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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한다는것 -빛앞에자신을노출하기



 빛의역할 - communication

과학한다는것 -빛앞에자신을노출하기





왜 우리는
합체할 수
없을까?

• 원자핵의크기는

원자의크기,즉

최외각전자궤도의

10만분의 1에불과.

전자와원자핵

사이는사실상텅

빈공간.

우리몸은사실상텅빈진공이다.

만일사람이벙커1에있는원자핵이라면,원자

핵주위를돌고있는전자는대전에있다.

외모란,피부의전자가반사하는빛이주는인상





끌로드모네 (Claude Monet),루앙대성당 (Rouen Cathedral)



엑선

우리가보는것은사물그자체가아니라,빛이주는인상.



어떻게우리는실재에접근할수있을까?

 “빛이주는인상들의종합, 또는인상이그러한형태로발생하는 “원인”을찾음으로써우리는실재에

접근할수있다. “ (영문과학생의답)

 그러나인간에게한가지한계가없는영역이있다고생각한다. 바로 ‘사고’의부분이다. 인간은추론의

힘을가졌다. 오감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관찰기구들의발전을거듭하고있으며우리는튀코브라

헤나허블, 리비트처럼기구를통한관측의결과로기존의정설을보완하고확장해정교화시켜나간

역사를알고있다. 끊임없이관찰하고관찰된결과를이론과비교대조하여끊어져있는것처럼보이

는연결고리를추론을통해 ‘가설로서’매우고실험을설계해검증한다. (정외과학생의답)

Q. 우리는 많은 경우 사물을 “빛”을 통해 관찰한다. 지상에서 보이는 사물은 ‘반사된 빛’이고

우주에서 관측되는 천체들 역시 특정한 파장대에서 빛을 발하며 우리는 선택적인 정보를 얻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빛을 통해 얻은 선택적인 ‘인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물의 ‘실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뉴턴의광학실험

빛이 “색”을갖는것은빛이오염되었기때문이아니라,빛자체의고유한성질임을밝힘.



무지개를풀며

Do not all charms fly

At the mere touch of cold philosophy?

There was an awful rainbow once in heaven:

We know her woof, her texture; she is given

In the dull catalogue of common things.

Philosophy will clip an Angel's wings,

Conquer all mysteries by rule and line,

Empty the haunted air, and gnomèd mine—

Unweave a rainbow, as it erewhile made

The tender-person'd Lamia melt into a shade.

John Keats의시, Lamia중에서



맥스웰의방정식



 James Clerk Maxwell (맥스웰; 1831 - 1879 ) :

빛은전자기파

이방정식에서빛의속도는상대적인개념이아니라
“상수”.아인슈타인의상대성이론의등장을예고.



파장에따른빛의대기투과율



서울대학교전파망원경 아카리우주망원경 (적외선)

거대마젤란망원경 (가시광선) 갈렉스우주망원경 (자외선)

찬드라우주망원경 (엑스선)

스위프트우주망원경 (감마선)



빛은어떻게생성될까?

빛은전하를가진입자가진동,가속할때생성된다.



 온도는입자들의운동에너지가결정한다. 그리고에너지는빛의주파수를결정한다.

온도와빛

낮은온도 (cold) 높은온도 (hot)



온도와빛



엑선

우리가보는것은사물그자체가아니라, 빛이주는인상.

그러나,빛이작동하는방식을알때인상에감추어져있던과학을발견함.



나선은하 타원은하







별의스펙트럼



높은
온도

낮은
온도

별의구성성분이똑같다고하더라도별의온도에따라

흡수선의형태가달라진다.





우주의화학적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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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축은적색이동과
과거로의시간 (현재는
0 Gyr)

• Y 축은 log단위로
주어진중원소의
함량비 (수소대비).

• [M/H] = 0은태양계의
함량비를의미한다.
여기서M은중원소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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