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ullerene, 외계에서 왔다?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체를 담고있는 fullerene이 퇴적층과 운석에서 발견되었다. 최근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내부에 포함된 기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없으므로 이 fullerene은 우주의 
어떤 곳에서 만들어져 지구로 운반되었다고 한다[Proc. Natl. Acad. Sci. USA, 97, 2979 
(2000)]. 

영국 University of Sussex 화학과 교수로서 fullerene을 최초로 발견한 연구진의 한 사람인 
Harold W. Kroto 교수가 1980년대 중반 이러한 가설을 제안한 바 있으나 그 가설이 증명된 
것은 처음이다. Kroto 교수에 따르면, 수퍼노바나 그외 별이 생성되고 있는 영역에서의 조건에
서 fullerene이 형성될 수 있으며 열 및 광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우수한 fullerene이 행성간 우
주공간의 극심한 조건을 견디어 낼 수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우주공간에서 fullerene을 확인
하는 작업은 실패했으며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자연적인 fullerene은 너무 작아서 내부에 저장
된 기체성분을 분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University of Hawaii의 Luann Becker, University of Rochester의 Robert J. 
Poreda, 그리고 NASA의 Ted E. Bunch 박사의 연구로 그 유래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연구팀
에 따르면, fullerene이 자연발생적이고 단순히 C

60
 혹은 C

70
가 아니라 그 보다 큰 fullerene

들이 많이 존재하며 외계에서 유래된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연구팀은 Allende 및 Murchison 운석에서 채취한 fullerene에 저장된 헬륨 및 알곤 동위원소
의 양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구가 우주공간에서 날아온 물체와 부딪친 때인 18억 5천만년과 6
천 5백만년 전에 형성된 퇴적층으로부터 채취한 fullerene도 분석하였다. 운석은 분명히 외계
에서 날아온 것이지만, 퇴적층에서 발견된 fullerene의 경우에는 소행이나 혜성이 지구와 충돌
하여 생성되었거나 혹은 숲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생성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헬륨 동위원소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구가 아닌 태양이나 다른 행성 또는 성간에서 유래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운석에서 채취된 fullerene의 경우도 알곤 동위원소의 분석 결과 외계에서 유
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공적으로 생산된 fullerene에 저장된 물질에 대해 NMR 분석을 처음 연구한 바 있는 Yale 
University의 Martin Saunders 교수는 연구팀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반면, 외계 유
래 가설을 제안한 바 있는 Kroto 교수는 우선 샘플링 과정에서 fullerene이 생성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논평을 하였다. [원문: C&EN, March 27, 200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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