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탄생 시나리오 

  

오늘과 전번 주에 본 지구탄생 이야기를 요약하려 합니다(‘NHK Miracle Earth’와 ‘미국 Origin’).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생명탄생에 관련된 주요 이야기만 골라 들으면 됩니다. Miracle Earth 는 KBS 에서 경이로운 지구로 

방송되었습니다. 

  

1. 태양계 탄생 

약 46 억년 전에 원시 태양이 만들어 지고 그 주변에 태양계 행성이 만들어 진 것으로 이야기 됩니다. 태양과 그 

주변 행성의 생성 시기의 차이는 약 1000~2000 만년 정도로 이야기 됩니다. 

  

(1) 지구탄생 

오늘 다큐 이야기로 무거운 암석은 태양 가까이 모이고 가벼운 수소와 헬륨 기체는 태양계 바깥으로 밀려 납니다. 

따라서 바깥에는 기체형 행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NHK Miracle Planet #1 이야기가 더 최근 이야기로 암석형 내행성(수,금,지,화)이 있던 곳에 전에는 약 20 개의 

소혹성(일본식 소행성 이름임, 절대 쓰면 안됨)이 있었고 약 1000 만년 정도 시간에 흐른 후 서로 충돌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내행성 체계가 완성되었다 합니다. 수-금-지-화 순서인데 소행성 합체 수는 1~2 - 8 - 10 - 1 

입니다. 

바깥 쪽은 하나 정도이고(화성은 처음의 소행성이 살아 남은 경우이고 수성은 알다시피 대충돌로 행성 외부가 

날라가고 핵만 남을 상태로 알려져 있으므로 2개가 대충돌하여 겉 부분이 다 날라가고(태양 인력이 너무 커서 

그리로 끌려 갔을 수도…) 지금의 모습일 것입니다. 금성은 8개 정도가 합체한 모습이고 지구는 10개 정도가 

합체한 모습입니다. 

 

 

 

지구는 크기가 적당하여(물과 대기를 잡아들 정도로) 생명이 나타나고, 화성은 크기가 작아(중력이 약해) 전에는 

생명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2)지자기 형성 

먼저 용해된 철은 지구 내부로 모여 액체 외핵을 만들고 여기서 지자기가 형성됩니다. 이는 태양풍의 해로운 전리 

입자를 막아 지구 생명 탄생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계생명체 탐사에서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타이슨(미 천문관 소장, 해설자)의 ‘Origins’에서는 지구탄생 후 약 1200 만년 후에 생성되었을 것으로 말합니다. 



지자기가 해마다 변하는 것을 추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3) 달 탄생 

그 후 약 5000 만년 후(보통 45억년 전)에 화성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여 달이 만들어 집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어 온 내용입니다. 많은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Origins’에서는 이 대충돌로 지구 자전 속도가 지금처럼 느려지고 지구축이 기울어져 사철이 생기고 더구나 달 

인력으로 지구축이 안정되게 유지되어 생명탄생과 유지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많은 

변동으로 과거의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불가능하기도 하고) 이를 달에서 찾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각과 바다의 생성 = 최초 생명 탄생(출현) 

‘Origins’에서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지르콘’이 발견되어 이 분석 결과 약 44 억년 전(달 충돌 후 약 1500 만년 

후에)에 지구에 지각과 물이 있었다고 주장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약 40억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8 억년 전에 생물이 있었고 그 전에 생명체가 

존재해야 하는데 40억년 전에 대륙이 있고 바다가 있었으면 이 시기에 생명이 탄생(또는 외계에서 유입된 최초 

생명이 지구에 살게 되는 시기)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결과 ‘Origins’애서는 최초 생명이 약 43 억년 전에 존재하리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는 지구 생명의 역사를 가장 

앞 당기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최초 생명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앞 당겨졌습니다. 따라서 전에 본, 읽은 고등학교 

등의 이야기는 다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일반적인 교과서 이야기는 너무 느리게 그 내용이 진화하여 시대에 잘 

맞지 않게 됩니다. 물로 대학교 교양 교과서도 그렇고요… 최신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전공 분야 등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약 40억년 전에 지구생명이 탄생(또는 출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이야기는 

넘어갑니다. 

  

(5) 최초 지구 생명의 흔적 

잘 알려진 이야깁니다. ‘Miracle Planet’에서 폭 4km 길이 

35km의 그린랜드의 검은 줄이 있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약 

38억년 전) 암석층을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탄소 알갱이는 

생명체에서 유래한 탄소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미생물 화석인 ‘Cyanobacteria’ 화석은 호주에서 

발견됩니다. 아무 책에서는 이 사진은 실려 있습니다. 약 36 

억년 전으로 여겨집니다. 이 미생물(세균)은 물론 상당히 발전된 모습입니다. 이 광합성 세균은 몇 가지 지구생명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 산소발생, 혐기성 세균의 멸종, 새로운 진핵세포 탄생, 식물세포와 공생하여 식물의 광합성을 책임 짐, 

오존층이 형성되어 자외선을 차단하여 육지 생물의 기반을 만듦 등) 

  

(6) ‘Miracle Planet’ 주장 

지구는 그 크기가 커서 소행성의 충돌이 많아 초기 생명체는 차라리 화성에 있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화성은 



상대적으로 작아 충돌 위험이 적다). 그러나 지구에는 충돌 흔적이 사라져(지각변동, 침식작용 등) 달을 살펴보는 

것으로 지구 충돌 정도를 가름할 수 있다. 그 결과 지구에는 500km 이상 크기의 소행성과 최대 6회정도 충돌한 

것으로 여겨진다. 

 

약 40억 년 전에 지름 500 km 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여 지구는 다시 불지옥으로 돌아간다. 바다는 다 마르고 

지표는 수천 도까지 상승되어 생명은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지각 10 km 까지 벗겨내고 태우게 된다. 다시 지구가 

식고 전의 상태가 되려면 약 1억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더 빠른 시기에 원상회복되었고 (미)생물은 

빠르게 다시 지구에 출현하였다. 이는 그 전에 탄생(출현)한 세균이 지구 지각 깊숙히(10 km 이하)로 자리 잡고 

생존하였다가 다시 지구환경이 좋아지자 지표면으로 이동하여 번성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Origins’과 ‘Miracle Earth’에서도  지각 깊은 곳에 미생물이 생존한다는 이야기가 2번에 걸쳐 강조됩니다. 하나는 

2.5 억년 전의 소금 결정(소금바위)에서 휴면 상태의 세균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이야기와 남아공 금 광산의 3 km 

지하 암석에서 미생물이 다량 생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a. 소금 결정 안에 갇힌 미세 물방울에서 휴면 상태의 세균 발견, 영양 공급하자 증식과 생장 

    (Archaea 보다는 내생포자 생성균인 Clolostridum 종류) 인듯 하다) 

 

 

b. 지하 금광 암석 틈에서 생존하는 미생물 : 3.5 km지하 암반 틈(의 물이 있는 곳)에서 미생물 발견. 

산소 이용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표에 있는 미생물이 내려운 것으로 보임. 

(다큐멘트에서 바위 틈에서 메탄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세균/시원세균 중에서 메틴생성균으로 

생각됨. 그래서 탐사대원이 수시로 동굴의 메탄 농도를 확인하여 폭발 위험을 알아내고 있었다). 

  

이러한 지하 미생물 존재는 최근에 보고된 연구이고(지구 지하 암석 내에 많은 미생물이 존재 - 너무나 충격적이라 

…) 이는 외계생명체 탐사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즉 외부(겉)만 보지 말고 다른 행성과 위성의 지하 

깊숙한 암석층에 오히려 많은 생명체가 존재 가능하다는 추론입니다. 

  

2009. 9. 18, 곽노태 (우선 급하게 씀, 언제나 처럼…) 

2019-10-01, 여기에 다시 본 miracle earth 1편 내용을 더 추가, 사진과 함께, 곽노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