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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흑점

은하수의별

은하수의별

목성의위성







20세기 초의 대 논쟁: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의 일부인가?			

아니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하나의 섬우주일까?

안드로메다성운

우주 전체가 한개의 은하

야. 안드로메다도 우리 은
하 안에 있다구!

Harlow	Shapley	(하버드) Heber	Curtis	(릭 천문대)

뭔 X소리? 이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하

나의 우주야.	



Edwin	Powell	Hubble	(1889	–	1953)

Shapley	가 천문대장으로 있던 윌슨산 천문대의 연구원으로 취직.	Shapley가 하바드로 직장을 옮긴 직후, 당시 세계 최대 

성능의 망원경 (2.5m)이었던 후커 망원경을 이용, 안드로메다 성운 내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발견.	그 결과 구한 안드

로메다까지의 거리는 90만 광년.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밖에 있다는 결정적 증거로 논쟁을 종식 시킴.	
참고로		당시에는	세페이드에	Type	I과	Type	II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거리에	두	배	정도	오차가	있었다.	실제	거

리는	백팔십만	광년.		





빅뱅 역사적우연



현재의우주전체의평균밀도는약 10-30 g/cm3



천문학발전의역사 = 인간굴욕의역사



Stellar Nucleosynthesis

History of “back to the center”









태양과별들은왜빛나는가

20세기초까지의이론들

• 중원소들의방사능붕괴

• 별의중력수축

이런방식으로태양의
밝기를유지할경우태양의
나이는기껏해야수천
만년에불과.

수십억년동안지속되어
왔던지구의생명을유지해
주는 에너지의
근원으로서는부적합.



별은왜빛날까

Sr. Arthur Eddington (1882 – 1944)

1920년경처음으로수소핵융합의가능성을제기.



수소

헬륨

수소 4개의질량: 9.5472 10-22그램
헬륨 1개의질량: 9.4782 10-22그램

수소핵융합이방출하는에너지

태양이 1초간방출하는에너지는원자력발전소한대가 100억년동안생산할
수있는에너지에맞먹는다.



태양중심부온도에해당하는에너지

에너지장벽문제

수소핵융합에
필요한에너지수소원자핵은양극이

전하를갖고있다. 같은극을
가진물체가가까이
다가가서결합을하려면
전자기력의반발력을
이겨야한다. (쿨롱장벽).
일단이장벽을넘으면강한
핵력에의해두개의원자
핵이결합될수있다.



고전물리학

에너지장벽문제



양자물리학:터널효과

에너지장벽문제

George Gamov (1904 – 1968), 
Ronald Gurney (1898 – 1953), 
Edward Condon (1902 – 1974)





• In 1929, Robert Atkinson and Fritz Houtermans argued that the 

problem of  the energy barrier could be overcome with the  

tunneling effect. 

• In 1939, Hans Bethe Bethe developed the realistic theory of  

hydrogen burning. 

그날밤논문을완성하고여자친구와산책을나섰다.

어두워지자별이하나둘씩아름답게빛나기시작했다.

“별이참아름답지?”여자친구가소리쳤다. 나는가슴을

펴고자랑스럽게말했다. “난어제부터별이왜빛나는지

알게됐어”

(Fritz Houtermans)

Hans Bethe

Fritz Houtermans



논문





호일이생각한별과물질의순환



탄소의기원

벨릴륨8은매우불안정하여수천조분의 1초동안밖에
존재하지않음. 따라서 두개의헬륨이융합하여베릴륨8을
만들더라도또다른헬륨과융합하기이전에붕괴하기
때문에탄소를만들기가매우매우어려움. 



의접근 인간원리

Fred Hoyle의접근방식: 어쨌든탄소는존재한다. 어떻게든만들어져야만
했다. 탄소를만들수있는유일한방법은이방법 (위의그림)밖에없고
따라서베릴륨8과헬륨의융합을촉진시킬수있는에너지상태가탄소
원자에존재할것이다 (E ~ 7.68 MeV). 

칼텍의 William Fowler는실험을통해실제로탄소에그런특별한에너지
상태가존재할수있음을밝힘. (후에노벨상수상). 





1957, B2FH paper



태양같이
가벼운별

무거운별

초신성폭발
행성상
성운

별형성

별과물질의순환

산소, 철, 황, 인,규소
등의물질들이우주
공간으로

질소, 탄소를비롯한
여러중원소들이우주
공간으로



카시오페이아 A 초신성잔해: 약 350년전에폭발한별

별은초신성으로폭발하면서탄서, 산소, 황, 규소, 인,
철, 금, 은, 구리등생명체와지구와같은행성을구성하
는원자들을만든다. 



생명에 필수적인 원소들과 무거운 원소들은 수소와 헬륨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 다 별에서 만들어 진다 .  

6 building blocks of life



별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분자와 먼
지들

성간물질의밀도가
높아짐에따라여러
원자들이들러붙어
분자들과먼지들을
만들기시작. 

성간먼지
성간먼지는초신성잔
해에서식어가는중원
소들이모여만들어지
거나, 행성상성운내
에서, 혹은별이형성
되는밀도가높은지역
에서형성됨. 철, 실리
콘, 탄소등으로구성
됨.



별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분자들
먼지알갱이들위에
분자들이들러붙으
면서물분자를만들
고성간얼음알갱이
를만듦. 

성간얼음은물, 암모니아, 일산화
탄소, 메탄,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성간
알갱
이

H2O
CO

NH3

CH4



참고: 물분자의 생성

• 기체상태의수소가성간먼지위에엉겨붙으면서수소
분자가됨

• 기체상태로존재하던일산화탄소 (CO)도성간먼지위
에엉겨붙음.

• CO + 3H2 —>  CH4 + H2O



별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분자들

별이형성되면별에서나오는
빛이얼음알갱이에있는분자
들의화학반응을촉진시킴.
결과적으로여러복잡한분자
들과생명체에필요한유기분
자들을형성

성간얼음에
는많은분자
들이가까이
모여있기때
문에화학반
응을일으켜
복잡한유기
분자를만들
기에는이상
적인장소.



별 형성 지역의 전파 망원경 관측의
예



DNA를구성하는유기
분자들중적지않은
것들은지구상에서만
들어진것이아니라,
별이형성되는과정에
서우주공간에서만들
어진것. 예: 글리신

검정색은탄소, 붉은색
은산소, 흰색은수소

우주에서
발견된산
딸기향을
내는분자

우주에서발견된설탕분자의일
종. DNA와 RNA 구성하는데필요
한요소. 



혜성은성간얼음들이별형성과정에서크게뭉쳐진것. 따라서혜성은
태양계가형성되던시점에만들어진분자들을포함하고있고실제로그
안에는많은물분자와유기분자들이존재.  





외계행성을찾는방법들

1. 일식에따른별의밝기변화.

외계행성을찾아서

https://www.nasa.gov/centers/ames/research/area-exoplanets.html#.VgFafLRYqgQ



현재까지발견된외계행성의숫자 연도별

여러색갈들은발견된방법을나타낸다.
예 –초록색은일식, 파란색은흔들림을이용한발견.

이중에서거주가능지역 (골디락스영역)에있는것은약 50 개
(2014년현재).



그렇다면우리은하에는얼마나많은지구
정도질량의행성이태양과비슷한별주위의
거주가능지역에있을것인가

백십억
개란다! 

맞나?





우주의화학적진화

Rafelski et al., 2012, ApJ, 755, 89

X-축은적색이동과
과거로의시간
(현재는 0 Gyr)

Y 축은 log 단위로
주어진중원소의
함량비 (수소대비).

[M/H] = 0은
태양계의함량비를
의미한다. 여기서
M은중원소를의미.



우리는특별한가

• 지구는특별하지않다.

• 태양도특별하지않다.

• 우리은하도특별하지않다.

• 탄소를비롯한생명에필수적인원소들도지구에만있는
것이아니라, 우주전체에보편적으로존재한다.

• 심지어물을비롯하여글리신, 리보스같은
복합유기분자도특별하지않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특별해 보인다. 모든
물리법칙들이 마치 생명의 탄생을 위해 미세조정된 듯 하다.
이 우주는 생명의 가능성으로 가득찬 우주이다.



미세조정 같이보이는것들 의예

• 탄소의공명에너지준위

• 양자터널

• 중력상수

• 강한핵력의세기

• 초기우주양자요동에따른밀도요동

•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 물질과반물질의비대칭

• Etc, etc, 



인간원리

• 약한인간원리: 우리인간은지금우주를관찰하고있다 . 따라서

우리가속한우주는인간이존재할수있는조건을갖추고있어야만

한다.  (예: 왜중력상수는수많은가능성중에하필이면우리가현재

관측하는값인가를질문할것이아니라, 그런특정값을갖고있기

때문에인간이존재할수있었다라고생각해야한다는논리)  

인간의존재는우연

• 강한인간원리: 신, 혹은지적인설계자가인간의존재를위해

우주의모든법칙을미세조정했다. 인간의존재는필연



여전히불편한 사실 역사적우연

• 우리가관찰하는우주는생명의가능성으로가득차있다.

• 하지만, 생명의필연성여부는 first principles 로부터알아낼수없다.

(모든물리법칙은우주탄생순간우연히결정된것)

• 우리가지금이순간여기서있는것은단순히역사적우연일뿐일까?



우연을필연으로만들기

예: 중성미자의검출

• 중성미자가일반적인물질과상호작용하는것은매우어렵다 :

중성미자하나가지구를통과할때물질과상호작용할확률은

천억분의일 -- 극도로작은확률의우연

• 우연을필연으로만들기위해필요한작업은?

– 막대한돈

– 거대시설

– 끈기있는실험

– 빅데이타분석



중성미자검출기

The super Kamiokande
neutrino detector is 
located 1,000 meters 
under Mount Kamioka
near the city of Hida, in 
Japan. The detector 
consist of a cylindrical 
stainless steel tank 41 
meters by 39 meters 
holding 50,000 tons of 
ultra-pure water and 
surrounded by more than 
11,000 photomultiplier 
tubes (PMT). 



또다른예 힉스입자검출

“스위스제네바부근땅속에건설된길이 27㎞의
원형가속기에선세계 1만명넘는연구자들이협동하며
거대장치를운영하고, 1초에수억번하는입자충돌사건의
데이터를모으고거르고분석하며, 논의를모아새로
확인하거나발견한지식을논문으로세상에발표한다. 

그러면서우주만물의기본입자와힘을더정교하게
이해하려는입자물리학이론을다듬고있다.”

100억달러이상의거대과학



다중우주

우연을필연으로만들기위한 ‘물리학자’ (천문학자아님)들의
단순무식한(?) 방법. 어떤의미에서는완벽한 “해체주의”



법칙 역사 우연 필연 본질

종교적결정론 과학적결정론

신의섭리 자연의법칙

모든우연적사건은신의섭리. 다만
유한한우리가무한한신의뜻을
이해할수없을
<-> 신정론

우연적사건도원칙적으로는
자연의법칙을통해예측가능.
다만유한한우리가미세한
초기조건들을일일이통제할수
없을뿐 <-> 카오스이론

By definition, 신의속성은통제불가.
모든신의행위는우연.

‘교리’를통해신의뜻을결정론적
관점으로이해하려는시도
근본주의

근데, 법칙은왜하필그렇게
생겨먹었지?다중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