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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Project• 나의 연구

약 한 달 전에 재단으로부터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글을 
부탁 받아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 고민 끝에, 재단 가족 분

들을 위하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별로 재미없는 입자물리학 연구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앞으로 해보고자 하는 좀 더 흥미로운 분야에 

대한 글을 쓸까 합니다.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오늘날 

우리들은 지구라는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인류

가 던지는 가장 기초적인 의문 중 하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현재 많

은 과학자들에게 의해 그럴싸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주 탄생 

이론에 의하면 처음에 대 폭발 (Big Bang)이 있었고 이러한 대 폭발 

이후 우주가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우주는 꾸준히 진화하여 그 나

이가 자그마치 137 억년이 된다는 것이 정설이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

면 대 폭발 이후 초기의 우주 진화는 아주 특이한 형태로 진화했으리

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바로 이 “특이한 형태”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림 1에서는 어떤 양자적 요동으로 인하여 우주가 

생겨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로 인하여 우주가 확장하는 방식이 초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는 (1028배!) 시기가 있었고 이러한 현상을 인플레이션 (inflation) 이

라고 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경제 현상으로부터 빌려

온 것입니다. 그림 1을 다시 보시면 왼쪽에 우주가 생기자마자 바로 

이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졌으리라 추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

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우주 배

경 복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우

주는 온도가 약 -270℃ 정도 되는 빛 알갱이로 가득 차 있고 이 빛 

알갱이들은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알갱이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러한 빛 알갱이들의 공간적인 온도 분포 측정 결과에 의하면 온도 분

포가 매우 균일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려면 우

주가 만들어지는 초기에 급속도로 팽창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조

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270℃의 빛 알갱이들

은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고 이들은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not causally connected: 그러려면 빛보다 훨씬 빠

르게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고 이는 물리학의 기본 명제에 위반됨) 따

라서 균일한 온도 분포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급속 팽창 기간, 즉 인

플레이션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구

하는가에 대하여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4차원의 시간-공

간에 살고 있고 적어도 일상생활에서는 공간은 균일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일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위의 표현은 4x4 행렬이고 숫자 1은 우리

가 살고 있는 공간의 x,y,z-축이 서로 균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

습니다. 맨 위의 -1은 시간 축이고 음수로 나타나는 이유는 특수 상

대성이론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위의 행렬

그림.1  우주의 진화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그림. 수직 방향은 공간, 수평 방향은 
시간의 흐름(왼쪽에서 오른쪽)을 나타냄. 사진은 http://wmap.gsfc.nasa.gov/ 에서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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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간 부분이 바뀌게 되어

으로 변환 됩니다. 여기서 a(t)는 우주가 팽창하는 스케일을 나타내

고 t는 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a(t)는 우주의 스케일이 어떻게 진화

해 왔는가를 나타내어 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이 있습

니다, 복잡하지요? 바로 양자 역학입니다. 양자 역학적 섭동에 의해 

위의 수식은 

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새롭게 도입된 함수 Ψ와 Φ는 아주 

작은 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와 는 온도, 또는 무게

와 같은 크기만 있는 양입니다. 위 수식의 의미는, 양자 역학적 요동

에 의하여 시-공간이 살짝 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양자 역학적 요동에는 텐서 부분이 있어서 (손으로 두부를 누

르면 그 압력이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가는데 이러한 압력의 퍼짐을 

나타낼 때 쓰는 행렬을 텐서라고 함) 행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위의 행렬의 공간 부분에  

와 같은 행렬이 더해지게 됩니다. 위의 행렬에 들어가 있는 h+,×가 

바로 중력파가 되겠습니다. 위의 행렬이 시-공간으로 들어가고 이를 

이용하여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 수식을 풀면 중력파에 대한 구

체적 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력파가 처음에 언급했던 

우주 초기 -270℃의 빛 알갱이들과 상호작용하여 빛 알갱이들의 온

도에 대한 공간 분포에 아주 미세한 양자적 요동을 만들어 냅니다. 

우주 초기의 중력파라고 해서 “원시 시대 중력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빛은 소위 E-모드와 B-모드가 있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모드는 텐서와만 상호작용하는 B-모드입니다. 이 중력파의 미세한 

정도는 온도로 따지면 대략 10-8 정도이고 이러한 극소량의 요동의 텐

서 부분 편극을 실험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 우주론이 실험

과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텐서 부분의 편극은 아직까지는 실험적으로 관측하지 못하였고 다만 

텐서 부분의 기여 정도를 차원이 없는 변수 r로 나타내어 차세대 실

험에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 2에서는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

습니다. 현재 실험 데이터는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r값에 미치지 못하

고 있습니다. 만일 실험적으로 r≠0임을 보일 수 있다면 지금까지 설

명 드린 인플레이션 우주론의 실험적 규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과연 빛 알갱이들의 온도에 대한 공간적 미세한 요동을 

어떻게 10-8 정도의 정확성으로 측정을 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 되

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소개드리기는 어렵

고, 제가 현재 연구를 막 시작한 단계라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면 다

시 한 번 재단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재단 가족 분들 중 혹시 이러한 기초 연구와 일

상생활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

다. 이러한 기초 연구는 인류의 지적 호기심 충족이라는 면도 있지

만, 사실은 이러한 어려운 실험을 통하여 파생되는 신기술이 인류의 

보다 낳은 생활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의 개발 또는 레이저의 개발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놓았습니까?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론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편리하

게 사용하는 네비게이터 또는 핸드폰의 위치감지 장치의 기반이 되

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에 필

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단 가족 분들께서도 이러한 맥락으

로 이해하시고 기초 연구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재단 가족 

분들께 따뜻한 응원을 해 주신다면 다들 즐거워하시리라 믿어 의심

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2  E-모드와 B-모드에 대한 분극 파워 스펙트럼을 각 분포 매개변수로 그린 
그림. 파란색 점들은 WMAP 7년간 데이터이고 (http://lambda.gsfc.nasa.gov 에서 
7 year EE power spectra 에 해당됨) 빨간 선은 E-모드에 대한 이론적 예측. 세 
개의 분홍색 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B-모드에 대한 이론적 예측으로서 
위로부터 차례로 값이 0.24, 0.03, 0.003일 때에 해당됨. 이론적 예측들은 camb 
소프트웨어로 제가 직접 계산하였고 중력 렌즈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