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의세계

미술
공모전 공모 대상 

일반 및 학생 (개인 및 팀 가능)

상금 

양자나노과학단장상 300만원 1작품

2등 200만원 2작품

3등 100만원 2작품
※ 시상 내용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최

기초과학연구원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이화여자대학교)

분야 및 사이즈 
자유 형식 (회화, 텍스타일, 사진, 영상, 조각 등)



공모 주제 

양자 나노 과학

1 나노미터는 머리카락 굵기의 5만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내려가 

원자  안으로 들어가면 양자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두 곳에 있거나 순간이동을 하듯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 있기도 한 신기한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양자의 세계를 표현해 보세요! 참고삼아 아이디어에 도움이 될만한 저희 글을 읽어보세요.

#앤트맨과 와스프(영화) #슈뢰딩거 고양이 #양자역학 #양자나노과학연구단(뉴스)

접수 방법 및 일정

•  ‘양자의 세계’ 해설 강연 및 질의응답 : 2019.04.03. 오후 1시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 현대자동차(D)동 지하1층 DB106호
      ※과학적인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토론의 장이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예선 서류 전형 마감 : 2019.06.30까지 홈페이지로 제출

• 본선 실물 접수 기간 : 2019.07.30 ~ 2019.08.01오전 11시~오후 2시에 직접 제출

• 수상작 전시  :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19년 9월 말 예정

참고사항

• 홈페이지 : qns.science/art

• 문의 : art@qns.science

• QR 코드나 링크를 통해 신청하는 분에게 양자나노과학에 대한 만화와 동영상을 드립니다.

    (http://bitly.kr/4PYp)



쇠라의 점묘법이 물리에?

‘빛’이 과학자와 예술가에게 아주 흥미로운 주제였다는 것을 아세

요? 특히 빛은 19세기에 클로드 모네,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등 인

상주의 화가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물체마다 고유한 색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우리 눈이 색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연구

했습니다. 물체 자체보다 그것을 인식하는 인간에게 더 집중한 것이죠. 

즉, 빛으로 보는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들은 사과를 빨간색뿐만 아니라 빛의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갈색 혹은 

검은색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

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위와 비슷한 시기에 물리학에서도 ‘빛’에 대한 인식이 전환점을 맞

았습니다. 빛을 물결 같은 파동(전자기파)로 본 과거와 달리, 아주 작

은 낱알처럼 입자로 행동하는 성질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입자처럼 행

동한다는 것은 빛이 끊겨 있다는 말입니다. 끊겨있는 빛이라니, 어떻게 

이런 모순이 가능할까요?

아인슈타인은 광전효과라는 실험을 통해 빛은 물결 같지만 동시에 

공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1) 아인슈타인은 빛을 입자

화하여 각각을 light quantum, 즉 광양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양자

(Quantum)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무엇이 양자화되었다는 것

은 낱알로 돌아다니는 입자 같다는 뜻입니다(가장 대표적인 양자는 물

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원자 속의 양성자와 전자라는 입자들

입니다). 세상은 양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을 비롯해 자연 자체

가 불연속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빛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연속적인 것 

같아도 실은 끊겨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조르주 

쇠라가 대표적인 점묘법을 생각해봅시다. 쇠라는 점묘법이라는 기술

을 만들어서 세상을 점으로, 즉 양자화하여 그렸습니다. 이는 그전까지 

연속적인 선들만 존재한 회화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흥미

롭게도 쇠라의 묘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빛의 실제 형태와 유사했습

니다. 

양자가 불러온 완전히 새로운 세계 

양자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양자는 나노 스케일(10-9m)

의 아주 작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양자의 등장은 그 이전과 이후의 세

계를 완전히 갈라 놓았습니다. 양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고전 물리

학이 완벽하게 해석해 놓았던 기존의 세상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위

에서 언급했듯이 양자들은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

자가 어느 곳에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오로지 확률로만 알 수 있습니

다.2) 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다는 슈뢰딩거의 고양이3) 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슈뢰딩거 고양이는 유명한 토끼-오리 그림과 비슷합

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볼 때 토끼나 오리를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일

반적으로 그 둘을 동시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슈뢰딩거

미술과 양자 나노과학이 무슨 상관?

같은 곳을 향하는 예술과 과학
이번 미술공모전의 주제는 양자 나노과학입니다. 양자도 나노도 과학도 뭔지 모르겠다고요? 지극히 당연
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한 해설 글을 준비했습니다. 양자와 예술이 어떻게 만나는지 한 번 살펴 
봅시다. 읽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글_김진경 (기초과학연구원 양자나노과학연구단, 이화여자대학교 석박사 통합 과정)

조르주 쇠라 <A Sunday 

Afternoon on the Island of 

La Grande Jatte> (1884)

빛으로 보는 세상을 점으로 표

현한 쇠라. 아인슈타인은 빛이 

실제로 입자 같다는 사실을 밝

혔습니다.

1)  광전효과(1921)란 빛을 금속에 쪼였을 때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

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카메라와 태양전지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서 

쓰입니다. 

2)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1927)에 의하면 양자가 어디에 있는

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3)  슈뢰딩거 고양이는 양자역학에서 매우 유명한 비유입니다. 50% 확

률로 고양이를 죽일 독극물과 고양이가 상자 속에 갇혀 있다고 가정

해 봅시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

은 상태가 섞여있습니다(중첩 상태). 그러나 상자를 열어 고양이를 

확인하는 순간, 중첩 상태는 깨집니다.



Pablo Picasso <Woman with a Watch> 

(1932) 

피카소가 여인의 정면과 측면이 동시에 

보이도록 그렸습니다. 양자 세계에서도 

서로 다른 두 상태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양자 중첩).  

토끼-오리 그림

많은 예술가와 철학자가 좋아하는 그림. 

비트겐슈타인은 이 그림을 토끼 혹은 

오리 둘 중에 하나로만 지각하며, 동시에 

둘 다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양자의 세계에 넣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Antony Gormley <Quantum Cloud> 

(1999)

작가는 양자역학이 묘사하는 세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작품 속 구조물들끼리 

복잡하게 엮여 있고, 작품과 배경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작품과 배경이 서로 

얽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배경도 

작품의 일부가 됩니다.

의 고양이처럼 양자 세계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은 50%

는 토끼고 50%는 오리인 상태가 됩니다. 상자 안의 그림은 누가 토끼나 

오리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여러 상태가 동시에 겹친 채로 있을 수 있으며, 이

를 중첩(superpositio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전 물리학에서는 디

지털 정보인 비트의 0과 1이 각각 다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

(양자역학)에서는 이 두가지 상태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카소가 대상의 정면과 측면을 섞어서 한 대상을 그린 것과 

유사합니다. 피카소는 대상을 하나의 시점(원근법)만으로 그렸던 기존

의 미술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은 양자 혁명처럼 예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양자 세계의 또 다른 성질은 얽힘(entanglement)입니다. 얽힘이란 

두 가지 이상의 양자를 매우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서로 얽혀 있는 상

태를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원래는 두 물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호

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0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서로 

얽혀 있는 두 양자 중 하나를 알면 거리와 무관하게 나머지 양자의 상

태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얽힘에 의해 두 양자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자가 보이는 끊김(불연속성), 확률, 중첩, 얽힘 등의 특성은 옛날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자의 세계가 

드러나면서 기존의 과학을 뛰어넘어 새로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답을 찾는 길

폴 고갱은 작품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

인가’를 묻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정체성

을 고민하며 이런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

는 자연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세상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신개념을 

제공했습니다. 양자의 결론에 의하면 세상은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률로, 추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

다. 우리는 보통의 인식을 벗어난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고 있죠.

예술과 과학은 인간과 자연을 탐구하고 표현합니다. 조금 다른 방식

으로 말이죠. ‘얽힘’ 상태의 예술과 과학, 그들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어

떨까요? 이것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써 의

미가 있습니다. 과학과 예술이 서로에게 좋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를, 또 그로 인해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결과물이 많이 나오

기를 기대해 봅니다. : )

Isabel M. Martinez의 

Quantum Blink Series 중 

<Cross walk> (2011) 

양자의 특성을 주제로 한 작

품. 작가는 “양자역학에 따르

면 우리는 초당 40회의 의식

적인 순간을 가지고 있다. 우

리의 뇌는 이 순간들을 연결하

여 이미지화한다. 만약 우리가 

끊어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