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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목표
핵심목표 1. 원시 행성계 원반에 대한 원소 및 화학적 이해를 평가한다.
행성형성이론에서 중요한 측면 한 가지는 호스트 항성들과 상대적인, 원시 행
성계 원반들의 진화이다. 지금까지 원시 행성계 원반에 대한 우리의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관측은 여전히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생길 아
타카 대형 밀리미터/서브 밀리미터 간격 배열(ALMA) 관측은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주고 원반들 안에서의 다양한 화학적 종들의 분포와 원시 행성계 원반
진화와, 행성 형성의 초기 단계의 수학적 모델들을 정교화 하는데 필요한, 다
른 매개변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편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한 과
정들을 모델링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체역학적 코드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스케일에 걸친 시뮬레이션만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는 관련된 방정
식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컴퓨팅 능력이 개선될 필요
가 있다.
하위목표 1. 항성들의 금속성을 이해한다.
행성계들의 화학적 구성은 자신들이 형성될 때 중심이 되는 항성의 원소적 구
성과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항성들의 “금속성”은 “태양계”의 발달에 중요한 요
인이며, 케플러 연구에 있어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결과적으로 금속성은 항성
의 합성과 관련이 있고,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화젯거리가 된다.
하위목표 2. 원시 행성계 원반 형성과 진화에 대한 화학모델들을 개선한다.
태양 중심의 함수들로서의 정확한 형성 소요시간, 크기분포 및 최초 미(微)행
성체들의 구성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매개변수들(가령, 고체 대 기체
비율, 설선(雪線) 위치)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모델들은 복잡한 환경적 과정
(어린 항성의 가변적인 광도, 항성의 환경) 및 내부적인 과정(방사열 전달, 자
기유체적인 불안정성, 난기류, 점도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위목표 3.
호스트 항성들과 관련해서 원시 행성계 원반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개
선한다.

원시 행성계 원반의 장기적 진화는 방사열 전달(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물성들
이 원하는 수준으로 용해된다.)을 포함하는 암시적인 유체역학적 코드에 의해
서만 모델링 된다. 원반 안에서의 화학적 진화를 통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
려운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숫자 코드들은 이 측면을 포함하고 있
지 않다. 역학을 원반의 화학적 진화와 결합한다면 큰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
다.
하위목표 4.

분자구름들로부터 항성-행성계로의 진화 과정에서 핵심 분자들

(가령 물, 산소)의 화학적인 역사를 판단한다.
일부 핵심 원소들은 원래의 분자성운으로부터 시작하여 항성-행성계의 형성에
서 끝나는 진화의 화학적인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장 중요한
화합물들 중 하나가 물 분자이다.
행성의 표면 위에서 액체상태로 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행성에
서의 잠재적인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Kasting 외, 1993). 기체 형식의 물은 성간 가스 구름들이 붕괴하여 항성을
형성하게 하는 일종의 냉각제로 작용하는 반면, 물 얼음은 궁극적으로는 미행
성체들과 행성들로 성장하는 작은 먼지 분자들이 접착되는 것을 촉진한다. 생
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액체상태의 물이 필요하며, 심지어 지구상의 가장 원
시적인 세포 생명체도 주로 물로 구성되어 있다. 물은 효과적인 용제로 작용함
으로써 복잡한 형태를 낳는 많은 화학반응을 돕는다. 물은 바위투성이 행성들
위의 지질과 기후를 형성해주고 판구조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태양계 밖
고체들의 주요 혹은 일차적인 구성물이다. Herschel 우주 관측소로 절정을 이
룬 최근의 수많은 우주탐사 덕분에, 물이 우주의 어디에서 형성되며, 다양한
물리적 환경에서 물의 존재도는 얼마이며, 물이 붕괴되는 구름에서 형성되는
행성계로 어떻게 이동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장족의 발전이 이루어졌
다.

이와 동시에 우리 자신의 태양계 안의 천체들과 알려진 태양계 밖 행성들

의 대기권에서의 물 함량에 대한 새로운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유용한 또 다른 조사도구는 중수소 분별에 대한 연구로서 이는 분자들
내부의 수소 대비 중수소의 양을 농축하는 과정이다. 중수소 분별은 원시 태양
계 성운의 진화에서 매우 이른 단계에 시작된다. 그러므로 결국 새로운 항성들
을 형성하게 될 다양한 물체 내와 태양계의 혜성, 운석, 그리고 작은 천체 내

의 중수소/수소 비율을 분석하는 것은 태양계의 형성에서의 첫 단계에 대한 통
찰을 제공해줄 것이다.
하위목표 5. 화학적 작용을 원반 유체역학 및 구조와 연결시킨다.
원시 행성계 원반을 연구할 때, 정적 원반모델이 사용된다. 이것은 원반의 질
량과 구조와 주로 관련이 있다. 어린 항성들 주의의 원반들에 대한 ALMA의
관측으로부터 한 가지 중요한 난제가 이미 등장했다.

이것들은 연속체 배출에

서 뚜렷한 불균형을 보여주었고, 이는 해당 관측들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모
델의 개발을 이끌어냈다. (Flock 외, 2015). 더군다나, ALMA는 어린 태양과
같은 항성 HL Tau 주위의 원반에서 어린 원시 행성계 천체들이 형성되는 것
의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결과들인 특징들을 탐지했는데 이는 항성계 형성의 이
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관측이었다. (ALMA, 2014).
4.2. 핵심목표
핵심목표 1. 비생물적 유기체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촉진
한다.
이질적 환경들에서의 전자기 방사와 유기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전생물적
(前生物的)으로 연관이 있는 과정이다. 광물은 전자기 방사의 영향을 중재하
고 유기 분자의 광안정성에 영향을 주며 중요한 화학반응을 촉매하고 분자들
을 저하로부터 보호하는 등 복잡한 화학체계의 전생물적 진화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특히 핵 염기들은 핵산의 구성요소들을 암호화하기 때문
에 전생물적 맥락에서, 그리고 우주환경들에서의 생물계의 생존의 관점에서 조
사해 볼 만한 유의미한 생체분자들이다. (Fornaro 외, 2013; Vergne 외,
2015). 핵 염기의 광역학에 대한 몇몇 연구는 그것들의 구조는 초고속 광물리
적 감쇠를 통해 전자에너지를 소멸 시키는 능력을 위해 자연적으로 선택되었
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위목표 1. 유기체들의 형성과 우주 환경들 하에서의 그것들의 진화를 설명
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한다.
전(前)생물적 화학작용에서 광물의 추정적인 관여를 고려할 때, 지구상 최초의

생명체의 발달에 관여했을 전(前)생물적 과정들과 외계 환경들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과정 모두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광물 모체가 존재하는 우주환경에서
핵 염기의 광안정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열 평형, 화학
작용, 표면화학작용, 성간 먼지의 활발한 처리는 우주에서 관측되고 결국에는
지구에 도달하는 몇몇 복잡한 유기 분자들을 생성한다. 이 분자들이 얼마나 복
잡한 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 분자의 존재도(度)는 분자의 복잡성의 증가
와 함께 감소하고 그것들을 실험실 안이나 천문 관측에 의해 우주에서도 탐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관측가능성의 한계는 탐지 기술이 점점 첨단화되
어 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위목표 2. 유기체의 형성과정에서 촉매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한다.
아직 완전하게 연구되지 않는 추가적인 문제는 촉매와 같은 특정 고체기질의
역할이다. (연구주제3도 참조해볼 것). 한 가지 예로서,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
한 유기 분자(아마도 유전 및 물질대사 메커니즘 모두의 중간물)의 합성에서
운석(및 지구상 혹은 우주에서 수집되는 우주 먼지 분자)의 반응성과 촉매 역
할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제 과학 컬렉션에
서 구할 수 있고 다양한 출처와 구성을 지니고 있는 운석들은 가장 간단하고
널리 분산된 화학 전구체(가령, 포름아이드, 시안화수소, 이소시아네이트 등과
같은 탄소1분자를 포함한 화합물)를 사용하여 다양한 유동과 에너지 조건
(keV, MeV 이온 혹은 UV 광자)하의 상대적인 반응성에 대해 연구되고 비교
될 수 있다. 적용된 에너지 원천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온도 환경이 테스트되
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하고도 통제된 원소구성의 다양한 퇴적 절차
에 의해 실험실에서 준비된 우주 먼지 유추들은 그것들의 촉매 물성에 대해
평가될 수 있다. 폭발력, 복잡성, 그리고 (궁극적인) 선택도에 관한 데이터는
금속구성의 영향을 더 잘 정의하기 위해서 원소적 구성 및 광물학적 기원과
상호 비교되어야 한다.
핵심목표 2, 열변화, 고 에너지 분자, 광자, 태양풍 방사와 같은 물리적 작용제
들의 혼합된 역할 하에서 원시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물체들에 존재하는 비생
물적 유기체의 분자적 진화를 더 잘 이해한다.
복잡한 유기체들은 고체(내화 유기체질)상태 혹은 기체 분자형태로 원시 행성
계 태양 성운에서 존재한다. 그러한 물질들은 어린 태양 근처에서 완전히 파괴

되지만, 적어도 중심 항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형성된 물체들(가령, 혜성들과
특정 등급의 운석) 안에서 보존될 수 있다. 이들 물체와 그것들의 파편들(운석
및 먼지분자)은 이 번에는 극히 다양한 온도조건, 에너지 광자, 그리고 유기체
를 수정하는, 은하 및 태양에서 비롯된 이온화 방사에 노출된다. 우주 생물학
과 잠재적으로 연관이 있는 다양한 환경을 재현하는 것에 목표를 둔 특별한
실험과 관측이 필요하다. 이것들은 화성, 타이탄, 혜성(오르트 성운과 카이퍼
대(帶) 모두에서 비롯됨)과 특정한 등급의 운석들 및 그것들의 파편(운석 및
먼지 분자)뿐만 아니라 거대 행성의 얼음 위성들을 분명히 포함한다. 태양계
안에서, 그러한 물체들의 표면은 전자기 태양 스펙트럼과 태양(태양풍 및 태양
우주선(SCR), 주로 플레어 에 의해서 가속되는 광자 그리고 대개 수억 전자볼
트의 에너지로 코로나 덩어리의 분출)에 의해서 주로 생성된 이온화 방사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은하 우주선(GCR)에서 비롯된 고 에너지(즉 침투력이
더 높은) 분자들도 연관이 있다. 태양 우주선과 은하 우주선은 다양한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광자들에 의해 지배된다. (가령, Bennett 외, 2013를 참
조). 위성들의 얼음 표면들과 고리들을 비추는 목성 자기권에서의 에너지 이온
들과 전자들의 유동은 특히 극심하다. 그러한 과정은 자신들의 환경들(가령,
위성들의 희박한 대기권과 고리들 안의 분자들을 에워싼 가스)과의 원자 및
분자 종들의 계속적인 교환을 유도한다. 화학적인 종들은 목성의 자기권으로부
터 비롯된 충격 에너지 이온들과 전자들의 높은 유동들에 의해 야기된 방출과
같은 외생적인 과정들에 의해 표면들로부터 계속해서 추방당한다. (가령,
Johnson 외, 2008). 이것은 연구가 잘 진행된 현상이며 추진 에너지 및 목표
구성의 광범위한 결합을 알려주는 방출 폭발력에 관한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
다. 방출된 종들로는 이온화된 종들뿐만 아니라 주로 중성 원자 및 분자들이
있다.(전자에는 클러스터가 포함되어 있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방출된 종들
은 우주로 날아가 분실될 수 있거나 얼음 같이 차가운 위성들의 외기권에서
거주할 수 있다. (가령, Plainaki 외, 2015). 수년 후에는 현실적인 얼음 혼합
물의 이온 방사에 의해 방출된 종들의 속성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폭발력, 에너
지 및 각도분포에 관한 후속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추가적인
얼음-가스 상호작용들은 얼음으로 뒤덮인 유로파에서 관측되는 것과 같은 수
증기 기둥을 발생시키는 간헐천과 유사한 활동과 같은 내생적인 지질과정 때
문에 발생한다. (Roth 외, 2013). 수증기 기둥에 존재하는 화학적 혼합물들은
표면 아래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다 안에서 생겨날 수 있고, 일단 대기
권 안으로 방출되어 JUICE 도구들에 의해 관측되면, 그것들은 바다 밑에서 벌
어지는 (생?)화학적인 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규산염(가령 운석 안의 물질) 혹은 얼음(가령 혜성으로부터 방출된 먼지 덩어
리 위의 얼음) 형태의 주변 물질과 유기 화학 전구체들의 상호작용은 그것들
의 여기(勵起)상태를 변경시켜, 매우 복잡한 유기체로 변형될 수 있는 활성입
자종류들의 생성에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낸다. 핵심적인 질문은 “에너지 광
자(혹은 다른 이온)과 (우주로부터 유래하는 물질들을 위한 템플렛으로 사용
되는) 운석 위의 유기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그것들이 우주를 통과하는 동안,
그것들의 영향이 미치는 동안, 그리고 행성 표면에서의 그것들의 일생 동안 생
명 발생 이전의 분자 형성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가?”이다. 이 문제를 다룰
일부 실험증거들이 이미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Simakov는 소행성과 운석의
광물 표면의 에너지 처리를 모의 실험하는 실험환경에서 생명 발생 이전의 합
성의 가능성을 기술했다. 특히, 뉴클레오시드의 혼합물(리보오스와 2′-디옥시
리보스 유도체)과 무기 인산 염(NaH2PO4)이 바이오 스푸트니크에 우주방사
에 노출되어 상응하는 뉴클레오시드 유도체를 생성했다. (Simakov, 2008). 중
요한 추가적인 기여는 생명체 발생이전의 광화학 반응에 대한 EXPOSE-E 및
EXPOSE-R 화학실험들의 결과에서 기인하는데, 그 이유는 광화학 반응이 성
간 매개체 안에서, 혹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구름 안에서 그리고 안정된
유기체 혼합물 및 모의 실험된 화성 표면 환경의 미생물에서 발생하기 때문이
다. (EXPOSE-E, 2012; EXPOSE-R, 2015). 우주의 유기체들은 태양계 안
의 지구를 포함한 모든 물체에 전달되는데, 그곳에서 그것들은 암석 물질뿐만
아니라 액체 및 고체 상태의 물과도 접촉한다. (가령, 원시지구, 태양계 밖 얼
음 위성, 혹은 설선 너머로 형성된 미행성체). 외계 유기체질의 수성(水性)변
경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진(참고: 연구 주제 3) 반면 물(액체 혹은 냉동)
과 고체(암석 혹은 유기체)의 경계 면에서의 에너지 투과성 방사(가령 에너지
광자)에 의해 촉진되는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는 더 적은 실정이다.
핵심목표 3. 분자 진화에서 자연발생적인 무기(유기)체의 자율형성 과정들의
역할을 이해한다.
무기물체계 및 유기물체계 모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율형성 과정들은
촉매, 보호적 환경 및 템플릿 기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생체분자들의 합성
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식 뉴클레오티드 1인산 염 향에서, 고체 혹
은 액체 단계에서, 그리고 매우 조직화되어 있고, 매우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분자기둥의 자연발생적 형성에서 푸린 핵 염기의 방향(芳香)성분들 사이의

(HOMO-LUMO) π-π 상호작용은 템플릿 없이 이른바 “소집단과 같은 올리
거머화”를 통해 진행되는 적절한 위치 선택적 화학반응과 함께 올리고 핵산
염을 산출한다. (Di Mauro 외, 2015). 이와 비슷한 과정들이 무기물체계에서
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기체의 세포막들은 이산화규소 용액과 (원시
지구를 포함한) 원시 행성조건을 모의실험하기 위해 의도된 실험환경에서의
금속나트륨의 자취로부터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García-Ruiz, 2009).
이들 세포막은 생체분자들의 생명체 출현 이전의 합성에서 촉매역할을 하면서
행여 있을 저하과정으로부터 새로운 생산물을 보호한다.
하위목표 1. 새롭게 자연발생적으로 자율 형성된 무기물 및 유기물 체계를 확
인하고 그것들의 구조적인 특징을 밝힌다.
하위목표 2. 자연발생적으로 자율 형성된 체계들의 메커니즘과 생명체 출현
이전의 생체분자 합성에서 그것들의 역할을 규명한다.
5.2. 핵심목표
핵심목표 1. 행성 및 위성에서의 지질학적 맥락에서 암석, 물, 탄소의 역동적
인 산화환원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의 특징을 더 잘 기술한다.
젖은 암석 행성과 위성에서 행성의 열역학은 행성 안으로부터 생성된 열이 우
주로 방사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것으로 인해, 표면의 물이 상부를 통
해 순환되는 이류(移流)가 생성된다. 행성형성의 초기에는 맨틀로부터의 열 유
동이 심하다가 핵과 맨틀이 식음에 따라 점차 쇠퇴한다. 예를 들자면, 초기 지
구의 맨틀의 온도는 오늘날보다 300°C 이상 더 높아 (Herzberg 외, 2007),
열수 및 지구화학적인 순환에 영향을 끼쳤다. (Arndt, 1994). 그러므로 행성
들의 내부구조와 그것들의 역학 및 진화를 이해하는 것은 관측 목표 천체의
일생에 걸쳐 (자연적인 방사능 감퇴로부터 뿐만 아니라) 맨틀로부터 이용 가
능한 에너지 유동을 다루는 것의 중요한 일부이다.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화학
합성 자가(自家)영양적 유래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도 거주 가능한 지대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또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에서의 사문석화 과정에 대한 증거와 열수활동에 대
한 최근의 발견(Hsu 외, 2015)은 평형상태와 거리가 먼 암석-물-탄소 상호
작용을 위한 화학적 필수요건이 태양의 방사로부터의 에너지 입력 없이도 존

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문석화 과정 동안에, 지구의 표면을 통해 순환하는 물은 대략 수 킬로미터
깊이에서 철-니켈을 함유하고 있는 광물들과 만나 반응한다. 이 과정에서 전
자들은 주인이 바뀌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철과 니켈 자원을 남기고 물로 이
동되어 이동성이 높고 접근할 수 있는 전자들과 에너지의 강력한 원천인 수소
를 생성한다. 순환하는 물 안에 용해된 탄소는 이와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반
응하여 환원된 탄소화합물을 생성한다. 사문석화는 어린 행성들에서 주된 에너
지 방출 반응이다. 이것은 미생물체에게 필수적인 핵의 에너지 방출반응과 유
사하며, 어쩌면 그것의 전조가 되는 반응일 것이다. 지구에서의 유기체 합성에
대한 사문석화의 기여는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Proskurowski 외, 2008). 이
과정에 대한 더욱 강도 있는 연구와 이해가 요구된다.
핵심목표 2. 전자의 원천과, 지구유기화학작용에서의 촉매로서 전이금속의 특
징을 더 잘 파악하고 이해한다.
사문석, 자철석, 그리고 물에 대한 마그네슘-철 규산염 및 물의 사문석화 반
응의 화학작용은 Bach 외(2006)에 의해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위의 반응들은 지질학적 환원력의 풍부한 원천을 의미한다. 이들 반응은 해양
바닥으로부터 대략 2-8km 깊이와 약 80°C-200°C 사이의 온도에서 일어난
다. 이들 반응은 유기체 합성을 위한 풍부한 양의 수소를 제공하고 용해된 탄
소화합물을 환원된 전이금속과 접촉하게 한다.
사문석화과정에서, H2와 환원된 탄소를 생성하는 전자들은 전이금속인 철과
니켈로부터 유래한다. 사문석화 과정이 지구상에 액체상태의 물이 존재한 이래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른 젖은 암석 행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이다.

(McCollom 및 Seewald, 2013; Schrenk 외, 2013). 이 과정은 자연

에서 관찰되지만, 실험실에서는 체계적으로 그 특징이 규명되지 않았다. FeS
광물 촉매제들을 사용하여 열수 환경에서의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름산 염, 메탄
올, 아세트산 염, 그리고 피루빈산 염이 최근에 합성됨에 따라 최초의 연구들
은 매우 고무적이다. (Roldan 외, 2015). 좀 더 종합적인 실험실 조사가 이
핵심목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핵심목표 3. 현대의 열수 분출공들에서의 탄소환원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의
특징을 더 잘 기술한다.
열수 체계에서의 환원된 탄소화합물합성은 생명체의 기초구성요소들을 생성하
는데 있어 전제조건인데 그것의 중요성은 이들 체계에서 점점 더 인지되고 있
는 속성이다. (Russell 및 Hall, 1997; Shock 외, 1998). 이 같은 이해에 대
한 핵심 접근법은 원시 지구환경에서의 유기체합성능력을 모의 실험하기 위한
실험실 실험을 수반할 것이다. (Barge 외, 2014; Herschy 외, 2014). 현재
과학조사의 전경에 있는 열수체계들이 약 350°C, “검은 연기 열수공” 그리고
수십 년의 수명을 가진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관심 대상의 열
수공들은 오히려 이보다 최근에 발견되었고 더 차가우며(약 70°C) 지질학적으
로 더 안정된 종류의 것들로서 수명은 약 104년에서 105년이다. 이것들은 자
신들이 환원된 탄소종류들을 격리하고 변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원시 지
구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있었을 것이다. 지구의 암석들은 원시 지구에서의
열수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Hofmann 및 Harris, 2008; Westall 외,
2015a, 2015b).
원시 지구에서의 유기체 합성에 대한 많은 암시 중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없
을 양으로 진행 중인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문석화 의존 CO2 환원
으로서 이는 지금까지 연구된 바다 밑과 육지에서의 계통들에서의 메탄올과
짧은 탄화수소를 생성한다. (McCollom 및 Seewald, 2013; Schrenk 외,
2013). 원시 지구에는 오늘날보다 더 많은 열수활동이 있었고 (Hofmann and
Harris, 2008; Westall 외, 2015a), 그 결과 훨씬 더 많은 수소와 이산화탄소
(메탄올)가 있었다. 따라서 토양 유기체 합성 또한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다. 실험, 관찰, 모델링을 통해 원시지구환경에서의 이 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핵심목표 4. 우주로부터 지구로 이동된 탄소의 열수변경을 더 잘 이해하고 그
것의 특징을 더 잘 기술한다.
오늘날의 지구표면에 도달하는 유성진(流星塵) 안의 외계 유기체 탄소에 대해
측정된 유동을 기반으로 Maurette (2006)은 5 × 1024g이라는 엄청난 양이 달
의 생성에 따른 충격 이후 3억년 동안 지구 표면에 도달했다고 계산했다. 그
탄소가 사문석화 과정 체계와 지녔던 상호작용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것은

유망하고도 오늘날까지도 탐구되지 않은 연구분야이다. (참조: 연구주제 2)
우주로부터 도달한 탄소와 생명체의 기본재료의 세대 동안 원시 지구상의 암
석-물-탄소 상호작용 간의 화학적 상호작용은 아직 탐구된 바가 없었다. 이
것과 열수체계의 실험실 규모 모의실험에서의 유기체 합성에 대한 보다 넓은
특징규명은 실험에 기반을 둔 탐구에 있어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핵심목표 5. 생명 기원에 있어 분자의 자율형성, 고차원의 형성 및 세포형성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한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 물질의 중요한 속성은 그 물질이 자
율형성을 겪고 난 후 안정된 환경에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세포의 기초 구성물질에서 아미노산과 염기와 같은 1탄소 및 1
질소의 조직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조건들이 수렴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메탄올, 포름아이드, 혹은 우주 안의 원자들
중에서 그 출발지점이 어느 것이든, 화학적 열역학에 의해 예측되는 바와 같
이, 탄소원자들은 결합되어 아미노산과 염기가 된다. (Saladino 외, 2012),
더욱 고차원적인 자연발생적 자율형성이 실험수준, 가령, 핵 염기와 유사한 유
기체들의 비공유 섬유형성으로 이끄는 단계 분리 및 적층력에서 관찰될 수 있
다. (Cafferty 외, 2013). 이론적 수준에서는, 자율형성에 대한 풍부한 연구
(Eigen, 1971; Kauffman, 1993)가 존재하며 이것들에 대한 테스트는 실험실
실험에서만 진행될 뿐이다. (Vaidya 외, 2012). 유전적 성질(선택 가능한 유
전적 성질)을 지닌 분자들의 출현 이전에, 화학적 형성은 운동 및 열역학적 조
절 하에서 자연발생적인 반응들에 의해 가장 잘 서술된다. 세포를 통과하는 에
너지 유동과 생명과정을 거치는 종류들의 에너지(Martin 외, 2014)를 이해하
는 것은 생명체가 더 안정된 상태를 얻고자 하는 선천적인 경향에 관한 문제
들에 핵심적이다. 복잡한 유기체 분자의 모음에서 새롭고도 전에 볼 수 없었던
특질들을 지닌 채 더욱 구조화된 상태로의 변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발
생적 자율형성에 대한 더 좋은 지식이 필요하다.
6.2. 핵심목표
핵심목표 1. 지구상의 생명체의 다양성, 적응성, 그리고 경계조건에 대한 우리

의 지식을 확장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된 풍부한 과학지식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다양성과
거주 가능성을 규정하는 매개변수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이다. 이 같은 지식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지구상의 생명체의 진화를 이
해하고, 거주 가능한 환경의 특징을 기술하는 핵심적인 매개변수를 확인하며,
표본추출 전략과 미래 우주 탐험을 위한 분석적 방법들을 계획하는데 있어 필
수적이다.

그러므로 몇몇 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지구기반의 생명체에 대한 심

화연구뿐만 아니라 현재의 표본추출, 분석적 기술, 그리고 고품질의 데이터베
이스의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들 분야 사이에서의 학제 연결고리
를 만드는 일은 지구상의 생명체의 기원 및 운명을 이해하고 거주 가능한 외
계환경을 확인하며, 행성의 보호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확립하는데 목표를
둔 공동연구사업을 최적화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체와 거주 가
능성에 대한 우리의 현재 정의들이 개정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
들로는 액체상태의 물, 에너지원 및 탄소, 그리고 대량원소 및 미량원소가 있
다. 그러나 물리적 및 화학적 극단들은 생물학적 과정들을 유지할 수 있는 환
경의 능력을 제한시킨다. 거주 가능성의 개념이 학문분야 마다 다르지만 (참
고: 1.3.2절 거주 가능성에 대한 접근), 이 주제는 생명체의 경계와 진화적 잠
재력 및 다양한 환경의 거주 가능성에 집중된다. 또한, 이것은 이들이 장시간
에 걸쳐 어떻게 공동 진화하는 지와 지구 및 다른 곳에서의 거주 가능성의 일
반적 원칙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지식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지에 관한 의
문을 제기한다. 지구상 생명체의 경계들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은 활발하게 성
장하고 번식하는 유기체들을 그 안에서 발견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는 물리
화학적 매개변수공간을 정의한다. 이 경계들을 정의하는 표준적 매개변수들로
는 가령, 극단적인 온도, pH, 염분, 압력, 산화환원상태, 방사, 중력, 전자 기증
자 및 수용자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열역학 법칙 등이 있다. (Hoehler, 2007;
Stan-Lotter, 2007; Stevenson 외, 2015). 일부 극단적인 환경들의 특징은
이 매개변수들 중 오로지 한 두 개에 의해서 서술된다. 그러나 몇몇 환경의 특
징은 다수의 극단에 의해 서술된다. (Harrison 외, 2013). 그러므로 이들 환
경은 특히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더 험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체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첫 연구 단계들이 이루어 질 때 그것들은 원시
지구에서의 조건들뿐만 아니라, 외계 환경 안에서 발견될 것 같은 조건들을 반

영해주기 때문이다. (Westall 외, 2013).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와 추정된 생물 종 및 바이러스 분자들의 전체 수 모두
에 대해 우리 행성에 대한 탐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
리가 다양한 종류의 환경을 계속 탐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현재 그리
고 가능한 경우 과거의 우리 행성에서의 생명체 다양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개선해줄 것이다. 이전의 연구방법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전의 전략
들과 가설들에 대한 비판적인 재평가를 기반으로 개선된 표본추출 기술 및 분
석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자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것들의 생물학에
대한 심층 탐구를 위해 모든 영역으로부터 유기체들과 바이러스분자들을 배양
하는 우리의 방법들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둔, 더욱 체계적이고 전체론적인 학
제 간 분석들이 또한 수행되어야 한다.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한 물리적 및 화
학적 한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지구 전체 규모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들
데이터가 진보된 모델들과 (합성생물학을 비롯한) 모의실험에 기반을 둔 접근
법들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 분야들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목표 1. 지구 생명체의 다양성을 탐구한다.
지구상의 다양한 생태계 중에서 (바이러스 분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생물 다
양성 중 일부만 탐사되었기 때문에 오늘 날까지 다루지 못했던 연구 질문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들이 더 진보된 방법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들 중 극히 일부만 탐사되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태계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이들 생태계들을 중온 생태계들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체의 기원, 다양성, 한계 및 지구
와 그 밖의 다른 곳에서의 다양한 환경들의 거주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
이 향상될 것이다. 다중 스트레스 서식지들이 특별한 흥미를 끄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의 은하계의 다른 지역들에서 마주치는 극단적인 환경들뿐만 아
니라 원시 지구에서의 생명체의 환경을 보다 더 잘 묘사해주기 때문이다. 비록
다중 스트레스 서식지들에 대한 연구가 생명체의 기원 및 경계를 탐구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이들 환경에 대해 현재 알려진 것은 놀랍게도 미미하다. 그러므
로 핵심연구 방법들 중 하나는 그러한 생태계들을 계속 연구하고 다중 스트레
스 환경에 대한 적응이 지구 전체 범위에서의 생명체에 대한 물리적 및 화학
적 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가령, Harrison 외,

2013, 2015).
핵심목표 2. 생물학적 상호작용과 계통 생태를 탐구한다.
(공생을 포함한) 생물학적 상호작용들은 지구 생명체의 진화론적 진척과 우리
행성의 거주가능성의 확대에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집합적으로, 이것들은
더 고차원적인 생물학적 복잡성을 향한 발달을 가능하게 했다. Lyons 및
Kolter, 2015). 예들로는 진핵세포의 발달을 일으킨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기원에 대한 내공생설(Margulis, 1970; Zimorski 외, 2014; Ku 외, 2015)과
최초의 미생물막(Westall 외, 2006a, 2006b, 2011), 지의류 및 균근과 같은
다종물질 집단 서식지의 형성이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 분자, 병원균 혹은 기생충, 혹은 자연재앙에 의해 야기된 감
염과 같은 해로운 상호작용들과 사건들도 전체 생명체의 새로 생긴 보호전략
의 발달과 생존에 중요했다. 이들 상호작용 중 많은 수가 수평적 유전자 이동
과 같은 정교한 과정들과 진보된 세포감지 및 소통 체계들에 의해 중재된다.
(Thomas 및 Nielsen, 2005; Relman, 2008; Albuquerque 및 Casadevall,
2012; Li and Nair, 2012). 더 복잡한 생태계들의 출현과 이를 동반한 개체군
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인해, (산소를 포함한) 해로운 물질대사 노폐물의 축적
및 어떤 환경의 거주 가능성을 변화시키거나 심지어 줄일 수 있는 에너지와
식량자원의 상실과 같은 새로운 도전들이 생겨난다. 이 같은 유형들의 상호작
용 중 많은 수가 또한 극단적인 환경 안의 생명체의 지속을 촉진하거나 위협
할 수도 있다. (가령, Rothschild 및 Mancinelli, 2001). 그러므로 극단적인
생태계들뿐만 아니라 극단적이지 않은 생태계들 안에서의 다양한 발달 단계
(원시 생태계 대 고등 생태계)를 통틀어 진행되는 이 모든 유형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것은 계통 생태적 관점에서의 생명체의 진화 및 생존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핵심목표 2. 생명체 및 거주 가능성의 일반 원리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
장한다.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들은 종종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세포의 발달,
생존 및 진화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번식, 출생, 성장 대 조절, 노화
대 회춘, 세포물질의 형태 발생 대 저하(가령, 세포소멸), 다른 종들을 위한

환경 안에서의 세포물질의 사망 및 변형이라는 생명체 주기의 모든 측면을 망
라한다. (가령, Elmore, 2007; Zheng 외, 2013). 또한 그것들은 가령, 이동,
분산, 방어, 감지, 소통, 생존, 개별성, 기억, 학습, 유전, 그리고 전체적인 진화
를 위한 흥미로운 전략들을 망라한다. (가령., Neuman, 2006; Ackermann,
2013; Shimkets, 2013; Barrangou 및 Marraffini, 2014; Ramamurthy 외,
2014). 비록 이들 과정이 전체 생명체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진화
적인 잠재력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이해는 “학”접근법과 특정한 습성들과 유전자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지도로 표시하는데
있어서의 모든 진전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참고: 가령,
Maher, 2008). 그러므로 이것들을 증온균뿐만 아니라 극한 미생물에서 더욱
상세히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찰들에 대한 좀 더 전체론적인 해석
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학과 같은 다른 과학 분야들의 개발을 고려하
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이것과

함께

E. Schrödinger

(1944)

및

J.

Lederberg (1960)에 의해 시작된 물리학, 생물학, 그리고 전체 과학에 대한
과학-철학적 토론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재평가가 다시 시작되어 다양한 과
학 분야 사이의 현재 간극을 해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체와 우주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향한 새로운 접근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핵심목표 3. 외계 환경들의 거주가능성을 평가한다.
화성, 얼음으로 덮인 위성들, 그리고 특정 외계행성들이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것들 너머의 거주 가능한 환경들을 포함할 후보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
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들을 제안한다.
• 화성: 지구너머의 거주 가능한 환경들에 대한 잠재성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개선하는데 있어 화성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화성의 어디에
서 그리고 언제 거주 가능한 환경들이 발생하는지, 발생했을지, 혹은 발생할지
를 다루는 것은 생명체가 출현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길이(약 105-106년)에
서의 열수활동과 관련하여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던 위치들을 찾는 것을 수
반할 것이다. (참고: 연구주제 5).
• 목성과 토성의 얼음 위성들: 지구 너머의 거주 가능한 환경들을 발견할 가능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층목표는 액체상태의 물이 이들 얼음 위성 위에 존재
했는지 혹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암석으로 된 핵을
지니고 있는 얼음천체는 액체상태의 물이 그 천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했던 시

기를 가졌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목표로는 위성들인 유로파
와 엔셀라두스의 분출공 혹은 수증기 기둥의 지질-물리-화학적인 구성과 역
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참고: 연구주제 3과 5).
• 외계 행성: 외계 행성들이 항성 주위의 “거주 가능한 지대” 안에 있을 가능
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액체상태의 물을 담고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서는 그것들의 대기권 연구들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것을 위해서는 연구주제
1과 5를 참조). 다른 핵심 연구과제들로는 외계행성의 나이와 다른 매개변수
들(가령, 행성의 질량, 밀도, 중심 항성의 등급)의 역할을 판단하기 위한 개선
된 시도들이 있다.
더군다나, 지구 생명체의 경계와 외계 환경들의 거주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지
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주실험실들(가령, 국제우주정거장)뿐만 아니라 다양
한 유형의 지상기반 모의실험 시설들이 필요하다. (Horneck 외, 2010;
EXPOSE-E, 2012; EXPOSE-R, 2015).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생명체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이 우주의 다양한 환경들로 어떻게 적용될지를 적나라하게 검증
할 독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것들은 우리가 거주가능성을 판단하
고 과거 혹은 현재 생명체를 품을 수도 있는 외계 환경들을 확인하기 위한 적
절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의 20년은 새로운 위성기반의
기술(가령, 나노 위성) (Nicholson 외, 2011)과 화성, 얼음 위성, 그리고 외계
행성의 탐사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 가능성의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독특한 기
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핵심목표는 아래에 열거된 4개의 하위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하위목표 1. 추정적인 외계 서식지들과 유사한 지구상의 서식지들을 판단하고
조사한다.
하위목표 2. 실험실과 우주에서 모의 실험된 행성조건에서의 생명체의 성장과
생존의 한계를 판단한다.
하위목표 3. 미래 탐사 임무를 위해 합성 생물학의 잠재성을 탐구한다.
하위목표 4. 행성 보호노력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7.2. 핵심목표
핵심목표 1.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한다.

이 개념은 규모에서 생명체 출현 이전의 특징들(가령, 교질입자)에서 행성(“죽
은” 행성 대 “살아 있는 행성)에 이르는 현상들을 망라하면서 (“괴생명체”와
정반대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에 초점을 둔다. 또한 이 개념은 가령, 고
대 지구 혹은 고대 화성(멸종된 상황)으로부터 오늘날의 화성의 표면(현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이르는 과거와 현재 모두의 상황을 망라한다.
하위목표 1. 생물학적 맥락
생물을 무생물로부터 구별해주는 특징들, 가령, 형태학, 유기-지질 화학적 구
성, 에너지 수지. 전반적인 불안정, 미생물적인 것에서 지구 전체의 것(가령,
대기구성)에 이르는 다양한 척도의 물질 대사적 특징들의 열거하고 우선순위
를 정한다. 이 주제는 근본적인 과학적 질문인 “무엇이 생물인가?”와 중첩된다.
하위목표 2. 환경적 맥락
생명체의 기원에 도움이 되는 지질 및 환경적 조건들, 가령, 가령, 생명체에게
생존환경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주제 3에서 논의한 열수활동의 중요
성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킨다. (Westall 외, 2013). 탄소, 액체상태의 물, 그
리고 (전이 금속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화학적 불안정에 의한 공존의 역할
을 탐색한다. 가령, (산화-환원 쌍이 없는) 불안정이 없는 환경에 존재하는,
세포와 유사한 구조들(가령, 교질입자)은 아마도 무생물일 것이다.
하위목표 3 현장 과학
현장에서 연구될 특징들 중 많은 수가 규모에서 미세한 것들이다. 따라서 핵심
목표 한 가지는 예를 들어, 현미경과 미생물에 적합한 등급(최소한 마이크로미
터 등급)인 라만 레이저 유도방전현상분광법(LIBS) 사이의 기존의 기술들을
결합하는 새로운 우주 계측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 접근법이 지닌 독특한 이점
은 다양하고도 보완적인 기술들을 사용하여 동일한 “관심지점”을 분석하는 능
력일 것이다. 지상과 우주로부터의 원격 감지는 미세규모의 생물학적 및 지질
학적 맥락이 또한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쉽지 않게 되었다. 그러한 맥락은
현재 외계 행성연구의 측면에서 현대 기술로는 접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미래의 과업(가령, 원격, 라만, 적외선 및 기타 분광기술: 국지적 맥락

을 연구하기 위한 킬로미터 단위 거리에서의 분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음의 관측방법들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원격방법
• 대기권분광분석을 통한 생명존재 표지들을 파악한다.
• 화학적 불안정, 즉 환원과 산화 모두를 하는 종들의 존재를 추정한다.
• 가령, 탄산염과 같은. 어떤 행성표면의 잠재적인 바이오 광물질의 존재여부를
판단한다.
• 동위원소의 비율을 추산한다.
• 광합성작용 식물에서 전형적인 “적색 가장자리” 신호를 탐지한다.
• 분광 편광법을 사용하여 대기권의 비대칭 종(種)들의 존재를 추정한다.
(Sparks 외, 2005)
• 별빛을 중적외선광으로 재처리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은하계 “초(超)문
명”(Griffith 외, 2015)들의 존재 징후로서 중적외선 은하과잉을 추정한다. 중
적외선 과잉을 탐색하는 광역 적외선 탐사위성(WISE)을 사용한 연구를 기반
으로 몇몇 목표 은하하계들이 가령 Arp 220과 같은 후속연구를 위해 제안되
었다.
• 프레온 가스와 같은 산업공해에 대한 분광 탐지를 수반하는, 더욱 고도화된.
산업적인, 혹은 기술적으로 진보된 생명체들에 대한 생명존재 표지들이 또한
제안되었다.
현장에서의 방법
여기서 통상적인 공간적 규모들은 미크론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다. 핵심기술들로는 거시적 규모에서 미시적 규모에 이르는 광학 관측뿐만 아
니라 색층 분석법, 질량 분광법, 라만, LIBS 및 구조적인 조사를 위한 적외선
탐지, 화학 동위원소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크기 측면에서 본다면, 작은 규
모(신호/표지의 크기 및 강도)는 현장 연구에서의 제한 요인일 것이다. 이 사
실은 잠재적인 관심 특징물체들(생명체를 암시하는 탄소존재 표지가 있는 표
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이 무생물적인 것인지 혹은 생물적인 것인지를 판별
하기 위해서는 가령 화성으로부터의 표본 귀환미션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준다.
현생 혹은 멸종 생명체에 대한 탐색은 사용되는 기술들의 종류에 영향을 준다.

위에서 강조한 바이킹 호 임무 결과들(Levin 및 Straat, 1976, 1979)에 대한
논란은 화성의 생명체에 대한 탐사를 계속하고 그 행성의 거주 가능성을 판별
하고자 하는 열망을 자극했다. 현생 생명체를 확인하는 기술들은 물질 대사활
동에 기반을 둔 것들이다. 외계 행성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현재의 결과들이
생명체가 멸종된 행성들에서의 (지구와 유사한) 대기권 생명체 존재 표지들이
(지질학적 시간규모에서) 상대적으로 빨리 제거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멸종 생명체와 반대로) 현생 생명체의 발견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
한다. 산소는 수천 년 동안에 해당 행성의 표면에 대한 반응으로 대기권으로부
터 제거될 것이지만, N2O와 CH4는 수백 년 안에 대기권 안에서 산화된다.
(Houghton 외, 2001).
에너지 및 영양소 원천으로서 액체 상태의 물과 뜨거운 암석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생명체를 분명히 억제하지만, 타
이탄의 생명체 존재 잠재성이 토론되어왔다. (가령, McKay 및 Smith, 2005).
타이탄의 경우, 몇몇 핵심난관들로는 더욱 제약적인 요소인 복잡한 탄화수소의
화학적 형성 비율과 차가운 온도에서의 우주광선과의 상호작용이 있다. 우주
생물학적 관심을 끄는 다른 행성들로는 토성의 위성인 안셀라두스가 있는데,
화산작용에 의한 얼음 수증기 기둥들의 속성과 그것들이 염분의 바다가 존재
할 것이라 시사한다는 내용이 최근에 토론되었다. (가령, Postberg 외, 2011).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는 오랫동안 우주 생물학적 관심을 자극했다. 최근의 한
연구는 그것의 얼음표면의 어두운 지역들이 밑의 염분 바다의 존재를 알려주
는 증거일 것이라고 암시하다. (Hand 및 Carlson, 2015).
잠재적인 생명지표로서, 화성의 대기권 중 메탄올이 중요한 토론한 유발했다.
이 가스에 대한 지상 기반 및 궤도 탐지들(Formisano 외, 2004; Mumma 외,
2009)은 지난 10년 동안 보고되고 토론(Zahnle 외, 2011)되었다. 그러나 최
근에는 메탄이 큐리오시티 탐사선에 실린 SAM 장비로 탐지되었다. (Webster
외, 2015). 2016년의 ExoMars TGO 임무는 화성의 저농도 대기권 안의 메
탄과 기타 가스들에 대한 탐사 전용의 몇몇 장비를 포함한다.
핵심목표 2. 에너지를 추적한다: 에너지원, 산화-환원 쌍 및 광화학 반응을
확인한다.
에너지는 생명체의 존재를 위한 3가지 근본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는 지질학적 맥락(Hoehler, 2007; Hoehler 및 Westall, 2010)에서 산화-환
원 쌍(가령, 수소, 철)과 생명체의 존재가 가령, 대기권 중 화학 구성 혹은 행
성의 엔트로피 비축에서의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잠재
적인 거주 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한 생명체 존재 표지/바이오 지표로서의 외계
행성 맥락에서 기타 에너지원들(가령 항성 혹은 행성의 내부로부터 발산된 에
너지원)을 추적할 것을 제안한다.
하위목표 1. 지질학적 및 광물학적 맥락
이 하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질문을 해결해야 한다.
• 산화-환원 쌍과 산화-환원 불안정이 생명체를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가용 한
가?
• 불안정-생성 요소로서 물(수화 함유수)의 존재는 얼마나 중요한가?
•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있어 광화학 반응의 역할은 무엇인가? (가령, 화성 표면
의 과염소산염, 즉 반응들 사이의 시너지인가 혹은 경쟁인가?
• 생태계의 생물학적 부분과 광물학적 부분 사이의 상호작용은 얼마나 중요한
가?
• 생물학적 활동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가?
핵심목표 2. 대기권적 맥락
이 하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이 해결되어야 한다.
• 상이한 외계행성 조건 하에서 산화-환원 쌍으로서 발생하는 대기권의 생명
존재 표지들의 예상범위는 무엇인가?
핵심목표 3. 데이터를 추적 한다: (초소형에서 행성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성 환경에서의 생명체 존재의 잠재성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우주 생물학의 맥락에서 그리고 특히 생명체 존재 표지에 대한 데
이터는 광범위한 형식(이미지, 스펙트럼, 구성, 등)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집
단의 데이터를 하나의 중심적으로 정의된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고 가령, 데이
터 해석과 시간 및 공간상의 교차-상관관계와 연관된 필수 도구들을 개념화하

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외계행성—앞으로 20년 안에 외계행성 과학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뜨겁거나 따뜻한) 슈퍼 지구들의 통계적 표본을 위한, 암석행성에 대한 최초
의 특징묘사(연령, 부피 밀도 및 최초의 대기권 스펙트럼)가 유럽주도의 관측
PLATO 2.0, E-ELT, 등)을 통해 가능해지는 황금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그
러나 중요한 것은 수신될 첫 데이터(“가장 쉬운 타깃”)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a) 수소와 같은 더 가벼운 종들로 구성된 (수백 바) 두께의 대기권을 가진
뜨거운 슈퍼 지구: 즉 더 빠른 속도로 항성을 공전함으로써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뜨거운 행성들. 가벼운 대기권은 무거운 대기권보다
그 층이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더 강한 신호를 보낸다.
(b) M 왜성과 같은 차가운 항성들의 거주 가능한 지대 안에서 공전하는 따뜻
한 슈퍼 지구들(참조: 가령, Tarter 외 2007): 즉 여기서 행성으로부터의 유
동은 그것이 더 희미한 항성을 공전할 때보다 더 쉽게 탐지된다. 또한 거주 가
능한 지대가 해당 항성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행성은 더 빨리 공전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a)와 (b)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자, 지질학자, 대기
권 연구가들로 구성된 유럽의 우주 생물학 학계는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
만나서 “생명체가 그러한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몇몇 연구는 외계 항성들을 공전하는 행성들에서 혹시 있을 광합성 작용을 조
사했다. 성공은 현재 지구과학에 초점을 두고 있고 더 넓고 지구환경과 다른
맥락에 적응할 수 있는 연구자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현재 이것은 유럽보다 미
국에서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 Bains 외(2014)는 H2 대기권들에서의
광합성작용을 연구했다. Kiang 외(2007)는 가령 차가운 M 항성들을 공전하는
행성들에서의 잠재적인 광합성 작용을 연구했다. Haas(2010)는 외계행성의
맥락에서 염소(鹽素) 기반의 광합성 작용의 가능성을 가정했다. Cockell 외
(2009)는 주계열 항성들을 공전하는 행성들에서의 광합성 작용의 가능성을
연구했다.
심화토론이 필요한 문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두꺼운 H2 대기권에

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항성의 에너지 투입이 낮은 에너지 파장에서
절정을 이루는 세계에서 “광합성 작용과 유사한” 과정들이 발달 할 수 있는가?
자기장이 약하거나 왕성한 판구조가 없는 세계에서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는
가?
하위목표 1. 슈퍼지구—대기권 구성물의 역할
다음의 질문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 슈퍼 지구들은 자신들의 일차적인 (H2) 대기권들을 유지하는가 아니면 탈출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잃는가?
• 그러한 세계에서의 기후조건들은 어떠하며 생명체 존재 표지들에 영향을 끼
치는 관련 광화학작용은 무엇인가?
• 그러한 세계들에서 광합성 작용이 발달할 수 있는가?
• 더 큰 행성질량(최대 지구보다 10배)은 판구조를 선호하는가? 혹은 선호하
지 않는가? 그리고 잠재적인 생명체의 발달과 광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 생명체 존재 표지들로는 무엇이 있는가?
하위목표 2. 더 차가운 항성들을 공전하는 슈퍼 지구들(M 및 K 왜성들)
다음의 질문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 그러한 세계들은 거주 가능한가?
• 그러한 세계들은 물이 충분한가?
• 자기(磁氣)적 보호란 무엇인가?
• 주기 상 고정되어 있다는 것(즉 양쪽 면에서 밤과 낮이 지속되는 것)의 효과
는 무엇인가?
• 그것들의 기후는 어떠하며, 잠재적인 생명존재 표지들이 있는가?
하위목표 3. 층위 이미지들을 스펙트럼 데이터와 통합한다.
핵심난제는 노출부분 혹은 퇴적된 특징들의 이미지를 이미지의 적절한 특징들
의 분광 데이터와 통합하는 일이다.

핵심목표 4. 시간 별로 생명체 존재 표지들을 추적 한다: 시간 별로 생명체 존
재 집합체의 진화와 보존을 더 잘 이해한다.
생명체 존재 표지 집합은 시간적으로 그리고 분자에서 행성 규모에 이르기 까
지 광범위한 규모로 작동된다. 생명체의 시간 맥락은 가령, 대기권(구성, 기
후)의 진화 측면 및 관련된 생명체 존재 표지들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유기
체의 정착, 진화, 변형(혹은 사망), 보존 및/혹은 부패와 같은 다양한 핵심 측
면을 지니고 있다.
분자에서 세포에 이르는 규모의 견지에서 볼 때, 생명체 존재 표지들은 그것들
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유기체 집단들의 결과물이다. 원시 무산소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한 표지들의 집합들은 오늘날의 산소 지구의 그것과 다르며, 이 차
이는 생명체 형태들과 연관이 있다. 전자는 원격으로 즉 외계 행성에 대해 탐
지할 수 없지만 후자는 탐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또 다른 행성에서의 거주 가
능한 조건들의 지속 기간과 안정성은 예상될 수 있는 생명체 형태의 종류와
그것들의 생명체 존재 표지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질학적 기간 동안 이들 생명체 존재 표지의 보존은 그것들이 발생하는 암석
에 영향을 주는 단기간(속성) 및 장기간에 걸친 물리화학적인 변화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도, 현대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O3 및 CH4처
럼 생명체와 연관된 물질은 시간적인 변동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생명체 존재
표지들(가령, 화성과 외계 행성들의 대기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현대적 모니터링과 탐색이 유리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행성 차원에서 볼
때, 대기들과 그것들의 생명체 존재 표지들은 가령 바이오매스 배출, 가스배
출, 탈출 및 항성의 에너지 투입 등으로 인하여 시간에 따라 진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