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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꿈은 지도다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가 달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사

흘이면 갈 수 있다는 달을 무려 4

개월 반이나 돌아서 가는 이유는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다. 지구에

서 38만 킬로 떨어진 달로 곧장 

가지 않고 156만 킬로나 멀리 심

우주를 돌아서 가는 게 연료가 덜 

드는 까닭은 행성의 중력과 공전

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도대

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이 중

력 도움 항법(gravitational assist 

혹은 swing-by)을 최초로 상상한 

사람은 누구일까?

알렉산드르 샤르게이는 1897

년 우크라이나의 작은 오두막에

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샤르게이

가 다섯 살 때 황제의 경찰에게 

잡혀가 정신병원에 수용되었고, 

그가 열세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마저 죽었다. 그는 할머니와 어렵

게 살았지만 우크라이나 최고의 

공대에 합격한다. 하지만 1차 세

계대전이 터지고 그는 입학한 지 

두 달 만에 황제의 군대에 징집되

어 전쟁터로 끌려갔다. 생지옥 같

은 최전선에서 샤르게이는 달로 

직접 사람이 가서 탐사하는 전략

을 구상한다. 

전쟁이 끝났지만 샤르게이처럼 

백군 즉 반혁명파 군대에서 싸웠

던 사람들은 “인민의 적”으로 간

주되어 날품팔이조차 하기 힘들었

다. 샤르게이는 죽은 남자의 서류

를 도용해 유리 콘드라튜크로 살

아가기로 한다. 다시 제2차 세계대

전에 참전한 그는 1942년 2월 밤 

오카강 방어선에서 행방불명 되었

다. 비록 그의 길지 않은 삶은 그

렇게 끝났지만, 그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쓴 <행성 간 공간의 정복>

은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

호를 포함하여 우주선이 행성에

서 행성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닐 암스트롱은 달 여행에서 돌

아온 이듬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콘드라튜크의 허름한 오두막을 찾

아간다. 그는 무릎을 꿇고 오두막

의 흙을 한 줌 떠내서 가져갔다고 

한다. 

칼 세이건의 표현대로 별의 찌

꺼기로 만들어진 인류가 별에 대

해 숙고할 수 있게 된 역사는 매

우 길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맨 

처음 알아낸 사람은 아리스토텔

늘 학생들에게 신문읽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생각의 힘

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누리 호 발사 소식은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우리 아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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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왕복 탐사 방법을 생각해낸 비운의 천재 

샤르게이는 자신이 우주 시대에 얼마나 크

게 기여할 지 모르는 채로 죽었다. (출처-‘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

레스(BC384~322)다. 그는 월식

이 일어날 때 지구의 그림자가 달

에 비치는 것을 보고 지구가 둥

글다는 것을 눈치챘다. 지금으로

부터 약 2000년 전, 알렉산드리

아 도서관의 서가에는 이미 지

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의 저서

가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애

석하게도 그의 기록은 일일이 양

피지에 베껴 쓴 50여만 권의 다

른 책들과 함께 소실되었지만, 나

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집 화이트보드 한 귀퉁이에 

써 두었다. 그의 이름은 아리스

타르코스(Aristarchos)다. 그 도

서관 관장을 지낸 에라토스테네

스(BC276~196)는 기둥 그림자와 

낙타의 걸음 수를 이용해 지구의 

둘레를 계산해 냈다.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40,233km가 된다. 놀랍

게도 오늘날 측정한 40,073km에 

거의 근접한다.  

아리스타르코스는 망원경도 없

던 시절에 어떻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을 알았을

까? 에라토스테네스는 우리가 늘 

걷고 앉아 있는 이 지구의 둘레를 

어떻게 재볼 생각을 했을까? 아니, 

대관절 왜 그게 궁금해졌을까? 샤

르게이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전쟁

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행성 간 여

행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정말 신

기하지 않은가? 우리가 늘 보는 것

은 익숙하고 당연해서 질문하기가 

쉽지 않고, 우주나 먼 미래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

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누군

가는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상상

한다. 그리고 꿈을 꾼다. 그 꿈만

큼 인류는 진보해왔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인재를 키울 꿈을 꾸고 있

는가?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

위스, 인도인, 별똥별!)

1997년 발사되어 2004년 7월1일 7년에 걸

친 행성 간 항해 끝에 카시니-하위헌스 호

가 토성계에 진입했다. 2017년 4월, 연료가 

떨어져 토성으로 뛰어들기 전 마지막으로 

전송한 엔켈라두스(토성의 위성 중 하나)의 

모습. (출처-‘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