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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를 보다: 상대성이론 - 내용정리 4 (후반부) 

일반상대성이론  

녹색아카데미에서 책『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의 이해를 도울 대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장회익 선생
님과 '자연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이 영상은 2020년 경희대학교 교양강좌 [철학자를 위한 물리학] 수
강생들의 공부를 돕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동영상이 장회익선생님의 책에 관심을 가진 분들 누구에게
나 좋은 참고자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과 녹색아카데미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2021년 3월 23일. 녹색아카데미   

"장회익의 자연철학 이야기” 4-5편 후반부(대담 영상 24:00부터 끝까지) 는 상대성이론의 내용정리 부분 중
에서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편에서 다룬 질문과 견해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2. 일반상대성이론 

2. 1. 중력의 넷째 성분 찾을 수 없어, 중력은 힘이 아닌 시공간의 효과라고 발상을 바꾼 것이 일반상대성이론? 
2. 2. 가속운동하는 대상계까지 포괄하는 더 일반적인 시공간 이론과 중력 재서술은 어떤 관계? 
2. 3. 일반상대성이론은 어떻게 뉴턴의 중력이론을 대체하게 되었나? 
2. 4. 상대성이론은 의식적인  바탕 관념 혁명의 사례?  
2. 5. 상대성이론, ʻ소를 보다'? 
2. 6. 이론이 발전할수록 보편 상호작용의 수는 줄어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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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상대성이론 

2. 1. 중력의 넷째 성분 찾을 수 없어, 중력은 힘이 아닌 시공간의 효과라고 발
상을 바꾼 것이 일반상대성이론? 

<최> 일반상대성이론을 다 다루기는 힘들고, 여기서는 맥락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한다. 4차원에 맞게 

물리량과 변화의 원리를 재서술하고, 기존의 힘도 재서술해서 전자기법칙을 4차원에 맞게 정리를 해냈

고 훨씬 더 아름답고 명징한 이론이 되었다고 하는 과정이 책에 나오고, 앞서 대담에서 다루었다.  

그런데 선생님의 지난번 말씀을 종합해보면, 당시까지 알려진 힘은 전자기력과 중력 두 가지밖에 없었

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4차원 논의로부터 전자기력이 재서술이 돼서 훨씬 더 아름답고 분명한 이론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중력도 그렇게 돼야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력의 네 번째 성분은 

찾을 수 없었고, 고민 끝에 아인슈타인은 중력은 힘이 아니구나 생각하고는 힘으로써 중력을 서술하려고 

하지 않고 시공간의 어떤 효과로서 재서술하려고 했다, 이렇게 저는 읽었다. 

•그렇게 읽으면 된다. 잘 읽었다. 

2. 2. 가속운동하는 대상계까지 포괄하는 더 일반적인 시공간 이론과 중력 재
서술은 어떤 관계? 

<최> 또 하나 그 맥락에서 이해해보면, 처음부터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이

라고 나누어서 얘기한다. 특수상대성이론은 관측계에 대해서 등속운동을 하는 대상계와의 관계라고 되

어있고, 일반상대성이론은 가속운동까지 포괄하는 더 일반적인 이론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다. 중력

에 대해서 시공간의 효과를 찾아내는 것과, 그런 등속·가속 운동은 서로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력을 어떻게 나타내느냐하는 것이다. 중력을 어떻게 나타내느

냐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중력을 힘이라고 보면 중력에 해당하는 4차원 힘이 나와야되

는데, 거기서 4차원 형식에 맞춘 힘에 연결되는 것을 찾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사고의 대전환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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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대전환을 해본 결과,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이런 형태의 힘이 아니라 시간, 공

간에 영향을 미쳐서 시간과 공간이 휘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질량 혹

은 질량 분포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질량이 곧 에너지니까 질량에너지가 있으면, 또한 에너지는 

또 운동량의 한 성분이니까 운동량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간-공간에 기하학적인 구

조에 변화가 온다. 

•그런데 그 기하학적인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반상대성이론으로 오면 유클리드 기하학

에서 벗어난다.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함수가 성립하는 소위 2차원 평면을 얘기했는데 이 2

차원 평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휘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하는 착상을 한 것이고 이것이 굉장

히 놀라운 착상이다.  

•물론 그 당시에 이미 수학에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와 있었다. 유클리드 기하학과는 다른 

기하학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과 이것을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이 과감하게, 쉽게 말하면 질량이고 더 넓게 말하면 운

동량(에너지)과 관련시켰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이(질량과 운동량?) 있을 때 어떻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벗어나느냐, 유클리

드 기하학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이다. 2차원에

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하면 + 이 두 점 간의 거리의 제곱이다(여기서 는 성분). 두 점 간

의 거리는, 2차원에서는 좌표계를 틀어도 거리 자체는 안 변한다. 

�

[슬라이드�27]�4차원�시공간의�휘어짐�

x2 y2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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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27에서) 다음 식에서 보자. 에서 는 1, 2, 3, 4 값이 들어간다 . 

• 와 가 똑같이 1이면 이 되고(이때 =1, 에 붙은 1은 1제곱이 아

니라 어깨번호이다), 에 대해서 풀어보면 ,  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휘어짐 없는 평평한) 민코프스키의 4차원이다. 민코프스키의 4차원은 유클리드 기

하학을 그대로 만족하는 공간이다. 

•민코프스키의 4차원 공간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의례히 으로 딱 떨어

져야 되는데, 이것이 휘게 되면  와 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항도 있고, 앞의 상수도 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로 쓴다는 얘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부터 얼마나 벗어

날 수 있느냐, 시간과 공간이 벗어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 (슬라이드 27에서) 는 메트릭 텐서(시공간의 축척), 은 리치텐서(시공간의 휘어짐)라고 한다. 

식 이 의미하는 바는, 중력이 있으면 그 중력 값 은 값, 

 값과 이 식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에서 와  값을 정할 수 있다. 와  값이 같지 않은 항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과 다른 메트릭 텐서가 생긴다는 것은 공간이 얼마만큼씩 비

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식은 간단해 보이지만(슬라이드 27), 여기서 은 꽤 복잡한 것이고, 도 꽤 복잡하다. 

는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고 하는데, 질량 분포라고 하지만 질량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복잡한 수

학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제대로 풀면 질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는지 알 수 있다. 이 공간

에서는 이미 중력은 없고 그 시간과 공간만 휘었다, 그리고 그 휘어진 공간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

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ds2 = gabd xad xb a, b

a b ds2 = d x1d x1 = (d x1)2 g11 x

x, y, z, τ d x2 + dy2 + dz2 + dτ2

d x2 + dy2 + dz2 + dτ2

a b

ds2 = gabd xad xb

g R

Rmn −
1
2

Rgmn = (
8πG
c4

)Tmn Tmn Rmn

gmn

ds2 = gabd xad xb a b a b

R T T

�자연철학게시판의�글�“일반상대성이론�입문�1�(거리함수�텐서)”,�“일반상대성이론�입문�2�(아인슈타인�방정식)”을�2

보시면�더�자세한�설명을�참고할�수�있습니다.

�여기서� 는� 일�때의�값인� ,� 는� 일�때의�값인� ,� 는� 일�때3

의�값인� 이다.�여기서� 에�딸린�지수는�제곱이�아니라�어깨�번호이다.

(d y)2 a = b = 2 (d x2)2 (dz)2 a = b = 3 x3 (dτ)2 a = b = 4
x4 x

� /�4 10

http://greenacademy.re.kr/%EC%9E%90%EC%97%B0%EC%B2%A0%ED%95%99-%EC%84%B8%EB%AF%B8%EB%82%98?mod=document&uid=64
http://greenacademy.re.kr/%EC%9E%90%EC%97%B0%EC%B2%A0%ED%95%99-%EC%84%B8%EB%AF%B8%EB%82%98?mod=document&uid=65


[녹취] 자연철학이야기 대담 4-5 후반부 제3장. 상대성이론 - 내용정리 4

2. 3. 일반상대성이론은 어떻게 뉴턴의 중력이론을 대체하게 되었나? 

•그런데 시공간의 휨이 중력과 아주 똑같지는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더 재밌다. 차이가 

없으면 이거나 그거나 같은 건데 복잡하게만 해놨다는 얘기 밖에 못 듣는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

이가 중요하다. 그 차이때문에 과거에 모르던 것을 또 알게 된다. 이게 아주 놀라운 것이다. 

•예를 들면, 태양계 안에서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 수성이고, 그 다음이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나간다. 그런데 수성은 태양의 중력을 제일 많이 받는다. 제일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것

의 흥미로운 점은 수성의 궤도이다. 태양때문에 수성 궤도는 원궤도가 아니라 약간 타원 궤도가 

되는데,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 항상 동일한 타원 궤도로 계속 가야된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태양의 중력때문에) 타원이 변한다. 이것을 세차운동(precession)

이라고 한다(그림 1).  타원의 모양이 일정하게 계속 가야되는데 왜 모양이 바뀌느냐? 거기에 대

한 설명이 좀 있는데, 주변의 행성의 중력을 고려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아무리 정

확하게 계산해봐도 이 세차운동의 일부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식을 가

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세차운동이 도출이 된다. 

�
[그림�1]�수성의�근일점�세차운동�(출처�:�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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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걸 이미 아인슈타인이 이 논문을 만들 때 확인하고 그렇게 제시했던 것이다. 아인슈

타인의 방정식의 일차적인 근사는 뉴턴의 방정식과 동일하게 나온다. 2차적인 교정은 바로 세차

운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황> (슬라이드 27) 두 식을 풀면 수성의 궤도가 나오는 것인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맨 위의 식만 풀면 된다. 위 식을 풀면 메트릭 텐서에서  값이 나온다. 

 값을 가지고 나머지를 다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태양 주변에 갖다 놓고 풀면 그런 

게 나온다. 푸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만, 일단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풀면,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유명하다. 

•또 그 당시에 예측했던 것은 태양 옆을 지날 때 별 빛이 휘어진다는 것이다. 일반상대성이론에 의

하면 태양 주변의 공간이 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을 가까이 지나는 별의 빛이 공간이 휜 데로 따

라서 온다는 얘기다. 그래서 별 빛이 휜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과 차이가 생긴다. 

•물론 약간 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는 질량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태양도 질량이 있고 빛도 질량을 가지고 지나

가니까 약간의 중력을 받는다. 그래서 약간 중력을 받으니까 약간 휘기는 휜다. 

•그런데 공간이 휜 것에 의한 영향은 중력의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더 휘게 된다, 아인슈타인의 이

론에 의하면 그렇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얼마나 휘었냐를 관측해서 

그 차이를 확인해보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맞느냐, 뉴턴의 중력이론이 맞느냐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에딩턴(Arthur Eddington, 1882-1944)의 측

정 이다. 

•별 빛이 휘는 것을 관측하려면 보통 때는 어렵다. 태양이 너무 밝아서 별에서 오는 빛을 가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그런데 개기일식 때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면 태양 빛은 달에 다 걸려

버리고, 태양 뒤에서 오는 빛은 태양 옆으로 싹 지나오니까 지구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래

서 태양 뒤에 있는 별의 빛이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다섯 개의 별 무리를 태양이 없는 밤중에 관측한 결과와, 태양이 있을 때 관측한 결

과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난다. 태양이 있을 때는 별 빛이 태양 주위를 지나오면서 휘어져오니까 

a, b

a, b

�에딩턴의�관측에�대해서는�녹색아카데미�웹사이트�‘과학칼럼’의�“일반상대성이론�100+4년�-�제6회.�일반상대성이4

론의�수용,�오해,�해석”에서�더�자세한�이야기를�읽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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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다섯 개의 빛이 휘어지면서 쪼그라든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 차이를 에딩턴이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태양을 통과하지 않는 시점에 그 별무리 사진을 찍고, 마침 태양이 지나갈 때에 그 별무

리의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보면 얼마나 휘었냐를 역산해볼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아인

슈타인의 계산이 맞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1919년에 에딩턴이 공표를 했다. 이제는 뉴턴의 이론은 틀렸다, 아인슈타인이 중력 이론

을 바꿨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그전까지는 사실은 4차원 이런 것들은 직접 관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에딩턴의 관측이 성공함으로써 확인이 된 것이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두 번 유명해졌다. 첫 번째는 민코프스키가 4차원 얘기를 하면서다. 민코프

스키가 1907년에 논문을 썼고, 1908년에 학술대회에서 여러 학자들이 모인 데서 이제는 시간 공

간은 4차원이다!하고 선전을 했다. 그래서 유명해졌지만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많이 헷갈려했

고, 말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다. 

•그런데 1919년에 가서 에딩턴이 관측을 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하니까 상대성이론이 훨씬 신빙성

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1919년 이후에 비로소 아인슈타인의 말이 전세계에 퍼진 것이다. 아주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고, 이로써 뉴턴의 중력 이론을 깼다. 그래서 일반상대성이론이 또 한번 놀

라운 일을 한 것이다. 

•특수상대성이론이 놀라운 것은 4차원이다하는 것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간단하다. 일반

상대성이론도 식으로 치면 간단하다(슬라이드 27).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이런 텐서 값들

이 복잡해서 실제 계산은 어렵다. 다음 장 우주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이 식을 가지고 

우주 전체가 팽창한다,는 얘기도 다 나온다. 

•상당히 놀라운 이론인데, 여기서 일차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몇 가지, 즉 수성의 세차운동을 정확

하게 설명했고, 빛이 휜다는 것 등등을 얘기했고, 지금은 점점 더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 정말 놀

라운 새 이론이다. 

•그런데 이런 상대성이론 식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가장 깨끗한 이론이다,고 해서 사람들에 따라

서는 가장 아름다운 이론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주론을 공부할 

때 우주를 이해하는 데서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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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상대성이론은 의식적인  바탕 관념 혁명의 사례?  

<최> 상대성이론은 선생님의 ʻ앎의 틀’ 정의에 의하면, 만약에 더 앞서 선생님께서 이론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나왔다면 아마 아인슈타인이 나의 바탕 관념론을 실증해주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기뻐

해주셨을 것 같다. 

바탕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무의식에 가깝게 형성이 되어서 그 위에 우리의 이론과 여러 것

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이 바탕 관념이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서 개선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바탕 관념을 정치하게 만들면 기존의 이론도 더 명확하게 나온

다든가 새로운 것을 발명하지 않고도 기존의 이뤄놓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나온다든가,하는 것을 보

여주었다. 

사실은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은 바탕 관념을 혁신하고 바탕 관념에 따라서 바탕 구도에 있

는 특성, 상태, 변화의 원리를 재서술하는 그런 것이지, 변화의 원리가 바뀌었다든가 상태나 위치에 대한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다. (슬라이드 30에서) 위쪽은 재서술하는 부분이고 아래쪽은 혁신이라고 할 수 있

고, 그것으로 어마어마한 것이 바뀌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  

바탕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첫 번째로 아인슈타인이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선생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은바탕 관념을 두 번 혁신한 사람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
[슬라이드�30]�제3도�상대성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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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이고, 그것이 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다. 유클리드 기하학에 의한 

평면은 ‘flat space’라고 하는 평면이다. 물론 입체도 되지만, 어느 쪽으로 잘라봐도 평면으로 연

결이 되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이 휘어지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또 하나의 아주 놀

라운 변화이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특수상대성이론은 속도가 일정한 등속 운동에 대한 것인데 일반상대성이

론에서는 등속 운동이 아닌 것까지 할 수 있다. 등속 운동일 때는 좌표축이 직선으로 바뀌는 것이

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상대성이론에서는 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만 돌린다. 부분적으로 질량이 있는 부분, 아주 작은 지점에서만 근사적으로 되고, 나

머지를 연결하면 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속도로 가는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주 작은 지점에서는 그런 근

사로 하지만 또 다른 데서도 그런 근사를 해서 연결해나가는 이런 복잡한 구조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속도가 달라지는 좌표 틀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가속도

가 있는 좌표에서도 성립하는 일반 구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더 깊고 복잡한 얘기는 여기

서는 생략하고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2. 5. 상대성이론, ‘소를 보다'? 

<최> 그런데 3장이 ʻ소를 얻다’가 아니라 왜 ʻ소를 보다’인가? 

•그게 곽암 선사의 세 번째 시가 소를 본다는 내용이고, 상대성이론이 딱 세 번째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다. 그렇지만 더 넓게 보면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대로 갖다 맞춘 것이 된다. 

•저 안에 기본 원리가 들어있겠는데, 이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틀이 먼저 형성이 된 것이다. 그러

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틀을 투명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직 잡지는 못했지만 파악해야할 내

용이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기는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자취, 발자국만 본 것에 비해서는 적어도 투명한 공간 속에서 

아, 저기 있구나하는 정도까지는 간다. 그렇지만 그게 뭔지 아직 잡아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서 동역학, 앞의 틀은 아직 휘어잡지 못하고 멀리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

면 되겠다. 그렇게 보면 세 번째 ‘소를 보다’에 얼추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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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이론이 발전할수록 보편 상호작용의 수는 줄어 가나? 

<최> 그러면 우주에 있는 힘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 세 가지만 

있고 중력은 힘으로 ... 

•말하자면 여기서는 중력은 별도로 보는 것이다. 

<최> 그러면 약한 상호작용과 전자기력이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힘이 두 개 남은 게 되

는 건가? 

•그런데 사실 아인슈타인은 전자기력도 이런 구조로, 시간 공간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으로 또 집

어넣을 수 없는지, 끝까지 연구를 했다. 그것으로 통일장이론을 만들어보자, 이런 꿈이 컸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다. 이제는 나머지 셋(중력을 뺀 나머지 셋)을 합치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시도는 상대성이론과는 좀 다르다. 상대성이론은 시간 공간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중력까지 집어넣는 것은 아직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한다. 기존의 힘 관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통일장이론 형식으로 가지는 않지만, 나머지 힘들

에 대해서는 합쳐가는 경향이 있고, 현재 구상하고 있는 이론 중에는 중력까지 합쳐서 다 연결한

다는 과감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아직은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단계는 아

닌 것 같다. 

<최> 오늘 상대성이론에 대해서 좀 알았다,라는 착각이 드는 데까지는 온 것 같다. 

•착각은 아니고, 실제로 그 정도면 꽤 많이 파악을 한 것이다. 

끝. 

녹취: 황승미 (녹색아카데미) 

* 알림: 본문의 슬라이드 자료는 녹색아카데미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 댓글이나 의견은 녹색아카데미 페이스북 그룹,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

아카데미 웹사이트의 자연철학 세미나 게시판과 공부모임 게시판에서도 의견이나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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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greenacademykr
https://www.instagram.com/greenacademykr/
http://greenacademy.re.kr/%EC%9E%90%EC%97%B0%EC%B2%A0%ED%95%99-%EC%84%B8%EB%AF%B8%EB%82%98
http://greenacademy.re.kr/%EB%85%B9%EC%83%89%EB%AC%B8%EB%AA%85%EA%B3%B5%EB%B6%80%EB%AA%A8%EC%9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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