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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상황제시

나는 직감과 직관,
사고 내부에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심상이 먼저 나타난다.
말이나 숫자는
이것의 표현수단에 불과하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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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력과 호기심
-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한 과학자
-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그림으로
모든 것을 표현한 예술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한 과학자

우주 망원경의 역사
1920년대부터

우주망원경

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천

지구 밖에 망원경이 있다?

문학적인 비용과 그 효용성
에 대한 문제제기, 기술적
문제 등으로 90년에야 쏘아

1990년 4월 NASA에서는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에 망원경을 실어 날려 보냈습니다.

올렸다.
발사 직후 광학장치에 문제

지구상공 610km 궤도에 진입하여 우주관측활동을 시작하였고, 이 후 96분마다 지구를

가 생겨 뿌연 사진만 전송해

한 바퀴씩 돌며 우리에게 수많은 우주의 비밀을 밝혀주고 아름다운 우주를 감상할 수

수십억 불을 들여 쓰레기를

있게 해준 이 망원경이 바로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만들었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으나 우주왕복선을 통해
현재까지 5차례 수리한 결과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우주
사진들을 지구로 보내오고
있다. 30주년을 넘긴 허블망
원경의 수명은 이미 초기 기
대치를 넘겼고, 현재는 차기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의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허블 우주 망원경>

그런데 지구상에서 관측할 수 있는 천문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엄청난 자본을 들여
우주로 망원경을 쏘아 올렸을까요? 지구상에 있는 망원경과 우주에 떠있는 망원경의 차
이는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허블우주망원경 웹사이트
허블우주망원경이 촬영한
다양한 사진과 영상은
아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s://hubblesite.org/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아름다운 우주 (출처 : NASA)>

상황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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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비어있는 우주를 찍어보자고?
로버트 윌리엄
(Robert Williams,
1940-)

허블망원경이 정상 궤도를 찾고 다양한 천체들을 촬영하여 지구로 보내주었던 1993년,
당시 NASA에서 허블망원경 책임자로 부임되었던 로버트 윌리엄은 우주의 텅 빈 공간을
촬영해보자는 허무맹랑한 제안을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위해 허블망원경 사용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었고 게다가 로버트 윌리엄의 제안대로라면 손톱보다도 작은 곳을 10일 동안이나 렌즈
의 흔들림 없이 망원경이 응시해야 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관측의 근거도 없었던 당시 상황에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했지만, 실제
촬영을 해 본 결과 우주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텅 비어있다고 생각했던

1993년부터

1998년까지

NASA의 허블망원경 총 책
임자로 자리를 맡게 되며 우
주연구의 범위를 혁신적으로
확장시킨 천문학자이다.

그 작은 공간에서 어마어마한 은하들이 관측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은하들 중에는 지구와 최대 120억 광년 거리에 있던 은하도 있
었습니다. 이렇게 관측된 은하들은 우주의 신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결정적 단서가 되
기도 했습니다.

<허블 딥 필드 (Hubble Deep Field, 사진 중 일부분)>
HUDF(Hubble Ultra
Deep Field)프로젝트
이론으로만 제기되었던

이 후 허블 망원경을 통해 심우주 영역 촬영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빅뱅 이론이 ‘허블 울트라

HUDF(Hubble Ultra Deep Field), HXDF(Hubble eXtream Deep Field)프로젝트로 이

딥 필드’ 프로젝트를 통해

어져 무려 132억년 전의 은하를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를 획득하였다. 먼
곳을 관찰할수록 지금과는
다른 빅뱅 이후 초기의 우주

우리의 눈으로는 관측할 수 없었던 텅 빈 공간이 무한히 많은 은하들로 가득 차 있었
다는 것을 알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를 볼 수 있었다.
초기 우주에 대해 예상한대
로, 현재에 비해 은하가 활
발히 생성되거나 은하끼리
합쳐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
되었다.이를 통해 우주의 나

더 생각해보기

ü 과학자 로버트 윌리엄은 “왜? 빈 곳을 찍어보자”는 무모한 계획을 세웠을까?
ü 윌리엄은 다른 과학자들과 행정가들을 어떻게 설득하여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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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윌리엄은 왜? 그리고 어떻게?

ü 허블 딥 필드 사진이 우주 연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창의력으로 세상을 뛰어넘은 과학자와 예술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발견
음식물을 먹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쓰레기통에 초파리가 생겼던 경험을 떠올려봅시
다. 이 초파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은 자연적으로 우
연히 발생하는 것’이라는 자연발생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17세기까지 널리 받아
들여졌지요. 보이지 않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으니 그렇게 믿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생물학자였던 프란체스코 레디는 두 개의 병에 생
선을 넣은 후 하나는 천으로 막고 하나는 열어두어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당
연히 천으로 입구를 막은 병에는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고, 천으로 입구를 막지 않은 병
안의 생선에는 파리가 들어가 알을 낳았기 때문에 구더기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그는 자연발생설을 부정하고 최초로 모든 생물은 이미 존재하는 생물로부터 생겨난
다는 생물속생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후 17, 18세기는 헬몬트나 레디, 니덤, 스팔란차니 등 다양한 과학자들이 자연발생설
과 생물속생설을 주장하며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여 자신들의 이론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만, 19세기 파스퇴르의 S자형 플라스크 실험으로 생물은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

파스퇴르

존 생물에서 생겨남을 증명했습니다. 파스퇴르의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Pasteur, Louis,
1822-1895)

① 고기즙을 플라스크에 넣는다.
② 플라스크의 목 부분에 유리관을 열처리
하여 S자 형태로 구부린다. (좌측 사진
참고)
③ 고기즙을 충분히 가열한 뒤 식힌다.
고기즙을 가열했다가 식힐 때
수증기들이 물방울이 되어 S자 관의
하단부에 고인다.
<파스퇴르의 S자형 플라스크>

④ 상온에 오래 두고 관찰한다.

이러한 S자형 플라스크는 완벽한 밀폐는 아니지만 미생물이 침투할 수 없는 환경을 만

현대 과학에서 미생물학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한 학자이다. 전염성 질병의
원인이 미생물임을 증명했으
며 저온 살균법, 바이러스 예

들기 위해 파스퇴르가 고안한 방법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상온에 오랫동안 두어도 해당

방 백신 등을 만들어 미생물

플라스크에서는 곰팡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들이 생겨나지 않았고, S자형 관을 제거한

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뒤에는 다시 미생물이 생겨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미생물의 존재를 인류에게 알리게 되었고 의
학과 미생물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어 많은 인간을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
습니다.

Ÿ

아무 것도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대상을 탐구하는
연구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상황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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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그림으로
이우환(1936-)

모든 것을 표현한 예술가
네모 하나가 예술작품?
아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가 이우환의 Dialogue(대화)연작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예술가로 일본의
예술운동 모노파의 창시자이다.
서양의 미니멀리즘과 대비되는
동양의 철학사상을 담은 예술작
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주요 작품으로는 <선으로부터>,
<점으로부터>, <바람 시리즈>,
<조응> 등이 있다.

이우환, <Dialogue>, 2011

이 정도는 나도 그릴 수 있겠다! 저게 무슨 예술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많
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보았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던 와중에 미술관에 방문해
서 걸려있는 이 작품을 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요?
추상미술의 역사

대체 이런 그림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로받았고, 어떤 영감을 받은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추상미술은 20세기
초 칸딘스키에 의해 시작되었다
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느

구상미술과 추상미술

한 명의 천재에 의한 것만은 아
니었다. 19세기 신고전주의 미
술운동이나 인상주의 미술, 미술

아래 그림은 모두 ‘대화’를 주제로 만들어진 미술작품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현실세계에

이론가이자 화가였던 모리스 드

존재하는 구체적인 형상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려진 구상미술입니다. 이와 반대로 오

니 등의 회화론등이 추상미술의
탄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이전까지의 구상미술은 인

른쪽 그림처럼 구체적인 대상물이 아닌 순수 조형적 요소(점, 선, 면, 색채, 질감 등)만
으로 만들어낸 미술작품을 추상미술이라고 합니다.

간이 시각으로 감각하는 것을
화면 안에 재현하는 것으로 작
품을 만들어갔다면 추상미술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 화가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하
거나 다양한 조형언어를 발견하
기 위한 조형실험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마네, <라튀유 영감의 가게에서>,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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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Dialogue>, 2007

왼쪽의 작품에서는 어떤 대화가 느껴지나요? 그림 속 남녀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대
화를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남자와 여자의 표정에서 이 상황을 나름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술관에서 오른쪽과 같은 작품을 만났을 때에는 많이 당황합니다. 이
그림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유추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
나 감상자들의 각자의 상황을 대입해 보면 이 그림은 끊임없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Ÿ

오늘 연인과 헤어진 사람이 이 작품을 만났다면?

Ÿ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유학중인 학생이 이 그림을 만났다면?

Ÿ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보았다면?

Ÿ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던 것을 밝혀내려던 과학자가
이 작품을 만들던 화가와 대화했다면?
각자의 상황 안에서 새롭고 또 새롭게 해석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이 바로 추상미술의 매력입니다. 미술관에서 해석해 주는 대로, 미술선생님이 알려주
는 대로 해석하고 느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다양한 해석들이 이미 존재하지만
감상자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해석, 느끼는 감정도 절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가 또한, 구체적인 이야기나 사물이 아닌 직관이나 진리, 다양한 느낌들처럼 구체적
인 사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조형 언어로 시각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우환 작가는 자신의 예술작품에 대해 “나의 작품은 무한으로의 통로이며 그 문이
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구상미술에서 추상미술로

말레비치

의 이행 과정과 연계지어 설명해 볼까요?

(Kazimir Severinovich
Malevich, 1878-1935)

더 생각해보기 말레비치는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ü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아래 작품은 절대주의라는 화풍을 탄생시킬 만큼 회화사에
서 큰 가치를 가지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던 바는
무엇일지 추측해봅시다.

러시아의

화가이며

교사,

이론가. 절대주의 운동의 창
안자로 추상회화를 가장 극
단적인 형태까지 끌고 감으
로써 순수추상화가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예술이 향유로서가 아
닌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서 인지하게 했으며, 후대
미술가들은 구상 미술을 벗

말레비치, <검은 사각형>, 1915

어난 그의 작품으로부터 풍
부한 예술적 영감을 제공받
았다.

상황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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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시

창의적설계

나는 관찰한다.
나는 느낀다.
나는 상상한다.
나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인상과 경험, 개념을 결합한다.
이 가공의 재료를 가지고

2

응용력

내 머릿속에서
- 세상을 새롭게 체험하는 방법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다
- 헬렌 켈러(Helen Keller, 1880-1968) -

3 실험정신
- 차원이란 무엇인가?
- 고차원 공간을 상상해 볼까?

4

아이디어에 대한 인내심
- 4차원 공간을 표현해 보자!
- 4차원 공간을 표현하려 했던 시도들

세상을 새롭게 체험하는 방법
헬렌 켈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생후 19개월, 뇌척수막염을 앓던 헬렌 켈러는 시력과 청력을 모
두 잃고 맙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언
어를 습득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펌프에서 흐르는 물을 왼 손
에, WATER라는 알파벳을 오른손에 쓰면서 언어의 개념을 알아갔
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헬렌 켈러처럼 보고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고 생각해볼까요? 눈을 감고 귀마개로 귀를 막은 뒤 흐르는 물에
손을 데어 봅시다. 단순히 ‘이것은 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존의 관념을 제거한 뒤 그것의 감촉, 냄새, 맛, 온도 등 종합적
인 느낌을 살펴보기 위해 자신의 감각에 예민하게 집중해 봅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이라고 생각했던 물질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조금은 낯설게 느껴
지지 않나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감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감각으로 물질의 특성을 새롭게 규정 짓기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을

더 생각해보기

위한

미술

전시

보고 듣지 못한다면 미술을 감상할 수 없을까?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박수근의 작품을 헬렌 켈러가 감상한다면 무엇을 감상할까
요? 우리가 평소에 박수근의 <빨래터>를 감상하는 것과 헬렌 켈러가 되었다고 상
상하며 감상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2015년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에서는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감 전
시회를 개최하였다. 세계의
명화 중 6점을 3d프린팅 하
여 전시하였다.
이 전시는 시각장애인 이외
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한 명화를 새롭게 느끼
도록 만든 전시라는 호평을

박수근, <빨래터>, 1950

받기도 했다.

창의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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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른 뢰슬렛

곤충이 보는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Bjørn Rørslett, 1946~)

비에른 뢰슬렛은 자외선 필름으로 꽃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곤충은 우리의 눈과 다르게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까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외선 사진가로 잘 알려진 노

해가 구름에 가려 날씨가 흐린 날에도 꿀벌과 나비들은 꽃의 꿀샘부분을 잘 찾아낼 수

르웨이의 자연주의 사진가이다.

있습니다. 꽃의 꿀샘 부분이 자외선을 잘 반사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곤충들은 우리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할

와 전혀 다르게 꽃들의 색상을 인지하게 됩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면 인간의 눈으로는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사진이

노란색으로 인지되는 것이 곤충의 눈에는 하얀색과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라는 매체로 전달하고 있다.

(좌)일반 카메라로 촬영

Ÿ

(우)자외선 필터로 촬영

위 사진 속의 꽃은 무슨 색 인가요? 색이란
무엇인지 이야기 해 볼까요?

공감각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
의 감각을 일으키는 일을 말한

다양한 감각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들

다. 시각적인 미술작품을 보고
거기서 연상되는 맛, 냄새, 촉감
등을 느끼는 것이다. 창조성이

리처드 파인만이나 테슬라, 칸딘스키와 반 고흐처럼 유명한 과학자와 예술가 중에는 우

뛰어난 사람들은 공감각적 경험

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각과 다르게 감각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을 많이 한다고 한다.

은 바로 공감각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글자를 읽으며 맛을 느끼거나, 소리를 들으며 색

문학작품에서도 이런 표현은
자주 등장하는데 <모양을 맛 본

깔을 보는 등 어떤 자극이 다른 감각기관까지 자극하는 경우입니다. 공감각증은 뇌 신경

사람>에서는 “닭고기 맛에 ‘뾰족

망이 다르게 연결되어 있거나 또 다른 여분의 연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한 데’가 없어! 이건 온통 둥글

런 공감각을 느끼는 사람들은 해당 분야에서 창의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둥글해. 뭐랄까, 거의 공모양에

합니다.

가까워.”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모순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글에서 뾰족한 맛, 둥근 맛

리처드 파인만은 방정식의 기호에서 색채를 느낀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러한 공감각증이

등을 자기 나름대로 느낄 수 있

양자 상호작용을 시각화 하는데 큰 도움을 주어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바실

다.

리 칸딘스키는 음계에서 느껴지는 색상과 형상을 그림으로 옮겨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l 그렇다면 공감각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공감각을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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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으로 세상을 뛰어넘은 과학자와 예술가

미술작품을 공감각적으로 체험하기
공감각은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기도 하고, 문화적 현상으로써 관찰되기도, 또
약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문화 현상으로써의 공감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남녀

물론 모두 같은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술작품을 평소와 다르게 체험
하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인 공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캔버스에 거대한 색면으
로 뒤덮여 있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아래와 같이 감상해 봅시다.

50명 가량과 멕시코 과달라
하라의 남녀 50명을 대상으
로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들
려주고 37개의 색깔 표본에
서 각각의 음악에 어울리는
색깔을 고르는 실험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뜬 분위기의 노
래에서는 따뜻한 색깔을, 우
울한 분위기의 노래에서는
어둡고 푸른 회색계열의 색
상을 선택하였다.

마크 로스코
(Mark Rothko,
1903-1970)

재현적

주제보다는

형태,

공간, 색채 등에 관심을 갖
고 있었으며 추상미술과 초
현실주의에 영향을 받아 추
상표현주의 미술운동을 이끌
었던 미술가 중 한명이다.

마크 로스코, <No. 14>, 1960

활동해보기

공감각적으로 로스코의 작품 즐겨보기

ü 주변을 어둡게 한 뒤 작품을 빔 프로젝터로 크게 띄워놓고, 분위기가 다른
여러 가지 음악을 들을 때 작품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봅시다.
ü 위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맛, 냄새, 촉감, 소리를 상상해보고 글로 적은 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봅시다.

창의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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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컬슨-몰리의 실험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다

자연계에 진공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과학자들은 다양한 관측
을 통해 모든 운동은 매질을 통

시간을 다시 정의하다! 아인슈타인의 사고실험

해 전달된다고 믿었다. 소리는
공기를, 수면의 파동은 물이라는

독일에 살던 16살의 학생은 자신

매질이 있듯, 빛의 움직임도 매

이 빛이 되었다고 상상하곤 했습

질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데카르
트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그 매
질을 에테르라고 불렀다.

니다. 자신이 빛이 되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같은 방

1877년 마이컬슨과 몰리는 에

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빛을 보면

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빛의 ‘입자’를 볼 수 있을 것이

반투과 거울을 이용해 설계된
빛의 이중 간섭계를 고안했다.

라 상상했던 그 학생은 우리가

에테르라는 물질이 지구를 둘러

잘 아는 그 유명한 과학자 아인

싸고 있다면, 초속 30km의 속

슈타인이었습니다.

도로 공전하는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빛의 속도가 방향에 따

한 가지 생각해볼까요? 내가 고속도로 위에서 100km/h로 달리는 자동차에 타고 있다

라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

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내 바로 옆에도 같은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달리

으나 실험 결과 빛은 모든 방향
에서 항상 그 속도가 일정하다

는 차안에서 옆 차를 보면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릴

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것으

수 있다면 빛도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

로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의 과학적 지식(마이컬슨과 몰리의 실험)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빛은 다른 물질들

그들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으나,

과 다르게 관찰자의 운동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후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생각하게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상식에 어긋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과학
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광속이 일정한
것이 우주의 기본 원리라 판단하고,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시간’의
개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고전물리학
20세기 초 상대성이론과 양자
론이 등장하기 이전의 물리학이
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과학연

고전 물리학의 영향으로 인간은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
은 사람들은 1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은 1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런 고정
관념을 깨버리고 시간을 새롭게 감각하며 과학혁명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구를 통해 우주의 보편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뉴

우주에서 광속이 언제나 일정하다면, V(속도) = D(거리)/T(시간)에 의해 빠른 속도로

턴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학을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흘러가며, 물체의 길이는 더 짧아진다는 결론을

근간으로 하는 이론체계를 확립
하였다. 공간과 시간을 절대화하
여 물체의 물리현상을 거시적으
로 다루었다.

도출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 세상에서도 관측됩니다. 빠른 속도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
에서 시간을 측정한 결과와 지구 위의 우리들의 시간이 조금씩 오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생각해보기 빛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선
ü 빛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선을 지구에서 본다면 우주선은
어떻게 보일까요?
ü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과 지구에 있는 사람의 시간은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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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공간이 실제로 뒤틀렸다는 증거
1915년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을 중력에 적용해 일반상대
성 이론을 발표하였는데, 그는
관측이 아닌 순수한 수학적 논리
로 시간과 공간이 서로 상호작용
을 하는 연속체라고 주장하였습
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시공간의 뒤
<질량을 가진 물체에 의해 휘어지는 시공간>

틀림의 흔적인 ‘중력파’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100년이

지난 2016년, 라이고(LIGO)의 연구진은 중력파를 검증하였습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결코 찾아낼 수 없었던 블랙홀이나 초신성의 폭발 등이 만들어낸 시공간의 뒤틀림의
흔적을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해 검출해낸 사건이었습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의 예
언이 사실로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w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을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
인 사고의 전환은 무엇이었나요?
w 사고의 전환에 가장 필요한 것과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시간을 주제로 한
미술작품

더 생각해보기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행성?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일행은 블랙홀 주변의 밀러행성 탐사를 위해 단
몇 시간동안 착륙하였다가 다시 모선으로 돌아오는데, 지구 시간으로는 23년이

펠릭스 곤잘렉스 토레스는
2개의 시계를 나란히 배치하
여 전시함으로써 완벽한 연
인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훌쩍 넘게 흘러갔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 속 상황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

조금씩 어긋나게 되는 상황

론으로 설명해 봅시다.

을 위트 있게 표현하였다.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똑같
이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이
야기했던 상대성이론이 작가
의 아이디어 발상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영화 ‘인터스텔라(2014)’ 중, 밀러행성을 탐사중인 주인공 일행>

펠릭스 곤잘렉스 토레스,
<완벽한 연인>, 1990

창의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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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란 무엇인가?
차원의 정의와 특성
차원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공간 안에서 위치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좌표의 수를 말합니다.
차원
공간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로,

예를 들어보면, 사과의 크기와 위치를 말하기 위

보통의 경우에는 공간에서 독립

해서는 세 개의 좌표가 필요하지요. 사과는 X축,

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수를 의미한다. 쉽게 생각하면

Y축, Z축(가로, 세로, 높이) 3개의 좌표축이면 크

0차원은 점으로, 1차원은 선, 2

기와 위치를 말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원은 면, 3차원은 입체로 간

입체적인 사과는 3차원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과를 그린 그림을 볼까

주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표현
하면 직교좌표계에 몇 개의 좌
표나 축이 필요한지로도 나타낼

요? 사과의 그림은 X축, Y축(가로, 세로) 2개의 좌표축만 있다면 크기와 위치를 말하
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과 그림은 2차원의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수 있다.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점
선
면
입체

차원에 관련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해 봅시다.
빈 종이 점이 2개 찍혀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최단거리로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 당연히 종이 위에서 직선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
지요. 그런데, 종이를 한 번 접었다 펴서
ㄱ자로 책상 위에 놔볼까요? 이 상태에
서 최단거리는 어디인가요? 금방 우리가
직선을 그었던 것은 2차원에서의 최단거
리였지만, 3차원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순

좌표계
기하학에서 숫자나 기호를 써

간 우리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최단

서 위치를 표기하는 방식을 뜻

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한다. 1, 2, 3차원을 수학적으
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좌표
계가 존재하며, 다양한 차원을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과학자들은 우리
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의 왜곡을 통
해 시간여행이나 다른 우주로의 이동을
상상하였고 웜홀(Wormhole)이라는 개
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아직 그
존재가 증명된 바는 없지만 다양한 예
술작품이나 게임 등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학계의 연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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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차원의 존재는 고차원을 어떻게 이해할까?
여기서 말하는 차원의 개념을 이용해 제작된 재미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1884년 에드
윈 A. 애벗이 발간한 <플랫 랜드>입니다. 모든 것이 평평한 2차원 세상에 사는 스퀘어
씨가 0차원과 1차원, 3차원 등 다른 차원의 세상을 여행하며 차원에 대한 개념을 배워
가는 이야기입니다.

< ‘지식채널e, 상식과 상상 제 4부 - 스퀘어씨의 선생님’>, EBS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SoNzaU2UQMk)

플랫 랜드 속에서 고차원의 존재는 저차원의 존재를 인식할 때 아주 쉽게 이해하지만,
저차원의 존재는 고차원의 존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l 위의 영상을 보고 아래 표를 채워 넣어 볼까요?

차원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포인트 랜드

라인 랜드

플랫 랜드

스페이스 랜드

인식
범위

특징

플랫 랜드 이야기를 보고, 내가 2차원 플랫 랜드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3차원의 사
과를 어떻게 인식할지 머릿속으로 상상해봅시다.
또 4차원의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지 추측해 봅시다.

창의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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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원 공간을 상상해볼까?
100여 년 전 소설 속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았던 4차원 이상의 공간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수학이나 물리학 분야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학에서는 어떻게 4차원을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리만의 4차원 기하학, 초입체의 정의와 표현방법
0차원을 확장시켜 1차원으로 만들려면 점을 이동시켜 선을 만들면 됩니다. 1차원을 확
장시켜 2차원으로 만들려면 선을 이동시켜 면을 만들면 됩니다. 2차원 면 또한 이동하면
3차원인 입체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입니다.

<X축 이동>

4차원 도형 테서렉트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작품

<Y축 이동>

<Z축 이동>

그런데 3차원 정육면체를 4차원으로 확장하면 무엇이 될까요? 3차원 입방체를 한 번
이동시켜보면 아래와 같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축으로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차원 도형이 3차원 공간에 나타난다면 아마 같
살바토르

달리,

<십자가

처형>, 1954

은 위치에서도 보는 각도에 따라 부피가 달라져
보이는 괴상한 도형의 형태일 것입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본인의 작품

마치 3차원 도형을 2차원에 그림자로 고정시키

<십자가 책형>에서 테서렉트의

면 다양한 면적과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 것처럼

전개도에 못 박힌 예수를 표현

말이에요.

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수학자이
자 브라운대학 교수였던 토머스

더 생각해보기

4차원 도형의 전개도는?

밴초프와의 교류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ü 3차원의 육면체를 2차원에 표현하는 방식인 전개도를 생각해보고, 이에 빗대어

이처럼 예술가들은 당대의 수
학이나 과학에서도 많은 영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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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원 초입방체를 3차원에 전개도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질지 생각해봅시다.

다양한 우주론에 등장하는 고차원
우주의 기본 입자가 구가 아니라 선이라고 보는 끈 이론 연구자들은 우리에게 드러나지
는 않지만 실제 우주가 11차원 시공간이라 가정하고 있으며, 하버드의 리사 랜들 교수

리사 랜들

또한 무한대로 거대하고 근원적인 세계에서 넘실대는 커튼처럼 생긴 막들이 충돌하며 우

(Lisa Randall, 1962-)

주를 만들어낸다는 브레인 우주론을 설명하기 위해 비틀린 5차원의 시공간에 대해 이야
기 합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가설 중 하나로써 여전히 각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 물리학 교수로

4차원 공간은 존재할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대체 4차원 공간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존
재할까요? 또 4차원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
요? 아직 4차원 공간에 대해 관찰되고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이론물리학자이다. 그녀는 우
리의 감각이 오로지 커다란
3차원만 경험할 수 있기 때
문에 무한한 여분 차원은 믿
기가 어려워 하지만, 보이지

정해진 답은 없으니 각자의 근거를 들며 즐겁게 상상해 봅시다.

않는 무한한 차원은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수많은 기이
한 가능성 중 하나라고 주장
해 학계에 신선한 파장을 일
으켰다.

<영화 ‘인터스텔라(2014)’ 중,
주인공은 블랙홀 속으로 뛰어들어 고차원 시공간의 세계를 경험한다.

w 영화 속 고차원 공간은 왜 이런 형태로 표현되었을까요?
w 영화감독의 입장이 되어 이야기 해 봅시다.

창의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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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원 공간을 표현해 보자!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통찰했던 피카소의 회화실험
우리가 일상적으로 3차원의 물체를 볼 때에는 3차원 물체의 한 쪽 면만을 2차원으로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시각은 결코 3차원의 물체를 한눈에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3차원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로 이동하며 바라보고, 이
형태들을 머릿속에서 하나의 구조로 재조합하여 하나의 형상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입체파(큐비즘)
세계를 좀 더 정직하고 사실적
으로 캔버스에 담고자 했던 미
술사조로 깊이와 거리를 묘사하
기 위해 쓰였던 선 원근법을 버
리고 관찰자의 시간의 흐름에

우리는 3차원을 표현하고자 할 때, 르네상스 전통 이래로 선 원근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것은 인간이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아차렸던 피카소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정한 3차원을 2차원에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나온 작품이 바로 아래와
같은 작품입니다. 바로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을 바탕으로 인간이 세상을 구성하
는 종합적 방식을 2차원의 평면 안에 표현했던 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 변화하는 여러 개의 시점
에서 다양하게 관찰한 대상을
하나의 평면위에 담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파블로 피
카소와 조르주 브라크가 있다.
조르주 브라크
(Georges Braque,
1882-1963)

파블로 피카소, <볼라르 초상>,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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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원 공간 표현하기
4차원 공간을 표현하는 추상작품을 제작해봅시다. 2차원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고,
3차원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4차원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표현해보고 이를 설명하는 글을 작성해봅시다.
▶ 아이디어 스케치

▶ 4차원 공간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

아이디어의 공유와 발전
¡

그대로 가져오기 보다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차용해 나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봅시다.
이름

대략적인 스케치

메인 아이디어

다른 친구의 아이디어를
나의 아이디어와 결합시
켜 발전시킬 수 있는 방

차용할만한 점

안을 모색해본다.
¡

또 다른 친구의 아이디
어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
판적으로 분석해보며 타
당도를 검증하는 것도 나
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
는데 좋은 바탕이 될 수
있다.

창의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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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원 공간을 표현하려 했던 시도들
말레비치의 4차원은 무엇이었던 걸까?
수업 초입에 보았던 말레비치의 작품 <검은 사각형>에는 4차원의 자식이라는 부제가
붙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레비치는 다양한 작품들에서 4차원에 관련된 부제를 붙였
는데, 말레비치의 작품세계에 대한 이지연(2017)의 학술 논문을 참고하여 아래 말레비
치의 그림들과 제목의 의미에 대해 추측해봅시다.

말레비치, <검은 사각형>, 1915

말레비치,
<축구선수의 회화적 리얼리즘
_4차원의 색 덩어리>, 1915

말레비치는 절대주의의 이콘, 검은 사각형에 “4차원의 자식(дитя четверттого измерения)”이라
는 또 하나의 이름을 붙였다. 19세기 후반 로바쳅스키의 비유클리드 기하학, 민콥스키의 4차원 개념
을 비롯, 여러 수학자들의 발견이 등장하면서 러시아에서 새로운 기하학과 4차원에 관한 관심은 상당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레비치의 4차원 개념은 러시아의 표적인 신지학자로서 1909년 <4차원>
을, 이어 1911년 <Tertium Organum>을 발표한 바 있는 표트르 우스펜스키의 저작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우스펜스키의 명제들은 세계에 한 새로운 지각에 한 요구와 그러한 새로운 세
계를 응시하는 자로서의 예술가의 사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때 흥미로운 점은 우스펜스키가 3차
원 세계를 4차원의 한 조각이 드러난 것일 뿐이자 단지 환영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4차원이란 이러한 3차원의 환영을 떨쳐내고 세계의 진정한 모습을 지각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
다. 3차원의 세계는 4차원 이 투사된 것에 불과하며 예술가들은 그러한 3차원 세계의 형상을 기괴하
게 여기고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고양된 의식을 가진 자들이다. 따라서 4차원을 드러낸다는 것
은 인간 영혼의 해방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지연(2017), 「이콘과 우상: 말레비치의 4차원과 시선의 혁명」 중 일부 발췌

Ÿ

말레비치가 생각했던 4차원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4차원의 차이가 있나요?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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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4차원이 진짜 4차원이라고 생각하나요?

4차원 초입방체로 감옥을 만든다면? 영화 큐브2
영화 ‘큐브2(2002)’ 는 아까 보았
던 4차원의 도형, 초입방체로 현실
세계에서 감옥을 만들었다는 상상에
서 시작된 영화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뒤섞이고 중력도 변화하는
이 괴상한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 주
인공들은 유일한 실마리인 ‘60659’
의 비밀을 풀어가게 됩니다.

이 영화를 촬영하기 위한 자문으로 캐나
다의 수학자 데이비드 프라비카가 참여했
다고 하니 이 영화에서 수학적 지식이 얼
마나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는지 알 수
있겠지요? 영화 속에서는 양자역학 속 4
차원 세계나 평행우주 이론 등을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시각화해 영화적 이
미지로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큐브2(2002)’의 장면>

고차원 물체를 컴퓨터 스크린에 투영하는 프로그램
브라운대학교 수학과 학과장이었던 토머스 밴초프는 고차원 물체를 컴퓨터 스크린에 투영하
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4차원 이상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는 못하지만 고차원 물체가 투영된 그림자와 같은 형상을 2차원의 평면 안에서 3차원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토머스 밴초프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4차원 공간 속 도형의 그림자>

창의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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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감성적체험

문제 푸는 건 간단하다.
그것은 모두 상상력과 끈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 리처드 파인만 (Richard Feynman, 1918-1988) -

5

태도 함양
- 패러다임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세상을 바꾸는 창의적 인재란?
- 직업탐색 : 이론물리학자와 전위예술가

패러다임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토마스 쿤

정상과학과 과학혁명

(Thomas Samuel
Kuhn, 1922-1996)

물리학자이자 과학사와 과학철학 연구자였던
토마스 쿤은 과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과학의 발전이 많은 과학자들
의 실험과 관찰을 통해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리
미국의 과학사학자 겸 철학

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쿤은

자였다. ‘패러다임’이라는 새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 혁명적으로 변화한다고

로운 개념을 만들어 과학의

주장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뉴턴 이전의

발전을 설명했다. 대표 저서

자연철학과 뉴턴의 고전역학, 아인슈타인의 상대

로는 <과학혁명의 구조>가

성 이론을 들 수 있습니다.

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을 정립하던 시기를 생각해보고 아래 표에서 초
성으로만 적혀있는 곳을 채워봅시다.

이전의
패러다임
(뉴턴 역학)
변칙사례
등장
새로운
패러다임
(상대성이론)

1. 시간과 공간은 ㅈㄷ적이며
ㄷㄹ적이다.
2. 물리법칙이란 ㄱㄱ 내에서 힘을 받은
물체가 ㅅㄱ에 따라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1. 빛이 파동이라면 그 ㅁㅈ은
무엇인가?
2. 빛이 입자라면 뉴턴의 물리법칙을 왜
따르지 않는가? (ㄱㅅ ㅂㅂ의 원리)

패러다임

1. 속도에 따라 ㅅㄱ과 ㄱㄱ이 변화한다.

토마스 쿤이 과학의 발전을

2. 중력은 물체에 가속도를 부여하므로
중력에 따라 시공간이 변화한다. 즉
시간과 공간은 ㅈㄷㅈ인 것이 아니다.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
이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 이론, 관습, 사

<토마스 쿤이 제시한
과학혁명의 구조>

고, 관념, 가치관 등이 결합
된 총체적인 개념의 집합들
을 말한다. 패러다임이라는

뉴턴의 고전역학이 정립 된 이후 많은 물리학 연구들은 뉴턴 역학의 패러다임 안에서

개념은 과학계뿐만 아니라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을 통해 뉴턴의 역학은 더욱 실생활에서 쓸모 있

사회 전반에서 사용하는 용

는 연구가 되었죠. 또 점점 더 견고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성이론은 뉴턴의

어가 되었다.

패러다임 안에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고전 역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변칙사례에 집중한 결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한 것입니다.

감성적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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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혁명적인 이론이 나와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이가 금방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
문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단적인 예로 발표
된지 100년이 넘은 상대성이론은 시간이 변화 한다던가 공간이 왜곡된다는 등 인간의
감각에 너무 반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하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Ÿ

새로운 패러다임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미술의 혁신

미술의 혁신과, 혁신적 미술

18세기 이전까지 미술을 뜻하
는 용어인 Art는 다양한 영역의
솜씨와 기술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였다.

미술계만큼 혁신적인 분야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미술작
품은 아주 많이 있지요. 왜 이런 작품을 혁신적인 작품이라고 할까요?

즉 아름다움이라는 관점보다는
현실을 정교하게 재현하는 기교
중심의 기술로써 여겨졌다. 그러
나 18세기 이후 미술은 일반인
들은 느끼기 어려운 예술가의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
로 사용되거나, 다른 분야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롭
고 혁신적인 예술형식을 창조하
거나, 기존 사회의 모순들을 비
판하거나, 신념체계들을 해체하

마르셀 뒤샹, <샘>, 1917

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

데미안 허스트, <천 년>, 1990
백남준,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습작>,
1960

고 있다.

과거의 미술작품과 다르게 오늘날의 현대미술은 혁신적인 미술작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술작품을 만드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이후의 미술은 과거의 미술과 다르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식과 새
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에 집중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작
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확장을 넓혀주고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미술에서는 ‘혁신적인 것’을 찾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야의 예술을 전위예술 프랑스어로 아방가르드 예술 이라고 합니다. 아방가르드 예술
은 처음 접한 사람에게는 충격과 거부감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성의
통념을 타파하고 인식을 확장시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영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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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창의적 인재란?
21세기에는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창의적 인재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많은 과학자와 예술가
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인식하고 다른 방향으로
사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단번에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 고정관
념,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들의 끈기이기도 합니다.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것은 간결한 문장이나 명료한 이미지로 떠
오르지 않습니다. 흐릿한 그 무엇, 어떤 느낌으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끈
기 있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세상에 없
던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란 바로 이런 사람 아닐까요?
세상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을 찾
아내며,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어떤 것을 놓치지 않고 끈기 있게 새로운 무엇
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에서의 이런 일을 해 갈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성적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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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탐색 : 이론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이란?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실험과 관련된 지식이 고도로 복잡해지고 큰 설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한 명의 물리학자가 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실험과 관계된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실험 물리학자와 이론과 관계된 분
야를 전문으로 하는 이론물리학자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론물리학자는 자연현상에 대한 보편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을 이용하여 이미 관측되
어 알려져 있는 자연 현상을 설명(해석)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의 업적 찾아보기
관심 있는 분야의 이론물리학자나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그들의 연구 성과와 사회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공유해봅시다.

이름

진로정보를 담은 웹사이트
- 커리어넷
career.go.kr
- 워크넷
work.go.kr

생애 및 특징

연구의 의의

특기사항

이론물리학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워크넷 등을 활용하여 이론물리학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역량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봅시다.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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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역량이 왜 필요한지?

역량 성장을 위한 방법

직업 탐색 : 전위예술가

전위예술이란?
프랑스어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흔히 20세기 이후 세상에 없

아방가르드
프랑스어 Avant-Garde는

던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예술작품을 만들어가던 양상들을 통칭합니다. 처음 이 용어가

최전선에서 싸우는 정예부대

쓰여 졌던 20세기 초에는 전통적 미술과 대비되는 미술운동이었던 추상주의 미술과

를 뜻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초현실주의 미술 등을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오늘날에는 과거에는 본 적 없던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예술가의 독자적이고 또 혁신

20세기 이후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미국 등에
서 미술, 음악, 문학, 연극

적인 미의식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한 예술의 경향들을 가리켜 전위예술이라고 합니다.

등 전체 예술분야에서 새로

전위예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다시 주류미술이 되기도 하고, 같은 예술가가

운 예술운동이 전개되었고
실험적인 예술을 진행하는

또다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모든 예술의 형태를 아방가
르드라는 용어로 지칭하게
되었다.

전위예술가의 작업들 찾아보기
20세기 이후 독특한 미술운동을 했던 다양한 전위예술가들 중 관심 있는 전위예술가
의 작품을 보고 그 특징과 예술사적, 사회적 의의를 찾아봅시다.

이름

작품명

작품의 특징

예술사적 의의

사회에 끼친
영향

전위예술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미술관련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오늘날의 전위 예술가들의 작업을 살펴보고, 전위 예
술가가 되기 위한 핵심역량과 해당 역량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봅시다.
핵심역량

해당 역량이 왜 필요한지?

역량 성장을 위한 방법

현대

예술가들의

작업들

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 네오룩닷컴
neolook.com
- 월간미술
monthly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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