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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Os are comets and asteroids that have been nudged by the gravitational attraction of nearby planets into

orbits that allow them to enter the Earth's neighborhood. When the NEOs with certain size impact in the

Earth's surface, it could cause a serious disaster. However, the NEOs that are potentially the most hazardous

because they can closely approach the Earth are also the objects that could be most easily exploited for their raw

materials. This paper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NEOs and the technology trend of advanced countries on

spacecraft missions to comets and asteroids.

초  록

지구근접물체는 궤도상에 인접한 행성들의 만유인력으로 인해 지구 부근으로 진입할 수 있는 혜성과 소

행성이다. 일정 크기의 혜성과 소행성이 지구 표면과 충돌하면 심각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

에 가까이 접근하여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이 지구근접물체는 원자재로써도 가장 쉽게 채굴될

수 있는 대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근접물체에 대한 특징과 우주 선진국들의 인공위성을 이용한 혜성과

소행성의 우주 탐사에대한 기술 동향을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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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근접물체(Near-Earth Objects, 이하 NEO)는지

구와 약 2억km 이내의 근일점(perihelion) 거리에 궤

도를가진태양계물체인혜성및소행성을말한다[1].

현재 하루에도 약 10여 톤의 행성 간 물질이 지구

표면으로 떠내려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평균 약 100 여년 간격으로 약 50m 이상의 크기를

가진 암석 또는 철 성분의 소행성이 지구 표면과

충돌하여 지역적인 재난을 발생하고 해안지역을 침

수시킬 수 있는 조수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리고 평균 약 10만년마다 1km 이상의 소행

성이 전 세계에 재난을 가져 오기도 한다. 이 경우

충돌 파편이 지구 대기로 퍼져 지구상의 식물은 산

성비, 부분적인 태양광 차단, 그리고 지구 표면에

가열된 충돌 파편으로 인한 화재 폭풍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지구근접물체가 지구에 자연 재해

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혜성의 경우 물과 탄

소, 소행성의 경우 천연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래의 인류를 위한 자원의 보

고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1980년대부터 위성체를 이용한 혜성

및 소행성 탐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3년 5월

에 일본에서 발사한 하야부사(Hayabusa) 위성이

소행성 이토카와(Itokawa)의 암석 샘플을 채취하고

2010년 6월 13일 지구로 귀환하여 채취한 샘플을

지구에 떨어뜨리고 산화한 바 있다[3].

본 논문에서는 NEO의 특징과 우주 선진국의

NEO 탐사 위성 개발 동향 및 향후 국내의 개발

방향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NEO의 특징

2.1 혜성과 소행성

2.1.1 혜성

상대적으로 차가운 태양계 바깥 쪽 행성들인 목

성, 토성, 천왕성, 혜왕성 등은 수십억 개의 혜성이

모여져 형성된 것으로 이 형성과정에서 남겨져 태

양계에 떠도는 파편 조각들이 혜성이 되었다. 혜성

의 핵은 대부분 얼음으로 되어 있고 먼지 입자로

핵이 싸여진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태양 복

사에 의해 핵으로부터 발생한 핵을 둘러싼 구름층

인 코마와 꼬리를 갖고 있으며 그 크기는 수 km -

수십 km 정도 된다[4].

혜성은 목성 등 행성의 인력에 의해 헬리 혜성,

엥케 혜성과 같은 짧은 주기의 단주기 혜성과 헤일

-밥 혜성이나 햐쿠타케 혜성처럼 한번 태양에 접근

했다가 멀리 사라지는 수 천년에서 수 만년의 주기

를 갖는 장주기 혜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혜성이

지나가며 남긴 먼지 등은 혜성의 궤도를 따라 이동

하다 태양풍에 의해 서서히 밀려나게 되고, 그 궤

도를 지구가 통과하면 지구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

불타면서 지구로 낙하하여 유성우가 된다.

그림 1. 혜성의 예

2.1.2 소행성

소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보다

작은 천체로 수성, 금성, 지구와 목성을 포함하는

태양계 안쪽 행성의 초기 형성 과정에서 남겨진 파

편이나 조각들로 대부분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4]. 현재 대부분의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태양계 안쪽에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소행성은 자체 위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소행성이 혜성과 다른 점은 가스로 된 코마나 꼬리

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부 소행성의 경우 과거에

혜성이었으며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행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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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태양과 충분히 가까워지면 혜성과 같은 특징

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2.2 NEO와 지구

2.2.1 NEO와 지구 생명

현재까지 지구상에 형성된 생명체의 정확한 과정

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생명의 기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탄소 분자, 물 및 에너지원은 탄

소 분자와 얼음을 가진 몇몇 NEO가 지구와 충돌

함으로써 지질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구가 생겨난 후 수십억 년 동안 혜성과 소행성의

충돌로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 물과 탄소 분자의 충

분한 양이 존재할 수 없어 생명형성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약 38억 년 전 지구

와 NEO와의 강력한 충돌 후 지구에 생명체가 출

현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까

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지구 화석이 35억 년 전의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것으로 NEO에 의한 강력한

충돌 후 혼란기의 마지막에 생명이 발생했을 것이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생명체가 지구

상에 매우 빨리 형성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지구

표면에 물과 탄소 분자가 거의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구 표면에 생명의 기본 요소가 전달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구에 혜성이나 소행

성과 NEO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재 과학자들은 약 6천 5백만 년 전 멕시코 유

칸반도 부근에 혜성과 소행성이 충돌하여 공룡을

포함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75% 이상의 생명체가

대량으로 멸종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때 포

유동물은 NEO의 대충돌에도 큰 어려움 없이 생존

할 수 있는 작은 굴속 생명체들로 포유동물보다 큰

경쟁자들이 대부분 멸종함으로써 번창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

2.2.2 지구 충돌

2008년 10월 7일 지름 약 5 m 정도의 2008 TC3

소행성이 12.4km/s의 속도로 아프리카 수단 상공

에 진입하여 지상에서 37km 상공에서 공중 폭발하

였다[5]. EUMETSAT위성으로 적외선 촬영한 소행

성 폭발 시 최대 온도는 그림 2에서와 같이 330℃

까지 나타내고 있다. 폭발 직전 사방 82km까지 화

염 궤적을 형성하여 1,400km 떨어진 곳에서도 육

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였다. 소행성 폭발에너

지는 TNT 1,100 - 2,100 Ton으로 소형 핵폭탄 1기

정도의 위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소행성 충돌은 전 세계 천문학자와 과학자들이 소

행성 소멸 20시간 전부터 소행성의 발견과 위치 확

인 그리고 궤도 예측, 추적 및 소멸까지의 전 과정

을 최초로 감시했었다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09년 10월 8일 지름 약 10m 정도의 소행성이

20km/s의 속도로 인도네시아 남슬라웨시 상공에

진입하여 지상 20km 지점에서 공중 폭발하였다.

폭발음은 16,000km 떨어진 호주에서 들릴 정도였

고, 충돌 위력은 TNT 40,000 - 50,000 Ton 정도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 3배 정도의 규모였

다. 이와 같이 NEO의 지구 충돌은 지역적인 재난

을 발생하고 해안 지역의 경우 침수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조수를 만들 수 있다.

그림 2. 수단 상공의 소행성 폭발 적외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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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NEO 충돌 예측 및 대처방안

현재 지구상의 천문학자와 과학자들은 지구에 영

향을 미칠만한 크기의 NEO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

을 계속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 NEO의 궤적을 추적할 정도 이다.

NEO 관측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적인 네트워

크가 구축되어 있어 지구와 충돌 위험이 있는

NEO 발견 즉시 NASA JPL의 MPC(Minor Planet

Center)에 보고되고, MPEC(Minor Planet

Electronic Circular)라는 이메일로 전 세계 관련 천

문학자와 과학자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 특정 NEO가 지구와 충돌할 수 있

는 궤적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는 경우는 실제

지구와 충돌하기 수년 전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년 동안 현존하는 기술로 지구를 위협하

는 NEO를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궤도를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금까지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NEO의 궤도를 변경하기 위해 제안

되는 기술 중 하나는 핵융합무기를 NEO 표면에

설치하여 폭발시키는 것이다. 핵융합무기가 NEO

표면에서 폭발하게 되면 고속의 중성자가 소행성

표면 물질의 외피에 빛을 나게 하고, 이때 이 표면

외피 물질이 팽창하여 커지게 되므로 NEO 자체

속도가 줄어들어 수년 동안 초당 수 밀리미터의 속

도 변화를 통해 지구와 충돌 궤적을 이탈하도록 한

다. 만약 NEO 자체를 폭파시키는 경우에는 그 파

편 조각이 지구에 진입할 수 있어 지구상에 더 큰

위험을 초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 미래 자원으로서의 NEO

지구에 가까이 접근하는 NEO는 잠재적으로 가

장 위험하기도 하지만 가장 쉽게 NEO가 보유한

천연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

다. 혜성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

과 탄소 분자 등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소행성은

21세기 우주 구조체를 개발하고, 우주에 구조물을

건설하는데 요구되는 천연 광물질을 풍부하게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혜성에 있는

얼음은 태양계를 탐사하고 개척하기 위해 필요한

로켓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액체 수소와 산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벨트에 존재하

는 풍부한 광물은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로 추정

되고 있다.

   

          (a) 혜성 암석                    (b) 소행성의 광물

그림 3. NEO의 예

그림 4.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벨트

3. NEO 우주 탐사 사업

3.1 사업 목적 

혜성과 소행성은 태양계 생성 과정에 있어서 행

성들이 겪은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형성되었으나

행성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생성과정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조와 화학적 성분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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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46억 년 전 태

양계 행성이 형성되는 화학적 혼합과 조건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NEO의 구성

및 구성 및 구조에 관한 정보를 통하여 NEO가 지

구 충돌 궤적에 있는 지와 함유하고 있는 천연자원

이 무엇인지도 알아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위성체 등을 이용한 NEO 우주 탐

사 사업은 혜성 및 소행성의 상세한 화학적 성분과

구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혜성과

소행성간에 화학 성분과 구조에 대한 많은 차이가

있고, 소행성 중에도 형태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어느 소행성의 경우에는 깨지기

쉬운 탄소 분자가 있을 수 있고, 어느 것은 딱딱한

철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혜성 및 소행성 자체의 특성이 강하므로 NEO

위성 탐사 사업은 폭 넓고 다양한 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3.2 NEO 탐사용 주요 탑재체 

3.2.1 영상장치

NEO 탐사를 위해 사용되는 영상장치는 캠코더

에 고해상도 CCD(charged-coupled device) 감지

센서를 부착한 TV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한다.

3.2.2 광선 레이더(Lidar)

광선 레이더는 목표물에 빛의 파동을 보내어 광

신호가 목표물에 반사되어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이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위성

체와 목표물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

다. 또한 목표물의 형상을 정의할 수 있으며 위성

체가 목표물에 가까이 접근할 때 위성체 항법 장치

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3.2.3 IR/UV spectrometer

IR spectrometer는 위성체 임무 수행 범위에서

혜성이나 소행성에 존재하는 광물의 특성을 조사한

다. UV spectrometer는 자외선 스펙트럼 구간에서

복사되는 혜성의 빛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3.2.4 X-Ray/Gamma Ray/Alpha Ray spectrometer  

이 spectrometer들은 모두 대상물 표면 물질의

화학적 구성을 알아내기 위한 것들이다. 대상물 표

면에 돌이나 토양의 화학적 구성을 조사하기 위해

고에너지를 방사하거나 입자가 소행성 표면 물질을

덮고 있는 경우 이들 물질 원자의 종류별로 방출되

는 특정 주파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5. Alpha particle X-Ray Spectrometer

X-Ray spectrometer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X-Ray

를 측정하고 Gamma Ray spectrometer는 우주로

부터의 고속 원자핵을 측정하기 위해 고주파 복사

를 유도하는 장치이다. 또한, Alpha particle X-Ray

spectrometer는 소행성 표면에 Alpha 입자인 헬륨

핵의 충격으로 발생하는 복사를 측정하는 장치이

다[6].

3.2.5 Impact dust mass spectrometer

먼저 우주의 먼지 입자가 고속으로 감지 장치에

충돌하면 장치의 충전입자인 이온이 내부의 자기장

과 상호 작용하게 된다. Impact dust mass

spectrometer는 장치 내부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에

따라 먼지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특정 이온을 확인

할 수 있는 장치이다.

3.2.6 Magnetometer

이 장비는 대상물 자체 혹은 유도되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것이다. 혜성 대기의 충전 입자 환경에

따라 태양 자기장을 흡수할 수 있고, 일부 소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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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eep Impact 위성 충돌 시험 상상도

의 경우 지구와 같이 금속 핵으로 인하여 자기장

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 장비를 사용하여 자기장

을 측정 한다.

3.2.7 Plasma package

플라즈마 측정 장치는 혜성 대기에 중성자가 태

양의 복사로 인해 충전되었을 때 만들어 지는 플라

즈마 구름의 밀도와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장치는 또한 NEO 탐사 위성 조정장치인 플라즈마

엔진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4. NEO 위성 탐사 현황

4.1 미국

1989년 10월 18일 발사된 미국의 목성 탐사선인

갈릴레이호가 951 Gaspra 소행성을 근접 비행하였

고, 처음으로 243 Ida 소행성의 위성인 Dactyl을 발

견한 바 있다[7]. 미국의 본격적인 NEO 탐사는 존

스 홉킨스 대학 응용물리학 연구소에서 1996년 2월

1일 발사한 NEAR(Near Earth Asteroid

Rendezvous) 위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위성은

1997년 6월 27일 243 Mathilde 소행성을 횡단 비행

하여 5 개의 큰 분화구를 관측하였다. 1998년에는

433 Eros 소행성의 횡단비행에 성공한 후 2000년에

랑데부하여 35km 상공에서 소행성의 표면 지도 제

작, 크기, 형태, 회전률, 질량, 밀도 및 구성 성분을

확인 한 바 있다. NASA의 제트추진 연구소에서는

1998년 10월 25일 Deep Space 1(DS1) 위성을 발사

하여 1999년(9969) Braile 소행성을 횡단 비행하였

고, 2001년 Borrelly 혜성을 2,000km 이내에서 횡단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1999년 2월 7일에는 STARDUST 위성을 발사하

여 2004년 Wild 2 혜성의 먼지 대기를 통과하면서

얼음 형태의 혜성 핵 영상을 촬영하는데 성공하였

고, 혜성의 먼지 표본과 우주 행성 간 존재하는 먼

지 입자를 저밀도 먼지 수집 장치로 채취하여 2006

년 1월 지구로 귀환시킨 바 있다. 2004년 12월에는

Deep Impact 위성을 발사하였고 2005년 Tempel 1

혜성 표면에 360kg의 구리 충돌 장치를 사용하여

충돌시험을 수행하여 외부 태양계 형성과정으로부

터 남겨진 초기 물체의 표면 구조 시험을 수행하였

다[8]. 그리고 혜성의 분화구 형성과정 연구를 위한

자료 획득을 위해 IR spectrometer로 사진 촬영에

성공 하였다. 2007년 9월 2일에 발사된 DAWN 위

성은 목성의 횡단 비행과 목성과 토성 사이의 소

행성인 Vesta와 Ceres의 연구를 통하여 태양계 기

원을 탐사할 목적으로 발사되었다. Vesta 소행성은

내부는 용융상태이고 표면은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

는 행성으로 2011년 11월부터 1년 동안 조사할 예

정이다. Ceres 소행성은 표면에 서리나 증기를 포

함한 물을 지닌 광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2015년

2월부터 7월 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4.2 유럽

2004년 3월 2일 ESA는 67P/Churymov-

Gerasimenko 혜성의 핵 탐사를 위해 로봇 위성인

ROSETTA를 발사하였다[9]. 현재 위성체는 목표 혜

성으로 이동 중에 있으며 2014년 8월 혜성과 랑데

부하여 혜성에 대한 외부 탐사를 수행하고 11월에

착륙장치로 혜성 표면에 착륙하여 ESA의 원격조정

을 통하여 혜성의 핵을 탐사할 예정이다. 이 임무

가 종료되면, 2015년 12월까지 태양 주변의 혜성을

관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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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SA의 ROSETTA 위성

 

4.3 일본  

일본 JAXA에서는 2003년 5월 9일 하야부사

(Hayabusa) 위성을 발사하였다[3]. 하야부사 위성은

크기가 600m인 감자 모양의 지구 접근 소행성인

(25143) 이토카와(Itokawa)와 랑데부하여 20km 상

공에서 표면 관측을 수행하고 2005년 11월 미니 착

륙선인 미에르바(Minerva)를 전개하여 소행성의 표

본을 채취하고자 하였으나 센서의 오작동과 지상

명령(command)의 지연으로 착륙에 실패하자 하야

부사 위성이 행성 표면에 착륙하여 샘플 채취에 성

공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성본체에 자세 제

어 장치 및 추진엔진 등의 고장으로 지구로의 귀환

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2006년 3월 7일

위성과 지구와의 교신에 성공하였고, 2010년 6월

13일 지구로 귀환하여 호주 상공의 대기권 진입을

하면서 샘플 캡슐을 지상에 떨어뜨리고 산화한 바

있다. 현재 JAXA에서는 이토카와 소행성으로부터

채취한 샘플을 연구 중에 있다.

그림 8. JAXA의 HAYABUSA 위성

5. 결   론

지구근접물체는 잠재적인 지구와의 충돌 가능성

으로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물체는 과학적으로 우주와 지구의 탄생 비밀을 연

구하는데 귀중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

로는 인류에게 필요한 중요한 천연 자원으로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우

주의 유인기지 건설이나 운용을 위해 혜성 및 소행

성 활용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우주 선진국에서는 혜

성과 소행성의 우주 탐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혜성 및 소행성의 과학 및 자원 탐사

를 위하여 저궤도 실용위성 및 정지궤도 위성의 개

발 경험을 바탕으로 관측용 탑재 장비의 개발, 심

우주 비행에 적합한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많은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주 분야, 천

문 분야 그리고 자원 분야가 연계되는 융복합 기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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