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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FEYNMAN: A Brilliant Scientist

Richard Phillips Feynman, born in New York in 1918, 
was probably one of the most brilliant and influential 
physicists of the 20th century. 

Feynman is famous for developing a theory about 
the interaction between light and matter which 
altered the way / science understood the nature of 
waves and particles. 

In 1965, he was awarded the Nobel Prize in Physics 
for this work. 

Besides his achievements as a physicist, he is also 
well known for the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his life.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Things

This story is about his father, who tried to teach 
Feynman to have a scientific perspective.

p o i n t o f v i e w

One day, when I was little, I was playing in a field 
and a kid said to me, “See that bird? What kind of 
bird is that?” 

I said, “I don’t know what kind of bird it is.” He 
answered, “It’s a brown-throated thrush. 

Your father doesn’t teach you anything!”

RICHARD FEYNMAN: A Brilliant Scientist

1918년 뉴욕에서 태어난 리처드 파인만은 아마 20
세기의 가장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물리학자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파인만은 빛과 물질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이론은 과학이 파장과 
입자를 이해하던 방식을 바꿔놓았다. 

1965년, 그는 이 연구로 196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물리학자로서의 업적 외에도, 그는 자신의 삶에 관
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사물의 본질 이해하기 

이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의 관한 이야기로, 그는 파인
만이 과학적인 관점을 갖도록 가르치고자 노력했다. 

어렸을 적 어느 날 내가 들판에서 놀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저 새 보이지? 저 새는 어떤 종류야?”라고 
내게 물었다. 

나는 “그게 무슨 종류의 새인지 모르겠어.”라고 대
답했다. 그는 “그건 갈색목 개똥지빠귀야. 

너희 아버지는 너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는
구나!”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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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t was the opposite. My father had already 
taught me: “See that bird?” he said. “It’s a Spencer’s 
warbler. 

Well, in Italian, it’s a Chutto Lapittida. In Portuguese, 
it’s a Bom Da Peida. In Chinese, it’s a  Chung-long-
tah, and in Japanese, it’s a  Katano Tekeda.” 

I knew he didn’t know the real name. “You can know 
the name of that bird in all the languages of the 
world, but you’ll know absolutely nothing about the 
bird. 

So, let’s look at the bird and see what it’s doing — 
that’s what counts.”

He said, “Look. The bird pecks at its feathers all the 
time. 

Why do you think birds peck at their feathers?” 
~ 쪼 다

I answered, “Well, maybe they mess up their 
feathers when they fly, so they’re pecking at them in 
order to straighten them out.” “All right,” he said. 

“If that were the case, then they would peck a lot just 
after they’ve been flying. 

Let’s look and see if they peck more just after they 
land.”

번역

그러나 정반대였다. 아버지는 이미 나에게 가르쳐 
주셨었다. 아버지가 “저 새 보이지?”라고 말씀하셨
다. “저건 ‘스펜서 휘파람새’야. 

음, 이탈리아어로는 ‘츄토 라피티다’지. 포르투갈어
로는 ‘봄 다 페이다’란다. 중국어로는 ‘청롱타’고, 일
본어로는 ’카타노 테케타‘지.” 

나는 아버지가 진짜 이름은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네가 저 새의 이름을 전 세계의 언어로 안다고 해
도, 그 새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러니 그 새를 보고 새가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렴. 
그게 중요한 거란다.”

  
아버지가 말했다. “보려무나. 저 새는 항상 깃털을 
부리로 쫀단다.

 
왜 새들이 깃털을 부리로 쪼는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대답했다. 

“음, 아마도 날아다닐 때 깃털을 흩뜨리게 되니까 
깃털을 정돈하려고 부리로 쪼는 거겠죠.” 아버지가 
“좋아.”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새들은 날아다닌 직후에 
부리로 많이 쫄 거야. 

착륙 직후에 더 많이 쪼는지 살펴보자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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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n’t hard to tell :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구별하다

between the birds that had been walking around a 
bit on land and those that had just landed. 

So I said, “I give up. Why does a bird peck at its 
feathers?” 

“Because there are bugs bothering it,” he said. “The 
bugs eat flakes of protein that come off its feathers. 

Everywhere there’s a source of food, there’s some 
form of life that finds it.” 

It was then that I learned the difference between 
knowing the name of something and knowing 
something.

Enjoying Observations and Experiments

This story is about how Feynman enjoyed observing 
nature in action and how he could solve a problem 
through a simple experiment.

When I was at Princeton, I had a little hand 
microscope. 

I pulled the magnification piece out of it, and would 
hold it in my pocket like a magnifying glass. 

I once took it out of my pocket to look at some ants 
that were crawling around on some leaves. 

What I saw was an ant and an aphid.
진 딧 물

번역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땅에서 걸어 다니고 
있던 새들과 막 착륙한 새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
었다. 

그래서 나는 “저는 포기할래요. 왜 새가 자기 깃털
을 부리로 쪼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왜냐하면 새를 괴롭히는 곤충들 때문이
지.”라고 말했다. “그 곤충들은 새의 깃털에서 떨어
지는 단백질 조각들을 먹거든. 

식량의 원천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것을 찾
아내는 생명의 형태가 있단다.” 

내가 어떤 것의 이름을 아는 것과 어떤 것을 아는 
것 사이의 차이를 깨달은 것은 바로 그 때이었다. 

관찰과 실험 즐기기

이 이야기는 파인만이 어떻게 자연의 움직임을 관
찰하는 것을 즐겼는지 또 그가 단순한 실험을 통해
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
기이다.

프린스턴 대학에 있었을 때, 나는 작은 손 현미경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손 현미경에서 확대부품을 빼내어, 확대경처
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서 꺼내 나뭇잎 주변을 기어 
다니는 개미들을 살펴본 적이 있었다. 

내가 본 것은 개미와 진딧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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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ature, ants protect aphids from ladybugs and 
무 당 벌 레

carry them from plant to plant. 

The ants, in return, get partially digested aphid 
juice called “honeydew.” 

I already knew that, but I had never seen it.

  The ant patted the aphid with its feet — all around 
the aphid, pat, pat, pat. 

I could not believe my eyes! Then the juice came out 
of the back of the aphid. 

As it was magnified, it looked like a big, beautiful 
ball because of the surface tension.

  The ant took this ball in its two front feet, lifted it off 
the aphid, and held it. 

The ants probably have a greasy material on their 
legs that doesn’t break the surface tension of the 
juice. 

Then the ant broke the surface of the drop with its 
mouth and ate the honeydew. 

단 물

I was simply amazed to see this whole thing 
amazing (X)

happen!
  
Around the same time, the ants found my food, 
which was quite a distance from the window.

번역

사실, 개미들은 진딧물을 무당벌레로부터 보호하
고, 식물에서 식물로 진딧물을 실어 나른다. 

개미들은 그 대가로 ‘감로’라고 불리는, 약간 소화
된 진딧물 액을 얻는다. 

나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본 적은 없었다. 
  

개미는 발로 진딧물을 두드렸다 – 진딧물의 여기저
기를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렸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 때 진딧물 뒤에서 
액체가 나왔다. 

그 액체가 확대되었을 때, 그것은 표면 장력 때문에 
크고 아름다운 공처럼 보였다.

개미는 이 공을 자신의 두 앞발로 받아 진딧물에서 
들어 올려 주었다. 

아마도 그 개미들은 발에 액체의 표면 장력을 깨지 
않는 어떤 미끈거리는 물질이 있는 것 같다. 

그 후에 개미는 입으로 방울의 표면을 깨뜨리고 감
로를 먹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 아주 
기뻤다!

비슷한 시기에 개미들이 내 음식을 발견했는데, 음
식은 창문에서 꽤 멀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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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ng line of ants crawled along the floor across the 
living room. It was when I was doing several 
experiments on the ants. 

I said to myself, “What can I do to stop them from 
coming to my food without killing any of them? 
No poison; I don’t want to harm the ants!”

What I did was this: In preparation, I put a bit of 
sugar about 20 centimeters from their entry point into 
the room, which they didn’t know about. 

Then I made a paper ferry and put it on their trail. 

Whenever an ant returning with food walked onto my 
little ferry, I would carry the insect over and put it on 
the sugar. 

Any ant coming toward the food that walked onto the 
ferry, I also carried over to the sugar. 

Eventually, the ants found their way from the sugar 
to their hole, so this new trail was being used more 
and more, while the old trail was being used less 
and less. 

Half an hour later, the old trail dried up, and in an 
hour the ants were out of my food. I didn’t wash the 
floor; I didn’t do anything but ferry ants.

except

Through these experiences, I came to know the joy 
of observing things and solving problems through 
experiments.

번역

긴 줄을 이룬 개미들이 거실을 가로질러 바닥을 따
라 기었다. 그 때는 바로 내가 개미들에게 몇 가지 
실험을 하고 있던 때였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개미를 죽이지 않고 개미가 
내 음식으로 오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
지?”독은 절대 안 돼. 나는 개미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아!”  

내가 했던 일은 바로 이것이다, 준비단계에서 나는 
방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약 20cm 되는 지점에 약
간의 설탕을 놓았고, 개미들은 그곳을 알지 못했다. 

그 후, 나는 종이배를 만들어 개미들이 다니는 길 
위에 두었다. 

개미가 음식을 갖고 나의 작은 배 위로 올라설 때 
마다 나는 그 곤충을 가져가서 설탕위에 놓았다. 

배를 넘어 음식 쪽으로 향하는 개미들을 모두 설탕 
쪽으로 가져갔다. 

마침내 개미들은 점점 설탕에서 자신들의 구멍에 
이르는 길을 찾아냈고, 오래된 길은 점점 덜 이용된 
반면에 새로운 길은 점점 더 이용되었다. 

삼십 분 후에, 이전의 길은 말라버렸고, 한 시간이 
지나서는 개미들이 내 음식에서 사라졌다. 나는 바
닥을 닦지 않았다. 나는 개미를 운반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사물을 관찰하고 실
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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