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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무작위로 점이 찍혀있는 흰 종이 1장 

같은 형태의 점이 확장되어 찍혀있는 OHP 필름 1장 

센티미터 자 

 

흰 종이는 10억 년 전의 우주를 나타냅니다. OHP 필름은 현재의 우주를 나타냅니다. 각 각의 점은 은하군을 

나타냅니다. 은하들의 운동을 연구함으로써 나타나는 증거는 우주가 이런 두 점의 형태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팽창 정도로 팽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 흰 종이와 OHP 필름에 나타난 각 점들을 보세요. 점들의 형태로부터 어떤 “중심”을 찾아낼 수 있나요? 

 

2. 흰 종이에 OHP 필름을 회전시키지 말고 겹쳐보세요. 확실하게 형태의 중심이 나타납니다. 자를 이용해 

중심의 위치를 측정하세요.  

종이의 왼쪽으로부터의 거리 :                

종이의 위쪽으로부터의 거리 :                

 

3. OHP 필름을 회전시키지 말고 옆으로 이동 시켜보세요. 중심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방향으로 다시 이동

시켜보세요. 중심이 어떻게 되나요? 

 

4. OHP 필름을 움직이지 않고 임의의 점 하나를 골라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점이 중심이 되기 위해 OHP 

필름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요? 다른 학생이 점을 고른 후 그 점이 중심이 되도록 OHP 필름을 움직여보세

요. 여러분의 방법을 말로 설명해보세요. 

 

5. 각 점은 하나의 은하를 나타냅니다. 종이 위의 점들은 10억 년 전의 우주를 나타내며 OHP 필름 위의 점

들은 현재의 우주를 나타냅니다. 자신의 은하가 되는 점 하나를 선택하세요. OHP 필름을 회전하지 말고 옆

으로만 움직이세요. 종이에 있는 점과 OHP 필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는 은하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은하

가 10억년 동안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나타냅니다.  

a) 은하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b) 모든 은하들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나요? 

 

c) 은하들의 운동 방향과 속도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6. 우주가 얼마나 멀리 팽창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은하가 10억년 동안 움직인 거리와 그 은하가 

움직인 전체 거리를 안다면, 몇 십억년이 경과되었는지 알기 위해 10억년 거리와 전체 거리를 이용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억년 거리로 전체 거리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중심으로부터 다른 거리에 있는 5개의 은하들을 고르세요. 각 은하에 대해 : 1) 여러분의 팽창 중심으로부터 

움직인 전체 거리를 측정하세요. 2) 10억년 동안 움직인 거리를 측정하세요.(같은 은하로 나타나는 두 점 사

이의 거리) 3) 1)에서의 거리를 2)의 거리로 나누세요. 나눠진 비율은 10억년의 단위로 나타낸 우주의 나이

가 됩니다. 더 좋은 추정을 하기 위해 결과를 평균하세요. 

전체 거리  10억년 거리  우주의 나이 

1.                        /                            =                             

2.                        /                            =                             

3.                        /                            =                             

4.                        /                            =                             

5.                        /                            =                             

 

우주의 평균 나이 =                   

 

7. 여러분이 계산한 우주의 나이와 다른 학생이 다른 중심점(은하)을 이용해 구한 우주의 나이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여러분의 답과 어떻게 틀린가요? 여러분들은 멀리 떨어진 은하에 있는 천문학자가 지구에 있는 천

문학자가 말하는 우주의 나이에 동의한다고 생각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