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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atomic models proposed in the early 20th century, Rutherford’s atomic model with a
tiny and heavy nucleus surrounded by light electrons, suggested by the experimental discovery of
the atomic nucleus, is the basis of the present picture of the atom. We discuss the validity of the
atomic model theoretically in this paper. The fact that the nucleus is much smaller than the atom
and is just an accidental result of the observation that the nuclear force is much stronger than the
electromagnetic force. Thus, a bigger nucleus would be physically allowed if the strong force were
weaker. We show that the atom may look like Thompson’s plum-pudding model when the strong
interaction is so weak that the nucleus is as large as the atom. We use Bohr’s atomic model first
and solve the Schrodinger equation to confirm it. Eventually, Rutherford’s atomic model with a
small nucleus is preferred by the relative strength of the strong force to that of the electromagnetic
force. To reach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tom, we propose teaching the implications of a tiny
nucleus.
PACS numbers: 01.55.+b, 03.65.−w, 01.4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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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이 제안한 원자모형 중에서, 원자핵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발견함으로써 제안된,
아주 작고 무거운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가벼운 전자로 이루어진 러더퍼드의 원자모형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모습이다. 본 논문에서는 러더퍼드의 원자모형 형태를 이론적으로 깊이 고찰한다.
원자핵이 원자보다 매우 작다는 것은 양자역학의 결과가 아니라, 핵력과 전자기력의 크기의 상대적인
비율을 반영하는 결과이므로 만약 강한 핵력이 지금보다 약했다면 원자핵이 더 컸을 것이다. 만약 원자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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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커서 원자의 크기를 넘어선다면, 원자의 모습이 양전하 안에 전자가 들어 있는 모양이 되어 마치
톰슨의 원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보어 모형을 이용해서 그러한 원자가 가능함을
보이고, 슈뢰딩거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어서 확인한다. 결국 작고 무거운 원자핵을 가지는 원자모형이
옳은 것은 핵력이 전자기력보다 매우 강하다는 경험적 사실 때문이다. 원자모형을 가르칠 때, 이러한
의미까지 가르친다면 자연의 기본 법칙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PACS numbers: 01.55.+b, 03.65.−w, 01.40.−d
Keywords: 물리교육, 원자모형, 원자핵

I. 서 론
현대물리학은 원자가 개념적인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존
재하는 물리적 실재라는 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등장한 원자 개
념은 돌턴에 의해 근대 과학에 도입되어 화학의 여러 법칙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도록 해주었으며, 열역학에도 도입되어
기체운동론으로 발전했다. 19세기 후반에는 원자의 실재와
직접 관련 있는 현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에 대한 지식이 차츰 확립되었다.
당시의 지식과 기술로는 원자를 직접 관찰할 수 없으므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원자를 이해하려
했다. J. J. 톰슨은 전기에 의한 기체 방전 현상인 음극선을
연구해서, 음극선의 전하와 질량의 비 (e/m)가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음극선이 (−) 전기를 띤 입자, 즉 전자의
흐름임을 밝혔다 [1]. 음극선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톰슨의 발견은 물질 속에, 즉 원자 속에 전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위해서는 원자
속에 (+) 전기도 들어 있어야 하므로, 톰슨은 (+) 전기가
원자 내부에 퍼져있는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전자는 (+) 전하 속에 잠겨있을 것이다. 그래서 톰슨은
1904년에 (+) 전기가 구형으로 일정하게 분포하고 거기에
전자가 박혀있는 모습의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 톰슨의 원
자모형은 원자 속에 전자가 들어있다는 사실로부터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자
모형은 마치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있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흔히 건포도 푸딩 모형(plum-pudding model)이라고
부른다.
원자모형의 발전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1911년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한 일이다.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 쏘아서 관찰하는 실험을 통해서,
금 원자 속에는 알파 입자를 뒤로 되 튕겨낼 만큼 무거운
질량을 가진 양전하가 있음을 밝혀냈다 [2]. 바로 원자핵을
발견한 것이다. 원자핵은 원자의 질량 거의 전체를 가지고
있을 만큼 무겁지만 크기는 원자의 1만 분의 1 정도로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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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다. 이로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
전하의 원자핵을 중심에 두고 가벼운 (−) 전하의 전자가
주변에 분포하는 모습의 원자 구조 모형이 탄생했다. 다
음 과제는 원자핵보다 매우 가벼운 전자가 어떻게 원자핵
주변에 역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일이었다.
덴마크의 닐스 보어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전자가 원자핵과 전기력으로 결합할 때 어떤 상태가
가능할 것인지를 논했고, 그 결과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
너지 값이 아무 값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플랑크의 상수와
관련된 불연속적인 값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서
이 에너지 값의 불연속성을 원자에서 나오는 분광학의 선
스펙트럼과 연결 짓는데 성공했다. 이로서 양자론의 문이
열렸다 [3].
현재의 과학 교과서를 보면 원자 개념은 여러 곳에서 소
개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톰슨, 러더퍼드, 보어의 원자모형
은 물리 1에서 물질의 전기적 특성을 논하면서 등장한다
[4]. 내용의 핵심은 원자가 전기적인 힘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들이 전자
기력에 의해 서로 속박된 상태다.
원자를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된 것은 하이젠베르
크와 슈뢰딩거가 확립한 양자역학에 의해서다. 지금 우리
는 슈뢰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원자 속 전자의 파동함수와
에너지 준위를 구할 수 있다. 수소원자의 경우에는 슈뢰딩
거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 에너지 준위의 값이 보어 모형의
결과와 일치한다 [5].
원자가 작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실험
적인 결과다. 그러면 왜 원자핵이 그토록 작은지를 이론적
으로 이해해 보자. 우리는 또한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
로 이루어졌고 이들은 강한 핵력으로 결합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강한 핵력은 전자기력과는 다른 자연의 기본 힘이
며, (+) 전하를 지닌 양성자를 원자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뭉쳐놓을 수 있을 만큼 강하다. 강한 핵력은 전자기력을
기술하는 양자전기역학을 더욱 일반화한 이론인 양자색역
학으로 설명된다. 강한 핵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결합상수
αs 와 전자기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미세구조상수 α 는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서로 독립적인 자연의 기본 상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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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의 크기와 원자핵의 크기는 각각을 이루는 힘인 전
자기력과 강한 핵력의 크기를 반영하는 것이고 양자론과는
무관하다. 원자의 크기는 보어 반지름 1/mZα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양성자의 크기는 양자 색역학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재 이를 제대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퍼텐셜의 모양으로
부터 대략 강한 핵력의 결합상수 αs 의 지수함수 ∼ e−αs 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6]. 결국 원자핵이 매우 작은 이유는 원
자핵을 이루는 힘인 강한 핵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만약
결합상수가 더 약하다면 크기는 더 커지고, 결합상수가 더
강하다면 크기는 더 작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원자핵이 원자에 비해 매우 작은 모습인 것은 강한
핵력과 전자기력의 상대적인 크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가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강한 핵력이 충분히 약하다고
가정하고, 그 결과로 원자핵이 매우 커졌을 때 양자역학이
허용하는 전자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다. 원자핵은 쿼크를
상대론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양전하가 구 모양
으로 일정하게 분포했다고 가정했고 약한 상호작용 등은
무시한다. 특히 원자핵이 원자의 크기만큼 커졌을 경우에,
쿨롱 힘으로 속박된 전자가 원자핵 안에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경우에 만약 원자핵 안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면 이는 구 모양으로 분포한 양전하 속에 전자가 위치
하는 것이므로, 마치 톰슨의 원자모형처럼 보일 수 있다.
즉 톰슨의 건포도 푸딩 모형처럼 양전하 속에 전자가 들
어있는 원자모형 역시 양자역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강한 핵력이 충분히 약하다고 가정한 것은
실제 자연의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기본 상수로 이루
어진 우주에 양자역학을 적용했을 때 자연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일은 자연의 모습 중 양자역학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고 다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며, 따라서 양자역학의 원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내용은 강한 핵력을 다루므로 중등 과정이나,
대학의 일반물리학 과정의 수준보다 다소 높다. 따라서 교
육 과정에 반영한다면 해당 단원을 배운 후 심화학습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수소 원자에서 원자핵의 크기가 지
금 우리가 원자의 크기로 생각하는 보어 반지름보다 커졌을
때의 에너지 준위와 궤도 반지름을 보어 모형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구해본다. 바닥상태를 비롯해 몇몇 궤도는 원자핵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슈뢰딩거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2장의 결과를 확인한다. 슈뢰딩거
방정식의 해인 에너지 상태들의 파동함수 역시 n = 1,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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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원자핵 안에서 피크를 보이고, 따라서 전자가 원자핵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핵 바깥에
서는 슈뢰딩거 방정식의 해와 보어 모형의 예측 값이 일치
하는데 반해, 핵 안에서는 두 값이 다소 다르게 나온다. 4
장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정리한다.

II. 보어 모형 접근법
보어는 무거운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로 이루어진 러더퍼드의 원자모형을 설명하는 논문을
1913년에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보어는 가장 간단한 원
자인 수소원자를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반을 두고 다루었다.

1. 원자핵과 전자는 쿨롱 힘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전자
는 원자핵 주위를 원 궤도를 그리며 돈다.
2. 전자는 정상상태 (stationary state)에 있으면 전자기
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정상상태는 각운동량이 플랑
크 상수의 정수배일 경우다.
3. 하나의 정상상태에서 다른 정상상태로 전자가 전이할
때 원자는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복사선을 흡수
하거나 방출한다.
첫 번째 가정에 따라서 구심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쿨롱
힘으로 쓸 수 있다.
1 e2
mv 2
=
r
4πϵ0 r2

(1)

두 번째 가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 = mvr = nh̄

(2)

이때 h̄ = h/2π 는 수정된 플랑크 상수이며 n 은 정수다. 이
두 가정에 의해서 전자의 n 번째 궤도 반지름은
rn =

4πϵ0 h̄2 2
n
me e2

(3)

이며, 여기서 n = 1 일 때의 반지름 a0 = rπϵ0 h̄2 /me e2 ≈
5.3 × 10−11 m를 보어 반지름이라고 한다. 이 값을 수소
원자의 크기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전자가 이 궤도에
있을 때의 에너지는
En = −

e2
E1
me e4 1
= 2
=−
8πϵ0 rn
n
32π 2 ϵ2 h̄2 n2

(4)

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두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E =
En − Em ∝ (1/n2 − 1/m2 ) 형태가 되는데, 복사선의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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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E = h̄ω = hc/λ 이므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복사
선의 파장이 결정된다. 이렇게 구한 가시광선 영역의 수소
선 스펙트럼의 파장은 기존에 알려진 실험식인 발머 계열의
파장과 매우 정확하게 일치했다. 따라서 적어도 수소 원
자의 경우는 보어 모형이 원자의 구조를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제 강한 핵력의 크기가 더 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자. 만약 핵력이 충분히 작아서 원자핵이 원자보
다도 더 커지는 경우에는, 양자역학적으로 전자가 원자핵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원자핵 바깥에 더
큰 궤도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우선 간단히 보어
모형으로 전자의 궤도를 구해 본다.
우리는 모형을 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원자핵은 양전하가 내부에 고르게 분포한다고 가정한다.

Fig. 1. (Color online) Orbits of the hydrogen-like atom
with big nucleus in the Bohr model. R = 10a0 is the
radius of the nucleus.

먼저 원자핵 바깥에서 전자가 느끼는 전기력은 원자핵이
크거나 작거나 똑같이 원자핵의 전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따라서 원자핵 바깥쪽에 생기는 궤도 반지름과 에너지 준

Table 1. Energy levels and radii of the hydrogen-like
atom with big nucleus and with ordinary nucleus calculated by the Bohr’s approach.

위는 원자핵이 작을 때와 똑같을 것이다.
만약 전자가 원자핵 내부에 있게 되면, 전기력의 특성에
따라 전자는 원자핵 전체가 아니라 전자 궤도 안쪽에 있는
전하에 의한 전기력만을 느낄 것이다. 즉 원자핵의 반지름
을 R 이라 하면 전자가 느끼는 구심력은 r < R 에서는
mv 2
1 e2 r 3
1 e2
=
=
r
2
3
r
4πϵ0 r R
4πϵ0 R3

(5)

R = 10a0

n

1
2
3
4
5

에너지 준위
(eV)
−3.22
−2.36
−1.50
−0.85
−0.54

궤도 반지름
(10−10 m)
2.98
4.21
5.15
8.48
13.3

R→0
(실제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 궤도 반지름
(eV)
(10−10 m)
−13.6
0.3
−3.4
2.12
−1.51
4.47
−0.85
8.48
−0.54
13.3

이 된다. 한편 보어 모형의 양자화 조건 L = mvr = nh̄ 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자의 n 번째 궤도 반지름은
√
√
4πϵ0 h̄3 R3 n2
rn =
= a0 R3 n2 (r < R)
2
me

부터는 원자핵 바깥에 있으므로 원래의 수소원자의 궤도와
같다. 이를 Fig. 1에 보였다.
(6)

이때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구해보자. 1차 근사를 해
서 전자의 궤도가 완전히 원이라고 하면 전자의 에너지는

이 된다. 따라서 전자가 원자핵 안에 있기 위해서는 이 rn

rn < R 일 때

값이 R 보다 작은 n 이 존재하면 된다. 이 식을 바꿔 쓰면
√
rn
n2 a0
=
(7)
R
R

1
e2
E = mv 2 +
2
8πϵ0 R

이므로, 예를 들어 R > a0 이면 인 궤도가 원자핵 안에 있게

계산 값과 일치한다. 즉 원자핵 바깥의 궤도는 원래의 궤도

되고, R > 4a0 면 n = 1 과 n = 2 인 두 개의 궤도가 원자핵

와 일치한다. 원래의 수소 원자에 대한 에너지 값과 궤도

안에 있게 된다. R 이 더 커지면 더 많은 궤도가 원자핵

반지름을 원자핵의 반지름이 R = 10a0 로 커진 우리의 경

안에 존재한다. 즉 원자핵의 크기가 보어 반지름보다 커지

우와 비교해서 Table 1에 보였다.

(

)
( √
)
e2
r2
a0
−3 =
2n
−3
R2
8πϵ0 R
R
(8)

이다. rn > 일 때는 원래의 수소 원자에 대한 보어 모형의

게 되면 양자역학적으로 안정된 정상상태의 궤도가 원자핵
안에 존재한다. 즉 원자 크기로 분포한 양전하 속에 전자가
존재해서, 톰슨의 원자모형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인다.

III. 슈뢰딩거 방정식의 해

구체적인 수치를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자핵의 반
지름 R 을 보어 반지름의 10배로 놓겠다. 그러면 r3 < R

원자핵의 반지름이 원자의 반지름보다 커지는 세계에서

이므로 세 개의 정상상태 궤도가 원자핵 안에 존재한다. r4

는 톰슨의 원자모형처럼 전자가 양전하의 구름 속에 박혀

172

New Physics: Sae Mulli, Vol. 70, No. 2, February 2020

있는 원자모형이 가능함을 간단한 보어 모형을 이용해서
보였다. 이제 슈뢰딩거 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과연 이러한
원자모형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수소 원자의 슈뢰딩거 방정식을 시간에 무관한 형태로
쓰면 다음과 같다.
−

h̄2 2
∇ ψ(r) + V (r)ψ(r) = Eψ(r)
2m

퍼텐셜 에너지는 Eq. (1) 과 (5) 에 따라
(
)
3
r2
e2
V (r) = −
−
r≥R
4πϵ0 R 2 2R2
e2
=−
r≤R
4πϵ0 r

(9)

Fig. 2. (Color online) Graph of eq. (17).
(10)

이다. 퍼텐셜 에너지가 r 만의 함수이므로 이 방정식은 여
전히 구 대칭성이 있고, 방정식의 해는 변수 분리된 형태
인 ψ(r, θ, ϕ) = Rnl (r)Ylm (θ, ϕ) 로 놓을 수 있다. 우리 문
제에서는 이 중 Ylm (θ, ϕ) 는 원래의 수소 원자문제의 해와
같고, r 에 대한 함수 부분인 Rnl (r) 만 달라진다. 방정식
의 해인 Rnl (r) 과 그에 따른 에너지 준위를 살펴보기 위해

Table 2. Energy levels of the hydrogen atom with big nucleus calculated by solving the Schrodinger equation and
the Bohr’s approach, compared with those of ordinary
hydrogen atom.
En
E1
E2
E3
E4
E5

슈뢰딩거 방정식의 해
−2.81
−1.46
−0.85
−0.54
−0.38

보어 모형으로 구한 값
−3.22
−2.36
−1.50
−0.85
−0.54

수소원자
−13.6
−3.4
−1.51
−0.85
−0.54

Zablotney [7] 와 Tiburzi and Holstein [8]의 방법을 따른
이다. 이제 원자핵 안과 밖에서 구한 해는 r = R 에서 연
속이며 미분 가능하다는 경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정확히 풀기는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정의한다.

다. 우선 다음과 같이 변수를 정의하자.
1
m
2
3 , ε = −E, ρ = (8εµ) r
h̄
1
e2
3e2
− , β=
Λ=
32πϵ0 εR 4
256πϵ0 µR3 ε2

µ=

(11)

그러면 원자핵 내부에서 R(r) 에 대한 방정식은
(
) (
)
1 d
l(l + 1)
2 dRi
4 2
ρ
+ Λ−β ρ −
Ri = 0 (12)
ρ dρ
dρ
ρ2
가 되고, 이 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β 2 ρ2
β l ρl 1 F1 (−γ, l + 3/2, β 2 ρ2 ) (13)
Ri (ρ) = exp −
2
이때 함수 1 F1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F1 (a, b, c)

=

∞
∑
an cn
bn n!
n=0

(14)

같은 방법으로 원자핵 바깥에서 R(r) 에 대한 방정식은
)
(
) (
1 d
k 1 l(l + 1)
2 dRout
Rout = 0 (15)
ρ
+
−
−
ρ2 dρ
dρ
ρ 4
ρ2
이고, 이때 k = e2

√

µ/2ϵ/4πϵ0 다. 이 방정식의 해는
( ρ)
ρl U (l + 1 − k; 2l + 2; ρ)
(16)
Rout (ρ) = exp −
2

f (ϵ) =

dRout /dr
dRi /dr
|r=R −
|r=R
Ri
Rout

(17)

그러면 경계조건은 f (ϵ) = 0 이 된다.
이 함수는 분석적으로 다루기 어려우므로 수치적으로
경계조건에 해당하는 해를 구한다. 함수 f (ϵ) 를 ϵ 에 대해
그리면 Fig. 2와 같다. 여기서 ϵ 축과의 교점이 경계조건
f (ϵ) = 0을 만족하는 점들이므로 이때의 ϵ값이 경계조건을
만족하는 에너지 준위 값들이다. 오른 쪽부터 차례로 주
양자수가 n = 1, 2, 3, ... 에 해당한다. 이 에너지 준위 값은
Table 2에 보였다. 비교를 위해 보어 모형으로 구한 값과,
원래의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값들도 함께 보였다.
이 경우 핵 안에서의 에너지 준위 값은 보어 모형으로
추산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또한 보어 모형으로 추산
했을 때에는 세 개의 전자 궤도가 원자핵 안에 존재하지만,
슈뢰딩거 방정식을 풀어 보면 두 개의 궤도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핵 바깥의 결과는 원래의
수소원자와 완전히 같다. 따라서 슈뢰딩거 방정식의 세 번
째 해가 원래 수소원자의 네 번째 궤도에 해당하며, 에너지
값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이렇게 구한 해인 파동함수의 제곱
에 의해서 정해진다. 전자의 확률 분포 |Rn (r)|2 r2 을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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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및 결론

Fig. 3. (Color online) Probability densities of the electron inside the hydrogen atom for n = 1, 2, 3 and l = 0.
The blue line denotes the wavefunction inside the nucleus
and the red line the wavefunction outside the nucleus.

3에 나타냈다. n = 1 인 파동함수에 해당하는 전자는 주로
R 보다 작은 곳에 존재하므로, 원자핵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n = 3 부터는 주로 R 바깥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n = 2 인 경우는 미묘하다. 보어 모형에 따르면
이 해는 원자핵 안에 있어야 하지만, 파동함수를 보면 상당
부분은 원자핵 바깥에 있다. 그러나 원자핵 안에도 역시
일정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핵이 충분히 클 경우에 양자역학적으
로 전자가 원자핵이었던 양전하 안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핵을 이루는 강한 핵력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만약 강한 핵력의 세기가 줄어들면
원자핵은 (보다 정확히 말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 커
진다. 즉 우리가 가정한 상황은 강한 핵력의 크기가 작아진
것에 해당한다. 가장 간단한 경우만을 다루기 위해 원자핵
은 양성자 하나이며 전자가 하나 뿐인 수소원자의 경우를
다루었고, 원자핵은 양전하가 일정하게 분포하는 구로 가
정했다. 양성자의 크기는 보어 반지름의 10배로 놓았다.
이 가정은 대략 핵력이 현재의 약 1/4인 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양자역학적으로 가장 낮은 2, 3개의 에너지 상태는
원자핵 안에 들어있게 된다. 이는 마치 톰슨의 원자모형처
럼 양전하 속에 전자가 박혀있는 모습이다. 즉 톰슨의 원
자모형과 유사한 형태의 원자도 양자역학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만약 핵력에 해당하는 힘이
충분히 작은 우주가 있다면 그곳의 원자는 톰슨의 원자모형
과 비슷하게, 전자가 양전하 속에 들어있는 모습일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는 물질의 상태도 우리가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고, 우리와 같은 생명체는 아마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세계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이 논문의
내용을 넘어서므로 여기서 줄인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의 경우만을 생각
했다. 본 연구에서 원자핵의 크기가 보어 반지름의 10배에
이르더라도 원자핵 안쪽에 존재하는 궤도는 2-3개에 불과
하다는 데에 주목하자. 따라서 만약 여러 개의 전자를 가진
원자라면 원자핵이 커지더라도 여전히 안쪽 궤도의 전자들
만 원자핵 내부에 존재하고 상당수의 전자 궤도는 원자핵
바깥에 존재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원자핵이 커지더라도
완전히 톰슨의 원자모형과 같은 모습인 것은 아니다. 또한
톰슨의 원자모형은 원자에 대한 이해가 훨씬 부족했을 때
의 모형으로 전자의 동역학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톰슨의 원자모형을 언급할 때는 양전
하 속에 전자가 들어있는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원래
톰슨의 원자모형 그대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가 양성자를 만나면 약한 상호작용에 의해 중성자와
중성미자로 바뀔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전자 포획이라고
부르는데, 양성자가 많은 핵에서 가장 안쪽인 K 나 L 껍질
의 전자가 원자핵의 양성자와 반응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효과는 무시했다.
중등과정에서, 혹은 대학 학부과정에서 원자모형을 배울
때, 역사적인 흐름만을 따라서 원자핵이 작다는 것을 단순
히 관측 결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 논문에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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