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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해 시대와
천문학
해도연┃SF 작가

33

FUTURE HORIZON+┃Vol. 51

메디치 가문의 달들

[그림 1] 『성계의 보고』에서 ‘메디치 가문의 별들’을 기록한 페이지

1610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성
계의 보고(Sidereus Nuncius)』라는 논문을 출판했다. 『성
계의 보고』는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해 남긴 최초의 기록
물인 동시에 관측적 천문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논문
이기도 하다. 갈릴레이는 이 논문에서 직접 제작한 망원경
으로 달을 관측해 그때까지 완벽한 구면체로 알려져 있던
달이 사실은 울퉁불퉁한 산과 언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을 발견했다. 더불어 갈릴레이는 달 표면에 생긴 그림자를
이용해 달의 높이를 추정하기도 했다. 그동안 하늘 위의 신
비로운 존재로만 여겨졌던 달이 바다 건너에 있는 섬과 다
를 바 없는 관측과 측정의 대상이 된 순간이었다. 이후 400
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인간은 달에 발자국을 남겼다.
『성계의 보고』 마지막 장에는 ‘메디치 가문의 별들’이라
는 제목이 붙어 있다. 갈릴레이는 새로 발견한 4개의 별을
설명하면서 이 마지막 장을 그의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코
시모 2세 데 메디치에게 바쳤다. [그림 1]의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는 이미 알려진 밝은 별이고, 좌우에 늘어진 별표
들이 새로 발견된 별이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갈릴레이
는 이 새로운 4개의 별이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개
월에 걸쳐 가운데에 있는 밝은 별을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
을 밝혀냈다. 아직 천동설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당시에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를 공전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놀

주: 갈릴레이는 약 2개월 동안의 관측을 기록으로 남겼음.
자료: Galiei G.(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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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 발견이었다. 이미 지동설을 지지하고 있던 갈릴레이

마지막으로 칼리스토는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거대한 위

에게는 지구도 움직인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세계관의

성으로 수성과 크기가 거의 같다. 탐사선 갈릴레오는 칼리

변화를 불러온 결정적 순간이기도 했다. 갈릴레이는 그가

스토가 목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목성의 강력한 방사선

발견한 이 4개의 놀라운 별에 ‘메디치 가문의 별들’이라는

영향이 적고 지각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유인 태양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오랜 친구였던 메디치 4형제에게 경

계 탐사를 위한 중간 거점지로 최적의 장소라는 사실을 확

의를 표했다.

인했다.

하지만 갈릴레이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4개의 별

약 400년 전, 천문학자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이 4개의

이 메디치 4형제의 이름으로 불리는 일은 없었다. 지금 이

위성을 발견했을 때는 그저 밝은 별-목성-을 공전하는 4개

별들은 각각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갈릴레이 4대 위성이
라고 부른다. 이들은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인 목성

[그림 2] 갈릴레이 4대 위성

을 공전하고 있다.

갈릴레이가 갈릴레오에게
1995년,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가 목성 궤도에 안착했다.
최초의 목성 인공위성이었다. 탐사선 갈릴레오는 그때까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갈릴레이 4대 위성의 생생한 모습을
지구로 전송했다(그림 2).
목성에 가장 가까운 이오에서는 처음으로 지구 외 활화
산이 발견되었다. 이오의 표면 전체가 화산과 마그마로 가
득했다. 목성의 강력한 중력이 이오의 내부를 끊임없이 비
틀어 발생하는 마찰열 때문이었다. 탐사선 갈릴레오는 500
㎞ 높이로 솟아오르는 화산 분출물과 쉬지 않고 모습을 바
꾸는 마그마 호수의 생생한 모습을 포착했다.
유로파는 이오와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표면은 수 킬로
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얼음 표면에는 복잡한
모양의 균열과 무언가가 흘러내린 흔적이 가득했다. 얼음
표면 아래에 깊이가 최대 100㎞에 이르는 액체 바다가 있
다는 증거가 쏟아졌다. 유로파의 내부 바다 해저에도 지구
처럼 심해 생태계의 에너지 원천인 열수분출구가 있을 가
능성이 제기되면서 태양계 제2 생명이 발견될 유력 후보지
로 떠올랐다.
행성인 수성보다도 거대한 태양계 최대의 위성 가니메데
역시 지하에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태
양계의 수많은 위성 중 유일하게 고유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 목성과 따로 보면 수성보다도 훨씬 더 행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놀라운 거대 달이다.

주: 위부터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자료: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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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고 어두운 별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갈릴레이 4대

둥이 같은 엔켈라두스가 얼음 수증기를 쉬지 않고 뿜어내

위성 모두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광경을 가지고 있

며 토성의 고리 하나를 만들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포착하

는 거대한 세계라는 것이 밝혀졌다. 천문학자 갈릴레이가

기도 했다.

손수 제작한 망원경으로 들여다본 멀고 작은 세계를 탐사

카이퍼벨트 탐사선 뉴호라이즌스는 9년의 여행 끝에 명

선 갈릴레오는 미래의 인류가 언젠가 새로운 발자국을 남

왕성 궤도에 도착해 그동안 지구 최고의 망원경으로도 점

길 세상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명왕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했

여행자들
탐사선 갈릴레오 외에도 많은 행성 탐사선들이 행성 간

다(그림 3). 뉴호라이즌스는 이제 명왕성보다도 더 멀리 떨
어진 천체들을 탐사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바쁘게 이
동하고 있다.

공간을 여행하며 세상을 넓혀 나갔다. 보이저 1호는 목성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는 소행성 표면에서 채취한 샘플

과 토성을 탐사한 다음 지금은 태양계를 벗어나 항성 간 공

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왔고 화성 표면에서는 지금도 여러

간을 향하고 있다. 보이저 2호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천왕

대의 탐사 로버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목성에서는 선배 탐

성과 해왕성에 접근한 탐사선이다. 언제 이 두 얼음과 가스

사선 갈릴레오의 뒤를 이어 탐사선 주노가 목성 내부에 대

의 행성을 다시 찾아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우리가 보

한 놀라운 발견을 쉬지 않고 전해 주고 있다.

는 천왕성과 해왕성의 놀라운 이미지들은 모두 보이저 2호
의 것이다.

태양계는 이제 인류의 새로운 무대가 되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를 대항해 시대에 비유했다. 15세기, 스페인

토성 탐사선 카시니는 토성 고리의 다채로운 모습을 밝

에서 아조레스 군도까지 배로 가려면 며칠이 걸렸다. 지금

혀내고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는 메탄으로 된 구름과 비, 강

은 같은 시간에 달까지 갈 수 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 대

과 호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로파의 작은 쌍

서양을 가로질러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는 데는 몇 개월이
걸렸고, 지금은 같은 시간에 화성까지 갈 수 있다. 한때 네

[그림 3] 명왕성 이미지

덜란드에서 중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몇 년을 이동해야 했
지만 지금은 그 시간에 목성까지 갈 수 있다. 10년이면 명
왕성까지도…. 칼 세이건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두 번
째 대항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넘치는 세상
갈릴레이가 『성계의 보고』를 발표한 건 대항해 시대가
한창일 때였다. 모두가 바다 건너 세상에 뛰어들 때, 갈릴레
이는 망원경으로 하늘 너머의 세상을 보고 있었다. 태양계
를 무대로 두 번째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21세기에도 더 먼
세상을 바라보는 천문학자들이 있다. 1995년,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을 공전하는 행성인 외계행성이 처음으로 발견되었
고, 이 발견은 인류가 태양계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
히 바꿔 놓았다.
주: (a)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명왕성.
(b) 탐사선 뉴호라이즌스가 촬영한 명왕성.
(c) 뉴호라이즌스가 촬영한 명왕성 표면의 고해상도 이미지.
(d) 뉴호라이즌스가 명왕성 뒤편에서 촬영한 이미지.

다른 별에도 태양계처럼 행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갈릴레이 시대부터 있었다. 당시 지동설을 지지했던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는 지동설을 확장해 다른

자료: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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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주변에도 행성이 공전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8

고 사라졌기에 외계행성 관측 가능성에 대한 회의는 시간

세기 영국의 천문학자 토머스 라이트는 『우주에 대한 독자

이 갈수록 깊어졌다.

적인 이론 또는 새로운 가설』이라는 책에서 태양계는 특별

하지만 1995년, 스위스의 두 천문학자 미셸 마요르와 디

한 존재가 아니며 다른 별에도 태양계와 닮은 행성계가 있

디에 쿠엘로가 명확한 증거와 함께 최초의 외계행성 페가

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림 4).

수스51b를 발견하자 모든 게 달라졌다. 페가수스51b는 목

20세기의 천문학자들도 외계행성은 당연히 존재하리

성과 비슷한 크기의 가스행성이지만 공전궤도는 수성의

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추정일 뿐이었

그것보다도 작았다. 그동안 이런 행성의 존재는 누구도 상

다. 아주 멀리 떨어진 밝은 별 바로 옆에 붙어서 스스로 빛

상하지 못했다. 상식을 깨부수는 발견 덕분에 행성에 대한

도 내지 못하는 작고 어두운 행성을 관측한다는 건 거의 불

편견을 버리고 개념을 재정립한 천문학자들은 빠른 속도

가능해 보였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외계행성을 직

로 외계행성을 발견해 나가고 관측 기술 또한 발전시켰다.

접 보지는 못해도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여

2021년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행성은 이미 4,800개를 뛰어

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추가 검증과 반증을 통과하지 못하

넘었고 곧 5,000개에 이를 것이다. 심지어 이 숫자는 우리
은하의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관측 가능한 조건을 갖춘 일

[그림 4] 토머스 라이트의 『우주에 대한 독자적인 이론 또는 새로운
가설』에서 표현된 다양한 항성계

부에서만 발견된 것이다. 통계는 우리 은하에 있는 거의 모
든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사실 은하
에는 별보다 행성이 더 많은 것이다. 우주는 다른 세상으로
가득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지금까지 알려진 외계행성의 대부분은 간접 관측을 통
해 발견되었다. 행성이 별 앞을 주기적으로 가로지르면서
별의 밝기가 규칙적으로 어두워지는 현상을 관측하는 방법
(통과법)이나 행성의 중력 때문에 별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
고 그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미약한 도플러 효과를 측정하
는 방법(시선속도법)은 아주 강력한 관측법이지만 행성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크고 눈부신
별 옆에 붙어 있는 작고 어두운 행성을 보는 것은 결코 쉬
운 일이 아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배에서 수평선 너머
에서 반짝이는 등대를 볼 때, 등대 옆에 붙어 있는 반딧불
을 보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기어코 이를 해내고 말았다. 기존
관측에서는 시도된 적 없는 기발한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외계행성의 빛을 포착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그림 5).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같은 행성계를 관측해 행
주: 각각의 별 주변에 행성과 혜성의 궤도가 그려져 있음.
자료: Wright, T.(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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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6). 갈릴레이가 『성계의 보고』에서 네 개의 작은 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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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아닌 다른 별을 공전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고 기

세계가 태어나는 순간

록으로 남긴 뒤, 우리는 처음으로 행성이 태양이 아닌 다른

행성을 직접 관측했던 기술을 응용하자 기대를 뛰어넘는

별을 공전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고 사진으로 남길 수

새로운 발견도 이루어졌다. 가스와 먼지가 납작한 원반 모

있게 된 것이다.

양을 이뤄 어린 별 주변을 돌고 있는 모습이 연이어 나타났

[그림 5] 항성 글리제758을 하와이 마우나케아산 정상에 있는 스바루 망원경으로 관측한 이미지

주: 일반적인 방법으로 관측했을 때는 별빛 때문에 주변 영역이 보이지 않지만(왼쪽), 행성 관측을 위한 특수한 관
측법과 영상 처리를 적용하자 감춰져 있던 행성이 모습을 드러냄(오른쪽). 이후 이미지 속 B는 행성과 항성의
중간 영역에 있는 갈색왜성으로, C는 더 멀리 있는 다른 별로 밝혀짐.
자료: 왼쪽 – NAOJ/MPIA.
오른쪽 – Thalmann.

[그림 6] 항성 HR8799의 행성계

주: 왼쪽은 2009년 7월 31일, 오른쪽은 2015년 11월 7일에 관측한 모습. 행성의 위치가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수십 장의 관측을 이어 붙여 만든 동영상도 있음.
자료: Jason Wang(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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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하고 아주 가끔 절호의 조건을

기아도 해결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1밀리그램이라도 가

갖춘 별에서만 흐릿하게 확인되던 원시행성계 원반, 즉 행

벼워질 일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주를 바라보는 걸

성이 태어나는 현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관측을 통해

까? 내일의 인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

확인된 원시행성계 원반은 모두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하다.

가지고 있었다(그림 7). 원반 속에서 먼지와 가스가 뭉쳐 행

천문학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 중에는 “우리는 거대한

성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나타난다고 생각했던 모습 그대

우주 속에서 티끌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고 사라지는 존재”

로였다.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라는 자기 인식이 있다. 어떤 이는 이런 자기 인식에서 두

탄생했다고 예상한다. 지금 우리는 태양계 바깥에 있는 태

려움을 느꼈고 이 두려움은 20세기 초에 코스믹 호러라는

양계의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

장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천문학자를 포함한 어
떤 이들은 두려움이 아닌 경이와 경외를 느낀다. 드넓은 우

에필로그

주 속에서 우리가 밟아 온 역사와 살아온 세계를 재발견하

천문학, 특히 태양계 바깥을 다루는 심우주 천문학은 우

고 미처 몰랐던 우리의 머나먼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

리 생활과의 연결점이 전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수억

이다.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가 자그만 머릿

의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

속에 광활한 우주를 그려 내고 이해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

다고 한들, 지구의 기후 변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계

계와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경험은 천문학만이 제공해 줄

[그림 7] 다양한 모습의 원시행성계 원반

자료: Tamura, M(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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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적이고 감상적인 선물이다.
천문학자 갈릴레이가 그림으로 남겼던 닿지 못하는 세
계는 이제 우리의 앞마당이 되어 가고 있다. 태양계 너머에
있는 수많은 세계가 지금은 닿지 못할 곳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이웃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기원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발견할 것이다. 천문학은 가장 거대한

Marois, C. et al.(2006), “Angular Differential Imaging:
A Powerful High-Contrast Imaging Technique”,

Astrophysical Journal, 641(1).
NAOJ/MPIA, https://habr.com/ru/post/205480/(검
색일: 2021. 11. 24.)

자기 재발견의 과정이다. 천문학의 가장 큰 매력은 거기에

Sagan, C.(1980), “COSMOS”, Random House.

있다.

Sagan, C. and Druyan, A.(2007), “The Varieties of
Scientific Experience: A Personal View of the Search
for God”, Penguin Books.
Tamura, M.(2016), “Strategic explorations of
exoplanets and disks with the Subaru Tele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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