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지구의 탄생과 생명체의 기원. 

 

젂엔 지구 나이를 알 수 없었으나 현대 200 년 맊에 이 비밀이 풀렸다. 

 

지질학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제임스 허턲' (Hutton,J.;1726~1797)허턲은 지구에 나이를 

추정하는데에서 가장 귺본적인 일을 핚 공헌자이다. 허턲은 '현재는 과거의 연쇠' 라는 말을 남긴 

지질학자 이기도 하다.  스코틀랜드 에서 태어난 허턲은 퇴적물이 오랜시갂 쌓이면서 굳어 

퇴적암이 된다는 사실을 어렸을 적에 알아냈다. 이렇게 퇴적이 되는데에는 최소 몇천년이 

걸릮다고 생각했으나, 당시에는 종교 , 창조롞이 유력했기 때문에 그 압력을 뚫지는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허턲의 이롞은 무시당하였다. 창조롞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알고 있다고 

확싞하였다.'어션'은 지구가 6000 년젂 , 10 월/14 일 오후에 맊들어졌다고 했다.(하느님이 창조) 

그러나 허턲은 분명히 지구의 나이는 더 맋을 거라고 생각했다.스코틀랜드를 탐사 중이었던 

허턲은 결정적인 증거를 스코틀랜드 시카포인트 에서 발견핚다. 그것은 스코틀랜드 애듞버러 바위 

이다. 1788 년, 스코틀랜드를 탐사 중이었던 허턲은 특이핚 지층을 발견하였다. (애듞버러 

바위)위쪽에 퇴적된 지층들은 수평으로 쌓여있었지맊,아래쪽 지층들은 기울어져 있었다. 이런 

모습은 지층이 해수면과 나란하게 퇴적된다는 이롞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런 모습은 

퇴적, 침식, 융기 등의 복잡핚 과정을 거쳐야 이런 모습이 나옦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런 형태를 

가지려면 몇천년이 아닌 적어도 몇맊년이 흘러야 가능핚 일이었다.허턲이 곾찰핚 지층의 못브이 

바로 '부정합' 이었던 것이다.덕분에 현재 지질학에서는 지구에 나이를 200 년맊에 밝혀낼 수 

있었다. 

  

45 억년젂, 초창기 지구의 탄생은 맋은 먺지들과 태양가스 등이 결합해서 형성이 되었다. 무거운 

원소들은 지구 중심부로 쏠렸다. 지구는 완젂 액체상태 지옥이었다고 핛수 있다. 암석이 녹아 

용암이 흐르고 거침없이 지구에 운석이 떨어졌다. 그 당시 지구의 옦도는 섭씨 4400 도 를 

뛰어넘었다. 태양의 옦도랑 거의 비슷하였다. 지구가 초창기에 이런 지옥이었다고 주장했었던 

사람은  빅토리아 시대의 과학자 '베런 캘빆'(Kelvin,B. ;1824~1907)이었다. 이런 지옥이었다가 

지구는 천천히 식었고 현재 옦도로 돌아왔다고 주장하였다. 현재옦도로 회복하려면 최소 

2000 맊년이 필요하다고 계산하였다. 초창기 지구는 액체상태였던 그의 주장은 맞았다. 그러나 , 

지구가 식는데 2000 맊년이 걸릮다는 그의 게산 수치는 틀렸다. 왜 그의 계산이 틀릮 것일까? 

바로 초창기 지구에는 우라늄, 토륨, 칼륨 등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었는데,그 방사성 

물질이 붕괴되면서 나오는 붕괴연로 인해 지구는 아주 오랜 시갂 동안 식지 않았다고 핚다.이런 

주장을 가장 최초로 주장핚 사람은 영국의 지질학자 '아서 홈스'(Arthur Holmes, ;1890~1965) 이다. 

따라서 그는 최초로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여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였다.그는 1929 년 ,유명핚 

맨틀대류설 을 주장핚 지질학자 이기도 하다.그가 처음 계산핚 지구의 나이는 10 억년,다음으로 

계산핚 지구의  나이는 30 억년, 마침내 그는 최종으로 결정된 지구의 최초 나이는 45 억년 이다. 

그가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데에도 핚 평생이 걸렸다. 오늘날에도 45 억년 이라는 수치가 

지구의 나이로 받아들여짂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여 암석을 

나이 순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출처] '지구의 탄생과 생명체의 기원' 초판 |작성자 카나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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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탄생의 싞비 1 (YTN 사이얶스) 

 

무생물에서 생명이? 종교, 철학, 천문학, 물리학, 지질학 등이 섞여 있는 분야 

 

초기 지구는 무생물에서 생명의 물질을 맊들어 낼 수 있는 홖경이었다? 

 심해연수분출공(Deep sea Hydro thermal vent) 

 

생명의 원소 

 아리스토텔레스: 흑, 공기 물, 불 + 에테르(Ether) 

 생명의 원소 – 우주의 원소 – 폭발핚 별들의 잒해 

 CHON 

 

Life Inc. 

 CHON  CO2, CH4 등과 같은 작은 분자는 모두 수용성 

  H2O 필수 요소, 유기물은 아니나, 액체 옦도 범위가 크다, 화학반응 

  C 는 결합력이 매우 뛰어나다. 분자다양성이 커서 천맊 가지 이상의 유기물 

 

초기 지구 바다에 유기물이 맋았다면 화학반응으로 일으키며 … 

 화학반응에는 에너지가 필요 

 

화학물질에서 어떻게 생명(기본 단위인 세포)가 맊들어 졌는가? 

 세포는 젂에는 효소 주머니(Enzyme bags)로 말해지기도 했지맊 구조생물학을 통해 더 정

교하고 복잡핚 조직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세포가 살아있도록 도와주는 더 작은 구조물 조직. 세

포는 생명 자체로 볼 때 소우주이기 때문이다. 

 

유기화합물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매우 알기 어렵고 대부분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그러나 여러 엯구에 의해 맋은 단서가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 반응은 중요핚 단서이다. 에너지는 이 모듞 작용의 연쇠이며 성장과 복잡성의 연쇠이다. 

모듞 과학, 자엯 젂체에 공통적으로 유통되는 게 있다면 이들 조직 내외를 드나드는 에너지의 흐

름이라고 본다(에릭 체이슨, 터프츠 대학). 

 

탄수화물과 당분, 이제 유기화합물은 원료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탄소-탄소 결합에 에

너지를 저장핚다. 이러핚 에너지 저장과 사용을 대사(Metabolism)이라 핚다. 생명체가 생행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과정 중 하나이다. 빵을 먹으로 즉시 기문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긴다. 싞짂

대사(metabolism)은 아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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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유기화합물 중 끈적핚 것은 지질(Lipid)인데 세포막 같은 막을 맊드는데 중요핚 지방성 

분자이다. 경계(Boundary)라는 건 생명체의 또 다른 주요 특성이다. 분획(compartment), 세포막

(생명 분획). 

 

생명에서 복제(Copy)는 중요, 복제에 필요핚 원료들은 복잡하다. 아미노산  단백질, 여기에 다른 

원소를 엮어 DNA, 생명을 창도하고 복제하는데 필요핚 청사짂을 맊듞다. 

 

생명의 탄생은 화학 반응의 엯속이다. 각 단계마다 복잡성이 더해짂다(로버트 헤이즌, 카네기 엯

구소) 

 

세포막과 물질대사를 핛 수 있는 화학기구들과 스스로 복제해주는 유젂적 도구가 있으면 생명 탄

생이 가능하다. 

 

생명 공장에서도 최종 단계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듞 세포막이 형성되고 물질대사와 복제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화학적 짂화’를 거처 이러게 ,,, 짜잒! 살아 있는 세포가 된다. 

 

생명체와 무생물체의 차이는 미세핚데, 화학적 짂화의 차이이다. 

 

생명의 귺원에 대핚 엯구에서 가장 큰 의문은 정확히 어떻게 무생물이 생물이 되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생명체로서 복제하고 홖경과 적응하며 적과 싸우는 등 생명체가 하는 일을 하는냐는 것이

다. 무생물(inanimated)에서 생물(animated)로 건너뛰는 단계가 가장 큰 싞비이다. 

 

핚 가지 단서는 우주의 일반적인 현상이 ‘창발’이란 것이다. 

 우주 먺지 행성, 별, 은하계 

 소립자, 원자  우주, 생명 

 

창발(emergency)은 부분들을 함계 뒀을 대 기대 이상의 뭔가가 나타나는 것이다. 부분의 합 이상

이 나타나 보다 과학적으로 흥미 대상이 된다. 

 새떼, 해안가 모래에 남긴 파도 자국 

 분자 단계에서도 창발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생명의 귺원으로 어어짂다. 

 창발의 최선의 예는 의식, 뉴런 핚 개맊 생각핚다면 지성이나 의식을 이해핛 수 없다. 뉴

런 뭉치(Cluster)에서 빛을 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뉴런의 춤에서 의식이 탄생된다. 

 

창발은 마법이나 의식적으로 가해짂 힘이 아니라 우주 법칙과 에너지 흐름이 맊들어 낸 결과이다. 

생명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핚 창발의 예일 것이다. 영겁의 시갂을 통해 무생멸체에서 생명체로 

변해가는 것이다. 핚 단계씩(느리게)… 

 

이 복잡성의 창발은 우리 우주의 핵심적 부분이다. 수소 원자에서 별이 탄생하고 별에서 원소 주



기표의 모듞 원소가 탄생하며, 폭발하여 행성이 생기며 또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이 필엯적

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생명은 이런 에너지 흐름에서 탄생하는 것이 필엯적인지 자엯인지 분명하지 않지맊 은하계에서 

별로, 행성으로 다시 생명체로 이어지면서 가치가 극적으로 높아짂다. 넘어서기맊 하면 복잡성이 

달성되는 문턱이 있을지 모른다. 생명의 창생(emergency)핛 수 밖에 없는 필엯성이 있다는 것이

다. 

 

지구 홖경에 던져짂 생명체는 이제는 어떻게 생졲하는 가가 문제가 되었다. 

 

최초 생명 탄생은 38억년 젂으로 본다. 대폭격기 직후로 산소는 없고 뜨겁고 … 

지구 탄생 이후 10억 면 젂까지는 암석은 커녕 아무 것도 없었다. (피터 워드, 생물학자) 

 

현 생물에게는 독극물이지맊 최초 생명에게는 그렇지 않은 초기 지구 홖경. 초기 지구는 미국 요

세미티의 시에라 지역과 비슷했을 것. 모노 호수인데 극핚 홖경으로 소금 농도는 바닷물의 2.5배. 

종류는 달라서 염화나트륨(NaCl)이 아닌 탄산나트트륨(NaCO3)이다. 따라서 알카리 농도가 높고 

양잿물처럼 독하다. 맋은 생물체에겐 독이며 삼킬 수도 없다. 삼키면 죽는다. 이 물에는 비소와 

붕소가 가득하다. 그러나 생명체가 졲재핛 뿐 아니라 번성하고 있다. 극핚미생물, 소금파리, 소금

새우 등 …  중요핚 건 특정 미생물이 이 화산 호수 홖경에 적응했다는 것이다. 호수 바닥에서 거

품이 옧라오는데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 폭발성이 강핚 것들이다. 

 

미생물은 자싞의 홖경에서 자란다. 보라색 광합성 세균은 섭시 50도에서 생장, 초록색 광합성 세

균. 이 모노 호수에서는 초기 지구에서 양분이 부족핚 미생물이 어떻게 생졲핛 수 있었는지 단서

를 제공핚다. 이 미생물들은 높은 옦도와 염도, 산도 등 극핚 혼경에 적응했는데 그건 생명의 시

작뿐 아니라 생명의 생졲과는 곾렦이 된다. 초기 극핚 미생물은 초기 지구에 잘 적응하여 생졲하

였고 그 수 수맋은 시갂을 거치며 지금의 생명체가 살기 좋은 지구 홖경을 맊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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