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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으로 풀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입자물리학자는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답을
찾아가는 그들의 여정을 지금 함께 들여다봅시다.

우주에서 쏟아지는 입자, Cosmic Rays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구 외부에서 지구로 수많은 입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주선(Cosmic Rays)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선에는 우주로부터 온 1차 우주선과
지구 대기와 충돌하여 붕괴된 2차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선은 2차 우주선으로 2차 우주선을 구성하는 입자에는 뮤온(Muon), 전자(Electron),
중성미자(Neutrino) 등이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천체물리학이란?
천체물리학은 별과 은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들에 대해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극 얼음 속 유령입자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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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미자는 우주 전반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의 한 종류입니다. 중성미자는 다른 입자들과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유령처럼 어떤
입자와도 부딪히지 않으며 지구를 통과합니다. 음전하를 띠는 전자와는 다르게,
중성미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IceCube(아이스큐브)는 남극에 위치한 중성미자 관측소입니다. 남극 빙하 아래에 수천
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중성미자가 물 분자와 상호작용을 하면 전하를 띤 경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중성미자가 충분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경입자들은 체렌코프 빛을 방출합니다. 체렌코프 빛이란 전하를 가진 입자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얼음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체렌코프 빛은 아이스
큐브를 구성하는 특별한 DOM(돔)을 통해 감지됩니다. 2013년도에 IceCube에서는
태양계 밖으로부터 온 28개의 중성미자를 관측했습니다.

✣1. 2017년에 검출된 중성미자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시간과 공간을 흔드는 파동, 중력파
아인슈타인은 행성이나 별과 같은 거대한 두 물체가 서로의 궤도를 침범할 때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특별한 일로 인해 우주에 물결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
습니다. 이 물결은 우리가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잔물결처럼 뻗어 나가는데, 과학
자들은 이것을 중력파라고 불렀습니다. 중력파는 지나오는 모든 것들을 쥐어짜기도 하고
늘이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LIGO는 미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력
파 관측소 입니다. 2015년에 LIGO에서 처음
으로 중력파를 관측했습니다. 이 중력파는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만들어 졌습니다.
무려 13억년 전에 일어난 충돌이지만 2015년
도가 되어서야 지구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놀
랍지 않나요?
✣2. 아인슈타인이 처음 중력파를 언급한 이론은 무엇일까요?

국경 없는 세계 CERN, 그리고 신을 쫓는 기계 LHC
CERN은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위치한 입자 물리 연구소입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
장 크고 강력한 입자충돌기인 LHC(대형강입자충돌기, Large Hadron Collider)가 있습니
다. 이 충돌기는 양성자와 양성자를 충돌시켜 초기 우주의 현상들을 재현해냅니다.
✣3. LHC의 길이는 몇 km일까요?

✣4. LHC에는 4개의 대표 입자검출기가 있습니다. 이 입자검출기들의 올바른 위치를 찾
아 빈 칸을 채워보세요.

세상을 보는 눈_CMS 그리고 ALICE
CMS와 ALICE는 LHC의 대표적인 입자검출기들입니다.

✣5. CMS 실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ALICE(대형이온충돌실험기, A Large Ion
Collider Experiment)는 CMS와 달리 쿼크
와 글루온의 결합과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부터 생겨나는 물질에 더 관심을 갖고 있
습니다. 쿼크-글루온 플라즈마 형태라고
불리는 상태에서 서로 강하게 상호작용하
는 입자를 연구하기 위해 설계된 ALICE 검
출기는 납 입자를 이용한 중이온 충돌실험
을 통해 만들어지는 물질과 진화과정을 관
찰합니다.
✣6. 무엇을 “뜨거운 수프”라 하는 것일까요?

CMS(뮤온 압축 솔레노이드, Compact
Muon Solenoid)는 컴팩트형 검출기라 불
리지만 사실 길이가 약 28.7미터, 지름이 15
미터의 거대한 검출기로 무게는 14,000톤
에 달합니다. CMS 검출기의 목적은 높은
에너지로 양성자를 충돌시켜 만들어진 소
립자를 감지하고 새로운 물리학 현상을 찾
는 것입니다. 2012년 ATLAS와 별개의 실험
을 통해 각각 힉스입자의 존재를 입증하기
도 하였습니다.

질량의 근원, 힉스입자
힉스입자는 표준모형 안의 기본입자로, 다른 기본 입자들이 질량을 갖도록 합니다.
2012년도에 힉스입자가 CERN의 CMS와 ATLAS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7. 아래의 Brout-Engler-Higgs(브라우트-앙글레르-힉스)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읽
어보고, 각 그림에 알맞은 문장을 짝지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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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힉스장(Higgs field)으로 채워진 방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물리학자들이 있습니다.
(
) 아인슈타인과 같이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그 방으로 들어오면,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소란
스러워지고 감탄을 자아내는 무리가 만들어집니다.
(
) 이런 무리가 생기면 아인슈타인은 앞으로 걸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즉, 힉스장 위를 움직이는
입자처럼 아인슈타인은 질량을 얻게 됩니다.
(

) 이 상태에서 어떤 소문이 방 안에 퍼진다고 상상해봅시다.

(
) 소문이 퍼지면, 아인슈타인을 중심으로 모였던 과학자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게 생기는 무리를 힉스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8.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부르고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 이라고
부릅니다. 입자의 질량과 관련된 장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과학 그리고 예술
과학과 예술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
고 묘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예술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다양한 예술적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본질적인 기하 구조와 어마어마
한 규모의 과학 건축물들이 있답니다.
✣9.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들을 조합하여 만든 예술 작품일까요?

✣10.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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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질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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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시장에 있는 이미지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제목과 주제를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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