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3호

천문우주 동향브리프

스위스 천문학 로드맵

┃목

차┃

1. 개요
2. 주요내용
2.1. 수립개요 및 배경
2.2. 천문학 연구동향 및 전망
2.3. 일반 프로젝트
2.4. 지상기반 관측 프로젝트
2.5. 우주기반 관측 프로젝트
2.6. 추가 관측 프로젝트

1. 개요
2007-2016 스위스 천문학의 로드맵은 스위스 천문학이 시스템의 강점을 알아내고,
그 영향력과 응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세한 권장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적절하게
발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달성하였던 많은 성공 사례들은 당시
발표된 권장사항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현대의 우주 및 지상 기반의 천문학은,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계획 및 구축되고
있는 주요한 연구 인프라 및 플랫폼과 함께,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경계 조건들의 변화와, 학문 및 산업적인 배경 또한 그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첫 번째 로드맵 발표 후 7년 후, 2017년에 예상된 두 번째 로드맵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변화들은 재평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오늘날 스위스 천문학의 핵심적인 이면을 파악할 수 있는
8가지 핵심 결과를 이끌었다. 각각의 관찰 결과에 개별 권장사항이 따른다. 이러한
권장사항들은 2007년 로드맵에서 펼쳐져야 할 구조를 계속해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 결과와 권고사항
결과 1
스위스 천문학의 범위는 인상적이며 2007-2016 스위스 천문학을 위한 로드맵 형성
이래 더욱 더 성장하였다. 과학적 관심에서 이러한 다양성은, 매우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데 필요한 전문 분석 도구를 포함한 이론 및 전산 발달뿐
아니라, 우주 및 지상 기반의 망원경과 도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역량에서의
다양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또한, 주요 프로젝트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국제기관 구조 내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된다. 국가의 단일한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일은, 천문학 커뮤니티의 거대 부류들을 제외시키거나, 과거의 투자 등을
무시하는 일과도 같다.
권장사항 1
스위스의 천문학 연구의 다양성은 상당한 스위스의 참여와 함께, 여러 가지 과학
목표를 갖는 다양한 큰 규모의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동시적인 지원을 통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결과 2
미래의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들이 크기와 복잡성 면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주요 사업에 대한 스위스의 상당한 참여는, 활용 가능한 기금을 점점 더 끌어들이게
될 것이며, 따라서 우선순위에 대한 설정도 필요할 것이다.
권장사항 2
과학적인 우수성이 궁극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며, 동일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들의
경우, 다음과 같을 때에는 우선시되어야 한다:
a. 어떠한 분야에서 스위스의 과학적 리더십을 확립하거나 강화시킨다.
b. 광범위한 커뮤니티의 요구를 다룬다.
c. ESA(유럽우주국) 혹은 ESO(유럽남방천문대)의 구조 내에서 실행되고 있다.
결과 3
강력한 ESO는 스위스의 지상 기반의 천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자산으로 남아 있다.
권장사항 3
강력한 도구를 갖춘 E-ELT의 시기적절한, 성공적인 완성인, 풀 루틴 운영 모드의
ALMA와 E-ELT(유럽 초대형 망원경) 시대에서 세계 최고의 천문대로 남아있는
VLT(유럽 극대 망원경))가, 스위스 천문학자들의 최우선순위가 된다. ESO 내에서
스위스는 계속해서 이러한 시설에 강도 높은 지원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결과 4
도구를 구축하는 협회에 대한 연구팀의 참여는 과학적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관측 시간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E-ELT를 통해서
미래에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권장사항 4
미래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학 시설에서 예견되는 도구들의 규모와 수를 고려해볼
때, 천문학 기기에 대한 FLARE의 지원을 적어도 두 배 이상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FLARE를 규제하는 규정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특성에서 오는
제약들을 더 잘 반영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결과 5
천체물리학 연구에서 몇 가지 분야들은 ESO 구조 외에서 일어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가장 잘 다뤄질 수 있다.
권장사항 5
재정적 지원은 전통적인 ESO 경계를 넘어서서 실시되는 중소 규모의 프로젝트에도
가능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ESO의 핵심 사업 외 분야로 연구 인프라구조를

확장시키려는 목표를 통해서, 지원 목표와 사용에 있어서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결과 6
현재, 미래의 새로운 대규모 천문학 시설에 대한 참여는 개별적인 연구 그룹
수준에서, 혹은 특별 협력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부수적으로 또한 혜택이
될 수 있다.
권장사항 6
이러한 미래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스위스의 연합 참여는, 스위스 기관들에서
근무하는 모든 연구자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가 시설들 중, 스위스 천문학 커뮤니티는 현재 과학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시설로, SKA와 LSST를 꼽는다. 이러한 새로운 프로젝트 중 하나에 참여하는
비용이, ESO나 ESA에 대한 적극적인 스위스 참여를 줄임으로써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과 7
우주 실험을 제안하고 구축하는(산업의 도움을 받아) 일에 있어서 스위스 과학자들의
최근의 성공이 잇따르면서, 그 밖의 노력들의 자금 지원은 제한되고 있다.
권장사항 7
우주 과학 및 기술에서 스위스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기간 동안
PRODEX 재정 지원을 50% 높일 필요가 있다.
결과 8
더 작은 규모의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에서(ex, 벨기에), ESA 구조 외부의 활동에
대한 스위스의 재정 지원 능력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실험 구축과 직접
관련이 없는 (ESA 및 비-ESA 미션을 위한) 부수적인 기술 활동들(ex,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 또한 필요하다.
권장사항 8
앞으로 5년간의 “국가의 보완 활동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50%의 늘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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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맥락과 배경
천문학 연구는 발전을 위해서 뛰어난 우수성이 필요한 매우 경쟁적인 사업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공은 우연히 따르는 것은 아니다. 성공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적합한 구조 내에서 일하는 열정적이며 혁신적인 인재들이
필요하다. 스위스 2007-2016 천문학 로드맵은 결합력과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자세한 권장사항을 제공하고, 시스템의 강점을 찾아냄으로써 이러한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7년, 정부, 기금지원 기구 및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천문학 로드맵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깨달았다:
n 상당한 비용이 드는 연구 프로젝트와 장기간의 인프라구조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를 계획한다.
n 유럽 조직 ESO와 ESA의 시설과 미래 방향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n 천체물리학을 위한 유럽 전 범위에 걸친 비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n 교육과 대외협력의 활동을 조정한다.
n 현지 수준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국가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2007 로드맵은 IRSOL, ISSI, PMOD/WRC와 같은 독립 실험실의 대표자들뿐 아니라,
스위스의 여러 대학교에서 선정된 21명의 천체물리학과 교수들의 도움으로
준비되었다. 스위스 천체물리학의 결집된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활동들과
미래의 야심찬 도전 과제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수준에서 천문학이
조직되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CHAPS(헬베틱 컬리지의 천문학 교수 협회)는
이러한 실무를 실시하고 이후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주요한 우선순위들이 정의된다.
로드맵에서는 스위스 천체물리학의 강력한 기반을 강조하였다. 연구 그룹은 가장
최근의 많은 연구 분야들에서 국제적인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이러한 강점과
열정적인 이들의 활동은 커뮤니티의 미래 방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제공해준다. 로드맵에서는 과거의 업적과 미래의 잠재력을 통합시키는 네 가지 과학
주제를 확인하였다.
n 주제 1: 기초 물리학
n 주제 2: 기원 - 항성, 은하계, 진화하는 우주
n 주제 3: 행성과 생명의 출현
n 주제 4: 우리의 가정과 우주 환경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게다가 이러한 주제들 간의 시너지 효과는 전통적인 연구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인지되고 장려되었다. 마지막으로, 권장사항이 따랐던 여러 관찰

결과에서, 로드맵은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을 최적화하면서 미래의 영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우선순위 및 조치들을 확인하였다.
2007 로드맵이 발표되고 7년 후, 스위스 천문학은 상당히 확장되었으며, 많은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립하고 강화시켰다(부록 1 참조). 이러한 많은 성공 사례들은
그 당시에 제안되었던 권장 사항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권장 사항에서는, 몇
가지 언급하자면 이론 및 전산 작업에서의 많은 노력 등,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추가적 재정 지원을 위해서, 추가적인 조정 및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종합해볼 때, 이러한 권장사항들은 스위스 천문학이 새로운 정점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 협력 내에서 계획 및 구축되고 있는 주요한 연구 인프라구조 및 플랫폼들과
함께, 현대의 지상 혹은 우주 기반의 천문학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경계
조건들은 변화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학문 및 산업적 배경도 조정되고
있다. 최초의 로드맵이 발표되고 7년 후, CHAPS는 2017년에 예상된 두 번째
로드맵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변화들은 재평가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느꼈다.
2007 로드맵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천문학 혹은 천체물리학은 경계를
뚜렷하게 정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과학의 많은 다른 부서들과 얽혀있었다. 현재,
우주선(cosmic ray) 천체물리학과 중성미자 천체물리학 사이에서뿐 아니라, 소립자
물리학과 우주론 사이에는 특히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 또한 핵 물리학과 별,
항성 폭발의 천체물리학 사이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행성 천체물리학은 지구
물리학과 매우 관련되어 있으며, 생명의 출현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과학 발달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천체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종합한 새로운
우주생물학 분야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러한 과학적인 상호연결성은 21세기의
천체물리학에 대한 많은 관심과 타당성을 제공해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커뮤니티, 우리의 야망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인 고찰사항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2007 로드맵에서 사용된 접근법에 따라서, 이러한
경계는 사용된 연구 방법들을 기초로 다시 한 번 설정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고찰
사항으로부터, 지상-기반의 감마선 관측소, 중성미자 관측소 및 소립자 물리학 및
지구물리학과 밀접하게 관련된 그 밖의 주제들은 배제하였다.
로드맵 업데이트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CHAPS는 초안 문서 작성을 담당하는
편집 위원회를 임명하였으며, 이들은 2007 로드맵 업데이트의 기초를 제공해주었다.
편집 위원회는 또한 상향식(bottom-up) 업무 구조 요청을 받았으며, 커뮤니티에,
입력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2013년 가을부터
2014년 전반기까지 이뤄졌으며, 2014년 10월 1일, CHAPS의 승인을 받은 현재
문서에 이르게 되었다.

원적외선 파장으로, ESA의 Herschel 우주 관측소를 통해 찍힌 시그너스 X
콤플렉스의 이미지는 어린, 거대한 별들이 이러한 매우 풍요로운 별들의
보금자리에서, 버블, 필라멘트, 기둥들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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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스위스 천문학
2.1 변화하는 배경
2007년 로드맵 작성 이래, 스위스 천체물리학 배경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상당히
변화하였다. 스위스에서 많은 새로운 연구 그룹들이 확립되었다; 이를 통해 각각 한
명 이상의 교수가 새로 임명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n EHT 취리히의 별과 행성 형성 그룹(2009)
n FHNW의 고에너지 헬리오물리학 그룹(2010)
n Bern 대학교의 우주 및 거주가능성 센터(2011)
n Basel 대학교의 천체입자 물리학 / 우주론 그룹(2011)
n 기초 우주론 그룹, ETH 취리히(2011)
n 고에너지 멀티-메신저 천체물리학 그룹, 제네바 대학교(2011)
n 선도적 기관들의 NCCR 플라넷S (Bern, Geneva 대학교, 2014년)
게다가 기존의 연구 그룹에 신규 교수들이 임명되어, 해당되는 연구 분야에서
지역적인 우선순위를 더 강화시키게 되었다:
n 태양계외 행성, 제네바 대학교(2007)
n 은하계와 우주론, 제네바 대학교(2008)
n 태양계외 행성, 제네바 대학교 (2011)
n 항성 물리학, 제네바 대학교 (2011)
n 전산 천체물리학, 취리히 대학교 (2013)
신규 교수들이 임명되고, 새로운 그룹들이 확정되면서, 종료된 그룹도 있었다. Basel
대학교의 천문학 협회는 몇몇 활동들이 물리학 부서로 이전되면서 폐쇄되었다.
ETHZ의 태양 물리학 그룹은 해산되면서, FHNW와 IRSOL로 일부 활동이
이전되었다. 이렇게 기관들이 해산되면서, 태양 물리학은 더 이상 스위스 대학교를
대표하지 못하게 되었다.
유럽 범위에서 볼 때, 앞으로 수년간의 스위스 천문학을 형성하게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브라질 가입이 공식적으로 비준되지 않은 상황에서, 칠레에서 39m의
망원경(유럽 초대형 망원경, 줄여서 E-ELT)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ESO 회원국의 결정이었다. 2007 로드맵에서, E-ELT는 스위스의 지상 기반의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혔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결정은 따라서 스위스 천체물리학 커뮤니티에서 가장 환영받았다.
스위스는 지상 및 우주 기반의 천문학 도구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전통이 있다.
2007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지상 및 우주 기반의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의

스위스의 상당한 참여 면에서, 특히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성공은 과학적 리더십,
기구 마련에서의 기술적 역량, FLARE(전 FINES), PRODEX, "국가 보완
활동“(NCA) 프로그램을 통한 적절한 기금 마련을 통해 이뤄졌다.
2007 로드맵의 권장사항에 따라, PRODEX와 NCA의 예산이 올라갔다. 따라서
전에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던 수준까지, 몇몇 우주 도구 및 미션의 지상
프로젝트의 개발에 스위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지상 기반의 도구
개발(FLARE)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금까지 동일하게 증가된 것은 아니었다. 현대
천문학의 선두 자리에서 VLT와 그 기계 장치들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E-ELT에서
예견된 기계 장비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지원되는 자금의 확대가 부족한
것은, 가까운 미래에 중대한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국제적인 천문학적
맥락에서, 기계장치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관측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해결해주고, 데이터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성,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과학적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이는 특히 E-ELT의
경우 더욱 더 해당된다.

CHEOPS는 ESA의 과학 프로그램에서 최초의 소규모 미션이며, 스위스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CHEOPS는 이러한 행성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변 궤도 내에 태양계외 행성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미 알려진 근처의
밝은 항성(별)들을 표적으로 할 것이다.
2.2 앞으로의 전망
천문학에서의 발달은 대부분 주요한 지상 기반의 인프라구조와 우주 미션들의 발달
및 활용가능성을 통해 유도된다. 스위스는 ESO, ESA와 같은 조직에 가입함으로써
이러한 주요한 국제 프로젝트들에 참여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실험 및 관측
천체물리학 연구에서 상당 부분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스위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in situ(현장 그대로의) 연구를 위한 ESA 우주 플랫폼뿐 아니라, ESO,
ESA의 공용 관측 시설들을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사용한다. 스위스 연구 커뮤니티는
ESO와 ESA의 방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결정들은 결국, 유럽
전역에 걸친 모든 파트너들의 열망을 기초로 내려진다. 이는 이러한 커뮤니티가
운영되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위스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위스 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자들이 ESO와 ESA에서 실시되는 미션과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광범위한 스위스의 과학적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림
1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스위스 참여도가 높은 다양한 대규모 프로젝트 혹은,
앞으로 10년 안에 운영되도록 계획된, 또한 현재 이미 실행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보여준다(부록 2 참조). 이러한 그림에서는 현대 천문학 연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면들을 보여준다. 특히, 그림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미션에 대한
참여가 안정화되고 과학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까지, 실시되어야 하는 많은 업무 및
계획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은 미래의 진정한
장기적 투자를 대표하여 보여준다.

그림 1. 네 개 테마 내에서 진행 중인, 또한 미래의 대규모 프로젝트들. 제시된
내용은 모두 업데이트 범위 내에 있는 활동들이다 - 기존의 혹은 상대적으로 진행된
계획 단계에 있는 많은 스위스 참여 내역. 빨간 색으로 표시된 프로젝트는 이미
2007 로드맵에서 언급된 내용이며, 파란 색으로 표시된 프로젝트는 새로운 사업이다.
세로 막대 내의 미션이나 프로젝트는 스위스 공헌을 위한 기금 마련이 부분적으로만
보장되었거나, 아직 의뢰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다. 이러한 박스에서, 어두운 색상은
망원경에서 계측이 진행되고 있거나, 미션이 이미 시작된 사업을 나타내며, 밝은
색상은 준비 활동을 보여준다. 대규모의 국제적 기반의 시설들은 검은색의 왼쪽
세로단에서 표시된다.
스위스 천문학자들은 상당히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네 개의 과학 테마에 걸쳐 퍼져 있다. 일부는 다목적의
관측이며(e.g. JWST, Gaia, Euclid) 일부는 꽤 전문적이고, 특정 단체들을
다루거나(e.g. Rosetta, BepiColombo, JUICE) 구체적인 계측을 담당하기도
한다(e.g. ESPRESSO, CHEOPS, MOONS). 상당한 스위스의 참여가 이뤄지는, 많은
수의 기구 및 미션들은 폭넓은 스위스 천문학을 반영하여 보여준다.
그림 1은 현재 나타나는 프로젝트들을 보여주며, 심지어 현재 계획된 범위를
넘어서는 프로젝트 및 미션들을 정의하기 위한 작업도 이미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준비 작업은 가장 흥미로운 미래 개발에의 참여에 있어서 스위스 팀의 입지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여전히 수평선 너머에 있는” 프로젝트 및
미션들은 논의되지 않지만, 모든 네 개 테마에 있어서 정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숨이 턱 막히는 별이 빛나는 밤 아래 망원경의 안테나를 보여주는 ALMA(초대형
전파 망원경). 5000 미터 고도의 높이에 있는 Chajnantor Plateau에 위치한
ALMA는 서브밀리미터 및 밀리미터 파장으로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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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장사항
2007년, “스위스 천문학을 위한 로드맵”에서 일련의 권장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07-2016 기간의 우선순위가 정의되었다. 이러한 업데이트된 권장사항에서는
국가 및 국제적 배경의 진화 및 최근의 업적들을 고려한다. 스위스 천문학
커뮤니티의 강점들이 고려되는 전반적, 전략적 접근법은 더 밝은 미래를 형성하도록
투자를 집중할 뿐 아니라, 과거 투자를 증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로 하는 활동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의 결과 및 그로 인한
권장사항들을 발표한다.
3.1 일반적인 대규모의 세계적 프로젝트
천문학에서는 광범위한 분야의 자연 과학을 다룬다(부록 1 & 2 참조). 전체
우주(은하계, 항성, 행성)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이해는 고전적인 핵심에 대해서
보여주지만, 현대의 천문학에는 또한 화학, 지리학, 심지어 생물학의 이면들이
포함된다. 천문학의 다양한 다학제적인 특성은, 인프라 구조에서의 대규모 투자 또한
필요한 다른 과학 분야(ex, 입자 물리학)와는 구별된다. 수년 동안, 노력이 이뤄지는
분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스위스 천문학 연구 그룹은 전문성을 키워, 다양한
과학적 배경을 실현시켜왔다.
결과 1
스위스 천문학의 폭은 상당히 넓으며 스위스 천문학 2007-2016을 위한 로드맵 형성
이후부터는 더욱 더 성장하게 되었다. 과학적 관심에서의 이러한 다양성은 대규모
데이터세트를 다루는 데 필요한 전문 분석 도구를 포함하여, 이론적 및 전산적
발달뿐 아니라, 지상, 우주 기반의 망원경 및 도구를 통해 실현된 역량의 다양성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은 주요 프로젝트를 위한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국제기관들의 구조 내에서, 중요한 자산이 된다. 하나의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일은, 천문학 커뮤니티의 상당 부분을 제외시키거나, 과거 투자를
무시하고는 이뤄질 수 없다.
권장사항 1
스위스에서 천문학 연구의 다양성은 상당한 스위스의 참여가 이뤄지는 각기 다른
과학 목표들을 갖는 다양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지원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
상당한 대중적 관심도 있는, 가장 시급한 과학적 질문들은, 훨씬 더 정교한 역량이
필요하다: 필요한 인프라구조들은 대가가 따른다. 천문학 연구에서 과거 및 현재의
스위스의 투자는 상당했다. 이를 통해 가장 큰 규모의 지상 및 우주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스위스 팀의 이례적인 참여가 가능했으며, 이는 스위스의 위대한 과학적 성공을
이끌게 되었다.
결과 2
세계적으로 미래의 프로젝트들이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중요한 핵심 분야에
대한 상당한 스위스의 참여는 계속해서 활용 가능한 기금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권장사항 2
과학적인 우수성이 궁극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며, 동일한 이점을 보이는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우선시되어야 한다:
a 어떠한 한 분야에서 스위스의 과학적 리더십을 확립하거나 강화시킨다.
b 광범위한 커뮤니티의 요구를 다룬다.
c ESA 혹은 ESO의 구조 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3.2. 지상 기반의 천문학 측정
VLT에서 ALMA까지, 결국 E-ELT까지의 이용가능성은 스위스 천문학자들에게
광범위한 파장을 다룰 수 있는 최신식 계측 장치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E-ELT는 천문학에서 가장 시급한 과학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사용될 것이며, VLT와 그 기구들은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인프라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구들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과 3
강력한 ESO는 스위스의 지상-기반의 천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자산으로 남아 있다.
권장사항 3
풀 루틴 운영 방식의 ALMA, 시기적절하며 성공적인 E-ELT의 완성과 강력한
부수적 기기들, E-ELT 시대에서 세계 선도적인 관측서가 되는 VLT는 스위스
천문학자들에게 최우선순위로 남아 있다. ESO 내에서, 스위스는 이러한 시설에
계속해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과학적 결과 면에서, 관측소로서의 VLT의 성공은 회원국의 과학 커뮤니티로부터 온
ESO 및 기구 구축 컨소시엄이 함께 협력하여 더 강력한 기구들을 구축할 수 있는
모형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컨소시엄은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며, 일단 기구를
망원경에 장착하고 나면, 상당한 양의 관측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FLARE(전
FINES)는 스위스 천문학자들이 과거에 이러한 접근법을 매우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e.g. HARPS 및 지구에 접근하는 물질들을 통해 태양계외 행성들의
발견). 이제 막 의뢰를 받은, 혹은 가까운 미래에 받게 될, 중요한 FLARE-기금
지원의 스위스 참여가 이뤄지는 새로운 VLT 기구들은(e.g. MUSE, SPHERE,
ESPRESSO), 스위스에 위와 같은 큰 이익을 약속해줄 것이다.

유럽 초대형 망원경, 이러한 혁신적인 새로운 지상-기반의 망원경 개념은 주경이
39미터나 되며(거의 800개의 6각경(mirror)으로 구성됨) 세계에서 가장 큰
광학/근적외선 망원경이 될 것이다: 하늘을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눈
결과 4
기구 구축 컨소시엄에 대한 연구 팀의 참여는 과학적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양의 관측 시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E-ELT를
활용한다면 미래에는 훨씬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권장사항 4
미래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천문학 시설에서 예견되는 기구들의 규모와 수를
고려할 때, 천문학 기기에 대한 적어도 두 배 이상의 FLARE 지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러한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특성에서 부과되는 제약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FLARE를 규제하는 규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ESO 구조 외에서는, ESO 인프라 구조들과 중복되지 않으며, 스위스 천문학자들에게
독특하고 비용 효과적인 기회들을 제시해주는, 매력적인 중소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있다. 계측, 데이터 접근권한에 대한 자본 비용에의 기여도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스위스 천문학자들이 전문 영역에서 과학적 리더십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된다.
결과 5
천체물리학 연구의 몇몇 분야는 ESO 구조 외에서 일어나는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가장 잘 다뤄질 수 있다.
권장사항 5
전통적인 ESO 경계를 넘어서서 실시되는 중소 규모의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ESO의 핵심 사업 외 분야로 연구
인프라구조를 확장시키려는 목표를 통해서, 그 목적과 용도에 있어서 매우
융통적이어야 한다.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추후 대규모 시설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대규모의
국제적 프로젝트들이 있다(SKA, LSST, NOEMA 포함). 예를 들어, SKA는 은하계
형성 및 진화와 관련하여, 초기의 우주를 이해하고, 대규모 구조 형성을 이해하는 데
큰 발전을 보일 것이다. 스위스 천문학의 배경이 변화하면서, SKA에 대한 과학적
관심도 2007 로드맵 이래 상당히 성장하였다. LSST는 또한 15년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천체 물리학 분야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과 6
현재, 미래의 새로운 대규모 천문학 시설에 대한 참여는 개별적인 연구 그룹
수준에서, 혹은 부수적으로 혜택을 주는 임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뤄진다.
권장 사항 6
이러한 미래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스위스의 공동 참여는 스위스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연구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가 시설 중에서, 스위스 천문학 커뮤니티는 SKA와 LSST를 현재 과학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시설로 고려한다. 이러한 새로운 프로젝트 중 하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새로이 지원받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거나, ESO 혹은 ESA에 대한 적극적인
스위스의 참여를 줄여야 하는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3.3 우주-기반의 미션과 실험
ESA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스위스 천문학자, 태양 물리학자, 행성학자들이

우주에서의 혁신적인 역량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된다. 우주-기반의 기구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은 데이터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뿐 아니라, 이를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 따라서 강력한 경쟁적인 이점을 얻게 된다. 미션의 탑재 요소를 구축하는
데 대한 참여, 심지어는 전체 미션을 선도하는 역할은(CHEOPS) PRODEX
프로그램과 “국가 보완 활동”(NCA)을 통해 가능해졌다. 게다가 프로젝트에 대한
상당한(50% 이상) 산업 참여를 필요로 하는 PRODEX 기금 마련은, 자연히 학문과
산업 사이의 밀접한 연결 관계를 형성하며, 기술 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결과 7
(산업의 도움을 받아) 우주 실험을 제안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최근 스위스
과학자들의 성공은 상당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러 노력들에 할당되는 기금이
제한되고 있다.
권장사항 7
우주 과학과 기술에서 스위스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PRODEX
자금의 50%가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년간, 스위스 팀은 또한 지상 부문의
소프트웨어와 같은 우주-기반의 연구 성공에 중요한 그 밖의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량들을 개발하였다.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러한 활동들은 PRODEX 프로그램
내의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대형 기구(balloon)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준궤도 로켓 발사, 그 밖의 양측의 협력(ex, 러시아, 중국) 등으로부터 새로운
천체물리학 실험들을 시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도 사용 중에 있다: 이러한
방법의 수와 복잡성은, 더 많은 우주-페어링 국가들이 나타나면서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 8
유사 규모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ex, 벨기에), 스위스가 ESA 구조 외의
활동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능력은 심각하게 제한된다. 게다가 실험 구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기술 활동들(ESA와 비-ESA 미션들)의 기금 마련 또한
필요하다.
권장사항 8
앞으로 5년에 걸친 “국가 보완 활동들”에서, 지원 기금이 50% 증가될 필요가 있다.
3.4 추가적 관찰
우리는 또한 다음의 세 가지 추가적 관찰을 제공하며, 이들은 각각 천체 물리학과
관련이 있는, 스위스의 과학 기금의 중요한 이면들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관찰은

스위스 천체물리학에 대한 국가 우선순위를 전반적,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며 SERI 혹은 SNSF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장사항들과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
관찰 1
스위스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마련은 데이터 분석과 이론 혹은 전산적
조사를 통한 과학적 활용을 지원하는 기금과 분리된다. 이러한 과학적 활용에 대한
기금 마련은 대부분 SNSF로부터의 경쟁적인 프로젝트 보조금으로부터 온다. 따라서
SNSF는 대형 프로젝트와 인프라구조에서 이뤄진 조사에 과학적 가치를 부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찰 2
부분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형성된 연구의 배경에서, 종신 고용된, 매우 기술이
뛰어난 직원들의 활용 가능성 또한 중요하다. 스위스에서는 대학교, ETH, FHS만이
이러한 직원을 확보할 수 있다.
관찰 3
유럽 천문학 연구 커뮤니티에 계속하여 포함되기 위해서는,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이 필요하다. 게다가 유럽 프로젝트들을 끌어들이고 결국에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의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국가 연구의 질과 경쟁력은 향상된다.

부록 1
부록 1: 2007 로드맵 이후 업적의 요약
천체 물리학은 우주 현상에 대한 물리적 법칙의 적용 혹은 물리적 법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한 우주 현상의 사용이 될 수 있다. 전자는 자명한
사실이지만, 후자는 천체 물리적 환경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달성할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이 실험될 수 있으며, 근본적인 힘의 자연이나 자연의 법칙에
관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온다.
아마도 이러한 조건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빅뱅 그 자체일 것이며, 그 이후에 따른
초기 우주의 빠른 팽창일 것이다: 이른바 우주의 급팽창기. 이 기간 동안 양자적
요동이 증폭되었으며,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결국 전통적인 밀도 변동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시기는 미래에 관찰 가능한 우주의 구조가 정의되고, 중입자
생성(baryogenesis)이 완성될 수 있는 시기이다. 실험실에서 이러한 단계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CERN의 강입자 충돌기(LHC)에서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100억 배
이상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 전역에 걸쳐 위치한 스위스 연구 그룹은 이들을 성공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관련 이론들과 수단들을 개발하고 있다. ESA Planck 위성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복사(CMB)의 이방성과 분극성의 정확한 측정은,
초고에너지에서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스위스 연구팀은
이러한 미션에 참여하였으며, 여전히 데이터의 해석과 우주론적 분석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Planck는 최근 우주의 연령, 우주의 공간적 곡률, 우주에서 중입자의 양,
우주의 최초 변동의 스펙트럼 지수, 부가적인 천체 물리학 데이터인, 중성미자 질량에
관한 적합한 제한 등의 가장 정확한 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2011년, 물리학 노벨상은 우주의 가속화된 팽창이라는 결과를 낳은 암흑 에너지의
발견 덕분이었다. 이러한 에너지의 자연에 관한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또한 우주로부터 실시된, 광범위한 은하계 조사가 필요하다. 스위스 팀은 DES,
BOSS, DESI, LSST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있을 지상-기반의 실험들에
매우 열중하고 있다. 스위스는 또한 ESA Euclid 미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Euclid는 가시 파장 및 근적외선 파장으로, 15000 deg 2(square degree)를 관찰할
것이다. 몇몇 스위스 협회들은 이론, 관측, 시뮬레이션, 데이터 정리, 하드웨어와
관련된 필수 활동들을 통해 미션 준비에 직접 관여한다.
우리 은하계의 질량의 상당 부분은 암흑 물질 형태이다. 암흑 물질 특성에 관한
확인은, 현대 물리학의 주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이다. 중성미자 및, X-선과
감마-선 영역의 천문학적 관측은, 이러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보완적인
직접적 관측 연구 및 입자 충돌 실험과 함께). 수년간 X-선과 감마-선 망원경은
은하계 중심 및 그 밖의 근처의 구조들로부터, 은하계의 후광을 받는 암흑 물질
입자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의 신호(붕괴 및 소멸)를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스위스

연구자들은 진행 중인 이러한 탐색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암흑
물질의 입자 모형의 매개변수들에 대한 유의하며 좀 더 정확한 한계치를 얻을 수
있다.
2. 테마 2: 기원 - 항성, 은하계 그리고 진화하는 우주
우리는 구조들이 형성되고 진화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 항성은 가시적 우주의 구성 요소가 된다. 우주의 역사에 걸쳐, 이들은 대부분의
화학적 요소들을 생산하였으며, 바람 속으로 혹은 강력한 폭발을 통해 이를 배출한다.
새로이 합성된, 종종 방사성을 보이는 요소들은 성간 물질 속에서, 항성 진화의
자세한 자취를 남기며,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자연 시계를 만들어낸다.
2007년 이래, 스위스 천문학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상 및 우주 기반의
관측소들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물리적 과정들의 고에너지 실험으로서,
항성들을 조사하는 태양, 별, 항성 폭발의 정교한 모형 개발 덕분에, 근본적인 이론적
돌파구들을 얻게 되었다. 이는 모든 규모에서 우주의 역동적 및 화학적 진화뿐
아니라, (태양을 포함) 항성 진화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에서, 관측 및 이론적인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 영역에서의 많은 흥미로운 부분들 중에, 우리는 결국
성공적인 초신성 폭발을 야기하였던 복잡한 자기유체 역학적 과정들과, 초기
우주에서 하위 구조들을 이온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던, 우주에서의 최초의 항성들에 대해서
제안된 스핀스타(spin star) 모형을 통합하는, 어려운 수치적 시뮬레이션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로드맵의 권장사항에 따라, 2012년, “항성과 초신성”이라는 제목의 천체
물리학 국립 학교가 항성 진화 네트워크 내에서 조직되었다.
2002년에 착수된 이래, ESA 인공위선 미션 INTEGRAL은 스위스에서 고에너지
천체물리학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활용 가능한 현재 X-선 관측소,
특히 XMM-뉴턴과 함께, 이들은 펄서, 초신성 잔여물, 감마-선 버스트(burst)뿐
아니라, X-선 쌍성계, 활동성 은하핵, 은하단과 같은 중성자별 및 블랙홀의 영향을
받은 현상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끌었다. 현재 X-선
관측소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X-선 천문학을, 우주의 재-이온화와 가장
큰 규모의 우주 구조 구축뿐 아니라, 은하계 및 은하단의 진화에 있어서, 거대질량
블랙홀로부터의 피드백의 역할, 블랙홀, 강착, 제트(jet) 형성 부근에서의 일반적인
상대론적 효과, 펄서/중성자별 반경의 결정을 통한, 극단적 수치의 밀도에서 물질의
물리학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변화시켰다.
은하계 형성과 진화에 대한 스위스의 연구는 이러한 현장의 선두에서 계속되었다.
지상 기반의(VLT+) 관측과, 허블 우주 망원경 관측을 결합하여, 스위스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먼 거리의 은하계 탐색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많은 발견을 이끌었다. 이는 빅뱅 직후에, 암흑의 세계
끝에, 우주의 재-이온화 시대에서 형성된 최초의 물질들에 관한 고유한 관점을

제공해주었다. 2014년 초, 최초의 빛을 보게 된 ESO VLT의 MUSE 기구는, 앞으로
10년간, 재이온화 시대로부터 발생된 은하 개체군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
될 것이다. 스위스 천문학자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은, VLT를 통한 차세대
다천체 적외선 분광기인 MOONS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MOONS는 2018년 운영이
시작될 것이며, 오늘날 근처의 은하계에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수준의 정확도로,
100억년 이상의 회고 시간에 걸쳐서, 은하 개체군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JWST, E-ELT, SKA와 같은 곧 완성될 시설들은 은하계 형성의 매우
초기 단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된다.
스위스는 또한 2013년에 착수되었으며, 전체 은하계의 지도를 완성시켜줄
가이아(Gaia) 미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위스 천문학자들은 가이아 미션의
가이아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컨소시엄 내에서 “변동성” 조정 부서(18개 유럽 협회의
관리 및 조정)를 이끌도록 선발되었다. 이러한 조정 노력은 항성 진화의 모든
단계에서 시간 의존적인 현상들을 연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줄 것이다.
은하계와 주변 환경 사이의 가스 교환은 진화에 매우 중요하다: 유입되는 물질들은
항성 형성에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큰 질량의 항성과 초신성으로부터의
에너지 주입은 추가적인 항성 형성을 조절할 수 있다. 농축 물질은 높은 적색
이동에서, 수년간의 성간 이동 시의 흡수에서 관측되었다. 스위스의 최근 연구에서는
이제 초기 우주에서 항성을 형성하는 은하계의 초신성과 관련된 강렬한 에너지
주입을 통해 유도되는 이러한 물질과 양극성 바람 사이의 명확한 연결성을
확립하였다. 게다가 꽤 다른 계열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바람이 매우
자화(magnetized)되어 있으며, 잠재적으로 항성간 상당한 공간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며, 소규모의 자기성 교란을 제거함으로써, 은하계 규모의
다이너모(dynamos) 운영에서 어려움을 해결해준다.
우주 진화의 초기로부터 남겨진 혹은 성운의 바람을 통해 펼쳐진, 항성간 공간에서
자기장의 존재에 대한 보완적인 증거는 감마-선 망원경을 사용한 관측을 통해
발견되었다. 은하계 밖 출처로부터 전파되는 매우 고에너지의 감마-선은 항성간
공간에서 전자기 캐스케이드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캐스케이드로부터의
감마-선 신호의 세부 사항은 자기장에 민감하다. 스위스 연구자들은 대규모 구조가
결여된 자기장의 존재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효과를 사용하였다.
암흑 물질 구조 발달을 추적하는 이론이 이제 잘 이해되면서, 가스와 항성들의
진화는 비-중입자 물질의 진화와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가스 부착, 가열, 냉각, 항성
형성의 과정은 이론 및 관측적인 관점으로부터는 여전히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항성
형성은 거대하고, 농축된, 차가운, 중력으로 연결된 거대한 분자구름에서 일어나지만,
우리는 은하계 규모에서 항성 형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초기 조건의
우주 환경(ex, 초기 질량 함수, 다중도, 동반성 질량비 분포, 항성 군집의 경계성,
항성 형성 효율성)에서 항성 형성의 결과의 의존성 및 이들이 은하계 구조의 항성

형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또한 매우 희미한 은하의 잔여물을 탐색하고, 국부 왜소은하에서 항성의 가장 초기의
발생의 화학 원소 존재비 패턴을 연구함으로써, 또한 은하계와 이러한 은하수(Milky
Way)와 이러한 은하계의 조석(tidal) 상호작용의 수치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뤄진다.

ESO의 초거대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은 은하계 NGC 1187을 보여준다. 이렇게 매우
인상적인 나선형은 에리다누스(Eridanus) 별자리(The River)에서 약 6천만 광년
거리에 위치해 있다. NGC 1187은 지난 30년 동안 두 번의 초신성 폭발을
주도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7년에 있었다.
스위스 천문학자들은 또한 고저의 적색 이동에서, 또한 이들의 환경에서 활동성
은하핵과 은하 개체군에 관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규모 은하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돌파구는 진화하는 은하 개체군 이해에 대한 새로운 현상학적
접근법 개발로부터 왔다.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연속 방정식을 통한 이들의 함의
탐구와, 은하 개체군의 단순성 식별을 토대로 이뤄졌다. 역설적이게도, 은하계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관한 물리적인 선입견으로부터 한 발 벗어남으로써, 항성
형성 활동의 담금질과 은하계 연료 주입 면에서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관해 훨씬 더 명확한 그림을 얻을 수 있다.
진화 과정에서 모든 은하계의 항성 형성 활동은 은하외부 배경복사(EBL)라고
알려진, 확산 적외선과 가시광선의 축적을 야기한다. 이러한 광선의 직접적인 측정은
가시광선과 적외선의 높은 수준의 황도광(zodiacal) 방출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EBL의 스펙트럼은 EBL 광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 흡수
효과를 통해, 감마-선 망원경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측정된다. 스위스 천문학자들은
은하계의 항성 형성 활동의 진화에 관한 연구를 위해, 새로 개발된 EBL 측정의
감마-선 기법을 사용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측과 우주에 대한 이론적 이해
사이의 연결로서 가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현대 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또한 새로운 이론을 검증하고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가상의 우주를
구축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우주론에서, 우리는 CMB 관측을 통해 우리 우주의 초기
환경을 더 완벽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Euclid와 같은 차세대 은하계 조사에서는 k=10 h/Mpc까지의 우주의 힘
스펙트럼과, % 수준의 정확도까지의 핵심적인 우주론적 매개변수들의 측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측정을 모형화하기 위해서, 항성 형성, 은하계
형성, 피드백 과정, 이들이 소규모 물질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본질이
되는, 바리온 물질의 물리학에 대해 더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모형화하도록 설계된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은, 표준적인 순수 N-Body 코드에 부가될
수 있는 보정항(correction term)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Euclid 컨소시엄을 통해
계획된다. 이들 중 완전한 Euclid 시뮬레이션에 대한 표적 해결(target resolution)을
수행하고, 수 천 수 만의 핵심 값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일부 코드는 스위스에서 개발되었다.
3. 테마 3: 행성과 생명의 출현
태양계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우리 지구를 넘어 천체들의 자세한 현장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나타낸다. 본래의 로드맵 내에서, 화성(Mars Express, MRO,
ExoMars), 금성(Venus Express), 혜성(Rosetta), 수성(BepiColombo)에 대한 현장
탐구는 상당한 스위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두 개의 주요 기관(ESA, NASA)의
과학 및 탐구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로서 언급되었다.
MRO의 HiRISE 영상 시스템은 화성에서 존재하는 액체상태의 물의 흔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험실 조사를 통해서, 스위스는 지난 3년간 행성
거주가능성 분야에서 가장 유의미한 결과 중 하나로 여겨지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하였다1). 스위스는 이제 엑소마스 가스 추적 궤도선(ExoMars Trace Gas
Orbiter)을 위한 영상 시스템의 일부를 구축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ESA의 “혜성
추적기”인 로제타는 혜성과의 첫 랑데부를 위해서 2014년 초에 잠에서 깨어났으며,
우리에게 놀라운 그림을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이벤트를 십년 동안 기다린 끝에,
스위스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이 궤도에 있는 혜성을 따라가게 되면서, 1년 내내
측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스위스는 가스의 화학적 구성 측정에
1) http://www.tagesschau.sf.tv/Nachrichten/Archiv/2011/08/04/

Vermischtes/Nasa-Ziemlich-sicher-Wasser-auf-dem-Mars 참조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도구들(ROSINA)을 책임지고 있으며, 영상
시스템(OSIRI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성 미션인 BepiColombo의 개시가
가까워지면서(2016), 행성의 지구물리학 실험에 참여하고 표면 지형학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레이저 알티미터 프로젝트를 위한 기기인 BELA 또한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주선은 6년의 항해 기간 후에 수성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ESA의
JUICE 미션은 최근 목성과 목성의 얼어붙은 달을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올해로, 확인된 외계 행성의 수가 1500을 초과하였다. 제네바 대학교의
천문학과에서 M. Mayor를 통해 획기적인 발견이 있었던 이래, 지난 19년간 이
분야가 성장을 이루면서, 과학적 초점은 이러한 다른 세계의 발견에서, 세계에 대한
특징을 짓는 것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이제 질량(시선 속도)과 반경(태양면
통과(transit)) 측정을 통해 용적 구성이 결정되는, 많은 다른 세계들에 더하여,
부극소, 분해능 영상을 통해 직접 광선이 탐지되는 몇몇 행성들의 온도, 광도, 구성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 태양계외 행성 연구는 아직도 국제적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2007
로드맵의 권장사항에 따라서, 연구들의 조정 상황도 더 향상되고 있다. HARPS,
SPHERE와 같이, 이미 로드맵 작성 시 기존에 있었던 협력 작업들도 여전히
강력하며 성공적으로 남아 있다. HARPS는 지구에 가까운 최소 질량을 보이는
천체들을 포함하여, 시선 속도 외계 행성의 발견에 있어서 계속해서 세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SPHERE는 5월에 최초 광선을 얻게 되었으며, 앞으로 10년간
행성 영상에 있어서 최초의 시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스위스의 리더십 하에서
차세대 고정밀 분광기이자, 2016년 VLT에 설치될 ESPRESSO는, 스위스
천문학자들을 거쳐, 기구들을 보완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지구만큼 작은 외계
행성들의 탐지와 이들의 중량 측정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로제타는 혜성을 추적하고, 혜성 주변의 궤도로 들어가, 혜성에 착륙하는 ESA의
초석이 되는 미션이다. 이는 원격 탐사 및 현장 측정과 함께, 목성 계열의 혜성

67P/Churyumov-Gerasimenko를 연구하고 있다. 착륙기인 필레는 우주선에 부착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최초의 스위스 과학 인공위성인 CHEOPS는 ESA의 과학 프로그램에서, 2012년
10월, 최초의 S-클래스 미션으로 선별되었다. CHEOPS는 주 행성으로 이미 알려진
밝은 항성들에, 초고도 정밀 광도 측정을 통해, 외계 행성들의 트랜지트(transit)을
탐색하려 했던 최초의 미션이다. 이 미션에서는 지상-기반의 분광 조사를 통해 이미
질량이 측정된 행성들의 하위 집단에 대한 정확한 반경을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차세대의 지상 혹은 우주 기반의 트랜지트 조사를 통해
발견된 새로운 행성들의 정확한 반경도 제공해줄 것이다(해왕성 규모). 깊이 있는
특성화의 잠재성이 높은 트랜지트 외계 행성들을 밝혀줌으로써, CHEOPS는 또한
외계 행성의 대기의 분광 특성을 조사하기에 적합한 차세대 기기에 특히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e.g. JWST). CHEOPS는, 2007 로드맵 이후 PRODEX 및 ANC
프로그램의 상당한 자금 증가를 통해서 가능해진 미션이며, 이 분야에서 스위스의
지배적인 입지를 확장시켜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6월 1일에 시작된, NCCR PlanetS의 선택은 태양계 안팎의
행성들의 형성, 진화, 특성화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상징이 된다. 2007 로드맵에서 이미 강력하게 장려된 바 있는 개별 연구
그룹 노력 및 임시 협력 연구 등으로부터, 이 분야는 이제 조정되고, 일관적인,
다학제적 국가 연구 프로그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4. 테마 4: 우리의 가정과 우주 환경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초장기선 간섭계(VLBI), 위성 레이저거리측정(SLR), 위성 항법장치(GNSS),
DORIS와 같은 우주 측지 기법들은 국제 지상 참조 프레임 확립, 지상 참조 및 천체
참조 프레임 사이의 변형 매개변수들의 결정,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위한 도량형학 기초를 제공한다.
국제측지학협회(IAG)는 1994년 국제 GNSS 서비스(IGS)를 창립하여 GNSS
데이터 분석 개발을 지원하고, GNSS을 과학적으로 활용하였다. 유럽의 궤도결정
센터(CODE)는 스위스가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IGS를 이끄는 국제 분석 센터
중 하나에 속한다.
지구에 기반을 둔 관측은 태양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위스의
태양 물리학자들은 태양의 자기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민감한 편광계를
사용하여(ZIMPOL) 편광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관측은 또한 현재 운영되는 시설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GREGOR에서도 실시된다.
“유럽 2012, 기후 변화, 영향 및 취약성”이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에서, 유럽
환경기구는 기후 변화로 인해 유럽에서 예상되는 심각한 영향들을 언급하였다(EEA,
2012). 원인이 되는 요인들 중 하나는 그린란드 빙상과 같은 얼음 용해와, 유럽

내에서 변화하는 수문학이다. 우주를 경유하는 중력장 미션으로부터 유도된 시간
변동성 또한 이러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신뢰성있는 방식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공위성의 궤도 역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이들의
오랜 전문지식을 통해, 스위스 기관들은 이 분야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우주 잔해물 증식과 충돌 및 혼선(간섭)의 가능성 증가로 인해, 특히 저궤도 및
정지 궤도 환경에서, 우주 활동들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수준에 위치한 국제기관들은 이러한 활동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 위원회(UNCOPUOS)와 국제우주파편 조정위원회(IADC)가 포함된다.
스위스 연구자들은 주요한 출처들을 확인하고 메커니즘을 알아내기 위해서, 현재의
파편 개체군들을 연구함으로써 우주 파편의 형성 및 증식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적인 조치들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우리 사회는 직간접적으로 위성 서비스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이들은 태양의
사건들의 영향이기도 하며,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구에서 우주 공간으로부터
발생되는 사건들의 영향이기도 한, “우주 기상”이라는 것에 매우 취약하다. 세계적인
커뮤니티는 경보 센터를 배치하고 있으며,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 위원회는 이러한
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이다. 스위스 과학자들은 지구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할 뿐 아니라, 태양 과정들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부록 2
부록 2: 단기 및 중기적 관점의 요약
천문학의 많은 프로젝트들은 대규모 인프라구조에 대한 사전의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며, 특정한 우주 미션에 의존적이다. 게다가 특정한 유형의 데이터를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이론 혹은 수치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준비 작업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주요한 미래 개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우리는 네 가지 주요한 과학적 테마에 대해
간략하게 예측한다.
1. 테마 1: 기초 물리학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인플레이션, 중력 등의 특성은 오늘날 기초 물리학과
우주론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들을 제기한다.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위스 천문학자들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프로젝트들을 기반으로, 핵심적인 국제
실험 및 이론 프로젝트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확실히 하려 한다. 특히 아래에서는
이들이 기초 물리학과 관련된 천체 물리학 실험뿐 아니라, 우주배경복사(CMB),
광범위한 거대 구조(LSS) 조사에 관한 우주론적 연구들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를
설명해준다.

우주배경복사
CMB는 초기 우주에 관한 매우 정밀한 그림을 제공해주며, CMB 관측을 통해
표준적인 우주 모형에 가장 가까운 수치들을 알 수 있다. ESA Planck 미션은
2009년에 시작되었으며, 핵심 팀 구성원으로서 스위스의 천체 물리학자들이 2013년
최초의 데이터 및 과학 발표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표준적인 우주 모형에
가장 정확한 결과들을 전달해주었지만, 또한 다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보여주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이례적인 사실들도 촉발시켰다.
이 팀은 현재 편광 정보를 포함하여, 전체 미션으로 데이터 분석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우주 표준 모형에서의 제한 사항들을 상당히 더 엄격하게
조절해줄 것이며, 우주 구성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추가로 제안할 뿐 아니라, 빅뱅
이후 몇 분의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켜줄 것이다.
게다가 스위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이러한 초기 단계에 대한 이론적 조사에도
관여한다. 특히 이들은 입자 물리학과의 접점에서 인플레이션 모형들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모형의 예측은 Planck로부터의 최신 CMB 결과를 포함하여 현재 우주 관측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인플레이션은 또한 우주의 이후 진화에 대한 초기 조건을
예상하게 해 주며, 편광 측정을 통해 그 특성을 조사하는 것은 Planck의 핵심적인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거대구조 조사
CMB에서 제공한 초기 우주에 관한 정보는 저-적색이동(z < 2) 우주의 거대 구조에
대한 측정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는 CMB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때에만
나타나는 축퇴 분해 뿐 아니라,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인플레이션, 중력 우세
시대를 조사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정은 전파 조사뿐 아니라 가시광선과
NIR에서 분광계 및 광범위 영상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바리온(중입자) 음향 진동, 약한 중력렌즈효과, 적색이동 공간 왜곡, 은하계 군집과
같은 몇 가지 우주론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각각의 조사들은 또한 축퇴를
추가적으로 분해하고 체계적 효과를 통제하도록 통합될 수도 있다.
스위스 천체 물리학자들은 계속해서 대규모 조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암흑에너지 조사(DES) 실험(2012년 첫 광선 관측)에
완전하게 참여를 하는 구성원이 되었으며, 이러한 실험은 칠레 Cerro Tololo에서
4m의 Blanco 망원경을 통해 5년 기간 동안 진행될 것이다. DES는 다섯 개의 가시
대역에서 5000 deg 2(square degree)의 고유한 영상 조사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약한 중력렌즈 효과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중입자 진동 분광학
조사(BOSS)에도 참여하며, 확장 버전인 eBOSS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COSMOGRAIL 프로젝트, COSmological MOnitoring GRAvItational Lenses를

시작하여 이끌기도 하였다. 2005년에 시작하여, 대부분의 중력 렌즈
퀘이사(quasars)에 대한 이러한 장기적인 광도계 감시는(주로 ESO La Silla의 Euler
스위스 망원경을 사용) 독립적인 Hubble의 상수값을 추론할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한
시간 지연을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 과학자들은 또한 미래의 광범위한 조사 실험들의 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암흑 에너지 분광 기기(DESI)는 수천만 은하계의 적색이동과
위치들을 측정하는, 강력한 다천체 분광기가 될 것이다. 스위스 천문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조사는 5년 기간에 걸쳐(2018-2022), Kitt Peak의 4m
Mayall 망원경을 사용하여 실시될 것이다. 스위스는 또한 BAO 측정에 최적화된
주파수대 960-1260 MHz에서 2000 deg 2(square degree) 조사를 실시하도록
고안된 BINGO와 같은 우주 무선 실험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는 또한 계속하여 장기적으로 실험 개발에 참여할 것이다. 몇몇 협회는
과학데이터 센터 중 하나를 주최하고, 다양한 책임을 맡음으로써, Euclid 준비에
관여한다. 2020-2026년 기간 동안 Euclid를 통해 관측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형 시놉틱 관측 망원경(LSST)에서의 몇 그룹의 참여는 또한 포함되는
깊이와 면적에 있어서, 2020년 운영이 시작될 때, 스위스 천문학자들이 최종적인
지상 기반의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대형 전파망원경(SKA)은 암흑 에너지의 몇 가지 이면들과
대규모 구조 성장을 위한 초기 조건의 non-Gaussianity의 정확한 수치들을 정하는
데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력 검사 및 중력파
일반 상대성 이론(GR)은 매우 성공적인 이론이지만 매우 거대한 규모 및 강력한
특성을 보이는 장에서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 예측에서 벗어나는 점들은 암흑
물질 혹은 암흑 에너지와 관련될 수도 있다.
스위스는 중력파 탐사 미션의 기술적인 실행가능성을 검증하려는 목적을 갖고,
LISA-Pathfinder 인공위성(2015년 발사) 구성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미션의
범위에서는 저주파 중력 방사를 탐사하고 연구할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우주
거리에서 병합되는 거대한 블랙홀들을 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체 물리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L3 미션(2034년 발사) 주제로서, 2013년 “중력의
우주”가 선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LISA-Pathfinder가 성공적이라면, ESA가
이러한 중력파 미션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로드맵 업데이트의 현재 상한선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지상에서 시작하여, SKA는 펄서 및 블랙홀 측정으로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과 중력파에 대한 고유한 검사들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이론 측면에서는,
스위스 그룹은 다차원의 핵심 붕괴 초신성 시뮬레이션뿐 아니라, 소형 객체
통합(중성자 항성 통합, 중성자 항성 - 블랙홀)으로부터의 중력파 방출을 예측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예측이 kHz 체제에 민감한 LIGO, VIRGO의 상위
버전을 통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암흑 물질에 대한 탐색
암흑 물질의 특성과 기원에 대한 탐색은 현대 물리학과 천문학 연구의 주요점에
속한다. 스위스 연구자들은 암흑 물질의 가능한 입자 모형들을 탐구하는 이론 그룹들,
WIMP 유형의 암흑 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험
물리학 그룹, 근처 은하계 및 은하계 군집에서, 또한 우리 은하(Milky Way)의
후광에 속하는 암흑 물질 입자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의 X-선 및 감마-선 신호의
“직접적” 실험 조사를 수행하는 실험 물리학 그룹들과 함께 이러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이러한 업데이트 사항에서는 벗어나지만, 수십 기가-전자볼트(양자
질량보다 수 십 배 더 높다)에서 10 테라-전자볼트까지 범위의 중량의 WIMP
입자들의 간접적 탐색을 위한 주요 시설이 바로 CTA가 될 것이라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스위스의 연구 그룹들은 특히 다수의 “소규모”(4m dish 반경) 망원경의
설계 및 구성에 있어서, CTA 하드웨어의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2. 테마 2: 기원 - 항성, 은하수, 진화하는 우주
스위스의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는 천문학자들은 대규모 구조의 동시적 진화뿐
아니라, 은하수 형성 및 진화의 핵심적인 이면들을 연구하는 데 계속해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ESO VLT는 계속하여 1차적인 자원이 될 것이다. 대규모 2세대
기기인 MUSE는 최근 의뢰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혁신적인 광시야 전역(integral
field) 분광기는 우주의 광범위한 시간에 걸쳐, 은하계의 은하 구조, 질량, 역할, 항성
형성의 역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유한 연구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MUSE는
근처 은하계에 관한 매우 풍부한 데이터세트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따라서 혁신적인
과거에 관한 새로운 단서들을 제공하고, 우주가 현재보다 10배 더 빠르게 항성을
형성하였던, 0.5 < z < 2.0의 적색 이동 시의 은하계 형성 시대 동안 관측된
은하계에 관한 견고한 연구 또한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또한 우주의 거미줄과도
같은 구조의 진화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은하계 형성과 진화의
일부로서, 블랙홀 성장에 관해 연구하고, 가스가 은하계로 유입되는 것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스위스 천문학자들은 공개 시간 제안을 통한 접근뿐 아니라, 시간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통해 우선권을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적응 광학 시설(ERIS)
사용을 위한 SINFONI 업그레이드는 항성 형성과 가스 유입을 연구하기 위해서 고
적색이동에서의 개별 은하계들의 보완적인 IR 스펙트럼들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러한
광학/IR 시설과 함께, (IRAM/PdB 시설뿐 아니라) ALMA의 활용은, 스위스가
자부하는 우수 분야인, 은하계 형성과 진화에 관한 자세한 연구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스위스의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는 천문학자들은 또한 ESA가 최근 실시하는

L2 테마 선별의 일부로서, 고에너지 천체물리학(X-선) 미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설은 앞으로 10년간 은하계와 블랙홀의
공동-진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스위스는 또한,
특히 유럽 MIRI 컨소시엄에 대한 스위스의 기여를 통해서, 몇몇 스위스
천문학자들이 GTO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2018년 발사되는
JWST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에 서게 된다.
암흑 에너지의 특성 조사 및 암흑 물질의 대규모 분포와 관련된 주요한 과학적
목적뿐 아니라, ESA 인공위성 Euclid가 또한 은하계 진화 및 형성과 직접 관련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또한 언급할 가치가 있다. 천체
물리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위치한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고유하며 뛰어난 조사로부터
직접적으로 혜택을 얻을 것이다.
대부분의 우주의 중입자 성분은 수백만 도의 온도에서 뜨거운 가스 안으로
가둬지기 때문에, 또한 블랙홀의 사상 수평선(event horizon)과 근접한 과정들의
극단적인 에너지학 때문에, 고에너지의 천체 물리학은 이렇게 뜨겁고 에너지가 높은
우주의 성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ATHENA는 2028년에
발사될 L2 미션과 같이, ESA를 통해 최근 선택된 깊은, 광시야의 영상과 고해상도의
우주 분광기를 결합한 X-선 관측소이다. 고에너지 천체 물리학에서의 긴 세월의
전통과 함께, 스위스는 분명 이러한 미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데이터의 과학적
활용 및 계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핵심 붕괴 초신성에서부터 초신성/감마-선 폭발까지(중성자 항성 형성보다는
블랙홀이 수반됨), 항성의 종점, 분출물, 전이를 이해하는 것은(초기 질량 함수로서),
많은 고중량 물질과 은하계 진화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이론 시뮬레이션은
초고밀도 물질, 중성미자 속성, 일반 상대성, 다차원 전자유체 역학의 상태 방정식과
같은, 기초 물리학에 달려 있다. 스위스 연구자들은 ERC 프로젝트 FISH 내에서,
또한 유럽 Cost Action New-CompStar, PASC(고등 과학 컴퓨팅을 위한
플랫폼)와의 협력을 통해, 남아있는 풀리지 않은 사실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우주 지진학은 항성 천체 물리학에서 미래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관측 기법이
되어가고 있다. CoRoT와 KEPLER 우주 미션에서 얻은 경험을 기초로, 스위스
천문학자들은 혁신적인 이론적 항성 모형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항성-행성 연결부터 우리은하의 항성 형성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형들은
PLATO 미션에서 실시되는 항성 천체 물리학을 위한 중심적인 기반을 제공해줄
것이다.

칠레 Atacama 사막 지역에서 2600m 고도에 위치한 초거대 망원경(VLT)은 제
3천년이 시작되면서 유럽의 지상 기반의 천문학을 위한 상징적인 시설이다. 이
시설은 네 개의 이동식 1.8m 보조 망원경과 직경 8.2m 주경(main mirror)의 네

개의 유닛 망원경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광학 기기이다.
핵심적인 발전은 또한 스위스의 가이아(Gaia) 참여를 통한 항성 구조와 진화의
많은 이면들과 은하계 구조에서 예상된다. 이러한 정확도의 천문학 미션(지금까지
HIPPARCOS 이후에만 있었으며, 한 번만 계획되었다)은 천문학의 많은 이면들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고유한 역량에 대한 완전한 활용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스위스 천문학자들은 항성 구조와 진화를 이해하기 위한 우주 지진학뿐
아니라, 항성 진화에서 중요한 단계들(가장 첫 단계와 가장 마지막 단계)을 연구하기
위해서, 변동성에 관한 기록을 구축하는 데 자본을 투자할 것이라고 계획하였다.
항성의 형성과 진화는, 대부분의 현대 천체 물리학의 기초를 이루며, 우리 모두가
연구를 통해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가이아는 또한 항성 역학을 연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며, 이는 근처의 항성 그룹과 군집들을 분석할 뿐 아니라,
혁신적인 과정들을 탐구할 수 있는 핵심 매개체가 되는 우리 은하에서 암흑 물질
분포를 정확히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대 천체물리학은 다중 파장 접근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외선 및 밀리미터-파
기법의 전문가들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 게다가, 항성과 행성뿐 아니라, 항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은하계 형성에 관한 연구를 연결시켜야 할 과학적 요구는, 현재
과학적 배경에서 중요한 항성들의 기원에 관해 연구할 수 있게 해준다. 곧 JWST가
되는 VLT와 같은 광학 및 IR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스위스 천문학자들을,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의 선두에 있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스위스 참여와
함께 VLT를 위해 구축되고 있는 3세대 적외선 분광기인 MOONS는, 근접 우주의
대규모 조사와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원거리 우주의 대규모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그 밖의 밀리미터 및 원적외선 시설들과, ALMA를 통한 보완적 연구들은
또한, 항성 형성의 초기 조건들과 결과들(질량 함수로서 항성의 수, 다양한 체계들의
속성 등)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우주로부터, 우리는 SPICA와 같은
기기를 통해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과거 ESA IR 미션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ex, ISO, Herschel). 마지막으로, 무선 영역에서 깊은 우주에 대해서 전례 없던
관점들을 열어줄 수 있는 SKA는 의심의 여지없이, 미래에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3. 테마 3: 행성과 생명의 출현
태양계외 행성
태양계외 행성 연구에서의 폭발적인 발전 속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HARPS, HARPS-North, Espresso는 시선속도 기법을 통해 진정한 지구의
아날로그(유사체)들을 탐사하게 될 것이다. NGTS 및 그 밖의 지상 기반의 트랜지트
조사들은 CHEOPS, JWST뿐 아니라 VLT를 통해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수 백 가지

새로운 세계들을 밝혀줄 것이다. SPHERE, ERIS와 같은 새로운 경조(high contrast)
영상 시설들은 형성 이론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대체적으로 궤도 반지름에
위치한,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행성 체계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2024년에 발사되는 PLATO는 지구와 비교될 수 있는 궤도의 천체들을 포함하여,
궤도를 선회하는 밝은 항성들에 대한 확장적인 조사를 제공할 것이다. 핵심적인 물리
및 화학적 속성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발전은, 우리와 같은 행성 시스템 및
이들이 보여주는 잠재적인 거주가능성이 우리 우주에서 일반적인 것인지, 희귀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관점을 통해 계속될 것이다. 스위스는 모든 관련
영역에서 리더십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새로운 계측 개발, 이론 모형화, 행성 체계에
대한 탐사 및 특성화, 지구과학 및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 동료들과의 시너지효과
활용. 앞으로 10년간의 스위스 리더십에서 핵심적인 이면은, 차세대 태양계외 우주
미션에 대한 참여의 지속적인 지원뿐 아니라, E-ELT를 위한 계측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스위스 태양계외 행성 과학자들을 위한 적절한 자금 지원이 될
것이다(ESA 우주 비전 프로그램 및 그 외 프로젝트들).
태양계외 행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행성 체계의 다양성을 보여주지만, 태양계는
구성성분들을 매우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고유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연구 분야들을
종합해보아야 하는 필요성은, 최근 점점 더 분명해졌다. 사실, 앞으로 몇 년간 주요한
NCCR PlanetS는 이들이 연구하는 객체(태양계 천체, 양자-행성 디스크, 태양계외
행성) 및 기법(실험실-기반, 관측 혹은 이론)과 관계없이, 행성 연구에 참여한 모든
스위스 연구 팀들을 일관적인 방식으로, 통합시켜야 할 것이다.
태양계
JUpiter ICy moons Explorer (JUICE) 미션은 ESA가 발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계층의 미션에 속한다. 이와 같이, 이 미션은 이 기관의 상징적인 미션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스위스 과학자들이 이러한 미션을 위한 몇몇 기기 컨소시엄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한 가지 사례에서, 이들은 전체 계측
프로젝트에서 공동으로 선도적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PEP). 이 미션은 2022년에
발사될 것이며, 2030년에 목성에 도달할 것이다. 이는 행성 천체 및 잠재적
서식지로서, Ganymede(가니메데)를 특히 강조하며, 이들의 모든 상관관계와
복잡성에 있어서 목성과 목성의 체계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Europa와
Callisto의 조사는 갈릴레이 위성의 그림은 완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태양계 탐구에 포함된 스위스 연구자들의 과학 및 기술적 전문지식은 원거리
센싱(sensing) 및 현장 측정에 관한 것이다. 현재 ESA의 JUICE 미션을 넘어,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에서도 미래의 기회들이 발견될 수 있다. 특히 NASA는 목성
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미션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JUICE에 보완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Io의 화산 연구 및 Europa 표면의 지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화성은
액체 상태의 물의 잠재적인 존재, 주요한 과학적 추진요인이 될 수 있는, 생명체의

존재 및 과거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관심으로, 여전히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착륙기와 궤도 선회 우주선 형태를 취하는 미션들은 현재 스위스의 잠재적 참여에
의한 많은 관심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4. 테마 4: 우리의 가정과 우주 환경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지구 근접 우주뿐 아니라 태양계 어디에서든 인공위성의 정확한 위치정보는 미래
우주 미션들의 핵심적인 역량이 된다. 지금까지 CODE 노력에서는 저궤도에 있는
위성을 추적할 수 있는 초정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으로 10년은
행성간 우주선과 행성 궤도선들로 이러한 역량을 확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주 밀도, 통계적인 궤도 특성 뿐 아니라, 개별 객체들의 특성 면에서, 근접 우주
환경에서의 우주 잔해물 개체군에 대한 더 나은 이해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알려진 객체들의 목록을 확장시키고, 이들의 특성을
결정지으며, 통계적인 환경 모형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환경에 대한 감시를 구축하는
일은, 지구 근접 우주를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반에 필수적이다.
우주 기상의 잠재적인 영향의 효율적인 “현황 보도”를 위해, 태양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감시가 필요하다. 스위스는 몇 가지 계획된 미션들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미션 개발에도 참여하며, 이들 중 두 개 프로젝트는 현재 구성
단계에 있다: NORSAT-1, PROBA-3. 태양을 이해하기 위한 큰 한걸음은, ESA의
태양 궤도선 미션이 될 것이며, 이는 2017년 발사 예정이며, 스위스의 두 개 기관이
연구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5. 수치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찰과 우주에 대한 이론적 이해
사이의 연결 관계로서, 가상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현대 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규모의 사용자 커뮤니티는 광범위한 천체 물리학 영역에서, 은하계 형성,
항성, 행성 형성 및 진화, 전자 유체 과정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코드들을
사용한다. 스위스와 유럽 센터에서 계획된 차세대 슈퍼컴퓨터들은 새로운 영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수퍼컴퓨팅 센터들이
엑사급(exascale) 하드웨어를 계획하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확장, 고장
허용(내고장성), 즉각적 분석 등을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많은
핵심 활동들은 진보 과학 컴퓨팅을 위한 플랫폼인, PASC 하에서 조정된다. 이
기관에서는 스위스 대학교 컨퍼런스, 연방 기술협회위원회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학문 분야들을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