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속 과학과 과학자의 이미지



과학의 발전이 만들어낸 미래의 모습?

<마이너리티 리포트> (2002)



유토피아 속의 디스토피아 

<메트로폴리스> (1927)



감시와 통제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1998)



전지구적 재앙(핵전쟁)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2015)



<월-E> (2008)

환경오염



통제 불능의 과학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1964)



과학적 산물에 의한 인간 지배

<매트릭스> (1999)



현존하는 모순의 극대화

감시와 통제

전지구적 재앙

환경오염

통제불능의 과학

영화 속  
과학의 이미지

멋지고 신기함

굉장한 능력 또는  
실질적인 무능력함



미친 과학자



태권브이의 악당 카프 박사



슈퍼맨의 악당, 렉스 루터



스파이더맨의 악당, 고블린



문학과 영화 속의 과학자 1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브레히트, <갈릴레오의 삶> 

베이컨, <새로운 아틀란티스>

로버트 저메스키, <백 투 더 퓨쳐> 

조나단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사악한 연금술사 고귀한 과학자 멍청한 과학자



문학과 영화 속의 과학자 2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능력의 부재

<셜록 홈즈> 

호기심이 많은 문제 해결사

<지킬 박사와 하이드> 

휴머니즘과 도덕성의 결여

무능력한 과학자 모험가/해결사 비인간적 과학자



<이미테이션 게임> (2014)

앨런 튜링



천재

고립 & 단독 연구

공익의 우선

자폐적 성향(소통 불가)

비인간적 연구자

고귀한 과학자

찰나의 영감



영화 vs. 현실



미친 과학자 이미지의 근원

➤ SF/호러 영화 장르의 관습? 

➤ 영화 각색 과정의 단순화? 

➤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대립에서 
비롯된 인문학자의 위기의식? 

➤ 20세기 과학기술의 엄청난 성공
과 위협을 동시에 경험한 대중의 
일반적 정서?



갈바니의 동물 전기 실험(18세기 말)



시체를 이용한 전기 실험들



소설 <프랑켄슈타인> (1818)



안톤 메스머의 “동물성 자기(?)”를 이용한 최면 치료(18세기)



최면광선으로 희생자들을 지배하는 과학자 악당 스벤갈리  

<트리블리(Tribly)> (1894)



라듐의 발견

마술사/연금술사로서의 과학자



핵물리학 : 희망에서 두려움으로



인류에 위협을 주는 과학자
➤ <펭귄 아일랜드> (1908) : 물리학에 

정통한 테러리스트. 원자 폭발물로 
도시 폭파. 

➤ <파멸의 날을 부르는 인간> (1938) : 
미치광이 과학자가 지구 표면을 날려
버릴 원자 반응 시도. 

➤ <유럽을 뒤덮은 날개들>(1928) : 젊
은 과학자들이 황금시대를 만들 수 
있는 원자에너지의 비밀을 발견했지
만, 장관들은 원소 변환 기술의 경제
적 영향과 무기개발 전망에만 관심. 
자신의 순수한 이상이 짓밟힌 과학자
들은 원자 폭탄을 탑재한 거대한 비
행기에 올라타고 세계의 주요도시 상
공에 떠서 “세계연합과학자연맹”의 
의지를 강제로 관철시키려 함.



과학자 대 인문학자 : 독재자로서의 과학자

➤ 전쟁 시기 과학자들의 선전 

➤ “과학은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 수행” 

➤ 과학에 대한 지원 증가와 함께 대중의 두려움 증폭시킴. 

➤ 1920~30년대 두 문화의 대립 

➤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합리적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이상을 가진 

과학자와 그에 대한 위협을 느낀 인문학자들의 대립. 

➤ 법률가 레이먼드 포스딕의 <새로운 문명 속의 오래된 야만> 

(1928) : “마치 성냥을 가지고 불장난을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개한 우리의 인간성으로는 도저히 기술이 지닌 힘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플래시 고든> 연작 (1936)

➤ 원자에너지로 가동되는 지하도시 

➤ 라듐 광선으로 무장한 왕자 

➤ 주인공은 원자에너지를 이용해 
세계를 노예로 삼으려는 음모를 
꾸미는 바다 밑의 통치자와 대결 

➤ 주인공은 “방사능은 나를 우주의 
황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외
치는 악당 밍의 계획을 뒤엎기 위
해 원자로 파괴



괴물로서의 과학자

➤ <사이클롭스 박사> (1940) 

➤ “당신은 신의 영역에 간섭하고 
있다”는 동료의 말 무시 

➤ 새로운 라듐 광선을 이용해 세
계를 개선할 계획 세움 

➤ 방문객들이 그의 비밀을 발견
하자 라듐 광선을 이용해 그들
을 생쥐 크기로 축소시킴 

➤ 미지의 지식을 탐구하는 과학자의 
위험한 ‘욕망’이 괴물을 만들어내
거나 스스로 괴물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 “합리적 이성 vs. 사악한 욕망”



자기희생적 과학자

➤ 영화 밖 과학자의 이미지 

➤ 진리의 탐구와 문명의 진보를 
위해 헌신하는 위인 

➤ <퀴리 부인> (1944) 

➤ 세속적인 권력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순
수한 진리만을 추구 

➤ 초인적인 헌신성 

➤ 감정이 없는 연구자



원자 폭탄의 성공(1945)





두려움과 통제의 대상으로서의 과학자

“우리가 산산조각나서 날아가기 전에 저 미친 과학자들이 …  
원자폭탄을 만지작 거리는 것을 제발 멈추게 해 주세요.  
그들은 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원자폭탄은 과학이 가진 경이와 위험을 모두 상징하며 대중에 침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