽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고 볼록

한마디로 말하면 착시 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밝은 물체를 보고 난 후
에는 잠깐 동안 그 모양이 사라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듯 남아 있는데 이것을
잔상이라고 한다. 이것은 시세포가 빛에 의한 자극을 받아 반응을 다시 일으키

렌즈를 달아 벽면에 상이 맺히도록 하여 창문 바깥쪽의 풍경이 비치도록 만든
것이었다. 이것이 바늘 구멍 사진기였으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사진기가 발명
되면서 본격적으로 카메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곧이어 다른
물체를 보면 잠깐 전에 봤던 영상의 잔상이 겹쳐져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원의 앞부분을 입이라고 생각하고 점차 벌어졌다 닫히는 그림을
연속해서 그렸다고 하자. 그리고 이것을 원뿔 모양의 간이 조트로프 안쪽에 붙
여놓고 회전시키면서 조트로프의 홈 사이로 보면 원이 입을 벌렸다닫았다 하는

[그림 58] 카메라 옵스큐라: 어두운 방에 작은 구멍을 통해 주변이 모습이 벽에 비치게 해 놓았다. (왼쪽)
[그림 59] 초창기 사진기: 나무로 만든 커버 등이 아직은 조잡하다. (오른쪽)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연속적인 움직임과 착시 현상이 결합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애니메이
션이다. 애니메이션은 정지된 여러 개의 영상을 빠른 속도로 잇따라 재생해 마
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일정 시간 동안 재생하는 영상의 수가
많고 재생 속도가 빠를수록 애니메이션의 등장 인물들은 실제처럼 더 자연스럽

│초창기 영화의 시대로 들어서다│
사진기가 발명되고나자, 사람들은 이제 그림 대신에 연속된 사진을 사용하여
움직임을 나타내려 했다. 여러 개의 사진을 원통 속에 넣고 돌리면 일정한 위치
에서 사진이 한 장씩 눈에 보이도록 만든 장치가 개발된 것이다.
에디슨이 그의 조수에게 지시하여 만든 키네토스코프는 그런 장치의 일종으
로 무성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한사람만 관람할 수 있으며, 작은
구멍에 동전을 넣어 작동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키네토는‘움직인다는’뜻으로 나중에 바뀌어 영화를 지칭하는 단어‘시네
마’
가 되었지만, 에디슨은 영화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영화를

[그림 57] 간이 조트로프를 만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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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에 투사하는 시스템은 개발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날 영화의 아버지라

[그림 60] 키네토스코프로 영화를 보는 사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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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뤼미에르 형제들이 그 일을 해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현상과 영사기를

특히 시오타 역에 들어오는 기차를 보고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의자 밑에

겸한 카메라를 발명하였다. 소형의 휴대할 수 있는 촬영기 겸 영사기 영상을 스

숨는 관객도 있었다. 한 신문 기자는“언젠가 모든 대중이 카메라를 소유한다

크린에 확대 영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게 함으로써 영화의 대중화가 사실

면, 그래서 자신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

상 시작되었다. 따라서 뤼미에르 형제는 직접 영화를 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다면 죽음이 가진 완결성 또한 사라질 것”
이라고 예감했다. 이날 상영된 영화

후 이 새로운 매체가 갖게 될 존재 양식이 결정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 때

는 시네마토그라프로 촬영한 영화 10편으로 각각의 상영 시간은 1분 정도(전체

문에‘영화의 아버지’
로 불린다.

상영 시간 25분)였다.

[그림 64] 최초로 상영된 영화(기차의 도착)

시네마토그라프의 상영이 끝난 뒤 그랑카페를 나서는 관객의 얼굴은 새로운
[그림 61] 키네토스코프의 구조: 왼쪽에
여러 개의 연속된 사진을 겹쳐놓고 돌리면
윗부분에서 한 장씩 걸려 눈에 보이게 되어
있다.

│최초의 대중 영화│

발명품에 대한 흥분과 감격으로 한껏 상기되어 있었다. 한 관객은“정말 놀랍

새로운 발명품 시네마토그라프가 1885년 12월 28일 프랑스 파리 카퓌신가

다. 우리 시대 최고의 발명품이다.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 기적을 다

14번지 그랑카페 지하‘인디언 살롱’
에서 파리 시민에게 유료로 공개됐다. 이날

시 봐야겠다.”
라고 말했다. 관객의 반응은 행사를 기획한 뤼미에르 형제를 한껏

1프랑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관객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보고 겪

고무시켰다. 사실 준비한 의자 100개 가운데 33자리만이 관객이 앉았으며, 특

는 실제 현실이 벽 위에서 고스란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별 초청한 기자들도 나타나지 않아 상영 전만 해도 이 발명가 형제는 매우 의

이날 그랑카페를 찾은 관객들은 흰막 위에 영사된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잖아’
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이미 이곳에서 환등기로 영사
되는 사진을 보는 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진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카페 안은 놀라움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했
다. 그도 그럴 것이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바닷물이 출렁거리며, 말들이 달

기소침해 있었다. 그러나 이날 성공에 고무된 이들은“앞으로도 이곳에서 계속
상영회를 갖겠다.”
라고 밝혔다고 한다.
뤼미에르 형제는 이후에도 고정된 카메라로 움직이는 상을 찍는 것 이외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풍경을 찍는 것처럼 카메라를 이동하면서 고정된 상을 찍기
도 하는 등 여러 형태의 영화를 선보여 흥행에도 성공했다.

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생활 탐구

에디슨과 뤼미에르 형제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발명품의 쓰임새에 대
한 가치 판단이 달라 결과가 달라진 경우를 조사해 보자.

[그림 62] 뤼미에르 형제 (왼쪽)
[그림 63] 뤼미에르 형제가 발명한 카메라와 영사기 겸 인화기인 시네마토그라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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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양

2

영화의 기법
│학습 목표│ 다양한 영화의 기법이 개발된 역사를 알 수 있다.
다
 양한 특수 효과를 비롯한 영화 기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했으며, 여러 짧은 장면을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방식의 몽타주 구
성 원리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898년 극영화를 발표하기
에 이른다. 그는 마술사가 전통적인 무대 장치를 배경으로 한 2 개의 묘기를 보
이는 모습을 그대로 영화에 담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것을 일련의 이야기로 구
성되는 보다 긴 서사체로 발전시켜 나갔다.
1903년경까지 초기 영화들은 대부분 단순한 기록물들이었으나, 서사 형식이
빠르게 영화에 도입되었다. 조르쥬 멜리어스는 시사 문제를 다룬 영화에서 속임

│초기의 영화, 달나라 여행│
초기의 영화가 활동 사진의 개념으로 주변의 풍경이나 사건, 사고를 필름에

수 영화, 사극 영화, 광고 영화 등을 만들어왔다. 이때 조르쥬 멜리어스가 개발
한 영화 기법이 지금도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담은 것이었다면, 스튜디오를 만들어 촬영하는 근대적인 개념의 영화는 프랑스
의 마술사였던 조르쥬 멜리어스가 직접 제작한 영화‘달나라 여행(A trip to
the moon)’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르쥬 멜리어스의 촬영 스튜디오
한쪽에는 연극 무대의 배경처럼 보이는 배경 그림막이 걸려 있었다. 지금은 유
치하고 조잡한 세트지만 당시에는 매우 놀라운 발상이었다.
1895년 12월 28일, 뤼미에르 형제의 첫 번째 시네마토그라프 시사회에 참석
한 사람 중에 영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조
르쥬 멜리어스이다. 그는 뤼미에르 형제에게 시네마토그라프를 1만 프랑에 팔
것을 제안했으나, 그들도 영화가 대중성과 상업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의 기반이 되는 영사기를 팔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1896년 조르쥬 멜리어스는 영국의 발명가로부터 영사기를 구입하였고, 이어서
그것을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다.

│영화의 기법│
TV 혹은 영화 세트장에서 볼 수 있는 골목길은 합판으로 겉모양만 만들어
놓은 것이었지만 화면으로 본 모습은 그럴듯하게 나타났다. 사무실 장면을 찍
는 세트장에서는 책상이 있고 뒤쪽에는 창문이 있고, 그 바깥에는 주변을 둘러
싼 고층 빌딩군이 보이는 사진이 붙여져 있다. 카메라로 찍는다면 마치 고층 빌
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다.
영화의 기법 몇 가지를 알아보자. 아주 작게 만든 집과 가짜 나무도 어두운
밤에 눈이 내리는 장면을 찍는 데는 실제의 건물을 배경으로 찍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현실감 있게 표현될 수 있다. 인도의 거인을 나타내는 장면에서는 배
우는 보통 키의 사람이지만 주변에 장난감 같은 작은 집과 작은 사람 인형을 배
치해 놓음으로써 키가 매우 큰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는 뤼미에르 형제의 실사 영화만으로는 관객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못한
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술을 영화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마술을 도입하
기 위해 실내 촬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1897년 자신의 영화 촬영 스튜디오
를 설립했다. 이곳에서 최초로 태양광과 실내 조명을 이용하여 영화를 제작했
던 것이다.
그는 촬영 도중 우연히 이중 촬영을 하면서, 어두웠다 점차 밝아지는 페이드
[그림 65] 영화 달나라 여행(조르쥬
멜리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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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와는 반대로 밝았다가 점차 어두워지는 페이드 아웃의 촬영 기법을 개발

[그림 66] 아주 작게 만든 마을 모형

[그림 67] 실제 영화 속에 모형을 배경으로 [그림 68] 영화 속의 한 장면은 거인이
눈이 내리는 장면으로 실제와 잘 구분이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가지 않는다.

[그림 69] 집과 사람은 실물이
아니고 크기도 작은 장난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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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의 [그림 71]을 보면 최초의 특수 분장이라고 하는 프랑켄슈타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각 단계별로 모형이 만들어져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우주 괴물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소품들과 입체 분장도 볼 수 있다.

│영화의 특수 효과│
영화에서 사용되는 특수 효과 기법은 미니어처, 특수 분장, 컴퓨터 그래픽,
매트 페인팅 등이 있다. 미니어처는 영화 초창기부터 사용된 기법으로 축소된
모형을 실제의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조명이 중요한데 모형의
질감과 입체감을 나타내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수 분장은 특수 약품과 같은
화학 물질로 입체적인 분장을 하거나 동물 모습 등으로 분장을 하는 기법이다.
<미녀는 괴로워>에서 살찐 김아중의 모습은 특수 분장에 의한 것이다.

[그림 70] 최초의 특수 분장이라고 하는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림 71] 영화 속의 우주 괴물도 사실은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출한 것이다.

요즘에 영화 뿐만 아니라 일기 예보, 선거 방송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기법이
바로 컴퓨터 그래픽(CG; Computer Graphics)이다. 파란색 배경의 스튜디오에
서 카펫에 그저 앉아만 있고 아래를 쳐다보는 동작을 했는데 화면에서는 카펫를
타고 하늘을 날면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쳐다보는 장면이 그럴듯하게 보인다.
세트장의 배경이 어설픈 그림과 모형이지만 영화 화면으로 보았을 때는 그럴
듯하게 보이는 이유는 역시 착시 현상 때문이다. 그 이유는 먼저 사람들이 사
물을 인식하는 방법 때문에 생긴다. 예를 들어, 물체의 크고 작음을 비교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크기의 것과 다른 것을 비교한다. 아무

컴퓨터 그래픽은 컴퓨터를 사용해 영상을 만들어내는 모든 기술이 요즘 영화

[그림 74] 도로 양옆에 있는 건물은 가건물이고
뒤쪽에 있는 건물과 석양은 그림이다.

는 거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한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컴퓨터 그래픽은 <
스타워즈>에서 시작되어 <해리포터>, <아이언맨>, <디워> 등에서 활용된 기법으
로 컴퓨터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진보해 왔다. 영화의 전통적인 특수 효과
들과 컴퓨터 그래픽이 결합되면서 영화는 놀라운 시각적 위력을 갖추게 되었다.
매트 페인팅은 실제와 같은 정교한 그림을 일컫는 말로, 주로 배경을 그려 합
성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웅장한 장면이나 미니어처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비싼
비용이 예상되는 장면 등에 오일이나 아크릴 물감으로 유리판에 그림을 그려 넣
고, 그림이 그려진 유리판 뒤쪽에서 빛을 비춰주면 앞에서 보여지는 그림들이
사실적으로 보여지기를 효과를 이용해서 특수 효과에 사용하고 있다.

리 큰 것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작게 보이는데 이것이 영상물에서 모두 초

영화 속에서는 차를 타고 움직이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스튜

점이 뚜렷하게 잡힌다면 그저 작은 크기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영

디오에서 촬영할 수 있다. 앞의 모니터에는 다른 부분은 보이지 않고 운전대와

화 속의 도시나 킹콩, 공룡과 같은 거대한 동물들을 실제 크기만큼 만들지 않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는데 진짜 차 안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도 그 효과를 스크린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생활 탐구

[그림 72] 책상 뒤쪽 창문 뒤에는 건물 사
진이 있어 카메라로 찍으면 마치 고층 빌
딩에 있는 사무실로 착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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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영한 영화 <아바타>는 이전의 보통 영화와는 달리 3D 기법으로
완성되어 매우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였다.
3D 영화를 볼 때 전용 안경을 착용하는 이유와 안경을 착용하고 영화를
보았을 때 입체감이 느껴지는 이유를 조사해 보자.

[그림 73] 한 손에 잡힐 듯한 건물 모습.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4. 영화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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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통 과학의 이해

124

지상계와 천상계는 구성 원소와 근본 원리가 다르다는 점에서 완전히 상이한

1

세계이다. 달밑 세계인 지상계는 흙, 물, 공기, 불의 4원소로 이뤄져 있으며, 각
원소는 고유한 무게에 따라 본연의 위치를 갖는다. 가장 무거운 흙 원소가 있어

서양 과학의 역사와 문화

야 할 자리는 우주의 중심이다. 나머지 원소인 물, 공기, 불도 무게 순서에 따라
흙 둘레를 차곡차곡 감싼다. 불완전한 지상계에서는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지
만 이것이 혼돈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각 원소가 제 본연의 위치로 회귀하려는 경향은 변화가 지속되는 세계에 질
서를 부여한다. 지상계와 달리, 천상계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완벽한 세계이다.

과학 교양

1

[그림 1] 지구 중심 우주관

이곳에서는 가장 완전한 운동인 등속 원운동만이 영원히 계속된다. 이는 천상

과학 혁명의 지적, 사회적 의미
│학습 목표│16~17세기 서양 문화에서는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는

계를 이루는 제5원소인 에테르에 천구들을 회전하도록 만드는 속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방식을 두고 큰 변화가 진행되었다. 어떤 면에서의
변화가 생겼는지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과학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서양 세계에서 자연에 관한 정통 학설로 2,000여 년 동안이나
군림했다. 현대 과학의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는 좀 어설퍼 보일 수 있지만, 이
학설은 제법 많은 자연 현상에 대해 상식적이면서도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해 준
다. 왜 밤하늘의 별은 매일 뜨고 지는 한결같은 운동을 하는것일까? 영원히 지

과학의 역사에서 16~17세기는 격동의 전환기로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 흔
히 과학 혁명(Scientific Revolution)의 시대라 불리는 이 시기 동안 유럽 인들
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과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했

속되는 균일한 원운동이 에테르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지구는 우주의
한가운데 멈춰있을 수 있나? 우주의 중심을 향하는 흙(earth) 원소가 뭉쳐서
형성된 것이 바로 지구(Earth)이기 때문이다.

다. 그 결과 1700년경의 유럽 인들은 1500년경 선조들의 것과는 크게 다른 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과의 주성분인 흙과 물이 밑으로 떨

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아울러 세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활동으로서의

어지는, 더 정확하게는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본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호수

과학의 힘과 역할 역시 과학 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었다.

에 던진 돌맹이는 밑으로 가라앉고, 불은 공기 위로 타오르며, 공기 방울은 물
위로 떠오른다. 왜 그럴까? 스스로 답변하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전통적인 자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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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직관적인 설명력은 아리스토텔레스 학설의 최대 강점이다.

1500년경까지 유럽 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을 좇아 자연을 바라보고

고도의 체계성과 통일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이해했다. 이에 따르면 우주의 중심에는 지구가 있고 무수한 별들이 박혀 있는

특징이다. 천상계와 지상계를 구분하는 큰 틀 안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

항성 천구가 유한한 우주의 최외각을 감싸고 있다. 지구와 항성 천구 사이에는

론, 운동론, 우주론은 서로 꼬리를 문 채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물질의 본성

달, 태양, 오행성이 부착된 투명한 천구가 양파 껍질처럼 배치된다. 이중 지구에

은 물질 본연의 운동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이런 물질의 운동은 우주 구조를

가장 근접한 달의 천구는 지상계와 천상계를 나누는 경계가 된다.

유지시키는 동력이 된다. 아울러 우주 구조는 제 위치를 찾아가려는 물질의 본

1. 서양 과학의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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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구체적 의미를 부과한다. 이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공하는 많은 설

아보였다. 이렇게 하면 기존 우주 체계가 지니는 복잡성 중 많은 부분이 해소될

명은 현상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이론 체계에서 파생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설이 지니는 몇 가지 장점을 적

되어 나오는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극적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태양 중심설은 행성의 역행 운동이나 내행성의 최대
이각 같은 현상을 지구 중심설에 비해 훨씬 간단하게 해명할 수 있었다.

│천문학 혁명 : 천상의 재배치│
16세기에 들어서자 이렇듯 안정적이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체계에 작은
균열이 발생한다. 기존 관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우주 체계가 폴란드의 천문
학자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주의 중심에는 지
구가 아니라 태양이 있으며, 태양이 있던 자리에는 지구와 그 주위를 회전하는
[그림 3] 프톨레마이오스(왼쪽)과 코페르니쿠스(오른쪽)의 천체 모델

달이 놓인다. 아울러 지구는 축을 중심으로 1일 1회전하는 자전 운동과 1년을
주기로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운동을 한다. 왜 코페르니쿠스는 이토록 이질적
인 우주 체계를 제안했던 것일까? 태양 중심설은 천문학 분야를 개혁하고자 하
는 비교적 작은 열망이 낳은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천문학은 심오한 원리를 다룬다기보다는‘현상을 구제하기’위한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모델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천체는 등
속 원운동한다.”
는 고대의 관념을 충실히 계승했는데, 단순 원운동만으로는 행
성의 궤도를 설명할 수 없었기에 결국은 원운동을 조합할 수밖에 없었다.

도구적인 학문으로 여겨졌다. 등속 원운동이 천상계의 본성이라는 관념은 대부

주전원과 이심은 계속 필요했으며, 이런 점에서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은 비록

분의 천체의 운동에 잘 부합했지만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떠돌이별’
인

프톨레마이오스의 모델보다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복잡했으며 부정확

오행성은‘항성(고정된 별)’
과 달리 이동 속도가 변하고 방향도 바뀌는 등 등속

했다.

원운동에서 벗어난 운동을 한다는 점에서 큰 골칫거리였다.

행성 궤도의 정확한 계산과 예측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완전히 부합하는 천문

천문학은 이런 행성의 복잡한 운동을 기술하는 데에 목표를 둔 특화된 학문

학은 더 후대에 등장했다. 이를 위해서는“천체는 등속 원운동한다.”
는 종래의

이었는데, 그 기초는 고대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마련했다. 그는 주전원

관념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케플러는 각 행성이 따르는 궤도는

(epicycle), 이심(eccentric), 등각속도점(equant)과 같은 기법을 다양한 방식으

원이 아니라 타원이며 이동 속도마저 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섯 개의 타

로 조합하여 행성의 운행을 설명하는 천체 모델을 고안했다. 아울러 이 모델은

원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만으로 지구를 포함한 오행성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

중세 및 르네상스 기를 거치면서 관측 데이터에 더 잘 부합하는 형태로 조금씩

측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린 것이다.

생활 탐구

개량되었다.
정확성을 기하려면 더 많은 주전원을 더 정교한 방식으로 조합해야 했는데,

[그림 2] 프톨레마이오스의 천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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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혁명 : 새로운 운동 이론의 등장│

이러한 과정에서 천체 모델은 갈수록 복잡해졌다. 코페르니쿠스는 이를 의심의

태양 중심설은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의 천문학적 성취에 힘입어 점진적으

눈초리로 바라봤다. 진정 천체의 운행이 이렇듯 복잡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

로 수용되어 나갔지만, 이에 대한 저항 또한 만만치 않게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일까? 차라리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바꾸고 지구에 운동을 부여하는 게 더 나

태양 중심설은 운동학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지구가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로 설명되기
어려웠던 것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로 비교적 쉽게 설명된 예인 행성의 역행 운
동과 내행성의 최대 이각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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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록 빠르게 움직인다면, 왜 우리가 그 운동을 느끼지 못하겠는가? 지구가 움

수 있다. 뉴턴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을 가정한

■ 만유인력

직이고 있다면, 어찌 수직으로 쏘아올린 포탄이 제자리에 떨어질 수 있겠는가?

후, 이 힘을 통해 행성계의 운동을 기술한 케플러의 3 가지 법칙을 모두 유도한

지구의 운동은 직관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것이다.

우주상의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17세기 유럽에서
갈릴레이, 뉴턴 등에 의한 고전 역학의
확립과 그에 따른 자연상  세계상의 변혁

지상계와 천상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종래의 관념 역시 태양 중심설을 수

그는 이 인력이 태양과 행성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온

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 태양 중심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주의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보편적인 힘이라고 하였다.

지구가 지상계인가, 아니면 우주의 중심인 태양이 지상계인가? 이는 결코 사소

아울러 이러한 만유인력에 입각해 행성의 궤도 운동뿐만 아니라, 지상계에서

한 문제가 아니었다. 지구가 우주의 외각에 있고 태양이 그 중심을 차지한다면,

의 물체의 운동, 바다의 조석 현상, 지구의 세차 운동 등을 성공적으로 설명해

당시의 통념상 무거운 물체는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향해야만 했다.“사과는 왜

낼 수 있었다.

떨어지는가?”아리스토텔레스가 너무도 쉽게 답변했던 질문이 풀기 힘든 미스
터리로 부상하는 순간이었다.

앞의 질문을 뉴턴에게 한번 던져보자.“사과는 왜 떨어지는가?”뉴턴의 답변
은 명쾌하다.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체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에 내재된 고도의 체계성 때문에

지구의 인력은 달에도 작용하며, 천상계의 물체를 지구 주위로 회전하도록 만

발생하는 문제들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과 운동론은 서로 긴밀히 결

든다. 뉴턴은 단일한 원리, 단일한 법칙으로 지상계의 역학과 천상계의 수리 행

부되어 있었기에, 전통적인 우주 구조가 해체되는 순간 운동에 관한 종래의 설

성 천문학을 통합했고, 2,000년 동안이나 유지되던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분을

명들도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태양 중심설이라는 새로운 우주 체계

완전히 타파했다. 뉴턴이 과학 혁명을 완수한 인물로 평가되는 이유이다.

가 원활히 수용되려면, 그에 걸 맞는 새로운 운동 이론이 함께 마련되어야 했
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천문학 혁명’
은‘역학 혁명’
을 잉태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갈릴레이의 역학 연구는 태양 중심설을 수용할 때 생기

과학 혁명기에 이뤄진 변화 중에는 천문학 혁명에서 역학 혁명으로 이어지

는 운동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수직

는 과학 내용상의 변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으로 쏘아 올린 포탄은 왜 제자리에 떨어지는가?”이에 대한 답변으로 갈릴레

아니다. 이 시기에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자연을 대하는 태도, 과학을 행하

이는 관성 개념을 제안했다. 운동하는 물체는 외부에서 그 운동을 멈추게 하지

는 바람직한 방법을 두고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않는 이상 계속 운동한다. 포탄은 이미 지구의 운동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포탄
이 제자리로 떨어진다 하여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
었다.

■ 관성
물체에 가해지는 외부 힘의 합력이
0일 때 자신의 운동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로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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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를 강조한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 뿌리를 둔 경험이
모든 지식의 토대이자 원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과학 혁명기의 새로
운 과학의 주창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경험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

우리가 지구의 운동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운동의 상대성 원칙 때문이다.

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언뜻 부당해 보이는 이런 종류의 비판을 어떻게 이해

운동은 운동을 하지 않는 물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나타날 뿐이며, 물체와 운

해야 할까? 실마리는 경험의 의미 자체가 17세기에 들어서 크게 달라졌다는 데

동을 함께 하고 있으면 그 물체의 운동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갈릴레이의 답

서 찾을 수 있다.

변이었다.
과학 혁명을 마무리한 인물로 평가되는 뉴턴 역시 비슷한 측면에서 조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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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재정의 : 발견을 통한 지식의 누적적 진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경험이란“무거운 물체는 떨어진다.”
거나“모든 별은 동
천에서 떠서 서천으로 진다.”
처럼, 자연의 일상적 모습에 관한 보편적인 진술을
1. 서양 과학의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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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일상에서 무수히 발생하여 누구에게나 친숙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경험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알려진 보편적인 현상들이“왜”일어나는지를 해명하면서 궁극적으
로는 자연 전체의 인과 구조를 논리적으로 밝혀내는 것이다.
중세인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험 그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
력할 필요는 없었다. 사물이 실제로 어떠한가에 대한 일반화된 진술로서의 경
험은 이미 고대의 권위자에 의해 주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자신의 직접
적인 경험보다는 완전하고 왜곡되지 않은 원전의 인용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
러한 경험의 의미는 과학 혁명기에 접어들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일상적이
고 친숙하며 보편적인 현상보다는 새롭고 신기하며 특이한 현상으로 경험의 강
조점이 점차 이동했다. 이는 시대적인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유럽의 팽창과 신

[그림 5] 목성의 위성 운동을
기록한 갈릴레이의 노트

대륙의 발견은 서구인들의 폐쇄적인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았다. 탐험가들이 먼
나라에서 얻은 낯선 경험들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이 시기 서양
세계에서는 인간 경험의 지평이 현저히 확장되었다.
아울러 신대륙에서 발견된 새로운 동물, 식물, 광물은 유럽 인들이 자연 세계
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고안해낸 기존의 분류 체계에 혼란을 야기했다. 이는
비단 자연사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여행가들이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를

자연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자연 세계에 대한 생생한 기록과 개별적이고 구
체적인 발견이 우선 축적되어야 한다. 당장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새로운 발
견을 통한 경험의 확장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은 누적적으
로 진보한다. 이 시기에 정밀 관측 기구가 크게 각광받았던 이유는 그것이 이러

[그림 6] 갈릴레이가 관측한 태양의 흑점

한 경험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탐험해 진기한 물건들을 수집해 왔듯이, 과학자들은 인간의 미약한 감각을 보

천체 망원경은 너무 멀리 있어 볼 수 없는 대상을, 현미경은 너무 작아 볼 수

완할 수 있는 정밀 관측 기구를 활용해 새롭고 신기한 자연 현상을 발견하고 있

없던 미시 세계를 인간의 눈에 드러내 주었다. 아울러 과학 혁명기의 과학자들

었다. 갈릴레이는 직접 고안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고대인이나 중세인은 전혀 몰

은 자연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특수한 현상을 기구를 활용해 인위적으

랐던 여러 천문 현상을 관측했는데, 이 중 몇몇은 기존 자연관과 우주론에 균열

로 창출하기 시작했고, 이를 자연을 연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

을 내는 효과를 발휘했다.

작했다. 다름 아닌 실험 과학의 부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접근방식에 따르면 경험이란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이 보기에, 이와 같은 아리스

[그림 4]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관측한 달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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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과학의 부상 : 인간 자연에 개입하다│

토텔레스의 접근 방식은 지적인 오만함에서 비롯된 섣부른 판단일 뿐이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일상적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의 통상적 모습에 근거를 둔 종래의 지식 체계는 이 시기에 이루어진 몇몇 새

런 자연관에 따르면, 실험을 하는 행위는 자연을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을 줄 수

로운 발견들만으로도 그 힘을 잃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자연에는 이미 알려진

없었다. 자연은 그 정의상‘자연스러운 상태’
에 있을 때에만 그 본연의 모습을

사실들보다는 미지의 사실이 훨씬 더 많다.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1. 서양 과학의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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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혁명기
17세기 유럽에서 갈릴레이, 뉴턴 등에
의한 고전 역학의 확립과 그에 따른
자연상  세계상의 변혁

이런 점에서 자연에 개입해 들어가는 실험은 자연을 인위적인 효과로 오염시

일전에 파스칼은 수은주의 상승 이유가 공기의 무게(혹은 압력) 때문이라는 자

키는 다시 말해 자연을‘비자연스러운 것’
으로 만들어 버릴 우려가 있다. 자연

신의 생각을 입증하고자 퓌드돔 봉우리에 오른 적이 있다. 예상대로 900 m에 이

을 탐구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둔 채 그 내적 속성이 어떻게

르는 정상에 도착하자 희박해진 주변 공기 때문에 수은주는 8 cm 정도 내려갔다.

발현되는지를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과 인공을 엄격히 구분
하는 관념은 중세 시대까지 널리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과학 혁명기에 들어서
자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다. 자연과 인공의 구분은 점차 희
미해졌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효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베이컨은
자연 현상을 자연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보기 드문 자연의 실수나 돌
연변이, 인간이 자연에 노력을 가해 만들어낸 현상 등으로 분류하여 실험 과학
의 중요성을 강변했다.
베이컨은 그동안 학자들이 첫 번째 부류만을 자연으로 여기고 나머지 현상
들, 특히 세 번째 부류를 소홀히 다루어왔음을 문제 삼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
했다.“어떤 사람이 자극을 받기 전까지 그 사람의 성격을 잘 알 수 없듯이, 자
연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본성과 원리가 실험을 통해 인위적 자극

보일의 실험은 이런 파스칼의 시연을 실험실에서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둘 사이에는 적잖은 차이도 존재한다. 파스칼의 등산을 대체한 보일의 공기 펌프
는 자연에 대한 손쉬운 통제를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이제는 자연적인 발생을 기
다리는 게 아니라 원하는 현상을 실험 기구로 만들어내면 되었다. 더 나아가 보일
은 자신의 실험이 토리첼리의 장치를 퓌드돔 봉우리를 넘어서 대기권 꼭대기까지
가져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지를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실험 기구의 힘을 빌려
현실적으로 관찰 불가능한 자연 현상을 창출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16~17세기 서양 문화에서는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을 두고 큰 변화가
진행되었다. 기존 우주 체계와는 전혀 모습이 다른 새로운 우주 체계가 등장했
고, 이내 이런 우주 체계에 걸 맞는 새로운 운동 이론이 고안되었다.

을 가할 때만큼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이런 베이컨의 언급은 과학 혁명기

아울러 천문학과 역학 분야에서 거둔 개혁의 성공에 발맞춰 세세한 변화들

에 풍미한 지적인 감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연에 내재된 법칙을 발견하려

은 종래의 전통적인 자연학을 완전히 대체하는 근대적인 형태의 과학이 등장

면, 실험 기구로 베일에 감춰진 자연의 본모습을 들춰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물론 과학 혁명의 효과는 과학 내용상의 변화에 국한되지

이러한 생각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졌다. 보일의 공기
펌프 실험은 기구의 힘으로 압착해 주형을 뜬‘변형된 자연’
을 통해 인간이 무

[그림 7] 보일의 진공 펌프

않았다.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현상을 기술하는 방식, 경험을 대하는 태도에서
일어난 변화는 훨씬 더 폭 넓고 근본적인 것이었다.

[그림 8] 토리첼리의 실험

엇을 할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기 펌프가 만들어낸 진공이라는 인
위적 공간은 보일이 공기의 본성을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이상적인 무대가 되
었다. 이를 통해 보일은 공기의 탄성력을 연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체의
부피와 압력에 관한 일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련의 실험들 중에서도, 보일이“으뜸가는 결실”
이라 자평한 한“진공 속 진
공”실험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실험에서 보일은 토리첼리의 장치(훗날 수

생활 탐구

16~17세기 서양에서는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진행되
었다. 16~17세기가 그 이전 시대와 구별되어 과학 혁명기로 불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어떤 면에서의 변화 때문인지 간략히 적어 보자.

은주 기압계로 활용되는 장치)를 펌프의 유리구 용기 안에 집어 넣었다. 펌프로
용기 속 공기를 빼내기 시작하자 수은주는 점차 강하했고, 진공에 이르렀을 즈
음에는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다. 반대로 밸브를 열어 공기를 유입시키자 수은
주는 다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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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양

2

라부아지에와 화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
│학습 목표│ 화학의 발전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라부아지에의 연소이론과 그의 화학체계가 과거의
이론과 어떻게 다르며 그 혁명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연금술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꿔 부를 얻고자 하
는 터무니없는 작업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활동 이면에는 자연물 속에서 감추어
진 질서를 찾아내고, 그 질서를 바탕으로 어떤 원소를 다른 원소로 변형시키는
방법을 추구하는 철학이 있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연금술은 물질의 근본
을 탐구하는 더 궁극적인 과학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17세기 과학 혁명을 완성
시킨 인물로 평가받는 뉴턴도 연금술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그는 연금술을 통해 예로부터 내려온 완전한 지식을 복원하여 자연에 대해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서양의 과학은 천문학, 물리학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었고, 그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당시의 지식과 문화의 여러 방

완벽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의도는 바로 그의 과학
이 추구했던 바와 일맥상통하였다.

면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과학의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또한 다른 분야에서의 변화는 앞선 과학 혁명과 어떤 점에서 연관 관계를 찾을
수 있을까?
흔히 화학 혁명이라고 불리는 18세기 화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의 등장은 이
질문들에 대해 의미 있는 통찰을 가져다주는 사례이다. 산소를 발견한 라부아
지에(Antoine Laurent Lavoisier, 1743~1794)의 연소 이론에서 시작한 새로
운 화학은 이전 시대의 물질 연구에 새로운 내용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
화학의 기초가 되는 방법론과 성격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라부아지에
의 실험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의 실험실에서 등장한 새로운 화학
은 실험실 밖의 세계로 어떻게 확산되었을까? 이 이야기들을 시작하기 전에 먼
저 라부아지에 이전의 물질 연구 전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물질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철학적인 관심에서 비롯한 연금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연물에서 유용한 약을 개발하거나 금속을 제련하고 합금하는 실
용적인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스위스에서 활동한 파라켈수스
(Paracelsus, 1493~1541)는 물질과 약의 관계를 진지하게 연구하여 의화학이

■ 연금술
연금술은 8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
이슬람 세계에서 고대 그리스의
물질이론과 중국의 도교사상 등 다양한
문화권의 물질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12세기 이후부터 이슬람의
연금술이 유럽에 전파되어 민간기술
에서부터 학자들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는데, 그 중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활동은 가장 잘
알려저 왔다. 이러한 활동에는 주술적
측면, 고대의 물질이론에 기반을 둔
철학적 측면, 이득을 얻기 위한 경제적
측면이 공존했으며, 연금술사의 실험실
에서는 복잡한 실험적 지식이 다루어
졌다. 연금술은 근대화학이 발전하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었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사이비 이론으로 취급
되었지만 연금술의 유산을 토대로 근대적
화학이 태동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라는 개념의 의료적 실행을 선도하였다. 이 개념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유황·
수은·염의 3원리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상태가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질 때
질병이 발생하고 이를 치료하고 그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데 특정한 물질을 필
요로 한다. 따라서 특정한 질병에 어떤 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작
업은 의화학자들의 임무가 된다. 파라켈수스는 이 물질을 주로 광물에서 찾았
는데, 서양의 광물성 약학은 바로 파라켈수스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편 인간의 필요에 의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자연물을 변형하고 가공

│연금술과 실용적 기술│

[그림 9] 연금술의 상징 기호들. 연금술에서는
물질을 지칭하는 기호나 비유적 표현들이
자주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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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각종 기술은 이 당시 매우 광범위하게 응용되었다. 이러한 기술에는 야금

유럽에서 근대 화학이 발달하기 이전인 고대에도 물질에 대한 연구는 있었다.

술, 합금술, 화약 제조술, 염색 기술 등이 있었는데, 이는 물질을 다루어 필요한

그러한 전통은 14세기 무렵부터 이슬람 세계의 문명과 함께 유입된 연금술이 널

결과를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공학 기술 중 화학에 관련된 분야와 비

리 유행하게 되면서 더욱 발달하기 시작했다. 천문학과 역학의 혁명이 한창이었

슷한 활동이었다. 여기에도 파라켈수스의 의화학적 개념이 널리 쓰였다. 그 가

던 16세기와 17세기에 한층 더 발달한 연금술은 오히려 당시 사람들에게 천문학

운데 독일의 요한 베허는 금속성 광물의 성질을 연구하면서 흙 성분의 물질을

이나 역학보다도 더 첨단 과학으로 인식되었다. 연금술사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기름 성분의 흙, 유리질의 흙, 유동성의 흙으로 나누어 유황·수은·염의 3원리

과학을 개척하고 있다는 자의식이 강했고, 자신들의 귀한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

에 대응시켰다. 이 원리는 슈탈(Georg E. Stahl, 1660~1734)에 의해 계승되어

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 해독하기 어려운 언어와 기호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플로기스톤(phlogiston)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1. 서양 과학의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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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기스톤 이론과 영국의 기체 화학│

체’
가 된다는 것이다. 이 기체는 우리가 아는 산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소는

슈탈은 베허가 주장한 기름 성분의 흙에 플로기스톤이라는 이름을 다시 붙

이후 플로기스톤 이론과 다른 방식으로 이 기체를 설명한 라부아지에가 자신의

였는데, 그는 물질에 플로기스톤이 있어야 연소가 일어나며 연소 현상이 일어날

새로운 화학체계 속에서 고안한 명칭이었다. 그렇다면 라부아지에가 명명한 산

때, 그것이 가진 유황 성분이 분리되어 나온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

소와 그의 새로운 화학은 이전의 화학과 어떻게 달랐을까?

에 플로기스톤 이론은 연소 현상을 분명 잘못 설명하고 있지만, 이 이론은 당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우리가 보통 무엇이 타고 재가‘남는다’
라는 표현을
쓰듯이, 연소 현상을 물질에 속해 있던 어떤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해하
는 편이 직관적으로 더 친숙하기 때문이다.

│라부아지에의 산소와 새로운 화학│
라부아지에는 1760년대부터 화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다. 1770년
무렵부터 그는 특정 공기가 연소 반응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는

플로기스톤 이론이 비록 실용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등장한 측면

데, 1772년 연소 시 생성되는 기체 물질의 무게까지 정확히 측정하는 실험으로

이 있지만, 17세기까지 연소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은 실험적이기보다는 이론적

연소할 때 무게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1773년 수은을 가열

이었으며, 플로기스톤을 영혼과 같은 정기(精氣)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하여 수은재를 만드는 실험에서 그는 수은과 특정한 공기가 결합하여 수은재

18세기에 이 이론을 수용한 영국의 화학자들에게도 플로기스톤의 속성은 크게

가 생성됨을 확인했다. 이 수은재 생성 실험은 프리스틀리의 실험과 완전히 반

바뀌지 않았다. 이들에게 플로기스톤은 여전히 물질이 아닌 원질(原質)이었던

대되는 과정이었다.

[그림 10] 프리스틀리의 ‘플로기스톤이 없는 기
체’
. 프리스틀리는 수은재 연소 시 생기는 기체를
포집하여 밀폐된 공간 속의 쥐와 식물에게 공급하
였다. 그 결과 생물은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하였고, 프리스틀리는 이 기체가 생명을 유지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실험적 방법을 통해 원질로서의 플로기스톤이 포함된 기
체의 성질과 종류를 연구하여 다양한 기체를 발견함으로써, 공기를 단일한 물

그렇다면 이때 작용하는 기체는 무엇일까? 라부아지에는 영국의 기체 화학

질이라고 여겼던 전통적인 믿음을 흔들게 되었다. 또한 공기가 다른 물질과 결

자들이 발견한 기체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우선 그는 자신이 찾는 기체가 블랙

합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도출해 내면서 공기가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없다

(Joseph Black, 1728~1799)이 발견한‘고정된 기체’
라고 생각했으나, 이 기체

는 이전의 관념에 대해서도 도전했다.

는 연소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찾는 기체가 될 수 없었다.

이러한 활동을 했던 영국의 기체 화학자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프리스틀

라부아지에는 1774년 프랑스를 방문한 프리스틀리로부터 그의 수은재 실험

리(Joshep Priestley, 1733~1804)였다. 프리스틀리는 플로기스톤 이론에 바

과‘플로기스톤이 없는 기체’
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이때부터 라부아지에

탕을 두고 당시 새롭게 발견되었던 기체들이 갖는 성질을 설명했다. 예를 들

는 연소 시 작용하는 기체가 바로 이 기체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산소’
라는

어, 조셉 블랙이 발견한‘고정된 공기(fixed air) : (오늘날의 이산화탄소)’
는

새로운 명칭을 붙여 자신의 연소 가설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산소라는 명칭은

플로기스톤이 많이 함유된 기체이고, 자연 상태의 대기는 플로기스톤의 함량

이 기체가 비금속 물질들과 반응하여 산(acid)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라

이 적은 기체이다. 프리스틀리는 처음에 보통의 대기가 플로기스톤이 가장 적

부아지에가‘산을 만드는 물질’
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따온 용어였는데, 이

은 기체라고 생각했으나, 이후 수은재를 가열을 통해‘플로기스톤이 없는 기체

새로운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라부아지에는 기존의 플로기스톤 이론을 버리고

(dephlogisticated air)’
를 알아내게 되었다.

물질과 산소가 반응하여 산소 화합물이 생기는 새로운 형태의 연소 이론을 세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수은이 가열된 후 생겨난 수은재는 수은에서 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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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게 된 것이다.

기스톤이 빠져나간 물질이다. 이 수은재를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그것은 공기

라부아지에는 플로기스톤 이론을 버리고 새로운 연소 이론을 수립했다는 점

중의 플로기스톤과 결합하여 수은이 되며, 남은 공기는‘플로기스톤이 없는 기

에서 근대 화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라부아지에의 새로운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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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소 현상을 설명하는 근대적 이론을 제시했다는 점보다는 화학 체계 전반

부아지에의 화학 용어 개혁은 이러한 큰 틀의 개혁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던

을 개혁하고자 했던 그의 시도와 새로운 방법론에서 더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것이다. 또한 뉴턴 과학이 성공적으로 전파되어 그 이론을 토대로 정량적인 자

있다.

연 과학을 추구했던 프랑스의 자연 철학자들에게 라부아지에의 정량적인 방법

우선 그는 자신의 이론을 적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화학 용어 체계를 만들어

은 뉴턴 과학의 성공을 화학에서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보였다.

냈다. 이전까지 화학 용어는 그 성질, 출처, 쓰임 등을 모호하게 사용하여 만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화학의 발전은 어느 한 사람이나 사건에 의해 이루어

어진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17세기 영국의 기체 화학자들이 발견한 기체들

진 것이 아니라 중세의 연금술에서부터 영국의 기체 화학자를 거쳐 라부아지에

의 명칭을 보면,‘고정된 공기’
,‘가연성 공기’
,‘나빠진 공기’
,‘플로기스톤이 없는

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에 거쳐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공기’등 기체를 발견한 화학자들이 별 기준 없이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붙인

불구하고 근대적인 모습의 화학은 천문학이나 물리학보다 뒤늦게 나타난 것처

이름이었다.

럼 보인다. 이는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라부아지에의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화학

라부아지에는 1782년『화학 물질 명명법』
이라는 책에서 새로운 명명법의 원

체계가 등장하여 화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리를 설명하였는데, 그 원리는 먼저 탄소·철·황과 같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그러나 그의 화학 이론은 오늘날 수용되고 있는 체계와 여러가지 점에서 달

물질을 원소로 분류하여 그 이름을 정한 후, 화합물은 그 구성 원소가 잘 나타

랐다. 우선 그는 화학원소들을 과거의 전통에 따라‘원리’
라고 불렀는데, 여기

나도록 명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서‘비트리올’
로 불리던 물질은 황과

에는 열의 원소인‘칼로릭’
과 빛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모든 산이 산소를 포

산소의 화합물인‘황산’
으로,‘훔베르크의 진정시키는 염’
은‘붕산’
이 되었다.

함한다는 이론도 오늘날의 화학에 맞지 않았다. 당시 화학자들은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의 새로운 화학 명명법은 화학 물질의 성분을 명확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화학 반응을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당시 가장 정확한
언어로 여겨지던 대수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라부아지에는 이전부터 전해오던 실험 화학의 전통을 발전시켜 실험
을 더욱 정량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정성적이었던 화학이 정량적으로 바뀌게 되
었다. 그는 연소 반응 실험에서 기체의 무게까지 정확히 계측하여 그의 연소 이
론의 확실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 이론을 확장시켜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의
물질의 질량의 합과 반응 후의 질량의 합이 같다는 법칙을 제시했다.

[그림 12] 라부아지에의『화학원론』
(1789) 영역본
중 원소표. 라부아지에가 새롭게 정의한 원소들의
이름과 그에 대응하는 옛 명칭을 보여준다.

화학의 이러한 모순점과 낯선 개념 때문에 그의 이론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
려웠다. 이후 19세기 초에 이르러 라부아지에의 이론은 돌턴과 베르셀리우스가
원자론과 화학 반응의 법칙을 정립하여 완전한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광범위하
게 수용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라부아지에의 새로운 화학은 당시까지 축적되어 온
실용적 물질연구, 기체화학, 물리과학의 성과와 개념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으
며,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 화학혁명의 분수령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생활 탐구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라부아지에에 의한 화학의 새로운 모습은 이 이론이 수용되는 과정에
서 다른 과학 및 철학의 경향과 궤를 같이 하며 학자들의 공감을 사는 데 큰 역
할을 했다. 라부아지에의 화학 용어 개혁은 디드로와 달랑베르와 같은 18세기
[그림 11] 다비드가 그린 라부아지에 부부의
화 (1788). 혁명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옛
타파하는 개혁을 꿈꿨다. 라부아지에 부부는
화학실험을 수행하면서, 기존의 플로기스톤
대신 새로운 화학의 체계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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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
것을
함께
이론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인간 사고 방식의 개혁에
정확한 언어의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관념과 맞아 떨어졌다.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질 때에는 하나의 현
상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게 된다. 수
은재를 연소하는 실험을 프리스틀리와 라부
아지에는 각각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비교
하여 이야기해 보자.

그러므로 지식·사회·정치의 개혁을 열망하던 당시의 신세대 학자들에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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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세기의 물리학의 성립
│학습 목표│19세기에 물리학 분야에서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이전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역학, 전기, 자기, 열,
빛 등의 여러 가지 분야가 어떻게 물리학이라는 하나의
분야로 통합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로 다루는 기법이 발전하는가 하면, 3개 이상의 천체가 상호 작용할 때 나타나
는 미묘하고 복잡한 궤도 운동을 뉴턴의 만유인력에 기반해 수학적으로 기술하
는 천체 역학이 고도로 발전했다.
그에 비해 전기, 자기, 열, 빛, 소리 등의 분야에서는 정립된 이론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되어야 할 현상조차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
였다. 그래서 이들 분야에서는 새로운 실험적 사실을 발견하고 축적하는 것 자
체가 중요한 연구 활동이 되었다. 18세기를 거치면서 각 분야마다의 실험은 점

‘물리학’
이라는 학문은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 우선 힘과 운동에 대해 다루
는 역학이 떠오른다. 열의 본성과 그것의 역학적 작용을 탐구하는 열역학도 떠
오른다. 전기와 자기도 물리학의 한 분야이고, 빛에 대해 다루는 광학 분야도
물리학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열해 보면 물리학이란 학문은 무척이나 다
양한 분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학의 각 분야들이‘물리학’
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것은 최
근의 일이다.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자연을 탐구하는 분야가 역학
을 중심으로 한 수학적 분야와 전기, 자기, 열, 빛 등을 다루는 실험적 분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각 분야들 사이에는 큰 교류가 없었다. 각 분야는 다루는
대상뿐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는 방법과 사람까지 달랐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
리되어 있던 탐구 분야들은 하나의 물리학으로 어떻게 통합될 수 있었을까? 또
그러한 통합은 현대 과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
선 물리학이 존재하기 이전의 모습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점 체계화되었고, 그에 따라 실험적 지식도 상당 부분 축적되었다.
전기 분야의 경우, 정전기 발생 장치와 함께 생성된 전기를 모아둘 수 있는
라이덴 병(일종의 축전기)이 만들어짐으로써 전 유럽에 걸친 연구자들은 동일
한 실험 기구를 가지고 비슷비슷한 전기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온도계가 발명되면서 열 분야의 연구자들은 혼합물의 온도가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대한 실험을 반복하며 서로의 실험 결과를 교류했다.
18세기 후반까지 수학적인 분야와 실험적인 분야 사이에는 큰 교류가 없었
다. 수학적인 분야는 대학에서 교육받은 전문적인 수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반
면, 실험적인 분야는 주로 대학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중에서도 전기 실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놀이가 되었는데, 전기를
모아둔 라이덴병에 바늘이나 손을 가까이 가져가 방전 스파크를 일으키거나,
사람을 직접 대전시킨 후 그와‘전기 키스’
를 하는 등의 감전 놀이는 그 대표적
인 사례에 해당한다. 일부 순회 강연가들은 이러한 실험을 이용해 대중들에게

[그림 13] 전기 소년. 서커스처럼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했던 18세기 전기 시연의 한 장면으로, 한 사
람이 정전기 발생 장치의 손잡이를 돌려 장치의
유리구와 닿아 있는 소년을 대전시키고 있다. 적당
히 대전된 소년이 손을 뻗어 절연체 위에 서있는
소녀의 왼손에 가까이 가져가면 두 손 사이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소녀도 함께 대전된다. 스파크가
튀고 나면, 소녀의 오른손 아래에 놓여 있던 종잇
조각들(H)이 손에 끌려 올라가게 된다.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돈과 명성을 얻기도 했다.

│19세기 이전, 물리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18세기 자연을 탐구하는 분야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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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자들이 실험적 분야를 다루다│

한 갈래는 역학, 천문학 등을 포함하는 분야로서, 이 분야는 이미 고도로 수학

18세기 후반, 서로 떨어져 있던 수학적 분야와 실험적 분야 사이에 하나의 연

화된 이론을 갖추고 있었다. 17세기 말 뉴턴은 운동의 세 가지 법칙과 만유인력

결 고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수학적인 재능을 갖춘 프랑스의 학자들이 실험적

의 법칙을 통해 지상계와 천상계의 모든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분야의 현상들을 정량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그것을 수학적 이론으로 설명하기

주었다. 이후 18세기의 재능 있는 수학자들은 뉴턴의 방법을 발전시켜 보다 복

시작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785년 쿨롱은 대전된 물체 사이에 작용하

잡한 운동을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다루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

는 인력과 척력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똑같은 형태의 역제곱 법칙을 만족시

울였다. 그래서 고무처럼 탄성을 지닌 물질의 복잡한 진동과 파동을 수학적으

킨다는 것을 정밀한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1. 서양 과학의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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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력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즉,
자석과 같이 자성을 가진 물체가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으로 자력이라고도
한다.

한편 천체 역학의 권위자였던 라플라스는 천체 역학에 쓰인 방법을 여러 다

르스테드는 전기와 자기의 연관성을 밝혀낸 유명한 실험을 선보였다.‘외르스

른 현상에 확장하기 시작했다. 천체 역학은 기본적으로 천체 사이의 거리에 의

테드 효과’
라고도 불리는 그의 실험에 따르면, 도선 근처에 놓인 자침은 도선

존하는 만유인력을 통해 천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에 전류를 흘릴 때마다 움직였다. 이는 수많은 힘의 변환 사례 중 하나에 불과

분야로서, 라플라스는 이를 확장하여 모세관 현상이나 빛의 굴절과 같이 복잡

했다. 1800년 볼타에 의해 발명된 전지의 양 금속판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동안

한 현상에 대해서까지 입자들 사이의 거리에 의존하는 특별한 인력과 척력을

화학 분해가 일어났는데, 이에 주목한 영국의 데이비는 볼타의 전지가 화학적

가정하여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친화력을 전기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쿨롱과 라플라스의 성공은 다른 연구자들이 여러 실험적 분야를 수학화하는

한편 외르스테드의 발견에 고무된 독일 프로이센의 제베크는 열을 이용해 자

데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포병 학교 시절 나폴레옹의 스승이기도 했던 라플라

기 현상을 만들어내려다가 대신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벤자

스는 나폴레옹 혁명 정부에 의해 설립된 엘리트 교육 기관 에콜 폴리테크닉을

민 톰슨은 대포를 깎는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학사원의 공모 제도를 통해서도 실

이러한 마찰열은 운동이 열로 변환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험적 분야의 다양한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라는 문제를 출제하여 창의적
인 해법을 모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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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외르스테드의
실험 실험
외르스테드의

이러한 발견을 주도한 실험가들은 대부분 독일의‘자연 철학주의’
라 불리던
낭만적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독일의 시인 괴테를 비롯한 자연 철학주의의

이러한 영향으로 1820년 무렵에는 거의 모든 실험적 분야마다 그에 대한 기

옹호자들은 자연이 통일되어 있으며, 자연의 모든 힘들이 상호 변환될 수 있다

본적인 수학 이론이 마련될 수 있었다. 전기 현상은 포아송에 의해 물체 표면을

고 주장했다. 우주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은

따라 흘러다니는 양(+)과 음(-) 두 종류의 전기 입자들의 다양한 배치에 따른

라플라스 방식의 수학적 입자론에 대해 너무 메말라 있다고 비판하곤 했다. 이

원거리력의 결과로 분석되었고, 자석의 자기력 역시 자석의 양극에 밀집해 있

런 관점 때문에 외르스테드는 전기와 자기의 연관성을 실제로 발견하기도 전에

는 두 종류의 자기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원거리력의 결과로 분석되었다.

그러한 연관이 자연에 실재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에게 그것은 단
지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던 것이다.

한편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로 여겨져 왔던 빛은 프레넬에 의해 탄성 매
질의 진동에 의해 전파되는 파동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되었으며, 비슷

그러나 힘의 변환 문제가 낭만주의 사상가들만의 관심거리였던 것은 아니었

한 시기 푸리에는 열전도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열의 흐름이 공간상

다. 사실 19세기 유럽 전역에는 힘의 변환 장치가 도처에 널려 있었는데, 유럽의

의 온도차에 비례함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러나 각 실험적 분야마다

산업 혁명을 이끌고 있던 증기 기관은 바로 열을 기계의 동력으로 바꾸어주는

그것을 기술하는 수학적 이론이 이처럼 별개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힘의 변환 장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증기 기관의 효율을 계산하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각 분야로 나뉘어진 수학적 이론들로는

그 효율을 높이는 문제는 산업과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에 해당했다.

각 분야 사이의 연관을 통합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계의 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자연의 힘은 열뿐만이 아니었다. 1821년 패러
데이는 전자기 회전 장치(일종의 전동기)를 제작함으로써 전기와 자기를 결합하

│다양한 힘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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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로부터 10년 뒤, 이번에 그는 움

19세기 유럽의 많은 자연 철학자들은 한 종류의 힘을 이용해 다른 종류의 힘

직이는 자석을 이용해 전선에 전류를 만들어냄으로써 운동과 자기가 결합하면

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1820년 덴마크의 물리학 교수 외

지속적인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음을 보였다. 즉, 그는 발전기를 발명했던 것이다.

[그림 15] 패러데이의 전자기 회전 장치

1. 서양 과학의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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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장난감 같은 장치가 실제 산업 현장에 곧바로 응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많

는 동력은 열이 변환된 결과이며, 전동기가 만들어내는 동력은 전기력이 변환된

은 이들은 패러데이의 장치를 발전시키면 증기 기관처럼 유용한 일을 수행하는

결과였다.

새로운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처럼 힘의 변환 문제가 철학적이면서도 경제적인 관심거리가 되자, 그 변환

당시 젊은 나이에 글래스고 대학의 자연 철학 교수가 된 톰슨은‘열과 일의
상호 변환’및‘힘의 보존’
이라는 줄의 신념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는‘에너지’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시도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중 가장 대표

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의 정의에 따

적인 아이디어는 하나의 힘(전기)이 다른 힘(자기나 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

르면 열을 비롯해 전기, 빛 등 다양한 힘이 가진 에너지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실상 소비되며 그에 따라 전체로서의 힘이 보존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으로 측정되고 비교될 수 있으며, 그 에너지는 물리적 상호 작용 과정에서

생각은 당시 자명한 명제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증기 기관을 연구했던 프랑스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뿐 소멸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의 에너지는 도

의 카르노는 증기 기관에서 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열이 소비되지 않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일까?

는다고 주장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힘의 전환과 보존을 정량적
으로 보여준 인물은 바로 영국의 줄이었다.

│세계를 기계 장치로 구현하다│
│에너지로 하나가 되다│
1830년대 영국의 줄은 전동기를 설계하고 그 경제적 효율을 측정하는 문제
에 힘을 쏟고 있었다. 특정한 일을 만들어내는 데 가마에서 얼마나 많은 연료가
소비되는지를 통해 증기 기관의 효율을 측정하듯이, 그는 전동기가 일정한 양
의 일을 수행하는 데 전지에서 얼마나 많은 금속이 소비되는지를 측정했다. 전
동기의 경제적 효율에 관한 여러 실험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의 관심은 일반적인
힘과 일의 연관성에 관한 문제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는 열과 일 사이의 정량
적 관계를 밝히는 그의 유명한 실험으로 이어졌다.
줄은 열과 일의 정량적 관계를‘열의 역학적 등가량’
이라고 불렀는데, 그는
자신의 실험에서 높은 곳에 있던 추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며 일을 수행한 만큼
열이 생산되듯이, 증기 기관에서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떨어지며 열이
소비된 만큼 일이 생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줄은 자신의 실험이 신이 창조
한 세계의 질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신에 의해 창조된
힘과 물질은 더이상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었다. 따라서 겉보기에 어떤 힘이
새롭게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 그 힘은 다른 힘으로부터 전환된 결과
일 뿐 절대로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실험 과정에
서 생성된 열은 추가 낙하하면서 일을 수행한 결과이고, 증기 기관이 만들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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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을 비롯한 에너지 과학의 옹호자들은 여러 물리적 작용 사이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었다. 그들에게 에너지 전환을
이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모든 물리적 작용을 하나의 역학적 시스템에 포
함시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열, 전기, 자기, 빛 등의 다양한 현상들을 물질의
여러 운동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에너지 전환이란 것은 한 가지 형태의
운동이 다른 형태의 운동으로 변화 및 전달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열의 본성을 기체 분자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
의 운동으로 파악한다면, 열이 운동을 만들어내는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자들의 운동이 눈에 보이는 물체에 전달되어 눈에 보이는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여러 현상을 물질의 운동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맥스웰의 전자기장 이론에
서 최고조에 다다랐다. 1861년 맥스웰은 크고 작은 두 종류의 기어가 끊임없이
맞물려 있는 기계 장치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상상해보자고 제안했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큰 기어의 회전 운동은 자기 작용을 의미했고, 그 사이에
끼워진 작은 기어들의 직선 운동은 전류 작용을 의미했다. 두 기어는 서로 맞
물려 있으므로, 하나의 운동은 다른 하나의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맥스웰의 기계 장치 모형은 전류와 자기가 서로 전환될 수 있는 이유
1. 서양 과학의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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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역학적으로 설명해주었는데, 그에 따르면 전류와 자기의 상호 변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기어와 큰 기어의 운동이 상호 전달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었다.

다윈주의 진화론의 등장과 그 사회적 함의

4 과학 교양

│학습 목표│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한 과정과 그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의 과학 역시 과학 전문가들만의
지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사상 및 문화와

맥스웰의 기계 장치 모형은 전자기 현상에 대한 정성적인 이해를 제공해주었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을 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정교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는 기계 장
치 모형의 운동을 다루는 데 고도로 발전된 역학의 수학적 기법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에너지 개념과 기계 장치 모형, 그리고 역학의 수
학적 기법을 종합하여 모든 전자기 법칙을 정교하게 유도해내는 데 성공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주장이나 발견들은 항상 과학 전문가들 내부의

또한 그는 자신의 기계 장치에 탄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탄성 진동에 의해 만

대화와 논쟁을 넘어 사회 전반의 사상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그 중에

들어지는 파동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는 정립된 역학 이론에 기초하

서도 1859년 출간된 다윈의『종의 기원』
에 담긴 진화론만큼이나 그 사회적 파

여 그 파동의 전달 속도를 계산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 값은 빛의 속도와 같

급력이 크고 오늘날까지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 사례도 드물다.

았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그는 빛이 곧 전자기파임을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1887년 헤르츠의 실험을 통해 극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로써, 전기와 자기 그리
고 빛은 하나의 역학적 시스템으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18세기 사람들은 자연 세계의 모든 생명체가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종
(species)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종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
했다.‘자손이 부모를 닮는다’
는 자연 세계의 보편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러

물리학은 19세기에 하나의 분야로서 탄생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물리

한 생각은 지극히 당연했다. 그리고 각각의 종들이 명확히 구별되며, 절대 변하

학이 하나의 분야로 통합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기여했다. 우선 19

지 않는 자연 세계에서 인간은 식물이나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우월한 존재로

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각각의 실험적 분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학화

인식되었다.

■ 종의 기원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의 진화론에
관한 저서로서 전문 1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변이의 법칙  생존경쟁  본능 
잡종  화석  지리적 분포  분류학 및
발생학 등의 여러 면에서 자연선택설을
전개하고 있다. 1872년에 간행된 제6판이
최종판인데, 이때 과학적으로 제기된
여러 이론에 답 한 새로운 한 장이
제7장으로 추가되었다.

되면서, 이 모든 분야들은 수학적 기법을 교육받은 사람에 의해 함께 다루어질

생활 탐구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각 분야 사이의 상호 연관의 사례들이 끊임없이 밝혀짐

그러나 19세기에 들면서 이런 믿음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생물의 형

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이 필요해졌는데, 이는‘에

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인간 역시 다른 동식물과

너지’
라는 새로운 개념을 낳았다. 셋째로 에너지를 통해 연결된 분야들을 하나

마찬가지로 진화의 산물이라는 진화론이 등장한 것이다. 진화론은 지구상 다양

의 시스템으로 포괄하기 위한 시도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모든 물리적 작용

한 생물의 유래와 역사뿐 아니라 인간 역시 그런 생물들과 같은 존재라는 함의

은 하나의‘역학적 시스템’
으로 정교하게 통합되었다.

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생물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도 격렬

그러나 물리학은 그 완성과 동시에 균열을 일으켰다. 열, 빛, 전기, 자기 분야

한 논쟁을 낳았으며, 이런 논쟁은 현재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와 역학 사이의 통합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지만, 그 성공은 도리어 각 분야와 기
존 역학 사이의 미묘한 불일치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열
영국의 과학자 줄(Joule)이 열과 일 사이의
정량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시한 실험
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이때, 실험 장치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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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의 배경│

과 빛을 역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생긴 작은 균열은 양자 역학을 낳았고, 전자기

1859년 다윈의『종의 기원』
이 출간되기 이전부터 이미 지구상의 생물 종들이

와 빛을 역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생긴 작은 균열은 상대성 이론을 낳았다. 즉,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존재했는데, 그 배경으로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

물리학은 자신의 완성과 동시에 자신의 토대를 무너뜨린 셈이다.

다. 먼저 18세기에 활발히 전개되었던 분류학(taxonomy)의 배경을 들 수 있다.
1. 서양 과학의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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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각 나라들이 여행과 탐험을 통해 새로운 대륙들로 진출하면서부터, 그동

연 신학(natural theology)도 종의 진화 문제에 관심이 퍼지게 된 배경이었

안 유럽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동식물 종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다. 자연 신학이란, 자연 세계 동식물의 형태와 구조 속에서 신의 지혜와 설

전까지의 동식물 분류 체계 속에 이 새로운 종들을 포함하려는 분류학적 시도

계(design)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신학적 전통이었다. 특히 신

들도 있었다.

학자 페일리(William Paley, 1743~1895)는 1802년에『자연 신학(Natural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Carl von Linné, 1707~1778)는 1735
년『자연의 체계(Systema Naturae)』
를 집필하여 새로운 분류 체계를 세웠는
데, 여기서 그는 기존 종들이 퇴화하거나 상호 교잡을 통해서 잡종과 변종을 낳
고, 이것이 새로운 종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한 종과 다른 종
[그림 16] 린네

진화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했다.

│찰스 다윈의『종의 기원』
(1859)과‘자연 선택’
│
1809년 여덟 형제 중 여섯 번째로 태어난 다윈(Charles Darwin,

르크(Jean Baptiste de Lamarck, 1744~1809)는 1809년 출간된『동물 철학

1809~1882)은 이런 상황에서 과학 활동을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자연에 관심

(Philosophie Zoologique)』
에서 지구상 생물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이 많았던 다윈은 의사였던 아버지의 권유로 에든버러 대학에서 의학 강의를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들었지만, 실제로는 동료들과 자연을 탐구하는 연구 그룹에 합류했고 동물 박

그는 기린의 목이 길어지는 것처럼 외부의 물리적 환경에 적응(adaptation)을

제법을 배우는 데 더 관심을 보였다.

생물체가 점차 진화한다고 주장했다. 라마르크의 설명은 종 사이의 중간 단계
를 보여주는 화석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과학자들에 의해 반
대를 받았지만, 종의 진화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는 데 기여했다.

의학 공부를 게을리하는것에 화가 난 아버지는 다윈을 목사로 만들기 위해
1828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보내지만, 다윈은 공부보다는 사냥과 승마를 즐기
며 딱정벌레 관찰에 열중했다. 이 무렵 다윈은 당시 유명했던 과학 저술들을 독
파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페일리의『자연 신학』
,『알랙산더 폰 훔볼트의 과

종의 진화라는 생각이 퍼지는 데에는 라마르크의 주장 외에도 당시 지질학

학 여행기』
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윈이 자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에는 집안의

의 연구도 중요했다. 19세기 지질학자들은 지표면의 변화가 급격한 대변동들로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당대 유명한 자연학자였던 그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이루어졌다는 격변설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변화가 동일한 과정으로 천천히

다윈은 라마르크의 진화 사상에 깊이 동조했는데, 찰스 다윈은 할아버지를 통해

일어났다는 동일과정설을 두고 논쟁하고 있었다. 지표면이 짧은 시간에 급격히

라마르크의 진화론을 접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다윈은 케임브리지 대학

변했다면 그 위에 생물종이 환경에 적응하며 천천히 진화한다는 믿음은 받아

교 지질학 동료의 제안을 받아, 1831년 12월 남미 해안을 측정하고 관찰하는 비

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지질학의 논쟁은 종의 진화라는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

글 호에 승선하게 되었다. 약 5년에 걸친 비글 호에서의 여행은 이후 다윈이 진화

었다. 이 논쟁에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동일 과정설은 지표면이 천천히

론의 기반이 되는 수많은 관찰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하듯이, 그 위의 생물종도 몇 만 년, 몇 십만 년 동안 천천
히 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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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 영국에서 널리 퍼져있던 자연신학적 관심은 다양한 생물종과 이들의

모호하고 심지어 변할 수도 있다면, 그 과정은 어떠할까? 프랑스 생물학자 라마

하면서 생물체의 구조와 특성이 변하며, 이런 변화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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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자연 세계의 동식물을 관찰하면 그 설계자인 창조주를 알 수 있다고 주

의 중간에 해당되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잡종(hybrid)이라는 존재는 종과
종 사이의 구분이 엄격하다는 믿음을 흔들리게 하였다. 생물 종 사이의 구분이

[그림 17] 라마르크

Theology)』
라는 책에서, 길가의 시계를 보면 그것을 만든 시계 제작자를 알 수

이와 같이 분류학, 라마르크 연구, 지질학적 연구 외에도 당시 영국의 자

비글 호 항해를 통해 다윈은 다음 몇 가지의 사실을 관찰했다. 먼저 다윈은
그동안 화석으로만 보아왔던 동물들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고, 지역에 따라
서 같은 종이라도 형태와 행동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

[그림 18] 찰스 다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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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곧 같은 종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곧 종이 변한다는 점을

에 재판을 찍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생존경쟁을 통한 자연선택에 의해 하나

말해 주었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종의 차이는 같은 종이 서로 다른 외부 환경

의 조상에서 나온 종이 다양하게 진화한다는 다윈의 주장은 당시 영국의 생물

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두

학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만큼 치열한 논쟁이 일어

번째로 다윈이 관찰한 것은 갈라파고스(Galapagos) 군도의 동식물이었는데,

났다.

겨우 수 십 마일 떨어져 있어 기후나 풍토가 비슷한 섬들에서 같은 종이라도 다
른 형태와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곧 종의 진화가 기후나 풍
토 같은 물리적 환경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일어난다는 점을 의미했다.

[그림 19] 다윈이 탔던 비글 호의 모습과 설계
도면

로그, 3907종의 뼈, 가죽, 표본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다. 이때 다윈은 종

를 과학적 주장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윈의 진화론

이 진화한다는 사실을 확신했지만, 진화를 일으키는‘적응’
이 어떻게 일어나는

을 수용한 것은 아니었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 즉, 진화의 메커니즘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

하는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다윈은 자연에서 이러한‘선
택’
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고심했다.
이 무렵 다윈은 경제학자 맬서스(Thomas Malthus, 1766~ 1834)의『인구
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을 읽고 실마리를 얻었다. 맬
서스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세계에서 식량과 물자는 완만히 증가하는 데 비해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를 둘러싼 경쟁적 환경에 잘 적응한 사

조한 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간도 진화의 산물이라면 다른 동식물과 인간
의 차이는 무엇인가?’등 진화론의 종교적, 도덕적 의미를 놓고 신학자들과 진
화론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주는 가장 저급한 물질부
터 가장 고귀한 신(God)까지 위계 질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팽배
했고, 이런 믿음 아래에서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귀하며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졌다. 비록 다윈이『종의 기원』
에서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 역시 다른 동식물과 마찬
가지로 진화하는 존재일 뿐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다윈은 대중적인 논쟁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다

인식했고, 다른 개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환경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윈의 친구이자‘다윈의 불독’
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헉슬리(Thomas

변이를 일으켜 종이 진화한다고 생각했다. 다윈은 이를 동물 사육가의‘인위적

Huxley, 1825~1898)와 다윈 지지자들은 신학자들과 격렬히 논쟁했다. 일부

인 선택’
이라는 개념에 빗대어 자연 선택이라고 개념화했다. 이제 다윈은 종이

신학자들은 인간이 원숭이 단계에서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진

진화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자연 선택이라는 진화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것이다.

화론자들에 대해, 신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고 인간에 우월한 지위를 주었다는

년이 지나도록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다가, 1859년 11월 24일『종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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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진화의 산물이라면, 만물을 설계하고 창

람만이 살아남는다고 설명했다. 다윈은 맬서스의 책을 통해 경쟁의 중요성을

1837년 말 즈음에 다윈은 진화에 대한 생각을 짧은 원고에 정리했지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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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종이 진화한다는 생각은 널리 퍼져 있었지만, 다윈이 관찰 증거를 이용하여
자연선택이라는 진화의 메커니즘을 제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화

물 사육가들이 품종을 인위적으로 선택(artificial selection)하고 교배시켜 원

[그림 21] 맬서스

『종의 기원』
은 출판되자마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

1836년 다윈은 770쪽의 일기, 1383쪽의 지질학 노트, 1529종에 대한 카탈

는 과정에서 다윈은 우선 원예가, 동물 사육가들의 품종 개량에 주목했다. 동

[그림 20] 비글 호의 항해 경로(1831~1836)

│다윈 진화론에 대한 논쟁과 여파│

(Origin of Species)』
으로 출판했다. 이 책은 인쇄 첫날 모두 팔려 이듬해 1월

믿음을 배신한 무신론자라고 비난했다. 많은 신문들에서도 진화론을 두고‘인
간이 원숭이 혹은 열등한 생명체의 후손인가?’
라는 조롱 섞인 비판을 했다.
1870년대 이 후 종의 진화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다수 지식인들이 받아
들였지만, 그 종교적, 도덕적 의미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림 22] 다윈을 원숭이로 조롱하
는 풍자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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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진화론은 자연 세계에서 인간의 지위뿐 아니라 인간 사회의 다양한 구
생활 속의 과학

성원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도 잘못 이용되면서 숱한 논쟁과 부작용을

20세기의 유전학 : 멘델에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까지

5 과학 교양

│학습 목표│ 멘델의 연구가 재발견된 20세기 초부터 인간 게놈 프로젝

다윈과 월러스의 동시
발견

낳았다. 흔히‘사회 다윈주의’
이라고 불리는 이런 설명들에 따르면, 자연 세계

다윈이 1859년『종의 기원』
을 출판하게
된 데에는, 영국의 젊은 생물학자
월러스(Alfred Wallace, 1823~1913)의
논문과 편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원래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을 방대한 분량의
책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1859년 월러스가
다윈과 똑같은 결론을 담은 논문과 편지를
보냈다.

인 남성들은 경쟁을 통해 더욱 진화한 존재이며 그 결과 문명화된 서구 사회를

19세기 초부터 인종 사이의, 남녀 사이의 재능 차이를 두개골의 모양으로 설

르기도 한다. 유전학 하면 떠오르는 것이 유전자이다. 사실 유전학은 유전자

월러스의 편지에 놀란 다윈은 자신의 논문
초록을 정리했고, 1858년 7월 런던의 린네
학회에서 두 명의 논문이 동시에 발표되었다.
다윈은 이 논문 초록을 정리하여 같은 해
11월『종의 기원』
을 출판했다.

명했던 골상학이나 다윈의 사촌인 골턴(Francis Galton, 1822~1911)이 1883

개념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유전학자들은 부모의 형질을

년 만든 우생학(eugenics)이라는 단어는 이런 믿음을 뒷받침했다. 결국 19세기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어떤 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그 물질은

후반에 이르면 인간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덜 진화한 이들의 증식을 막거나,

1953년 왓슨과 크릭에 의해 이중나선 구조를 가진 DNA로 밝혀졌다.

다윈과 월러스의 사례는 과학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시 발견의 사례이다.
과학적 발견은 과학자 개인의 천재적인
능력이나 행운에 의해 우연히 일어나기
보다는,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수많은
과학적 개념과 방법들, 그리고 당시 사회
문화와 사상 등 과학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

전역과 미국에서 널리 퍼졌다. 그러나 이런 사회 다윈주의에 대해 비판자들은 인

결국 자연 세계의 다양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한 다윈의 진화론은 신과 인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자. 사람들이 유전자에

이런 요소들이 갖추어질 경우 어떤 과학적
발견은 한 과학자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자
들에 의해서도 동시에 가능한 것이다. 다윈과
월러스의‘동시 발견’역시, 당시 분류학,
지질학 등의 과학적 연구와 사회 문화적
조건들로 인해 가능했으며, 또 다른 사례인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적분법 발견도
그러하다.

의 위치, 인간 개개인의 차이와 사회의 진보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고, 그 기대가 실패로 끝나게 된 이유

다윈의 진화론은 다양한 과학적 연구 전통뿐 아니라 맬서스의『인구론』
과같

는 무엇일까? 그리고 21세기 유전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이제부터

은 사회 경제 이론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지만, 또한 자연 세계에 대한 그의

우리는 유전학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볼 것이다.

트가 완성된 20세기 말까지 유전학 발전해온 과정을 설명할

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우수한 종이 후손을 남기듯이, 인간 사회 역시 이런

수 있다.
 21세기 유전학이 나아갈 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다.

경쟁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상류층 백

이룩했다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사회 하층민, 장애우나 범죄자 혹은 서
구만큼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한 비서구 지역의 유색인종은 경쟁에서 뒤처졌거나
덜 진화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더 진화한 상류층 백인 남성에 의해 지배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유럽

간의 복잡한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생물학적인 측면으로만 설명할 뿐 각 개인의
사회적 배경과 교육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가령, 인종적 기원만으로 유색인종
과 백인종 개개인의 능력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유전학은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탄생했다. 유전학은 20세기 생물학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20세기를 유전학의 세기라고 부

이후에 사람들은 DNA가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
작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의 모든 DNA 염기 서열을 규명함으로써
생명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내겠다는 야심찬 기획이었다. 그렇다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된 오늘날 우리는 생명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었을까? 불행히
도 그렇지는 않다. 이제 사람들은 DNA 염기 서열만으로는 생명의 비밀을 알아

생물학적 이론은 이후 20세기 유전학뿐 아니라 당시 인간 사회와 문화를 이해
하고 해석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생활 탐구

다윈은 갈라파고스 군도를 여행하면서 여러 섬에 다양한 핀치 새가 서식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슷한 물리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각 섬들에 서
식하는 핀치 새의 부리 모양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다윈의‘자연 선택
설’
로 설명해 보자.

│멘델은 유전학의 아버지가 아니다│
멘델은‘유전학의 아버지’
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멘델은 유전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멘델의 관심은 오직‘잡종을 만드는 것’
에 있었다. 멘델
은 1865년에『식물의 잡종화에 관한 실험들』
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가
밝혀내려고 한 것은‘유전 법칙’
이 아니라‘잡종이 새로운 종(種)을 만들 수 있
는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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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멘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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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부모에서 자식으로 물려지는 특징, 즉
형질을 만들어 내는 인자로서 유전
정보의 단위이다. 그 실체는 생물 세포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가 배열된 방식
이다,

이 문제는 유전보다는 오히려‘새로운 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진화
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멘델은‘잡종으로는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
지 않는다’
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는 당시에 유행했던 다윈의 진화론과 반대되
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웠다. 게다가 그 논문이 유전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 챌 수 있는 사람은 멘델을 포함해서 당시에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멘델의 논문이 당시에 주목을 받지 못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은 멘델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위 형질의 유전에 대해서도 이
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물질임
을 증명함으로써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분과를 정립한 이들은 미국의 초파리
유전학자들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 인물은‘초파리 유전학의 아버지’
라
불리는 모건이다. 본래 멘델의 유전 이론에 반대했던 그는 1913년 초파리의 눈

멘델의 논문이 주목받게 된 것은 1900년이었다. 휘호 더프리스와 칼 코렌스

에 우연히 나타난 돌연변이가 멘델의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라는 식물학자가 거의 동시에 멘델의 논문이 유전에 관해 중요한 사실을 알려

뒤 열렬한 멘델주의자가 되었다. 게다가 모건은 이런 돌연변이가 염색체와 연관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멘델조차도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역사가들

있음을 확인했으며, 나아가 염색체 위에 유전자 지도를 그리는데도 성공함으로

은 이 역사적 사건을 두고‘멘델의 재발견’
이라고 부른다. 멘델의 재발견이 가

써 유전자설을 확립했다. 모건은 그 업적으로 1933년에 유전학자로는 최초로

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유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노벨상을 받았다.

전까지 사람들은 부모의 몸에서 나온 액체들이 서로 화학적으로 혼합되어 자
손을 만들어 낸다는 <혼합 유전설>을 믿고 있었다. 그 액체는 화학 반응을 하
는 혼합물이지 안정된 개개 유전 물질들의 집합이 아니었다. 그러나 더프리스
와 코렌스는 형질이 독립된 단위로 존재하며, 그 단위 형질들이 안정적으로 자
손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했다. 유전을 부모에서 자식으로 단위 형질들이 전달되
는 과정으로 보았던 것이다.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단위 형질의 유전이라고 부르
는데, 이런 생각은 당시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이른바 유전자 개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단위 형질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멘델의 논문을 완
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더프리스와 코렌스는 멘델의 논문에
서‘잡종 실험’
이 아닌‘유전 법칙’
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고전 유전학의 탄생│
유전자라는 용어는 1909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
은 덴마크의 식물학자 요한센이다. 그는 유전자라는 용어를 만들었을 뿐만 아
니라 표현형과 유전형을 구분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멘델의 법칙’
을
완성시킨 인물이다. 유전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영국의 유전학자 베이트슨
은 멘델의 유전 법칙이 새로운 유전학의 기초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

[그림 23] 모건

모건이 초파리의 돌연변이 유전을 연구하다가 멘델주의자가 된 그 해에, 미국
의 옥수수 유전학자인 이스트와 에머슨은 멘델 법칙이 양적 형질의 유전을 설
명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양적 형질이란 크기와 양에 관련된 형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독립된 단위로 유전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예컨대 아버지의 키가
160 cm라고 자녀의 키도 160 cm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멘델 법
칙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이스트와 에머슨은
양적형질에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관계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것의 유전이 멘델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발견했고, 이는 멘델 법칙이 널리 수용될 수 있는 초
석이 되었다. 이로써 멘델의 논문이 재발견된 지 10여년 만에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놓인 물질이자 멘델 법칙을 따르는 기본 유전 단위라고 인식되었다.
새롭게 정립된 유전자 개념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에서는 20세기 초에 유전
학이 독립된 분과로 확립되었다. 이 유전학을 생물학사에서는 1950년대에 생겨
난 분자 유전학과 구분하여 고전 유전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고전 유전학은
곧 발생학과의 결별을 의미했다. 고전 유전학자들은 주로 염색체 위에 놓인 유
전자가 어떻게 안정되게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
전달의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전달된 유전자가 어떻게 개체로 발생하는가의
문제를 전혀 다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 이들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그때까지도 많은 생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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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학적 유전학: 프랑스와 독일의 또 다른 유전학│

골드 슈미트가 제안한 생리학적 유전학은 고전 유전학과 달리, 유전학을 생

미국에서 초파리와 옥수수 유전학자들에 의해 고전 유전학이 확립되던 20

리학 및 발생학과 통합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었다. 그러나 생리학적 유

세기 초에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다른 성격의 유전학이 형성되고 있었다. 발생학

전학은 미국에서 잘 수용되지 않았다. 미국의 유전학자들 중 이를 진지하게 받

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프랑스와 독일의 생물학자들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아들인 유전학자들은 거의 없었다.

가 독립된 기본 단위로 존재하며, 그것이 모두 염색체 위에 놓여 있다는 모건의
유전자설을 선뜻 수용할 수가 없었다. 개체 내에서 유전 물질이 복잡한 발생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입장에서는 발생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못하는 유전자설이 매력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성격의 프랑스와 독일의 유전학을 고전 유전학과 구분하여 <생리학적 유전학>
[그림 24] 골드슈미트

이라고 부른다. 1930년대 이후 미국에서 활동한 유대계 독일인 유전학자 골드
슈미트의 사례는 고전 유전학과 생리 유전학에서 유전자 개념이 얼마나 달랐는
지를 잘 보여준다.
독일의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 소장이었던 골드 슈미트는 1930년대 이후, 독
일에서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미국으로 망명한 유전학자였다. 독일의
유전학자답게, 그의 주된 관심은 발생 과정에서 유전자의 역할이었다. 골드 슈
미트는 1938년에 그의 유전학 이론을 담은『생리학적 유전학』
을 출판했다. 책
의 서두에서 그는 유전학을 유전이 일어나는 기작을 밝히는 <정상 유전학>과
발생의 문제를 다루는 <동적 유전학>으로 구분했다. 골드 슈미트의 주된 관심
은 후자에 있었다.
이 책에서 골드 슈미트는 유전자를 일종의 화학적 촉매로 보았다. 그에 따르
면, 유전자는 매우 활동적인 물질이며 적은 양으로도 효력을 발휘한다. 또한 유
전자는 많은 경우에 회복 가능한 변화를 겪을 수 있고 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유전된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골드 슈미
트는 염색체를 독립된 개개 유전자의 집합으로 본 모건학파의 유전자설을 부정
하고 염색체의 <연속체 모델>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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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이중나선구조의 발견과 분자유전학의 탄생│
1930년대 이후, 고전 유전학은 생리학적 유전학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빠
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당시 물리학계의 분위기와 연관이 있었다.
1930년대에 양자 역학이 정립된 이후, 유럽의 많은 물리학도들은 관심의 방향
을 생물학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끈 것은 양자 역학의 창시
자인 닐스 보어와 슈뢰딩거였다. 그들은 물리학자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뛰
어들어야 할 분야는 바로 생물학이라고 역설했다.
당시 물리학계에서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언급은 이제 막 물
리학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젊은 물리학도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많
은 이들을 생물학으로 이끌었다. 생물학 분야에 뛰어든 젊은 물리학도들은 생
명 현상을 탐구하는 데 물리화학적 관점과 연구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했
다. 그들의 주요 연구 목표는 생체 고분자의 구조와 기능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들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생체 고분자는‘생물학의 원자’
라고 알려진 유전자
였다. 이들은 X선 결정법, 초원심 분리기 등의 기구를 이용해서 유전자의 구조
와 기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생물학계 내에서도 유전자가 무엇이냐 하는 논쟁이 진행되며 변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당시의 유전학자들은 유전자가 염색체의 일부라는 것
은 알고 있었지만, 염색체를 구성하는 핵산(DNA)과 단백질 중 어느 것이 유전
자인지를 알지 못했다. 유전자가 핵산이냐 단백질이냐 하는 논쟁은 1940년대
내내 유전학자들을 괴롭혔다. 1950년대에 유전자가 핵산임이 분명히 밝혀지기

이 모델에 따르면, 염색체는 구조적·기능적으로 통합된 단위이며, 유전자의

전까지 생물학자들은 유전자가 단백질일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다.

모든 변이는 유전자 구조가 재배열되어 일어나는 것이었다. 이를 받아들일 경

유전자가 생명체의 복잡한 형질을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구조를 가져

우, 특정 형질이 특정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다는‘단위 유전’개념은 무의미하

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핵산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이 유

게 되며, 염색체는 생리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로 이해된다.

전자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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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와 이중 나선 구조
핵산의 일종인 DNA는 유전 정보를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DNA 분자들은
서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DNA
사슬은 서로 대칭으로 마주보고 같은 축
방향으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중나선 구조는
안정성이 매우 높은 구조이다.

유전자가 단백질이 아닌 핵산임을 밝힌 것은 1951년 허시와 체이스의 방사성

다. 이들의 연구는 그 해『네이처』
에 발표되어 생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동위 원소 실험이지만, 그 전에 유전자가 핵산임을 보여주는 연구가 없었던 것

바야흐로 분자 유전학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이 업적

은 아니다.

으로 그들은 윌킨스와 함께 1962년 노벨상을 받았다.

록펠러 연구소의 세균학자였던 에이버리는 1944년에 맥레드, 맥카티와 함께

왓슨과 크릭이 DNA의 물리 구조를 밝힌 이후, 분자 유전학은 빠른 속도로

형질 전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단백질이 아니라 핵산임을 밝힌 기념비적인 논

발전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DNA가 복제되는 기작과 DNA에서 단백질

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에이버리의 주장은 록펠러 연구소 내에서 강한 저항에

이 합성되는 기작이 발견되면서, 이제 유전자는 곧 DNA를 의미하게 되었다. 나

부딪혔다. 당시 록펠러 연구소의 생화학자들은 효소가 곧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아가 유전학자들은 유전자가 DNA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DNA 염기 배열은

밝혀낸 단백질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었기 때문에 유전자가 단백질이 아니라

일종의 유전 정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생명체의 발생은 유전자에 담긴 유전

핵산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암호가 해독되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그림 25]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 나
선 구조 모형

런 유전자 개념은 생명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유전자 안에 암호화되어 있다는
비록 에이버리의 연구가 받아들여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의 연구

뜻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런 생각은 생물학계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는 핵산의 구조를 밝히는 데 간접적으로나마 중요한 공헌을 했다. 그의 연구에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유전자의 암호만 푼다면 생명의 본질을 이

감명을 받은 오스트리아의 생화학자 샤가프가 핵산 연구에 뛰어들어 핵산 구조

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를 밝히는 데 기초가 된 중요한 발견을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미세 물질 분류 정제 기술을 핵산 연구에 적용하여, 핵산
의 염기인 퓨린(티아민과 사이토신)과 피리미딘(아데닌과 구아닌)의 비가 1 : 1임

이런 믿음이 극대화되어 표출된 것이 바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이다. 1980

을 밝혀내었고, 아데닌과 티아민 그리고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비가 1 : 1임도 밝

년대 중반에 왓슨을 비롯한 몇몇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23개 염색체의 DNA 염

혀내었다. 샤가프의 비라고 알려진 이 비는 핵산의 구조가 이중 나선임을 암시

기 서열을 결정하는 방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완성

하는 중요한 발견이었다. 그러나 샤가프 자신은 그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될 경우 인체의 모든 생물학적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많은 사

그의 발견이 빛을 발한 것은 그것이 왓슨과 크릭에게 알려진 이후였다.

람들이 이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국 미국 정부는 이 제안을 적

DNA 이중 나선 구조를 규명한 왓슨과 크릭은 슈뢰딩거의『생명이란 무엇인
가?』
에 큰 감명을 받고 생명 현상을 물리  화학적인 방법과 개념을 이용해서 탐
구하고자 했던 인물들이었다. 왓슨은 가장 단순한 생명체인 박테리아와 바이러
스를 이용하여 유전자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연구하던 생물학자였고, 크릭은
생물학이 아닌 물리학을 전공한 인물이었다. 이들은 허시와 체이스에 의해서
유전자가 핵산임이 밝혀진 1951년, 케임브리지의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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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게놈 프로젝트와 유전학의 미래│

극 수용했다. 1980년대 말 미국 정부의 주도하에 국립보건원(NIH)과 유럽, 일
본 등의 선진국이 참여한 인간 게놈 사업 기구(HUGO)가 출범했고, 1990년부
터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990년대의 기술 발전
에 의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00년에 인간 유전체 전체 서열
초안이 발표되었고, 이듬해 2월에 분석이 완료되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비밀
이 담긴 암호를 모두 해독하게 된 것이다.

만났다. 당시까지 밝혀진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핵산의 입체 구조를 규명해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은 이 프로젝트가 유

보자고 의기투합한 그들은 핵산의 X선 구조 결정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정보와

전학의 종착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

샤가프의 비를 이용하여, 1953년에 결국 핵산의 이중나선 구조를 규명해 내었

었다. 인간 유전자의 염기 서열은 모두 밝혀졌지만,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만으

[그림 26] 인간의 유전체(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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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생명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전학자들을 가장 당황시
켰던 것은 밝혀진 유전자의 개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다는 사실이다.
프로젝트에 의해 밝혀진 인간 유전자의 개수는 약 3만 개인데, 이 정도로는 인

과학의 제도적 기반의 조성

6 과학 교양

│학습 목표│ 서양에서 학회, 연구소 등의 과학 연구의 제도적
기반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

체의 모든 생물학적 형질을 담아낼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유전학자들은 유전체

과
 학 연구의 제도적 기반의 나라별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가 구성되어 있는 방법과 그것이 발생 과정에서 드러내는 행동 패턴에 좀 더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생물학자들은 유전자가 아
닌 유전체의 구조와 기능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은 <유전체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켰다.

컬럼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특정 형질을 지시하는 고정된 단위체로서의 유전

오늘날 과학자가 되려는 이들은 대부분 정해진 길을 밟는다. 학교의 교과 과정

자 개념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밝혀진 유전자의 수가 매우

을 따라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공부하여 자연계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한다. 대학

적어서 유전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은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과정을 갖추고 있어서, 예비 과

이다. 또한 발생이 진행됨에 따라 형질이 매우 복잡하게 발현되기 때문에 유전

학자들은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실제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험적 지식을

암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습득하게 된다. 졸업을 하고 나면 그들은 대학이나 정부 또는 산업체에 소속되어

따라서 오늘날의 유전자 개념은 앞에서 언급했던 골드 슈미트의 생리학적 유전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연구를 수행한다.

학이 제안한 유전자 개념에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분명해 보이는 것은 이제 유
전학은 골드 슈미트가 바랐던 것처럼,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발생학, 생리학 등

과학자들은

과 통합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론│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되돌아가보자.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전
자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그것에 암호화되어 있는 정보를 알아내면 생명체의
생활 탐구

모든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게놈 프
로젝트>의 완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낸 것이 생명체의 모든 정보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알파벳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생명체는 그 알파벳들을 이용하여 무수히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막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이와 같

오늘날의 분자 유전학은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고 볼 수 있다. DNA 이중나선을 구성하는
분자들과 그것의 배열방식을 조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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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무수히 다양한 문장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는 20세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전학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과 동일한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함께 전문 학회의 회원이 되며, 그들의 연구 성과
는 대부분 각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논문의 형태
로 수록된다. 특히『네이처』
나『사이언스』
와 같은
유명 학술지에 자신의 논문이 실리는 것은 그 과
학자에게 큰 명예가 되기도 한다.
실용적인 연구의 경우에는 논문을 통해 공개하
기보다 특허를 받아 독점적인 권리를 얻는 방식
이 선호되기도 하며, 그 연구 결과물은 기술적 산
물에 반영되어 사람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주거나
기업의 이윤을 더해준다.

이렇듯 오늘날 과학 연구는
대학, 학회, 정부, 기업 등을 포함한 여러 제도
적 기반 위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 활동
이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은 그리 오
래된 일이 아니다. 자연을 탐구하는 이들이 학회
와 같은 형태의 공식적인 단체를 꾸린 것은 17세
기에 처음 나타난 일이었으며, 자연을 탐구하는
일이 그 자체로 돈을 벌 수 있는 전문 직업이 된
것은 19세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변화였다.
과학이 대학의 교과목에 편입되고 대학과 산업체
에 연구소가 갖추어진 것 또한 19세기에 본격화된
일이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은 일찍부터 정부가
과학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영국과 미국은 19세기 말이 다 되어가도록 과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매우 꺼림칙해했다. 여기에서
는 과학과 관련된 여러 기관과 제도들이 언제 어떻
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
선 과학 혁명기의 변화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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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혁명기의 대학과 후원│
과학을 수행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며 과학
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생활비가 필요하다.
과학 혁명이 꽃을 피우던 17세기, 보일처럼
[그림 27] 토머스 스프랫이 쓴 『왕립학회의 역사』의 표지 그림. 가운데에 찰스 2세의 흉상이 놓여 있고,
그 오른편에는 과학 단체의 필요성을 역설한 프랜시스 베이컨이 있다. 그림의 배경에는 공기 펌프를 비롯
한 다양한 과학 도구들이 놓여 있다.

과학을 수행하는 데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
지 않은 부유한 귀족도 있었지만, 갈릴레이처
럼 재정적 후원 없이는 과학을 수행할 수 없

│과학 학회의 탄생│

는 사람도 있었다.
과학자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가능한 곳으
로는 일차적으로 대학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해부학으로 유명한 베살리우스나 만유
인력으로 유명한 뉴턴은 대학의 교수로 재직
하면서 강의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대학의 의학부는 학자들에게 해부 극장,
식물원, 화학 실험실 등의 연구 공간을 제공
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학과 의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당시 대학은 새로운 방식
의 과학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학은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중심의
교과 과정을 고수했고, 그러한 대학 교육과 충
돌이 있었던 과학 혁명의 여러 인물들은 후원
을 받기 위해 대학 밖으로 눈을 돌리곤 했다.

파도바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던 갈릴레이는 자신의
진가를 인정해줄 강력한 후원자를 찾고 있었다. 사실 그는 대
학의 보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개인적인 교습을 하기도 하고 기구를 제작해 팔기도 했으며
집에 하숙생을 들이기도 했다.
갈릴레이는 1609년 자신이 직접 개량한 망원경을 통해 목
성을 관찰하던 중 목성의 위성 4개를 발견했는데, 그는 이를
후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사용했다. 즉, 그는 목성의 위성
에‘메디치의 별들’
이라는 이름을 붙여 메디치 가문에 헌정함
으로써, 파도바 대학을 떠나 메디치 가문의 궁정 철학자 겸 수
학자가 될 수 있었다. 강력한 메디치 가문의 후광을 얻게 된
갈릴레이는 대학에 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코페르니쿠스
의 태양 중심설을 옹호하기 시작했고, 궁정의 힘과 네트워크는
갈릴레이가 내세운 새로운 과학의 파급력을 배가시켜 주었다.
갈릴레이는 당시 궁정에서 고용한 유일한 학자가 아니었다.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는 덴마크의 왕 프레데리크 2세의 후원
으로 벤 섬에 천문대를 만들었으며, 프레데리크 2세의 죽음으
로 후원이 중단되고 나서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
의 천문학자가 되었다. 티코의 도제로 출발했던 케플러 역시
루돌프 2세의 후원을 받아 황제의 천문학자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러한 궁정의 후원은 후원자 개인에 의해 좌우되었
기 때문에, 후원자의 죽음과 같은 작은 사건에 의해 쉽게 불안
정해지곤 했다. 후원자의 죽음 이후 티코 브라헤는 더 강력한
후원자를 찾는 데 성공한 반면, 갈릴레이는 실패했다.
1621년 갈릴레이는 자신을 후원해주던 코시모 2세가 죽은
이후 교황으로부터 새로운 후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교황청의 변덕스런 정치에 휘말리게 되었고 특히 교황청
의 허가로 집필한 책『두 개의 주요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
에
서 교황을 조롱했다는 결정적인 빌미를 잡히면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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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새로운 발견과 이론은 사람들을 통
해 교류되고 한참을 토론되고 나서야 수용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과학을 미심쩍어 하는
사람이 많던 17세기 새로운 과학의 지지자들
은 상호 부조를 위해서라도 뭉칠 필요가 있었
다. 즉, 자신들의 새로운 발견이 작은 모임에
서라도 교류되고 수용될 수 있다면, 그 모임의
단결된 힘은 모임 밖의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이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갈릴
레이는 로마의 린체이 아카데미(1601년 창립)
에 참가했으며, 갈릴레이의 추종자들은 피렌체
의 치멘토 아카데미 창립(1657년)을 주도했다.

프랑스에서는 메르센느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서신 교환 네트워
크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들은 개인적인 친분이나 귀족
의 개인적인 후원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메르센느 네트워크는 메르센느가 죽자 와해되었고, 치멘토 아카데
미도 그 후원자였던 레오폴드 경이 추기경이 되어 떠나자 곧 문을
닫았다.
오랫동안 지속된 최초의 과학 단체는 현재까지도 그 역사가 이
어지고 있는 런던 왕립학회이다. 왕립학회는 비공식적으로 그레샴
칼리지에 모이던 모임이 1660년 국왕 찰스 2세의 헌장을 받으면서
공식화된 단체로서, 비록 왕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지
만 왕의 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높은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학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했으며, 실험을 위한 경비와 설
비는 개인적으로 마련해야 했다. 일관된 연구 방향이나 이론 체계
는 없었지만, 회원들 모두는 실험과 귀납을 통해 협동적으로 과학
을 연구해야 한다는 베이컨의 이상을 추종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학회의 주된 기능은 새로운 발견을 수집하고 전
달하는 데 있었다. 학회의 간사였던 헨리 올덴버그는 대규모의 서
신 교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출판하던
『철학회보』
는 곧 학회의 공식 학술지가 되었다. 이 학술지를 통해
개인들의 발견은 서로 교류되고 나아가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견의 우선권도 보다 쉽게 따질 수 있
게 되었다.
왕립학회의 구성원들은 베이컨의 이상처럼 자신들의 새로운 과
학이 유용하고 실제적인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았다. 찰스 2세는 천문학
분야에서만 그 가능성을 인정했는데, 천문학이 항해술을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1. 서양 과학의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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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왕립 과학 아카데미를 방문 중
인 루이 14세. 클로드 페로의『동물의 자연
사에 관한 정리』의 표지 그림

그 덕분에 1670년대 그리니치 왕립 천문대가 지어지고 존 플램
스티드가 초대 왕립 천문학자로 고용되었지만, 플램스티드는 천문
대의 장비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액수의 자비를 들여야만 했다. 이
처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던 영국의 왕립학회는 과학을
흥미로운 취미거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류층 신사들로 회원
을 채우곤 했다.
비슷한 시기 설립된 프랑스의 왕립 과학 아카데미는 상황이 크게
달랐다. 메르센느 네트워크가 와해된 후 그중 일부 과학자들은 루이
14세의 재상인 콜베르에게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1666년 왕립 과학 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 영국과
달리 프랑스 왕실은 과학 아카데미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아카
데미에 소속된 일부 과학자들은 정부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왕립 도
서관, 왕립 천문대, 왕립 식물원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버밍엄 루나 협회에는 증기 기관을 개량하는 일에 힘을 쏟
은 제임스 와트, 도기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조사이어 웨지우드,
기계 개량을 비롯해 생물학의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에라스무스 다
윈, 그리고 화학자 조지프 프리스틀리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과
학과 기술의 문제를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 모임은 과학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베이컨의 이상을 진정으로 추구했던 모임
으로서, 과학을 취미로 삼던 상류층들의 왕립학회와 차별화된 모습
을 보였다.

│전문 과학자의 양성│
17~18세기까지 전문적인 과학자를 양성하
는 교육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대학에서는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의 고
전 교육을 통해 기본 소양을 갖춘 사회적 엘

특히 17~18세기 세계 각지에서 온 새로운 식물과 동물을 키우
고 있던 거대한 왕실 정원(현재의 파리 식물원)은 세계에서 가장 훌
륭한 생물학 연구 환경을 제공했다. 왕립 과학 아카데미는 풍부한
재정 지원 하에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일과 같이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던 반면, 막대한 양의 국가의 돈으로 연
구를 하는 만큼 과학자들에 대한 규제도 엄격한 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는 일종의 정부 관료로서 출판 검열이나 특허 심사
와 같은 임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리트를 배출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다.

18세기 동안 프랑스의 왕립 과학 아카데미는 꾸준히 영향력을
넓혀나갔다. 지방의 수십여 곳에서도 아카데미가 생겨나면서, 이들
지방 아카데미들은 중앙의 파리 왕립 과학 아카데미의 지방 분회
형식으로 관계를 맺었다. 유럽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프랑스의 과
학 아카데미를 모범 삼아, 프로이센에서는 베를린 아카데미가 만들
어졌고, 러시아에는 상크트 페테르부르크 아카데미가 설립되었는데,
파리의 왕립 과학 아카데미는 이 아카데미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분류 체계를 정비하여 오늘날 자연사학자 또

18세기 후반부에는 버밍엄, 맨체스터 등 영국의 신흥 산업 도시
에 새로운 성격의 학회들이 설립되기도 했는데, 이들 학회는 과학
을 산업 기술에 적용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부유한 산업가들이 주
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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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해당하는 강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만, 과학 강의는 어디까지나 교양학부의 교양
과목이거나 의학부의 의사 양성용 예비 교육
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18~19세기에도 과학
자 중에는 직업 의사가 많았다. 일례로 생물
는 생물학자로 알려져 있는 린네 역시 당시에
는 웁살라 대학의 의학부에 속해 있었다.

과학 교육과 관련하여 18세기의 의미 있는 변화로는 기술과 관
련한 교육 기관이 여러 개 신설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광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던 독일에서는 지질학과 공학을 가르치
는 광산 학교를 설립했으며, 프랑스에서도 공병을 양성하기 위한 토
목 학교와 포병 학교 등을 설립하여 유능한 장교를 교육하고자 했

다. 프랑스의 이 학교들에서는 유난히 수학적 이론과 과학을 강조했
는데, 그래서 당시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 중에는 이러한 기술 학교
의 교수이거나 학생 출신이 꽤 있었다. 예컨대 전기와 자기 연구로 알
려진 쿨롱은 토목 학교 출신이었으며, 천체 역학으로 유명한 라플라
스는 포병 학교의 교수였다. 또한 라플라스로부터 교육 받은 포병 장
교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후 과학적 훈련을 통해
공학자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의 사회 제도뿐 아니라 교육과 과학
제도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특히 혁명 정부는 1794년 에
콜 폴리테크닉이라는 최초의 전문 공학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학생들
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과학적 훈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학교에
서는 라플라스, 라그랑주, 몽주 등 당대 일류 과학자들을 교수로 고
용했으며 포아송, 프레넬, 카르노, 게이뤼삭 등 당대 최고의 과학자를
배출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오늘날 수학과 물리학, 화학 교과서에
이름을 남겼다.
프랑스 정부가 이러한 과감한 혁신을 단행한 것은 과학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혁명 정부는
도량형 개혁, 선거 제도 개혁, 공중 보건 체제 개혁 등의 일에 과학자
들을 적극 활용하는가 하면, 에콜 폴리테크닉 출신의 고급 인력을 공
병대의 정부 공학자로 고용하여 운하, 다리, 철도 건설 등의 정부 사
업을 계획하고 감독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랑스는 정부가
설립한 학교를 통해 전문 과학자를 양성하고 그들을 다시 정부의 관
료나 학교의 교수로 고용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었다.
또한 과학자들은 혁명 정부와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유무형의 힘
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정부나 학교에
고용된 것은 교육이나 행정 및 기술 감독 등을 위한 것이었고, 여전히
과학 연구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난 짜투리 시간에 하는 개인적
인 일로 남아 있었다. 과학 연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직책이 생기
고 과학 연구를 자신의 중요한 기능으로 하는 기관이 나타난 것은 19
세기 중엽 독일에서였다.

나폴레옹 전쟁의 회오리가 휩쓸고 지나간 이후, 독일에서는 훔볼트
를 비롯한 신인문주의자들의 주도 하에 교육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
들의 개혁을 통해 19세기 독일 대학에서는 자유로운 연구, 상호 비판,
진리 탐구에 대한 헌신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주의적인 학풍이 형성되
었으며, 이를 통해 대학 교수는 교육자인 동시에 연구자라는 독특한
사고 방식이 나타났다.
또한 여러 국가로 나뉘어져 있던 당시 독일의 각 국가들 사이에는
학문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한 경쟁이 심했는데,
이는 학문적 성과를 둘러싼 학자들 사이의 경쟁에도 불을 붙였다. 이
러한 과정에서 독일의 대학은 점차 교육에서 연구로 초점이 옮겨가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교수들은 강의를 진행할 뿐 아니라 자신의 연구
를 수행하는 동시에 대학원생들을 연구자로 양성하는 역할도 추가적
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오늘날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을 인증하는 박사 학위 제도는 바로 19세기 독일에서 탄생한 연구
대학의 산물이다.
19세기를 통해 급성장한 독일 정부는 과학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
원을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교수의 사비를 통해서나 유지
되던 물리학 실험실은 19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대학의 하부 기관으
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대학의 물리학과에는 실
험실, 강의실, 학생들의 실습실, 한 명의 정교수와 한두 명의 부교수,
시간강사, 조교, 정기적인 세미나 등이 완전히 갖추어질 수 있었다. 정
부의 입장에서 볼 때, 과학 연구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인 국익
을 위한 투자이자 국가의 위신을 높이는 행위였다.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독일 정부는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기보
다 진리 탐구를 돕는다는 이상적인 명분에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러
한 태도는 독일 산업가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1887년에는
독일 최대의 전기 산업가 지멘스와 독일 제국 정부의 협력으로 제국
물리 기술 연구소가 설립되었는데, 이에는 순수 물리학에 강한 애착
을 가진 지멘스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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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유능한 젊은 과학자들이 대학에 임용된
뒤 강의를 비롯한 일상적인 교육 업무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겨 연
구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주장에 따라, 강의로부터 해방되어 전적
으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소가 설립되기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이다.
1913년에는 그중 하나인 카이저 빌헬름 물리학 연구소가 설립되었
는데, 그 초대 소장에는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아인슈타인이 임명되
었다. 사실 정부는 아인슈타인이 이끄는 연구소에서 행하는 순수 물
리학 연구가 어떻게 산업적, 군사적으로 국가를 도울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었지만, 정부와 과학자 사이의 상호 신뢰 관계와 이상주의적
인 독일 문화 덕분에 정부는 연구소에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도 자율적 연구를 보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베를
린은 제1차 세계 대전 직전까지 세계의 과학을 주도할 수 있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과학자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 매우
늦게 나타난 편이었다. 다만 19세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수학 트
라이포스’
라 불린 어려운 우등 졸업 시험이 치러졌는데, 이 우등 졸업
시험에는 순수 수학을 비롯해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등장하는 천체 역
학, 빛의 파동 이론 등 물리학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수학의 고급 응
용 문제로 다루어졌다. 이 시험을 우수하게 치룬 우등 졸업생들의 다
수는 법조계나 교회의 주교로 진출했지만, 그중 일부는 대학의 수학
이나 자연 철학 교수로 임용되어 물리학의 여러 분야를 수학적으로
통합하는 데 큰 공헌을 세우기도 했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일찍부터 과학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시스
템을 구축했다면, 영국과 미국은 과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매우 꺼
림칙해했다. 자유 방임적인 국가 체제 하에서, 영국 정부는 다른 활동
에 비해 과학을 특별히 지원해야 할 근거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자신
의 재미와 지적 만족을 위한 순수 연구라면 개인이 스스로 비용을 대
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용적인 연구라면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기업
이 자금을 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과학 연구로부터 얻을 이익이 당장의 눈 앞에 보이지 않는 한 그에 선
뜻 대규모의 자금을 댈 수 없었다. 심지어는 과학자들조차도 정부나
기업의 지원이 과학의 객관성이나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대영 제국 지질 조사국 설립 과정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보여주
는 사례이다. 1830년대 지질 조사국 설립이 광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
는 일부의 제안이 나오자, 영국 정부는 광산 회사가 이에 대한 자금
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산 회사들은 그 기관이 광산
발견에 바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 지원을 얻어내어
지질 조사국이 설립될 수 있었지만, 정부의 상설 기관으로 정착하기
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더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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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사회적 필요를 먹고 산다. 사회적으
로 그 쓸모를 인정받는 활동은 발전하고 그렇지 못하는 활동은 쇠퇴
하기 마련이다. 과학의 경우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그에 들어가
는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과학자들은 사회에 과
학이 지닌 가치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는 가만히 앉아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다.
17세기 이래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과학의 가치를 설득하기 위해 노
력했다. 17세기의 과학자들이 왕이나 귀족에게 자신의 필요성을 설파
하여 개인적인 후원을 받았다면, 현대의 과학자들은 정부나 산업체,
또는 일반 대중에게까지 과학을 판매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과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제도화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현재
의 수많은 과학 관련 기관들과 공적 지원 시스템은 과학에 대한 사회
적 필요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사회적 필요를 판단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
이 아니다. 우리는 원자의 구조나 시공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처럼 전
혀 실용적으로 보이지 않는 연구조차도 핵폭탄이라는 엄청난 무기의 이
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지극히 순수한 연
구도 언젠가는 매우 실용적인 성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미
국 정부는 이러한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순수 과학 연구에 엄청난 자
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실망을 안겨주기도 한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입자 물리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는데, 이는 과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연구의 잠재적 이익만 믿고서 국민의 세금을 그
들에게 계속 지원하는 일이 쉽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과학의 제도적 안정성과 재정적 지원은 과학에 대한 사회적 필요
위에 서있다. 따라서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자
신의 가치를 사회에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그 설득에 실패
한다면 과학의 제도적 기반 역시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
의 과학진흥협회 또는 한국의 과학재단 같은 단체들에서는 이러한 문
제를 인식하고 과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설득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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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서양 과학의 역사를 통해 과학과 문화의 다양한
상호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의 다양한 대중 문화들을 통해 과학을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과학적 성과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이나 방송
혹은 잡지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의미 있는 과학적 주제들을 다룬
소설이나 영화, 그리고 다양한 공연 등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실험실이나 강의실에서라면 어렵고 복잡했을 과학을 보다 쉽고 흥
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됨은 물론이다.
서양 과학의 역사에서도 바로 그런 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과학이
과학자의 연구실에서 벗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나 기구, 그리고 강연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갔을 때 과학은 그 사회 속에서 더욱 분명히 각인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친숙해진 과학은 점점 사회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듯 친숙하고 흥미로운 문화적인 경험을 통해 과학을 받아들이거
나 접하게 될 때 자칫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가령 해당 사회에서 과학의 중요

생활 탐구

성이 더해감에 따라 과학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 과학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이 그저 문화적 경험만을 추구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흥미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만한 실험 등에만 이목이 집중됨
으로써 대중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속에서도 실제 과학의 전반적인 이해는 부족
했던 것도 문제였다. 또한 과장된 이미지나 은유 등에 가려 중요한 과학적 사실

근대 서양 과학의 발달은 영국, 프랑스의 제도적 발전에 그 기반을 두
고 있다. 두 나라에서 과학 연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의 차이점을 영국 왕립학회, 프랑스 왕립 과학 아카데미를 예로 토론
해 보자.

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서양 과학의 역사를 통해 과
학과 문화의 다양한 상호 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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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술과 과학 문화의 시작│

그러면서 점차 전문 천문학자들의 기구였던 것이 상류층을 대상으로 상품화

과학이 한 사회의 문화 속에서 뚜렷한 자리를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되기 시작했다. 혼천의는 그 대표적인 기구라 할 것인데, 천체 관측은 물론 천

했던 사건은 단연 인쇄술의 발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440년 마인츠의 구

상계의 운행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한 이 기구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가 처음으로 기계화된 인쇄기를 발명한 이후,

기구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크기나 재료, 그리고 장식 등은 더욱 다양해지고 화

서양에서는 곧바로 상업적인 인쇄소가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다양한 출판물

려해져 갔고, 귀족의 정원에서부터 왕실의 살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 놓

들이 다량으로 인쇄되면서 서양에서는 조용히 지적인 혁명이 시작되었다. 한 때

이기 시작했다. 한편 여러 천문 기구들을 함께 모아놓은 제품도 상업적으로 제

일부 성직자들의 소유물로 한정되었던 성경이 인쇄기를 통해 다량 출판되었던

작되었다. 천문컴펜디움이 바로 그것인데, 접어서 휴대할 수 있는 기구로 달력,

것과 전 유럽을 강타한 종교 개혁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은 인쇄술이

나침반, 해시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기구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해

서양 문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당 지역에서의 일출과 일몰 시각, 그리고 주요 도시들의 위도 및 태양의 고도

인쇄소가 성업을 이루면서 다른 서적과 더불어 과학 서적 및 논문의 출판 역시
크게 증가되었다. 만약 인쇄소가 발달하지 않았다면, 코페르니쿠스의『천구의 회전
에 관하여(On the Revolutions of the Celestial Spheres)』
(1543)나 갈릴레이의
『별의 전령(Starry Messenger)』(1610) 및『두 개의 주요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
(Dialogue Concerning the Two Chief World Systems)』
(1632)와 같은 유명한
저술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전 유럽의 학자들에게 전달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계산 등 다양한 천문 관측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기구들의 외형은 매우
화려했고 실제 매우 값비싼 물건들이었다. 따라서 이 물건이 전문 천문학자들의
과학 기구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이 물건을 가진 자의 재력 및 사회적 신분을

[그림 29]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1588년부터
1593년 사이에 제작된 혼천의(armillary sphere)
로 지름이 242 cm에 이르렀다.

대변하는 상류층의 사치품으로 기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권력의 정점
에 있던 군주들이나 재력 있는 상류층 귀족들은 하늘의 운행 및 그 이치에 관
심이 많았다. 따라서 관측소 설립이나 관측 기구의 구입 등을 통해 천문학자나
수학자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또한 서적 출판이 원활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천문학이 서구 유럽 사회의 중
요한 논쟁적 주제로 부상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갈릴레이가 교황청
에 불려가‘그래도 지구는 돈다’
는 유명한 일화를 남기며 가택 연금에 처해지
는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따라서 역사가들은 인쇄술의 발전이 천문
학 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배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지식 문화, 과학│
근대 초에는 다양한 과학 기구들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이것이 이전에는 알

[그림 30] 16세기의 천문 컴펜디움

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과학적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단숨에 대중들의 관심을 사
로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초기 과학 기구들은 매우 귀했고 값비싼 물건이었으
므로 개인이 소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 기구를 중심으

│하나의 문화적 상품이 되어버린 과학 기구│
지동설이라는 새로운 천문학의 발전은 당시 사람들의 하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꾼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그 전까지는 지구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중심이었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나 별들이 회전하는 것은 지극히
■ 지동설
지동설은 태양이 우주 혹은 태양계의
중심에 있고 나머지 행성들이 그 주위를
공전한다는 우주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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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천문학적 발견을 통해 지구의 지위는 완
전히 뒤바뀌었다. 여러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하나의
행성에 불가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히 하늘 위에서의 지구의 위치 및 태
양계의 운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로 함께 모여 간접적으로나마 관측이나 실험 등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
어나기 시작했다.
망원경은 대중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과학 기구 가운데 하나였다. 망원경을
통해 직접 하늘의 별과 행성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사건
이었다. 따라서 망원경 관측이 이루어질 때면 많은 사람들이 망원경 주위에 모
여들었다. 망원경이 인기를 끌면서 더 좋은 배율의 망원경을 만들려는 과정에서
망원경의 길이는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 물론 그 길이만큼 성능이 월등히

1. 서양 과학의 역사와 문화

103

향상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거대한 망원경은 그

도 했는데, 과학 역시 그 출판물들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 시기 과학

외관 덕분에 더욱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자가 책을 펴내거나 강의를 하게 되면 대개 곧바로 저널이나 잡지 등에 소개되었

이후 뉴턴의『프린키피아』
로 대변되는 근대 과학
혁명의 여러 성과들을 통해 과학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은 폭 넓게 증가되었다. 특히 힘과 운동에 관해
다루는 역학의 여러 성과들은 과학이 전문적인 학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실제 일에 종사하는 이들에
[그림 31]‘과학적 연구! - 기체학의 새로운 발견! - 혹은 - 공기의 힘에 관한 실험 강연’
(1802). 왕립 연구소(Royal Institution)에서 이루어진 웃음 가스(아산화질소 N₂
O) 실험을
묘사하고 있는 풍자화

게도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대중들의 지적 욕구에 부응하여 강

다. 특히 그것이 논쟁적인 주제를 담고 있을 경우 설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19세기 중·후반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진화론’
에 대한 논쟁이라 할 것이다.
진화론 논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논쟁에서 중요한 과학적 이론 및 관찰 자
료 등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원숭이나 고릴라의 이미지를 통해 논쟁이
희화화되고 단순화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 시기 다윈의 진화론을 다루는 출
판물에서 항상 원숭이나 고릴라가 등장하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우회적
인 비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실험을 진행하고 과학

그런 측면에서 영국 과학 진흥회(British Association for the

강연을 하는 순회 강연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전문적인 과학자

Advancement of Science)의 모임에서 이루어진 헉슬리와 윌버포스의 논쟁은

들까지 가세하여 직접 실험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중 강연 및 실험

유명하다. 윌버포스 경이“원숭이가 조상이라면 당신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현을 통해 과학이 보다 흥미롭고 유용한 것이 되어 갔음은 물론이다.

것인가 아니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인가?”
라고 공격했을 때 헉슬리가

과학에 무지한 대중들에게 과학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로 과
학 기구나 실험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강연은 주로 수리 과학 분

“나는 진실을 대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차라리 두 원숭이의 자손
이 되는 편이 낫겠소.”
라고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야보다는 과학 기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실험 과학 분야들에 집중되었다. 강연

이제 과학은 과학자의 서재나 실험실을 벗어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 속

주제의 선택 역시 그것의 과학적인 가치나 의의보다 얼마나 대중의 흥미와 관심

의 한 축이 되었다. 과학은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더 쉽고 흥미롭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었다.

게 나아갈 수 있다. 또한 과학이 점점 더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가면서
과학적 주제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특정 문화적 경험을 좀 더 유혹적인 것

한편 과학 강연이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점차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학 강연 자체가 중요한 지적 여가 문화로, 동시에 사교의 장으로 자
리 잡기 시작했다. 따라서 과학에 관심이 없거나 굳이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주류 문화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 강연장을 찾는 일이
빈번했다.

│대중 저널 속의 과학, 이미지에 갇혀버린 과학│
19세기를 지나면서 신문이나 대중 잡지, 그리고 서평지 등의 출판물의 인쇄
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이는 이 시기 대중들의 지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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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다윈의 『인간의 유래(The Descent
of Men)』가 나온 1871년 주간지(Harper's
Weekly)에 실린 카툰. 고릴라가 “저 사람이 내
혈통임을 주장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내 후손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라며 흐느끼
자,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협회의 창설자인 버
그씨(Mr. Bergh)가 “다윈씨, 어떻게 그를 그토록
모욕할 수가 있소?”라고 대답하고 있다.

생활 탐구

으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학과 문화와의 상호 작용이 더욱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
기 때문이다.
과학과 문화와의 상호 작용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때
로는 부작용 역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이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 발전하는 상황에서 과학과 문화
간의 원활하고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위해
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1. 서양 과학의 역사와 문화

105

과학 교양

8

과학 혁명과 산업 혁명을 통해 본 과학과 기술의 상호 작용
│학습 목표│17세기의 과학 혁명과 18~19세기의 산업 혁명은
그 이전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에 비해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컸다. 그 이유를 지식 기반의 기술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과학적 발견은 존재했으며, 산업 혁명 이전에도 놀라운 기술적 발명은 도처에
서 이뤄졌다. 예컨대, 고대 그리스나 중세 이슬람 문명에도 수백여 년 간 지속
된 뛰어난 자연 탐구의 전통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나 암흑의 시대로 알려진 중
세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술적 발전이 진행됐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혁
명을 그 이전의 혁신적 사건들과 구별해주는 것일까? 더욱이 대략 50여 년에서
100여 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구라는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여 서구가 전 세
계를 제패하게 만든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역사를 되돌아볼 때 사람들은 흔히 사회의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준 혁신적
인 사건들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가 급진적이고 그 파급력의 범위

│과학과 기술│

가 광범할 때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들에‘혁명’
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그런

이론적인 기초 과학이 발전하면 그것이 응용되어 실용적인 기술이 진보하고

점에서 17세기 과학 혁명과 그에 뒤이어 발생한 산업 혁명은 서구 사회, 나아가

그 결과 생산성이 증대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단계적인 과학-기술-경제관에

인간 사회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대표적 혁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서 보면 과학 혁명이 일어나고 두 세대 정도가 지나 산업 혁명이 시작됐다는 사
실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과학은 이론을 창안하고 기술은 그것을

과학 혁명으로 인해 우리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게 되었다. 뉴
턴이 우주 전체에 작용하는 보편 중력과 운동 법칙을 발견하여 자연에 존재하
는 모든 운동을 일관된 체계 내로 통합하여 설명함으로써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 제기된 이래로 흐려지기 시작한 천상과 지상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졌
기 때문이다.

[그림 33] 낭만주의적으로 표현된 산업 혁명
이전의 모습

과 대학에서도 상당한 이론적 공부를 해야 하고 자연 과학 대학에서도 실험 기

가 이처럼 과학과 기술이 독자적인 이론과 기법, 그리고 동기와 목적을 지닌 구

큰 에너지원에 동력을 의존하던 경제 체제에서 석탄이나 석유 등 그 잠재력이

별되는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막대한 무기물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비유기적 경제 체제로 전환되었

[그림 35] 훅의 현미경

법과 실험 기구 조작법을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러

입되었고, 그 결과 인간 사회는 유기적 경제 체제, 즉 동물, 바람, 물 등 제약이

가 결코 적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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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반 위에서 이뤄지며 기술 역시 독자적인 이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공

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근본적으로는 자연대와 공대의 제도적 분리 자체

오는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는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산업 혁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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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있는 오늘날에도 현실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과학 활동 역시 특정한 기술

한편, 산업 혁명을 통해 화석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증기 기관이 도

다. 석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유가 폭등이 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가지고

[그림 34] 산업 혁명기 도시의 모습

응용한다는 단순 명료한 상식적 과학 기술관은 과학과 기술이 밀접한 관계를

그러나 과학과 기술이 독자적인 전통을 유지해왔다는 말이 둘의 관계가 완전
히 분리되어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문제는‘과학 =이론 → 기술 =응용’
이라
는 단순한 관점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학과 기술은 어느 정도 각각의 독자
성을 보장한 채 두 전통을 매개해준 각종 과학 실험 기구, 실험실이나 연구소와

그러나 혁신적인 사건들 자체는 때로 많은 것을 설명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같은 융합적 공간, 제너럴일렉트릭 사에서 일하며 노벨 화학상까지 수상한 어빙

여기서 살펴볼 과학 혁명과 산업 혁명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약 새로운

랭뮤어처럼 양 영역을 넘나든 과학자-기술자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상호 작용

무엇인가가 생겨났다는 점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과학 혁명 이전에도 뛰어난

의 창구를 넓혀왔다.

[그림 36] 보일의 공기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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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혁명의 유산│

│산업적 계몽주의과 산업 혁명│

여기서 우리는 과학 혁명기를 거치며 과학과 기술의 관계에 중대한 한 가지

이처럼 혁신적 사건 자체보다 그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점에 주목하

변화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 시기를 거치며 인간이 처음으로 망

면 산업 혁명이 그 이전의 기술적 혁신과 다른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산업 혁명

원경, 현미경, 공기 펌프와 같은 과학 기구라는 인공물을 통해 자연의 흐름에

을 기점으로 인류는 자연의 주기적 구속, 즉‘맬서스의 덫’
을 탈피하여 지속적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과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인정받았기

인 경제 성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산업 혁명 이전까지 인류는 인간 생활의 질적,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선구적으로 주창한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양적 팽창을 부양할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룩하지 못했다.

말을 들어보자.
예컨대 인구 증가는 식량 생산의 한계로 인해 정점에 이른 뒤 결국 감소의 길
사람의 본심이나 지적 능력, 그가 품고 있는 감정 등은 평상 시보다 교란되었을 때 더
욱 잘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자연의 비밀도 제 스스로 진행되도록 방임했을 때보다는
인간이 기술로 조작했을 때 그 정체가 훨씬 잘 드러난다. ...(중략) 자연의 품에는 우리
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유추조자 불가능한 기상천외한 보물들이 인

로 후퇴하는 반복적 패턴을 보였고 그러한 전환은 흔히 기근이나 전염병처럼
자연적인 재해의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산업 혁명을 기점
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간에게 쓰일 날을 기다리며 수없이 묻혀 있다. ...(중략) 새로운 작업 방식을 통해 연구
함으로써 혹은 이미 알려진 작업 방식을 학문적 경험, 즉 실험이라고 부르는 방법으
로 이전, 비교, 응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림 37] 왕립학회의 정신적 토대를 제공한
프랜시스 베이컨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이러한‘맬서스의 덫’
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산
업 혁명의 어떤 점이 그러한 악순환을 탈피하여 지속적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요컨대, 자연이란 인위적으로 개입했을 때야말로 인간에게 유용한 엄청난 양

했던 것일까? 산업 혁명이 극복한 것이 자연이 인간에게 부과한 생물학적 한계

의 지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 기구를 사용하여 실험적으로 자연을

였다면, 지속적 경제 성장은 자연적 한계를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탐구해야 한다. 베이컨에 따르면, 그렇게 획득한 진리야말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적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다름 아닌 자연에 대한 인

있는 결과를 낳을 것이요, 그러한 실질적 효과야말로 우리가 획득한 지식이 진

간의 지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 혁명 이후 지속적 경제 성장을 가

리임을 보증해준다. 이로써 과학과 기술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매

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식 기반의 기술, 즉 경험적으로 유용한 종류의

개물, 즉 과학 기구가 과학 혁명기를 거치며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이

더욱이 베이컨은 이러한 작업을 여러 사람이,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

룩한 데 있다.

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베이컨의 선구적 제언은 1660년 최초의

여기서 핵심적인 대목은 기술이 지식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식

과학자 협회 중 하나인 왕립학회의 창설로 이어졌다. 실로“누구의 말도 권위

기반이 없는 기술은 상호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거나 혁신을 거듭하기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는 왕립학회의 모토는 베이컨의 정신을 이어받

어렵고, 그 결과 일회적인 성취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산업 혁명을

아 경험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를 집합적으로 추구할 것을 천명한 학회의 신념을

대표하는 증기 기관을 생각해 보자.

잘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기라성같은 천재들의 노력은 단발적인 혁신으로 파편
화되지 않고 차곡차고 축적되고 융합되기 시작했다.

기계 제작에 재능이 있는 이라면 제임스 와트가 만든 증기 기관을 분해하거
나 그 설계도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와
트가 왜 분리식 응축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라

[그림 38] 왕립학회의 문장. 아래편에“누구
의 말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Nullius in Verba)”
는 모토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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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처럼 증기 기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열효율이 떨어
지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여 일정한 형태의 지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어야만 그러

[그림 39] 와트는 이전의 뉴코먼 기관이 하나의 실
린더 내에서 물을 끓이고 증기를 식히는 작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는‘분리식 응축기’
를 고안
했는데, 이는 물을 끓이는 실린더는 항상 뜨겁게
하는 반면, 수증기를 식히는 응축기는 항상 차갑
게 유지하는 장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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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루나 협회(Lunar Society)의 회원들.
[에라스무스 다윈]

[조사이어 웨지우드]

[매슈 볼턴]

[조지프 프리스틀리]

[제임스 와트]

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협업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

러한 18세기의 산업적 계몽주의 문화가 과학 혁명과 산업 혁명을 이어주는 가

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이 반드시 추상적이거나 수학적인 법칙적 이론일 필요

교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식 기반의 과학 기술 문화가 가

는 없다. 대부분의 공학적 이론과 적지 않은 과학적 이론이 그러하듯, 해당 문

능할 수 있었다.

제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읽고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식화되어야 한다
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실로 산업 혁명의 토대는 기술이 지식 기반을 갖추어야
하고 지식은 구체적인 기술로 실용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 기술자, 기업가, 과학
자들에 의해 놓여졌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산업 혁명의 토대는 앞에서 언
급한 과학 혁명의 유산으로 이어진다.

산업 혁명기에 활약한 주요 인물들이나 단체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산업
적 계몽주의의 영향을 뚜렷이 발견할 수 있다. 1771년에 설립된 민간 엔지니어
협회는 엔지니어들이 실용적 화학이나 역학을 비롯한 과학적 지식에 정통할 것
을 주문했다. 제임스 와트 역시 증기 기관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과학
적 역학의 법칙들, 수력학과 유체 정역학의 법칙들 그리고 열기와 냉기에 관한

뉴턴이 종합한 과학 혁명의 성과를 베이컨의 실용적 철학을 바탕으로 전 사

여러 이론들을 꼽은 바 있다. 무엇보다 제임스 와트가 소속되어 있던 루나 협회

회로 확장하려한 일군의 뉴턴주의자들은 과학과 기술을 엄격하게 분리하지 않

는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산업적 계몽주의의 현현으로 평가할 수 있

았다. 특히 이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18세기 전반, 즉 과학 혁명과 산

을 정도였다.

업 혁명 사이의 시기는 베이컨식의 실용적 과학의 이념이 사회의 여러 계층으로
퍼져나가며 더욱 공고해지고, 그 결과 자연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실용적인 효
과를 얻어내겠다는 생각 역시 실험적 과학 기술 활동의 확산과 더불어 확고한
지반을 다지기 시작한 때였다.

다윈의 할아버지로서 진화론적 사상을 담은 저술을 쓴 에라스무스 다윈, 2
세기가 넘도록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웨지우드 도자기 회사를 설립한 기업가 조
사이어 웨지우드, 증기 기관을 개발하고 상업화한 제임스 와트와 매슈 볼턴, 그
리고 18세기 말 최고의 화학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조지프 프리스틀리 등이 루

콜린 맥클로린과 같은 수학자들까지도 뉴턴의 과학과 철학을 설명하는 책에

나 협회를 구성하는 회원들이었고, 이들은 달빛이 밝은 보름밤에 만나(여기서

서 기계 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논의할 정도였다. 요컨대, 18세기를

루나 협회(Lunar Society)라는 협회의 명칭이 유래했다) 과학, 기술, 산업을 포

거치며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기업가들은 동일한 과학의 언어로 대화할

괄하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대화와 토론을 주고받았다. 이처럼 다양한 일에 종

수 있었고, 공통의 이해와 가치를 형성함으로서 서로 제휴할 수 있었다.

사하는 이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전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은 산업
혁명기 영국이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 과학자와 기술자를 나누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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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지식과 이성의 힘을 신뢰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계몽주의자들이었고,

장벽이 상당히 낮았을 뿐 아니라 두 전통의 상호 교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 사

그러한 지식과 이성의 산물이 공공의 산업적 이익의 형태로 결실을 맺을 것이

회였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산업 혁명기 영국은 과학과 기술 두 영역을 넘나드

라 굳게 믿었다는 점에서 그들은 실용적 기업가이자 산업가들이었다. 그리고 이

는 잡종적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들이 폭증한 사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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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에 일어난 과학 혁명과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에 걸쳐 진행된 산
업 혁명은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 즉 그 지속성
에서 이전의 과학적, 기술적 혁신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그

제국주의의 팽창과 과학 기술의 발달

9 과학 교양

│학습 목표│15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이루어진 유럽제국의
팽창에 과학 기술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으며,

러한 지속성의 근원은 지식 기반의 기술에 놓여 있었다. 유용한 지식을 축적하

반대로 제국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과학 기술이 어떻게

고 그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기술적 개발을 이루어내

발달하였는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의 고리에 지속적 성
장의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선순환의 고리를 산업적 계몽주의의 형태로
가장 먼저 형성한 나라가 영국이었고, 그로 인해 영국은 산업 혁명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왜 영국의 산업 혁명이 과학 혁명

보통 제국주의라고 하면‘한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을 전략적으로

의 성과가 종합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8세기 후반에 시작됐는지, 왜 영국을 위

이용하여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라고 넓게 정의된다. 1492년 콜럼

시한 서구가 뛰어난 과학적, 기술적 혁신을 일군 역사가 있는 중국이나 이슬람,

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에 처음 도착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럽의 제국

인도보다 빨리 근대적 경제 성장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주의는 20세기 후반까지 약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세기에 유럽
의 각 나라들은 전 세계에 걸쳐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일례로‘해가
지지 않는 나라’
라는 이름을 얻은 영국의 경우, 인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아
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 6대주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식민지를 건설하여 전

과학 혁
명이 과
학적 혁
신과
달랐던
중요한
차이점
은?

세계 육지의 1/5, 전 세계 인구의 1/4이‘대영 제국’
의 이름 아래 놓이게 되었다.
프랑스 역시 아시아의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비롯하여 캐나다 일부, 북아프리
카의 알제리와 모로코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운영했다. 이처럼 유럽의 나라
들이 해외로 팽창하여 광범위한 제국을 건설하는 데 당시 과학 기술은 어떤 역
할을 했을까? 흔히 제국의 건설을 이야기할 때면, 영웅적인 인물의 지략이나 전
쟁의 참상,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갈등이 강조된다. 그 과정에서 과학이나 기술

다음은‘후크의 법칙’
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왕립학회의 중요 구성원으로 활약하기도 한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후크
의 말이다. 이로부터 과학 혁명이 그 이전의 과학적 혁신과 달랐던 중요한 차이를 설명해 보자.
어느 시대 어느 곳이고, 자연과 여러 현상의 원인에 관한 탐구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한 탐구로부터 그들 자신은 물

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거나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행위와는 무관하게 객관
적이고 무사공평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달이 없었다면 유럽 제국의 확장은 있을 수 없었으며,

론 인류 전체를 이롭게 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부족했던 적은 없다. 그러나 그들의 분투는 외

심지어 제국을 확장하는 동기와 과정 속에서 과학 기술이 발전하기도 했다. 이

따로 떨어져 있었을 뿐, 정교한 기술에 의해 서로 합쳐지고 덧붙여져 발전되거나 조직화되지 못했기에 별 볼일 없는 몇몇

제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과학과 제국주의의 관계를 살펴보자.

소소한 결과를 산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새롭게 발견된 자연 지식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수는 소수라
할지라도 아주 잘 훈련되어 있고 조직되어 있는 군대, 즉 아즈텍 왕국을 정복한 코르테스가 이끌던 것과 같은 군대가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탐험과 정복의 수단 : 증기선, 키니네, 총, 전신 기술│
19세기 유럽 각 나라들이 전 세계로 진출하는 데에는 당시 과학 기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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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증기선, 말라리아 치료제인 키니네, 그리고 총

총이 개발되고, 금속제 탄약통, 무연 폭약이 만들어지면서 총기는 비약적으로

기류의 발달을 들 수 있다. 먼저 증기선은 바람에 상관없이 강을 거슬러 올라갈

발전했다. 그리고 1884년 연속 발사총인 맥심건(Maxim gun), 1897년 굉장한

수 있었기 때문에, 범선이 침투할 수 없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강과 여

살상력을 지닌 덤덤탄이 만들어지면서 식민지 전쟁에서 유럽은 확실한 군사적

울을 탐험하고 육지의 도시를 정복하는 데 아주 중요했다. 1832년 스코틀랜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덤덤탄의 위력은 실제 1899년 아프리카 차드에서 320명

상인 레어드(Macgregor Laird)는 개량된 외륜선 알부르카(Alburkah)를 타

의 프랑스 군대가 덤덤탄을 이용하여 12,000명의 차드 군대를 사살한 사건에

고 나일 강 깊숙이 탐험할 수 있었고, 1840년 제1차 아편 전쟁 당시 동인도 회

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사에서 만든 철제 증기선 네메시스(Nemesis)는 중국의 해안 방어선을 공략하
고 해상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세기 중반 이후 증기선
을 이용한 정기적 항해는 보편적인 일이 되었고, 증기선은 곧 유럽 제국의 월등
한 힘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유럽의 각 국가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낯선 토착병, 특히 말라리아를 극복해야만 했다. 이 지역에 접근하려 했던 유럽
인들 상당수가 말라리아에 걸려 희생되었는데, 1805년 나일 강을 탐험했던 영
국 원정대가 모두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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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제국의 각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중요
한 과제로 부상했고, 이를 위해서는 제국과 식민지, 식민지와 식민지 사이에 신속
한 의사 소통 수단을 마련해야 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아시아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본국에서 수천 km 떨어진 곳까지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영국
과 인도를 오가는 데 수개월씩 걸리는 해군의 연락선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83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전신 기술은 일종의 축
복이었다.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던 해에 영국에서는 최초로 육상 전
신이 설치되었고, 1850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 해협에 해저 전신이 설치

유럽인들은 증기선으로 쉽게 내륙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아프리카의 낯선 환

되었다. 이런 전신 기술의 발달은 제국이 팽창하고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경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이런 어려움은 1820년대 프랑스 화학자들이 기나나

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857년 동인도 회사의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킨 세포이

무(cinchona)에서 키니네를 분리하여 말라리아 치료약으로 이용하면서부터 손

항쟁 당시 빠른 통신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은 영국은 더 멀리 더 빠르게 소

쉽게 해결되었다. 1826년 영국 해군의 의사들은 저렴한 가격의 키니네 알약을

식을 전하기 위한 전신 기술 개발에 힘썼다. 그 결과 1866년에는 영국과 아메리

대량 생산했고, 실제 1854년 키니네를 복용하고 나일 강을 탐험했던 영국 원정

카 대륙을 잇는 대서양 해저 전신이 설치되었고 이어 인도, 홍콩, 오스트레일리

대 중 말라리아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키니네는 곧 유럽이 아프리카로 안전

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까지 확대되었다.

하게 진출할 수 있는 묘약이었던 것이다.

[그림 41] 말라리아의 치료약으로 사용된 기나나
무의 잎

[그림 42] 19세기 말 해저 전신의 설치 현황

당대의 하이테크 유망 사업이었던 전신 기술력을 확보한 영국은 1892년이 되

증기선과 키니네는 유럽이 낯선 지역의 자연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였

면서 전 세계 전신 사업의 66%에 관여하면서 이 분야를 거의 독점했다. 이런

던 반면, 무기 특히 총기류의 혁신은 토착민의 격렬한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기

전신 기술의 위력은 1898년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려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

술이었다. 유럽인들은 토착민과의 전투에서 비교적 우세를 점하고 있었지만 신

트에서 충돌한 파쇼다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때 영국군은 잘 가설된

변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무기를 원했고, 19세기 동안 발달한 총기 기술로

전신망 덕분에 본국에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반면, 전신망을

원하던 무기를 얻을 수 있었다. 19세기 초까지 유럽에서는 총구를 통해 실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프랑스는 적군이었던 영국의 전신망을 통해 이집트의 전쟁

장전하고 부싯돌을 발화 장치로 이용하는 구식 소총이 주로 이용되었는데, 이

상황을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전신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은 상

소총은 비 오는 날 화약이 젖거나 재장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연기가 많

황을 축소하여 프랑스 본국에 알려줌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

이 나는 단점이 있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탄알을 총신의 뒤쪽에 장전하는 후장

을 이끌 수 있었다. 이처럼 19세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과학 기술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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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없었더라면, 유럽의 각 나라들이 전 세계로 진출하여 거대 제국을 건설하

을 했다. 당시에는 전류 저항에 관한 표준적인 단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는 일은 불가능했거나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전신 사업에 뛰어든 각 회사의 생산품마다 저항의 단위가 달랐고 따라서 제품
간 호환도 힘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과학진흥협회는 1861년 전기

│제국의 팽창은 다시 과학의 발전으로│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학과 기술이 유용했다면, 반대로 제

표준에 관한 BA 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항의 표준을 정하는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위원회에는 물리학자 맥스웰(James Clerk Maxwell, 1831~1879) 등 당시
영국에서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참여했다.

국의 팽창으로 인해 과학이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위원회는 정밀한 측정을 통해 마침내“BA ohm”
이라는 전기 저항의 표준
대표적으로 19세기 후반의 전자기학 분야가 정교하게 발달하는 데에는 제국

단위를 제정했는데, 이 표준 저항 단위는 전신망을 통해 전 세계 영국의 식민지

으로 팽창하던 영국의 전신 사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 1866년 가설된 대서양

로 널리 퍼져나가 당시 다른 나라에서 쓰였던 저항 단위를 모두 대체할 정도였

해저 전신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긴 거리를 통해 전기 신호를 전달해야

다. 이와 같이 제국의 각 지역과 본국을 전신으로 연결하여 통합하려는 제국주

했다. 그런데 전달해야 할 거리가 길어질수록 그 과정에서 전기 신호가 약해지

의적 프로젝트는 전자기 물리학의 발달을 유도했을 뿐 아니라, 그 성과는 또 다

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영국에서 보낸 전기 신호가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

시 제국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처음 이 사업에 관여했던 영국의 전기 기술자들
은 고전압으로 전기 신호를 보낸다면 중간에 약해진다 하더라도 일부의 전기 신

지질학, 동물학, 식물학과 같은 자연사 분야나 의학 또한 19세기 유럽이 거대

호는 미국까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높은 전압은 전선에 열을 발

한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크게 성장했다.“자연선택의 메커니즘을 통해 종

생시켜 중간에 전선이 끊어질 수 있었다.

이 진화한다”
는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진화론은 1831년부터
5년 동안 그가 경험한 비글 호 항해가 없었더라면 등장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영

켈빈 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당시 물리학자 톰슨(William

국 해군함이었던 비글 호의 항해 목적은 과학적 탐구가 아니라 당시 스페인과

Thomson, 1824~1907)은 물리 이론과 수식을 통해 고전압이 문제라는 사실

포르투갈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남미 대륙에 영국이 진출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을 밝혀낸 후, 고전압으로 전류를 보내는 대신 약해진 신호를 미세하게 측정할

답사의 성격이 짙었다.

수 있는 정밀한 실험 기구를 제작했다. 톰슨은 거울을 이용하여 검류계(전류를
측정하는 기계)의 정밀도를 높이는 거울 검류계를 발명했고, 톰슨의 기여에 힘
입어 1866년 대서양 해저 전신은 성공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대륙의 해안선과 지형, 동식물의 분포를 면밀하게 조사함
으로써, 향후 영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할 때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비글 호 항해의 의도였다. 이 과정에서 다윈은 같은 종의 동식물이 지역에 따라

톰슨의 성공에 자극받은 영국의 각 대학들에서는 물리학, 공학 분야 실험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목격했고, 방대한 동식물 표본과 지질학적 증거를 수집

을 만들고 거울 검류계를 이용한 실험 실습을 강화하여 전신 전문가들을 배출

할 수 있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윈은 1859년『종의 기원』
을 출판하여

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전신 사업이 더욱 각광을 받던 19세기 후반 물리학 이

세계를 뒤흔들 진화론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론과 실험 경험을 겸비한 인력으로 성장했고, 톰슨의 거울 검류계는 점점 개량

[그림 43] 톰슨과 그의 거울 검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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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전신 전문가들 교육뿐만 아니라 전자기학의 중요한 실험 도구로 자리 잡

1870년대 이후 열대 질병을 정복하기 위한 의학적 연구 역시, 유럽의 각 나라

으면서 전자기학 실험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게다가 영국의 팽창

들이 이 지역들에 거대한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기획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과 전신 사업의 호황은 물리학의 표준 단위가 만들어지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

비록 키니네 때문에 말라리아 환자는 줄었지만 열대 지역에는 여전히 원인을
1. 서양 과학의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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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풍토병이 창궐했고 사망자와 환자들이 많이 생겼다.
따라서 유럽인들이 안전하게 열대 지역에 정착하고 토착민들을 지배하기 위
해서는 열대 질병의 원인과 치료책을 연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고 당시 많
은 세균학자들은 이 문제에 매달렸다. 그 결과 영국의 군의관이자 세균학자였
던 브루스(David Bruce, 1855~1931)는 아프리카 수면병을 매개하는 곤충이
체체파리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영국의 식민지 인도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로스
(Ronald Ross, 1857~1932)는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를 연구하여 감염 경
로를 밝힌 공로로 1902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취는 대부분 틀린 것이었다고 생각했고, 인도의 사회 수준은 중세 유럽에 해당
한다고 간주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과거의 기술적, 과학적 성취는 인정했으나
중국인들이 유럽 인들과 달리 과학적 근본 원리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점점 유
럽에 뒤쳐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유럽인들은 과학 기술을 이용해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한 이들 지역의 사람
들은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노예 근성이 있으며, 생물학적으로도 훨씬 원시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목민 코이코이 족의 사라
바트만(Sarah Baartman)이라는 여인은 유럽으로 팔려가‘인간 전시물’
이되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과 기술은 유럽이 새로운 세계로 진출하

었다. 큰 엉덩이와 가슴 등 그녀의 특이한 신체 특징은 당시 유럽 인들에게 큰

여 거대 제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반대로 거대한 제국을 향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인기도 끌었는데, 유럽인들은 그녀를 자신들

한 열망은 자연사 연구와 의학뿐 아니라 물리학처럼 사회적 영향을 덜 받을 것

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우수한 유인원’혹은‘거대한 동물’
로

이라고 여겨지는 정밀 과학 분야가 발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취급했다.

[그림 45]“호텐토트 비너스”전시를 알리는 포스터

“호텐토트의 비너스”
라는 이름으로 5년 동안 유럽 곳곳에서 전시되다가

│제국의 상징, 문명의 척도로서 과학│
일찍이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유럽인들이 지
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을 벗어나면 새로운 아메리카, 아프리
카 대륙을 만날 수 있고, 그 왕래가 잦을수록 새로운 지식들이 쌓여 사회가 진
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이후 앞다투어 새로운 대륙을 탐험하고 정복하며
거대 제국을 건설한 서구 유럽은 미개한 것처럼 보이는 토착민과 자신들을 비
교하며 스스로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보다 발달된 문명을 이룩한 자신들
이 미개한 사회를 문명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인들이 스스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데에는, 자신들이 이룩한 과학
기술의 성과가 중요한 근거였다. 그들은 과학 기술이 물질적인 성취를 가능하게
한 근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신과 편견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
라보는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만큼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한
아프리카와 남미, 인도와 중국은 열등하고 미개한 지역일 뿐이었다.
[그림 44] 베이컨의 <위대한 부활>(1620) 속표지.
학문을 뜻하는 배가 헤라클레스 기둥(당시 인간
지식의 한계를 뜻하는 지브롤터 해협을 상징)을
지나 더 넓은 대서양으로 향하는 그림

118

Ⅱ 과학의 역사

유럽인들이 보기에 아프리카에는 과학이나 기술이라고 부를만한 것이 존재
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고대 인도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기술이나 과학적 성

1815년 그녀가 사망하자, 프랑스 의사였던 퀴비에는 그녀의 뇌와 생식기를 해부
하여 유인원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럽인들이 보기에 아프리카는 과학 기술의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
니라 그곳의 토착민들은 인간보다는 유인원에 가까운 미개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신들이 열등
한 지역을 개발하고 통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유럽 인들은 생각했다.
흔히 과학 기술은 연구자들의 독창적인 사고와 부단한 실험으로 만들어지
고, 따라서 사회 문화로부터 한 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전 세계 어

생활 탐구

디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렇지만
19세기 유럽이 비서구 지역으로 팽창하는 제국주의 시대에 과학과 기술은 유럽
인들의 물질적 부와 뛰어난 정신적 능력을 증명하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자 도구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제국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과학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하는 상호 작용도 존재했는데, 얼핏 사회와 무관한 듯이 보이는 전자
기 물리학조차 제국의 팽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제국주의가 팽
창할 수 있었던 사례와 제국주의의 확장을
통해서 과학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사례
를 각각 한가지씩 들어 보자.

1. 서양 과학의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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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과학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과학과 여성
│학습 목표│역사적으로 여성이 과학의 생산자로서, 과학의 소비자로서,
과학의 대상으로서 과학과 맺었던 다양한 방식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과학에서 여성의 지위를 결정짓는 다양
한 사회적, 문화적 조건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컬럼

19세기에‘여성 과학자’
라는 말은‘네모난 동그라미’
라는 말처럼 양립 불가능한 두 단
어의 괴이한 조합처럼 보였다. 오늘날 여성 과학자는 그만큼 낯선 존재는 아니다. 하지만
과학자가 남성이라는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 미국 중등학교 학생들 165명을 대상으로 과학자의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려 92%에 달하는 학생들이 과학자를 남성으로 그려냈다. 정도 차
이는 있지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2%가 과학자는 남성이라는 이미지를 가
지고 있었다고 한다.

출처: http://ko.wikipedia.org/

이처럼 과학을 남성의 분야라는 생각이 여전히 팽배해 있지만, 역사적으로 여성은 다
양한 방식으로 과학 활동에 참여했다. 남성에 비하면 소수이기는 했지만, 여성들은 스스로
과학 연구자가 되거나 과학 활동의 후원자가 되고 때로는 과학 문화의 향유자가 되기도 했
다. 과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여성이 지니는 중요성도 빼놓을 없다. 여성의 과학 참여와 여
성에 대한 과학적 설명의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과학에서 여성이 차지했던 지위를 살펴보
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사회, 문화적 조건들을 찾아보자.

│역사 속의 여성 과학자│

과학이 남성의 영역이라는 생각은 남성에 비해 여
성의 과학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과 맞물려 있다.
여성의 과학적 능력의 한계 때문에 과학자 중에 여성
이 적다는 것이다. 여성의 과학적 능력의 한계는 보
통 두뇌 전체로까지 확대되어 이해된다. 여성은 단지
과학적인 두뇌가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적 능력 자
체가 남성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을
인간의 최고의 지적 산물로 보는 시각과 과학이 비
교적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젠더 중립적인 분야라는
견해에서 연유한 생각으로 볼 수 있다.

는
가
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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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naver.com/mlilrlalcle/20106594886

이런 점에서 과학 분야에서 활동했던 여성 과학 기술자들의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
것은 의미가 있다. 그들의 활동을 북돋았던 사회적, 지적 조건들과 그들의 활동에 장애
되었던 조건들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여성의 과학계 진출에 방해 요소와 촉진 요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례들은 여성의 지적 능력의 열등성에 대해 반론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17세기 근대 과학 형성기부터 19세기까지 과학단체, 대학, 아카
데미 등 제도권 내에서 활동했던 여성 과학자는 사실 찾기가 쉽지
않다. 18세기 볼로냐 대학의 교수가 된 라우라 바시(Laura Bassi,
1711~1778)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난 바시는 뉴턴주의 실험 철학, 그
중에서도 전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바시가 제도권 과
학계에서 거둔 성공은 그녀의 뛰어난 과학적 능력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거기에는 여성 교수가 지니는 홍보성을 이용하여 볼로냐 대학
을 부흥시켜보려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바시의 성공을 도왔던 정치적 이해 관계는 그녀에게 기회를 제공
해 줌과 동시에 족쇄로 작용하여 대학은 그녀가 결혼하지 않기를 바
랬고 대학의 공식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연구보다는 대학
홍보에 힘써 주기를 기대했는데, 이는 제도권에서 여성의 운신의 폭이
얼마나 좁았는가를 잘 보여준다.
바시를 제외하면 제도권에서 두각을 드러낸 여성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교육 기회의 부재, 제도권에서의 여성 배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 상류층 여성들은 과학의 소비자 기능을 담당했다. 당시 여
성들에게는 자연 철학 공부가 장려되었고 여성을 위한 자연 철학 서
적들이 등장했다. 여성들, 특히 상류층 여성들은 프란체스코 알가로
티의『여성을 위한 뉴턴 물리학 입문서』
(1737), 레온하르트 오일러의
『독일 대공비에게 바치는 다양한 물리학과 철학에 대한 편지』
(1768),
장 앙투안 놀레의『물리학 실험에 관한 강론』
,,『전기와 신체에 관한
실험』등을 통해 자연 철학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자연 철학 공부는 교양 교육의 일환으로, 지적 연구
보다는 겸양, 종교적 경외심 등 심성 도야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자연
철학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성들이 과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않았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독자적인 자연 철학 연구를 수행했던 마가렛 캐븐디쉬 공작
부인(Margaret Cavendish, 1623~1673)과 뉴턴의『프린키피아』
를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를 발전시켰던 샤틀레
후작 부인(Emilie du Chatelet, 1706~1749) 등 몇몇 사례를 제외하
면, 과학적 소양을 갖춘 상류층 여성들은 철학, 문학, 예술의 토론장
인 살롱을 제공하고 재능있는 인재를 후원함으로써 과학 발전에 공헌
했다.
살롱을 통해 상류층 여성들은 자연 철학의 주된 후원자  소비자 
독자  청자로서 과학 문화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었지만, 살롱을 통한
여성의 과학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살롱의 마담은 토론의 주제를
제시하고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했지만, 토론을 이끌어 간
것은 남성들이었다. 게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 살롱 문화가 무너지면서
여성들이 과학에 접할 수 있는 길은 더욱 좁아졌다.

[그림 46] 바세포르트가 남긴 식물 삽화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과학 활동과 생계가 연결되어 있었던 장인
계층 출신 여성들은 과학 기술 연구 활동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경
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장인 계층 출신의 여성 과학자로는『유충의 놀라운 변모
와 특별한 섭식 활동』(1679),『수리남 곤충의 변태』등의 저술을 통
해 곤충 연구에 공헌한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Maria Sibylla Merian,
1647~1717), 1702년 새로운 혜성을 발견한 마리아 빙켈만(Maria
Winkelmann, 1670~1720), 프랑스 왕립 식물원에서 삽화가로 활동
했던 마들렌 바세포르트(Madeleine Basseporte, 1701~1780), 해
부학자이자 정교한 밀랍 해부학 모형 제작자였던 마리 카트린 비에롱
(Marie-Catherine Biheron, 1719~1786) 등을 들 수 있다.
산파들도 생계를 위해 과학 활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이다. 그들은
산모의 임신, 출산 과정을 관리했을 뿐 아니라 풍부한 피임 지식도 갖
고 있었다. 여성 산파가 남성 산과의사에게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200개가 넘는 피임 지식도 함께 소멸되었다는
점은 그들이 단순히 출산을 돕는 보조자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독자
적 지식을 갖고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 장인 계층 여성이나 산파들은 공통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과학 연구에 참여했다. 조판공 집안의 딸로 태어난 메리안은 천에 염
색할 동식물 그림을 그리기 위해 곤충 연구에 뛰어들게 되었고, 베를
린 과학 아카데미에 소속되어 있던 빙켈만도 생계 유지를 위해 천문
관측을 했다. 비에롱은 정교한 밀랍 해부학 모형 관람료와 학생 교육
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사회적 신분이 낮고 먹고 살 방편으로 과학 연구에 참여했었다는
점 때문에 이들의 연구는 귀족 여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에 대한 후대의 평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들이 이론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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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수행하지 않고 실제적, 실용적 연구에 참여했었다는 점 또한 이
들에 대한 저평가를 낳았다. 하지만, 이들 장인 계층 여성 과학자들이
보였던 다양한 행보는 그동안 과학의 영역을 너무 좁게 규정했던 것
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낳는다.

│왜 두뇌는 평등해 보이지 않는가│

제도권의 과학, 이론적 과학, 전문적 과학만이 과학 활동에 속할
수 있는 것일까? 역사 속의 여성 과학자들을 발굴, 복원하려는 시도
들은 과학이라는 분야가 그동안 너무 협소하게 정의되어 왔고 그 정
의가 여성들의 과학 활동을 포괄하기보다는 배제하는 쪽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든다.

│성차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의 역사│
섹스와 젠더는 각각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의미한다. 한동안 페미니스트들의 연구
는 젠더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섹스에 대
한 연구들이‘자연적 사실’
의 권위를 업고 성
평등을 주장하는 젠더를 공격했을 때, 그동
안 섹스를 애써 외면하려던 페미니스트들은
그 공격에 무력했다. 이는 섹스에 대한 적극적
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이에 따라 생
물학적 성에 관한 과학적 담론들에 담겨져 있
는 젠더 편향성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
졌다. 성차에 대한 이해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 그 개념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일은 성차
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젠더 편향성을 밝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16~17세기 근대 해부학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몸이 근본적
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차는 단지 체형과 생식기의
차이일 뿐 골격이나 다른 신체 기관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해부학 서적들을 보
면 성을 구별하지 않고 남녀의 신체가 표준적인 그림으로 제
시되었다. 하지만 18세기, 특히 1730년대 이후 남성과 여성
의 신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
면 골격은 인체의 기초 계획에 해당하는데, 남녀의 차이는 골
격의 차이에서부터 연유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남성의 골
격과 여성의 골격을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그린 마리 티로
다르콩빌의 골격 그림이 인기를 얻었다. 이에 비해 남녀 골격
에 별 차이를 두지 않았던 소에머링(Samuel Thomas von
Soemmering)의 골격 그림은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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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다르콩빌이 그린 남녀의 골격. 좌측의 여성과 우측의 남성이 확연히 구
분된다.

주목할 점은 골격에서의 성차를 강조한 쪽이나 강조하지 않은 쪽
이나 모두 이상적인 골격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한 해부학자는 자신의 키인 167 cm에 맞춰 이상적
인 남성의 골격을 완성시켰고, 다른 해부학자는 자신의 이상에 맞게
여러 구의 골격을 조합하여 이상적인 골격을 만들어냈다. 요컨대, 해
부학자들이 제시한 골격 그림은 자연 그대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해부학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반영했던 것이다.
이 완벽한 이상형에 성차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고정 관념들이 녹아
들어 있었음은 당연하다.
19세기 폴 브로카(Paul Broca, 1824~1880)의 두개계측학도 성차
에 대한 이해가 당시 사회적, 문화적 고정 관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브로카는 정밀한 측정, 신
뢰할 만한 크기의 표본, 복잡한 조작 등을 통해 두개골에 대한 과학적
수치, 그래프, 통계를 이끌어 냈다. 그는 이 수치들은 우수한 인종, 남
성일수록 열등한 인종과 여성에 비해 두개골의 용량이 크다는 두개계
측학의 이론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그런데, 그는 남성
백인의 두개골 용량이 크고 이것이 두뇌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는 자신의 가설을 보존하기 위해 종종 이에 맞지 않는 데이터에 보정을
가했다. 하지만 그 보정은 선택적이었다. 자신의 가설에 맞는 결과만
나온다면 여성이나 열등한 인종에게 보정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다.
성차에 대한 과학적 이론들은 종종 과학의 이름으로 성차별을 옹
호하는 과학적 성차별주의의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왜 이런 다양한
성차별주의적 이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는 성차별주
의 과학 이론들이 사회적 기대치들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 이
론들은 학계에서만 논의되다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출판물을
통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순환되다가 다시 학계로 들어온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 각종 성에 대한 담론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사
회 생물학이나 진화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성차에 대한 일반적 인식
과 성역할 고정을 강화하는 연구들이 무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다. 과
거의 성차 담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오늘의 성차 담론에 대한 비판
적 시각을 키워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오늘날 여성의 과학계 진출에 대한 제도적,
법적 차별이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과학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이 때문에 여성의 지적 능력이 남성보다 떨어
진다는 생각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
지만 과학계에서 여성이 큰 활약을 하지 못하
는 것은 여성이 과학계에서 겪게되는 눈에 보
이지 않는 여러 가지 차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 과학자의 생산성에 관한 논쟁은 이
런 비가시적인 차별을 잘 드러내준다.

1979년 조나단 콜(Jonathan Cole)은『공평한 과학(Fair Science)』
에서 여성 과학자가 남성에 비해 논문 출판 편수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과학계에서 여성이 받는 대접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따
른 결과이고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은 오히려 남성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
고 주장했다. 1984년 그는 해리엇 주커만과 함께 출판한『생산성 퍼즐
(Productivity Puzzle)』
이라는 글에서 이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콜과 주커만의 발표 이후 이에 대한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가
장 큰 반론은 콜과 주커만이 정량 분석을 통해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
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정도로 협
력 연구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남성 3.1명, 여성 2.5명) 반론자들은 남
성들보다 여성들이 남편과 협력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여성
들이 남성에 비해 좁은 네트워크만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또한
콜과 주커만은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 평
가했다. 스콧 롱(J. Scott Long)에 따르면 여성의 결혼과 출산은 남성
과의 협력 연구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결혼은 남녀의 협력
연구의 기회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에 대해 남성들이 가
지는 불편함을 결혼이 상당 부분 줄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산성과 직업적 보상이 비례한다는 콜과 주커만의 주장도 반박을
당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같은 지위에 오르려면 여성 연구자
는 그 지위에 오른 남성의 3배에 해당하는 논문을 출판해야 한다. 이
는 여성이 누적적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권
위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유리한 일자리를 얻어 더 많은 연구
자원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다시 더 유리한 일자리
를 얻는 선순환 구조 속에 여성이 진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성의
생산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접근
하기 힘들다는 점이 바로 여성 차별의 원인인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논문 편수는 적지만, 논문의 피인용률은 높다. 이
는 여성 과학자가 더 많은 논문을 내기보다 더 좋은 논문을 내는데
치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럴까? 저자의 성별이 논문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실험자는 피실험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에 저자
이름만 남성, 중성, 여성으로 바꾼 논문을 나누어 주고 점수를 매기
도록 했다. 그 결과 남성, 중성, 여성 순으로 점수가 나타났다. 피실험
자들이 남성 논문에 대해 후한 반면, 여성 논문에 대해서는 더 엄격
한 기준을 들이댔던 것이다. 이는 여성 연구자들이 논문의 양보다 질
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는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
기보다는 여성에게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회적 선입견의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실험은 여성들이 얼마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역사 속에서 그동안 잊혀져 왔던 여성 과학자를 아무리 많이 찾아
낸다고 해도 여성이 과학에 한 기여는 남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을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례들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학 활동에 종사
했던 여성들이 재능을 펼치는 것을 제약했던 사회적, 문화적 조건들
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조건들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닌
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성의 몸과 정신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역사적으로 변해 왔고, 이
변화에는 당대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 관념들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편향된 설명들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고정 관념들에 의지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즉, 사
회적으로 당연시하는 것을 과학 이론이 재차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
과학 이론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여성에 관한 설명처럼
사회적 고정 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과학적 설명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은 과학적 이론을 평가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생활 탐구

18세기에 그려진 해부학 그림에는 남성과 여성의 골격이 확연히 구분
될 수 있도록 다르게 표현되었다. 이는 자연 그대로를 반영한 것이 아
니라 해부학자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남성,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성차에 대한 설명 중에
서 성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선입견이 반영된 사례를 찾아보자.

1. 서양 과학의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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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록│

2

사실 첨성대가 세계 최고(最古) 또는 동양 최고라는 것은 역사 기록에 남아있
으며 현존하는 천문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는 뜻이다. 세계사적으로

전통 과학의 이해

보면 첨성대보다도 먼저 건설된 천문대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은 언제 만들어졌
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나중에 다시 복원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첨
성대가 최고라고 말하는 것은 현존하고 있으며,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것 중에
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의미임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에게 남겨진 첨성대에 관한
기록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과학 교양

1

첨성대에 대한 가장 오랜 기록은 고려 시대 말기 일연이 저술한『삼국유사

첨성대는 천문대인가
│학습 목표│첨성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다.

(三國遺事)』에 나온다. 이 중‘선덕왕지기삼사(善德王知幾三事, 선덕여왕은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음)’
라는 기사 끝 부분에“다른 기록에 말하기를 선덕여
왕 시절에 돌을 다듬어 첨성대를 쌓았다(別記云, 是王代鍊石築瞻星臺).”
는기
록이 전해 온다. 이것이 현재까지 전해오는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고려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고려사(高麗史)』
(권 57, 지리지 2)에서도“신라
선덕여왕 때 쌓았다(新羅 善德女王 所築).”
는 기록이 있다. 보다 자세한 기록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과학 문화재를 든다면 그 중에서 으뜸이 첨성대일 것

흔히 세종실록지리지라고 불려지는『세종장헌대왕실록』제150권 지리지(世宗

이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금속 활자, 자격루, 측우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莊憲大王實錄』卷150, 地理志) 경상도 경주부 첨성대조(慶尙道 慶州府 瞻星臺

우리나라 천문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전형적인 소재는 첨성

條)에 나온다. 여기에는“첨성대는 경주부의 남쪽 월남성에 있다.

대가 될 것이다.
첨성대는 통일 신라 선덕여왕 시절(632~647)에 경주에 세워진 것으로, 현존

을 쌓아 만들었는데 위는 네모지고 아래는 원형이다. 높이가 19.5척, 위의 둘레

하는 천문대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 소백산에 세워진 국립 천문대

가 21.6척, 아래 둘레가 35.7척이다. 그 가운데를 통하게 해서 사람이 가운데

에 가면 첨성대 모양을 한 건물 위에 돔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망원경이 장

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瞻星臺, 在府南月南城, 太宗貞觀七年癸巳, 新羅善德女

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첨성대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옛날의 천문

王所築累石爲之, 上方下圓, 高19尺5寸, 上周圍21尺6寸, 下周圍35尺7寸, 通其中

대였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人由中而上).”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첨성대의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사람이

그런데 최근에는 첨성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 가장
[그림 48] 첨성대 전경. 첨성대를 멀리서 보면 커
다란 병모양이다. 아래는 둥글고 윗부분은 정방형
이다. 기록에 남아있으면서 현존하는 천문대로는
가장 오래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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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태종 정관 7년 계사(서기 647)년에 신라 선덕여왕이 쌓은 것이다. 돌

오르내렸다는 설명이 첨가된 점이다.

중요한 논쟁점은 첨성대가 과연 하늘을 관측할 수 있었던 천문대였느냐는 것이

중요한 점은 앞의 기록에서는 첨성대가 세워졌다는 기록만 있을 뿐 첨성대가

다. 아울러 첨성대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였는가 하는 점도 의

천문대라는 기록은 없다. 이것은 첨성대가 천문대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첨

문점으로 제기된다.

성대가 별을 보는 위치였기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49] 삼국유사 / 사진은 국보 제306호로 조
선시대 14세기말에 간행된 삼국유사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다.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 스님
일연이 불교적인 시각에서 삼국 시대의 역사를 편
찬한 책이다. 이 책 속에 첨성대에 관한 기록이 있
다.

2. 전통 과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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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첨성대에서 천문을 관측했다는 기록은 조선 성종 때 조위가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제21권‘경주부 고적’
에 처음 나온다.
이 기록에서는 첨성대 안을 사람이 오르내리면서 천문을 관측했다는 설명이 첨
[그림 50] 10원짜리 지페에 있던 첨성대의 모양

가되어 있다.

덕여왕 시대에 천문 관측소가 만들어졌다. 이 건축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라는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항은 첨성대에 대한 언급이나 평가가 우리나라 학자보
다는 외국인 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역사적

“첨성대는 (경주)부에서 동남쪽으로 3리 떨어진 곳에 있다. 선덕여왕 때 돌을

상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근대화 초기 우리나라에 왔던 서양인

다듬어 대를 쌓았는데, 위는 모나고 아래는 둥그렇다. 높이는 19척이며, 그 안

은 동아시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었으며, 일본 역시 강점을 위한 준비 단계

이 통해있어 사람이 가운데로 오르내리며 천문을 관측하였다(瞻星臺, 在府東

였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우리나

南三里, 善德女王時, 鍊石築臺上方下圓, 高19尺, 通其中, 人由中而上下, 以候天

라의 과학 문화에 대한 숙고를 할 여력이 부족했었다.

文).”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우리나라 학자들도 첨성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1944년

첨성대의 가운데 통로를 이용하여 천문을 관측했다는 기록은 이후에 편찬된

에 우리나라 과학사에 관련한 저서인『조선 과학사』
를 처음 저술한 홍이섭은 신

『문헌비고(文獻備考)』
나 조선 시대 천문대인 서운관(또는 관상감)에 관한 내용

라가 당의 역법과 천문도를 수입하기 이전에 독자적인 천문 관측을 했었다고 주

을 기록한『서운관지(書雲觀志)』등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을 보면, 첨성대가 신라 선덕여왕 때

[그림 51] 와다(和田雄治)의 책(1917년, 148쪽)에
나온 첨성대의 구조. 와다는 일본의 기상학자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워진 기상 측후소의 초기 대
장을 역임했다.

장하면서, 그 증거로 경주 첨성대를 들었다. 또한 첨성대야말로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천문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만들어졌다는 간단한 기록에서 점차 첨성대는 가운데의 통로를 이용하여 위아

첨성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연구하여 보고서를 낸 사람은 당시 경주 박물

래로 오르내리며 천문을 관측하였다는 사실이 첨가되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

관장이었던 홍사준이었다. 그는 1962년 12월부터 이듬 해 2월까지 첨성대를 정

다.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그 동안 신라의 첨성대는 별을 관측했던 천문대라는

밀하게 실측한 다음, 첨성대의 배치도, 단면도, 측면도, 평면도 등을 처음으로

데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었다.

정확하게 밝혔다.
그는 첨성대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내기 이전에 이미 일간 신문에 첨성대

│첨성대에 대한 현대적 해석│
첨성대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해석은 구한말 당시 조선 관측소에 와있던 일

운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첨성대의 단수가 27단인 것을 선덕여왕이 제

본 기상학자 와다(和田)가 언급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는 1910년에 저술한『조

27대 왕이기 때문이라는 종래의 학설을 부정하고, 역수(점치는 데 이용하는

선관측소학술보문』
의“경주 첨성대의 설”
에서 첨성대는 그 위에 목조 가구물

수)의 3계절 27궁을 나타낸 것이라는 새로운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세워져 혼천의와 같은 천문 관측 기구가 설치되었던 천문대라는 견해를 밝
혔다. 그 후 1917년에 저술한『조선 고대 관측 기록 조사 보고』
에서도 같은 내
용을 주장하고 있다. 와다는 첨성대에 관한 역사적 기록과 자신이 직접 첨성대
를 실측한 결과를 토대로 천문대라는 해석을 한 것이었다.
이러한 평가는 루퍼스(W.C.Rufus)에 의해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의 저서
인『한국의 천문학(Astronomy of Korea)』(1936)에서는“647년에 위대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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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사람이 들어가 바닥에 누워 중천을 쳐다보고 관측했을 것이라는 새로

아울러 첨성대를 이루는 돌의 개수가 366개인 점을 근거로 1회귀년인
365.25일을 상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홍사준은 첨성대가 개천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 모양이라는 옛날의 우주설)에 의거하여 백제인이 세
운 신라 천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 전
부터 1960년대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첨성대가 천문대였다는 것을 의
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림 52] 첨성대의 복원 단면도

2. 전통 과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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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가 천문대라는 것에 대한 의문들│
1960년대에 이르자 첨성대는 별을 관측했던 상설 천문대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주장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과학 사학자 전상운은『삼국 및 통일 신라 시대의 천문의기』
라는 논문(1964)

│첨성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첨성대는 당연히 우리 선조가 세운 천문대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이 볼 때 첨성대가 과연 천문대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
면에 첨성대는 천문대로서 충분하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에서 첨성대를 태양의 그림자를 측정하여 동지를 결정하거나 시간을 결정하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의 천문학과 오늘날의 천문학은

규표(gnomon)의 역할을 한 다목적 관측대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첨성대가 건설될 당시

제기하였다.

의 천문대와 오늘날의 천문대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오늘날의 천문학이나 신라
시대의 천문학이 하늘에 떠 있는 천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틀림없으나, 천

[그림 53] 첨성대에 오른 모습.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
진이다. 그러나 첨성대를 커다란 도움 없
이 쉽게 위아래로 오르내릴 수 있는 증거
가 되는 사진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첨성대의 내부 구조가 조잡하여 내부에서의 관측 활동이 부적당하

문을 관측하는 목적은 상당히 달랐다는 것이다.

다는 점, 중국 당나라 때 세워진 주공측경대나 원나라 때에 세워진 거대한 관측
대가 모두 규표의 기능을 한 관측용 탑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첨성대 꼭
대기에 있는 정자석이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첨성대는 방위와 자
오선의 표준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내부나 그 정상에
서 관측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여러 목적을 가진 관측대라고 본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 김용운은『첨성대는 누구와 일하였을까』
라는 논문
(1974)에서 첨성대가 실제로 천문을 관측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며, 다만 수

삼국 시대의 천문학은 하늘이 미리 알려주는 변괴(예를 들면, 일식이나 월식
뿐만 아니라, 혜성의 출현, 별똥별 등의 관측)를 관측하거나 예측하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 반면에 오늘날의 천문학은 지구를 포함한 우주에 대
한 인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무한한 우주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진리를 탐
구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의 천문대가 반드시 오
늘날과 같이 돔 구조를 한 천문대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로서는 굳이 평지보다 불과 10 m 정도 높은 첨성대 꼭대기

학 및 천문학에 관한 당대의 권위서였던『주비산경(周髀算經)』
의 내용을 종합

에 올라가서 천문을 관측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오히려 평지에서 하늘

적으로 반영하여 축조한 수학적인 상징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을 관측하는 것이 훨씬 편리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첨성대의 꼭대기가 좁다던가

생활 탐구

오르내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상설 천문대가 아니라는 주장은 다소 문제가 있
첨성대가 천문대일 것이라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부정한 주장은 이용범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는『첨성대존의』
라는 논문(1974)에서 첨성대는 불교의

다. 더욱이 사람이 오르내리며 관측을 했다는 주장은 첨성대가 건조된 지 1000
여 년이 지난 조선 시대에 와서 나온 기록에 불과하다.

우주관인 수미산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제단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첨성대가 천문대였을 것이라는 기존의 해석을 뒤흔드는 주장이었
다. 이에 많은 학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첨성대는 무엇일까? 첨성대는 글자 그대로‘별을 쳐다보는 대’
로서
틀림없는 천문대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별을 보고 관측을 했던 그 주변의
보조 건물들은 모두 없어졌을 것이고, 돌로 만든 첨성대만 현존하고 있을 뿐이

[그림 54] 수미산 그림/ 첨성대와 겉모
습이 일단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윗부분이 사각형이 아니라 원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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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남천우는 이른바 주비산경설과 수미산설을 모두 거부하고 첨성대

라고 해석하면 충분히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

의 구조로 볼 때 사람들이 충분히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하늘을 관측할 수 있다

면, 현재 개성에 남아있는 고려 시대의 천문대도 현재 돌기둥만 남아있다. 심지

고 주장했다. 특별한 도움 없이 남쪽에 난 문을 통해서 첨성대의 윗부분까지 올

어는 조선 시대에 설치한 관천대도 현재 돌만 남아있다. 그렇다면 그보다도 더

라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래된 첨성대도 돌만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01 첨 성 대 에

대한 자 신의 관점을

언급하고 그렇게 생각한 근거를
제시해 보자.

02 첨성대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여

특징을 찾아보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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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뭘까
│학습 목표│천상열차분야지도의 역사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차를 말한다. 하늘의 중심에는 북극성이 있고, 여기서부터 하늘의 적도를 12등
분한 가상적인 위치가 바로 12차이다. 하늘의 적도란 지구의 적도를 연장하여
가상적인 둥근 하늘에 닿아있는 선을 말한다. 즉,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늘을
15˚씩 12등분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차’
는 밤하늘에 밝게 보이는 목성과 관련이 있다. 목성은 대략 12년(정확한
공전 주기는 약 11.86년)을 주기로 하늘을 한 바퀴 돈다. 그러므로 목성을 기준
으로 세월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목성을‘세월을 가리키는 행성’

“천상열차분야지도”
라는 긴 이름을 들으면 마치‘하늘을 나는 열차’
가아

이라는 뜻으로‘세성(歲星)’
이라고 불렀다. 12차의 이름은 수성(壽星), 대화(大

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아니면 특수한 지도(map)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

火), 석목(析木), 성기(星紀), 현효(玄枵), 취자(娶訾), 강루(降婁), 대량(大梁), 실

제로 인터넷을 이용하여“천상열차분야지도”
를 검색하면, 그것의 한자 표기가

침(實沈), 순수(鶉首), 순화(鶉火), 순미(鶉尾)이다.

“天象列次分野地圖”
라고 하여 지도(地圖)인 것처럼 오해를 하여 설명한 곳도
곧잘 눈에 띈다. 그런데‘지도’
는‘지도(地圖)’
가 아닌‘지도(之圖)’
로‘의 그림’
이라는 뜻이다. 이와같이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 태조
때 돌에 새긴 천문도를 말한다. 돌에 새긴 또 하나의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
숙종 때 새긴 것으로 태조 때 새긴 천문도와 거의 모양이 같다. 이 천상열차분
야지도 각석(刻石, 돌에 새겼다는 뜻)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사진과 함께 나오며,
중·고등학교의 많은 과학 교과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사실 2007
년에 처음 발행한 1만 원 지폐 뒷면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
[그림 55]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고궁 박물관)

열차분야지도라는 긴 이름이 다소 생소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분야(分野)”
란 땅을 나누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땅의 위치는 중국 춘추 전
국 시대의 12개 나라인 정(鄭), 송(宋), 연(燕), 오월(吳越), 제(齊), 위(衛), 노
(魯), 조(趙), 진(晉), 진(秦), 주(周), 초(楚)를 말한다. 천문도에 하늘의 별자리와
땅을 연관시킨 것은 하늘과 땅의 상관 관계를 강조한 동양의 천문 사상 중 하나
인‘천지상응(天地相應)’
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즉, 하늘의 별자리와 땅
의 위치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별자리에 이상(異常,
예를 들어 화성의 접근)이 있으면 그 곳에 해당하는 지역(나라)에 변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성술적인 생각을 담은 것이 바로 분야설이다.
“지도(之圖)”
는 단어가 아니라“의 그림”
이라는 뜻이다. 하늘의 현상을 차에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의미│
“천상열차분야지도”
의 글자 풀이를 해보자.“하늘의 현상을 12차로 나열해
서 땅의 분야(分野)와 연관시킨 그림”
이라는 뜻이다. 어려운 용어를 하나하나
풀어보자.
“천상(天象)”
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기에는 달의 위상
변화와 위치 및 움직임, 행성의 위치와 움직임, 그밖에 붙박이별의 위치와 움직
임, 경우에 따라서는 별똥별이나 혜성의 이동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
려진 것은 별들이다.
다음으로“열차(列次)”
란 차(次)에 따라 나열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차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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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나누었고 땅과 연관시킨 그러한 그림이라는 뜻이 된다. 결국 우리말로 다
시 읽는다면“천상열차분야의 그림”
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는 282개의 별자리 총
1,467개의 별들이 하나의 평면 위에 새겨져있다. 뿐만 아니라 2932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새기게 된 연유, 별자리 그림에 대한 설명, 우
주관 등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사실은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독특한 이름의 천문도는 우리나라에
서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천문도를 볼 수 없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아서‘천상열차도(天象列次圖)’
와‘천문분야지도
2. 전통 과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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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文分野之圖)’
가 몇 개 전해오고 있다.

생활 속의 과학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천상열차분야지도는 돌에 새
긴 2기가 전해오고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은 조선
1395년(태조 4)에 새긴 태조 석각본(국보 228호)과 1687년
(숙종 13)에 새긴 숙종 복각본(보물 837호)이 있다. 태조 석
각본은 경복궁의 고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숙종 석각
본은 현재 국립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중 태조
석각본은 돌에 새긴 천문도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석각 천문도는 중국 소주(蘇州)에 있는

천상열차분야지도 석각본
“제가 이 천상열차분야지도 석각본을 처음 대한
것이 1960년대 초가 되겠습니다. 그 때 이 천문도는
창경 궁 명 정 전 뒤 추 녀 밑 노천 에 그냥 놓 여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것을 조사하려고 다시 가
보니까, 그날 조금 가랑비가 오는 날 오후, 점심 때가
조금 지난 때였습니다.

태조 때의 석각본과 숙종 때의 석각본 두 개가 거기
놓여 있었고, 그밖에 몇 개의 돌에 새긴 천문의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족을 데리고 소풍 나온
아주머니가 가랑비가 오니까 그 가랑비를 피해서 그 돌
위에 앉아서 도시락을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 돌이 길이 2 m, 너비 1 m 반 쯤 되는 넓적한
돌이니까 올라가서 도시락을 먹기에는 아주 알맞은
그러한 석판인 셈이었지요.

일명‘순우천문도(淳祐天文圖)’
로 1247년에 새겨졌다.
[그림 56]
왼쪽 : 천상열차분야지도 모사본으로 재야 과학
사학자 오길순에 의하여 컴퓨터로 다시 그린 자료
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태조본 앞면과 그림
이 같다.
오른쪽 : 중국 소주의 공자묘 안에 있는 석각천문
도로 왕치원이 제작했다고 한다. 자료는 컴퓨터로
다시 모사한 것으로 한국천문학사연구회 홈페이지
에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지폐│
1만 원권 구권에는 장영실이 제작한 자격루가 있었다. 그러나 2007년에 새롭
게 발행한 신권 1만 원 뒷면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자리 그림 일부가 새겨
져 있다. 한번 확인해 보자.
1만 원 신권 뒷면에는 송이영이 제작했다고 알려진 혼천 시계의 혼천의 부분
만 강조되어 도안되었다. 또한 보현산에 있는 1996년 4월에 완성된 국내 최대
구경인 1.8 m의 반사 망원경이 도안되어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천문학적 유
산과 현대의 천문학을 고루 배치한 도안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원래부터 박물관에 잘 보
관되고 전시되어 있지 않았다. 과학 사학자 전상운 교수는 설명하고 있다.

오래된 천문도는 모두 가치가 있을까? 답은 물론이다. 우리는 천상열차분야지
도를 통해서 조선 시대의 별자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그림 58] 천상열차분야지도 별자리 그림에 대한 비교

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천상열차분야지도는 1985년에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국보로 지
정되기까지는 과학사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예를 들면, 1984년에 산
학 협동 재단이 지원하고 한국 과학 사학회가 주관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
고한『한국의 과학 문화재 조사 보고』
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가치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보고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2기를 각각 국보와

현재 국보로 보호받는“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이 아이들의 놀이터이었거나
점심 식사 때 이용했던 식탁이었었다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빨랫판이라고 생각하여 빨래를 했던 넓적한 돌이 중원
고구려비였다는 놀랄만한 소식도 있었다. 주변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자.
[그림 57] 1만 원권 뒷면에 새겨진 천상열차분야
지도, 여기에는 혼천의와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이
그려져 있다.(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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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로 지정되게 하는 촉매가 되었다.
두 번째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자리 그림은 아주 아름답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도안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전에 있는 엑
스포 과학 공원의 한빛탑 광장에서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자리 그림을 볼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계에서

수 있다. 명성황후라는 한국형 오페라에서도 무대 장치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돌에 새긴 천문도 중에서 현존하는 것으로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다. 그렇다면

별자리 그림을 사용했었다. 우리 주변을 찾아보면 1만 원 권 뒷면뿐만 아니라
2. 전통 과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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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습을 이용한 많은 도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둘러싼 논쟁│

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돌에 새김으로

■ 세차 운동

써 조선을 건국한 세력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과시하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해석

회전체의 회전축이 움직이지 않는
어떤 축의 둘레를 도는 현상으로서, 아주
약한 외력의 모멘트가 수직으로 작용하여
생긴다. 지구의 자전축, 인공위성의
자전축 등이 세차 운동을 하며, 그 양은
지구 적도 부분이 부푼 정도로 결정된다.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오는 별자리 그림을 오늘

근대에 이르러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처음으로 주목한 학자는 미국 선교사 출

날의 별자리와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자리의 관측 연대를

신인 루퍼스(W.C. Rufus)였다. 루퍼스는 영어로 작성한 논문(1913)에서 천상열

추정하려는 연구가 천문학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연구되었다. 예를 들면, 천상

차분야지도의 특징을 설명했고, 천상열차분야지도 설명문의 일부를 한자로 표

열차분야지도에서 볼 수 있는 춘분점과 추분점을 이용하면 별자리에 보이는 항

기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 이 덕분에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외국에도

성의 관측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천문학적인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었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그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관측 연도를 조선 태조 때가

다. 이러한 연구들은 나중에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아니라 이보다 약 1,000년 앞선 시대에 제작한 그림이라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논문은 천문학자 이은성(1986) 교수에 의해서 나왔다. 그는 천상열

그 근거로“옛 별자리 그림에는 입춘 초저녁에 묘(昴)가 남중했지만, 지금은

차분야지도 설명문에 나오는 춘추분점의 위치를 이용하여 세차를 통한 계산을

위(胃)가 남중한다.”
는 설명문을 들었다. 또한 그는 별자리 그림에서 추분점과

통해서 별자리의 관측 시점을 서기 200년경으로 추정했다. 이어 박성환(1987)

각(角)의 거성(오늘날의 스피카 Spica, 처녀자리 알파별)의 상대적 위치로부터

은 별자리 그림에 보이는 춘추분점 주변의 별자리를 동정하고, 그 위치를 이용

관측 연대를 기원전 1세기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또 북극성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서기 500년경으로 계산했다. 즉, 춘분점을 기준으로 하면 950년경에 제

히파르코스(Hipparchos, BC 160경~BC 125경) 시대와 비슷한 시기의 천문도

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분점을 기준으로 하면 50년경으로 추정되므로, 대략

일 가능성도 제시했다.

서기 500년경이 될 것이라는 산술 평균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홍이섭

북한의 과학 사학자 리준걸(1982)은 묘(昴)와 위(胃)의 적도수도의 차이만큼

의『조선 과학사』
가 처음이다. 그는 1944년에 출간한 책에서 조선 태조 때 천

세차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근거로 태조 때보다 약 900년 전인 5세기 말에

상열차분야지도가 각석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전상운 교수도 자신의 저서
인『한국 과학 기술사(1966)』
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했
다. 이후 전상운은 같은 내용을 영어본(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Traditional Instruments and Techniques, Cambridge, Mass: M.I.T.
Press, 1974)과 일어본(『韓國科學技術史』, 東京: 高麗書林, 1978)으로 발간

서 6세기 초를 관측 시기로 정했다. 박명순(1995)은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제시
된 설명문의 춘추분점 위치를 토대로『진서(晋書)』
의 기록 (관측 대응년 BC 1세
기)과 같음을 보였다. 그러나 별자리 그림에서 북극성이나 북두칠성과 같이 비
교적 잘 알려진 별의 위치를 동정한 결과 천문도의 관측 연대가 기원전 50년경
이라기 보다는 조선 초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냈다.

하여 우리나라 과학사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1966년에 이용범 교수에 의해서 처
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는 당시 창경궁 명정전 뒤뜰에 보전된 석각본 천상열차분
야지도 2기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천상열차분야지도 자체의 천문학적인
의미보다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과시하려는 정치적인 측면이 크다는 새로운
[그림 59] 천상열차분야지도 목판본을 다시 그린
것. 과학 사학자 전상운 교수의 소장품으로
알려져 있다.

134

Ⅱ 과학의 역사

관점을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천문을 과학적으로 관측하고 이를 위한 성

천문학자 박창범 교수(1998)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자리 그림은 평면에
실제보다 크게 그렸기 때문에 몇 개의 별이나 춘추분점과 소수의 기준점을 이
용하여 별자리 관측 연대를 구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항성 관측 연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비판하면서, 이
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연대를 추정했다.
천상열차분야지도 별자리 그림에서 측정한 375개의 별을 동정한 자료를 이
2. 전통 과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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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결과, 주극원(관측 지점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별들이 있는 영역, 북극 근처

일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자리 그림은 우리나라에

의 별이 됨) 안에 있는 별들은 조선 태조 시대와 비슷한 시기이지만, 주극원 바

서 조선 초기에 관측한 별자리를 과학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깥에 있는 별들은 서기 1세기경의 관측한 별자리에 가깝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별자리를 직접 관측하여 각석한 사실이 우리 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박창범은 천상열차분야지도 석각본에 나오는 북극 근처

조의 과학성을 보여주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떤 학자의 주장처럼 정

에 있는 별들을 조선 초기에 관측할 수 있는 위치로 수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치적인 목적에서 천문도를 돌에 새겼다고 하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가치가 떨

한편 최근의 천문학자에 의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천상열차분야지도 석각본

어질까?

에 나오는 북극 근처에 있는 별들을 조선 초기에 관측한 별의 위치로 수정했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되었다고 해서, 또 별자리 그림

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별자리의 배치나 황적도의 교점

이 각석한 시기의 별자리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해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의미

등을 이용하여 항성 관측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 배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자리 그림

왜냐하면 별자리를 돌에 새기는 데는, 실제로 별자리를 관측하는 데서 생기
는 오차, 이를 다시 종이에 기록할 때 생기는 오차, 종이에 기록한 별자리를 다
시 석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돌에
새겨진 별자리만 가지고 별을 관측한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하여 또 하나의 논쟁점이자 의문점은 현재 전해오는

이 당시의 과학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조선 건국 초기의 상황에서 제왕의 학문으
로서 기념비적인 사업의 결과라고 해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 시대 초기에 각석한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
으며, 우리 선조들의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유산이라는 것 자체에서도 충분한 가
치를 찾을 수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 석각본이 2개인데 이중에서 태조본이라고 알려져 있는 천상
열차분야지도 각석에는 앞과 뒷면에 천문도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다. 왜 하나의 천문도에 별자리 그림이 2개나 새겨져 있을까?
관련하여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앞에서 언급한 권근의 기록에는 천상

생활 탐구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타난 별자리 그림이 조선 시대 관측한
자료인지 여부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정하고 근거를 제시해 보자.

열차분야지도를 태조 4년(1395년)에 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1445년에 발간한
이순지의『제가역상집(諸家曆象集)』
에 의하면 1444년(세종 15)에도 신법 천문
도를 돌에 새겼다는 기록이 전해온다. 문제는 세종 때 새긴 천문도가 어느 것인
지 아직 모른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림 60]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복각본 (세종대왕릉)

│남은 문제 :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가치│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현존하는 석각 천문도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것
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오래되었다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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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우기는 누가 발명했을까
│학습 목표│측우기의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 기록은 아주 중요한 기록이다. 당시에 비가 온 다음에 땅을 파서 비가 젖어 들어간 깊이
를 재는 방법이 비의 양을 재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을 우택(雨澤)이라고 한다. 그러나 비
가 오기 전 땅의 상태에 따라 우택의 양이 다르다. 또한 실제로 측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
랐다. 이러한 필요성이 측우기를 발명하게 만든 동기가 된다.
아래 생활속의 과학을 근거로 하면 측우기의 발명은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었다. 측우기는
1441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명한 것으로 이탈리아의 카스텔리(B. Castelli)가 1639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양을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 너무 간단한 질문이

만든 우량계보다 약 200년이나 앞선 발명품이었다.

라 대답할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금부터 600년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조선 세종 시대에는 단순히 측우기만 발명한 것이 아니다. 측우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우

방법을 알지 못했었다. 밑이 편평하고 둥근 그릇을 이용해서 빗물을 받고 그 깊

량을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강수량을 측정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재는 방법을 가장 먼저 깨달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보고하는 전국

서, 나름대로 국가 운영 시스템에 자연 현상을 도입한 사례가 된다. 다음 기록을 살펴보자.

적인 관측 시스템을 만들어 농사에 이용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다. 이렇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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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측우기였다. 측우기는 누가 발명했을까? 그리고
측우기는 어떤 발명품이었을까? 한편, 최근에는 중국이 측우기를 발명했고, 이
를 우리나라에 주었다고 한다. 그러한 주장은 왜 나올까? 그것이 사실일까?

우량을 관측하는 측우기를 당시 서울의 서운관(조선 시대의 천문 기상대)에 두었을 뿐만 아
니라 각 지방에도 설치하였다. 전국적인 관측망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자연을 측정하고 이용
하려는 진보적인 생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전국 강수량 자료는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기
초 자료로 활용했을 것이다. 1441년에 처음으로 만든 측우기는 원통형의 주철제로, 깊이가 약

│측우기에 대한 우리의 기록│
측우기 발명에 관련한 기록은 세종 실록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 이러한 기록
은 측우기와 관련하여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요한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
과 같다.

생활 속의 과학

뒤에 그 속에 고인 빗물의 깊이를 재서 보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듬해(세종 24년, 1442)에 처
음으로 이 기기 이름을 측우기라 불렀다. 이에 대한 기록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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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세종 23년(1441) 4월 29일 을미[양력 5월 28일]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 마다 비 온 뒤에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었으나,
정확하게 푼수를 알 수 없었으므로, 구리로 주조한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여기에 고인 빗물의 푼수를
조사하였다. (近年以來, 世子憂旱, 每當雨後, 入土分數, 掘地見之。然未可的知分數, 故鑄銅爲器, 置於宮中,
以驗雨水盛器分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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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cm(長二尺), 지름 약 16 cm(徑八寸) 정도였다. 돌로 만든 대(測雨臺) 위에 올려놓고 비가 온

세종 23년(1441) 4월 29일 을미[양력 5월 28일] 자료 2

호조에서 여쭙기를, 각도의 도지사가 강우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 있으나 땅이 말랐을 때와 젖어 있을 때에 따라서 땅
속에 스며드는 빗물의 깊이가 같지 않아 그것을 재기 어렵습니다.
청하옵건대 서운관(書雲觀)에 대를 만들고 길이 2척(尺), 지름
8촌(寸)의 철기를 주조하여 대 위에 놓고 빗물을 받아 본 관원에게
그 깊이를 재서 보고하도록 하고,..... (중략) ...... 또한 외방의 각
고을에서는 서울에 있는 철기를 본 따 자기(磁器)나 와기(瓦器)로

만들어 관청의 뜰 가운데에 놓고 책임자가 직접 물의 깊이를 재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다시 서울로 보고하도록
청하기에 왕이 이에 따랐다. (○戶曹啓: ㅈ“各道監司轉報雨澤,
已有成法。然土性燥濕不同, 入土淺深, 亦難知之。請於書雲觀作臺,
以鐵鑄器長二尺、
徑八寸, 置臺上受雨, 令本觀官員尺量淺深以聞。
.....
중략..... 又於外方各官, 依京中鑄器例, 或用磁器, 或用瓦器,
置廨宇庭中, 守令亦量水淺深報監司, 監司傳聞。
” 從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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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년에 처음 만든 측우기는 1442년에 측우기로 이름이 붙여졌고, 크기도 조금 작아졌다.
비가 내리는 양도 그 정도에 따라 미우(微雨), 세우(細雨), 소우(小雨), 하우(下雨), 쇄우(灑雨),

생활 속의 과학

취우(驟雨), 대우(大雨), 폭우(暴雨) 등 8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이러한 관측 기구
는 우리의 기록 이외에 어느 나라도 측우기를 발명했다는 기록을 찾기 어렵다.
조선 초기 세종 때에 확립된 과학적인 우량 측정법은 성종 이후 차차 침체되다가 임진왜란
이후 영조 때까지는 측우기가 아닌 수표만을 통해 강우량을 측정하는 퇴보도 보였다. 그러나
영조 46년(1770) 5월 1일 세종 때의 제도에 따라 측우기를 다시 만들었는데 이때의 측우기는
청동제로 규격은 세종 24년(1442)의 것과 같았다. 그 이후의 관측 기록은 현재 남아있는데 특
히『정조실록(正祖實錄)』
에는 정조 16년(1792)부터 8년 간의 강우량 통계가 있다. 현존하는 측
우기로는 헌종 3년(1837)에 제작된 금영 측우기로 보물 561호로 지정되어 현재 기상청에 보
관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충청남도 공주에 있던 것이었는데, 1915년경 당시 인천 측후소에
있던 일본인 기상학자 와다(和田)가 일본으로 반출해 가 일본 기상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1971년에야 비로소 반환된 것이다. 이것에는“금영측우기도광정유제(錦營測雨器道光丁酉製)”
자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측우기 중국 발명설의 허구성│
측우기의 발명과 관련해 상당히 놀랄만한 사실은 측우기를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를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어

자료 3
세종 24년(1442) 5월 8일(정묘)

호조에서 아뢰기를,“비의 양을 측정하는 일에
대하여는 일찍이 벌써 명령을 받았사오나,
그러나, 아직 다하지 못한 곳이 있으므로 다시
갖추어 조목별로 나열하여 기록합니다. (1)
서울에서는 쇠를 주조하여 기구를 만들어 명칭을
측우기라 하니, 길이가 1척(尺) 5촌(寸)이고
직경이 7촌입니다.
주척(周尺)을 사용하여 서운관에 대(臺)를
만들어 측우기를 대 위에 두고 매양 비가 온
후에는 우리 서운관의 관원이 친히 비가 내린
상황을 보고는, 주척으로써 물의 깊고 얕은 것을
측량하여 비가 내린 것과 비오고 갠 일시와 물
깊이의 척·촌·분(尺寸分)의 수를 상세히 써서
뒤따라 즉시 계문)하고 기록해 둘 것이며, (2)
지방에서는 쇠로써 주조한 측우기와 주척을 각각
1건씩 각도에 보내어, 각 고을로 하여금 한결 같이
앞에서 정한 측우기의 체제에 의거하도록 합니다.
쇠가 부족하면 자기(磁器)나 와기(瓦器) 등
적당하게 구워 만들고, 객사의 뜰 가운데에 대를
만들어 측우기를 대 위에 두도록 하며, 주척도

또한 앞 에 언 급 한 체 제에 의거하 여 혹 은
대나무로 하든지 혹은 나무로 하든지 미리 먼저
만들어 두었다가, 매양 비가 온 후에는 수령이
친히 비가 내린 상황을 살펴보고는 주척으로써
물의 깊고 얕은 것을 측량하여, 비가 내린 것과
비오고 갠 일시와 물 깊이의 척·촌·분의 수를
상세히 써서 뒤따라 계문하고 기록해 두어서,
후일의 참고에 전거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림 61] 1442년 당시에 설정된 우량
관측망. 동국대지도 위에 관측망을 추가
로 그려 넣은 것이다.

(戶曹啓: “測雨事件, 曾已受敎。然有未盡處,
更具條列。一, 京中則鑄鐵爲器, 名曰測雨器,
長一尺五寸、
(經)
〔徑〕
七寸, 用周尺。作臺於書雲觀,
置器於臺上, 每當雨水後, 本觀官員親視下雨之狀,
以周尺量水深淺, 具書下雨及雨晴日時、
水深寸分數,
隨 卽 啓 聞 置 簿 。一 , 外 方 則 以 鑄 鐵 測
雨 器 及 周 尺 每 一 件, 送 于 各 道 , 令 各 官 一
依上項測雨器體制, 或磁器或瓦器, 隨宜燔造,
作臺於客舍庭中, 置器臺上。周尺亦依上項體制,
或竹或木, 預先造作, 每當雨後, 守令親審下雨之狀,
以 周尺 量水 深 淺, 具 書 下 雨及雨 晴日時、
水深尺寸分數, 隨卽啓聞置簿, 以憑後考。
”從之。
)

[그림 62] 세종대왕 실록 : 세종 24년
(1442) 5월 8일(정묘)에 나온 기사. 흰
부분에 보면 비의 양을 관측하는 기기를
“측우기”
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

둡게 한다. 세종 실록에 기록된 측우기를 왜 중국에서 발명했다고 할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
중국에서는 1954년부터 측우기를 중국에서 발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현대
기상학을 공부한 기상학자 축가정(竺可楨)은 1954년에 그의 제자 도장망(途長望)이 편찬한
『기상학 논문집 (1919~1949)』서문에 중국 기상학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측우기가 중국에서
발명했고, 이를 청나라 건륭 시대인 1770년에 조선에 보내주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중국의 기상학의 역사를 다룬 모든 논문에서 아무런 비판 없이 재인용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우량 관측 기구인 측우기를 중국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주장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첫 번째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측우대에

영조 46년(1770) 5월 1일 정축자료 4
세종조(世宗朝)의 옛 제도를 모방하여
측 우기 (測雨器) 를 만 들 어 창 덕 궁 (昌德宮) 과
경희궁(慶熙宮)에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도 모두 만들어 설치하여 우수(雨水)의
다소를 살피도록 하고 , 측 우기의 척촌 (尺寸)이

얼마 인가 를 치계 ( 馳 啓)하 여 알 리도록 하 였다.
(命倣世宗朝舊制, 造測雨器, 置昌德 慶熙兩闕 。
令八道兩都皆造置, 令審雨澤多少, 以測雨器尺寸幾何,
馳啓以聞。
)

“건륭 경인 오월조(乾隆庚寅五月造)”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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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은 청나라의 황제 이름이며 연호이다. 건륭 경인은 1770년이 된다. 그러므로 건륭 경인

우리나라는 1770년에 만든 측우기와 측우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있다. 또한 1770년에 만

이라는 연호가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이 측우대는 중국의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측우기 역시

든 측우대가 현존하고 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측우대에 중국 연호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여러 분의 공책에 서기 연호가 있다

인“건륭”
이 새겨져있다는 근거로 중국에서 만들어서 조선에 보냈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고 하면, 여러분의 공책은 바티칸 공화국의 소유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억지 주장이다. 당시

있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중국의 연호를 그대로 사용했었다. 그러므로 중국 연호가 찍힌 유물이 우리나라
에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림 63] 현존하는 유일한 측우기. 금
영 측우기(1937년 제작, 보물 561호)

│측우기의 가치│

두 번째로 중국에서 주장하는 측우기 발명설의 근거는 남송 시대 수학자 진구소(秦九韶)의

측우기의 발명자가 한때는 장영실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장영실이 측우기를 발

『수서구장(數書九章)』
에 게재된“천지측우(天池測雨)”
의 문제였다. 이는 중국이 측우기를 발

명한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발표가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알려지자, 항의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역사 기록에 측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장한 글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수서구장은 수학을 9개의 장으로 나누어 다룬 책이다. 이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
과 같다. 중국에서는 이것이 바로 측우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둥그런 그릇에 빗물을 담았다. 입구 지름이 1척5촌이고, 가장 튀어나온 부분의 지름이 2척 4촌, 밑바닥 지름이 8촌이다. 물이
깊이가 1척 6촌이었다. 이렇게 생긴 그릇에 빗물이 깊이가 1척 2촌이었다면, 원과 지름 사이의 공식을 밀율을 사용했을 때,
평지에 내린 빗물의 양은 어느 정도 깊이겠는가?

측우기는 아주 단순한 기구이다. 윗면과 아랫면이 똑같은 원형으로 이루어진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측우기의 발명이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평가 절하하기도 한다. 그
러나 최소한 15세기 측우기가 발명될 당시에, 비의 양을 재는 기구로서 윗면과 아랫면이 원형
인 원기둥에 비를 받고 그 높이를 재서 비의 양을 재는 관측 기구를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

[답]
평지의 비가 내린 양은 1척 8촌과 78088분의 64483이었다.
題三 : 圓罌測雨 : 問以圓罌接雨, 口徑一尺五寸, 腹徑二尺四寸, 底徑八寸, 深一尺六寸, 並(罌)裏明接得雨水深一尺二寸. 圓法用密率,
問平地雨水深幾何?
答曰, 平地雨深一尺八寸 七萬四千八十八分寸之六萬四千四百八十三.

한번 생각해보자. 비가 내린 양을“64483/78088 ”
이라는 엄밀한 의미까지 계산할 필요가
있는가? 위의 문제는 복잡한 원과 관계되는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이며 그러한 문제일 뿐이
다. 측우기가 우량계로서 장점은 무엇인가? 대답은 지극히 간단하다. 측우기의 윗면과 아랫면
이 모두 같으며, 복잡한 계산 없이 바로 비가 온 양을 쉽게 잴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만일 아무

다. 그렇기에 측우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발명품이다. 또 다른 주장은 반대로 측우기는 대단
한 발명품이라고 강변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발명품인 측우기가 왜 세계
기상학의 역사에 기여한 바가 없느냐는 반론이 바로 제기될 수 있다.
측우기는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름대로
전국적인 관측망을 구성했다. 그리고 강수량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재정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로 한 것이다. 그것이 당시 우리의 문화였다.

그릇이나 비를 담아 두고 그 양을 재는 것이 측우기라면, 그 역사적인 기록은 기원전 350년

지금의 과학처럼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해석하기 위하여 비의 양을 쟀다기보다는, 국

경의 인도의 학자 카우틸랴(Kautilya)에게 그 공적을 돌려야 할 것이다. 다시 중국의 주장으

가 경영의 일환으로 측우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측우기의 과학적인 측면을 오늘

로 돌아가 보자. 중국은 1770년에 측우기를 만들어 다시 우리나라에 보냈다고 한다. 그 주장

날의 시각에서 보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측우기는 비의 양을 재는 기구로

이 측우대에 새겨진“건륭 경인 오월조”
라는 명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1770년

서 의미가 있을 뿐, 이것을 통해서 왜 비가 내리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고안한 기구는 아니었

에 측우기와 측우대를 만들어 조선에 보냈다는 기록이 단 한군데도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다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 당시 조선의 문화였음을 이해해야 한다.

1770년에 다시 측우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생활 속의 과학 자료 4

영조 시대에 이르러 세종 시대에 만들어진 측우기를 다시 복원하고 서울과 팔도 및 양도에
측우기를 설치하여 우량을 관측하도록 다시 지시한 것이다. 이때 경상도에 보내진 측우기와

생활 탐구

예를 들어, 정조 실록에 보면“기우제 지낸 다음 비가 왔는데, 측우기의 수심이 1촌 4푼이었
다.”
라는 기록에서, 측우기가 단순히 비의 양을 쟀지만 그 의미는 통치를 위한 정치적인 측면
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1 측우기의 중국 발명설에
대하여,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근거를 들어
이야기해 보자.

02 측 우기가

기상 관측

기 구로 서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말해 보자.

측우대 중 측우대가 현재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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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양

4

음양과 오행 사상
│학습 목표│동양의 사상인 음양과 오행의 의미를 알고, 조상들이
음양과 오행을 어떻게 인간과 자연 세계에 적용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상(四象)이 만들어지며, 이 사상이 다시 발전하여 8괘와 만물이 만들어진다고 생
각하였다. 태극으로부터 8괘와 만물로 이어지는 생성론적 체계는 전통적인 자연 철학과 우주
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동아시아의 전통 지식인들이 음양 사상을 토대로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
게 활용한 책이 바로『주역(周易)』
이다.『주역』
이라는 책은 음효와 양효라고 하는 한 쌍의 기호
(, -)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8괘와 64괘를 해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은 고대 중국 문명이 형성되는 초기에 등장한 사상으
로서, 이후 전통 시대 전체를 통해서 동아시아인들이 자연에 대해 사유하고 자
연의 원리를 탐구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음(陰)과 양(陽)은 애초‘해가 비추는 양지’
와‘그늘이 진 응달’
을 각각 지칭
하는 개념이었다. 또한 오행을 구성하는 수화목금토(水火木金土) 다섯 글자는
물, 불, 나무, 쇠, 흙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주요한 물질적 재료를 지칭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음양과 오행의 개념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단
순한 물질적인 개념들이 아닌‘자연 세계의 변화’
를 나타내는 추상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음양 오행의 사상은 유학과 긴밀히 결합함으로써 전통 시대의
학문과 사상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음양은 하늘과 땅, 밝음과 어두움, 남자와 여자, 따뜻함과 차가
움 등과 같이 상대적이고 대립적인 쌍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에나 응
용될 수 있는 개념이었다. 그렇다고 음양을 단순히 대립적인 개념으로만 이해

시대의 지식인들은 이들 8괘나 64괘의 모양과 변화를 해석하면 자연 세계의 변화와 인간 사
회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음양 사상의 흔적을 한국의 국기
인 태극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주역』
의 기호 체계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수학의 2진법 체계임을 어렵지 않게 이
해할 수 있다. 음효 또는 양효를 3번 선택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괘의 숫자가‘2의 3승’
인 8이
되고, 6번 선택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 괘의 숫자가‘2의 6승’
인 64는 되기 모습은 바로 2진
법의 계산 방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주역』속에 담겨 있는 2진법 산술 체계는 17세기에 서양으로 전해져서 라이프니
츠 등이 2진법을 정식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2진법이 바로 오늘날의 컴퓨터 문
명을 가능하게 한 수학적 토대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음양이 단순한 대립적 개념이 아니고 상보적인 개념이듯이 오행 또한 순환적이고 상보적인

달하면 다시 음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음양의 순환은 자연의 순환, 즉

개념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자연 철학의 관념에 따르면, 수는 목을 낳고(水生木), 목은 화를

밤과 낮, 겨울과 여름, 젊음과 늙음,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나타난다고 생각

낳고(木生火), 화는 토를 낳고(火生土), 토는 금을 낳으며(土生金), 금은 다시 수를 낳는다(金

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음양의 사상은 이원론적이면서도 순환론적으로 상

生水). 전통 과학에서는 이러한 순환적인 생성의 관계를 상생(相生)이라고 지칭하였다. 한편 오

호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행들 사이에는 상생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서로 이기고 억제하는 상극(相克)의 관계도 존재한

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간략한 이론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만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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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 ☰☱☲☳☴☵☶☷)이고, 다시 이 8괘를 중첩하여 만든 것이 64괘이다(64가지의 괘). 전통

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 관념에 따르면,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되고 양이 극에

전통 시대 지식인들은 이와 같은 음양 사상을 토대로 우주 만물의 생성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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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과 양을 의미하는 음효 또는 양효를 선택하여 세 번 중첩해서 만든 것이 8괘(8가지의

다. 즉 수는 화를 극하고(水克火), 화는 목을 극하며(火克木), 목은 토를 극하며(木克土), 토는
수를 극한다.(土克水)

아직 생성되기 직전의 상태이자 본체인 태극(太極)으로부터 음양이 분화되어

전통 시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오행의 개념을 [표1 ]과 같이 계절과 방향, 색깔, 냄새, 곡식,

나오고, 이 음양이 발전하여 태음(太陰), 태양(太陽), 소음(少陰), 소양(少陽)이

가축 등과 같이 주변의 모든 사물들과 자연 현상들에 적용하였다. 즉, 이들 사물과 자연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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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5가지로 구분하고 그것들을 오행에 연계시켰으며, 그것들이 일정한 순환적 관계에 있다
고 믿었던 것이다.

동아시아의 전통 과학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

5 과학 교양

│학습 목표│동아시아에서 천문학이 어떻게 발달되어 생활에 영향을 주었
는지 이해하고, 17세기 이후 서양 과학이
동양으로 전래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표 1] 오행의 개념
[그림 64] 상생의 관계

[그림 65] 상극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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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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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방위

동

서

중앙

남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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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

五臟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五行星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五常

仁

義

禮

知

信

│동아시아에서의 천문학의 발달│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천문학이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인들은

[표 2] 24절기

이미 춘추 전국 시대부터 일식과 월식을 관측하고 기록하였으며, 달이 차고 기

월 별(月別)

우는 주기와 1년의 주기를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정월(正月)

동아시아인들은 달력을 만드는 계산법인 역법에서 일찍부터 태음력과 태양력
이와 같은 음양과 오행의 관념은 특히 한의학의 핵심적인 원리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오장을 오행의 속성으로 나누면 간은 목(木), 비(위)는 토(土), 폐는 금(金), 신장은 수(水), 심
생활 탐구

장은 화(火)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생 관계에서 목생화(木生火)를 생각해보면, 목에 속하는 간
의 활발한 활동은 화에 속하는 심장을 도와주게 된다.
한의학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경락 이론에서도 음양과 오행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
되고 있는데,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등의 이름에서 이런 이론적인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음양 오행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발달해왔다.
특히 인체의 각 부위도 음
양 오행이 있으며, 음식에
도 음양 오행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인체 부위와
음식 색깔을 맞추어 먹으면
그 장기에 도움을 줄 수 있
다는 설이다.
음양 오행과 음식과의 관련
성을 조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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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점을 모두 받아들인 태양 태음력의 체계를 채용하였다. 즉, 그들은 매달의
날짜 진행을 하늘 위에 떠있는 달의 차고 기우는 모양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
는데, 이것이 바로 태음력의 요소이다. 또한 달력에서 날짜의 진행을 계절의 변

개념이나 1년의 개념 같은 것들이 바로 태양력의 요소이다. 전통 시대 동아시아
인들은 이와 같은 태음력적인 요소와 태양력적인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아주

간행하여 관료들과 백성들에게 배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여러 과학 분야 중에서도 천문학 분야는 왕조

와 음기를 보충하는 약재로 구분하면서 음양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약재가 각

국가 기구의 일부분으로서 설치되었고, 관료들을 선발하여 천문학 연구 및 계

각의 오행이 배당된 특정 장기에 작용하여 기운을 복돋아주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처럼 한의

산을 지원하였다.

연 세계의 모든 현상과 변화의 가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4월(四月)

5월(五月)

6월(六月)

정밀한 역법을 발전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에서는 매년 달력을 공식적으로

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분야로 취급받았다. 그러면서 천문학과 관련된 관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 과학에서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

3월(三月)

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24절기의 개념을 고안하여 집어넣었는데, 이 24절기의

12경락의 이름뿐만 아니라 한약을 처방할 때에도 약물의 성질을 양기를 복돋우거나 약재

학의 이론 체계는 전통 과학의 기초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음양과 오행의 개념과 긴밀하게

2월(二月)

동아시아 사회에서 천문학 활동이 제도적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기 시작

7월(七月)

8월(八月)

9월(九月)

10월(十月)

11월(十一月)

한 것은 이미 중국의 한(漢)나라 시기부터이다. 이후 국가와 왕실이 정부의 조
직 체계 속에 천문학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천문학자들을 정식 관료로서 채용

12월(十二月)

절기(節氣)
절(節)

입춘(立春)

기(氣)

우수(雨水)

절(節)

경칩(驚蟄)

기(氣)

춘분(春分)

절(節)

청명(淸明)

기(氣)

곡우(穀雨)

절(節)

입하(立夏)

기(氣)

소만(小滿)

절(節)

망종(芒種)

기(氣)

하지(夏至)

절(節)

소서(小暑)

기(氣)

대서(大暑)

절(節)

입추(立秋)

기(氣)

처서(處暑)

절(節)

백로(白露)

기(氣)

추분(秋分)

절(節)

한로(寒露)

기(氣)

상강(霜降)

절(節)

입동(立冬)

기(氣)

소설(小雪)

절(節)

대설(大雪)

기(氣)

동지(冬至)

절(節)

소한(小寒)

기(氣)

대한(大寒)

하여 그들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일은 전례화되었다. 이후 천문학자들은 정부
의 관료로 고용되어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천문학 연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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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천문을 관측하고 천체들의 운행을 계산하며 관련 서적들을 간행하고 역서를 발행하는 작

려 하였는데, 여기서 요구되는 오차의 수준은 수분, 혹은 수초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었다. 전

업이 정부 조직 속에서 행해졌다.

통 시대의 천문학자들이 논의했던 지식의 전문성과 정밀성은 농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을

한나라 이후부터 중국의 역대 왕조와 조선의 역대 왕조에서는 천문학 관련 관서가 빠짐없이
설치되었는데, 예를 들어 고려의 사천감, 조선의 서운관(관상감이라고도 칭했다), 명나라와 청
나라의 흠천감이 그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천문학이 이처럼 중요하게

훨씬 뛰어 넘은 것이었다.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천문학과 관련된 일들이 줄곧 중요하게 취급된 중요한 주된 이유는
천문학이 다분히 사상적이고 정치 이념적 차원의 논의와 관련성을 지닌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고대의 종교적인 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유학자들에 의해 이론화된‘천명(天命) 사상’

취급되고 일찍부터 국가의 제도적 틀 속에 포섭된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 동아시아의 전

에 따르면,‘하늘’
은 제왕에게 천명을 내려주어 정치적 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원천이자 백성

통 시대를 통하여 천문학이 이처럼 줄곧 강조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존재였다.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전통 사회와 왕조 체제 속에서 천문학
이 지녔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답변으로‘천문학이 전통 시대 경제의 근간이었던 농업의 발전에 필요
한 학문이었다.’
는 논리이다. 사실 전통 시대 천문학의 발전과 관련해서 과학사에 관해 깊은
이해를 지니지 못한 이들이 쉽게 끌어들이는 논리가 바로 농업의 발전이다. 이런 식의 논리에
의하며, 천문학자들은 농민들에게 절기와 시각을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농사에 필요한

이런 차원에서‘하늘’
은 단순히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자리잡고 있는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
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지고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변이(變異), 즉, 일식과 월식, 혜성과 객성
(客星, 초신성)의 출현, 금성이 대낮에 출현하는 등의 이상 현상 등 또한 단순히‘드물게 일어
나는 물리적 현상’
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하늘이 지상의 통치자이자 대리자인 제왕에게 행하
는 일종의 책망이나 경고로 여겨졌다.

여러 작업들, 곧 밭갈기와 파종, 물대기, 모내기, 추수 등을 때에 맞추어 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습을 열심히 관찰하여 그 곳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변이도 놓치지 않고

는 것이다. 물론 천문학에 대한 강조와 지원이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일이었다는 생각은

주목하는 행위는, 곧 제왕이 천명을, 혹은 하늘의 뜻을 세심하게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상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다.

징하였다. 천문 관측과 더불어 태양과 태음(달), 오행성의 운동을 추적하고 그 궤도를 계산하며
그것에 바탕해서 정확한 역서를 간행하는 일 역시‘천명을 읽는’또 하나의 중요한 작업이다.

동아시아의 군주들은 실제로‘하늘의 상(象)을 관측하여 백성들에게 올바른 시각(時刻)을
알려준다.’
라는 관상수시(觀象授時)를 자신의 중요한 임무로 여겼고, 역서를 다량으로 제작하
여 백성들에게 나눠주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역서(曆書)란 말 그대로 천상(天象)을‘완전히’반영해야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천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천상을 완전하게 반영하는 역서, 곧 달력을 만들어야 한다
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천문학적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하늘의 명을 받아서 백성을 다

하지만 농업에서의 필요성이 천문학 발전의 주된 동력이 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농업의

스리는 제왕의 기본적 임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점에서 천문학은 전통 시대의 왕조 체제를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천문학의 지식이 그다지 전문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농민들

떠받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통 시대를 통하여 동아

■ 일식과 월식

에게‘시각을 내려주는 일’
은 아마도 24절기를 정확히 정하고, 일년 12달을 규칙적으로 나누

시아 사회에서 천문학이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이유였다.

일식은 지구상에서 볼 때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현상이고 월식은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하여 지구의
그림자 에 월면이 가 리 는
현상이다.

어 날짜를 정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하루이틀 이내의 오차가 일년 농사를 망치지는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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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17세기 이후 서양 과학의 동아시아 전래│

그런데 전통 시대 천문학의 전문성과 정밀성은 이 정도의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당시

통상적 관념과 달리 역사를 통해서 동아시아 전통 사회는 항상 외부 사회와 학문과 지식을

의 천문학자들은 태양과 달, 오행성의 궤도를 미리 계산하고 일식과 월식 등을 정확히 예측하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 경제의 근간이 되었던 농경 기술들은 고대로부터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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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부터 수용하여 발전시킨 것들이다. 반대로 중국과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명된 종이와

[그림 66]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

화약, 인쇄술, 나침반과 관련된 기술과 문화는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전해짐으로서 유럽 사회
가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마테오 리치 이래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과학 지식은 주로 천문학과 수학, 그리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는 일찍부터 유럽인들을 매혹하였으며, 유럽인들은 중국으로부터 도자

고 지리학 분야의 지식들이었다. 그리고 이들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 동아시아인들은 지구가

기 기술을 배워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우수한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처럼 문화와 학문, 지

둥글다고 하는 지구설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하늘이 한 겹이 아니며 행성들은 각각 별도

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 높이에서 각자의 궤도를 지니며 공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전통 과학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교류와 소통이 중요한 작용을 한 또 하
나의 시기가 바로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때는 서양의 과학 지식들이 동아시
아로 전래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조선, 그리고 일본 지식인들의 학문과 사상에 지대한 영향
을 끼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양 과학의 동아시아 전래는 1582년 중국에 도착한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탈리아 출신인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 오기 전에 이
미 로마의 대학에서 서양 철학과 과학, 신학을 폭넓게 공부하여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선교사
였다. 1582년 중국의 광동에 도착한 마테오 리치는 중국인들에게 그리스도 교를 선교하기 위
해 노력하였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는 중국인의 유학자들이 서양의 천문학과 지리학, 수학 지

수학의 분야에서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서양식의 기학학을 처음으로 전하여 전통 수학과 융
합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리학과 관련해서 서양 선교사들은 지구설을 바탕으로 작성된 세계
지도를 처음으로 전하였으며, 중국과 조선의 지식인들은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아메리카 신대
륙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17세기 이후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 전래된 과학 지식은 중국과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하나
의 지적인 충격을 가져왔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통 지식인들은 서양의 과학 지식과 전통 동아
시아의 과학 지식을 서로 비교하고 선택하며, 나아가 이질적인 두 가지 전통의 지식을 통합하
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새롭게 전래된 서양 과학은 동아시아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자연과
사물, 그리고 사회에 대해 보다 사실적이고 실용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만들었다.

식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테오 리치는 곧바로 유럽에 위치한 선교 본부에다 편지를 써서 천문학자와 수학, 지리학
등에 조예가 깊은 신부들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그는 스스로 중국인 학자인 서광계 등
과 협력하여 유클리드의『기하학원본』
을 한문으로 번역하고‘곤여만국전도(坤與萬國全圖)’
라
고 하는 세계 지도를 제작하여 중국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후 마테오 리치가 죽은 뒤에도 서
양의 과학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예수회 선교사들이 연이어서 중국으로 들어와 당시 서양에

생활 탐구

동아시아에서는 과학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특히 천문학이 많은 관심
을 받아 연구되어 왔다. 서양으로부터 얻은 과학도 천문학에서부터 비롯
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농업과 정치적인 두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어떤 관점을 지지하는지 정하고, 다른 친구들과 토론해 보자.

서 발달하고 있었던 과학 지식들을 중국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진
서양의 과학 지식은 북경에 도착한 조선의 사신단을 통해서 다시 조선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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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학으로 수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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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학으로 과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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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의 역설>에도 이미 속력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주어져 있다.

1

생활 탐구

하지만 속력의 개념을 좀 더 엄밀하게 물리학에 도입한 과학자는 아마도 갈
릴레오 갈릴레이일 것이다.

과학으로 수학 보기

1564년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피사의 귀족 출신으로 포목상을
경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갈릴레이는 1581년 의사가 되기 위해 피사 대학 의
학부에 입학했다. 하지만 그 해 어느 날 피사의 성당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샹
들리에로부터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하고 물리의 세계에 매료되었다.

제논의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역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속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자.

과학 교양

1

속력과 평균의 관계
│학습 목표│ 갈릴레이가 제시한 속력의 정의를 이해하고,
평균 속력에서의 평균의 개념과 통계적인 평균의
개념의 관계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평균 속력의 정의를 알고, 속력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두 물체의 속력은 그 거리를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
만 비교하면 된다. 즉, 시간이 짧게 걸린 물체의 속력이 더 크다. 같은 시간 동안
두 물체가 움직일 때 속력은 움직인 거리만 비교하면 된다. 즉, 움직인 거리가
더 긴 물체의 속력이 더 크다. 그렇다면 두 물체가 서로 다른 거리를 서로 다른
시간 동안 움직일 때 두 물체의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할까?
이 질문에 대해 갈릴레이는『두 개의 주요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
에서 명백
한 해답을 내놓았다. 그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는 물체를 생각했다. 그

우리는 초등학교 때 속력에 대해서 처음 배운다.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
간으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우리는 속력에 대한 두 가지

리고 그는 [그림 2]와 같은 그림을 도입했다.(위에 있는 직선은 시간을 아래 있는

[그림 1] 갈릴레오 갈릴레이

직선은 거리를 나타낸다.)

용어를 배우게 된다. 하나는 평균 속력이고 다른 하나는 순간 속력이다.
간단히 정의부터 살펴보면, 평균 속력은 매 순간의 빠르기가 달라짐은 고려
하지 않고 전체 구간에 대해 이동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고,
순간 속력은 아주 짧은 시간 간격동안의 평균 속력으로 정의하는데 이때 아주

[그림 2]『두 개의 주요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에서 평균 속력을 정의하는 그림

짧은 시간의 개념이 바로 뉴턴의 미분의 개념과 연결되게 된다. 다시 평균 속력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평균 속력이나 초등학교 때 배운 속력은 완전히 같은 식
으로 주어진다. 그렇다면 굳이 평균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데
왜 평균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잠시 역사를 돌아보자. 속력의 개념은 누가 처음 정의를 내렸는지는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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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레이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시간
거리가
입하고,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가
라고 하자. 이때
가

가

이고 시간

동안 물체가 움직인

의 n배(n은 자연수)가 되도록 점 I를 도

의 n배가 되도록 점 G를 도입한다. 또한

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물체의

(m은 자연수)가 되도록 점 K를 도입하고,

낙하 속력이 가벼운 물체의 낙하 속력보다 크다고 주장했고 제논의 <아킬레스와

도입한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

가

의 m배

의 m배가 되도록 점 H를

1. 과학으로 수학 보기

155

시간

동안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 거리를

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 거리를

, 시간

라고 하고

라고 하자. 이때

이면 물체의 속력이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
속력을 , 시간

동안 물

동안의 물체의

동안의 물체의 속력을 라고 하면 갈릴레이의 정의에 따라

,

이 네 식으로부터 다음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가 된다. 한편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이므로 이 시간 동안의 속력

를 움직인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하면
[그림 3] 갈릴레이의『두 개의 주요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표지

이때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하자. 그러면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으므로

는

가 되고,

이므로

를 의미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가 되어, 각 구간의 일정한 속력의 평균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속력이 달라지는
경우, 그때 그때의 속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물체가 움직인 전체 거리를 걸
린 시간으로 나누어 준 값을 평균 속력이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관계식을 얻는다.

좀 더 일반적으로 논의해 보자. 어떤 물체가 시간
속력으로 움직이고 시간

동안은 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다고 하자. 이

때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이고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다. 그러므로 물체가 움직인 전체 거리는
즉,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 서로 다른 시간 간격에 대한 움직

인 전체 시간은

동안은 이라는 일정한

이

가 된다. 물체가 움직

이므로 물체의 평균 속력은

인 거리의 비율은 일정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속력의 정의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갈릴레이가 기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한 속력의 정의이다.
갈릴레이의 속력에 대한 정의로부터 우리는 속력이 수학적인 평균의 개념과 깊
이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속력이 변하는 경우 갈릴레이처럼 생각해 보자.
A
D

B

그렇다면 이것이 왜 통계에서 평균의 개념과 일치하는 지를 알아보자. 예를
들어, 어떤 반에서 물리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인 학생 수가 명이고, 점수가

C
E

가 된다.

인 학생 수가 명이라고 하자. 이때 이 반의 수학 점수의 평균은 점수들의 합
F

을 학생 수로 나눈 값이 된다. 점수들의 합은
는

156

Ⅲ 과학과 수학

(점)이고,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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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속도 운동과 수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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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등가속도 운동의 정의를 알고, 등가속도 운동에서

(점)이 된다.

물체의 속도와 시간, 위치와 시간과의 관계식을

이것으로부터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평균 속력에서 평균의 개념은 통계에서

수열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다.

말하는 평균의 정의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속력의 개념을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다. 물체가 전체 거리를 움직이는 데
N개의 구간 동안 속력이 달라진다고 하자. 예를 들어, 시간 동안은 일정한 속
력 으로 시간

동안은 일정한 속력

로 해서 마지막으로 시간 동안은 일

정한 속력 으로 움직였다고 하자. 이때 전체 움직인 시간은
움직인 거리는

이고, 전체

이므로 전체 구간에 대한 평균 속력 는 다음과 같다.

등가속도 운동은 물체가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운동이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하면 힘은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고, 물체의 질량
은 일정하므로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정하면 물체의 가속도 역시 일정하다. 이
렇게 물체의 가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도와 시간과의 관계, 위치와 시간과의 관계를 알기 위
해서 뉴턴은 미분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이것은 일정한 힘에 대한 뉴턴
의 운동 방정식을 미분을 이용하여 기술함으로써 해결되는데 그의 위대한 저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 프린키피아』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평균 속력은 각 구간별로 달라지는 속력의 평균이 된다.

[그림 4] 뉴턴의 초상화

물체의 처음 속도를

, 처음 위치를

라고 하고 시간 일 때의 물체의 속도

와 위치를 각각 , 라고 하자.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하므로, 이 가속
도를 라고 하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와 시간, 위치와 시간과의 관계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생활 탐구

01 어떤 거리 L을 갈 때는 일정한 속력
일정한 속력
속력은 과

02 물체가

시간

으로 움직이고, 올 때는

로 움직였다고 하자. 이때 왕복을 하는 동안의 평균
의 조화 평균임을 보여라.
동안 자유낙하한 거리를

으로 주어진다. 이때 어떤 시각
물체의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03  가

0에 가까워 질 때의 평균 속력을 시각

속력이라고 한다. 물체가 자유낙하한 후
속력을 구하여라.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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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

으로부터 시간

동안

일 때의 순간

(S)이 된 순간의 순간

2번의 결과와 미분과의 관계를 조사해 보자.

이 식은 뉴턴의 미분과 적분을 이용하여 쉽게 유도할 수 있지만 이 공식을 수
열을 이용해도 똑같이 유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 를 등분해 보자.
그러면 시간 간격은

이 된다. 이렇게 시간을 불연속적인 양으로 택하면 우리

가 관측하는 시간은
이 된다.

[그림 5] 프린키피아

1. 과학으로 수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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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탐구

이것을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다.

이 된다. 한편

을 이용하면

시간이 연속인데 왜 불연속적인 양으로 정의하는가? 그것은 크게 걱정할 필
요가 없다. 이 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시간 간격은 0이 되고 시간은 다시 연
뉴턴이 과학적으로 한 일에 대하여 조사
해 보자.

속적인 양이 되기 때문이다.
시각일 때 물체의 속도를
시각

와 시각

라고 하고 물체의 위치를 라고

하자. 이때

사이의 가속도가 로 일정하므로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

이 된다.
차가

가 일정하므로 이때 각 시각에서의 속도들

이 된다.
이식의 대신

부터 0까지 차례로 대입하면

은공

인 등차수열을 이룬다. 따라서

가 된다.
그럼 시각 일 때 의 속도

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에 을 넣고 을

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되므로

이 된다.
이 식의 양변을 변끼리 더하면

가 된다.

이번에는 불연속적인 시간에 대해서 위치를 알아보자. 시각

와 시각

이 된다.

사이의 평균 속도는
이므로
이고, 이것은 이 시간 동안 변위를 시간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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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눈 값이다. 시간

동안의 변위

이므로
1. 과학으로 수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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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공기 저항과 오일러 수

이제 이 식에서 시각 일 때의 위치

를 구해보자. 정의에 의해

3 과학 교양

│학습 목표│ 오일러의 업적을 살펴보고, 그 중 몇 가지를 문제 해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물
 체가 공기 저항을 받을 때의 물체의 속력은 수열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고, 오일러의 수와 관계지어

이다.

설명할 수 있다.

이 된다.
수학자 오일러는 순수 수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다. 오일러는 기하학, 미분
극한의 정의로부터

과

를 이용하면

적분학, 역학, 그리고 정수론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천문학 문제
를 푸는 방법을 개발했으며, 과학 기술 및 공공 업무에 수학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을 얻을 수 있다.
오일러의 수학적 재능은 당시 유럽 최고의 수학자 중 하나인 장 베르누이와
그의 아들 다니엘 베르누이와 니콜라이 베르누이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스위스
에서 태어난 오일러는 1727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겨 상트페테르부
르크 과학 학교의 부교수가 되었고, 1733년 다니엘 베르누이의 뒤를 이어 수학

[그림 6] 오일러의 초상화

과장이 되었다.
오일러는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족적을 남겼다. 그 중 하나는 한붓그
리기 이론의 모티브가 된 쾨니히스베르크 다리 문제이다. 쾨니히스베르크는 프
레겔 강에 의해 [그림 7]과 같이 A, B, C, D의 네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이들 지
역을 잇는 7개의 다리가 놓여 있었다.

[그림 7] 쾨니히스베르크 다리 문제

그런데 이 7개의 다리에 대해“같은 다리를 두 번 건너는 일 없이 이들 다리
를 모두 건너라”
는 문제가 누군가에 의해 제기 되었다. 이것은‘한붓그리기’
의
문제이며, 그래프 이론과 위상 기하학의 기초적인 문제로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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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 오일러는 이 도형의 홀숫점의 개수를 헤아려 한붓그리기가 불
가능하므로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서 모든 다리를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오일러가 알아낸 한붓그리기 정리는 홀숫점이 없거나 홀숫점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는 한붓그리기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는 내용이다.

정리이다. 입체도형에서 점의 개수를 , 모서리의 개수를 , 면의 개수를 라고
하면

물체의 처음 속도를

가 성립하는데 이것을‘오일러 정리’
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모든 면이 합동인 입체도형을 정다면체라고 하는데 정다면체는 정

라고 두면 공기 저

가 된다. 그러므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물체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 일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문제에
국한시키기로 하자.

각 기둥들에 대해 점의 개수, 선의 개수, 면
의 개수를 헤아려 오일러의 정리가 성림함을
확인해 보자.

한편 가속도와 속도와의 관계는
이므로

형의 점의 개수, 면의 개수, 선의 개수를 헤아려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정다면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뿐만 아니라 모든 입체 도형에 대해 오일러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가 된다.

수 있다.

라고 하자. 이때부터 물

비례하고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이므로 그 비례상수를

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의 다섯 종류가 있다. 각 도

홀수 점의 개수가 0개인 도형과 2개인 도
형을 만들어 한붓그리기가 가능함을 확인
하자. 그리고 두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자.

라고 하고 이때의 시간을

생활 탐구

체가 공기 저항을 받는다고 하자. 실험에 의해 물체가 받는 공기 저항은 속도에

항은

오일러의 또 다른 위대한 업적은 입체도형의 점, 선, 면의 개수에 대한 오일러
생활 탐구

기 저항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므로 물체의 속력을 감소시킨다.

이제 이 식에서 시각 일 때의 물체의 속도를 수열을 이용하여 결정해 보자.

정다면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시간 를 등분해 보자. 그러면 시간 간격은

면의 모양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

인 양으로 택하면 우리가 관측하는 시간은

면의 수

4

6

8

12

20

모서리의 수

6

12

12

30

30

꼭짓점의 수

4

8

6

20

12

오일러의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오일러 수의 발견이다. 오일러 수( 를
극한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된다. 이렇게 시간을 불연속적

,
이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다.

시간이 연속인데 왜 불연속적인 양으로 정의하는가? 그것은 크게 걱정할 필
요가 없다. 이 ∞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시간 간격은 0이 되고 시간은 다시 연
속적인 양이 되기 때문이다.
시각

이것을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다.

일때 물체의 속도를

라고 하고, 시각

와 시각

사이에

서 물체가 받는 공기 저항이 이 시간 동안의 물체의 평균 속도에 비례한다고 가
정하자. 그러면 이 시간 동안의 운동 방정식은

이제 오일러 수와 물체가 공기 저항을 받을 때의 물체의 속력과의 관계를 살
펴보자.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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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물체가 공기 저항을 받으면 물체는 가속도를 가진다. 이때 공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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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을 변형하면

여기서

이므로

가 된다.

여기서

생활 탐구

이 일정하므로 각 시각에서의

이 되고,

첫째항이 이고 공비가 인 등차수열의 제
항을 이라고 할 때 을 첫째항과 공비로
나타내 보자.

감소 함소이므로 물체의 속력이 공기 저항 때문에 점점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속도들

은 공비가

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시간이 충분이 많이 흐르면

는 거의 0에 가까워지므로 물체의 속력은

0이 되어 결국 물체는 공기 저항 때문에 멈추게 된다.
따라서

학회에 제출한 많은 책과 논문에 의하여 오일러는 더 높은 단계에서 완벽하
게 적분학을 전개했고 삼각함수와 로그함수 이론을 개발했으며 해석적인 연산
을 매우 간단히 하는 등 순수 수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새로운 빛을 주었다. 그

이 된다.

러나 자신을 너무 혹사하여 1735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그 후 1741년 프
그럼 시각 일 때 의 속도

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에 을 넣고 을

, ∞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된다.

리드리히 대왕의 초청으로 베를린 아카데미 일원이 되어 25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그중 많은 것들을 자신에게 연금을 준 상트페테르부르
크 아카데미에 제출했다.
1748년의『해석적 무한대의 소개(Introductio in analysin infinitorum)』

이므로

에서는 해석학에서 변수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함수의 개념을 전개했고 무한
소와 무한량의 사용을 촉진시켰다. 에우클레이데스(유클리드)가『기하학 원본
(Elements)』
에서 고대 기하학에 공헌했던 것처럼 그는 근대 해석 기하학과 삼
각함수에 공헌했다. 그결과 수학과 물리학을 산술적 용어로 표현하는 경향이

이 된다. 이것을 오일러 수와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작을 해보자.

계속되었다. 그는 초등 기하학에서 이미 잘 알려진 결과로 유명하다.
예를 들면, 수심(삼각형에서 수직선들의 교점)을 통과하는 오일러 직선, 외심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그리고 삼각형의 무게 중심 등이다. 그는 삼각형의 두
변과 한 각의 관계인 삼각함수를 기하학적인 선분의 길이가 아닌 수의 비율로
서 다루었고, 그 둘 사이를 복소수들의 소위 오일러 항등식(e θ=cosθ＋isin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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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연관지었다. 음수의 허수 로그를 발견했으며, 모든 복소수는 무한 개의
로그를 갖는다는 것을 보였다.

든 정밀한 계산을 암산으로 했다.
오일러는 일생동안 정수의 성질·관계를 다루는 수론의 문제에 몰두했다. 이

오일러가 쓴 미적분학에 관한 교과서〈미분학 개론 (Institutiones calculi

중 1783년에 발견한 2차 상호 관계 법칙은 근대 정수론에서 절대 필요한 부분

differentialis)〉
(1755)·
〈적분학 개론 (Institutiones calculi integralis)〉

이 되었다. 종합적 방법을 분석적 방법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오일러의 뒤를 이어

(1768~70)에는 미분 공식과 여러 가지 부정적분 방법들을 담고 있으므로 지금

J. L. 라그랑주가 이어받았다.

까지도 원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내용 중 많은 것들은 힘이 한 일을 결정하
고 기하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하여 만들었다. 또한, 그는 물리학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유용한 선형미분방정식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오일러가 특수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초점을 둔 반면, 라그랑주는 추상
적 일반성을 추구했고, 오일러가 무모하게도 발산하는 급수를 다룬 반면 라그랑
주는 견고한 토대 위에 무한급수를 다루려고 시도했다. 이처럼 오일러와 라그랑

이처럼 중요하고 새로운 개념과 기술을 도입해 수학을 질적으로 향상시켰다.

주는 18세기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로 손꼽히지만, 오일러가 논문 수에서나 문

또한 그는 현재 사용하는 기호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합 ∑, n의 약수의 합

제를 푸는 산술 방법(계산 과정)을 고도의 기술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사용했다

∫n, 자연로그의 밑 e, 삼각형의 변 a, b, c 와 이 변들의 대각 A, B, C, 함수를

는 점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나타내는 문자
‘f’
와 괄호, 원주율 π, 그리고

[그림 8] 오일러의 저서“Methodas invenienoli
lineas curas”의 표지

을 로 나타냈다.

그에 대한 프리드리히 대왕의 관심이 줄어들자 오일러는 1766년 예카테리나
2세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로 돌아갔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자마자 온전
했던 한쪽 눈마저도 백내장이 생겨 생의 마지막 몇 년을 장님으로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한 기억력과 놀라운 암산력으로 연구 논문의 발표는
줄지 않았다. 그는 관심의 폭이 넓었고〈독일 왕비에게 보내는 편지 Lettres à
une princesse d’
Allemagne〉
(1768~72)는 역학·광학·음향학·물리 천문학
의 기본 원리들을 놀랄 만큼 명확히 설명한 것이다. 교실에서 가르치지는 않았
지만 오일러는 근대 어떤 수학자보다 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제자는 거의 없었지만 러시아 수학 교육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오일

생활 탐구

러는 달의 운동에 대해 더욱 완벽한 이론을 세우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이론은 해·달·지구의 상호 작용인 소위 3체 문제(여전히 미해결임)와 관련된
것이므로 특히 까다로운 문제였다.
1753년에 발표된 그의 부분적인 해는 영국 해군성이 바다에서 경도를 재는
데 중요한 달에 관한 도표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장님으로 지내는 동안

지수함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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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력이 한 일과 적분
│학습 목표│ 로버트 훅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훅의 법칙에 대해 알 수 있다.
용
 수철에 작용하는 힘이 변하는 동안 탄성력이 한 일을
구해 보고, 이를 뉴턴의 적분 정의를 이용하여
적분 표현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로버트 훅은 현미경을 최초로 제작하여“현미경의 아버지”
로 불린다. 훅은 현
미경을 통해 세포를 관찰하여 세포가 생물의 기본 구성 단위임을 밝혔다. 그는
현미경을 사용하여 화석을 관찰하고 초기 진화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665년 로버트 훅은 현미경을 이용한 관찰기록을 모아『마이크로그라피아』
를 출간하였다. 1678년부터 1682년까지 런던 왕립학회 회장이었으며, 1665년부
터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기하학과 교수가 되었다.
로버트 훅은 세포라는 이름을 붙인 최초의 사람이기도 한데, 그는 현미경을

로버트 훅은 영국의 자연 철학자이며, 과학 혁명기에 이론과 실험 양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자 박물학자이다. 로버트 훅은 1635년 웨이트 섬의 프
레시워터에서 3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존 훅은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였으며, 그의 다른 형제들 역시 목사가 되었다. 왕당파였던 그의 가족은

이용해 코르크 마개를 관찰하여 작은 방 모양의 구조로 나뉘어 있는 것을 발견

[그림 11] 훅의 저서,
『마이크로그라피아』의 표지

했다. 그 작은 방이 수도원의 작은 방과 비슷하다고 하여 그는 수도원의 작은
방을 뜻하는“cell”
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세포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cell”
이 되었다.

찰스 2세가 웨이트 섬을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
로버트 훅은 용수철을 잡아당길 때 늘어난 길이와 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1648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로버트 훅은 런던으로 이사해 웨스트민스터 학교
[그림 9] 로버트 훅

에 입학하였다. 어려서부터 기계를 만들고 분해하는 것에 재주를 보였던 로버트
훅은 1653년 옥스퍼드 성당의 파이프 오르간의 제작에 참여했다. 여기서 그는

는 훅의 법칙으로 유명하다. 훅의 법칙이란 용수철에 추를 매달아 원래의 길이
로부터 만큼 변형시키면 용수철은 추에 탄성력이라고 부르는 힘을 작용하는
데 그 힘을 라고 하면

가 된다는 것이다.

보일의 법칙으로 유명한 로버트 보일을 만났다.
이때 는 용수철 마다 다른 값을 가지며 용수철 상수라고 부른다. 의 값이
그는 1655년부터 1662년까지 보일의 공기 펌프 제작을 도왔고, 보일은 훅
이 만든 공기 펌프를 사용하여 기체 실험을 한 결과 보일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1665년 로버트 훅은 왕립학회의 전신인“자연 철학 모임”
에 가입했다.
로버트 훅은 그레고리 망원경을 제작하여 화성과 금성을 관찰하기도 하였다.
그는 빛이 굴절하는 현상을 관찰하여 빛의 파동성 이론을 지지하였고, 공기가

[그림 12] 훅이 코르크에서 찾은
세포의 그림

크면 클수록 용수철이 잘 변형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추를 원래의 길이로부터 만큼 변형시키는 데 필요한 힘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로 주어진다.

탄성력은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추에 매달린
용수철을 0에서 만큼 변위시키는 데 외부의 힘이 한 일을 구해 보자.

다른 물질에 비해 구성 요소 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의 소립자들로 이
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또한 로버트 훅은 중력의 작용이 역제곱 법

일반적인 논의를 위해 우선 위치에 의존하는 힘

가 위치

에서

로변

칙을 따를 것이라 추론하였는데, 이는 훗날 뉴턴에 의해 중력의 법칙으로 증명

위되는 동안 한 일을 구해 보자. 이때 힘과 변위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라고 가

되었다.

정하자.

과

사이의 거리를 등분하자. 그러면 관측되는 위치의 좌표는 다

음과 같다.
그 후 평생 동안 훅은 자신이 뉴턴보다 먼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주장해 뉴턴과 대립했다. 로버트 훅은 1662년 왕립학회의 회원이 되었으며, 그
[그림 10] 훅의 망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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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이 구간 동안에도 힘은 위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을 아주 크게 잡으면 구간
의 폭이 아주 작아지므로 힘의 변화는 매우 작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구
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힘의 값의 산술 평균으로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 알아보고 예를 하
나 들어 보자.

택하자. 이 구간 동안 이 구간의 변위의 크기는

가 된다.

이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서

이므로 이 힘이 한 일을

인 극한을 취하면

이 된다.

이라고 하면

생활 탐구

이 된다.
따라서 위치에 의존하는 힘

가 위치

라고 하면

에서

로 변위되는 동안 한 일을

뉴턴의 적분정의(구분구적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 된다.

이것을 합기호를 써서 나타내면

이 되고,
이때 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뉴턴의 적분 정의에 따라
가 된다.
이 방법을 용수철에 매달린 추를 0부터 만큼 변위시키는 동안 추를 당기는
힘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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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원리와 새로운 덧셈
│학습 목표│  아인슈타인의 생애를 살펴보고, 상대성 원리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원리를 뉴턴의 절대 관성계, 뉴턴의 역학에서
속도의 덧셈 규칙과 비교하여 이해 할 수있다.
속
 도의 덧셈 규칙과 차별을 두기 위해 만든
새로운 덧셈 체계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다.

그의 성격은 약간 자폐적으로 되었
고, 이로 인해 학교를 가지 않는 행
동을 하게 되었다. 자유로운 학습을
방해하고 획일적인 전체주의식 교육
에 지친 아인슈타인은 뮌헨의 김나
지움을 자퇴한다.
[그림 14]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김나지움을 중퇴한 아인슈타인은 독일의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특수 상대성 원리와 일반 상대성 원리는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인 아
인슈타인에 의해 이루어진 일반인들의 상식을 뒤집는 혁명적인 이론이다. 따라

[그림 13] 아인슈타인의 강의 모습

대학에 진학하여 물리학을 계속 공부하고 싶어했던 아인슈타인은 연방공과

가 있다. 물론 우리가 서점을 가보면 여러 종류의 아인슈타인 전기(위인전)를 쉽

대학의 입학 시험을 치렀지만 시험에 떨어지고 스위스 북부에 있는 아라우 주립

게 접할 수 있다. 여기서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학교에 편입한다. 그 때가 아인슈타인이 16살 되는 해였다.

되는 어린 시절의 아인슈타인의 삶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자.

났지만, 아인슈타인에게 울름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아인슈타인
이 한 살이 되는 해에 독일 남부의 최대 도시인 뮌헨으로 이사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뮌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의 인문계 중  고등학
교 과정을 합친 학교인 김나지움에 진학한다. 이 당시 독일은 국민들에게 전체
주의를 강요하고 있었고 김나지움에서도 전체주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뮌헨의 김나지움과 달리 자유로운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아라우 주립 학
교는 아인슈타인에게 딱 맞는 환경이라 볼 수 있었다.
그는 이 학교에서 전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 특히 아라우 학교 시절
아인슈타인에게는‘만일 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빛의 속도로 달리면 거울에 자
기의 얼굴이 보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이것이 후일 아인슈타인의‘빛의 속
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원리’
의 동기가 된다.
아라우 주립 학교를 졸업하고 아인슈타인은 연방공과대학에 재도전하여 사

자기가 읽고 싶어 하는 책만을 읽고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기기를 좋아하는

범대학 물리교육과와 수학교육과를 합친 학과에 입학한다. 연방공과대학 시절

아인슈타인에게 독일 김나지움에서의 수업은 견디기 힘든 과정이었다. 이 당시

아인슈타인의 주 관심은 맥스웰에 의해 멋있게 수학으로 정리된 전기자기학과

아인슈타인이 좋아하는 과목은 오직 물리학과 수학뿐이었고 그 외의 과목에는

유클리드의 평면 기하학을 휘어진 면에서의 기하학으로 일반화한 리만기하학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었다. 이 중 전기 자기학에 대한 관심은 후일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원리

그는 자연 과학 중에서도 생물 성적은 형편없었다. 특히 그가 가장 자신이 없
었던 과목은 프랑스어와 라틴어였는데 김나지움 시절 그는 이 두 과목에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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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을 중퇴한 사람에게도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서 상대성 원리를 얘기하기 전에 인간 아인슈타인에 대해 약간은 언급할 필요

아인슈타인은 1879년 3월 14일 독일 남부의 울름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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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남쪽의 작은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의 취리히에 있는 연방공과대학은 김나

및 4차원 시공간에 대한 연구의 동기가 되었고, 휘어진 면에서의 리만기하학은
일반상대성 원리에 대한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를 당하고 이 두 과목의 선생님들은 아인슈타인을 문제아로 간주하였다. 게다

1900년 연방공과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을 실업자로 보낸 아인슈타인은

가 유태인인 아인슈타인을 대해주는 태도가 그리 곱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므로

1902년 6월 24일 스위스의 수도 베른의 특허국 공무원으로 취직한다. 이 당시
1. 과학으로 수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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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업무를 오전에 다 해결하고 오후에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절대 관성계의 존재를 믿었지만, 아인슈타인은 마흐의 생각처럼 절대 시간과 절

물리 연구를 계속했다.

대 공간을 부정했으므로 절대 관성계의 존재를 부정했다. 대신에‘모든 관성계

1901년 아인슈타인은 같은 과 졸업생이며 자기보다 4살 연상인 헝가리 출신
의 밀레바와 결혼을 한다. 밀레바는 대학 시절의 성적이 형편없이 나빠 아인슈
타인의 도움을 얻어 겨우 대학을 졸업했다고 한다.
[그림 15] 베른의 모습

베른에서 특허국 공무원으로 있는 동안 그는 솔로비누와 하비히트와 함께
‘아카데미 올림피아’
라는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 거의 매일 밤 철학, 과학, 문학
등에 대해 토론했다. 그로부터 4년 뒤에 드디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논문인
특수 상대성 원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이때부터 아인슈타인은 세상 사람
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들은 평등하며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같다.’
라는 상대성 원리를 주장했
다. 사실은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이 모두 같다는 주장은 아인슈타인 이전
에 1904년 프랑스의 수학자 포앙카레가 먼저 주장하였다.
아인슈타인은 16살 때‘빛의 속도로 달리면서 빛을 보면 어떻게 될까?’
라
는 의문을 품었다. 뉴턴 역학대로 라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시속
100km로 나란히 달리면서 그 자동차를 보면 그 차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

[그림 16] 포앙카레의 모습

다. 그럼 이 경우 빛도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인가? 그러나 빛의 경우는 다
르다. 즉, 빛의 속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빛의 속도
가 일정하다는 원리이다.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론의 기초로 두었던 두 가지 원리는 상대성 원리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원리이다. 상대성 원리는 처음 갈릴레이에 의해 제기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와 더불어 특수 상대론의 기초로 삼았던 빛의 속

었고 아인슈타인은 이를 확장하였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기술하면

도가 일정하다는 원리는 뉴턴 역학에서의 속도의 덧셈 규칙과 모순된다. 이 점

다음과 같다.

이 뉴턴 역학을 일반화하는 새로운 운동 법칙을 만들게 되는 중요한 가정이다.

모든 관성계는 동등하고 거기에서 물리 법칙은 같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의 차이점은 갈릴레이가
물리 법칙을 힘과 운동을 다루는 역학에 제한시킨 반면 아인슈타인은 역학 뿐
아니라 전자기학과 광학에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는 뉴턴 역학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관성계가 동
등하지 않으며 절대 관성계가 존재하게 되지만,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절대 관성
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공통점은 둘 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관성계에서만 성립한다는 점이다. 즉,
두 관찰자가 서로에 대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면 누구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마흐가 주장한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의 부정은 결국 아인슈타
인의 상대성 원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뉴턴은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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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속 60km로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이 움직이는 방향으
로 시속 4km의 속도로 신문 파는 소년이 걸어간다고 하자. 이때 지하철 안의
승객이 보는 이 소년의 속도는 시속 4km이지만 지하철밖에 있는 관찰자가 관
측하는 이 소년의 속도는 시속 64km가 된다. 물론 64=60+4에 의해 계산된 것
이다. 이 결과를 우리는 뉴턴 역학의 속도 덧셈 규칙이라 부른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달리는 자동차에서 공을 던진다면 이때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관측한 공의 속도는 자동차의 속도와 정지 상태에서 던진 공의 속도의
단순한 덧셈이다. 즉, 의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이

의 속도로 움직이는 방향

과 같은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 정지한 관찰자가 보는 물체의 속도는

+ 가

된다는 것이 바로 뉴턴 역학의 속도 덧셈 규칙이다. 그러면 달리는 자동차의 전
조등에서 나온 빛의 속도를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보면 어떻게 되는가? 뉴턴 역
학대로라면 빛의 속도는 원래의 빛의 속도와 자동차의 속도와의 합이 되어 원래
의 빛의 속도보다 커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빛이 속도가 변하는 경우
는 보고되지 않았다.
1. 과학으로 수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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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네덜란드의 드지터는 쌍성으로부터의 빛의 속도를 조사했다. 쌍성은

아무리 새로운 덧셈 규칙이라 하지만‘더한다’
는 개념은 에 를 더하는 것

두 개의 별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질량이 작은 별이 질량이 큰 별 주위를 돌고

과 에 를 더하는 것을 구분할 수 없다. 즉 새로운 덧셈도 교환 법칙이 성립해

있는 것이다. 이때 쌍성이 지구로부터 멀어질 때와 가까워질 때의 빛의 속도를

야 한다는 것이다. 즉,

관측했으나, 두 경우 빛의 속도는 쌍성의 운동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를 요구하면 새로운 덧셈규칙은

라 쓸 수 있다.

반대로 관찰자인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매 순간 지구에서 관측하는 빛의
속도는 달라질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1979년 브릴르와 홀에 의해 관측되었는데

이 식을 보면 속도 로 달리는 물체에서 속도 로 움직이는

오차 이하의 정밀도로 빛의 속도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물체를 정지 관찰자가 관측한 속도는

왜 빛의 속도가 일정하며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빨라질 수 없는가에

가 됨을 알 수 있다.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범
위에서 빛은 뉴턴 역학의 속도 덧셈 규칙을 따르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항

만일 물체의 속도

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는 점이다.

거의 0이 되므로

아인슈타인은 자연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로 했다. 즉,‘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원

가 빛의 속도 에 비해 작으면

는

가 되어 뉴턴 역학의 속도 덧셈 규칙과 일치한다.

리로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원리
이다. 그렇다면 뉴턴의 속도 덧셈 공식은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뉴턴의
속도 덧셈 규칙에 의하면 속도

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속도

체를 정지해있는 관찰자가 관측하면
그런데 빛의 속도를 라 하면 속도

로 움직이는 물

가 된다.
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나온 빛은 일정

한 속도인 로 관측되어야 한다. 이것을 속도 덧셈으로 표현하면
가 된다.
생활 탐구

이 식은

일 때만 성립하는데 일반적으로

되어야 한다. 새로운 덧셈 기호를
이때

에 대해
가 성립함을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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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면

라 쓰자.

가 되는 새로운 덧셈 규칙을 찾아보자.
라 가정하면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속도 덧셈 규칙이 결
합 법칙을 만족함을 보여라. 즉 세 속도

이므로 이 덧셈 공식은 수정

이어야 하므로 이 식에서 를

이다. 따라서 새로운 덧셈 규칙은

가 된다. 그런데 이 식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1. 과학으로 수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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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폭발력으로 피스톤을 밀어내리고, 밀어내리는 힘을 이용하여 회전력을

2

만들어냈다. 이 가솔린 엔진의 발명에는 원기둥에 관련된 수학적 지식이 필요했
다. 예를 들어, 원기둥의 반지름, 부피 등의 개념이 필요했다. 이들 개념은 오래

수학으로 과학 보기

전에 연구되어 잘 알려져 있었으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 해결에 활
용하고 있었다.
가솔린 엔진에서 폭발력을 회전력으로 바꾸는 과정은‘(공기와 혼합된 가솔
린 가스의) 흡입 → (피스톤을 위로 밀어) 압축 → (불꽃을 이용해 가솔린 가스
를) 폭발 → (타버린 가스를) 배기’
하는 4단계를 거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그림 18] 니콜라우스 오토

면 다음과 같다.

과학 교양

1

자동차 엔진의 발전과 수학
│학습 목표│수레에서 자동차 엔진으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펠릭스 반켈이 만든 엔진에 이용된 수학적 개념인 폭이

점화 플러그

흡입
밸브

배기
밸브

혼합기

연소
가스

실린더

일정한 도형에 대해 이해한다. 그리고 다양한

피스톤

정다각형에서 폭이 일정한 도형을 만들어 보고,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도형이 이용되는 예를 찾아본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림 19] 4행정 사이클 기관의 작동 원리

곡식이나 물건들을 대량으로 이동하기 위해, 오래 전에 사람이나 동물이 끄
는 수레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수레는 상업의 발달이나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지만, 수레의 동력을 사람이나 동물의 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한
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사람이나 동물처럼 지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물건을 끌
수 있는 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계의 발명을 기다렸다. 마침내 1705년에 영
국의 토머스 뉴커먼(1663~1729)이 원시적인 형태의 증기 기관을 발명하였고,
1769년에 제임스 와트(1736~1819)는 수증기의 힘으로 피스톤을 움직여 동력을
만들어 내는 현대적인 개념의 증기 기관을 발명하였다. 그리고 증기 기관을 동
력원으로 하는 증기 자동차도 발명되었다.
그 후 1877년에 독일의 니콜라우스 오토(1832~1891)가 가솔린 엔진을 발명
[그림 17] 제임스 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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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니콜라우스 오토가 만든 가솔린 엔진은 가솔린을 실린더 안에서 태워

지금 사용되는 가솔린 엔진은 니콜라스 오토가 만든 엔진을 개량한 것인
데, 가솔린을 태워‘흡입 → 압축 → 폭발 → 배기’
의 과정을 거쳐 동력을 만
들어내는 방법은 니콜라스 오토의 방식 그대로이다. 한편 독일의 루돌프 디젤
(1858~1913)은 다른 방식의 엔진인 디젤 엔진을 발명하였다. 디젤 엔진은 현
재 경유 차량에서 사용하는 엔진으로, 실린더에서 폭발을 만들어 실린더를 밀
어내리고 이로부터 동력을 만들어 내는 방식은 가솔린 엔진과 같다. 단지 가솔
린 대신 경유를 이용하며,‘흡입 → 압축 → 폭발 → 배기’
에서 폭발에서 이용
되는 방법이 가솔린 엔진과는 다르다. 자동차 엔진에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획기
적인 방법의 발명은 독일의 펠릭스 반켈(1902~1988)에 의해 이루어졌다. 펠릭
스 반켈은 1957년에 실린더-피스톤 방식이 아닌 로터리 방식의 엔진(Rotaring
Combustion Engine)을 발명하였다.
2. 수학으로 과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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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릭스 반켈이 만든 엔진은 이전의 엔진과는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폭발력을 동력으로 바꾸었고, 엔진의 효율도 기존의 것들에 비
해 아주 높았다. [그림 20]과 같이 로터리 방식의 엔진에는 실린더와 피스톤이
없다. 펠릭스 반켈이 만든 엔진도‘흡입 → 압축 → 폭발 → 배기’
의 4단계를 거
[그림 20] 로터리 방식 엔진의 내부

쳐 폭발력을 동력으로 만든다. 엔진이 작동하면 엔진 내부의 삼각형과 유사하
게 생긴 부품이 연속적으로 회전하면서‘흡입 → 압축 → 폭발 → 배기’
의 과정
이 진행된다. 이때 삼각형 모양 부품의 회전이 내부에 있는 축을 돌려 폭발력을
회전 동력으로 바꾸게 된다. 펠릭스 반켈이 만든 엔진에서‘흡입 → 압축 → 폭

태로 계속 회전해야 한다. 만약 밀착되지 않는다면, 엔진 내부에서 압축이나 배
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삼각형 모양의 부품이 정확히 정삼각형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정삼
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가 다르므로, 정삼각형을 회전시키면 폭이
일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엔진 내부에서 회전하는 정삼각형은 벽면에 밀착된
상태가 될 수 없으며, 엔진 내부에서 가솔린 가스가 압축될 수 없다. 그 결과 강
한 폭발력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여 효율이 높은 엔진을 만들 수 없게 된다.

발 → 배기’
의 과정은 [그림 23]과 같다.

[그림 21] 정삼각형의 회전에 따른 폭의 변화
정삼각형의 회전에 따른 폭의 변화

그렇다면 폭이 항상 일정한 도형이 있을까? 폭이 일정한 도형의 대표적인 예
[흡입]
[흡입] 화
 살표를 따라
공기와 혼합된 가솔린
가스가 흡입됨

[압축]
[압축] 삼각형 모양의
부품이 돌면서 가솔린
가스를 압축시킴

는 원이다. 원은 폭이 지름으로 항상 일정하다. 그러나 펠릭스 반켈이 만든 엔
진에서 삼각형 모양의 부품 대신에 원모양의 부품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모양의 부품을 엔진의 내부에 사용한다면, 가솔린 가스가 압축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펠릭스 반켈은 정삼
각형을 변형시켜 만들어진 폭이 일정한 도형을 이용하였다. 그러한 도형을 작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폭발] 점화플러그에서
[폭발]불꽃을 튀겨 가솔린 가스를
폭발시킴. 이 폭발은 삼각형 모양의 부품을
밀게 되어, 삼각형 모양의 부품에 회전력이
발생하고, 이 회전력은 삼각형 내부의 축에
전달되어 동력이 발생됨

[배기] 삼
 각형 모양의[배기]
부품이 회전하면서 폭발에
의해 생긴 가스를 배기구로 밀어냄

[그림 23] 펠릭스 반켈 엔진의 동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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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릭스 반켈이 만든 엔진에는 흥미로운 수학적 개념이 응용되었다. 엔진 내

정삼각형의 한 꼭짓점을 중심으로 잡고 한 변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작도

부의 삼각형 모양 부품을 자세히 살펴보자. 엔진이‘흡입 → 압축 → 폭발 → 배

한다. 정삼각형의 나머지 두 꼭짓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

기’
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삼각형 모양의 부품이 엔진의 내부 벽면에 밀착된 상

와 같은 원들을 작도하면, 다음과 같은 도형을 얻을 수 있다.
2. 수학으로 과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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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탐구

암석의 결정과 다면체

2 과학 교양

│학습 목표│결정을 관찰하여 다양한 다면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결정의 성질을 연구하기 위해 이용되는 면, 모서리,
꼭짓점 사이의 관계, 각의 성질, 대칭 등의 수학적
성질들에 대해 알고, 이를 이용하여 결정에서
관찰되는 다면체를 분석할 수 있다.
폭이 일정한 도형이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
는 예를 찾아보고, 왜 그러한 도형을 사용
했는지 토론해 보자.

이 도형의 폭은 항상 일정하며, 폭의 길이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다.
펠릭스 반켈은 바로 이 도형을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다. 폭
이 일정한 도형은 정삼각형으로부터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오

우리는 주변에서 다양한 돌들을 볼 수 있다. 과학에서는 돌을 암석이라고 부
르며, 암석에 관련하여‘광물’
,‘결정’
이라는 개념이 있다.

각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폭이 일정한 도형을 작도할 수 있다.
암석은 광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광물들의 혼합체이다. 광물은 자연에서 만
들어진(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고체로, 일정한 결정 구조를 가지는 물
질을 말한다. 그러나 생물체로부터 만들어진 것은 광물이라고 하지 않는다. 예
를 들어, 조개껍질은 돌처럼 딱딱하지만 광물이 아니며,‘호박’
이라는 보석도

[그림 22] 소금 결정 사진

소나무의 송진이 오랫동안 굳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광물이 아니다.
광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외형적으로 다면체를 만들
게 되는데, 이 다면체를 결정이라 부른다. 이러한 규칙적인 배열이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 일정한 구조를 만드는데, 이를 결정 구조라 부른다.
정오각형의 각 꼭짓점을 중심으로 대각선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작도하면,
폭이 일정한 다음과 같은 도형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면,
다른 정다각형들로부터도 폭이 일정한 도형을 얻을 수 있다.

광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일정한 규칙성에 따라 공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으로 만들어지며, 염화나트륨이라고도 부른다.
소금에서 염소와 나트륨은 [그림 23]과 같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림 23] 소금에서 염소와 나트륨의
배열

광물들 중에는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이 많은데, 규소와 산소가 어떻
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정 구조가 만들어진다. 규소와 산소는 사면체
의 형태로 주로 결합한다. 즉, 사면체의 네 꼭짓점에 산소와 규소가 위치한 형
태가 된다. 이때 이 사면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결정 구
조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사면체들이 고리처럼 연결되면, 결정 구조로 [그림
24]과 같은 육각 고리 구조가 얻어진다. 육각 고리 구조를 가진 광물 중의 하나
가 녹주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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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각고리구조
[그림 24] 육각
고리 구조

2. 수학으로 과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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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소와 산소 사면체의 단일사슬구조
[그림 26] 규소와 산소 사면체의 단일
사슬 구조

포스제나이트

포스제나이트 베수비아나이트 포스제나이트
베수비아나이트저어콘

[포스제나이트]

[베수비아나이트]

베수비아나이트
저어콘

저어콘

[저어콘]

[그림 30] 광물의 결정

결정들의 성질이 수학적 개념들을 이용하여 연구되고 있는데, 결정은 다면체
이므로 면, 모서리, 꼭짓점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면의 개수를 , 모서리의
개수를 , 꼭짓점의 개수를 라 하면, 볼록 다면체에서
것을 수학자인 오일러가 발견하였다. 즉 볼록인 결정들의 면의 개수
규소와
산소구조
사면체의 이중사슬구조
[그림 27] 규소와 산소 사면체의 이중
사슬

의 개수

, 꼭짓점의 개수

에 대해

가 된다는
, 모서리

가 성립한다.

한편 결정에 포함된 각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학에서 연구되는 다

[그림 25] 녹주석

한편 규소와 산소 사면체의 다른 결정 구조로 단일 사슬 구조, 이중 사슬 구

양한 각들을 살펴보자. 중학교에서는 평면에서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평면각
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공간에서 평면들이 만나서 이루는 입체각도 있다. 한

조 등과 같은 다양한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모서리를 공유하는 두 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이면각이라 하고, 한 꼭짓점을
암석은 하나의 광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광물들이 모여서 만들
어 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석회암은 하나의 광물 방해석으로 주로 이루어졌으

공유하는 세 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삼면각, 한 꼭짓점을 공유하는 네 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사면각 등과 같이 다면각을 정의한다.

며 화강암은 광물인 석영, 정장석, 사장석, 운모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주
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암석은 광물처럼 특정한 다면체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

수학에서는 다면각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연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삼면각
에는 세 개의 평면각이 있는데 이들 중의 두 평면각은 나머지 한 평면각보다 크

경우가 많다.

다. 여러분이 삼면각의 이 성질을 증명해보기 바란다. 이제 저어콘 결정의 각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보석들은 대부분 광물이다. 예를 들어 루비, 자수
정, 다이아몬드, 황옥, 연옥, 사파이어, 장미석 등은 보석으로 사용되는 광물이
[그림 28] 루비

다. 이제 광물들의 결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결정은 다면체로, 중학교에서 배운

을 살펴보자. 저어콘의 각 면에 생기는 평면각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꼭
짓점 A, B를 포함하는 면(육각형)은 육각형의 각 꼭짓점에 변들이 만나서 생기
는 여섯 개의 각을 가지고 있다.

삼면각
[그림 31] 삼면각

정다면체 이외에 많은 다면체들을 볼 수 있다.
저어콘에 포함된 입체각을 생각하자. 저어콘의 결정 그림에서 모서리

육면각

를

공유하는 두 면이 만나므로, 이때 이면각이 만들어진다. 저어콘의 결정에는 모
서리 개수만큼의 이면각이 존재하게 된다. 한편 꼭짓점 A, B에서는 각각 세 모
서리가 만나고 있다. 이들 세 모서리는 한 꼭짓점을 공유하며, 삼면각을 이룬다.
[그림 29] 자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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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석

[황철석]

황철석

황철석
자철석

자철석

[자철석]

석류석
자철석

석류석

석류석

[석류석]

저어콘의 결정에서는 쉽게 삼면각을 찾을 수 있다. 한편 꼭짓점 C에서는 네 모
서리가 만나며, 이때 사면각이 만들어진다.

삼면각

육면각

[그림 32] 육면각

2. 수학으로 과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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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들

결정들을 대칭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대칭 관점의 예

C

혼합물과 무게 중심

로 먼저, 점대칭을 살펴보자. 점대칭은 두 점이 한 점에 대해 대칭의 위치에 있

A

을 때를 말한다. 예를 들어, [그림 38]에서
이면, 점

B

│학습 목표│무게 중심의 개념을 지레의 원리와 연결시킬 수 있고,

는 한 직선에 속하며

는 점 에 대해 점대칭이며, 점

두 용액을 혼합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지레의 원리를

을 대칭의 중심이

이용할 수 있다.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혼합물을
섞은 용액의 농도를 구할 때, 삼각형의 무게 중심과

라 한다.
저어콘의 각들

[그림 33] 저어콘의 각들

꼭짓점 A, B를
포함하는 육각형

3 과학 교양

지레의 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A

O

B

[그림 38] 점대칭

예를 들어, 정육면체나 그림과 같은 18면체의 결정은 대칭의 중심이 인 점대
칭이다.

무게나 무게 중심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개념이며, 과학 연구에
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의 무게 중심이
A

0

0

[그림 34] 꼭짓점 A, B를 포함하는
육각형
꼭짓점 A, B를
포함하는 육각형

A

B

A

B

어디에 있는가는 건물의 안정성 또는 붕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건
0

물의 무게 중심이 건물의 한 모퉁이에 놓이거나 건물의 밖에 놓이게 된다면, 그

0

B
A
B

정육면체의 점대칭

18면체의 점대칭

정육면체의 점대칭

[그림 36] 정육면체의 점대칭

[그림 37] 18면체의 점대칭

■ 무게 중심
무게 중심이란 중력에 의한 알짜
토크가 0인 점이다. 토크(torque)란
회전력이라고 하며, 거리와 힘의 외적이다.

건물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넘어지게 될 것이다.
책의 일부가 책상에 걸치도록 책을 책상의 한 귀퉁이에 올려놓는다고 하자.

18면체의 점대칭

A

대칭의 두 번째 예로 면대칭을 살펴보자. [그림 37]과 같이 공간의 점 가 평
면 α에 대해 점

0

B

[그림 35] 면대칭

와 대칭인 경우에, 점 와

는 평면 α에 대해 면대칭이라고

말한다. 이때 평면 α를 대칭면이라 부른다.
정사면체는 대칭면을 가지는가? 즉 정사면체의 모든 점들은 어떤 평면을 중
심으로 정사면체의 점에 면대칭이 되는가? 정사면체는 6개의 대칭면을 가진다.
예를 들어 [그림 38]에 정사면체의 대칭면 중 하나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정

생활 탐구

사면체의 한 모서리를 마주보는 모서리의 중점과 연결하는 평면이 대칭면이다.
점대칭과 면대칭 이외에도 다면체의 선대칭에 관련된 성질들도 연구되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책이 책상에 놓여있거나 또는 바닥으로 떨어
진다. 책이 책상에 놓여있는 경우는 책의 무게 중심이 책상에 속할 때이며, 바닥
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책의 무게 중심이 책상 밖에 놓일 때이다.
우리가 걸어다닐 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몸의 무게 중심이 발의 위쪽에 있
으면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가 있지만, 무게 중심이 발의 위쪽이 아닌 다른 곳
에 있으면 넘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면, 우리의 발은 순
간적으로 앞쪽으로 나가며 몸의 무게 중심은 그대로 있게되어, 결국에는 엉덩방
아를 찧게 된다.
무게 중심은 지레의 원리와 관련되어 과학 문제의 해결에 흔히 사용된다. 지
레의 원리는 점

에 매달린 추들의 무게

의 비는 무게 중심

까지 거리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지레

로부터
의무

게 중심 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정육면체와 18면체가 대칭
면을 가지는지 조사해 보자. 만약 가지면
대칭면을 하나 찾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
유를 설명해 보자.

188

Ⅲ 과학과 수학

[그림 38] 정사면체의 대칭면

이다.
2. 수학으로 과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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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C

A(m)

인 용액은 옅어지고 농도가

도가

가 성립한다.

인 용액은 짙어져서 결국에는 농도가

인 평형 상태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무게 가 보다 크면, 농도

B(n)

는 농도

지레의 원리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레의 양 끝에 같은

에 가까울 것이다

무게의 추가 각각 1개, 2개 매달려 있다고 하자. 그러면 지레의 어느 위치를 손
끝으로 지탱하면, 지레가 평형을 이루는가? 지레의 중심을 손 끝으로 지탱하면,

에 가까울 것이며

(a-x)%

(x-b)%
x%

p(a%)

(a-x)%

(x-b)%
x%

p(a%)

q(b%)

p < q인 경우

에 의해 지레가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점 의 위치가 추들이 매달린 지레의 무게 중심이 된다.

q(b%)
p > q인 경우

고, 한 쪽으로 기울게 된다. 지레의 양 끝에 같은 무게의 추가 각각 1개, 2개 매

이제 지레를 선분으로 나타내고 매달린 추의 개수를 수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는 농도

.

한 쪽의 무게가 다른 쪽의 무게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레는 평형을 이루지 못하

달려 있으므로 지레를 2:1로 나누는 점을 찾아 손 끝으로 지탱해야 지레의 원리

이면 농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지레의 양 끝에 추를 놓고 무게 중심의 위치를 찾는 문제
와 두 용액을 혼합하여 얻어진 혼합물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혼합물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를 무게 중
심의 위치를 찾을 때와 같이 지레의 원리를 이용하여 풀 수 있다.

C

A(1)

B(2)
사례 1

지레의 양 끝에 무게가
의 위치

인 두 물체가

에 놓인 경우, 무게 중심

에 대해서 생각하자. 지레의 무게 중심을 찾으려면,

지 거리 또는

로부터

까지 거리를 구하면 된다. 이때 무게

이 될 것이며,

이면

까

이 보다 크면

알코올 농도가 6%인 용액 90g과 알코올 농도가 3%인 용액 68g이 있다.
이들 용액을 섞으면 몇 %의 용액이 얻어지는가? 단,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라.

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지레의 원리를 이용하여 풀어보자. 6%인 용액의 양이 많으므로,

C

A(m)

로부터

B(n)
m > n인 경우

구하는 혼합물의 농도를

라 하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6- x)%
C

A(1)

B(2)

m < n인 경우

정에 관련시킬 수 있다. 무게가 이고 알코올 농도가

하자(가령
[그림 39] 지레의 원리를 이용한 무게 중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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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인 용액을 혼합하여 알코올 농도가

인 용액과 무게가 이
인 용액을 얻었다고

라고 하자).
인 두 용액을 섞어 농도가

x%

68(3%)

이제 지레의 원리를 이용하면, 방정식

무게 중심을 구하는 이러한 생각을 두 용액을 섞어 새로운 혼합물을 얻는 과

고 알코올 농도가

90(6%)

(x-3)%

다. 이 방정식을 풀면,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이다.

을 얻을 수 있
을 계산하여 소수점 두 번

이 된다. 이로부터 구하는 혼합물의 농도는

4.7%임을 알 수 있다.
두 용액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물 농도에 관련된 문제를 지레의 원리를 이용

인 혼합액을 얻었다는 것은 농

하여 해결하기 위해, 지레의 양 끝에 용액의 무게를 각각 놓았고, 무게 중심으로
2. 수학으로 과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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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지레의 양 끝까지의 거리는 용액의 농도의 차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이와

의 무게를 놓았다. 즉 정삼각형

같은 방법으로 다음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의 꼭짓점

에 무게가 각각

인 추를 매달았다. 그러면 정삼각형
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고, 합금

사례 2

순금이 56% 함유된 240g의 합금과 순금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합금

실제로

와

156g인 합금에는 순금이 몇 %나 함유되어 있는가? 단, 소수점 아래 두

심은 선분

을 이 무게 중심에 나타냈다.

의 무게 중심은 지레의 원리에 의해 변

로 나누는 점

156g을 함께 녹였더니, 순금이 50% 함유된 합금이 얻어졌다. 무게가

의 무게 중심

가 된다. 그리고 삼각형

를

를

의 무게 중

으로 나누는 점 가 된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라.
무게가 156g인 합금에 순금이

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모형

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6- 50)%
240(56%)

(50-x)%
50%

156(x%)

점
이제 지레의 원리를 이용하면,
식을 풀면,

가 얻어진다. 이 방정

이 된다.

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다. 점

와 평행한 선분

를 긋자. 그러면 삼각형

을 계산하여 소수점 아래 두 번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구하는 값은 40.8이 된다. 결국 무게가 156g인 합금

이 된다. 결국 선분

의 닮음에 의해,

는 선분

의 15%로, 전체

합금에서 꼭짓점 에 놓인 구리의 비중과 같다. 같은 방법으로 점

에는 순금이 몇 40.8%가 함유되어 있다.

를 지나는 선분

사례 1에서는 물과 알코올, 사례 2에서는 순금과 기타 금속의 두 가지 성분만

와

를 지나 변

를 그으면,

는

의 25%,

를 지나 변
는

의 60%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하는 경우에 혼합물들을 섞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세 가지 성분
으로 구성된 혼합물들을 섞는 문제를 살펴보자.
구리 15%, 니켈 25%, 아연 60%로 만들어진 합금
30%, 아연 10%로 만들어진 합금

을 생각하자. 합금

과 구리 60%, 니켈
45g과 합금

15g

을 함께 녹여 얻어진 합금에는 구리, 니켈, 아연이 각각 몇 %가 함유되었는지를
구한다고 하자.
미국의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였던 깁스(1839~1903)는 세 가지 구성 요소
들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정삼각형에 나타내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합금
의 무게가
연이

라 하자. 그러면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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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켈이

,아

가 포함되어 있다. 세 원소로 이루어진 합금을 정삼각형

나타내기 위해, 정삼각형의 꼭짓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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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구리가

에 각각

,

에
,

정삼각형
변

에 합금 ,

을 쉽게 나타내기 위해, 정삼각형의

에 눈금을 100까지 표시하자. 그리고 이들 눈금을 지나며

삼각형의 변들에 평행한 선분을 긋는다.
합금

을 정삼각형

에 나타내려면, 변

에 60, 30, 10

인 점을 찾아, 이 점들을 지나는 선분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 그 교점을 라 하자.
2. 수학으로 과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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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80

20

│학습 목표│전염병 확산과 완치에 대해 제시된 수학적 모델을 올바르게

60

F

50

50

이해하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40

60

정책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정책을

30

70

20

80

생각해 본다. 또한, 수학적 모델과 엑셀 프로그램을

E
10

90

C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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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전염병 확산을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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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녹여, 얻어진 합금에 구리, 니켈, 아연이 각각 몇 %가 함

유되었는지를 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합금

으로부터 얻어진 합금을 정

삼각형에 나타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점
합금

은 45g, 합금

의 무게 중심을 구하면 된다.

은 15g이므로, (45)와 (15)의 무게 중심을 지레의

원리를 이용하여 구하면, 정삼각형

에서 합금의 위치를 정할 수 있다. 선

분

가 합금

를 으로 나누는 점

를 구하면,

으로부터 얻어진 혼합

물의 위치이다.
이제 점

현대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살고 주거의 형태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거가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이 지역 간, 국가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온 국가로, 세계로 확산된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
군(SARS)이나 신종인플루인자 A도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로 전염된 질병의 사례이다.

를 지나 정삼각형의 변

와 평행인 직선들을 그

으면, 이들 직선이 변
자. 그러면 합금

와 만나는 점을 각각

이라 하

으로부터 얻어진 혼합물에는 구리, 니켈, 아연이 각각

가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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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안을 초래하였다. 2009년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인플루인자 A가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에 신종인플루인자 A 환자가 최초로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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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9년 신종플루엔자 A의 발생은 국가적 차원의 많은 손실과 국민들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활 탐구

합금 M과 합금 N으로부터 얻어진 혼합물
에 구리, 니켈, 아연이 각각 p%, g%, r%
가 함유되었음을 알았다. F(45)와 F(15)의
무게 중심을 지레의 원리를 이용하여 구한
다음, p, g, r의 근삿값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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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손소독제나 마스크 등과 같은 개인 위생용품들을 서둘러 구입하였다. 방
송에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
는 대중적인 행사들도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정부에서는 신종인플루인자 A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종인플루인자 A
의 지역 거점 병원을 지정하여 신종인플루인자 A의 환자들을 격리하여 치료하
였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신종인플루인자 A의 치료약인 항바이러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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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확산의 수학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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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바이러스제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하는 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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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예방 백신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9년 11월부터 신종인플루인자 A
의 예방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학생,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예방
백신의 접종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었고, 그 후 만성질환자, 노인 등에 대한 예방
접종이 이루어졌다.

어떤 도시에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자. 전염병의 발생 번째 주에 전염
병에 걸린 환자들의 수를

번째 주까지 전염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의 수를

번째 날에 전염병이 완쾌되어 면역을 가진 사람의 수를 라고 하자. 그러
면, 다음과 같은 수학적 모델1)을 생각할 수 있다.

1) C.S l o y e r(19 8 6), F a n t a s t i k s o f
mathematiks, Janson Publications, Inc.에
제시된 모델을 약간 수정한 것임.

우리나라에서는 신종인플루인자 A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0년 5월까지
[그림 40] 신종인플루인자 A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학생들

252명이 신종인플루인자 A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신종인플루인자 A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16,700여 명이 사망했다. 결국
전염병의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는 국가의 생존, 발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전염병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차원

는 전염병의 발생 번째 주까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
람의 수는 전체 사람의 수에서 전염병에 걸린 환자와 완쾌되어 면역을 가진 사
람의 수를 뺀 것과 같다는 것이다.

에서 체계적으로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염병은 의사들에게만 관련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과학의 여러 분
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염병의 치료약 개발, 예방 백신의 개
발, 확산에 대한 예측 및 합리적 정책 결정 등에 관련된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전염병의 확산에 대한 예측 및 합리적 정책 결정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 내

을 살펴보자. 등식에서

예를 들어, 어떤 전염병의 확산을 15%만큼 늦추는데 500억 원의 비용이 필

의 수의 합에 를 곱한 것이다.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의 수는 전염병에 걸리
지 않은 사람의 수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에 관련되므로, 식
은 번째 주에 새로이 감염되어 전염병에 걸린 환자의 수를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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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번째 주에 전염병이 완치되어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즉,
는

번째 주에 전염병에 걸린 환자의 수는

번째 주의 환자의 수에 새로이 감염된 환자의 수를 더한 다음, 번째 주에 완
쾌된 환자의 수를 뺀 값과 같다는 것이다.

요하며, 전염병 치료약을 이용하여 완치된 환자의 비율을 17%만큼 향상시키는

를 살펴보자. 등식에서

는 번째 주에 전염병이 완치되

데 5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자. 정부는 전염병에 배정된 예산을 어디

어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이다. 즉

번째 날에 전염병이 완쾌되어

에 지출해야 하는가? 물론 1,0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치

면역을 가진 사람의 수는 번째 주에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와 전염병이

료약의 개선 모두에 지출하면 좋을 것이다.

완치되어 면역을 가진 사람의 수의 합과 같다.

그렇지만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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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째 주에 전염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의 수와 번째 주에 전염병에 걸린 환자

용을 간단히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수학적 측면을 살펴보자. 정부에서는 전염
병의 예방, 백신 및 치료약의 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는

위에서 살펴본 전염병에 대한 수학적 모델에서

의 값이 중요하며,

의

해 예산을 지출할 수는 없다. 즉, 정부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제한된 예산을 투

값에 따라 전염병이 도시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고, 전염병이 일정 수준에서 통

■ 백신

입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선택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과

제될 수도 있다. 과학자들이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을 개발하거나 주변 환경

학자들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다양한 자료들과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게

을 소독하는 것은 값을 작게 하는 것에 관련되며, 치료약을 개발하는 것은

된다. 그렇다면 전염병의 확산 및 완치에 관련된 간단한 수학적 모델을 살펴보자.

값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감염증의 예방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자동적으로 면역하기 위하여 쓰이는
향원으로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파스
퇴르에 의하여 제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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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도시의 인구 을 32만 명으로 하고, 전염병 발생 첫째 주에 발생한 환자
의수

을 3350, 값을 0.011, 값을 0.34로 하자. 번째 주의 환자의 수

완치된 사람의 수

,

를 계산기나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엑셀

프로그램의 활용 예를 살펴보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그림 41] 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를 방역하는 모습

를 적고, 아랫줄에 이들

의 값이 오도록 한다. 이때

은 정해진 값이고, 전염병 발생 첫 번

째 주에서

이므로, 이들 값을 적는다. 한편
이므로,

수 있도록,

의 칸에

값으로부터 계산 결과가 적힐

의 칸 (가)에 식 =$B$2-(E2+F2)을 적는다. 이 식은 B2에 있는 값

에서 E2와 F2에 있는 값을 더한 값을 빼서 (가)의 칸에 값을 적는다는 뜻이다.
한편 이 식에 의해 (가)의 밑 칸인 G3의 값도 계산될 수 있다. (가)칸에 적은 식
에 의해 G3칸에는 B2의 값에서 E3과 F3의 합을 뺀 값이 기록된다. 즉 값이
변하면서 (가)의 아래 칸에 있는 모든 칸에 적당한

한편

값이 계산되어 적힌다.

에해당하는 E3인 (나)칸에는

어야 하며,

에 해당하는 E4의 칸에는

가 계산되
가 계산되

어야 한다. E5에는 , E6에는 이 각각 계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E3인 (나)
생활 탐구

칸에 식 =E2+$C$2*(G2+E2)-$D$2*E2을 적으면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E4의 칸에는 E3의 값에 C2*(G3+E3)을 계산한 값을 더
해, 여기서 D2*E3의 값을 뺀 값이 계산된다. E3인 (나)의 아래 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적인 계산 값을 얻을 수 있다. (다)에는 식 =F2+$D$2*E2를 적으
면 의 값이 계산되며,

등의 값도 자동적으로 계산된다.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방법
앞에서 살펴본 전염병 확산 모델에서 a값은
작게 하고, b은 크게 하는 방법들을 조사하
여 토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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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표를 살펴보면,

임을 알 수 있다. 즉 전염병 환자의 수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1주로 접어들면서 전염병 환자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전염병 환자의 수를 줄이려면, 전염병 환자의 증가에 관련된 값인 값은 줄이
고, 환자들 중에서 완치되는 비율인 값을 크게 해야 한다.
한편, 전염병 확산 모델을 사용하여 다른 도시의 예를 조사하자. 예를 들어,
으로 하여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수학으로 과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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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포물선의 축에 평행하게 진행하는 광선이 포물선에 반사되면
반드시 포물선의 초점을 지난다는 성질과 그 증명을
이해하고, 우리 주변에서 이 성질을 이용한
과학발명품을 찾고 포물선의 성질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과학 탐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면 거울, 오목 거울, 볼록 거울
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욕실에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평면 거울이 있고,
치과에 가면 의사들은 작은 치아를 크게 보여주는 오목 거울을 사용하며, 자동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장애물로 인해 보이지 않는 먼 곳의 사물을 보여주는 볼록
거울이 서 있다.
우리는 오목 거울과 유사한 형태를 주변의 과학 발명품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전국 체전이 열리기 전에 강화도 마니산에서 성화봉에 불을 붙일 때 오목 거울
형태의 기구에 태양 광선을 모아 불을 만들고, 위성 방송을 시청하는데 사용되
는 안테나가 오목 거울 모양이며, 군대에서 사용되는 레이더 장비, 먼 우주를
관측하는 허블 망원경의 반사경 등도 오목 거울 형태의 과학 발명품이다.
이들 과학 발명품은 오목 거울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일까? 수학에서는 오

■ 허블 망원경
미국 항공우주국( N A S A )과
유럽우주국 (ESA)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우주 망원경 으로 지구에 설치된 고성능
망원경들과 비교해 해상도는 10~30배,
감도는 50~100배로, 지구상에 설치된
망원경 보다 50배 이상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다.

목 거울 모양을 포물면이라 부르는데, 포물면은 포물선을 축을 따라 회전시켜서
얻어지며 포물면에 수많은 같은 모양의 포물선들을 그릴 수 있다.

[그림 42] 오목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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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물선의 초점
좌표를

의 좌표를

라 놓고, 점

와

, 준선을
사이의 거리와

, 포물선의 임의의 점
와 직선

의

사이의 거

리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등식을 만들고, 이를 정리하면 포물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포물선의 방정식은

라는 것

이 알려져 있다.
[그림 43] 태양광선으로부터 성화봉에 불을 붙이는 모습 [그림 44] 소리를 모아주는 실험 기구

한편 포물선의 점

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이라

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것도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후에 배울 것이므로,
그 증명을 생략하자. 포물선이 여러 과학 발명품에 사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
은 성질 때문이다.

포물선의 축에 평행하게 진행하는 광선이 포물선에 반사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반사된 광선은 포물선의 초점을 지난다.
[그림 45] 위성 전파 수신용 안테나

[그림 46] 기상 관측 레이더 장비

결국 오목 거울 모양의 과학 발명품들이 포물면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가에

포물선의 이러한 성질은 포물선의 축과 평행하게 구슬을 굴려 보내면, 이 구

대해 알아보기 위해, 포물선의 수학적 성질을 알아야 한다. 포물선의 수학적 성

슬이 포물선에 부딪혀 초점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는 실험을 통해 쉽게 확인

질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자세히 공부하므로, 여기서는 포물면과 광선의 성질에

할 수 있다. 편평한 바닥에 포물선을 그리고, 포물선의 초점을 표시하자. 포물선

관련된 기초적인 성질들을 살펴보자.

을 따라 일정한 폭의 울타리를 만들고, 초점에 구멍을 뚫자. 이제 포물선의 축

[그림 50] 축과 평행하게 쇠구슬을 굴리
면 포물선의 벽면에 맞고 초점의 구멍에
들어간다.

과 평행하게 구슬을 굴리면, 이 구슬은 포물선의 울타리와 충돌한 다음, 초점
포물면

[그림 47] 포물선

포물선은 그리스 시대부터 수학자들이 연구한 흥미로운 곡선이다. 고등학교

에 뚫린 구멍 속으로 항상 들어간다.

수학 교과서에서 포물선은 한 점 와 어떤 직선 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때 정해진 점

를 포물선의 초점

이라 부르며, 직선 을 포물선의 준선이라 부른다.

y

앞에서 살펴본, 포물면을 이용한 과학 발명품들에서 성화봉의 불을 만드는
장치에서는 포물면 거울에 반사되는 태양 광선이 포물선의 초점에 모이게 되며,

P

α

위성 방송 수신용 접시 안테나에서도 인공위성에서 보내지는 전파들이 포물면
에 반사되어 초점에 모이게 된다. 그러므로 포물선의 초점에 성화봉이나 전파 수
신 장치를 놓으면, 포물면 거울에 반사되는 태양광선이나 전파를 모을 수 있다.

β

O

x

F

개인용 위성 방송 수신 안테나와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위성 방송 수신 안테
나, 우주로부터 오는 정보를 수신하는 안테나의 포물면의 크기를 비교하면, 그
크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포물면이 큰 안테나가 더 많은
[그림 52]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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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포물선의 방정식

정보를 반사하여 초점에 모아주므로, 더 효율적이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51] 포물선의 성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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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포물선의 이 성질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자. 이를 위해, 다음 명제를 증명
할 것이다. 포물선의 축에 평행하게 진행하는 광선이 포물선에 닿는 순간, 광선

선의 점

과 포물선이 이루는 각 는 포물선의 초점

에

와 닿는 점 을 연결한 선분

가 포물선과 이루는 각 와 같다(그림 참조).

자. 이를 위해 포물선에서 점

에 대해 생각하

를 지나는 접선을 작도하자. 그러면 광선이 포물

선에 닿는 순간 광선과 포물선이 이루는 각 는 광선과 점 를 지나는 접선이
가 포물선과 이루는 각 는 선분

이루는 각과 같다. 마찬가지로 선분

이므로, 이 식

이 된다. 초점의 좌표를

의 길이를 구하자. 두 점

이제 선분
면,
을

와 점 를 지나는 접선

가 이루는 각과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된

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증명할 것이다.

라 하면, 선분

이 된다. 점
에 대입하면 등식

와

사이의 거리를 구하

가 포물선의 점이므로,
이 성립한다. 이로부터

의 길이는

이며,

를 생각하자.

삼각형
이며

가 된다.

이므로, 삼각형

■점

를 지나는 접선
와 초점

■점

와

■

와 축의 교점

를 연결한 선분

를 지나며 축에 평행한 광선(직선)

를 연결한 선분
가 되며, 삼각형

를 구한다.

와

의 길이를 구한다.

를 생각하자. 평행한 직선

가 이등변삼각형이고

로부터

가 된다는 것

한편 성질‘포물선의 축에 평행하게 진행하는 광선이 포물선에 반사되었다고

이다.
이므로,

가 된다. 등식

을 알 수 있다.

의 길이를 구한다.

■ 동위각의 성질에 의해

는 이등변삼각형

포물면의 광선 반사에 대한 성질을 배웠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는 다양한 과학 발명
품을 조사해 보자. 그리고 각 발명품에서 광
선의 반사에 대한 성질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토론해 보자.

가 된다.

에서 생기는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점

포물면을 이용한 과학 발명품들

이

이제 점

생활 탐구

임을 알 수 있다.

된다. 결국 선분

결국 각 와 가 같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광선
와 접선

을 대입하면

의 식이

와

점 를 지나는 접선이 이루는 각과 같다.

가 이루는 각은 선분

을 지나는 접선

의 길이는

광선이 포물선에 닿는 순간에 광선과 포물선이 이루는 각

[그림 52] 포물선의 성질(2)

과 만나는 점 의 좌표를 구하자. 점 는 축에 속하므로 좌표는 0이다. 포물

이다.

하자. 그러면 반사된 광선은 포물선의 초점을 지난다’
의 역도 성립한다. 즉 포물
선의 초점에서 발사한 광선이 포물선에 반사되면, 그 광선은 포물선의 축에 평

이제 자세한 증명을 살펴보자. 포물선의 점

을 지나는 접선이 축

행하게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먼 곳에 있는 목표물을 비추
기 위해 고안된 탐조등(서치라이트)나 자동차의 전조등이다.

[그림 57] 탐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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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자동차 전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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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 교양

1

기후 변화

기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림 1] 금성, 지구, 화성의 모습

│학습 목표│지구의 기후를 만드는 요소들을 나열할 수 있다.

저녁 무렵에 서쪽 하늘이나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샛별, 그
샛별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상상될까? 미의 여신에서 이름을 따왔다
고 하는 금성, 우리는 그 별을 샛별이라고 부른다. 그만큼이나 금성은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나 금성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 과학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금성의 모습은 무시무시하게 보일 정도이다.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금성에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무사히 도달한다고
하여도 인간이 착륙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바로 그런 곳이 금성이다.

그렇다면‘제2의 지구’
라 불리면서 먼 미래에 우리의 피난처일 수 있다는 화
성은 어떨까? 현재 화성의 표면 온도는 -50℃에 가깝다. 금성과는 너무도 다른
환경이다. 화성은 태양 자기장의 영향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추위를 극복해
야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금성, 화성, 그리고 지구 세 행성의 온도차는 무엇 때문에 나타날까? 세 행
성의 온도차는 각각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각 행성을 둘

다.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15℃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성 모습을 충분히

러싸고 있는 대기의 양과 성분이 다르다. 우선, 금성은 두껍고 짙은 대기로 둘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싸여 있어서 표면 기압이 지구의 약 90배에 이른다. 게다가 금성 대기의 90%

4배나 더 받아들이는 수성의 표면보다도 온도가 더 높다. 그래서 금성을‘지옥
의 행성’
이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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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주인이 금성 표면을 밟아 보기도 전에 다 녹아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왜 금성에 착륙할 수 없을까? 금성의 표면 온도는 무려 480℃에 가깝

심지어 태양까지의 거리가 지구의 절반 정도여서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208

우주선이 금성의 하늘에 도착하여 서서히 표면으로 착륙을 시도한다면, 아마

이상이 표면에서 내보내는 에너지인 적외선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CO2)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약 1/100 정도로 표면의 기압은 0.007에 불과하
1. 기후 변화

209

다. 그나마도 화성 표면의 온도가 -50℃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대기의 90% 이

태양 에너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태양에 약간의 변화만 생긴다하여도

상이 이산화탄소여서 화성에서 내보내는 열을 상당히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빙하기나 소빙기가 닥쳤었다. 이렇듯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는 태양 에

오늘날 지구 대기 성분 중에서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0.038%

너지에서 시작된다.

에 불과하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중 가장 많은 것은 질소(N2)로 78%에
이르며, 산소(O2)가 21% 정도이다.

[그림 2] 기후의 원리

맑은 날 태양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상승기류가 발생한다.

오는 지구의 모습은‘파랗다’
는 것이다. 파란 지구의 모습은 금성이나 화성과

상승 기류는 구름을 발달시키고, 이 조각구름은 점차 적란운으로 발달한다. 점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다. 지구가 파랗게 보이는 것은 표면에 물이 넘치고 있기

차 시간이 지나면 멀리서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쏟아진다. 이런 일련의 과

때문이다. 지구 표면의 2/3 이상이 깊은 바다이다. 이런 물 표면에서 증발되는

정은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을 가열하면서 발생시키는 것이다. 바람이 불고 기온

수증기는 지구의 기후를 만드는데 중요하다.

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태양 에너지에 근원을 두고 있다.

맑은 날과 비가 내리는 날 하루의 기온차를 비교하여 보면 수증기가 얼마나

같은 지구 안에서도 사람이 살기에 너무 뜨거운 곳이 있고, 반대로 너무 추워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맑은 날에는 하루 중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지만, 비가

서 살기 어려운 곳도 있다. 이것 역시 태양 에너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내리는 날에는 기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비가 내릴 때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둥근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어서 지표면에서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양의 차이

많고, 그 수증기가 열을 잡고 있어서 밤이 되어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가 발생한다. 같은 시간 동안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하여도 지표면의 수직

이렇듯 수증기는 지구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지구 표면을 덮고

으로 받을 때와 기울어져서 받을 때의 에너지의 양에 차이가 발생한다.

것이다. 이와 같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중 수증기가 가장 큰 온실 효과를
하고 있다. 즉, 33℃의 차이가 수중기 등에 의한 온실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것
이다. 이 정도면 수증기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한 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여름철 오후에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발
달한 적란운

태양 고도가 높은 저위도 지방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사람 살기에 불
편할 정도로 덥고, 태양 고도가 낮은 극지방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여 사람 살
기에는 너무 춥다. 태양 고도의 변화는 일년을 놓고 보면, 고위도로 갈수록 크
고 저위도로 갈수록 작다. 적도에서는 태양 고도가 90°
에서 66.5°사이에서 변

이와 같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는 기후를 만드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지만, 위도 60°
의 지역에서는 53.5°
에서부터 6.5°사이에서 변한다. 그래서 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농도가 변화한다면

도 주변에서는 계절 변화가 거의 없지만 극지방에서는 극단적으로 계절이 바뀐

당연히 기후도 변할 수밖에 없다. 자연 상태의 대기에 인류의 활동으로 뜻하지

다. 즉, 극지방에서 여름철에는 태양 고도가 비교적 높아서 계속 해가 지지 않

않게 특정 대기의 성분이 더 많아지거나 줄게 된다면 지구의 기후는 변할 수밖

는 백야현상이 이어진다. 그러나 겨울철이 되면 거의 해를 볼 수 없는 밤이 계

에 없을 것이다. 즉, 대기 조성의 변화가 기후 변화를 야기한다.

속된다. 백야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서쪽으로 기운 해가 밤 시간동안 수평선을

또한 아무리 두꺼운 대기로 둘러싸고 있는 행성일지라도 태양이 사라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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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철의 날씨는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구름 한 점 없이

지구를 지구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구를 떠난 우주 비행사의 눈에 들어

있는 수증기등이 없다면, 지표면의 평균 온도는 지금보다 33℃나 낮은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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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현상을 만드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에 의한 것이다. 맑은 여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어떻게 될까? 태양이 사라지는 순간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급속하게 식기 시작

한편 중위도 지방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태양 고도가 크게 바뀌면서 계절 변

할 것이다. 어떤 행성이든지 아무리 자체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하여도 태양

화가 일어난다. 위도상으로 대략 우리나라의 중앙을 지나는 북위 38°
선상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바로 식기 시작할 것이다. 태양계의 어떤 행성도

본다면, 하짓날 남중 시각의 태양 고도는 75.5°(90°-38°
+23.5°)이고, 동짓날

1. 기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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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오늘날의 기후가 만들어진 이래로 태양에서 받아들이는
에너지의 양과 지구 표면에서 내보내는 에너지의 양이 평형을 유지
하고 있다. 만약 우주 공간에서 태양 에너지 100을 지구로 보낸다면,
그 중 지구 알베도에 의하여 30이 다시 우주로 돌아가고, 대기와 지
표면에서 복사되는 에너지 70을 받아서 균형이 유지된다. 지표면에서
는 태양으로부터 20, 대기와 구름의 반사와 산란으로 30, 대기의 복
사 에너지 103을 합하여 총 153의 에너지를 받고, 지구 복사에 의하
여 123, 전도와 대류 등으로 30을 대기로 내보내어 균형이 유지된다.
이는 대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만약 우주
[그림 4]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여름철 백야 현상(세종 과학 기지, 2005. 12)

공간이나 대기 혹은 지표면에서 위의 균형이 깨어진다면 현재와 다

[그림 5] 지구와 대기, 우주 공간에서의 열수지

른 기후가 나타날 것이다. 즉, 에너지의 균형이 깨어지면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만약, 대기가 지금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다면 기온 상승이 에너
지를 덜 받는다면 기온 하강이 일어난다.
같은 시각에는 28.5°(90°-38°-23.5°)로 그 차이가 47°
에 이른다. 즉, 북위
■ 알베도

38°
에서 동짓날 남중 시각의 태양 에너지는 하짓날 같은 시각에 비하여 23%

어떤 물체에 입사된 에너지에 대한
반사된 에너지의 비율 을 알 베도
(albedo)라고 한다.

정도를 받는 셈이다. 게다가 여름철에 비하여 겨울철에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므
로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의 강도가 약할 뿐만 아니라 받는 시간도 짧다. 그러
므로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

위도대별로 보면 에너지 수지의 불균형이 나타난다. 저위도 지역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들이지만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어서 열 과잉이 나
타난다. 고위도 지역에서는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보다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
너지가 많아서 열 부족이 나타난다. 자연은 열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차이가 공기의 이동을 유발한다. 고위도 지역의 열 부족과 저위도 지역의 열 과

지표면의 상태도 기후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지구의 평균 알베도는 0.3이다.
즉, 태양에서 지구로 입사되는 에너지의 30%가 공기 중의 먼지 입자나 구름, 지

잉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며, 이러한 대기 대순환이 현재
지구 표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기후의 원동력이 된다.

표면 등에 의하여 우주 공간으로 반사된다. 그 값이 금성은 0.65이고 화성은
0.15이다. 금성은 두꺼운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태양 에너지의 65%가 우주
로 반사된다. 반면에 대기가 적은 화성에서는 태양 에너지의 15%만이 우주 공
간으로 반사된다.
생활 탐구

열대림이 파괴되거나 산업 단지, 택지, 도로 등이 건설되면서 숲이 줄어들면
지표면의 알베도가 달라진다. 눈이나 빙하로 덮인 곳은 알베도가 높다. 그러므로
빙하 면적이 감소한다면 알베도가 낮아지면서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되어 기온이 상승할 수 있다. 또한 기온 상승은 빙하 면적의 감소를 유발하
기 때문에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빠른 속도로 지표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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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기후 현상 알아보기
오른쪽 사진은 물 컵 표면에 수증기가 응결하는 것을 보여준다.

01 물 컵의 표면에서 응결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해 보자.
02 이와 비슷한 사례를 생활 속에서 찾아보자.
1. 기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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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양

2

기후는 변화하고 있나
│학습 목표│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로 추정된다. 그런 시기에는 극지방에서도 빙하를 보기 어려웠다. 5,500만년 전
부터 장기적인 냉각이 시작되어 극지방에 빙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000만년 전부터 극지방의 빙하가 두꺼워지기 시작하였고, 200만년 전 무렵부
터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거대한 빙상과 산악 빙하가 등장하였다. 이 시기를 빙
하기(ice age)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추워진 것은 아니어서 빙하가 확장과 후퇴
를 반복하였다. 빙하가 확장하는 시기를 빙기(glacial period)라고 하고 후퇴하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극과 남극에서
그리고 알프스 산지에서 빙하가 녹아내리는 있다는 뉴스가 이어진다. 최근 10여

가장 최근의 빙하는 18,000~22,000년 전 사이에 두께와 범위가 최대였다.

년 동안 기후 변화와 관련된 뉴스도 다양하다. 2002년 여름에는 중부 유럽에

당시의 해수면은 오늘날보다 120 m 가량 낮아서 바다에 잠겨있는 베링 육교가

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하여 100여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그 해 봄에는 스위스

드러나 있었으며, 황해도 육지로 들어나 있어서 한반도와 중국이 연결되어 있었

의 알프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새로운 호수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 또한 대마도를 통하여 한반도와 일본도 연결되어 있어서 동해는 호수를 이

2001년에서 2002년으로 이어지는 겨울철에는 미국에서 기상 관측 사상 가
장 온난한 겨울을 기록하였다. 그런 가운데 2010년 1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상한파와 폭설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다양한 이상기상이 발생하였다. 2002년 여름에는 태
풍 루사의 영향으로 강릉 지방에 하룻동안 900 mm 정도의 비가 쏟아졌다. 아
마도 이런 정도의 비는 우리 일생에 다시 겪기 어려울 것이다. 그 여파로 영동
지방의 저수지와 도로가 붕괴되는 등 막심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2007년 9월에는 홍수 걱정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오던 제주도에 태풍 나리가
덮쳐 주민의 가슴에 물 폭탄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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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후로도 기온의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빙
하의 축소와 확장이 반복되었다.
6,000년 전부터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북아메리카에서 대륙 빙하가 완전히
사라졌다. 당시 기온이 최대로 상승하였던 시기는 기후적 최적기라고 불릴 만큼
식물 성장에 유리하게 온난하였다. 약 5,000년 전부터 다시 기온의 하강 경향
이 시작되었고 산지에서 빙하가 확장되었다.
지난 1,000년 동안의 기후는 오늘날보다 평균 기온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 변
동하였다. 11~14세기 사이에는 상당히 온난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이 전
해진다. 11세기 초반에 바이킹이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 식민지를 건설한 것

음 해 12월에는 서해안 지방에 폭설이 쏟아져 가옥과 축사, 온실 붕괴 등의 피

은 당시가 온난하였음을 보여준다. 서부 유럽 해안과 아일랜드, 잉글랜드 등에

해를 초래하였다. 2010년 1월에는 한파와 폭설 소식이 이어졌고, 봄철까지 추위

바이킹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그린란드에서도 목초가 자라고 영국의 포도 과수

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간 지방에

원에서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 무렵을‘중세의 온난기’
라고 부른다.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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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었다. 이때 베링 육교는 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인류와 동물

2004년 3월에는 폭설이 쏟아져 전국의 도로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고, 다

서도 뜻하지 않은 시기에 큰 비가 쏟아져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다. 분명

[그림 6] 사라지는 알프스의 론 빙하

는 시기를 간빙기(interglacial period)라고 한다.

[그림 7] 과거 1,000년 동안의 기후 변화(IPCC, 2001)

13세기 중반부터 15세기 중반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악화되기 시작하
였다. 이에 따라 아이슬란드에서 곡물 농업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기후 변화는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지속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구 역

감소하였고, 빙상이 발달하면서 그린란드는 고립되었다. 이후 점차 빙하가 확장

사를 통틀어서 가장 온난한 시기에는 오늘날보다 기온이 8∼15℃ 높았던 것으

하였고, 유럽 전역에서 겨울이 길고 추위가 심해졌다. 유럽에서 이 시기를‘근세
1. 기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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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근세의 소빙기’
의 기후 환경을 보여주는 그림(P.
Brueghel, 1601)

[그림 9] 관측 기기에 의한 기온 변화 기록

의 소빙기’
라고 부른다. 1816년에는 탐보라(Tambora) 화산이 폭발하면서‘여

그리고 1960년대에서 1970년대로 이어지는 기간에는 다시 기온이 낮아졌으

름이 없는 해’
로 이어져 한랭한 상황이 정점에 이르렀다. 당시 유럽에서는 밀 재

며, 그로 인하여 한랭화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심지어 1960년대

배가 실패하였고 그에 따른 기근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 춥고 음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것을‘1960년대 기후’
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아일랜드의‘감자 대기근’
도 이 무렵에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말부터 21
세기 초반까지는 그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온난화의 경향이 전

그렇다면 지난 100여 년 동안의 기후는 어떻게 변하였을까? 다행스럽게도 지

세계적으로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위도 대륙의 겨울과 봄철에

난 100여 년 동안은 과학적인 기기에 의하여 기상 관측이 이루어졌다. 그 이전의

는 온난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남극 대륙의 일부와 남반구의 해양

기후 변화가 지질학적인 증거나 역사적인 문서 등에 의하여 설명된 것에 비하여

과 같은 곳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기온 상승이 거의 없었다.

생활 탐구

훨씬 정량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100년 이상의 관측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상 관측소가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목포 등 5개소에 이른다.

전국의 기온 변화를 보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 기간에
관측소를 이전한 경우가 많고 기온 관측 방법이 여러 차례 바뀌기도 하였다. 더

지난 100년 동안의 기온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였지만, 전국 평균 기온은

욱이 장기간 꾸준하게 기온 관측을 행한 관측소도 많지 않다. 특히 개발도상국

0.74±0.18℃ 상승하였다(IPCC, 2007). 특히 최근 50년 동안의 상승 경향이 뚜

과 같은 곳에서의 도시화 경향은 도시의 열섬 효과(heat island effect)에 의해

렷하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2007)에 의하면 지난 50년 동안의 기

서 인위적으로 기온 상승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온 상승은 1.3℃/100년의 꼴로 이루어져 상승률만 놓고 보면 과거 100년 동안
의 2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알아보기
다음 그림은 서울의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어떻든 지난 100여 년 동안 0.74℃의 기온 상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값
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작은 값이 아니다. 과거 10,000년 동안의 기온 변화 폭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사이에는 오늘날보다 기온이 크게 낮았다. 당시

과 비교하여 보면 그 값의 의미는 훨씬 심각하게 다가온다. 지난 10,000년 동안

의 연평균 기온은 오늘날에 비하여 약 0.8℃ 가까운 차이가 있다. 이 무렵의 역

의 기온 변화 폭이 겨우 2℃에 불과하다. 물론 지난 1,000년 동안의 변화와 비

사 기록 속에는 당시의 기온이 낮았음을 보여주는 사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이

교한다고 하더라도 그 값의 의미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1,000년 동안 약 0.5℃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기근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20

의 변화 속에서 온난기가 있었고 소빙기도 있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세기 초반부터 서서히 기온이 상승하여 1940년대에는 최소한 1980년대 초반과

정도의 변화에 의하여 한 종족 혹은 한 나라가 흥망의 길을 걷기도 하였다.

01 서울의 기온 상승 경향을 전 지구적인
경향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02 서울과

전 지구 평균과의 차이는 왜

나타나는지 알아보자.

같은 수준까지 기온이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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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 변화의 증거는 무엇인가
│학습 목표│ 지
 구상의 기후 변화 증거를 열거할 수 있다.
우
 리 주변에서 기후 변화 증거를 찾는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토양의 생성 작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거의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토양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기후 환경과 다른 조건에서 형성된 토양이 있을 경우 그 성분을 분석하여 발달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당시의 기후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앙 아시아와 중국, 동부 유럽 등에서 발견되는 뢰스(loess)와 적색토도 기
후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한랭기에는 뢰스층이 발달하

아일랜드 서쪽 해안의 석회암 지대를 여행하다 보면, 육지에서 어패류 화석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그곳에서 멀지 않은 해안에 산호 모래가 넓게 분포한다.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하안 단구와 해안 단구도 과거의 기후 변화와

육지에서 발견되는 어패류 화석은 과거 바다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화석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보다 고온 다습한 간빙기의 기후 환경

된 어패류가 서식하던 시기에는 오늘날보다 해수면이 훨씬 높았음을 보여준다.

에서 발달한 범람원이 빙하기에는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단구로 변한 경우이다.

북위 50°
가 넘는 지역에서 분포하는 산호 모래는 그 곳에 언젠가는 열대 지
방과 같이 높은 수온에서 자라는 산호가 서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아일랜드에서
산호 모래가 발견되는 곳은 위도상으로 보아 열대 지방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왜 그런 곳에서 산호 모래가 발견될까? 열대 지방에 자리하고 있던 섬이 대륙
이동에 의하여 그 곳까지 이동하였거나 과거에 산호가 서식할 만큼 수온이 높
은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동·식물 화석은
당시의 환경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후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온난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빙하 지형, 해수면의 변동을 보여주는 흔적, 동·식물의 화석, 과거 왕조 시
대의 문서나 개인의 일기 등 무수히 많다. 그런 것을 정리하여 보면 크게 세 가
지로 나뉜다. 즉, 지표면 특성의 변화와 고생물학적 증거,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문서 등이다.
열대 지방에는 붉은색 토양인 라테라이트가 분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캄보
디아의 앙코르와트 등 열대 지방의 역사 유적 중에는 라테라이트를 이용하여
만든 고건축물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갈색 토양이 넓게 분포 하지만 구릉지에서
[그림 10] 아일랜드 석회암 지대에서 발견되는 연
체동물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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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온기에는 적색토가 발달한다.

그런 지형은 하천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고 고도가 높아서 오늘날에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범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지형에서는 강가에서나 볼 수
있는 둥근 자갈이 쉽게 발견된다. 둥근 자갈은 그 곳이 범람원이었을 때 운반되
어 퇴적된 것이다. 즉, 하안 단구와 해안 단구는 오늘날보다 훨씬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으로 해수면이 상당히 높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해저 퇴적물도 과거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해저 퇴적물

[그림 11] 우리나라의 붉은색 토양(위),
라테라이트를 이용한 열대 지방의 유
적(아래)

에는 해양에 살던 유기체의 잔해가 남아 있다. 유기체가 죽으면 그 껍데기가 서
서히 해저로 가라앉아 퇴적물의 일부가 된다. 기후 조건에 따라서 서식하는 유
기체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해저 퇴적물을 분석하여 과거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껍질이 탄산칼슘인 미생물 유기체는 산소 동위 원소 비율을 잘 보존
하고 있어서 기후 변화의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최근 심해 시추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저 3 km 이상의 깊이까지 퇴적물 코어
를 얻을 수 있다. 해양 퇴적물의 시추 코어에 층별로 나타나는 탄산칼슘 농도에
의해서 과거 해수면 온도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빙하기에 형성된 퇴적물은
탄산칼슘의 농도가 낮은 반면, 간빙기에는 고농도의 탄산칼슘을 분비하는 플랑

접수미

크톤이 많아서 당시 퇴적물에 탄산칼슘의 농도가 높다.

붉은색의 토양을 쉽게 볼 수 있다. 여기서 열대 지방의 라테라이트는 오늘날의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 등의 빙상에서 얻어내는 빙하 코어도 기후 변화의 중

고온 다습한 기후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이 고온 다습하여

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매년 내리는 눈이 녹지 않고 쌓이면서 얼음을 만들

[그림 12] 과거의 기후 환경 하에서 형성된 지형인
하안 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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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산소 동위 원소에 의하여 구한 그린란드의 기온 변동

고 기포가 만들어진다. 각 얼음과 기포에는 대기의 성분을 포함한 당시 기후 조

반면에, 온난한 시기에는 16O이 바다로 돌아가서 빙하 속의 16O의 비율이 감

건을 반영하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시추하여 얻을 수 있는 빙하

소하고 해양에서는 18O의 비율이 감소할 것이다. 즉, 18O의 동위 원소는 온난다

코어를 분석하여 시기별로 다양하게 변화한 기후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오

습한 시기의 빙하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한랭한 시기에는 그 비율이 적다.

늘날 빙하가 없는 지역에서 빙하와 관련된 지형이 발견되는 것도 그 지역이 과거

그러므로 빙하 속의 얼음과 눈에 포함된 산소 동위 원소를 분석하면 과거의 기

빙하로 덮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껍데기가 탄산칼슘(CaCO3)인 미생물 유기체에

호수의 퇴적물이나 이탄, 동굴 퇴적물 등에는 식물의 화석이 남아 있을 수 있
다. 이런 식물 화석은 과거 식생의 분포와 이동, 수목 한계선 등을 추정할 수 있
는 자료가 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당시의 기온과 강수량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오늘날의 기후 환경과 다른 식물 화석은 기후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이다.

는 16O/18O의 비율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심해 퇴적물에서 구할 수 있
는 미생물 유기체의 껍데기에서 채취한 산소 동위 원소 비율도 빙하의 확대와

우리주변에 기후 변화의 증거를 찾아보기

축소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01 우리나라에서 조선 시대의 기후를

각종 기록이 전해지기 시작한 이후는 기후 변화에 대한 증거가 보다 명확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찾아 보아야 할지 알아보자.

게 담겨 있다. 특히 문서로 전해지는 기록 속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

02 선사 시대 이전의 기후를 조사하기

거가 남아 있으며 기상 현상의 출현에 대한 것, 기상과 관련된 자연현상에 대한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는
자 료 로 는 어떤 것이 있 을지
찾아보자.

나무의 나이테는 비교적 최근의 기후 변화의 증거를 보여준다. 호수 퇴적물에

것, 생물의 계절 변화에 대한 것 등이 있다. 기상 현상의 출현에 대한 기록은 온

쌓여 있는 화분은 과거의 기후를 해석하는 데 유용한 상태로 잘 보존된 경우가

난현상과 폭설, 서리, 폭풍 등에 대한 것이다. 이런 것은 일기나 편지, 모험담,

많다. 화분은 당시의 식생 분포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층별로 다르게 쌓여

개인의 기록, 행정 기록 등에 남아 있다. 기상과 관련된 자연 현상 자료는 한발

있을 경우 시기별로 식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과 홍수, 하천의 동결, 해빙 시기, 방하의 이동 등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런 자

산소 동위 원소 분석 결과도 기후 변화의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16O과 비교적 무거운 18O의 비율 차이에 의하여 당시의
기후 특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수증기(H2O) 중의 산소 분자는
나이다. 이 중

16O이

16O과 18O

가벼우므로 해양에서 빨리 증발하여 강수 중에

중하

16O을

풍

부하게 포함할 수 있으며, 바다에는 무거운 18O이 남아 있게 된다. 그러므로 빙
하가 확대되는 기간에는 가벼운

16O이

생활 탐구

료를 이용하여 지난 4세기 동안의 알프스 빙하의 이동이 복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시대 이후의 기후 변화를 알려주는 다양한 정보가 기
록으로 전해진다. 삼국사기에는 삼국 시대의 기후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고려
사와 증보문헌비고에는 고려 시대의 기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조선 왕조 실록
과 일성록, 풍운기 등에는 조선 시대의 기후 자료가 들어 있다.

빙하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바닷물

에는 18O의 농도가 높다.

[그림 14] 시기별로 다양한 환경을 보여주는 호수 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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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를 이끄는 힘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적인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자전축의 기울기는
23.5°이지만 시기에 따라서 21.5°에서 24.5°사이에서 변해왔다. 자전축의 기
울기가 클 때는 여름과 겨울의 기후차가 더욱 커지고, 기울기가 작을 때는 계절
차도 적어진다.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는 낮과 밤의 길이 차이를 가져와 계절 변
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16]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지구는 타원 궤도를 따라서 공전하고 있으며,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를 원일점, 가장 가까워졌을 때를 근일점이라고 한다. 근일점일 때가 원일점일 때
만약 한여름에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2010년 봄에
아이슬란드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은 유럽의 항공 대란을 유발하였다. 물론 우
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그 여파가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도 유럽으로 향하는 대부분의 항공편이 취소되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항
공 대란 수준으로 끝난 것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더 큰 규모의 화산이 한
여름에 중위도 지방에서 폭발한다면 그 영향은 어떨까?

[그림 15] 하아이 킬라우에 화산 폭발 장면

보다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근일점과 원일점일 때 태양과의 거리
차이는 3%이지만, 지표면에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는 6%에 이른다.
오늘날 근일점은 남반구의 여름철일 때이며, 원일점은 북반구의 여름철일 때
이다. 즉, 1월에 7월보다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남반구

[그림 17] 근일점과 원일점의 변화

의 여름이 북반구의 여름보다 더 뜨거울 수 있고 북반구의 겨울은 남반구의 겨
울보다 더 온화할 것이다. 그러나 근일점과 원일점은 일년에 11″씩 공전 방향

화산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여름의 화산 폭발은 다른 계절에 비하여

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10,500년 후에는 오늘날과 정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중위도에서 폭발한 화산재가 상층의 편서풍을

즉, 북반구의 여름이 근일점에 해당하고, 남반구의 여름이 원일점에 해당하게

타고 지구를 둘러싸게 되면, 그 화산재는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

된다. 이런 공전 궤도의 변화는 지표면의 냉각과 가열 패턴의 변화를 일으켜 지

을 차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화산재의 영향을 받는 지표면에서는 기온이 오

역별 기후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르지 못하고 일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

지구 물리학자인 밀란코비치는 공전 궤도의 변화와 자전축의 변화를 이용하

된다면 지표면에서 냉해가 발생하고, 심각한 경우 여름이 없는 해가 될 지도 모

여 지표면에서 받아들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그는 빙하기

른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여름이 없어진다면 당장 벼농사가 어려워진다. 우

와 간빙기의 출현을 이와 같은 태양과 지구의 관계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

리나라에서 한 해의 벼농사를 망치게 된다면 경제적 손실은 계산하기도 어려운

으며, 오늘날의 많은 과학자도 이런 궤도의 변동이 비교적 큰 규모의 기후 변화

수준이 될 것이다. 만약 그런 피해가 중위도 지역 전체에 미칠 경우 지구 전체가

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여기고 있다.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지구상의 기후 변화는 전적으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
기후 변화는 다양한 요인으로 일어났지만, 적어도 산업 혁명 이전까지는 자
■ 이심률
이차 곡선이 갖는 상수의 하나로,
이심률이 1보다 작은가, 큰가, 또는
같은가에 따라서 타원, 쌍곡선, 포물선이
결정된다. 또, 이심률 e→0인 극한의
경우가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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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인 요인에 의하여 일어났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태양과 지구의 관계 변화,
태양 활동도의 변화, 화산 활동, 해양 순환의 변동 등이다.
지구는 일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공전 궤도와 자전축의 기울
기, 이심률 등이 변한다. 이와 같은 지구의 공전, 자전과 관련된 운동은 장기

로 태양 활동도의 변화는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태양 복사 에너
지는 태양 활동의 강약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1∼2%만 변하여도 소빙기의 수준으로 추워질 수 있
으며,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2% 감소한다면 빙기로 돌
아갈 수 있다. 태양 활동도의 변화는 흑점 수의 변화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1. 기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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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태양 흑점수는 불규칙적이기는 하지만 대
략 11년을 주기로 극대기와 극소기가 출현하고 있다. 이런 태양 흑점 주기의 변
화는 영국의 기온 변동과 미국의 가뭄, 나일 강의 범람 기록 등과 비교적 잘 일
치한다. 과거의 문서 기록에 의해서 1700년경까지 태양 흑점 주기가 확인되었
다. 그 결과에 의하면, 한랭한 시기에 포함되는 1645∼1715년 사이에는 태양 흑
점이 없는 해가 있을 정도로 그 수가 적었으며, 그 시기를 마운더의 극소기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세인트헬렌즈의 폭발은 북반구 기온을 0.1℃ 하강
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엘친 촌 화산은 0.3∼0.5℃의 냉각 효과가 있었다.
영화 투모로우에서는 해빙이 또 다른 새로운 빙기를 초래하는 상황을 묘사
하였다. 극지방의 빙상이 녹아서 대서양으로 유입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까? 영화 속에서는 빙하가 녹은 차가운 물이 대서양으로 흘러들면서 해류의 순
환을 바꾸어 놓게 된다.

부른다. 그때는 역사 시대 이래로 가장 추웠던 소빙기에 해당한다. 반면, 온난한
시기에 포함되는 1100∼1250년 사이에는 태양 흑점 수가 이상적으로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만에서 북아메리카 동쪽을 따라 북대서양으로 북상하는
해류가 방향을 바꾸게 된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받는 지
역에 엄청난 한파가 닥쳐 새로운 빙하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산 폭발로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화산재는 비교적

화이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다.

단기적인 기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기 중으로 쏟아진 화산 먼지

[그림 18] 태양 흑점 수의 변화

[그림 20] 영화‘투모로우’
의 포스터

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응결핵 역할을 하여 운량도 증가시

이와 같이 해양 순환의 변동은 장기간의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켜 기온을 하강시킨다. 특히 화산 폭발 시 분출되는 황은 대기 중에서 황산 에어

해양 순환은 온도와 염도의 차이에 의해서 시작된다. 겨울이 되면 그린란드와

로졸로 바뀌어 태양 복사를 차단하므로 냉각 효과를 일으킨다. 황산 에어로졸은

아이슬란드 주변 북대서양은 염도가 높아지고 북극 기단의 영향으로 냉각된다.

1∼5년 동안 대기 중에 남아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갑고 밀도가 높은 물은 가라앉으면서 심해를 통하여 저위도로 이동하여 남대
서양을 지나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이동한다.

최근의 여러 증거가 화산 활동과 기후 변화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아궁(Agung) 화산의 폭발로 열대 대류권의 온도가 1℃ 하강
하였고, 북위 60°이북에서도 기온이 0.8℃ 하강하였다.
또한 1815년에 폭발한 탐보라(Tambora) 화산과 1883년의 크라카토아
(Krakatoa) 화산도 5년여 동안 전국의 기온을 0.2∼0.5℃ 하강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탐보라 화산이 폭발한 다음 해는 기기에 의한 관측 이래 가장 기

[그림 19] 화산 폭발과 기온 변화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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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대서양의 차가운 물이 가라앉은 자리로는 저위도에서 이동하여 온 따
뜻한 물이 채워진다. 북쪽으로 이동하는 물은 증발하면서 염도과 밀도가 높아
지므로 다시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다. 이런 해양의 순환을 컨베이어 벨트
라고 하며, 열대 지방의 막대한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컨
베이어 벨트에 이상이 발생하면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온이 낮은 해로‘여름이 없는 해’
라고 불릴 만큼 한랭하였다. 영국과 독일, 프랑

그린란드에서 시추한 얼음 코어와 해양 퇴적물 분석에 의하면 마지막 빙하기

스 등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1816년 여름이 한랭하였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동안 컨베이어 벨트의 대규모 변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그린란드 주변

6월에도 폭설이 내리고 7월과 8월에 서리가 내려 농작물이 냉해를 입었다.

을 한랭한 기후에서 갑작스럽게 온난한 기후로 바뀌게 한 것이다.

뉴잉글랜드의 6월 기온은 평년보다 3.5℃ 낮았고, 7월과 8월도 평년보다 1∼

컨베이어 벨트가 강하게 움직일 때는 북부 유럽의 겨울이 상대적으로 온화하

2℃ 낮았다. 비교적 최근에 폭발한 미국의 세인트헬렌즈(St. Helens; 1980년) 화

고 습윤하다. 반면 약화되면 북부 유럽은 훨씬 추워진다. 심할 경우 영화 투모

산과 멕시코의 엘친촌 (El Chinón; 1982년)화산, 필리핀의 피나투보 (Pinatubo;

로우에서 벌어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1] 태양의 컨베이어 벨트

1991년) 화산은 발달된 과학 기술 수준으로 화산 폭발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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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와 인류
│학습 목표│ 인
 간 활동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기
 온 상승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얼마전‘소의 방귀와 트림을 줄여 돈을 벌자’
는 기사가 등장하였다. 소가 배
■ 온실 효과
대기를 가지고 있는 행성 표면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가 대기를 빠져나가기
전에 흡수되어, 그 에너지가 대기에 남아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출하는 온실 기체인 메탄의 양이 소형 자동차 한 대가 내 뿜는 이산화탄소의
양 만큼 온실 효과에 기여한다는 말까지 이어졌다. 이런 기사는 2006년 유엔
식량농업 기구(FAO)의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오류가 있음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 때 유명인들이 육식을 줄이고 채식으로 바꿈으로써 지구 온
난화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전 지구적인 기온 상
승이 심각한 상황이며, 거기에는 인간의 활동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구상에 소가 대략 130억 마리에 이르니 배출되는
메탄의 양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과학자들이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
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이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소위 지구 온난화와 1970
년대에 정점에 이르렀던 사헬 지대의 사막화가 계기가 되었다. 최근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 기체의 농도 증가에 의한 온실 효과 때문이란
견해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이 온실 기체 농도의 변
화 추이를 예측하는 것과 그에 따른 미래 기후의 예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의 활동은 두 가지이다. 즉, 인간의 활
동으로 야기된 지표면 상태의 변화와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한 온실 기체의 증
가가 오늘날 기후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지표면 상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인류는 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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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벌목으로 파괴되는 열대림

불은 지구상 광대한 지역에서 삼림 파괴를 야기하였다. 열대 지방의 사바나 초
원과 북아메리카의 프레리, 동부 유럽의 초원 등도 과거 삼림 지역이 불에 의하
여 변형된 사례이다.
인구 팽창으로 인한 농업 지역의 확대도 삼림을 파괴하였다. 중국의 광대한
삼림 지역과 지중해 지방, 유럽의 서부와 중부, 북아메리카 등에서 농업을 위하
여 삼림이 제거되었다.
농업이 일찍 시작된 유럽에서는 소규모의 숲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
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이후 식량 증산을 위하여 야산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숲이 경작지로 바뀌었다. 동남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유역 등
에서 벌어지고 있는 열대림 파괴도 지표면을 변화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과 가축 사육, 농업 등을 통하여 지표면을 변화시키고 있다. 수렵 활동으로 생

오늘날에는 도로의 건설이나 택지, 산업 단지 등을 만들기 위하여 숲이 파괴

명을 이어가던 시기에는 사냥을 쉽게 하기 위하여 불을 사용하였으며, 오늘날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숲이 제거되면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에도 방목을 위하여 초원 지대에 대규모로 불을 놓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런

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지표면 상태가 바뀌면 알베도가 달라지면서 지
1. 기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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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이 반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늘거나 감소하여서 열수지의 균형을 깰 수

다. 초과된 이산화탄소와 그 밖의 다른 온실 기체

있다. 또한 숲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만큼 대기 중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

에 의해서 가해지는 복사 강제력이 1700년대 중

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그러므로 숲이 제거되는 것은 중요한 온실 기체인 이

반에서 오늘날까지 약 2.63W/㎡가 증가하였다.

산화탄소의 흡수원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기온 상승의 주요 원인은 온실 기체에 의한 온실 효과로 인식되고 있

로 약 63%이다. 온실 기체의 증가가 지난 100여

다. 대기의 온실 효과는 선택적 흡수에 의해서 일어난다.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년 동안 온난화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

는 주로 자외선인 태양 복사 에너지는 통과시키지만 적외선인 지구 복사 에너지는

명하다. 그러나 나머지 자연적 기후 변동이 온난

흡수한다. 그러므로 대기를 통과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표면을 가열시키고, 태

화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의문이 남

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지구는 새로운 자신의 에너지를 대기로 내보낸다.

을 수 있다. 또한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이산화탄

이런 지표면이 내보내는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한 후 재방출하여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기체의 농도가 증가하
면 온실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온실 효과
를 일으킬 수 있는 기체를 온실 기체라 하고, 이산화탄소와 메탄(CH4), 아산화
질소(N2O), 프레온 가스(CFCs)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대기 중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일부가 식물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해양
에 녹기도 하지만, 45∼50%는 그대로 남아 있다. 얼음 코어와 마우나로아 관측
소의 자료에 의해서 얻어진 과거 1,000년 동안의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보
면, 산업 혁명 이후에 그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화석 연료의 소비가 계속된다면 21세기 후반에는 600ppm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온실 효과는 과거와는 크게 다른 양
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의 기후 모델은 온실 기체 농도의 증가로 금세기 말
에는 1990년에 비하여 1.8∼4.0℃의 기온이 상승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만약 대기 중에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 기체가 없다면, 지표면의 평
균 기온은 지금보다 33℃ 낮은 -18℃로 지표면에는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와 대기에서 내보내

[그림 23] 온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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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이산화탄소에 의한 것은 1.66W/㎡ 정도

소의 농도가 30% 정도 증가하였다면 왜 기온 상
승이 그것에 못 미치는가 하는 의문도 남게 된다.
메탄은 대기 중의 그 농도에 비하여 온실 효과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 중의 메탄 농도는

[그림 24]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1,774ppm로 이산화탄소에 비하여 훨씬 적은 양
이지만,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30배 이상 열을 더 흡수할 수 있다.
메탄은 산소가 부족한 늪과 이탄층, 습지 등이나 그 외에 가축의 방목과 흰개
미의 배설물 등에서 방출된다. 또한 논도 중요한 메탄의 발생지이다. 인구가 증가
하면서 가축 사육과 논의 면적도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므로 메탄의 농도는 인
구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서 1800년대에 비하여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아산화질소도 농업 활동과 관련되어 증가하였다. 농부들이 작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질소 비료를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질소가 들어가
아산화질소를 만든다.
또한 화석 연료가 고온에서 연소될 때도 아산화질소가 생성된다. 이 기체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양은 많지 않지만, 존재 기간이 150년으로 긴 편이다. 아
산화질소의 온실 효과 기여율은 메탄의 절반 정도이다.

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있어서 지구와 대기 사이의 복사

프레온 가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냉장고 등의 냉매로 사용

평형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온실 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 평형이 깨어질 것이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기체이다. 프레온 가스는 오래 전부터 성층

■ 화석 원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지하 매장
자원을 이용하는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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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트리올 의정서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정식
명칭은‘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다.

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주목받았다. 이 기체의 온실 효과 기여율은 메

의 기온이 상승하였지만 대류권의 공기는 0~0.2℃만이 가열되었다. 그러나 이

탄과 비슷하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발효로 프레온 가스의 생산은 중단되었지

미 설명한 것처럼 지구의 기온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그 경향

만, 그 생존 기간이 길어서 당분간 온실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더욱 뚜렷하다. 뿐만 아니라 기온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세계 곳곳에서 출현

오늘날의 다양한 기후 모델은 온실 기체의 증가에 따라서 2100년에는 1990
년 보다 1.8~4.0℃ 기온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낮
은 값인 1.8℃만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100여 년 동안 상승한 것의 3배
에 이른다. 만약 최댓값인 4.0℃의 기온이 상승한다면 지구 전체를 황폐화시
킬 수 있는 정도이다. 21세기의 온난화는 우리가 20세기에 경험한 것이나 과거
10,000년 동안의 어떤 온난화보다도 훨씬 강할 것이다.

하고 있다.
기온 상승의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차적인 것은 빙하의 후퇴
이다. 유럽의 알프스 빙하 등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보고가 나온 지 이미 오래되
었다. 빙하가 녹으면 유빙수가는 해양으로 흘러들어 해수면을 상승시킬 것이다.
해안선이 긴 일부 국가에서는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해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는 몇 가지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우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불확실하다. 현재 해양과
육지의 식물이 인류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절반 정도를 흡수하면서 해양이
기후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해양이 이산화탄소 농도
의 증가와 온난화에 미치는 정확한 효과는 불명확하다.
또한 기온 상승은 대륙에서 이산화탄소의 방출과 흡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툰드라 지역은 최근까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
탄소보다 흡수되는 것이 더 많았었는데, 최근 35년 동안 급격하게 기온이 상승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여름철에 얼음이 녹으면서 이탄에서 대기 중으로 이
산화탄소를 방출하기 시작하였다. 즉, 오늘날 툰드라의 여러 지역이 이산화탄소
방출원으로 바뀌었다.
현재 삼림 파괴도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의 1/4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토지 이용 변화가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삼
림 파괴가 오늘날과 같은 속도로 계속될지 아니면 숲이 늘어 날 것인지 하는 것
도 불확실한 문제이다. 또한 미래에 국가별로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줄이기 위
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불확실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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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시나리오별 기온 상승

기온 상승은 이외에도 농업을 포함하여 각종의 산업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작물 분포의 이동이나 생
태계의 변형 등에 대한 보고가 점차 늘고 있다. 비록 미래의 기후에 대한 다양
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냥

최근 기온 상승에 대한 비판적인 면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지난 20여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 기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

동안 지표면이 빠르게 가열되었지만 대류권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도 그

불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로 우리가 기후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

중의 하나이다. 위성 관측에 의하면 1979년 이래로 지표면에서는 0.25~0.4℃

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 기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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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과학

2
과학 교양

1

차시

에너지와 식량

에너지와 석탄
│학습 목표│에너지로써 석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석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2004년 개정된‘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과

에너지로 정의한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2006년 제정된‘에너지 기본법’
에 의하면, 신재생 에너지란 기존의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재생 에너지 8개 분야와 연료 전지,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

석탄 액화 가스화 및 중질 잔사 유가스화, 수소 에너지 등 신에너지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3개 분야로 총 11개 분야로 구분한다.

느려서 한번 추출되고 나면 매장되었던 양만큼 다시 채워지기 어려워서 재생이 불가능하며,
결국 고갈된다. 그러나 현재 화석 연료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특정 에너지 자원은 얼
마 되지 않아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사용하더라도 고갈되지 않는다. 하지만 물, 바람, 태양열, 조류, 지열 등
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상의 문제

에너지라는 말은 원래‘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라는 물리학적 의미를 지니는데, 이러한 원

점을 가지고 있다.

래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석유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과 같이 에너지원이라는 뜻으
로도 쓰인다. 인류 최초의 에너지원은 인력이었으며, 농경 시대에는 인력과 함께 축력을 사용
하였다. 불의 발견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사용의 계기가 되었으며, 중세에 이르러서는 수차
와 풍차, 그리고 화약의 발명은 자연과 인공 에너지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
세계 에너지 자원은 지역적 편재가 심하기 때문에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국제적
으로 이동이 활발하다. 즉, 세계 에너지 자원은 생산과 공급이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공간적 이

18세기 산업 혁명 이전까지는 수력, 풍력, 신탄(땔나무와 숯) 등 주요 에너지원이었으며, 증기

동을 통하여 불균형을 해소한다. 예를 들어, 세계 석탄의 90%와 석유의 80%가 북위 20°이북

기관의 발명에 따라 석탄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등장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 내연 기관의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반면, 수력 전기 생산의 80%는 북위 20°이남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발명에 따른 자동차의 보급으로 석유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등장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주에너
지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원자력 에너지의 실용화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원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원전 건설 비용, 안전, 방사
능 폐기물, 무기용 핵연료 정제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 비중은 거의 답보
상태이다.

1970~2000년 사이에 세계 에너지 소비는 약 48% 증가하였다.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2000~2030년 사이에는 세계 에너지 소비가 약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최
근 지구 온난화 등의 여러 가지 환경적 재난의 위협이 있다할지라도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
는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특히 자동차 운행에 의한 에너지 소비가 세계

지난 200년 동안 사용해왔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는 그 생성 과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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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 에너지와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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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석탄층의 생성

당 에너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에너지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합쳐 보았을 때에 남는 나라와 모자라는 나라를 살펴보면, 대
다수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에너지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 서남 아시아
와 북아프리카의 산유국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지역만이 부족하지 않다.

은 나무는 곧 썩어서 분해되어 없어지지만, 물속에서는 썩지 않고 오랫동안 거의 그대로 보존
된다.
이와 같이 물밑이나 습지에 쌓인 식물의 유체가 변질·분해되어 토탄을 이루었다가, 지각 변
동과 퇴적 작용에 의해 그 위에 두꺼운 퇴적층이 쌓이게 되면 상부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된다. 토탄층이 땅속에서 이러한 압력과 열을 받게 되면 탄화 작용이 일어나는데, 식물의 주요

│석탄의 생성과 분포│

구성 성분인 수소·질소·산소 등의 대부분은 서서히 달아나 버리고 나중에는 탄소를 주성분

석탄은 과거에 퇴적된 식물체가 오랜 기간에 걸쳐 땅속에서 탄화 작용을 받아 형성된 가연

으로 하는 물질만 남게 되어 석탄이 생성된다.

성 암석이다. 고생대 석탄기·페름기와 같이 지구 환경이 따뜻하고 습윤할 때에는 식물이 번성
하여 큰 삼림을 이루었다.
시베리아

그러한 지질 시대에 번성했던 식물은 대체로 습지나 얕은 물밑에 뿌리를 내리는 종류였으므로

카자흐스탄
석탄기 대륙의 분포
북중국

죽은 유체가 물속에 쌓여서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두꺼운 층을 이루게 되었다. 마른 땅 위에서 죽

북미
남중국
고 테티스해

산맥

남미

동남아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남극

고생대 석탄기 대륙의 분포와 석탄층 생성 지역의 분포

[그림 29] 고생대 석탄기 대륙의 분포와 석탄층 생성 지역의 분포

석탄은 고생대~신생대 지층 속에 매장되어 있는데, 특히 고생대 석탄기와 페름기, 중생대
[그림 26] 세계의 에너지 자원별 소비 구조의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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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소비

트라이아스기와 페름기 지층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에 따라 석탄은 주로 북반구의 중위도 지
2. 에너지와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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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화도
석탄화의 정도를 말한다.
탄소의 정도가 진행된 석탄
일수록 고정탄소의 함유량이
많고 휘발분이 적다. 무연탄이
가장 탄화도가 높은 석탄으로
고정 탄소의 함유율은
90~95% , 발열량은
7,000~8,000 kal/kg에 이른다.

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서구 선진국들의 산업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자원이다.
석탄은 부피가 크며 수송하기에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산업화 초기에는 석탄 산
지 근처에 공장이 입지하였다.

제철용(코크스용) 역청탄은 철광석, 석회석과 함께 용광로에 넣어 고품질의 철
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며, 화력 발전용(증기용) 역청탄은 발전소에서 증
기를 발생시키기 위한 연료로 사용된다. 최근 증기용 역청탄은 세계적으로 그 수
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코크스용 역청탄에 대한 수요는 지역적으로

석탄은 탄화의 정도에 따라 토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으로 분류된다. 탄화도가 낮은 것은
갈색을 띠고, 탄화가 진행됨에 따라 흑색으로 변하여 광택을 더한다.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과 같은 신흥 공업국에서는 철강 생산량이 확장되고 있어 그 수요가 증가하

게 붙고 탈 때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 무연탄의 발열량은 약 9000 kcal/kg 상회하며, 주로 난

고 있다. 또한 역청탄은 아스피린에서 나일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의 생산

방용과 발전용 연료로 사용된다.

을 위한 화학 공업 원료로도 사용된다.

으로 사용되었던 시절에는 겨울철 가스 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무연탄은 세계 석탄
생산량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석탄 생산량(%)
5.4
총 45억
오스트레일리아
1,280만 톤
5.9
인도
9.0
미국
11.8

<지리통계요람 2009>
석탄생산량

[그림 31] 석탄 생산량(2009년)

역청탄은 전체 석탄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아
서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갈탄은 중생대 백악기와 신생대 제3기에 생성되었으며, 탄소 함유량이 70% 정도로 낮기 때

역청탄은 고생대와 중생대에 걸쳐 생성되었으며, 무연탄 다음으로 탄화도가 높다. 그리고 역

문에 원목의 형상, 나이테, 줄기 등의 조직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갈탄은 다

청탄은 다량의 휘발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될 때 화염과 연기가 나서 유연탄이라

른 석탄에 비하여 수분, 휘발분이 많아서 탈 때에 냄새가 심하고 연기가 많이 난다. 갈탄은 불

부른다.

은 잘 붙지만 열량이 4,000kcal/㎏ 정도로 낮기 때문에 주로 가정용이나 액화용 연료로 사용

역청탄은 무연탄보다 탄소의 양은 적은 편이며 불이 잘 붙고 탈 때에 노란 불꽃을 내며 화
력이 무연탄보다 강하다. 역청탄은 발열량이 높아서 주로 화력 발전용, 시멘트 소성용, 제철용,

중국
48.9

선진국에서의 석탄 수요는 이미 정점에 도달한 반면에 브라질, 한국, 인디아,

무연탄은 주로 고생대에 형성되었으며, 탄소 함유량이 약 90% 정도로 가장 많아서 불이 늦

무연탄은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연탄이 주로 난방용

기타
19.0

된다. 갈탄은 미국, 독일,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매장량이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두
만 지괴와 길주·명천 지괴의 제3기층에 주로 분포한다.

화학 공업 원료용 등으로 사용된다.

생활 탐구
0

3,000km

도네츠크

쿠즈네츠크
푸순

카라간다
다릉

애팔래치아
다모다르

트란스발

<해운통계요람 2006>

석탄 주요 생산지
석탄의 이동

[그림 30] 석탄의 생산과 이동

1,000~3,000

뉴캐슬

3,000~5,000 5,000만 톤 이상

■석탄 개발과 환경 문제
탄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
경 문제를 조사해 보고, 그 사례
지역을 찾아 조사해 보자.

석탄의 생산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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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양

2

록도 있으며, 12세기 이슬람 세력이 스페인을 침공하면서 석유가 전해졌다고 알려지고 있다. 15

석유
│학습 목표│ 에
 너지로서의 석유의 중요성과 정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세기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탐험할 당시에 그곳 원주민들이 석유를 사용했었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인들은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중국에서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했었다고 주장한다. 한
나라 때 반고(32~92)가 쓴‘한서(漢書)’
에 석유를 사용하였다는 최초의 기록이 나온다. 송나
라 때 심괄(1031~1095)은‘석유는 얼핏보면 옻나무의 진액과 다름없이 보이며, 태우면 짙은
연기를 내고 센 불길을 낸다. 그 연기로 먹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든 먹으로 쓴 글은 옻

석유가 석탄의 지위를 차지하고 난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석유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석유의 가채 연수는 약 42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통계대로라면 2050년
에 세계의 석유는 바닥이 난다. 그런데 지난 40년 간 발표된 가채 연수는 계속
30~40년을 유지하고 있다. 그 까닭은 확인 매장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석유 탐사 기술과 채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유전이 계속 개발되어 왔
고 지금도
계속 유전들이 발견되거나 개발되고 있다.
천연가스

100(년)

80

2007년 말 현재 석유의 확인 매장량은 1조 2379배럴이며, 이 중 61%가 중동

60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전 세계
60년
석유

유 자원이 지니고 있는 매장의 유한성과 편재성, 그리고 소비 지역의 편재성 때

20

0

석탄

석유의 46%를 소비하면서도 그 매장량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석

40

문에 석유를 둘러싼 다양한 국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

은

동

납

철 석회석 고령토 석탄

42년

133년(BP, 2008)

(대한광업진흥 공사, 2007)

우리나라 주요 자원의 가채 연수

천연가스

세계 주요 에너지 자원의 가채 연수

│석유의 역사│
석유(石油)라는 말은 영어의‘petrolium’
을 번역한 말인데, 이 단어는 라틴
어의‘petra(암석)’
와‘oleum(기름)’
을 합성하여 만든 것이다. 즉‘돌에서 얻은

60년
석유

석탄

기름’
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동서양 어디에서 처음으로 석유를 사용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회석 고령토 석탄

42년

133년(BP, 2008)

대한광업진흥 공사, 2007)

연수

세계 주요 에너지 자원의 가채 연수

[그림 32] 우리나라 주요 자원의 가채 연수(위)와
세계주요 에너지 자원의 가채 연수(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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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로 쓴 것처럼 윤기가 돈다.’
라고 기록했다.
중국의 고서에는 석유가 비즙(肥汁), 수비(水肥), 석지(石脂), 화유(火油), 맹화유(猛火油),
석뇌유(石腦油)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전해진다. 5~6세기 남북조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현재의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구자국이란 곳의 산중에서 끈적거리는 액체가 흘러나와 개울을 이루어
몇 리를 흐르다가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역사를 지닌 석유는 19세기에 와서야 현대적 의미의 에너지 자원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더 타임스 1861년 1월 21일자‘1859년 11월 미국 펜실베이니
아 주에서는 석유를 뽑아내기 위해 유정(油井)을 팠다.’
라는 보도 기사가 실렸다. 이것이 현대
적 의미의 최초 석유 시추 성공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자 석유의 용도가 매우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879년 에디슨(Thomas Edison, 1847~1931)에 의한 전등의 발명, 1883년 다임러
(Gottlieb Daimler, 1834~1900)에 의한 가솔린 기관 자동차의 발명, 1893년 디젤(Rudolf
Diesel, 1858~1913)에 의한 디젤 기관의 발명 등이 이끌었다. 바로 이전 시기의 산업 혁명 시
대를 이끌었던 증기 기관의 주요 에너지원은 장작과 석탄이었다. 가솔린 기관의 등장으로 증
기 기관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10년 이후 석유의 생산량은 석탄의 생산량보다 10배 이상 증가해왔다. 그 후
제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석유 산업은 더욱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고대 서양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 땅에서 저절로 올라온 석유를 윤활유로

왜냐하면 20세기 초반에는 전등의 발명으로 등유의 수요가 감소했으나, 자동차의 발명에

쓰거나 설사제로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기원전 400년경에는 페르시아가 아테네

따라 그 때까지 폐기물에 불과했던 가솔린이 중요한 석유 제품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특

를 공격하면서 석유를 화살촉에 발라서 화공에 이용하였다고 한다. 13세기경 미

히 1903년 포드(Henry Ford, 1863~1947)가 포드 자동차를 설립하고, 독자적인 생산 방식을

얀마와 카스피 해 연안에서 간단한 채굴 도구를 사용하여 석유를 채굴했다는 기

도입한 덕택으로 가솔린의 수요는 급증하게 되었다. 여기에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하여 항공
2. 에너지와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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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 석유 가스
석유 성분 중 프로페인 및 뷰테인 등
끓는점이 낮은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가스를 상온에서 가압하여 액화한
것이다. 액화 석유 가스는 가정용 
업무용  공업용  자동차용 등의
원료로 널리 이용된다.

기용 가솔린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석유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급부상

의 사암이나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덮개암은 치밀한 구조의 셰일로 불투수층을 이루고

하게 되었다.

있다. 그리고 저류암의 상부에는 천연가스가 저장되어 있고, 하부에는 원유층이 있으며, 원유

더불어 군함에 사용되었던 연료도 석탄에서 중유로 점차 전환하게 되었다.
특히 제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소형 고속 디젤 기관이 속속 개발됨에 따
라 자동차, 기관차, 트랙터 등의 연료로 경유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전후에는 가정용 연료로 석유의 부산물인 액화 석유 가스(LPG; Liquefiedl
petroleum Gas)가 사용되었고, 프로펠러 항공기가 제트 엔진 항공기로 바뀌어
더욱 고급 품질의 항공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1950년대부터는 걸프 만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서 많은 유정이 개발되

층 아래에는 해수가 담겨져 있다. 이와 같이 특수한 지질 구조 때문에 석유는 신생대 제 3기
층 배사 구조가 탁월하게 발달해 있는 신기 조산대 주변 지역에 집중 매장되어 있다.
주요 매장 지역은 북부 아프리카-페르시아 만-러시아-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알프스-히
말라야 조산대 주변 지역과 알래스카-미국 서부-안데스 산지 및 멕시코 만 연안-베네수엘
라에 이르는 환태평양 조산대 주변 지역 등이다. 이와 같이 그 매장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
기 때문에 석유는 국제적 이동량이 많은 편이며, 그 가격 구조에 따라 국제 경제는 물론 국제
정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석유의 주요 수출국이며, 주로 선진
공업국으로 이동된다.

어 공급이 수월해지자, 석유는 가격이 저렴하여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
지원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고
석유 대량 소비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에너지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현대
■ 배사 구조

사회는 석유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과연 미래의 시대에
는 어떤 에너지원이 이를 대체할 것인가?

│석유의 매장 및 분포│
석유는 탄화수소의 혼합물로서 지각 내에 흔히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종종
■ 단층 트랩(fault traps)

메탄(CH4)이 주성분인 천연가스와 함께 존재한다. 천연적으로 지하에 매장되어

│석유의 정제 과정과 부산물│
원유는 끓는 온도가 서로 다른 각종 탄화수소의 혼합물이므로, 사용 목적에 따라 적당한
끓는점 범위로 구획하여 분리한 후 다양한 석유 제품을 얻어 낸다.
원유를 정유 공장의 증류탑 속에서 가열하면 끓는점에 따라 액화 석유 가스, 휘발유(가솔
린),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등 여러 가지 석유 제품으로 구분된다. 가장 낮은 온도에서 액화
석유 가스가 나오고, 높은 온도에서 경유(디젤), 중유(벙커-C유)가 만들어진다. 가솔린과 경
유는 주로 항공기나 자동차의 연료로, 등유와 중유는 난방용 연료로 쓰인다. 나프타는 의약
품, 합성 고무, 비료, 페인트, 비닐, 텐트 등의 원료로 쓰인다.

있는 유류를 원유라고 한다. 원유는 수억 년 전에 살았던 수생 식물과 수생 동
물의 유해가 층상 퇴적물 내에서 모래와 진흙에 섞여 약 1,000만 년 이상 지질
학적 변성을 거쳐 생성된다.

정유 공장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유를 송유관(pipe line)을 통해 전국의 저장 탱크로 보내
거나 유조선, 철도, 차량 등으로 운반한다. 정유 공장에서는 중유나 나프타의 경우, 송유관으
로 연결된 공장이나 화력 발전소로 보내진다. 중유나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석유 화학 공장들

■ 암염 돔(salt domes)

원유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랜 지질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지표
로 새어 나가서 없어지지 않으려면 원유가 보존될 수 있는 특별한 지질적 조건

은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단지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운송의 편리성과 작업 공
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필요하다. 대체로 원유는 배사 구조, 단층 트랩(fault traps), 암염 돔(salt
domes), 화석화된 산호초 등과 같은 지질 구조를 갖춘 퇴적암층에 매장되어
있다.
■ 화석화된 산호초

이러한 지질 구조 내부에서 원유를 함유하고 있는 퇴적암을 저류암이라고 하
[그림 33] 석유의 매장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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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위의 층을 이루는 퇴적암을 덮개암이라고 한다. 대체로 저류암은 다공질

│석유 메이저와 석유 수출국 기구│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의 산유국들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일기 시작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석유 메이저의 위세에 눌려 국제 석유 시장에서 번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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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국가별 석유 생산량 비중

[그림 36] 석유의 주요 매장 지역 및 매장량

[그림 38] 상암 증류 장치 구조도

[그림 35] 지역별 석유 생산량 비중

이러한 배경 하에 1960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등 5개
국은 바그다드에서 석유 수출국 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를 결성하였다. 석유 수출국 기구 출범 초기에는 석유 메이저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1960년대까지 석유 메이저가 세계 석유 시장의 90%를 점유하였다.
[그림 37] 석유의 국제적 이동

1973년 10월 아랍과 이슬라엘 간의 중동 전쟁을 계기로 석유 수출국 기구는 세계 석유 시
장의 절대적 강자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중동 전쟁이 발발하자 페르시아 만 연안의 6개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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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조차 내지 못하였던 시대였다. 그러나 전쟁 이후 정치적·경제적 독립이

수출국들이 석유 가격을 1배럴 당 3.02달러에서 3.65달러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그 국가들은

강화되어 원유 생산 설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철수할 때까지 매월 원유 생산량을 5%씩 감산한다고 발표하였다.

때마침 구 소련이 원유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유가는 배럴 당 1달러 선으로

세계 석유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각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은 급등하는 유가

크게 떨어졌다. 석유 메이저들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 산유국들에 지급하는 로

때문에 아우성을 쳤고 각국 정부는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로 인

열티를 줄였다. 이에 따라 산유국들의 손실 폭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

해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제1차 석유 파동

항하여 중동의 산유국들은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무기로

(oil shock)이라고 한다. 제1차 석유 파동을 계기로 석유수출국기구는 원유 가격의 결정권을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장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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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석유 수출국 기구는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의 하락을 고려한 실질적 원유 가격은

원자력 발전

인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1978년 12월 원유 가격을 2년 전 결정된 1배럴 당 12.70달러에서

3 과학 교양

│학습 목표│ 원
 자력 발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원
 자력 발전에 대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14.5%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 이란 정부는 국내 정치·경제적 혼란을
이유로 석유 생산을 대폭 감축하고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제1차 석유 파동 이후

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1배럴 당 10달러 내외였던 석유 가격이 배럴 당 20달러를 돌파하였고, 현물 시장에서는 배럴
당 40달러에 거래가 되었다. 이것이 제2차 석유 파동이다. 제1차 석유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석유 파동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그 이후 세계 유가는 등락을 반복하
면서도 대체로 20달러 내외를 유지하였다.
1999년 유가를 최저점으로 다시 치솟기 시작한 세계 유가는 2009년 70달러를 돌파하기로
하였으며, 심지어는 배럴당 100달러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현재 유가 폭등의 원인은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불안한 국제 정세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3차 석유 파동이 거론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으로는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풍력 발전,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 지열 발전, 조력 발전, 파력 발전, 해양 온도차 발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는 모두 비슷하다. 즉, 여러 가
지 방법으로 생산된 동력을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면, 터빈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가 돌아가
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때 동력으로 어떤 힘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수력, 화력, 원
자력 발전이 된다.

생활 속의 과학

│원자력 발전의 원리│

원유 유출에 따른 환경 문제

원자력 발전은 원자핵이 분열할때 나오는 에너지, 즉 원자력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는 화력 발전소의 보일러에 해당하며, 원자로의 연료는 우라늄을 사용

이 사진은 나이지리아의 오고니(Ogoniland)에서 찍은 것이며, 다음
글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1995년 11월 10일 Ken saro-

한다. 원자로 내에서 우라늄의 핵분열로 중성자와 막대한 열에너지를 내는데, 이때 발생한 열

W i w a가 형이 집행되기 전에

로 물을 끓여 생긴 증기로 발전을 한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이나 석유를

감옥에서 쓴 이 글에 주 목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이지리아 정부와 쉘 회사, 그 외의 다른

주십시오.“나는 오직 쉘회사의

다국적 석유 회사의 횡포는 넓은 지역의 환경 악화와 지역 호수와 강, 땅

상품 불매 운동과 주유소에서의

그리고 공기의 오염을 가져왔습니다. 오괘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들과

1인 시위가 나이지리아 삼각주에

어부들이고, 이들 은 살아가기 위해 그들의 땅과 물이 필요한

대한 쉘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사람들입니다.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오괘와 나이지리아 지역에서 쉘과

태우는 것에 비유하여 보통‘우라늄을 태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원자로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뽑아 쓸 수 있도록 중성자와 핵분열 속도를
조절한다.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주는 감속재로는 물 또는 흑연 등이 사용되며, 핵분열을 제어
하는 기능은 원자로 속에 설치된 제어봉이 담당한다.

같은 다국적 기업에 대항해 그들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석유 유출로 인한 땅의 오염은 반드시 씻기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쉘은 이러한 오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쉘은 높은

않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희망적이다.”
(1995년 10월)

사회 환경적 요구를 실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가 느끼는 바와 같이 강하게 느낀다면, 당신이 느낀 바를

자료를 토대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석유 개발로 인한 여러

쉘의 회장에게 알리며, 쉘 회사의 상품을 계속 구매하는 것에 관해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보고,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스스로 결정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당신이 쉘에서 일한다면,

2010년 멕시코 만 해저 유정의 원유누출 사고의 전말에 대하여 상세히

우리는 당신이 좀 더 나은 회사로 옮길 것을 권장합니다.

조사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자.
[그림 39] 원자로에서의 원자 핵분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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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증기
터빈 발전기

원자로
증기

보일러 (화력)

가정 및 공장

변전소
[그림 42] 세계의 원자력 발전 비중

[그림 40]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설비의 비교

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건설 수주에 성공하기도

│세계 원자력 발전의 현황│
세계 최초의 사업용 원자력 발전소는 40년 전에 건설된 영국의 콜더 홀

하였다. 현재 원자력 발전량은 세계 총 발전량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Calder Hall) 발전소이다. 그 이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

원자력 발전 카토그램에서 각 나라의 크기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을 나타낸

다가,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운전 중인 원자로가 147기에 이를 정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나라는 30개 국이며, 이 중 유럽

도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면서부터는 한

이 17개 국가를 차지한다.

때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늦추거나 유보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다시 관

2002년 원자력으로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는 스웨덴이며, 2위는 프랑스이다. 유
럽 이외의 지역에서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이다. 그 외에
도 아르메니아,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 전기를 생산하지만 매우 소량에 불

원자 핵분
열

과하다. 미국이 원자력으로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중앙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일
본·한국·중국·인도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

원자는 중심에 자리 잡은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되며, 원자핵은 양자와 중
성자로 구성된다.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은 외부로부터 중성자를 흡수하면 둘로 쪼개지
는데 이를 원자 핵분열이라고 한다. 원자 핵분열이 일어나면, 많은 열에너지와 2~3개의 중성

│원자력 발전의 유용성과 문제점│

중성자

양자(+)

전력을 생산하는 데 이용되는 연료는 원자력이 가장 적게 들고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이 그

전자(-)

자가 함께 나오고, 이 중성자들이 다른 원자핵들에 흡수되면서 핵분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데, 이러한 현상을 연쇄 반응이라고 한다. 핵분열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원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100만㎾ 발전소를 1년 간 운전하는 데 필요한 연료의 양을 발전원별로 비교해 보면, 동일한

뒤를 잇는다.
원자핵

[그림 41] 원자 구조

이와 같이 원자력 발전은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의 고갈 위기를 벗어나 값싼 전력을 안정
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다른 화석 연료에 비해 환경 오염을 적게 발생시킨다는 장점을 지니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에너지-질량 등가 법칙이 성립된다. E=mc²이라는 공식을 바탕으로 이를
설명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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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이 세계가 당면한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은 건설비가 막대하고 방사성 폐기물과 핵연료 처리 문제,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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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기체 폐기물은 여과기를 거쳐 방사성 입자를 제거하고, 액체 폐
기물은 여과기나 이온 교환 수지를 통하여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한다. 농축액은 시멘
트 등으로 고체화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차폐 드럼 속에 넣어 저장소에 보내어 보관·관리한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1977~1983년에 세워졌으며, 체르노빌 시에서 북서쪽으로 16 ㎞,
[그림 43] 원자력 발전 카토그램(Real Atlas Real World, 2010)

가동 중 방사능 누출 위험 등으로 아직은 그 안전성이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
력 발전소 건설이 증가하면서 폭발이나 방사능 누출 위험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 체르노빌과 미국의 쓰리마일 섬에서의 원전 사고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은 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즉,
한 번 사용하고 나서도 다시 이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로토늄이 생긴다. 하지만 이 플로
토늄은 유독성이 강하며, 사용한 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위험이 존
재한다. 현재 우라늄의 가채 연수는 약 60년 정도이지만, 플로토늄을 다시 이용하게 된다면 향
후 3,60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에는 우라늄과 플로토늄을 재사용하는 기술은 일부
선진국만이 가지고 있으며, 재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완벽하게 확보했다고는 볼 수 없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북쪽으로 104 ㎞ 떨어진 프리피야트 마을에 있었다. 발전소의 원자로
는 4기가 있었으며, 각 원자로는 1,000 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다.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섬광과 함께 발전소의 육중한 지붕이 날아가고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다.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정전이 되면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바로 가동
하게 되는데, 이 발전소에서는 비상용 발전기가 항상 늦게 가동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벨라루스
폴란드

체르노빌

러시아
키예프

우크라이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에 갑작스런 정전이 일어나더라도 원자로가 계속 정
상적으로 가동되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과
정에서 기술자들은 안전 절차를 무시한 채로 원자로의 비상 냉각 장치, 비상 원자로 운전 중

흑해

[그림 45]<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의
체르노빌의
위치> 위치

지 장치, 동력 규제 장치 등을 잠그고 원자로를 7％의 동력으로 계속 움직이게 하였다. 마침내
원자로 내의 연쇄 반응은 통제 불가능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몇 번의 폭발과 그에 따른 거
대한 불덩이로 인해 원자로에 있는 강력한 철강·콘크리트 뚜껑이 날아갔다. 이와 아울러 발생
한 연이은 화재 때문에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퍼져나갔고, 이 물질들은 공기 흐름에 의
해 상당히 먼 곳까지 날아갔다. 원자로 건물의 화재는 몇 시간 후 진화되었다.
사고 발생 36시간이 지난 후에야 프리피야트 주민 3만여 명이 피난하기 시작했다. 스웨덴

[그림 44] 100만㎾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량 비교

관측소는 대기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여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고했으며, 이에 대한 국제
적 항의가 빗발쳤다. 소련 정부는 사고를 인정했고 사고 수습을 시작하였다. 사고 사망자는 폭

■ 고준위 폐기물
핵연료의 재처리 공장에서
나오는 고방사 능 폐기물을
말 하 며 , 원 자 력 발전소 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공장
연구실 등에서 나오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칭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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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사능의 세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감소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

발과 화재로 인해 2명, 방사능 노출로 2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00여 명 이상이 심각한 방사

처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과정에서 극히 소량이지만 약한

능병에 걸렸다. 8톤 정도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 속으로 빠져나갔다. 이것은 제2차 세계 대전

방사선을 내는 기체와 액체가 발생하고 강한 방사선을 내는 핵연료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원자 폭탄이 내뿜은 방사능 수치를 능가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원전 종사자들이 사용한 수건, 작업복, 장갑 등과 바닥의 세척수, 각종

는 것이었다. 이 방사능은 바람을 타고 벨로루시·우크라이나 등으로 퍼져나갔고 서쪽으로는

교체 부품, 중·저준위 폐기물, 사용이 끝난 고준위 폐기물 등이 나오는데, 이러한 방사능을

프랑스·이탈리아까지 흩어졌다. 이 때문에 체르노빌 공장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가진 원자력 발전소 배출 물질을 통틀어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한다.

공장 주변 32 ㎞ 내에 있는 토양과 지하수원이 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되었고, 주민 13만 5,000

[그림 46] 제트 기류에 영향 받은 체르노빌
낙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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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공장 주변 780 ㎢ 밖으로 피신해야 했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방사능 노출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수천 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이 예견되었다.

4 과학 교양

│학습 목표│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대량의 방사성 강하물 때문에 고사해 적갈색으로 보이는 붉은 숲이 10 ㎞ 구역 내의 배
후 지대에 퍼지고 있다. 사고 후 4 ㎢의 붉은 숲을 대부분 매립하였는데, 붉은 숲이 있었던 장소
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최근까지도 원전으로부터 반경 30 ㎞ 이내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고 통제 구역

신재생 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 유기체

으로 묶여 있다. 다만, 2002년부터 사고 현장을 방문객들에게 관광 상품으로 개방하고 있다.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법적인 의미의 신

그러나 이 지역의 방사능 농도는 아직도 자연 상태의 방사능 농도보다 100배 가량 높은 수치

재생 에너지에는 태양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 전지, 해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가 측정되고 있다.

수소 에너지 그리고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이란 하천 또는 호수 등에서 물이 갖는 위치 에너지를 수차를 이용하여 기계 에너지
로 변환하고, 이것을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을 말한다. 즉, 물이 떨어지는 힘으
로 수차를 돌리면, 수차의 축에 붙어있는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어 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의 발전기 출력은 낙차와 수량과의 곱에 비례하므로 수량은 지점별로 다르지만, 그 양이 연간

다음 제시된 내용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찬성과 반성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현실 상황을 생각해 보고, 어떤 한 편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글을
써 보자.
찬 성

 원자력 발전은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를 대신할 만한 대체 에너지원은 없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역학 조사와 건강 진단 결과 주민과 원전 종사자들의 건강 상태에 별 이상이 없었다.
최
 근에는 기술이 발달하여 방사성 물질의 누출 위험은 거의 0이며, 이산화탄소 발생이 가장 적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방지
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이다.
반 대

 원자력 발전은 발전 단가가 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전 건설 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합하면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다.

강수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수차에 큰 낙차가 작용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댐을 막기도 하고
수로를 바꾸기도 한다.
지구촌 각 지역에 부존된 수력 발전 자원의 총량은 약 50~60억 kW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선진 공업국이 주도한 개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시베리아·아프리카 등과 같은 오지에 부존된 수력 자원은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생산
된 전력을 수요 지역까지 송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도 수력 발전은 다른 에너지와의 경쟁 관계 또는 지구 환경 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

 체르노빌과 쓰리마일 섬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이 폐쇄되거나 증가가 둔화 추세에 있다.

으므로 대규모 개발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세계의 수력 발전 분포를 나타내는 카

원
 전 폐쇄 지역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원전 가동 전후의 주민 건강 상태를 비교한 연구
결과 기형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토그램에서 각 나라의 크기는 수력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전기의 양을 나타낸다. 통계에 의하

방
 사능 폐기물은 주로 매립하는데 폐기물 매립장에서 언젠가는 방사능이 새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수명이 다한 원자로는
철거 비용이 엄청나고 환경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계 총 생산량의 44%에 달한다. 그러나 1인당 생산량으로 보면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가장

면 캐나다, 중국, 브라질, 미국이 수력으로 생산하는 전기량이 가장 많으며, 생산량의 합은 세

앞서며, 3위는 캐나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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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방조제의 안쪽과 바깥쪽 사이의 수위차가 증가하
면서 수차 발전기를 가동시킬 수 있을 만큼의 낙차가 생겼을 때 발전을 시작한
다. 발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위 차가 감소되어 발전기 출력이 적정값 이하
가 되면 운전을 중지한다. 이와 반대로 썰물이 시작되면 이번에는 반대로 육지
쪽에 갇혀 있던 물을 바다 쪽으로 내보내며 발전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크며, 지형적으로 섬·만·반도가 많
은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력 발전에 유리한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화석 연료를 이용한 화력 발전의 원가보다
[그림 46] 수력 발전 카토그램(Real Atlas Real World, 2010)

한편, 우리나라는 지형적 조건이나 강수 조건의 측면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하면 수력
발전을 하기에 불리한 편이다. 특히 연중 강수의 계절적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수력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량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위치 에너지를 얻기 위한 조건인 지형적 낙
차도 신기 조산대의 산지 지역에 비해 불리한 편이다.

비싸기 때문에 조력 발전소 건설이 유보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조력
발전소는 프랑스의 랑스 발전소로 1 MW짜리 24대가 설치되어 1967년부터 가
동되고 있다.

│풍력 발전│
풍력 발전은 소규모 전력 생산에 적합하다. 풍력 발전소의 입지로는 지형이 편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평안북도 운산 광산에 500 kW의 자가용 수력 발전소를 설

평하고 해안에 가까운 언덕과 같이 노출된 장소가 적합하며, 일정한 방향으로부

치한 것을 시작으로 개마고원에서 압록강으로 흘러가는 하천의 유량을 함경산맥을 관통시켜

터 불어오는 탁월풍이 요구된다. 세계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은 주

동해로 유역 변경하는 부전강 발전소 건설, 그리고 북한강 및 압록강에서 수력 발전소가 차례

로 편서풍대에 접한 해안 지역으로 영국, 덴마크 등의 북서부 유럽 해안 지역과

로 설치되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공업화를 통한 국가 산업의 고도 성장과 더불어 요구되는 막대한 전

풍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로 급부상하게 된 까닭은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

력 수요를 제한된 수력 발전만으로는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력은 한국의 전체

양 오염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설치한 후로 무한정 재생이 가능하며, 주변 지역

발전 설비 가운데 10％ 정도의 시설 용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력 생산량은 5％ 정도에 머무

의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력

르고 있다. 현재는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여름철 전력 사용 성수

발전은 자연 경관을 해칠 수 있고, 소음이 발생하며, 바람이 없는 경우에는 무

기에 예비 전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용지물이라는 약점도 지니고 있다.

[그림 48]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소 분포와
설치 예정지

풍력 발전은 이미 50년 전에 덴마크 해안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1973년 석

│조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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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파동의 영향으로 풍력 발전기의 설계 기술이 비약적으로 향상하게 되었다.

조력 발전은 지구와 달 사이의 인력차 때문에 발생하는 조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

최근에 독일과 덴마크를 중심으로 5 MW 이상의 대형 풍력 발전기가 개발되면

로 썰물과 밀물의 차가 큰 지역에 방조제를 만들어 둑의 일부에 수차 발전기를 설치한다. 썰물

서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선박의 추진 장치로

이 완료된 시점에서 모든 수차 발전기의 수문을 폐쇄한 상태로 밀물이 시작되면, 바다 쪽의 수

사용되는 프로펠러 제작 기술을 응용한 풍력 발전 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어

위는 점점 상승되나 육지 쪽은 썰물 시점의 낮은 수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0

100 km

[그림 49] 영국의 풍력 발전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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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풍력 발전소 입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호미곶 부근

가스하이드레이트

이 가장 풍력 에너지가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해안 지역과 강원도

1CC

의 태백산맥 주능선부에 많은 풍력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0.8CC

다. 현재 우선적으로 설치된 풍력 발전소는 제주도, 강원도 태백산맥 주능선부,
호남의 해안 지역, 영남 해안 지역 등이다.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연소 장면

심해에서 취득된 가스헤이드레이트

[그림 53] 가스 하이드레이트

│메탄 하이드레이트│
[그림 50] 캘리포니아 해안에 인접한 산
지 능선부의 풍력 발전소

0˚
30기압이상

이와 같은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알래스카나 시베리아와 같은 영구 동토 지역의 석유나 천연

스카나 시베리아와 같은 영구 동토 지역의 깊은 땅속이나 수심 300~1,000 m

가스 저류층 및 석탄층과 인접된 지역 그리고 심해 지역 퇴적층 특히 대륙 사면에 많이 발견된

의 바다 밑에서와 같이 30기압 이상의 높은 압력과 함께 온도가 0℃ 가까이 내

다. 지구상의 해저에 매장된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환태평양 지진대와 화산대를 따라 분포하고

려가면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하여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된다.

있다. 특히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 석유 자원의 보유 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

즉, 가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만약 온도를 영하로 내리고 압력을 수십

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기압까지 높이면 물은 얼게 되고 기체는 물 입자가 만든 격자형의 우리 속에 갇

가스 하이트레이트!
200리터

대체로 천연가스는 지하의 높은 온도 때문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알래

1리터

히게 된다. 이것을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기체 수화물)라고 하는데,
그 속에 갇힌 가스가 메탄일 경우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부른다. 드라이아이
스와 겉모습과 특성이 닮아서 타는 얼음(Burning Ice)이라고도 부른다. 화성
가스하이드레이트

에서는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가 대부분이고, 지구에서는 메탄 하이드레이
트가 대부분이다.
[그림 51] 메탄 하이드레이트

세계주요부존지역

부존 퇴적층 모형

그렇다면 1 L의 얼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가스를 담을 수 있을까? 기체 입자
는 분자 운동 에너지가 크므로 매우 커다란 부피를 차지 할 수 있다. 이것이 고
체로 변하게 될 때는 165~215배 정도로 압축된다. 즉, 1 L의 가스 하이드레이
트 속에 약 200 L의 가스가 담겨져 있다.

메탄(붉은 원)이 하이드레이트
구조를 안에 포집돼 있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와 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파란 원)가
그 구조를 안으로 들어가고
대신 그 안에 있던 메탄이
빠져나오게 된다.

치환전

분자구조

[그림 52]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분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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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후

[그림 54]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개발 현황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오늘날 신재생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 매장량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100배인
2. 에너지와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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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톤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
너지량의 200~500년 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둘째로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청정 에너지이다.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
가스는 태워도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석탄이나 석유의
절반에도 미치기 못하기 때문이다.

영구 동토층과 해양 하부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녹게 되면, 21세기 지구 온
난화는 더욱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메
탄 하이드레이트가 녹게 되고, 이것이 대기로 방출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욱 가두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와 함께 오호츠크 해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발굴

이와 같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당장

을 위한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우리나라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도 엄청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시추 과정에서 메탄이 연소되지

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채취

않고 공중에 그대로 방출되면, 이산화탄소보다 10배나 더 심각한 온실 효과를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연료로써 활용 못하고 현재는 활용 단계 이전

일으킬 수 있다.

인 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포함된 메탄 가스의 양은 대기권에 존재하는 양의 300
배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메탄 가스가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면
지구의 기후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추 과정에서 어떻게 메탄의 방출을 막을 것인가라는 기술
적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한다.
2010년에 멕시코 만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이러한 위험이 크게 부각되고 있

이유와
보자.
는
해
하
사
이 급등 에너지를 조
격
가
이오
바
옥수수
과
디젤
바이오

다. 일부 과학자들이 이 사고의 원인을 메탄 하이드레이트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심해에서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외부로부
터 충격이 가해지거나 온도가 변하게 되면 쉽게 기화된다. 따라서 심해 유전 개
발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위험을 높인다.
원유를 추출하면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함께 유입되면 파이프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서 기화된다. 특히 심해에서 발생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기화는 가
스와 원유 그리고 물을 엄청난 압력으로 밀어 올린다.
이러한 설명은 이미 여러 과학자들이 영구 동토층 해빙에 따른 메탄 하이드

다음은 어느 일간 신문의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배경에
대하여 파악해 보고, 바이오디젤 이외의 바이오 에너지에 대하여 조사해 보자.
고유가로 바이오 디젤·에탄올 등 대체 에너지 수요
가 늘면서 옥수수 선물 거래량이 사상 최곳값에 이르는
등 가격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지는 에탄올 수요가 늘면서 주원료인 옥수수 선물 수요
가 크게 오르고 있다고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美 에탄올 생산량 추이

국가별 바이오디젤 생산량 추이
(단위 : 십억갤런)

4.0

프랑스

3.5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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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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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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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1.5

스페인

1.0

레이트의 연쇄 해빙으로 인한 메탄이 방출이거나 해저 수온 상승과 외부 충격
에 따른 메탄 하이드레이트로부터의 메탄의 방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바와

(단위 : 억갤런)

독일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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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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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같이 한다.

256

Ⅳ 과학과 글로벌 이슈

2. 에너지와 식량

257

과학 교양

5

식량
│학습 목표│세계 식량 자원의 분포 및 이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 식량은 쌀·보리·콩·옥수수·밀·팥·조·수수 등과 같은 식량 작물과 쇠고
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육류를 가리키며, 넓은 의미에서는 채소류, 과실류, 우유 및 유제품,

[그림 55] 세계의 농업 지역 분포

달걀과 같은 난류, 해조류, 버섯류, 유지류, 어류 등 모든 식용 가능한 동식물을 포함한다.
식량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녹말·지방질·단백질·탄수화물·비타민과 기타 무기질 등의
각종 영양소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활동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현대 세계에서는 자원 민족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식량의 무기화 추세가 진전되고 있어 사
회·경제·정치면에서 식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식인 쌀을 포함하여 보리·밀·콩 등이 식량의 대부분을 차지

신대륙에서는 넓은 토지에서 기계화된 농법으로 밀이나 옥수수를 재배하는 기업적 곡물 농
업이나 넓은 초지에서 육우를 대규모로 방목하거나 대도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젖소나 돼
지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기업적 목축이 행해지고 있다. 자급자족적 성격을 갖는 농업 지역으
로는 원시 이동식 경작이나 유목이 행해지고 있는 아프리카가 있고 아시아의 전통 농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넓은 토지에 적은 노동력을 투여하는 신대륙의 농업이 조방적 농업이라면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가족 노동력 중심의 벼농사를 행하고 있는 몬순 아시아의 농업은 집약적 농
업이라 할 수 있다.

해왔으며, 그밖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식량의 보조 기능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국민 소

기후적인 맥락에서 농업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원시 이동식 농업과

득의 향상에 따른 기호 변화와 농산물의 수입 개방 등으로 전통적인 식량 작물의 비중은 감소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해 있으며, 건조 지역의 구대륙에서는 유목이 주축을 이루고 신대륙에

추세에 있으며, 그밖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는 기업적 곡물 농업과 기업적 목축업이 성행하고 있다. 온대 기후 지역의 대륙 서안에서는
지중해식 농업과 혼합 농업이 행해지고 있으며, 대륙 동안에서는 논농사와 밭농사가 주로 행해

│세계 각 지역의 식량 자원 생산 특성│
세계 각 지역의 농업 유형별 농업 지역을 살펴보면 식량 자원 생산의 지역적 분포를 파악할

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대체로 낙농업은 인구가 많은 도시의 시장에 근접하여 행해지
고 있다.

수 있다. 세계 각 지역의 농업 유형은 크게 상업적 농업과 자급적 농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집
약도에 따라 조방적 농업과 집약적 농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계적 시야에서 보면, 상업적 성격이 강한 농업 지역으로는 유럽과 신대륙의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에서는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찍
진전되어 상업적 혼합 농업이나 낙농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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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자원의 국제적 이동│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부피가 크고 변질되기 쉬운 식량 자원은 한 국가 내에서
도 이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오늘날에는 식량 생산의 지역별 차이가 크고, 교통 수단의 대형화
및 냉동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곡물은 물론 육류와 과일 등의 국가 간 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다.

2. 에너지와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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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약 20% 이상이 영양 실조 상태에 처해 있다. 인도를 비롯한 남부 아시아의 일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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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생산 (1점-연평균 5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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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쌀과 밀의 생산과 분포 및 이동

세계 쌀 생산의 대부분은 몬순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어 소비되고 있기 때
문에 국제 이동량은 생산량에 비해 아주 적은 편이다. 최근에는 에스파냐나 이
탈리아 등지의 유럽과 캘리포니아와 루지애나 등지의 미국에서도 벼농사가 대규
모로 행해지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기업적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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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주요 밀과 쌀수출국 및 밀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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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그러나 세계는 가뭄과 같은 이상 기상 현상에 따른 식량 부족, 생산과 소비의 지역
적 불균형, 불합리한 분배 등의 식량 자원 문제에 직면해 있다. 1960년대 이후 세계 곡물 생산
량은 매년 증가해 왔지만, 개발도상국은 식량 증가율보다 인구 증가율이 훨씬 높아 1인당 곡
물 생산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식량의 절대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다. 그 반면 식량
생산이 많은 선진국에서는 농산물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식량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식량 소비 방식이 달라지고 있
다는 점이다. 소득 증대에 따라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축 사육을 위한 곡물 수요가 급증
하였다. 그러나 가축이 먹는 사료의 10~20%만 육류로 전환되므로, 축산업의 발달은 결국 식
량 부족을 심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세계 곡물의 수급 동향을 살펴
보면, 우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 증가와 소득 향상에 의한 육류 수요 증가에 따라

을 하게 되어 수출에 유리하다. 세계 3대 식량 작물 중의 하나인 옥수수는 세계

곡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점에서 인구 대국이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에

총생산량의 약 40% 이상을 미국 오대호 이남의 옥수수 지대(corn belt)에서

의한 소득 향상이 매우 현저한 중국과 인도가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더욱이

생산된다. 옥수수는 주로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석유 고갈에 따른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곡물을 둘러싸고 연료용과 식량용 간의 경쟁이 점

대체에너지로 개발된 바이오디젤의 원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차 치열해지고 있다.
반면에 생산은 기본적으로 수확 면적과 단위 면적당 수확율에 의해 결정되지만, 수확 면적

│식량 자원의 소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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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히려 줄어드는 요인에 의한 압박이 심한 가운데 단위 면적당 수확율마저도 그 증가가 둔

식량의 소비량과 소비 구조는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

화되고 있다. 특히 고도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농지 전용이나 사막화에 따

으로 선진국은 1인당 소비량이 많고 곡물을 비롯하여 육류, 과일, 채소 등 다양

른 농지 감소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세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한 식량 자원을 이용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1인당 소비량도 적을 뿐만 아니

로 경작이 가능한 토지를 농경지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삼

라 주로 곡물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

림의 파괴나 물 부족 등의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꾸준히 노력해 오던 전

크

영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식량 생산은 신품종의 도입과 화학 비료의 사용으로 빠르게 증

터 2월 사이에 수확한다. 따라서 남반구는 대소비지인 북반구의 단경기에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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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수출국

기타
20.4%

총
2,903
만톤

14.1%
대륙으로
이동하며, 이동량은 생산량의 약 20%에 이른다. 그리고 밀은 연중 지

(국제 통계 연감, 2007)

러시아
3.9%

기타
15.0%

타이
밀은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르기 때문에 쌀에 비해 국제 이동량이 많은 편이다.
34.4%

베트남

아니라 보관이나 수송 중 곡물이 상하거나 분실되는 양도 대단히 많은 편이다.

상파울루

주요 곡물 수출입항(도시명）
쌀 생산 (1점-연평균 10만 톤)

은 필수 영양소인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기초 대사량에도 못 미치는
양의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뉴올리언스

치타공

뭄바이

다카르

밴쿠버

나훗카
인천 요코하마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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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으로는 우선 세계 인구의 균형적이

|표 1| OECD 국가별 곡물 자급률
(2003년 기준, 단위: %)

고 안정적 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이며 미국, 몇몇의 유럽 국가들, 오스트레일리
아 등 소수 국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식량 시장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방
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식량 생산에 있어서도 유기 농법과 같은 친환
경적 농법을 실시함으로써 생태계 유지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식량 자원의 문제점 및 그 대책│
최근 식량 문제로 지구촌이 들끓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에 있어서
[그림 58] 세계 각국의 1인당 1일 영양 섭취량

통적인 방식인 품종 개량과 관개 시설의 확충 및 화학 비료의 사용 등에 의한 단위 면적당 수
확량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오히려 생산성이 낮아질 우려
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유기 농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
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육지에
서의 식량 증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식량 공급을 증대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
아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6위 수준으로 25.3%(2003년 기준)밖에
되지 않으며,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식량 파동을 비켜가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식량만큼은 안전 지대가 아니다. 더욱이 세계
적으로 식량 파동의 원인이 기상 이변에 한정되지 않고 고유가, 중국과 인도 등

순 위

국 가

자급률

1

프랑스

329.0
198.6

2

체코

3

헝가리

153.7

4

독일

147.8

5

슬로바키아

140.6

6

스웨덴

139.9

7

오스트리아

137.4

8

영국

125.3
125.0

9

미국

10

캐나다

113.7

11

필란드

113.2

12

덴마크

112.6

13

폴란드

105.8

14

호주

94.5

15

터키

89.0

16

스페인

81.7

17

이탈리아

77.6

의 수요 폭증, 곡물 투기, 수출국들의 수출 중단 등의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면

18

그리스

73.3

19

뉴질랜드

68.9

서 돈을 주고도 식량을 사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다.

20

아일랜드

65.2

21

노르웨이

64.8

22

멕시코

63.3

23

스위스

50.5
48.4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식품별 자급률이
100%를 넘는 것은 해조류(141.5%)와 계란류(100%) 두 가지에 불과하다. 콩의

24

벨기에

25

포프투갈

27.7

자급률은 7.1%에 불과했으며, 쌀(93.9%) 보리(36.1%) 밀(0.4%) 옥수수(0.9%)

26

한국

25.3

등 곡물류 자급률은 28%에 그쳤다. 어패류, 우유류, 육류, 과실류 등 주요 식

27

일본

22.4

28

네덜란드

21.2

품의 자급률도 90%에 미치지 못했으며, 쇠고기와 닭고기의 자급률은 각각
36.3%와 76.7%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
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농지 전용에 따른 경지 면적의 감소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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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젊은 영농 후계자 양성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농촌의 50세 이상 농부가 전체 농부의 2/3를 차지하고 대부분 영농
후계자가 없어서 조만간 많은 농토가 위탁 경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러한 위탁 영농은 농업 경영 대형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
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수입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환
[그림 59] 세계 곡물 수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농촌경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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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친화적인 유기 농법의 확대도 필요하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
율 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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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그는 생명 윤리를‘생물학의 지식과 인간의 가치 체계에 관한 지식

3

을 결합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
라고 정의하였다. 1995년에 수정 출간된『생명
윤리 백과 사전』
에서는 생명 윤리를‘생명과 윤리의 합성어로, 생명 과학과 건

생명 윤리

강 관리의 도덕적 차원에 대한 체계적 연구로서, 학제적 구조 속에서 다양한 윤
리학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을 고려할 때 생명
윤리는 자연 과학, 의학, 철학, 윤리학 등이 만나는 종합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생명 윤리의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날 생명 윤리는 생명 과학 및 의
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매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제시해야

과학 교양

1

생활 탐구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생명 윤리 문제를 인
터넷이나 신문 검색을 활용하여 어떤 것들
이 있는지 살펴보자.

한다. 배아 연구 문제, 낙태 문제, 체외 수정 등과 관련된 윤리 문제, 유전자 검

생명 윤리의 의미와 원칙들
│학습 목표│ 생
 명 윤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생
 명 윤리의 원칙을 열거할 수 있다.

사와 유전자 보호의 문제,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 유보의 문제 등은 모두
오늘날 생명 윤리가 시급히 응답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다양한 생명 윤
리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제시하려고 할 때 생명 윤리가 목적으로 하는
바는 바로 생명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생명의 본질은 신비로 가득하다. 그 누구도 생명의 신비를 다 파헤쳐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저명한 과학자들은 항상 생명의 신비에 놀란다는 고백을 한다.
우리는 단지 생명은 의미 있고 가치가 충만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생명 윤리의 의미│
생명 윤리(bioethics)라는 말은 생명이란 말과 윤리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이
다. 문자 그대로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하면,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물의 본질 속성으로 추상되는 생명 현상의 총칭으로 정의되는
생명(life, bio)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여 그 의미를 어느 한 가지로

생명은 그 자체로 신성하고 선한 것이기에, 우리는 생명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생명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명을 존중하는 행위는 바람직하다. 따라서 생명 윤리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생
명 윤리 문제들에서 어떻게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탐구한다.

확정하기 어렵다. 엄밀히 말해 과학은 생명 자체를 다루지 못하며 단지 생명체
의 생명 현상만을 다룰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 현상들은 생명의 본질을 다
밝혀 주지 못한다. 과학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생명 현상에 근거
하여 생명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생명 전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 현상의 특성을 망라하고 이를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자연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 및 윤리학 등과 같은 인문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명 윤리는 바로 자연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생명 윤리라는
말은 1970년에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종양학자 포터(V. R. Potter)가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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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윤리의 원칙들 1│
구체적이고 다양한 생명 윤리 문제들에서 생명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적절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도움
을 줄 수 있는 생명 윤리 원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뷰첨
(Beauchamp)과 칠드레스(Childress)가 제시한 생명 윤리 원칙에 대해 살펴보
자. 그들은 생명 윤리의 원칙으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
의 원칙,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3. 생명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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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율성 존중의 원칙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여기서“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다.”
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갖는 자율성이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원칙이다.

병원 진료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했거나 목격
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의 사례를 적
어 보자.

생명 윤리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특별히 의료 현장에서 많이 강조된다. 환자가 비록 몸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환자는 여전히 자율성을
지닌 인격적 존재이므로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인들이 진료와 간호 행위를 할 때 환자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이다.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는 의료 시술을 받거나 의학 연구에 참여할 때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에 어떠한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술을 받거나 연구 대상이 되는 데 동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는
충분한 정보 제공, 듣는 사람의 확실한 이해, 완전히 자발적인 동의가 모두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나. 악행 금지의 원칙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라.”
는 인류가 아주 먼 옛날부터 지켜온 가장 기본적인 도덕
규범 중 하나이다. 서양 의료 윤리의 선구자인 히포크라테스(기원전 약 460~370년)도 자신의
선서에서“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를 돕는 데 의술을 사용하지,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
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악행
금지의 원칙은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우선적인 의무이다.
모든 인간은 그 누구로부터도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침해를 받지 않을 자연적인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생명의 존엄성과 불가침의 권리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구체적인 원칙이 도출된다. 따라서 의사나 연구자는 환자에게 해악을 주는 진료 행위나 연구를
위한 실험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동물 실험을 통해 과학적 생리학의 기초를 닦은 베르나르(C.
Bernard, 1813~1878)는 인체 실험의 유용성을 알고 있었지만,“과학의 발전이나 복지에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면 그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는 원칙을 세웠다.

노력하는 행위, 타인을 배려하는 행위 등이 모두 선행에 속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악행 금지의 원칙이 소극적인 의무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선행의 원칙은
적극적인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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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환자에게 발생된 피해를 제거해야 하며, 나아가 환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 정보를 절대로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며, 나아가 환자의 병세 및 치료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고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뉘른베르크 강령의 주요 내용 찾아 보기

라. 정의의 원칙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정의는‘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
이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는 그의 근로에 대한 부합하는 임금을 주어야 정의가
이루어지고,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에게는 그에 걸맞은 처벌이 가해져야 정의가 이루어진다.
정의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
가 가장 오래 지속되어 온 대답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뉘른베르크 강령의 주요
내용을 찾아 적어 보자.

의료 자원은 무한정 공급될 수 없으므로, 의료 자원의 공급과 수요 간에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특히 첨단 의료 기술일수록 이러한 불균형은 심하다. 이럴 때 제한된 의료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분배의 방식으로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균등한
분배, 자유 시장 원칙에 맡기는 관련 당사자의 자유 시장 교환에 의한 분배, 계약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성과에 따른 분배, 투여된 노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등이 있다.

│생명 윤리의 원칙들 2│
뷰첨과 칠드레스가 제시한 생명 윤리 원칙은 의학적 관점에서 제시되어 그
관점이 다소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2007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는 스그레치아(교황청 생명 학술원 원장)는 특별히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관
련하여 보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생명 윤리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생명 윤

이러한 원칙에 대한 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무모한
실험을 자행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인체 실험들이다.
전쟁이 끝난 후 나치에 협력하여 이러한 연구를 한 의사와 과학자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뉘른베르크 강령’
(1947)으로 알려진 원칙이 정식화 되었다. 이 강령의 핵심은 베르나르의 원칙과
같이 어떠한 연구도 연구 대상이 되는 인간의 건강에 해를 주면서까지 수행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는 연구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 선행의 원칙

[그림 60] 히포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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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이란 일반적으로 친절한 행위, 동정적인 행위, 자비로운 행위, 이타적인 행위 등을
가리킨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는 행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리 원칙으로 생명의 근본 가치 원칙, 전체성의 원칙, 자유와 책임의 원칙, 사회
성과 보조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가. 생명의 근본 가치 원칙
생명의 근본 가치 원칙이란 생명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육체적 생명은 인간 존재를 완전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인간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생명이 없다면 다른 그 어떠한
활동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적 생명은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이다.
육체적 생명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의학이나 생명 과학은 생명의 근본
가치를 보전할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생명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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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체성의 원칙
전체성의 원칙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결합된 전체임을 강조한다. 인간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도 아니고 영혼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상호
유기적으로 그리고 신비적으로 결합된 전체이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를 상실한다면 온전한 의미의 인간일 수 없다. 과학적으로 볼 때 육체와 영혼은
매우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모두 인간에게 속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과 육체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결코 분리될 수는 없다.

사회성과 보조성의 원칙은 인간 존엄성에 근거하는 상호 존중의 의무로부터 나온다. 인간은
개인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개별성과 사회성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의 개별성은 사회적 친교 없이는 발전할 수 없으며, 또한 인간의 사회성 역시 개별적
인간 존재를 무시하고는 발전할 수 없다. 개인들은 자신의 활동을 통해 각자 추구하는 목적들을
달성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의 능력이 사회적 협력에 의해서
보충되어 완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에 대한 개입은 단지 조직이나 기관의 어느 특정 기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전체에게 영향을 준다. 아무리 사소한 의학적 개입도 인간 전체에게
영향을 준다.

생명 윤리의 관점에서 사회성은 모든 개별 존재의 생명과 건강의 증진을 통하여 사회 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생명 윤리 상의 모든 결정, 특히 그 중에서도
공공의 결정은 사회 공동체 전체의 공동선을 염두에 둔 결정이어야 한다.

우리가 가끔 먹는 해열제 한 알은 해열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또 다른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 육체의 일부분에 대한 개입은 항상 전체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학이나 생명 과학의 연구들 역시 인간의 전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사회성은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 향하는 보조성에 의해 지지된다. 보조성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원조’
를 가리킨다. 보조성의 원칙이 요구되는 경우는 첫째, 보다 큰 상위
공동체에 의해서만 치러질 수 있는 업무가 있을 때, 둘째, 개인이나 보다 작은 하위 공동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상위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이다.

한다.

다. 자유와 책임의 원칙
과학 연구는 자유와 책임의 원칙을 동시에 따라야 한다. 자유와 책임의 원칙은 생명의 근본
가치 원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된다. 연구의 자유는 그 어떠한 책임도 없는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의 절대화는 오히려 폭력과 충돌을 가져온다. 자유는 본질적으로
진리와 결합되어 있다.
자유와 진리 사이의 본질적인 결합을 부정하면 자유는 자유 자체를 무효화하고 파괴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파괴로 이어진다. 공동선과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을 상실한 자유는 상대주의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생명권마저 협상과 표결의 대상이 되고 만다.

생활 탐구

생명의 근본 가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들
우리는 생명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들을 거부해야 한다. 생명의 근본 가치를 훼
손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신
의 생각을 정리해서 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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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성과 보조성의 원칙

생명 과학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자유를 무한정으로 허용할 수 없다. 생명
과학자들은 지적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생명
과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생명은 연구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다. 자유와 진리는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진리 안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다. 참된 자유는 책임의 이념에 근거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책임은 인간의 본질적
특징 중 하나이다. 책임의 윤리를 제창한 요나스(H. Jonas)는“너의 행동의 영향이 지구상의
실제 인간의 삶의 영구성과 조화되도록 행동하라.”
라는 명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생명 과학
연구에 적용하면,‘너의 생명 과학 연구의 영향이 지구상의 실제 인간의 삶의 영구성과
조화되도록 행동하라’
로 표현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자는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로 수행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과학자는
자신의 양심에 벗어나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줄 알아야 한다. 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행위는 과학자만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과학자는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사회에 알려야 하며, 새로운 과학 기술이 갖는 위험성과 오용 가능성도 사회에 알려야
한다. 책임에 대한 성찰이 연구의 자유와 함께, 아니 연구의 자유에 앞서 요청된다.‘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만’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아 다시 얼마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숙고한 후에 다시

보조성의 원칙은 상위 단체가 하위 단체의 활동을 보충 촉진하는 원리이다. 하급 단체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필요 시 보충하는 보조성의 원칙은 생명 윤리 차원에서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인구 정책은 가정과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필요 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 윤리와 함께 하는 과학│
과학 연구의 목적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만족에 있지 않다. 과학 연구를 통
해 인류의 삶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2004년 제정 발표한 과학 기술인 헌장은‘과학

생활 탐구

기술은 인류 공동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합리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식 체계’
이다. 따라서‘과학 기술인은 무한한 탐구심
과 창의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밝은 미래 사회를 여는 주체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지닌다.’
고 밝히고 있다.
과학 연구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명 가치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 윤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연구와 생명
윤리는 모두 생명의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생명 과학
연구는 생명 윤리와 함께 할 때 그 본래의 목적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과학과 생명 윤리의 올바른 관계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과
학과 생명 윤리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자신
의 견해를 정리해 보자.

‘그 만큼만’연구하는 식의 신중한 자세가 요청된다.

3. 생명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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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양

2

유전자 결정론의 한계와 유전자 정보 보호의 중요성
│학습 목표│ 유
 전자 결정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유전자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은 빗나갔다. 2004년 이후로 개인 간 염기 서열 차이가 0.6% 이상이라는데 과학계의 의견이 모
아지고 있다. 한 사람의 데이터만으로는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에 2008년 미국과 영국 주도로‘1000 게놈 프로젝트’
가 출범했다. 각기 다른 인종
1,000명 정도를 분석해야 인간의 게놈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다. 이 프
로젝트는 현재 백인과 흑인 각각 3명의 게놈을 해독 중이라고 한다. 국제 학계의 이 같은 흐름
에 따라 국내 과학자들도 한국인 남녀 각각 5명의 게놈을 해독 중이다.

│유전자의 의미│
유전자(gene)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달되는 유전정보를 이루는 단위이
며, 그 본체는 기다란 사슬모양의 디옥시리보핵산(DNA)이다. DNA는 당, 인산,
염기로 구성된 이중 나선 구조를 갖는 분자이다. 염기는 4가지, 즉 아데닌(A),
구아닌(G), 티민(T), 시토신(C)이 있다. 아데닌은 구아닌과, 티민은 시토신과 짝
을 이룬다. 네 종류의 염기는 DNA 구조 위에서 일렬로 배열되며, 연속으로 배
열된 세 개의 염기는 한 조가 되어 하나의 유전정보로 작용하는데 이를 트리플
[그림 61]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DNA

렛(triplet) 코드라 한다.
하나의 트리플렛코드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한다.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모두
20종류가 있는데 글루타민, 발린, 세린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아미노산 수백, 수만 개
가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핵심 구조물이다. 즉, 유
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 근본적인 설계도이다. DNA에 담겨진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의
수와 종류가 정해져 특정한 단백질이 형성되는 것이다.

생활 탐구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연구 성과와 과제 알
아보기
인터넷이나 신문 검색을 활용하여 인간 게
놈 프로젝트의 연구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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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결정론의 한계│
유전자에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전달되는 유전 정보가 들어 있다. 이 중에는 유전자에
들어 있는 정보가 그대로 자녀에게 발현되는 유전 정보가 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나
눈동자 색깔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 그대로 발현된다. 이에 반해 키나 체중은
유전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영양 섭취 등 환경적인 요소가 더욱 중요하다. 이는 성격 면에서도
그렇다고 한다. 2∼9세의 한국인 쌍둥이 아동 894쌍을 조사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동의
정서성에 미친 유전의 영향은 34%, 활동성과 사교성에 미친 유전의 영향은 각각 47%와 37%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발현이 조절됨을 알 수 있다.
피부색과 같은 형질은 단일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많은 특성들은 여러
유전자가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함께 만드는 것이다.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의 대표
적인 예로 지능을 들 수 있다. 특별한 지능을 타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지능은 교육과 환경에 따라
계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무리 우수한 지능을 타고난 사람도 어릴 때부터 지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차단

년에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100% 해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몸

하고 단조롭고 지루한 환경에서 살게 하면 성인이 됐을 때 높은 지능을 가지기 힘들다. 반면 평

을 이루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만을 알아냈을 뿐이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

범한 지능을 타고난 사람도 다양한 문화 환경을 접하면서 학습을 하면 더 큰 성취를 거둘 가능

이 많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염기 서열은 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

성이 크다. 따라서‘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는 식의 유전자 결정론적 생각은 그릇

졌다. 과학자들은 나머지 염기 서열이 존재하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된 것이다.‘모험 유전자’
나‘호기심 유전자’
라고 불리는 DRD4 유전자가 보통보다 길면 새로움

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첫 성과가 나온 2000년 당시만 해도 과학자들은

을 갈망하고 스릴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연구를 근거로 개인의 DRD4 유전자 길이

개인 간 염기 서열의 차이가 0.1%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를 측정해 호기심 정도를 예측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예측에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다. 특정 유

간 유전자의 기준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예상

모습이나 성질이 어버이에서
자식에게 물려 주 는 일정한
양식이다. 생물의 여러 가지
형질이나 작용은 각각 특이적인
단백질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작용의 발현이다.

나타났다. 나머지 50∼60% 이상은 유전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이다. 결국 유전자는 일방적으로

1990년부터 시작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는 2003

대부분의 염기 서열이 비슷하니 일단 한 사람의 게놈을 해독하면 그것을 인

■ 유전 정보

형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해당 특성이 100%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른 유형
을 가진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다. 개인별 몸무게는 천차만별이지만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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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자보다 평균적으로 무거운 것과 비슷한 이치다. 실제로 새로움을 갈망하는

에 흡연을 했다가 현재 담배를 끊었다면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이지만 예컨대 내가 혈우병 보

성격의 원인 중 DRD4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 이하라는 연구도 있다.

인자라는 유전 정보는 고칠 방법이 없다.

유전자 유형이 심신의 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하다. 하지
만 대부분 희귀한 유전병이다. 한 예로 세포가 퇴화하고 경련과 우울 망상 증상

나의 유전 정보에 포함된 소인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유전 정보는
태어날 때부터 나와 함께 있다. 그러나 그 소인이 인생의 성패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혈우병
소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공부나 일에 지장을 받지는 않는다.

이 나타나는 헌팅턴병은 월프-히르시혼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걸린다고
[그림 62] 유전자는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발현된다.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성격과 지능, 외모, 질병 등은

하지만 그 소인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또한 유전 정보는 당사자 한 명에게만 국한하지 않

수많은 유전자들이 서로 상호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심장 질환은 체중 조절,

고 부모나 형제 자매, 나아가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나에게 심장병 관련 유전자가 검

운동, 저지방 식사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전적인 영향이 전혀

출되었다면 내 형제 자매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며 내 자손들도 그 유전자를 물려받을 가능

없지는 않지만 환경적인 영향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다. 결국 유전자

성이 높다. 또한 유전자는 신체의 극히 작은 부분만 있어도 추출할 수 있다. 머리카락, 손톱 일

하나가 한 개인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얘기다.

부, 혈액 한 방울로도 그 사람의 유전 정보를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 어떤 영화에서는 상대
와 키스를 한 뒤 자기 입술에 남아 있는 피부 상피 세포로 상대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장면이

유전자 검사로 질병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개인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일
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02년 노벨 생리 의학상을 수상한 시드니 브레너 박사는 2010년
4월 29일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심포지엄에 참석하여“유전자 검사를 통해 60%의 발병 가
능성이 있다는 답을 받았을 때 검사 당사자가 60% 군에 속하는지 40% 군에 속하는지 정확
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며“유전자 검사를 통한 사전 질병 예측에 전적
으로 반대한다.”
고 말했다. 또“조기에 자신의 질병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유전자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는 개인에게 돈과 시
간을 낭비하는 일일 뿐”
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유전자의 기능이나 개인별 차이 분석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
다. 자신의 유전적 성향을 안다면 이에 거스르는 생활 방식을 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밤에는 비몽사몽이지만 새벽에는 머리가 맑아져 공부가 잘 되는 사
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도 있다. 이른바 아침형과 심야형이다. 두 유형
의 유전자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더니 뇌에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일부 유전자
생활 탐구

의 형태가 다르다는 연구가 있다. 유전자 유형이 아침형이면 이른 아침에, 심야

나오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유전자 정보를 모아 유전자 은행을 만들면 각종 질병의 원인 규명, 치료법 및 신약 개
발, 미아 찾기와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유전 정보를 모아서 악용하려
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매우 소중히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는 위험하다. 현행‘생명 윤리 및 안
전에 관한 법률’
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을 보면 비만, 지능, 체력, 고지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알코올 분해, 우울증, 장
수, 천식, 폐암, 폭력성, 호기심 등 14개 유전자 검사는 금지되어 있다. 또 강직성 척추염, 백혈병,
신장, 암, 유방암, 치매 등 6개 유전자 검사는 의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
용된다.

형이면 늦은 밤에 공부하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유전자는 삶에 영

유전 정보나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는 기관에 대해 그 이유를 철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향을 주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유전자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

병원에서 진단을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에도, 그 검사가 꼭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

구를 통해 유전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는 자세가 요청된다.

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검사 후 유전자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는지 등을 꼼꼼히 물어
보아야 한다.

유전자 결정론의 의미와 한계
유전자 결정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정리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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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정보 보호의 중요성│
개인의 유전 정보는 그 개인의 고유성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유
전 정보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타내는 핵심 정보이다. 과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5년에 한국 유전자 검사
평가원을 설립하여,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의료 기관이나 회사에 대한 정확도 평가와 표준화된 유전자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한편 공공 기관이 수사상의 이유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할 때도 자신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검사
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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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정보는 지문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문제는 이러한 유전 정보를 차별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전 정보에 의한 차별이

나의 유전 정보는 세상 누구와도 같지 않으며‘나’
라는 존재의 고유성은 이 유전 정보에서 근

가장 우려되는 곳 중의 하나는 보험 부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유

원적으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의 유전 정보가 나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전자를 갖고 있다면 그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해야 할까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국가에 의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의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나의 존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병에 걸릴 확률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일이며 아직 일어난 일도

성을 해치는 일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상의 개인 아이디 및 비밀 번호 등을 소중

아니다. 따라서 이를 보험료 책정의 확실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히 보호하듯이 자신의 유전자 정보도 소중히 보호해야 한다.

같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암에 걸릴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암과 같은 질병
은 환경 요인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100% 암에 걸릴 것을 예측하는 유전자 검사는 없다.

│유전자 정보에 근거한 차별의 문제점│

유전자 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배우자 선택에서의 차별이다. 누구나 건강한 배

유전자 정보는 나를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정보 중 하나이다. 게다가 그것은 나

우자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특히 유전자는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유전자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 부모, 친척들과도 관련된다. 내게 어떤 유전자가 있다면 그 유전자는 나

를 가진 배우자를 선택하고 싶어 한다. 요즘은 결혼 전에 건강 진단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 형제 자매, 나아가 나의 자녀들에게도 있을 확률이 높다.

만약 유전자 검사가 일반화되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치명적인

[그림 63] 한국 유전자 검사 평가원

유전병의 가계가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도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 검사를 해서 결혼 상대에게 알리
는 것은 결혼 여부나 자녀 계획을 결정하는 데 합당한 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심장병, 암, 치매

공공 기
관의 유
전자 검
사
개인의 와
인권 보
호

등에 걸릴 확률이 남들보다 조금 높다는 사실만으로 결혼을 취소한다면 이는 옳은 일일까?
만약 이러한 차별이 일반화된다면 우생학적인 사회 차별이 공고해질 위험이 있다. 우생학이란 19세기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후 등장한 이론으로, 국민 또는 인류의 유전자를‘개량’
해서 더 좋은 국민이나 인종으로 만
들겠다는 주장이다. 즉‘문제’
가 있는 유전자는 제거하고‘우량’
한 유전자만 남겨 국가와 인류의 발전을 도모
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이론은 유태인을 말살하고자 한 나치 독일의 잔혹한 범
죄의 이론적 기반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인류를 우수한 인종(게르만 족)과 멸종되어야 할 인종(유태인), 그리고
열등해서 지배를 받아야 할 인종(슬라브, 라틴, 동양인)으로 구분한 후, 유태인을 말살하고 우수한 게르만 족이
열등한 다른 인종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01 다음 글을 읽고, 공공 기관이 유전자 검사를 할 때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토론해 보자.

1948년 제3회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세계 인권 선언’
은 2조에서“모든 사람은 인종, 피
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2004년 12월,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한 여대생이 실종 46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관련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던 경찰은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혈흔과 체액에서 얻은 유전자와 대조하기 위해 이 지역의 택시
기사, 용의 차량 운전자, 우범 전과자,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한 사람, 제보가 들어온 사람 등으로부터 검사용 타액과 구강
상피 등을 채취했다. 이들은 모두 4,670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유전자 감식 결과는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에 10년 간 보관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 금지의 정신은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생명 윤리 선언에도 반영되
어 있다. 2005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총회는‘생명 윤리와 인권 보편 선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검사 대상자들은 동의서를 작성하고 채취에 응했지만, 이 검사에 대한 법적인 근거의 정당성과 이

언’
을 채택한다. 이 선언은 11조에서“어떤 이유에서든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낙인을 찍어

렇게 많은 사람을 무작위로 검사한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DNA는 오염된 것으

그들의 인간 존엄성, 인권, 기본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고 천명하고 있다.

로 밝혀져 이 검사는 결국 헛일이 되고 말았다.

02

유전자 정보에 근거한 차별의 문제점

유전자 정보에 근거한 차별이 갖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 적어 보자.

274

Ⅳ 과학과 글로벌 이슈

유전자와 유전 정보는 개인의 인격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함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사람
에 의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질병이나 소인이 유전자와 관련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 관련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대부분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유전자만으로 어떤 사람을 재단하는 것
은 매우 위험하며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행위이다. 특정 유전자의 유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회적으
로 낙인을 찍는 행위는 결코 옳은 일이라 할 수 없다.

3. 생명 윤리

275

과학 교양

3

인간 대상 실험과 생명 윤리
│학습 목표│ 실
 험 참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열거할 수 있다.

연
 구 윤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동물 실험 시 준수해야 할 윤리를 설명할 수 있다.

과의 새로운 기술은 노예들에게 그것을 테스트해 보면서 발전하였다. 예를 들면, 여자 노예는
방광질의 누출관을 바로 잡는 실험을 위해 30번이나 수술을 받았다. 그 시대의 문헌에서는 이
런 실험으로부터 야기되는 고통에 대한 관심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의 부분적인 원인은
실험이 항상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행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과 일본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인간 실험 대상자들의 고통과 인권
을 부인한 채 인간 대상 실험을 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많은 실험이 군사적 목적에서 수행
되었다. 인간이 저기압에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조사하기 위한‘고도(high-altitude) 실험’
,바
다에 떨어져 거의 얼어버린 조종사를 소생시키는 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해 얼음물 탱크에 사람
을 3 시간 이상 집어넣는 실험 등이 행해졌다. 장티푸스, 말라리아, 황달, 열병, 상처(고의적으

│인간 대상 실험의 역사│
생명 과학 및 의학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인간

로 주입되거나 가해진) 등에 대한 실험은 독일군을 괴롭히는 질병과 싸우는 단서를 찾기 위해

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의학 연구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계획되었다. 한 그룹의 죄수들로부터 뼈, 근육, 신경을 제거하여 그것을 다른 그룹에 이식하는

하는 실험을 임상 시험이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실험은 아직 원하는 결과가

실험이 부상당한 군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이런 실험 과정에서 많은 죄수들이

나타날 지 불확실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죽었고, 그들 대부분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다. 원하지 않는 인종을 멸종시키거나 단종시키는
‘인종 청소’프로그램도 행해졌다. 남성과 여성을 불임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실험하였다. 또

따라서 실험 과정에서 실험 참가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독약의 효과와 사람을 죽일 때 독약을 투입하는 방법에 대한 테스트들도 있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서는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경우 20명의 의사와 3명의 생명 과학자가 전범 재판을 받았다. 23명

한 조치와 절차가 요구된다.
먼 옛날에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큰 규모의 실험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그 시기는 18세기 말 이후의 인식과
방법론의 변화 시기와 동일하다. 이때부터 질병을 신체의 특정 기관과 조직 안
에 있는 병적인 존재의 영향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의학 연구에 새로
운 과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자들은 자신의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것의 해로움에 대
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환자들로부터 가져온

[그림 64] 국내 한 대학 병원의 임상 시험 참가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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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고인 중에서 1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에서 7명이 그들이 저지른 인간성에 반하
는 범죄의 책임을 지고 교수형을 받았다. 기소된 의사와 과학자들은 변론에서 자기들은 보다
더 우선시되는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소수의 생명을 희생하여 많은 사람
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역사를 통해 많은 인간 대상 실험이 윤리적으로는 의심스
러운 방법으로 행해져왔고 의학 실험에서‘자원자’
들이 실험에 참여하겠다고 적합한 동의를
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과학 및 의학의 이름아래 행해진
끔찍한 일들을 정당화 해줄 수는 없다.

혈액이나 다른 물질의 샘플들을 다른 사람들

판결문에서 뉘른베르크 법원은 의학 실험을 정당화하는 데 필수적인 10가지 요소를 명시하

에게 의도적으로 주입하였다. 19세기에 인간에

였다. 이 10가지가‘뉘른베르크 강령(the Nuremberg Code)’
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 주요

게 매독과 임질균을 고의적으로 주입했다는 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험자의 자발적 동의’
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잠재적으로‘유익한 결

고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장티푸스 열병의 치료

과’
라는 면에서 정당화되며, 적합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전에 동물 실험이 행해졌었고,‘불

에 효과가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 노예에게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해’
를 피하고,‘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실

끓는물을 붓는 실험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외

험이 행해져야 하며, 만약 실험이 피해를 야기시킬 것이 분명하거나 피험자가 실험을 끝내기를
3. 생명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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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경우 실험을 중지하여야 한다.
일본 의사와 과학자들도 중국인과 한국인, 그리고 죄수들과 전쟁 포로들에
게 실험을 했다. 일본의 잔학 행위는 전쟁이 끝난 후 오랫동안 비밀이었는데, 그

비인간적 인체 실험의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독일과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비인간적 인체 실험에는 어떤 것들
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고, 이런 비인간적 인
체 실험을 방지하지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
해 적어 보자.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의 조사 보고서이다. 상원은 또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통제하는 법규의 공표를 요구하였고, 공적 기금을 사용하는 모든 연구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
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통합하고 국립 보건 정책 연구소를 강화했다.

것은 당시 미국 정부(일본에 있는 미국 점령군 사령부의 명령으로)가 일본 실험

기관 윤리 위원회는 실험 참가자가 공정하고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올바

수행자들에 대한 기소 면제권과 생물학 전쟁에 대한 정보를 맞교환하기로 밀약

른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고 판단해야 한다. 1979년 벨몬트 보고서는

을 맺은 결과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일본이 행한 실험 내용과 인간 실험 대상

이러한 판단을 할 때 고려할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자들에게 가한 가혹 행위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세계는 다시 인간 대상 실험
의 인도적 기준의 필요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도 비윤리적인 인간 대상 실험이 행해졌다. 미국
에서 행해진 비윤리적인 인간 대상 실험이 폭로되었다. 1963년 유태교의 만성병
병원에서 의사들이 살아있는 암세포를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한 환자들에게 주
입하는 실험을 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한 주립 학교에서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고의적으로 간염균을 주입하는 실험이 행해졌다. 1960년대 말
에 미국 언론은 투스케기(Tuskegee) 매독 사건을 폭로했다.
이는 매독의 진전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남부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매독 진
단을 받은 가난한 흑인 400명을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사건
이다. 그들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고 단지 그들의 병세가 나빠지는 것만을
관찰 당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병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이 연구에 참여한다는 어떠한 동의도 요청된 적이 없었다.

가.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다른 사람(대부분의 경우 연구자들)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강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나. 선행 혹은 실험 대상에 대한 이익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감소시켜야 하는 의무
다. 정의 혹은 정신 지체자나 특정 민족, 성별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혜택과
위험을 공평하게 분배할 의무

이 3가지 원칙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데 적용될 원칙들을 총
망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대부분의 기관 윤리 위원회의 심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원칙들을 염두에 두고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실험 참가자 개인을 적절하게 존중하는
지, 위험과 혜택 간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는지, 그리고 공정한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1966년 캐나다는 미국을 따라서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한다는 요구를 채택하였고, 다음
해에 런던 왕립 내과 대학이 인간 대상 연구 가이드 라인에서 연구 계획안의 위원회 심사를
권고하였다. 뉴질랜드는 1972년에, 오스트레일리아는 1973년에 위원회 심사를 도입하였다. 다
른 나라들도 대부분 이를 따랐고, 국제 조례들을 통해 인간 대상 실험 연구 프로젝트에서 인
간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채택했다. 스칸디나비아와 스웨덴에

│실험 참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
인간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인 실험이 알려진 후 이에 대한 초기 대응 중 하
나는 1966년 미국의 공중 위생 국장에 의해 요구된 것으로 공중 위생국(Public
Health Service)에 신청 심사 위원회 권리를 부여하라는 것이었다. 신청자는
신청서에 인간 대상 연구의 위험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실험 대상자의 권리
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자세히 언급하도록 했다. 그 후 미국 상원의 요구
에 의해 인간 실험을 관리하는 국가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 위원회는 많은 보
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기본적인 윤리 원칙을 상세화한 벨몬
트 보고서와 1966년 공중 위생국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 윤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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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덴마크는 1970년대 후반, 핀란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윤리 위원회
심사가 행해졌다. 1984년에 스위스 과학 아카데미는 신체 실험에 대한 권고를 내렸고, 같은 해
에 네덜란드와 벨기에 정부는 기관 윤리 위원회의 심사를 요구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인간 대상 실험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가이드 라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그 계획안을 먼저 심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를 살펴보고, 그것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위
원회는 계획안을 승인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고 혹은 그 계획안을 거부할 권한을 지닌다. 위원
회의 구성은 연구 분야의 전문가 몇 명과 한두 명의 사회 구성원(혹은 비전문가)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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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원회의 나머지 구성원의 추천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이드 라인은 위원회가 계획안의 승인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전형적
인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이 실험 대상이 되는 사
람에게 줄 수 있는 해로움의 위험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어떠
한 가이드 라인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연구자나 그들이 속한 기관에 대한 제재
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타인의 아이디어 표절, 실험 과정에서 기록과 데이터의 위조 또는 변조, 실험 과정에서 피험
자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 실험 과정에 대한 거짓말, 실험 결과의 위조 또는 과장, 연구 논문의
저자 권한 위반, 연구비의 잘못된 사용 등이 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은 거의 모든 연구윤리를 위반했다. 이 연구는
처음부터 매매한 난자를 매우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와 개수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하고도 부인했다(실험 과정에 대한 거짓말). 또한 이

그러나 윤리 위원회의 거부 혹은 제출된 계획안이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나 제대로 된 기관 심의 위원회(IRB)의 심의 등 피험자

했을 경우 그것은 종종 연구 자금 지원과 연루될 것이고, 허가받지 않은 연구프

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피험자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 DNA 핑거 프린팅 결과를

로그램으로부터 나온 그 어떤 결과도 논문이나 언론을 통해 공표할 수 없게 되

위조했고 한 장의 사진을 여러 장인 것처럼 속였다(실험 결과 위조). 2개밖에 없는 줄기 세포

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04

그것도 수정란 줄기 세포를 12개의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 세포로 위조했고(연구 결과 위조 및

년 제정)에서 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과장), 연구에 공헌하지 않은 몇몇 교수를 논문의 저자로 등재했다(연구 논문의 저자 권한

■ 줄기 세포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 포 , 즉 미분화 세 포이다.
이러한 미분화 상태에서 적절한
조건을 맞춰주면 다양한 조직
세포 로 분화할 수 있으 므 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등의
치료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위반). 또한 난자 매매에 사용한 비용을 밝히지 않는 등 연구비 사용에도 문제가 있었다.

│연구 윤리의 중요성│

생활 탐구

연구 부정 행위가 과학 연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과학 연구 과정에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일어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

서 연구 부정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2월‘연구 윤리

은 우리에게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다.

확보를 위한 지침’
을 과학 기술부 훈령 제236호로 발표하였다. 실험 과정 및 실험 결과의 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2004년 2월에는 인간의 체세포 복제 배아로부터 줄

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기 세포를 추출하는데 성공했다는 논문을, 같은 해 6월에는“환자 맞춤형 줄기

표절을 피하고 인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에서 참고한 내용들과 그것들의 출처

세포”
를 추출하는데 성공했다는 논문을『사이언스』
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를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서울대학교 조사 위원회는 한 달간의 조
사를 통해 두 논문의 연구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후『사이언스』
는
이 두 논문을 모두 취소하였다.
이 논문 조작 사건은 생명 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부정 행위로 판명되었
다. 없는 데이터를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위조, 데이터의 내용을 조작하는 변조,

기관 생명 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우리나라의‘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
의 전문을 찾아서, 그 법률에 규정된 기
관 생명 윤리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방
법 등에 대하여 조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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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을 허락 없이 베끼는 표절 등이 대표적인 연구 부정
행위이다. 연구 부정 행위는 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성이란 과학 연구 수행에서 연구의 계획에서부
터 결과 발표까지 정직하고 성실해야 함을 말한다.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

[그림 65] 연구 윤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좋은 연구’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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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만
화에서
연구 윤
김 교수
리 확립
는 어떻
을 위해
게 행동
해야 할
까?

동물 실험과 생명 윤리

4 과학 교양

│학습 목표│ 동
 물 실험의 역사와 입법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동물 실험 시 준수해야 할 윤리 지침을
열거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고,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자.
(만화 출처 : www.grp.or.kr)

교수님..

이건..
작년에 박군이
수행했던 실험..

네, 10장 중 5장이
실제 자료의 논문에 나온
사진이 조금씩 다릅니다.

│동물 실험의 역사│
19세기 이전에는 동물 실험이 매우 드물었다. 동물을 실험에 사용한 최
초의 기록 중 하나는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라시스트라투스
(Erasistratus)에 의해 행해진 신체 체액에 대한 연구이다.

보여 드릴 것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내과 의사였던 갈레노스(Galen, 기원 후 129~210경)는 다양한
신경의 절단 효과를 알기 위해 돼지를 사용했다.
이후 오랜 동안 동물 실험은 행해지지 않았다. 중세 후반에 유럽에서 출현한
새로운 관심과 해부학으로 인해 동물 실험 연구가 증가하였다. 안드레아스 베살

어느날

리우스(Andreas Vesalius, 1514~64)는 그는 원숭이, 돼지, 거위로 해부학적

박군은 학위를
마치고 최교수
연구소에 있다지.

이 조작으로
연구 결과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진을
변조한 것은 사실이니.

인 실험을 하였다.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 1578~1657)는 그의 중요한 발견인 혈액
순환을 살아있는 사슴 연구를 통해 알아냈다.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는 동물은 기계와 같고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19세기에는 두 명의 유명한 생리학자인 마장디(Magendie, 1783~1855)와 그
의 학생인 버나드 (Bernard, 1813~78)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실험
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김교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마장디와 버나드의 동물 실험은 의식 있는 동물에 강제적으로 행해졌고, 그
러한 잔인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다. 동물 실험에 대한 반대는
전통적으로 동물에 대한 연민이 강한 영국에서 주로 제기됐다.

282

Ⅳ 과학과 글로벌 이슈

3. 생명 윤리

283

[그림 66] 실험 동물 판매 회사의 홈페이지

1876년 동물 실험을 관리하는 세계 최초

선호된다. 실험용으로 사육된 동물들

의 법이 영국에서 통과되었다. 연구자들의 면

은 고통도 덜 받을 것이다. 그들은 자

허와 연구 시설의 검열을 요구한 이 법은 이

유로운 삶에서 포로가 된 삶으로의 억

후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되었다. 1986년에 그

압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다. 그들은

법은 개정되어 좀 더 강화되었다. 1800년대

한정된 장소 안에서의 삶 이외는 알지

후반 이래로 동물 실험은 과학의 주요한 도

못하고,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먹

구로 점차 증가하였고 실험실에서 동물의 사

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용 범위도 놀라울 정도로 많이 확장되었다.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들은 오로지

[그림 67] 동물 자유 연대 홈페이지(http://www.animals.or.kr/)

우리 안에서만 살았다.
이 시기의 동물 실험은 인간의 질병 치료와는 관련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기초 연구(basic research)’
로 주로 행해졌다. 오늘날 많은 생명의학적인 연구
는 인간의 건강 개선을 제일 중요한 목적으로 여긴다.

■ 장기 이식
건강한 장기를 파손되어 기능 을
못하 는 조직이나 장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말한다.

암이나 전염병 같은 질병은 병의 진행이나 진단, 치료 그리고 예방법을 동물
실험을 통해 추론한다. 또 신약 개발이나 화장품과 세제 같은 공산품의 안전성

그러나 야생 동물과 애완 동물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대개 자신의 자유 의지
를 표현할 수 있는 곳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이러한 자유를 잃는 것은 비
참한 것이다. 또한 애완 동물이나 야생 동물과는 달리 사육된 동물들은 유전이
나 건강상의 배경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 면에서도 더욱 신뢰할 수 있
다. 즉 실험 결과를 혼동하게 하는 많은 변수를 줄일 수 있다.

테스트 그리고 실험 방법을 학생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동물 실험이
이용된다. 최근에 복제 기술과 유전자 조작, 장기 이식 등이 발전하면서 동물
실험에 좀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멸종 위기 종인 침팬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위해 야생에서 포획되어
왔다. 1980년대에 포획·사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지만, 이들은 그들이 살았던
많은 나라에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1997년 실험실에 약 2,500마리의 침팬

동물 실험은 이제 유럽뿐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대륙에서 행해진다. 많은 종
의 동물들이 실험에 사용되고 있으며, 실험용 쥐,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개,
고양이, 돼지 그리고 영장류 등을 실험실에 공급해주기 위한 상업 회사들도 많
이 설립되었다. 매년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에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사
육된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한때 애완 동물이었거나 잡힌 야생 동물들)도 역
시 실험에 이용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연구에 사용되는 개의 반 정도는 거주지를 벗어난 애완

지가 있고, 이 중에서 1,500마리는 침팬지의 과잉이 심각한 문제인 미국에 있
다. 나머지는 유럽에 있는데 에이즈와 간염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전체 동물 숫자를 추측해 보면 어림잡아 연
간 5천만에서 1억 마리 사이이다. 이렇게 넓은 범위는 기록과 보관이 얼마나 형
편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용된 동물의 수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나라는 거
의 없고, 있어도 불완전하다. 세계에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전체 숫자가 줄
어들고 있는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다.

동물들이다. 나머지 반은 실험용으로 사육된 것이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비비 원숭이, 붉은털 원숭이나 다른 원숭이들)도 역시 그들의 서식지에
서 붙잡혀서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 실험실로 온다. 때때로 포획과 운송 과정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실험실에 도착하기 전에 죽는 동물들도 많다.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실험용으로 사육된 동물들이 애완 동물이나 야생 동물들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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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동
물의 종
류

채택되었다. 1998년 영국 정부는 화장품이나 담배, 술을 동물에 테스트하는 경
우 면허를 중지시키겠다고 공언하였다. 덧붙여 영국 정부는 침팬지와 야생에서
잡은 영장류를 사용한 LD 50 테스트를 금지시켰다.
1986년에 공포된 독일법은 무기의 개발이나 테스트, 담배의 검사, 파우더

인터넷에서 실험 동물을 공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종류와 가격 등을 살펴보자.

나 화장품 검사를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하였다. 유럽 의회는 1986년 실험이나
다른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시 문서 86/609/

실험용 동물

가격

EEC를 공포했다. 이 지시 문서는 유럽 경제 공동체의 회원국에 법적인 구속력
을 지니고 있다. 이 법령이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이미 국가법이 있는 나라에
서는 국가법만큼 강력하지 않지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이 법적인 통제가 거
의 없는 나라에서는 중요한 진보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동물 보호법’
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2007년 법률 제
8282호로 전면 개정된 후 2008년 2월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률 제13조는 동
물 실험의 원칙을 제14조는 동물 실험 윤리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동물 실험 관련 입법 현황│
1998년까지 세계적으로 최소한 20개국에 동물 실험 연구자에 대한 자격 기
준을 요구하는 법이 있었다. 이들 나라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
리아(몇몇 주),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
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스
위스, 영국, 그리고 미국이다. 공식적으로 모든 동물 실험을 금지한 국가는 단

생활 속의 과학

동물 실험의 원칙

제13조(동물 실험의 원칙)

한 나라, 즉 소국인 리히텐스타인 공화국이다. 스위스도 동물 실험을 금지하려

1. 동물 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고 노력하고 있으나 계속 실패하고 있다. 스위스의 약품 산업은 경제적으로 큰

2. 동물 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힘을 가지고 있고, 이들 공장을 스위스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위협은 동물 실험

3. 동물 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실험 동물”
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을 제한하려고 시도한 몇 번의 국민 투표를 좌절시켰다.
어떤 특정 실험 과정을 금지하려는 노력도 있다. 예를 들면, 악명 높은 LD
50 테스트(실험 동물 50%가 고통스럽게 죽는 치사량 실험)와 드레이즈 테스트
(토끼의 눈에 약물을 떨어트려 약품이나 화장품의 유해성을 시험해 보도록 고
안된 실험)를 비합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다. 오늘날 많은 진보가 이루어
져 이 두 가지 검사를 자발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수정하고 있다. 실제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실험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 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동물 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 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의 건강, 질병 관리 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유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②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로 LD 50 테스트의 수정된 그리고 좀 더 인간적인 버전이 현재 유럽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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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탐구

우리나라는 이를 더 보완 발전시켜 2008년에‘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
을제
정하여 시행 중이다.

비비 원숭이 그리고 다른 원숭이들)이고 그 다음은 다른 척추동물(쥐, 흰 쥐, 토
끼, 새, 물고기 등)이며, 그 밑은 무척추동물(곤충, 뱀, 벌레 그리고 원생동물)이
다. 척추동물들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것들은 또한 정신적

│동물 실험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태도│
1970년대부터 동물 실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급증하였다. 그것은 동물 권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2008년‘실험 동물에 관한 법
률’
을 제정 시행 중이다. 국회 법률 지식 정
보 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을
통하여 이 법률의 전문을 살펴 본 후, 그 주
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

고통의 경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 몇몇 무척추동물(예를 들면 문어)도 고
통을 느낀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
분하는 선을 어디에 그어야할지는 불확실하다.

리운동과 과학적 발견의 결과 동물의 감정과 능력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기 때문
이다. 현대 동물 권리의 시작은 1975년 철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의『동
물 해방(Animal Liberation)』
이 발간되면서 부터이다.

실험 동물 보호법은 대개 모든 척추동물종(온혈 포유류와 냉혈 어류, 파충
류, 양서류)을 포함한다. 영국과 캐나다의 국가 정책은 예외적으로 거기에 덧붙
여 문어를 포함시킨다. 미국법은 실험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새와 쥐

리건(Tom Regan)이나 롤린(Bernard Rollin) 같은 철학자들도 동물을 윤리

를 배제시키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것이다. 동물 실험

적으로 대우하라는 대중의 새로운 인식에 기여했다. 비슷한 시기에 동물 행동

에서 과학자의 믿음은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계통 발생학 계보

학자와 과학자들도 많은 동물의 정신적 능력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는

(종을 다양한 그룹으로 나눈 동물학상의 구분)의 맨 위에 있는 종들이 가장 바

것을 보여주었다.

람직한 실험 대상이다. 그들은 인간과 기능적으로 가장 비슷하다. 동물이 인간

제인 구달(Jane Goodall)과 같은 영장류 동물학자들은 동물들이 다양한 행
위 레퍼토리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면서 풍요롭고 복잡한 삶을 산다고 주장

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진 대사나 물리적이며 약리적이고 심리적인 분야
에서 인간 조건과 더 많이 비슷할 것이다.

했다. 한때는 인간과 다른 영장류 간에 넓은 간격이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현대

반면에 이들 종의 사용은 좀 더 민감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그

과학자들은 생물학적 삶이 연속선상에 있고 동물종 사이의 관계가 매우 가깝

들은 인간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능력도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다. 영장류 동물학자인 포우츠(Roger Fouts)는 아프리카 야생 원숭이는 미개

인간과 다른 영장류는 유전적·생리학적·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침팬지는 인간과 유전 물질을 98% 공유하고 있어 유연
관계가 가깝다. 언어사용도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만의 유일한 특징이 아닐

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사냥을 하며 어
미는 새끼들을 돌보고, 또 새끼들이 어미를 돌보며 도구를 사용하고 만들며, 육
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고 그는 말한다.

수도 있다. 최소한 어떤 유인원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많은 동물

우리는 왜 미개인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

종들이 놀랄만한 의사 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벌이나 다른 곤충들조

거부감을 가지면서 침팬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리적 거부

차도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동물 행동을 가장

감을 갖지 않는가? 거기에 법이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윤리

가까이서 관찰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척추동물들도 계획하고 이해하며, 의

적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연구에서 이들 고등 동물들의 사용을 줄

사 소통하는 중요한 능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거나 금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에
국책 영장류 연구 사업을 시작해, 1999년에 연구용 영장류를 최초

능력은 종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동물 신경 체계의 복잡성에 따라 정
신적 능력의 순위가 매겨진다. 가장 복잡한 것은 영장류(인간, 침팬지,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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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내에 도입했으며, 2004년에 국가영장류센터를 설립하여 영장
류 자원 확보 및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68] 국가영장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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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실험 시 준수해야 할 윤리│
동물 실험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3R’대안의 적용에 동의하고 있다.
이것은 정교함(refinement), 축소(reduction), 대체(replacement) 원칙으로,
1959년 러셀(Russell)과 부치(Burch)가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동물 실험은 고

장기 이식과 생명 윤리

5 과학 교양

│학습 목표│ 장
 기 기증과 이식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는다.
 뇌사자로부터의 장기 이식과 생명 윤리에
관하여 이해한다.

통과 억압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정교화’
되어야 하며,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건전한 방법론적인 계획을 통해‘축소’
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동물을 사용하
지 않는 다른 실험 방법으로‘대체’
되어야 한다. 연구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윤리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규범화되어 있다.

│장기 기증과 장기 이식│
우리는 부모님께 자신의 신장이나 간을 이식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
는다. 2010년 4월 14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국내 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기 기증 서약식을 열었다. 각막을 기증하면 2명의 시각
장애인을 뇌사 시 장기를 기증하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

생활 속의 과학

동물 실험의 윤리지침

은 학생들 중 250여 명이 사후 각막 기증 또는 뇌사시 장기 기증 신청서를 작
성하였다. 서약서를 제출한 학생들은 국립 장기 이식 관리 센터(KONOS)에 장
기 기증 등록 회원으로 등록된다. 국립 장기 이식 관리 센터에 따르면 장기 기

1. 모든 실험 동물에게 적절한 주거와 이동 공간, 사료, 물, 기타 그들의 복지와 건강에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한다.

증 희망자는 2006년 9만 732명을 정점으로 2007년 8만 1,149명, 2008년 7만

2. 실험의 필요에 따라 실험 동물에게 필요한 자원의 일부를 제한할 때는 그 정도를 최소화한다.

4,841명으로 감소했다가 2009년 2월 고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을 계기로

3. 실험 동물의 상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매일 또는 수시로 검사 받아야 한다.

급증, 2009년에는 18만 5,046명을 기록했다. 장기 기증이나 장기 기증 서약은

4. 실험 동물을 사용한 실험은 적절한 자격과 훈련을 갖춘 사람만이 수행한다.

사회적으로 선행으로 평가받는다. 그 이유는 기증된 장기를 이용하여 질병으로

5. 실험 동물을 사용한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는 원하는 과학적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때만 수행한다.

고통받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실험 동물을 사용한 실험은 분명한 과학적 근거 하에, 학문적 목적을 위해서만 수행한다.
7. 실험 동물을 사용할 때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하며, 이를 고려해서 실험을 적절히 구성한다.
8. 실험 동물을 사용한 모든 실험은 국소 또는 전신 마취하에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9. 실험의 성격상 마취를 할 수 없다면 적절한 진통 약물을 투여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꼭 필요한 만큼으로 실험의 횟수를
제한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장기 이식을 시작해 오늘날 세계적인 수준의
장기 이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식할 수 있는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폐장, 심장 등 고형 장기와 골수 및 각막이다. 장기 이식에 필요
한 장기는 살아 있는 사람, 뇌사자, 사망자 등으로부터 기증받는다. 살아 있는 사

10.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종과 수는 실험의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람으로부터는 신장, 간장(부분 이식), 골수를 뇌사자로부터는 신장, 간장, 췌장, 폐

11. 실험이 끝난 동물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안락사시키며, 생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격 있는 사람이 적절한

장, 심장, 각막을, 사망자로부터는 각막을 기증 받는다. 2009년 말 현재 고형 장

보살핌을 제공하고 통증을 줄여 준다.

기 이식 대기자는 1만 2,532명이며, 골수와 각막 이식 대기자는 4,523명이다.
2009년의 경우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1,839건, 뇌사자로부터는 256건,
사망자로부터는 207건의 장기 이식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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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장기 이식이 뇌사자로부터의 장기 이식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당장 자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장기를 기

생활 탐구

증하지 않아 부모를 죽게 했다는 자책과 사회적 비난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
서 미성년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으려 할 경우 특별히 장시간의 면담을 통해 그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장기 이식과 생명 윤리│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 가능한 장기는 신장 한 개, 간 일부, 골수이다.
우리 사회는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 기증을 선행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장기를
제공하는 장기 공여자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장기 적출을 위한

의 궁금증과 두려움, 희망, 장기 기증을 하지 않을 때의 죄책감 등에 대해 충분
한 대화를 나눈 뒤 결정해야 한다. 이식을 위한 장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
매매의 위험이 항상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 매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장기
매매를 금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수술, 회복기의 통증 및 입원 등의 불편 외에도, 수술 과정에서 출혈과 감염의

첫째, 인간의 신체를 매매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장기를 이식해서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것이다. 둘째, 장기 매매를 허용하면 선의의 장기 기증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

장기 이식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과 장기를 줄 사람이 모

이다. 셋째, 장기 매매는 사회적 약자를 착취할 수 있다. 만약 장기 매매가 허용

두 수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수술에 동의해야 한다.

된다면 사회적, 경제적 강자들보다는 약자들이 자신의 장기를 팔 가능성이 매

특히 장기 공여자는 장기 기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
은 후에 외부의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자발적인 자신의 의
사로 기증에 동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 정당한가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허용한 것이 정당한
지 또는 부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근
거를 들어 밝혀 보자.

우 크다. 넷째, 장기 매매를 허용하면 장기를 획득하는 비용이 증가하여 결국
부유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장기 매매를 허용할 수
는 없다. 그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률’
은 16세 미만인 사람의 생체 장기 기증을 금지하고 있다. 16세 미만은 골수
를 제외한 장기를 기증할 수 없으며, 16세 이상이라도 20세 미만인 사람은 배우
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사촌 이내의 친족에게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말한다. 이 경우에는 인공 호흡기를 이용하여 맥박, 혈압, 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

유지시킬 수는 있으나 스스로 숨 쉬는 것이 불가능하며 어떤 치료에도 2주 안

년자의 장기 기증을 허용한 것 자체

에 사망한다. 이런 상태를‘뇌 기능의 비가역적 정지’
라고 부른다.

하면 신체적으로 아직 덜 성장한 미
성년자가 장기 기증을 하면 그의 신
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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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란 대뇌, 소뇌, 뇌간을 비롯한 모든 뇌의 기능이 완전히 손상된 상태를

이렇게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왜냐

[그림 69] 국내의 장기 이식 관리하는 국립 장기 이식 관리 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

│뇌사자로부터의 장기 이식과 생명 윤리│

뇌사를 심장사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참고
로 뇌사 상태와 지속적 식물 상태는 서로 다르다. 뇌사자는 그 어떤 치료를 하
더라도 2주 안에 사망하지만, 지속적 식물 상태는 그렇지 않다.

부모가 장기 이식을 받아야 하는 경

흔히 식물 인간이라고 하는 지속적 식물 상태는 대뇌, 소뇌, 뇌간 등의 모든

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과연 충분히

뇌의 기능이 정지한 것이 아니라 호흡, 체온 조절, 심장 박동 등 인체의 가장 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하는

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뇌간의 일부는 기능하는 상태이다. 식물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다.

의식을 되찾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뇌사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3. 생명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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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기증자 한 분이
최대 아홉분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세 생명의 기쁨을
드릴 수 있단다.

뇌사 판정 조사는 1·2차 뇌사 조사와 뇌파 검사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여부를 살피는 7가지 검사와 인공 호흡기를 뗐을 때 스스로
호흡하는지를 보는 무호흡 검사로 이루어진 뇌사 조사는 6시간 간격으로 2번
진행된다. 1·2차 뇌사 조사 후에 뇌파 검사를 거쳐 최종 뇌사 판정을 한다. 뇌
사 판정을 받으면 환자로부터 이식에 사용할 장기를 적출하고 시신은 장례 절차
에 들어간다.

[그림 70] 뇌사기증자 한 명이 최대 9명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줄 수 있다.
(출처: www.konos.go.kr)

│누가 먼저 장기 이식을 받아야 할까│
생활 탐구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서는 뇌사자로부터의 장기 기증을

장기 이식 대기자는 많고 기증되는 장기가 부족하다면 누가 먼저 장기 이식

허용하고 있다. 뇌사로부터 기증 받을 수 있는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폐장,

을 받아야 할까? 이 문제는 생명 윤리의 원칙 중 정의의 원리와 관련된 문제이

심장, 각막이며, 뇌사자 한 명으로부터 최대 9명까지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다.

다.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은 대부분 중환자이기 때문에 서로 먼저 장기 이

그렇지만 비록 인공 호흡기의 도움을 받고있다고 하다 아직 호흡을 하고 심장이

식을 받기를 원한다. 장기 이식의 순서를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개 다음과 같

뛰는 환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은 주장들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 기증은 인구 100만 명당 5명으로 스페인 35명, 미국
25명, 프랑스 22명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래서 뇌사자의 장기 기증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
에 대한 찬반 의견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써 보자.

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다.
뇌사 판정은 전문가들에 의해 매우 신중하게 내려져야 한다. 뇌사 판정 위원
회에는 신경과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 의사 3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뇌사 판정 위원회 회의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또는 종교인

●

상태가 위중한 환자가 먼저 이식을 받아야 한다.

●

노인보다는 젊은이가 먼저 이식을 받아야 한다.

●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이식을 받아야 한다.
처음 이식을 받는 사람이 이식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 

한다.
●

장기 기증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이식을 받아야 한다.

●

무작위 추첨으로 장기 이식 순위를 정해야 한다.

등 의료인이 아닌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뇌사 판정에 실수 또는 고의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물론 실제의 장기 이식에서는 의학적 유용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즉, 이식된 장기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증자와 수
혜자가 면역학적으로 잘 맞아야 한다. 따라서 기증된 장기를 누구에게 이식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기준은 면역 적합성 여부이다. 우리나
라에서는 국립 장기 이식 관리 센터가 장기 배분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
하고 있다.
여기서는 대기 시간, 의학적 응급도, 권역별 지역 구분, 장기 기증 여부, 혈액
형, 체중,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림 71] 국립 장기 이식 센터의 장기 기증 희망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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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나이가 어리거나 이식 대기 시간이 길거나 상태가 위중하거나 과거
3. 생명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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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탐구

에 자신이나 가족이 장기를 기증한 사실이 있다면 이식을 받기 쉽다. 특히 뇌사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중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장기 이식 대상자로 선정된다.

셋째, 그 크기와 몸무게로 볼 때 돼지의 장기는 사람의 장기와 크기가 비슷하
며, 특히 요즘 주목받는‘미니 돼지’
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돼지와 같은 다른 종의 장기나 조직을 인간에게 이식하려면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면역학적 거부 반응이다. 다른 종

■ 이종 이식
종이 다른 동물의 기관이나 조직, 세포
등을 이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유전자
구조가 다른 동물을 이식할 경우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의 장기를 이식하면 면역학적으로 초급성, 급성, 만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초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 요인을
누가 먼저 장기 이식을 받아야 할까

종합하여 선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국립 장기 이식 관리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
는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급성 거부 반응은 이식 후 몇 분에서 몇 십 분 안에, 급성 거부 반응은 며칠 안
에, 만성 거부 반응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다. 이러한 거부 반응
을 일으키지 않는 이종 장기를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장기기증여부

차분하고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옮아오는 인수 공통 감염병을 막는

대상자
선정 기준

일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이 대표적
인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 인수 공통 감염병을 만나면 인체는 익숙한 병원체가
아니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어서 급격한 반응을 보인다.
이종 이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종 이식이 가능한 장기와

[그림 72]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출처: www.konos.
go.kr)

조직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인간의 정체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장기,
즉 뇌와 생식선 등의 이식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다. 새로운 과학 기술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새로운 과학 기술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우리는 미리 전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차분히

│이종 이식 연구와 생명 윤리│

연구하고 연구 성과를 과장하지 않는 자세가 요청된다.

인간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이식용 장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로부
터 이식에 사용할 장기를 구해보려는 이종 이식 연구가 시행 중이다. 인간에게
이식할 장기를 공급할 동물로는 원숭이나 돼지 등이 고려되는데, 원숭이보다는
돼지를 이용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돼지를 이용한 연구가 선호되
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돼지는 사육이 쉽고 한 번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장기나
조직을 구하기 쉽다.
둘째, 돼지는 인간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돼지의 생리나 감염증 등
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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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국내 한 대학 병원에서 진행 중인 이종 장기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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