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적 창의성
과학의 비언어적 기반과 은유



오래된 이분법

가설

발견의 맥락

증거

정당화의 맥락

?



발견의 논리는 없다

최초의 단계, 즉 이론을 착상하거나 
창안하는 행위는 필자에게는 논리
적 분석을 요구하지도 않거니와 그
렇게 분석되지도 않을 것이라 여겨

진다. 어떤 참신한 생각이—그것이 
음악의 테마든지, 극적 갈등이든지, 

과학 이론이든지 간에—도대체 어
떻게 한 인간에게 떠오르느냐 하는 
문제는 경험 심리학의 큰 관심사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 지
식의 논리적 분석과는 무관하다.  

칼 포퍼





아인슈타인의 회고

➤ 언어는 나의 사고과정 안에서 아
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과정에 필수적인 역
할을 수행하는 심리적인 실체들
은 일종의 증후들이거나 분명한 
이미지들로서, 자발적으로 재생
산되고 결합되는 것들이다. 내 경
우에 그 요소들이란 시각적이고 
때로는 ‘형체까지 갖춘 것’들이다.

➤ 직감과 직관, 사고 내부에서 본질
이라고 할 수 있는 심상이 먼저 
나타난다. 말이나 숫자는 이것의 
표현수단에 불과하다.



파인만의 회고

우리가 11살 또는 12살 무렵의 어
느 날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있
었다.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해”라고 
나는 말했다. 그러나 베니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니? 너는 자동차의 
이상하게 생겨먹은 크랭크축을 아
니?”라고 반문했다. “그래 그것이 
어때서?” “그렇담 말야. 혼잣말을 
할 때 너는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
니?” 그때서야 나는 사고가 언어적
일 뿐 아니라 시각적이라는 것을 베
니로부터 배웠다. 

리차드 파인만, 1988. 



솜씨(SKILL)와 암묵적 지식

➤ 마이클 폴라니의 통찰 

➤ 과학에도 솜씨가 필요하다. 

➤ 솜씨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암묵적인 지식이 숨어있다. 

➤ 과학의 솜씨? 

➤ 관찰 능력 

➤ 실험 능력 

➤ 계산 능력 

➤ 솜씨는 언어로 환원 불가능 

➤ 때문에 과학지식은 논문만으로는 
잘 전달이 안 됨.



언어와 솜씨

➤ 언어 습득은 솜씨에 의존 

➤ 아기가 ‘가리키는’ 동작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이
에게 단어를 ‘가르칠’ 수 없다. 

➤ 언어를 배운 후 가리키는 동작은 
말로 표현 가능. 그러나 그 말로
는 언어를 모르는 아이에게 언어
를 가르칠 수는 없다.



언어와 규칙

“옳지”

‘이럴 때 “옳지”라고 하는 거구나’



비트겐슈타인의 결론

➤ 언어의 의미는 사용에 의존 

➤ 언어는 사회적 규칙에 기반하지 
않을 경우 의미가 없어진다. 

➤ 결국, 언어만으로 과학지식을 다 
표현하고 습득하고 전달할 수 있
다는 생각은 잘못!



새로운 개념의 습득/창조
기존 개념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대상 존재 

개념화 과정은 비언어적 사고와 실천 동반



은유의 편재

귀가 어둡다
알아 들었어

앞으로 잘 할게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자

온도가 올랐다

이러한 은유를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양  VS. 정도(강도)

➤ 열량 vs. 온도 

➤ 전하량 vs. 전위 

➤ 서로 다른 “용량”의 용기에 은유!



개념의 창조와 과학적 모형

➤ 과학적 모형 

➤ 미지의 대상을 좀더 친숙한 것
에 비유해서 표현하려는 시도 

➤ 빛의 파동 모형 

➤ 원자의 태양계 모형 

➤ 모형의 삼중구조 by Mary Hesse 

➤ 긍정적 유비 

➤ 부정적 유비 

➤ 중립적 유비 

➤ 중립적 유비를 시험하고 발달시키
면서 지식 성장



‘스핀’ 개념의 탄생

태양계보어의 원자 모형

그러면 혹시 전자도  
태양계의 행성처럼  
자전을 하지 않을까?

공전 궤도?



패러데이의 장 개념 (초기)

이러한 생각은 매질의 영향을 탐구하도록 유도(정전기 유도 용량 발견)

전기분해

정전기 유도

양쪽 전극에서 나타나는 물의 전기분해는 전극 사이에 
존재하는 물의 연쇄적인 분해와 재합성을 통해 일어남. 

전기력은 인접한 입자들을 통해 전달  
전하는 ‘전기유도선’ 말단의 잉여 극성



맥스웰이 씨름했던 한 가지 문제



원거리 직접 작용(앙페르) VS. 공간을 통한 전달(패러데이 )



맥스웰의 기획 : 패러데이식 아이디어의 수학화



전기장, 자기장, 전하, 전류 사이의 4가지 수학적 법칙 제안



맥스웰의 추가적인 궁금증



맥스웰의 전자기장 모형 : 역학적 매질의 운동

자기의 전류 작용전류의 자기 작용

전류는 유동 바퀴의 이동

자기력선은 소용돌이 분자의 회전축

도체 속 유동바퀴는 회전 및 이동 가능 

부도체 속 유동바퀴는 제자리 회전만 가능



탄성의 추가 : 미끄럼 방지 및 전기력선의 표현





전자기파의 탄생 

탄성의 추가로 유동바퀴의 좌우 쏠
림(전기장)과 소용돌이 분자의 시
계/반시계 방향 회전 운동(자기장)
이 점진적으로 전달되는 전자기파
가 만들어지며, 그 전달 속도는 이
론적으로 계산 가능. 

그리고 그 속도는 빛의 속도와 일치 

빛 = 전자기파! 

지금은 폐기된 모형이지만, 그것 없
이 맥스웰의 전자기파 개념과 맥스
웰 방정식이 완성될 수 있었을까?



은유는 왜 필요한가?

➤ 전혀 새로운 현상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서술
할 적합한 개념이 없다. 그것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 다른 현상을 서술하는 데  
이미 사용하던 다른 개념들 

➤ 왜 ‘직유’가 아니라 ‘은유’인가? 

➤ A가 가진 성질 a가 미지의 대
상 B가 가진 성질 b와 비슷하
다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 왜
냐하면 우리는 B에 대해 충분
히 알지 못하기 때문.

은유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유일한 다리 by 제럴드 홀튼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는  
창의성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과학의 솜씨

➤ 과학에는 언어나 수학공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과학

을 잘 하려면 과학 이론뿐만 아니라 그러한 솜씨를 배워야 한다. 

➤ 솜씨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폴라니 : 도제식 교육 

➤ 쿤 : 패러다임의 모방 



정상과학과 창의성

➤ 포퍼 : 정상과학적 교육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세뇌를 당한 인물을 

만들고, 그런 인물들은 창의적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 쿤의 반박 

➤ 첫째, 정상과학의 퍼즐 풀이 자체도 매우 창의적인 작업이다. 

➤ 천왕성 궤도 설명 / 중력파 검출 등 

➤ 둘째, 혁명적 창의성은 필요하면 결국 생긴다.  
위기 상황에서야 혁명적 창의성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며,  
정상 상황에서 발휘하는 혁명적 창의성은 별 가치가 없다.



코페르니쿠스 혁명과 위기

➤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시기가 천문학의 위기였을까? 

➤ 코페르니쿠스는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이단적인 

견해를 떠올릴 수 있었고, 그것을 고수할 수 있었을까? 

➤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제안되었던 태양중심설은 왜 혁명을 만들어

내지 못했을까? 

➤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코페르니쿠스가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몇 가지 고찰

➤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 여기서의 필요가 객관적인 필요일 필요는 없음. 

➤ 개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절박한 문제가 있기만 하면 됨. 

➤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할 때 창의성은 자연스럽게 발휘됨 

➤ 그러나 새로운 생각을 위해서는 새로움을 위한 기본 재료가 필요 

➤ 현 패러다임과 다른 사고방식이 존재해야(패러데이) 

➤ 은유의 자원으로 사용하려면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맥스웰) 

➤ 새로운 생각의 필요를 느끼기 위해서는 

➤ 기존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필요(코페르니쿠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