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호

천문우주 동향브리프

소행성 충돌 미션의 과학적 사례

┃목

차┃

1. 개요
2. 주요내용
2.1. 과학적 목표
2.2. AIM 목표 및 탑재체
2.3. AIM 기본 탑재체
2.4. AIM 환경

1. 개요
인류의 소행성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발달해왔다. 하나는 더
먼 우주로 나가기 위한 물질 혹은 지구에서 필요한 희귀 물질을 소행성에서 얻어내
는 것, 다른 하나는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의 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패트릭 미쉘 등이 작성한 이 논문은 두 번째 방법, 충돌 위협이 있는 소행성의
궤도를 인위적인 충돌로 변화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에 관한 것이다.

2. 주요내용
2.1. 과학적 목표
미국과 유럽 우주 기관간의 협력으로 추진 중인 Asteroid Impact & Deﬂ
ection Assessment (AIDA) 프로젝트는 두 개의 소행성으로 구성된 연성 소행
성계인 NES Didymos로 2020년경 두 대의 우주선을 순차적으로 발사하여 소행
성의 기본 물리량 연구 및 충돌로 인한 궤도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유럽의 AIM은 미국의 DART 우주선보다 수개월 앞서서 연성 소행성 중 작은
소행성의 특징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소행성계와 접근할 것이다. AIM은 우주
선이 소행성의 표면 및 내부물질을 처음으로 직접 조사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
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구에서의 관측을 통해 결정한 물리량의 진위
여부를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IM 이후 발사될 미국의 DART 우주선은 AIM이 밝혀낸 소행성의 물리적 특
징을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충돌 실험을 할 것이며, 이 과정 및 결과를 포함한
전체 과정이 기록되는 최초의 소행성 충돌 실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AIDA 프로젝트는 소행성 규모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충돌 회피
궤도 변경 모델을 테스트하고 수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유되는 데이터는 소행성 충돌로 인한 전지구적 위험을 방지하는데 보
탬이 되는 회피용 충돌체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2. AIM 목표 및 탑재체 및 환경
유럽 AIM의 주요 목표는 1. 우주 미션과 관련해 저비용으로, 자동 항해, 광통
신, 우주선 내 자원 관리, 소행성 소형 착륙장치, 심우주 우주선 간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술들을 테스트하는 것과 2. 연성 소행성의 세부적 특징을 파악하여 지

구 근접 천체의 약 15%를 차지하는 연성 소행성의 형성 및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 그리고 3. 소행성 궤도변경 테스트에서 연성 소행
성의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AIM의 주요 목표는 기술개발이지만, 이 미션을 통해 우리는 소행성 전반에 걸
친 많은 과학 지식을 얻어낼 것이다. 저중력 환경에서의 분체역학(granular
mechanics), 지진파 전달 과정, 열적 물성 및 열과정에 관한 안목을 포함해 태양
계 연구의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우주탐사와 관련한 저감 기법, 유인
탐사, 자원 활용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충돌을 수행한 유일한 미션은 2005년 7월 4일에 있었던
NASA의 Deep Impact 미션이다. 타깃은 직경이 1.6km인 즉 AIDA의 타깃(직경
160m)보다 훨씬 작은 물체인 9P/Tempel이었으며 이 때 발생한 충돌구는 예상
보다

많은

양의

미세

분출물로

인해

관측할

수

없었다.

NASA의

STARDUST-NExT 미션은 훨씬 후 이 운석이 근일점을 지난 후인 2011년에
Tempel에 접근했으며 Deep Impact로 인한 얕은 충돌구 및 다른 구조들을 식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였고 특히 태양과의 가장 가까운 점
을 지난 후였기 때문에 다른 과정들이 충돌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후
2014년 3월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JAXA의 Hayabusa-2 미션은 2018년에 원시
NEA(162173) 1999 JU3에 충돌할 Small Carry-on Impactor (SCI)를 싣고
있다. 발사체의 질량(2kg)과 그 충돌 속도(2km/s)는 작은(수m 크기) 충돌구를
생성시킬 수 있지만 측정 가능한 수준의 궤도 변경은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므로 AIM은 메인 소행성 벨트에서 소행성간의 평균 충돌 속도(약
5km/s)와 일치하는, 충돌 속도 범위에서 발사체의 충돌을 궤도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미션이다. 반응에 대한 이해는 소행성의 충돌 수명 및 충돌 진화,
다양한 우리 태양계 단계에서 충돌의 역사 추정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지식은
또한 행성학에서 폭넓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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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eroid Impact & Deﬂection Assessment (AIDA)는 미국과 유럽 우주 기관간의 협력 미션
으로서 연성 소행성계인 NES Didymos로 각각 발사되어 소행성 경로 변경을 위한 충돌체
기술을 테스트할 2개의 독립된 우주선으로 구성된다. 유럽의 AIM은 미국의 DART 우주선보
다 수 개월 앞서서 연성 소행성 중 작은 소행성의 특징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소행성계와
랑데부할 것이다. AIM은 최초로 우주선이 소형 NES의 표면, 표면하, 내부 물성을 조사한다
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한 이 미션은 다른 우주 미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중요
한 기술 시연을 수행할 것이다.
이 미션을 통해 구축되는 지식은 태양계 역사에 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것이다. 소행성의 표면 및 내부 물성에 대한 직접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는 소행성 그리고
연성 소행성이라는 특별한 경우에서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측정들 및 지상 기반 관측 데이터와의 비교는 원거리 관측의 해석법을 정교
하게 다듬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DART에서는 AIM에 의한 타깃의 특징 파악을 활용해,
타깃의 물성 및 충돌의 결과를 포함해 전체 과정이 기록되는 소행성 규모에서의 최초의 충
돌 실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AIDA는 소행성 실제 규모에서 우리의 이해와 모델을 테스
트하고 수정하는 그리고 현재의 실내 실험실 규모에서의 물질 강도를 AIDA의 타깃에 적용
하는 방식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미션은
소행성 경로 변경을 위한 충돌체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최초의 검증이 될 것이며 미래의 충
돌체 설계를 위한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논문은 AIM의 예상되는 과학적 성과, 지상 관측을 통해 타깃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 필요한 데이터 획득을 위해 계획된 장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Key words: 행성 방어, 근지구 소행성, 소행성 충돌 위험, 충돌체, 연성 소행성

1. 서론
본 논문은 유럽우주국(ESA)의 Asteroid Impact Mission (AIM)의 과학적 근거를 기술한다. 이
미션은 단독 미션으로도 진행되고 있으며 또는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 NASA
Johnson Space Center, Jet Propulsion Laboratory의 후원을 받아 Johns Hopkins Applied
Physics Laboratory가 진행 중인 NASA의 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 (DART; Cheng
et al. (2016) 참조)와의 협력 미션으로도 진행 중이다. ESA-NASA 협력 미션을 Asteroid
Impact & Deﬂection Assessment (AIDA)라고 부른다. AIM 미션은 2015년 3월에 시작해
2016년 9월에 종료되는 A/B1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DART 미션에 대한 NASA의 A단계 여
구는 2015년 가을에 시작되었으며 2016년 여름에 종료될 계획이다. AIDA는 우선 소행성의
방향을 변경시키기 위한 물리적 충격을 테스트할 것이다. AIM/AIDA의 타깃은 근지구소행성
(NEA) (65803) 연성(binary) 소행성 Didymos(1996 GT) 중 이차 천체다. AIM의 발사 예상 시
점은 2020년 10-11월이며 2022년 4월에 귀환할 것이다. DART는 2020년 12월에 발사될 예
정이며 연성 소행성과 지구의 거리가 0.1AU 미만이고 소형 지상 망원경으로도 관찰이 가능
할 2022년 9월에 충돌할 예정이다. AIM은 연성 소행성의 물리적, 역학적 물성을 측정할 것
이며 DART가 충돌하기 전에 착륙선과 CubeSat 탑재체를 이용해 충격 후의 변화를 측정할
것이다. 본 논문 및 동반 논문(Cheng et al., 2015)은 A 단계 연구로 결정된 AIM과 DART
미션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일부 국제 보고들은 과학적, 기술적 관심을 바탕으로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시키는 시연을
권장한다 (예, International Academy of Astronautics (IAA) Planetary Defense Conference
2013와 2015의 백서). ESA가 2002-2007년에 수행한 Don Quijote 미션은 운동역학 충격장
치를 이용한 소행성의 궤적 변경 및 이후 그 궤도의 변화 관찰은 물론 우주선을 이용한 모
든 물리적 변화에 대한 관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운동역학 충격장치는 최대 수 백
미터 크기의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시키는 계획의 주요 개념이다. 하지만 충격 분출물들의
반동 모멘텀의 기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로 인한 궤도 변경의 크기는 매우 불확실하다.
충격 역학 및 파편화 과정에 대한 이해는 행성학은 물론 다양한 기술 문제에 대한 기초적
의문을 다루는 데에 필수적이다. 일부 연구들은 현재 수치 모델을 통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 개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모델의 타당성은 소규모(cm 단위)의 실내 충격 실
험에 대한 입증에 좌우된다. 현재까지의 우리의 소규모 실험에 대한 지식을 AIDA를 이용해
계획된 실제 충격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한다. 또한 경감 전략의 효율성은
타깃 소행성의 물리적 물성에 크게 의존한다 (Michel, 2013). 특히 물리적 충격체의 궤도 변
경 효율성은 소행성의 표면 및 내부 구조에 의존하며 (예, Holsapple and Housen, 2012;
Jutzi and Michel, 2014), 현재까지 어떤 소행성에 대해서도 이러한 물성에 대한 어떤 직접
적 측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충격을 완전히 평가하고 다양한 과학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NEA의 물리적 특징의 파악은 물론 충격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이다.
나아가, 이 목적을 위해서는 많은 기술들이 시연되어야 하며 그러한 시연은 또한 다른 행성
간 미션 및 목표에 도움이 된다. AIM은 충격 완화의 기술적, 과학적 측면 모두를 다루도록
설계되었다. DART 미션에는 촬영장치가 장착된 인공 발사체, 지상 기반 경로 측정 장비가
포함된다. 7km/s의 속도로 충돌하는 300kg를 가정하는 DART의 충격 에너지는 1.8톤의 TNT
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AIM 미션은 소행성 규모 충돌에 대한 최초의 완벽한 고찰을 제공할
것이며 여기에는 DART 충격 전 충격 조건에 대한 상세 지식, 충격의 영향에 대한 명확한
예상이 포함된다. AIDA 미션은 DART 및 AIM과 함께 변경경로 측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수치 모델링 시도들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게 해 준다 (예, Jutzi and Michel, 2014).
AIM은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AIM은 심우주 미션과 관련해 저비용으로, 자동
항해, 광통신, 우주선내 자원 관리, 소행성 소형 착륙장치, 심우주 위성간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술들을 시연할 것이다. 둘째, AIM은 최초로 연성 소행성의 세부적 특징을 파악하여 소규
모 소행성에 대한 지구물리학적 물성은 물론 NEA 천체의 약 15%를 차지하는 연성 소행성
의 형성 및 물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케 할 것이다 (Margot et al., 2015; Walsh and
Jacobson, 2015). 마지막으로 AIM은 단순한 모니터링용 우주선에 필요한 기술을 시연하고
미래의 탐구 및 소행성 궤도변경 테스트에서 연성 소행성의 적절성을 수립할 것이다.
AIM과 AIDA는 충격물리학, 행성학, 지진학, 지구물리학, 동력학, 광물학, 자원, 소규모 행성
의 스펙트럼 및 물리적 물성, 저중력 환경, 유인 탐사와 같은 많은 분야에 도움이 되는 주제
들을 다룰 것이다.
아래에서 우리는 단독 미션으로서의 또는 AIDA와의 공동 미션으로서의 AIM이 다룰 과학
주제는 물론, 관측 및 수치 모델링을 바탕으로 이 미션의 환경(즉, 타깃의 물성)에 대한 현
재의 지식을 제시할 것이다.

2. 과학적 동기

2.1 단독 미션으로서의 AIM으로 구축되는 지식
AIM은 기술 시연이지만, 이 미션의 중요한 부산물은 소행성에 대한 우리의 과학 지식을 크
게 개선시킬 것이다. 이 미션은 저중력 환경에서의 분체역학(granular mechanics), 지진파
전달 과정, 열적 물성 및 열과정에 관한 안목을 포함해 태양계학의 많은 면과 관련된다. 이
미션은 또한 저감 기법, 유인 탐사, 자원 활용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AIM 미션의 주요 과학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연성 소행성의 자연 위성의 밀도, 크기, 질량, 세부 형태의 특징 파악
• 연성 소행성의 동적 물성 측정
• 연성 소행성의 자연 위성의 표면 및 지표 및 물성 측정
• 연성 소행성의 자연 위성의 내부 구조 측정
• 연성 소행성의 자연 위성의 열물리학적 물성 측정

2.1.1 태양계와 연성 소행성 관련 지식
소행성은 지구형 위성 및 목성형 위성의 핵을 형성한 전구 천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잔류 미
행성체(planetesimal)로 추측된다. 지난 10년간 소행성에 대한 지상 관측과 우주선 관측은
물론 수치 모델링은 이 천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개선시켰다 (예, Michel et al.,
2015). 우리가 현재 관찰하는 소행성들은 원시적 구성이나 발전된 구성을 가졌는지와 무관
하게 부착 과정 및 우주 풍화작용 및 여러 교란들 중 하나와 관련된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실제 내부 구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치 모델과 우주선 영상은 모두 NEA
대부분은 표토와 잡석 더미로 즉 바위 또는 자잘/먼지 크기의 입자로 덮여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소행성

표토의

상세한

물성은

NASA의

두

우주선(NEAR-Shoemaker,

JAXA

Hayabusa 미션)이 접근했던 2개의 NEA 즉 (433) Eros와 (25143) Itokawa에 대해서만 알려
져 있다. 실제로, 초저중력 환경에서 진화되는 소행성의 표면은 우주풍화자굥, 충돌, 지진파
현상, 표토 이동, 분리를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과정에 노출된다 (Murdoch et al., 2015). 일
부 NEA들은 회전 속도가 물질이 날아갈 수 있는 역치를 초과하고 잠재적으로 소형 위성을
형성시키면 연성계로 변형될 수도 있다 (예, Walsh and Jacobson, 1015). 그러므로 소규모
소행성은 상당한 물리적 진화를 거치지만 이 과정의 지구물리학 및 기계학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 이유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독특한 미세중력 환경을 가진 소행성의 기계
적 물성에 관한 그리고 표면 및 지구물리학에 관한 과학 데이터의 부족에 기인한다. 소행성
표면의 세부적인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고 외부 힘에 반응하는 방식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은 직접 접촉뿐이다. 그러므로 소행성 지구물리학에 대한 그리고 미세중력 환경의
전체적 기계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그러한 저중력 환
경에서 중력 이외 특히 van der Waals와 전자기장력에 의해 발생하는 물리적 과정이 소행
성의 기계적 거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Scheeres et al., 2010). 또한 그러

한 힘들은 작고 빠르게 공전하는 소행성에서 중력만으로 토양을 유지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행성(29075) 1950 DA에 대해 Rozitis et.
al(2014)과 Gundlach and Blum(2015)은 응집력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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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했다. 이러한 힘이 소행성 표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면 소규모 천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급속하게 확대될 것이다.
한 가지 근본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소행성은 중간에 공극을 가진 큰 암석으로 구성되었는
가 아니면 자갈부터 먼지 크기까지의 더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었는가? 이 주제에 관한 오래
논의를 여러 문헌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 Britt et al., 2002; Richardson et al., 2002;
Consolmagno et al., 2008).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한다면 이러한 천체로의 부착부터 현재
의 내부 및 표면 물성까지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소행성의 기계적 물성 및 외부
힘에 대한 반응 또한 위험한 소행성의 궤도 변경을 위한 완화 기술은 물론 미래의 소행성
유인 탐사 준비에도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내부 구조 및 물리적 물성을 탐사해야
한다.
AIM은 연성 NEA Didymos의 달(5.1 참조)을 타깃으로 하지만 AIM 장비의 시야에서 자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차 소행성에 대한 일반적 측정 역시 수행될 것이다. 일차와 이차
소행성 모두에 대한 AIM의 특징 파악은 연성 NEA 구성 천체의 물리적, 저성학적 물성에 대
한 우리의 지식을 크게 개선시킬 것이다. 또한 소형 연성의 형성은 아직 논쟁의 대상이며,
그 존재 및 관측되는 주파수를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제안되었다.

특히 YORP

로 인한 분열(fission) 역치 이상의 회전의 결과로서 추측되는 NEA의 회전 붕괴는 관측 결과
와 일치하는 물성을 가진 연성 소행성을 생성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 Walsh and Jacobson, 2015). 이러한 물성에는 일차 소행성의 편구형태 타원체 모양, 이
차 대비일차 소행성의 크기 비율, 원형의 적도 이차 궤도가 포함된다. 일차 소행성으로부터
의 mass shedding이 이러한 물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Walsh et al., 2008,
2012). 연성과 그 전구 천체의 서로 다른 물리적 물성을 설명하기 위한 다른 분열 시나리오
들도 제안되었다 (Jacobson and Scheeres, 2011). 그러므로 연성 형성 시나리오는 이러한
천체들의 내부 구조에 대한 제한 요인 및 시사점을 가진다.
AIM은 우리가 통일성 있는 분절들을 가진 잡석 더미와 소규모의 구성요소를 가진 잡석더미
를 구분하기 위해 소행성의 내부 구조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러한 측정은 또한 거대 기공성 vs 미세 기공성의 역할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전체
적으로 이러하 결과들은 연성 소행성 형성에 대한 우리 이해의 새로운 안목으로 이어질 것
이다.
지상 관측을 통해 타깃의 크기, 총질량, 궤도의 극방향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타깃이 연
성이라는 점은 미션 계획수립 및 설계 단계에서 타깃의 특정 변수들에 대한 결정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지식은 속박 궤도 진입 전의 최초 특징 파악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킬 것이
다.
그러므로 AIM과 Didymos의 랑데부는 소행성의 흥미로운 지질학 및 지구물리학에 대한 과
학적 조사를 가능케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차와 이차 천체의 상호 궤도 및 회전 상태에
대한 정밀한 측정을 이용해 중력 포텐셜에 대한 더욱 고차원의 조화와 그에 따라 내부 구조
를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이 미션은 YORP/Yarkovsky 열효과에 의해 유도되는 동력학적 진

화를 연구할 고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타깃의 열적 물성과 그 표면 온도 분포에 대한 측정
은 그러한 변수가 각각 Yarkovsky 효과와 YORP 효과를 통해 천체의 회전상태 진화와 궤도
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Vokrouhlickýet al., 2015). 특히 열적 관성 즉 온
도 변화에 대한 물질의 저항을 통해 소행성에 대한 Yarkovsky 효과의 강도를 알 수 있다.
Yarkovsky 효과는 소행성 구성 천체의 분산 상태, main belt로부터 dynamial resonance
zone으로의 소행성과 운석의 전달,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의 궤도 진화에 영향을 미친
다. 열적 관성값은 또한 예를 들어 일반적 크기, 시멘트화 수준과 같은 소행성 토양의 성격
을 알아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Piqueux and Christensen, 2009a, b). 토양은 충돌,
운석 추락, 열적 균열과 같이 소행성에서 일어난 지질학적 과정들과 같은 지질학적 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AIM은 열적 관성 관측치와 연성에서 직접 측정된 표면 물성간의 직
접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AIM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의문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해 준다.
• 소행성 위성의 표면 및 표면하 구조는 어떠하며 표면과 표면하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가?
• 연성 소행성은 어떠한 지구물리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가?
• 소행성 구조 표면의 열적 물성과 강도는 어떠한가?
• 미세중력 내에서 광물의 응집력은 어떠한가?
• 소행성 표면을 덮고 있는 토양의 물리적 물성은 어떠하며 충돌과 같은 외부의 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 열적 관성과 실제 표면 물성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소행성의 내부 구조는 어떠한가?

2.1.2

완화 과학 (mitigation science)

소규모 천체들은 태양계 전체에서 충돌을 통해 행성들의 표면을 형성시킨다. 지구에는 매년
50-100톤의 물질들이 우주로부터 추락한다. 하지만 훨씬 더 큰 천체들이 주변을 지나간다.
즉 지구로부터 1.3AU 미만의 거리를 지나는 직경 lkm 이상의 소행성은 NEA로 분류된다. 지
구의 문명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크기 천체의 충돌은 약 100만년에 1회씩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직경이 50m 이상인 NEA 수 십만개는 번호를 통해 식별된다. 직경 50m
크기의 소행성의 충돌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지역만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예, 1908년의
Tunguska Event), 또한 더 자주 일어난다. 우리는 그러한 충돌이 100-1000년 간격으로 일어
날 수 있다고 예상해야 한다. 지구와 소규모 천체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추상적 지식
은, 17-20m 직경의 소행성의 예상치 못한 충돌이 500±100 kT의 에너지를 발산했던 2013년
2월 15일에 러시아의 Chelyabinsk 주민들에게는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파괴적 영향은 예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회피할 수도 있다. 이국 의
회는 NASA에게 최소 90%의 잠재적 위험 소행성(potentially hazardous asteroid; PHA) 즉
최소궤도교처거리(minimum orbit intersection distance; MOID)가 0.05AU 미만이며 크기가

140m 이상인 소행성을 찾고 그 특징을 파악하도록 명령했다. 이러한 의회의 명령을 이행하
기 위한 관측이 지상과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 수행되고 있으며 NEA의 크기, 모양, 회전 주
기, 조성(스펠트럼), 기타 물성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ESA의 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 프로그램 또한

이러한

노력에 기여한다

(Koschny and

drolshagen, 2015).
아직 증명된 방법은 없지만 소행성의 경로를 변경시키는 데에는 여러 방법을 이용할 수 있
다. 다양한 방법들이 타깃에 대해 필요한 정보는 서로 다르다. 우리는 아래에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세부 사항은 Michel, 2013 참조).
• 운동역학 충돌체 (kinetic impactor): 목표는 인공 발사체의 초고속 충돌을 통해 소행성의
경로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표면 및 표면하의 기계적 물성 및 기공성이 그러한 개념의 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변수들이다. 크기/모양 또한 정확한 계획 수립에 필요하다. 소행성
회전이 충돌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대
한 평가는 아직 할 수 없다. 충돌 면적이 천체의 전체에 비해 작은 경우에는 내부 구조 전
체를 알 필요는 없다.
• 중력 견인기 (gravity tractor): 목표는 주변에 위치한 인공위성의 중력을 이용해 소행성의
경로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질량이 필수 변수다. 모양 및 회전 물성에 관한 지식 또한 중
요하다.
• 장치 개발: 몇 가지 개념은 소행성 경로 변경을 위한 태양돛(silar sail)과 같은 장치의 개발
을 제안한다. 표면 및 표면하 기계적 물성이 이 기술에서 기본적인 변수다. 해당 표면이
저중력 조건에서의 중력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하다.
• 파괴: 목표는 소행성을 작은 조각들로 폭발시키는 것이다. 완전한 내부 구조에 대한 지식
이 필요하다.
• 표면 제거: 발사되는 표면 물질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절개한다. 조성 및 열적 물성
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AIM 측정(3.1, 3.2단원)은 이러한 다양한 완화 기법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1.3

유인 탐사 및 자원 활용

소행성으로의 유인 미션에서 우주인은 저중력 환경인 표면에 접촉하기 때문에 그러한 미션
의 준비는 소행성 물성에 대한 특히 토양 물성을 포함한 표면과 표면 하의 기계적 물성에
관한 지식에 의존할 것이다. (우주인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위성의 존재 및 충격이나 우
주인의 표면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먼지의 양/거동 또한 평가되어야 한다. 소행성으로의 모
든 유인 미션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인 탐사가 필수 선결 조건이다.
소행성 자원 활용 가능성 평가는 소행성의 광물학적 조성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필요
로 한다. 표면 및 표면하 기게적 물성 또한 물질 추출을 위한 적절한 도구의 설계에 필수적
이다.

2.2 AIDA 내 AIM을 통한 추가 지식
완벽한 AIDA 미션의 이행은 충돌체 및 충돌 과정 자체에 관한 고유의 정보로 이어질 것이
다.
충돌 사건은 우리 태양계를 포함한 행성계의 형성과 진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행성 형
성 첫단계에서는 미행성체 그리고/또는 먼지간의 저속 충돌이 충돌 부착을 통한 행성 성장
을 유도한다. 우리 태양계이 특정 경우에는 일부 에너지 사건이 극초기에 분명히 일어났다.
예를 들어 달은 미행성체와 원시지구간의 충돌 후 재축적된 물질의 분출의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행성이 형성되면 행성 소요의 결과로서 소형 천체간의 상대 속도가 상승한다. 그 결과
우리 태양계는 새로운 고충격 에너지 체계로 들어서며 이는 계속 진화한다. 이 체계에서 충
돌은 부착 현상이 아닌 분열로 이어진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소행성 메인 벨트의
소행성군들은 대형 모천체(parent object)의 파괴의 결과다. 지구와 충돌하는 운석은 대부분
메인 벨트에서 일어났던 충돌의 잔류물이기 때문에 충돌 사건을 보여준다. 그 결과 충돌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구 생물계의 파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우주에서의 인간 활동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므로 충돌 과정은 우리 태양계의 과거, 현재 미
래에 대한 이해에서 2차적 문제가 아니며 그 형성과 진화의 핵심이다.
행성 및 소형 천체 충돌에 관련되는 현상의 규모는 실내 충격 실험의 규모보다 훨씬 크다.
소행성 및 미행성과 관련된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15배의 규모가 필요하다. 충도렝
관한 이론적 모델들은 모든 규모에서 타당하고 축적 법칙에서 재분류되는, 발사체의 크기,
충돌 속도, 타깃의 강도, 밀도등간의 무차원 관계 수립을 통해 이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를
한다. 이러한 축적의 법칙은 발사체 크기를 운석 크기로 해석하는 데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의 통일성은 물론 구조적 연속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는
반드시 이상화되어야 한다. 그 결과 그들은 대규모 충돌 결과를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예측
할 수 없다. 현실에서 소행성은 그 충돌 반응이 실험실의 (기계적 강도의 영향을 받는) 암석
물질이나 (중력의 지배를 받는 유체화된 대량의 물질)의 물리적 거동과는 거의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복잡한 객체다.
수치 시뮬레이션은 충돌 과정에 대한 또 다른 접근방식으로써 일부 주목할만한 성과를 더구
고 있다. 현재 컴퓨터 성능의 개선에 수반되는 전용 수치 코드를 활용해, 특정 수준의 정교
함과 합리적 정밀을 가진 충격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또한 충돌 역사, 소행성군 기원, 충
돌 부착을 통한 행성의 형성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실내 충격 실험은 이러한 소규모
수치 모델을 대규모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그 타당성의 입증에 절대적이다. 하지만 실제 소
행성 충돌의 실험이 수행되기 전까지 대규모 시뮬레이션의 타당성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
에 대규모 실험의 수행이 여전히 중요하다.
표준 미션으로서의 AIM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식 이외에도 DART가 Didymos의 이차 소행성
과 충돌한다면 AIM에서는 다음이 가능할 것이다.
• DART 충돌의 특정 위치에서의 충격 실험의 초기 조건 제공
• 최초로 충격이 소행성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예, 충돌구의 크기, 형태 및 충돌 분출물의
양, 크기 분포, 경로) 및 우리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 과정에서의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 실
험실에서보다 훨씬 대규모로 관찰 가능

• 태양계 내에서 소형 천체에 대한 최초의 고속 충돌 실험 기록
• 발생한 소행성 궤도 변경을 지상 관측만으로는 불가능했을 방법으로 해석
• 우리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 및 기타 충돌체 연구와 연결되는 많은 문제에 더욱 높은 신뢰
도로 적용할 수 있는 수치 충돌 코드의 입증이나 수정
AIM은 충격의 초기 조건(예, 충돌각) 결정에 이용될 수 있는 그리고 DART에 의해 측정되는
타깃의 충격 지점의 위치를 전체 천체의 세부 물성과 관련시킬 수 있는 측정에 기여할 것이
다. 이 지식은 모멘텀 전이 효율성 측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기초가 된다. 나아가, 경로
변경은 지상으로부터 관측되는 것으로 계획되지만 AIM은 충격 후 연성 소행성에 관한 추가
정보는 물론 더욱 높은 정밀성을 제공할 것이다. DART의 충돌 속도는 메인 벨트 소행성간
의 평균 충돌 속도(5km/s)에 근접하여 그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충돌구에 가해지기 때문에
AIM은 실험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규모의 소행성 환경 조건에서 충돌 과정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AIM은 고속 충돌 모델과 축적 법칙에 관한 최초의 검증을 가능케 할 것이
며 충돌구의 크기와 모양은 물론 충돌 분출물 생성 및 그 물성의 면에서 초기 조건과 결과
에 관한 실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NASA의 Deep Impact 미션(아래 참조)에서 관찰되었듯이, 발사체 분출물 구름의 원인은
DART 충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충돌구가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AIM이 충돌 후
에 접근한다면 충돌 전후 이미지 비교를 통해 충돌체의 영향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학적 결과는 AIM 우주선 또는 그 장비를 이용해 충돌에 대한 직접 관찰일 것이
다. 크기 분포 또한 타깃의 anflwf 물성에 관한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
상되는 크기 분포를 가진 잡석 더미가 분출물 크기 분포에 반영되어야 한다. 적외선 분광계
를 이용할 수 있다면, 연기 기둥이 안전한 위치의 우주선으로부터 보인다는 가정 하에 충돌
의 기둥 온도(plume temperature)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 모든 장비는 일시적인 고온의 먼
지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짧은 노출 시간을 가지지만 높은 잡음대비신호(signal to
noise) 데이터를 보장하기에는 총강도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이 데이터는 대규모 충격에
서 에너지 분할을 제약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충돌구의 정확한 크기
와 모양 또한 충돌 후에 측정될 수 있다. DART 충돌구의 직경은 타깃 소재가 매우 강하고
기공이 없는 경우부터 매우 약하고 기공성이 높은 경우까지의 네 가지로 구분해 추정할 수
있다 (Cheng et al., 2016). 기공성 물질에 대해 예측되는 충돌구의 크기는 6.1-17m일 것이
며 이는 수치 시뮬레이션 모델에서의 예측과 일치한다 (Holsapple and Housen, 2012; Jutzi
and Michel, 2014). 예를 들어 예상되는 충돌구 크기가 10m이고 계획된 최소 이미지 해상
도가 1m라면 우리는 충돌구의 크기와 부피에서 각각 5%와 15%의 정확성을 달성할 수 있
다. 충돌 후 조사는 또한 충돌구의 깊이/직경 비율 및 전체 모양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
해 표면하 구조적 물성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고주파 레이더 신호의 충돌 전후 비교는
충돌 결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모든 표면하 구조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훨씬 더 높은 해상
도의 영상(약 10cm) 또한 충격후의 근접 비행을 통해 얻을 수도 있다.
이 정보는 우리의 모델링 도구와 축적 법칙의 입증, 비교, 수정을 가능케 할 것이다. AIDA를
이용해 입증된 후에는 향후에 다른 유사한 개념의 설계에 더 높은 신뢰도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천체에서 충돌 조건 및 물리적 물성의 함수로서의 반응에 대한 이해는 소행
성의 충돌 수명 및 충돌 진화, 다양한 우리 태양계 단계에서 충돌의 역사 추정에 절대적이

기 때문에 이 지식은 또한 행성학에서 폭넓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그러한 충돌을 수행한 유일한 미션은 2005년 7월 4일에 있었던 NASA의 Deep
Impact 미션이다. 타깃은 직경이 1.6km인 즉 AIDA의 타깃(직경 160m, 5.1단원 참조)보다 훨
씬 운석인 9P/Tempel이었으며 이 때 발생한 충돌구는 예상치 못한 많은 양의 미세한 분출
물로 인한 관측할 수 없었다. 더욱이 그러한 미세 분출물 발생은 표면하의 휘발성 물질들의
승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AIDA의 타깃에서도 예상된다. NASA의
STARDUST-NExT 미션은 훨씬 후이자 이 운석이 근일점을 지난 후인 2011년에 Tempel 1에
접근했으며 Deep Impact로 인한 얕은 충돌구 및 다른 구조들을 잠정적으로 식별할 수 있었
다 (Schultz et al., 2013; Richardson and Melosh, 2013).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태양과의 가장 가까운 점을 지난 후였기 때문에 다른 과정들이 충돌구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다. 2014년 3월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JAXA의
Hayabusa-2 미션은 2018년에 원시 NEA(162173) 1999 JU3에 충돌할 Small Carry-on
Impactor (SCI)를 싣고 있다. 발사체의 질량(2kg)과 그 충돌 속도(2km/s)는 작은(수m 크기)
충돌구를 생성시키지만 측정 가능한 수준의 궤도 변경은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AIM은 경로 변경 기술 시연과 연결된 그리고 메인 소행성 벨트에서 소행성간의
평균 충돌 속도(약 5km/s)와 일치하는, 충돌 속도 범위에서 발사체의 충돌을 관찰하는 유일
한 우주선이 될 것이다.
AIDA 실험을 통해 구축될 수 있는 과학적 성과 중 하나는 충돌구가 강도나 중력 범위 내에
서 형성되는지의 여부의 결정으로 이를 통해 구성 물질의 강도나 천체의 중력이 성장을 제
하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는 이론 면에서는 매우 불확실하며 실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주제다. AIDA의 타깃이 가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를 감안할 때 충돌구는 강도 범
위 내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일 그렇다면 DART 충돌은 우리에게 소행성 표면의 물
질 강도에 관한 지시를 나타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충돌구가 중력 지배적이라면 이는 표
면 물질의 응집력이 van der Waals 힘에 의한 응집력 미만으로써 극도로 낮다는 것을 의미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소행성의 기계적 물성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림 1] AIM과 AIDA를 통해 구축되는 지식은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된다.

2.3 두 개념을 통해 구축되는 지식의 요약
[그림 1]은 앞의 단원에서 설명된, AIM이 달성할 수 있는 폭넓은 범위의 목표를 보여준다
(Cheng et al., 2016). 이 미션들은 사상 최초의 실제 경로 변경 시연에 참여함으로써 그리
고 실제 소행성 규모에서의 충돌의 결과를 측정함으로써 행성 방어 및 태양계 연구에도 정
보를 제공할 것이다.

3. AIM의 목표 및 관련 탑재물
이 단원에서는 앞의 단원에서 기술된 과학적 주제를 다루기 위해 측정되어야 하는 가장 관
련된 물리 변수 및 필요한 도구를 기술한다. 이러한 측정에서 정밀성과 정확도 면에서의 정

확한 요건은 2016년 여름에 종료되는 A/B1 단계 연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
시되지 않는다. [그림 2]는 AIM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된 과정들의 순서를 보여준다.

[그림 2] AIM 옵션 및 DART 충돌 전후 측정

3.1 AIM에 의한 측정
Didymos의 이차 소행성의 시각적 이미지와 질량 및 표면 물성은 AIM의 필수적 목표다. 표
면 패키지는 소행성의 특정 지점에서 매우 정확한 측정 및 표면의 기계적 반응에 대한 더욱
정확한 이해를 가능케 할 것이다. 표면 패키지는 또한 내부 구조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저주파수 레이더 장비를 갖추고 있다. DART 충돌 전에 전개되는 비행 CubeSat들은
추가 관측을 통해 이 미션의 과학적 성과를 강화시킬 것이다. 레이저 통신 단자 또한 고도
계로 이용되어 매우 정밀한 궤도 측정 및 이를 통해 일차와 이차 소행성의 질량에 대한 더
욱 정확한 측정을 가능케 할 것이다.
우주선 Telemetry, Tracking and Command(TT&C) 무선 응답기를 이용해 무선 과학 실험
(radio science experiment; RSE)이 수행될 것이다. 레이저 통신 단자 및 RSE는 궤도 측정의
정확성을 강화시키고 연성 소행성에서의 최초의 현장 GRavity Experiment(GRE)를 보조할 것
이다 (행성과 단일 소행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행되었다). RSE는 또한 예상되는 궤도 변경의
정확한 측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성 소행성은 하나가 아닌 두 천체에 대한 관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Didymos의 일차와 이
차 소행성은 대부분 AIM의 시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차 소행성의 물리적 물성 역시 측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차 소행성에 매우 근접한 상황에서도 항행의 목적으로 일차
소행성 관측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 측정 및 많은 고해상도 측정은 일차와 이차
소행성 모두에 대해 수행될 것이다. 일차 소행성에 관한 정보는 두 천체를 연결시키는 과정
에 대한 이해를 개선시키고 연성 소행성 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안목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차 소행성은 선행 미션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 미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2 AIDA 협려 미션 틀 내에서 AIM에 의한 측정
AIDA 배경에서 아래의 추가적 측정이 수행될 것이다.
• 지상 관측을 통해서도 측정되는, 경로 변경 해석을 위한 DART의 정밀한 충돌 조건(충돌의
지형/환경)
• 이차 소행성과 충돌체의 의 물리적 불성 및 충돌 후의 변화 및 충돌구의 형태. 초기 조건
및 충돌 결과에 대한 지식은 수치 모델에 대한 입력값 및 테스트를 제공해 이후 다른 미
션에서의 신뢰도 개선에 이용될 수 있다.
• 소행성계의 궤도 특성 및 충돌 후의 변화

[표 1] AIM 탑태체
탑재체
Visual imaging camera

약자
(카메라)

VIS

Monostatic high-frequency radar (고주파 레이더)

HFR

Bistatic low-frequency radar (저주파 레이더)

LFR

Small lander (including low-frequency radar) (소형 착륙체)

MASCOT-2

Thermal infrared imager (열적외선 영상 장치)

TIRI

Optical terminal (광학 단자)

OPTEL

CubeSat opportunity payloads (Cubeset 탑재체)

COPINS

4. AIM 기본 탑재체
AIM은 계획된 측정 수행을 위해 [표 1]의 장비를 탑재할 것이다. 단독 미션으로서의 AIM의
측정에 필요한 정밀도 및 장비는 [표 2]에서 제시된다. 또한 우리는 지상 기반 관측의 영점
조정 및 다른 관측으로의 추정을 위해 지상 기반과 우주선 기반의 동시 측정을 계획하고 있
다. 기타 목표들은 [표 3]에서 제시된다. 이 목표들은 AIDA의 조합된 미션(AIM+DART)에 관
련된 물성을 측정하는 또는 연성 소행성에 대한 미션의 과학적 성과를 강화시키는 목표들이
다. 이 목표들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차 소행성에 초점을 맞춘다.

[표 2] 단독 미션으로서의 AIM의 연구 목표
변수

요구되는 정밀도

관련 탑재체

크기, 질량,

• 질량: 10%

연성의 궤도, 우주선 추적 이

모양, 밀도

용 질량 (RSE, Optel-D, VIS)
• 밀도: 20%.

모양 모델(VIS), 레이저 고도

모양: 약 6% 또는 수m의 정밀도

계(Optel-D)

주기, 궤도

• 0.1% 이상보다 우수한 이미 알려진 주기

VIS

극,

• 궤도극: 5°

회전

속도, 회전

• 회전 속도: 1%

축

• 회전축: 1°

지구물리학

• 전체 표면 해상도: 1m

적 표면 물

• 국소 표면 해상도(표면의 10%): 10cm

성,

• 열 측정: 20m 해상도

표면 거칠기: TIRI

• 표면하 구조 및 층: 10m 깊이까지 1m 해

표면하 구조: HFR

지형,

표면하

표면 구조물: VIS

상도, 약 2m까지는 20cm 해상도
심부 구조

• 표면 압축력: 50MPa까지는 3배

MASCOT-2의 가속측정기

내부 구조 해상도: 30m

LFR

VIS는 우주선 Guidance, Navigation and Control (GNC) 하위시스템의 일부지만 표면에 대
한 상세한 이미지 제공을 위한 원거리 감지 장비로 이용될 것이다.
각기 다른 주파수대의 2개의 레이더 장비가 소행성의 표면하 및 내부 구조에 대한 최초의
직접 증거 수집을 가능케 할 것이다. 고주파 레이더(HFR)는 일차와 이차 소행성의 토양의
상부 최초 수십분의 1미터를 관측해 그 구조를 1m의 해상도로 이미징하고 잠재적인 층 및
대형 암석을 감지할 것이다 (Herique, 2015). 우리는 충분히 많은 수의 궤도비행을 통해 토
양의 공간적 다양성을 맵핑할 수 있을 것이다. DART 충돌 후의 동일한 관측은 충돌구를 관
측하고 표면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폭넓은 주파수대에서 이용된
WISDOM/Exomars HF를 시초로 하는 이 단계별 주파수 레이더는 300MHz - 3HGHz의 주파
수대를 가지고 있다 (Clarletti et al., 2011). 저주파 레이더 (LFR)는 이차 소행성의 심부를 관

측하고 구조적 통일성을 파악해 구성 블록의 크기 분포 및 기공성의 추정에 이용될 것이다
(Herique, 2015). MASCOT-2(아래 참조)와 AIM 우주선 모두에 장착되는 60MHz 레이더는
Rosetta와 Philae에서 운영되는 레이더인 CONSERT를 바탕으로 한다 (Kofman, 2007;
Kofman et al., 2015). 이차 목표로서, 이 두 레이더는 연성계의 동적 상태 측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MASCOT-2는 소형(약 10kg) 착륙기로서 그 설계는 Hayabusa 2 미션의 일부인 MASCOT를
바탕으로 한다 (Jaumann et al., 1999; Ulamec et al., 2014). 이는 모선으로부터 전개되어 이
차 소행성을 착륙할 것이다. 몇 차례의 튕김 및 내부 균형 메커니즘을 통한 위치 결정 후에
소행성 표면에서 수개월간 운영되면서 착륙 지점 및 표면 물질의 물리적 물성에 관항 상세
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LFR의 착륙 장치 이외에도 카메라는 착륙 지점의 고해상도 이미
지를 제공할 것이며 가속계는 반동 역학을 해석할 것이다. DART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MASCOT-2는 가속계를 이용해 지진파 충격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시간 정보는
(p파 속도를 통해) 내부 구조에 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MASCOT-2는 또한
소행성 착륙 및 태양열 발전기를 이용하는 장기 운영의 기술 시연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열적외선 영상장치(TIRI)는 mid-IR 파장에서 일차와 이차 소행성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할 것
이며 이를 통해 표면 온도 분포, 열 관성, 표면 거칠기를 (해상도보다는 작지만 수cm의 열
적 표면 깊이보다 큰 규모로) 유도할 수 있다.
광학 단자(OPTEL)는 소규모 미션에 대한 end-to-end 2-way 심층 광학 통신 시스템을 이용
하며 레이저 고도계로 이용될 것이다.
CubeSat opportunity payloads (COPINS)는 3U CubeSat 2기의 전개로 구성된다. 그 과학적
목표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 (현재 다른 개념의 연구 5편이 진행 중이다). 이는 독립적인
CubeSat-기반 센서를 위한 심부 공간 통신을 시연할 것이며 AIM 우주선에서는 가능하지 않
거나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측정의 잠재력을 제공한다. 또한 AIM, COPINS, MASCOT-2의 조
합은 3개의 구성요소간의 위성간 링크 네트워킹에 대한 시연을 제공할 것이다.

[표 3] DART와 AIM의 연구 목표 및 기타 목표들
변수

요구되는 정밀도

관련 탑재체

충돌후 특징 파악

충돌 전과 동일

모든 장비

이차 소행성과 동일

VIS, TIRI, HFR, LFR

먼지 구름 물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측정

VIS,

정밀도는 정의되지 않는다.

(TBC)

대기 먼지 물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측정

VIS, TIRI

일차

소행성의

표면

및 표면하
충돌 분출물

대기 먼지

정밀도는 정의되지 않는다.

HRF,

TIRI

일차와 이차 소행성의

분광 해상도: λ/Δλ = 200

VIS(TBC),

화학적/광물학적 조성

TIRI,

MASCOT-2 (TBC)

RSE는 우주선 자동 무선 장치 그리고 지상 기반 심부 안테나 네트웤에 의존할 것이다. 지구
-우주선 시선 (Earth-spacecraft Line-Of-Sight; LoS)으로의 레이저 측정과 더불어, 우주선의
LoS 속도 변이와 관련된 도플러 측정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RSE는 초대형 간섭기 (Very
Large Baseline Interferometry; VLBI)의 무선 망원경을 이용해 LOS와 수직 방향으로 우주선
의 plane-of-sky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Duev et al., 2012). Los 범위 및 plane-of-sky 측정
은 양성 소행성의 천체 위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GRE는 이차 소행성 대비 이차 소행
성 질량의 더욱 정확한 측정을, 그리고 일차 소행성 중력장의 아차원 계수의 측정을 통한
일차 소행성의 관성 모멘트를 제공할 것이다. 이 두 측정치는 연성 소행성계의 형성에 대한
몇 가지 모델의 테스트에서 중요한 변수인 소행성계의 관성 구조 이해에 즉 기공성 지표 및
내부 질량 분포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충돌체의 모멘텀 전이 효율성은 기공성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기공성은 또한 위험 완화를 위한 핵심 변수다 (Jutzi and Michel, 2014).

[표 4] Didymos의 양성 궤도 솔루션 (3σ = 99.7% 신뢰도 수준, 경사: 태양중심 궤도)
수직 궤도극

Lorb = 310°. ; Borb = -84°

경사

171±9°

거리비 D이차/D일차

0.21 ± 0.01

이차 소행성 궤도 주기

11:920h + 0.004 / -0.006시간

3σ

이차 소행성 궤도 이심률

최대치 한계: 0:03

3σ

이차 소행성 궤도 기울기(추정)

0°

일차 소행성 적도좌표

3σ

[표 5] 연성 소행성 Didymos의 알려진 역학 및 물리학 물성.
태양중심 장축
장축 이심률

(1.6444327821 ± 9.8 x10-9) AU
0.383752501 ± 7.7 x 10

-9

-6

JPL
JPL

장축 기울기

(3.4076499° ±2.4 x 10 )°

JPL

일차 소행성 회전 주기

(2.2600±0.0001) h

소행성간 거리

(1.18 + 0.04/ - 0.02) km

일차 소행성 평균 직경 Dp

0.780km ± 10% (3σ)

PDS, pole sol. 2

이차 소행성 펴윤 직경 Ds

(0.163±0.018) km

모양 모델 논의 참조

이차 소행성 이각 as/bs, bs/cs

1.3±0.2 > 1 (추정치 1.2)

본문 참조

3

일차 소행성 밀도

2100kg/m ±30%

총질량

5.28±0.54 x 1011kg

평균 절대 자기장 H

18.16±0.04

기하학적 반사계수

0.15±0.04

DP, DS, H 이용

레이더 반사계수

0.27 ±25%

PDS, pole sol. 2

5. AIM 환경

5.1 타깃의 알려진 물성
(65803) Didymos (일차 지명 1996GT)는 아폴로형 소행성으로서 (장축 1AU 이상, 근일 거리
1.017 AU 미만) 1996년 4월 11일에 Kitt Peak의 Spacwatch에 의해 발견되었다. 연성이라는
성격은 2003년 11월 20-24일의 지구 근접(최소 거리 0.048AU) 직후의 광학 및 레이더 고나
측을 통해 확인되었다 (Pravec et al., 2003).
연성계의 중요한 물리적 물성은 광학 관측, 레이더 관측, 그리고 둘의 조합을 통해 결정된
다. Didmos의 알려진 물성은 [표 4]와 [표 5]에서 요약된다. 관측을 통해 직접 측정되는 유
일한 역학적 변수는 이차 소행성이 일차 소행성 주변을 회전하는 공전 기간, 일차 소행성의
회전 주기, 일차 대비 이차 소행성의 크기 비율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다른 모든 값들은 이
값들을 통해 계산된다. 아래에서 그 유도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Didymos의 다른 많은 물성의 측정에 중요한 변수는 두 소행성의 상호 궤도면의 방향 즉 궤
도면의 축이다. Scheirich and Pravec (2009)은 200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가지 수집
한 광학 데이터를 모델링했으며 궤도축에 대한 솔루션 두 가지를 발견했다. 4.3m lowell
Discovery Channel Telescope을 이용해 2015년 4월 13-14일에 수행된 이후의 관측에서는
두 솔루션 중 역행 솔루션과 일치했으며 선행 솔루션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2017년의 추가
관측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후 분석에서 2015년 데이터와 일치하는 역행 솔루션을 선택한
다. 현재까지의 역행 궤도축에 대한 최상의 3σ은 [그림 3]에서, 수직 궤도극 솔루션은 [그림
4]에서 제시된다.

[그림 3] Didymos의 상호궤도
타원좌표에서 후향극의 허용(3
σ) 면적. 회색 부분은 2003년
과 2015년 광학 관측으로부터
유도되었다. 굵은

선은 예비

모형 모델을 이용해 추가로 제
한된 면적을 표시한다. + 기호
는 Didymos 태양중심 궤도의
남극이다.

후향극에 관해 Scheirich and Pravec(2009)는 궤도기간을 11.920+0.004/-0.006h로 계산했고
일차 대비 이차 소행성 평균 직경비를 0.21±0.001로, 구심률을 0.03 미만으로 계산했다. 후
향극에 대해 우리는 회전 기간을 Pravec et al.(2006)의 추정치를 이용해 2.2600±0.0001h로
수정했다.
상호 궤도가 일차 소행성 적도 대비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즉 일차 소행성 극이 궤도극과 동
일하다는 가정 하에 Naidu and Benner는 2003년 레이더 관측 데이터와 Pravec etal.(2006)
의 광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Didymos의 일차 소행성을 모델링했다. 그들의 일차 소행성 예
비 모양은 [그림 4]에서 제시된다. 그들은 평균 직경을 ±10%의 보수적 불확실성에서
0.78km로

추정했다.

이제부터

Didymoon으로

불릴

이차

소행성의

평균

직경은

0.163±0.018km다. 우리는 평균 직경 값과 Pravec et al.(2012)의 평균 크기 H를 조합하여
Didymos의 기하학적 반사계수를 0.15±0.04로 계산했으며 이는 S형 소행성에서의 일반적 값
이기 때문에 Didymos가 S형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아래 참조)과 일치한다. 부선 반사계수 값
인 0.27(±25%)은 규소와 일치하며 순수 금속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표면 거칠기는 NEA 평
균치보다 낮으며 Eros, Itokawa, Toutatis보다 다소 낮다.

[그림 4] 레디어 데이터 및 광
학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링의
Didymos의 일차 소행성의 모
양 결과.
de Leon et al.(2010)은 .4-2.5μ의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Didymos를 S형으로 그리고 Binzel
et al.(2004)는 가시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Xk형으로 분류했다. [그림 5]는 다른 2개의 NEA
(433, 25143)와 Leon et al.이 수집한 스펙트럼의 비교를 보여준다. S형 소행성은 L5 및 LL5
운석과 관련될 수도 있다.
Fang

and

Margot(2012)은

두

천체의

질량중심간의

거리

즉

단축

거리를

1.18+0.04/-0.02km로 추정했으며 Scheirich and Pravec(2009)의 궤도 기간을 이용해 총 질량
을 5.3±0.5 x 1011kg으로 추정했다. 각 소행성의 평균 직경 및 총질량을 바탕으로 우리는
Didymos의 전체 밀도를 2100kg/m3으로 추정했지만 불확실성은 ±30%로 높은 수준이다. 이
밀도와 (S형 소행성의 운석 대응체로 이용되는) L형 운석의 밀도와의 비교는 이 소행성의
기공성이 약 45%라는 것을 암시한다. 두 소행성의 밀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일차 대비
이차 소행성의 질량비는 0.0093±0.0013이다. 이는 Didymoon의 질량(5x109kg)이 일차 소행

성 대비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Didymoon의 평균 직경과 질량 이외의 다른 물리적 물성들은 관측적으로 제한된다. 우리는
Didymmon은 1:1 회전 궤도 공명을 하며 그 회전은 일차 소행성 주변의 공정과 동기화된다
고 가정한다. Didymoon의 관찰된 무선 대역폭 및 범위는 이 가정과 일치한다. 모델링을 위
해서 Didymoon의 모양은 [표 5]의 축비율을 가진 타원으로 가정된다. 가정된 as/bs는 유사
한 소행성계 관측 및 안정성 주장(Pravec et al., 2016)을 바탕으로 한다. 가정된 bs/cs는 유
사한 소행성계 관측을 바탕으로 한다. as, bs, cs의 추측치는 각각 0.103km, 0.079km,
0.066km다.

[그림 5] 다른 두 S형 소행성(Eros, Itokawa) 대비 Didymos의 스펙트럼

5.2 알려지지 않은 물성
모델링을 통해 합리적 범위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지상 관측을 통해 많은 물성은 측정할
수 없거나 또는 매우 큰 오차 범위로만 측정이 가능하다. AIM은 우리의 예측에 대한 검증
을 가능케 할 것이다.

5.2.1 주요 물리적 물성
불확실성을 허용한다면 그리고 두 소행성을 분리된 천체로 간주한다면 모양, 질량, 회전을
이용해 Didymos에 대한 수치 모델 구축이 가능하며 일차 소행성 모양의 안정성에 대한 예
를 검증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예비 분석에서는 일차 소행성은 임계 회
전 속도에 가깝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차 소행성의 전체 밀도에 따라 응집력은 표면 운동
그리고/또는 입자의 비행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반대로, 안정성에 대한 가
정은 이 변수들의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 밀도와 마찰각의 함수로써의 실제 모양 모델에

대한 회전 한계 범위가 미래 연구의 주제일 것이다.
YORP 회전에 관한 향후 연구는 추가적인 범위를 제공한다. 특히 YORP 회전은 극으로부터
적도로의 물질의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Walsh et al., 2008). 이 과정에 대한 더욱 정확
한 이해는 열적 물성 및 기타 관련된 물리학/역학 물성의 함수로써의 천체 모양의 가능한
진화에 대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Didymoon의 질량 및 가능한 크기 및 그에 따른 일차 소행성과 Didymoon간의 밀도 차이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현재까지는 밀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5.1단원 참조).
이는 표면의 세부 물성은 물론 내부 구조에도 적용된다. 응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YORP 회전에 의한 연성 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두 소행성은 중력적 집
합체일 가능성이 높다

(Walsh et al., 2008; Walsh et al., 2012). didymoon은 YORP 회전시

일차 소행성에서 탈출하는 작은 조각들의 재응집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일차 소행성은 이
과정을 통해 적도에서 더 풍부한 토양을 가질 수 있다 (다음 단원 참조).

5.2.2 표면 물성
표면은 토양 그리고/또는 암석 물질로 덮여 있을 수도 있다. 1m2당 특정 직경 D(m) 이상의
암석의 수를 N(D)로 한다.
표면 암석의 차별적 크기 빈도 분포(SFD)는 dN=KDqdD의 식으로 기술된다. 이 때 dN은 단
위 면적당 D와 D+dD 사이의 직경을 가진 암석의 수를 나타내며 K와 q(-4.5 ~ -3)는 상수
다. 누적 분포 Nc(D>Dc)는 미분 분포의 적분이다.

이 때 모든 N의 측정 오차는 N의 제곱근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칙은 D의
제한적 범위에서만 유효하며 매우 큰 D값에서는 D가 0에 가까워지는 빗물리학적 결과로 이
어진다.
Didymoon의 암석 큭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정보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지식을
바탕으로 일부 시도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위의 공식을 이용해 주어진 누적 크기 분포 그리
고 -2~-3.5범위의 p값을 가정하고 두 개의 극단적 경우 즉 유연체 vs 암석을 가정한다. 이
두 경우는 Itokawa의 암석 크기 분포로부터 유도되었다. 즉 2m 이상의 크기에 대해서
(Itokawa의 표면적인 0.40403km2)를 이용해 단위 면적으로 축적했다. 우리는 pebble,
cobble, boulder의 표면 입자들의 크기를 각각 4mm-6.4cm, 6.4cm-2.56m, 2.56m 이상으로
정의한다. gravel에는 세 종류가 모두 포함된다. pebble은 암석이 아닌 토양으로 간주된다.
매우 큰 암석체를 모양 모델의 일부로 모델링할 수 있다. Didymoon의 표면적은 85669m2
다.

5.2.3 열적 물성

미션의 과학 성과 및 우주선 설계에서는 열적 물성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열
적 관성 값 즉

는 표면 온도 분포를 결정해, 소행성 궤적에 작용할 수 있는

(Yarkovsky 효과) 비중력 동요를 지배한다 (k, ρ, C는 각각 표면 토양의 전도도, 밀도, 열용
량). 또한 착륙체인 MASCOT-2의 설계를 위해서는 표면 온도 및 그 변화에 대한 추정이 필
요하다. 실제로 우주선의 근표면 비행에서는 모든 장비가 소행성 표면의 열의 영향을 받는
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션 단계에서는 잠재적으로 고온인 소행성의 표면을 고려해야 한다.
Didymos와 유사한 크기 및 조성을 가진 NEA의 Γ에 대해 발표된 값은 400-1000J/m2/s0.5/K
다. 안타깝게도 Didymos의 열적 관성은 2022년의 지구로의 접근과 AIM 랑데부 전까지는
알 수 없다. 발사 일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James Webb Space Telescope (JWST)를 이용
한 우주 기반 측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AIM의 접근 단계에서 열적 관성은 열카메라를 이
용해 측정될 수 있다. Γ를 Itokawa와 유사하게

700J/m2/s0.5/K로 가정하고 또한 Didymoon

의 1:1 궤도 공명(동기) 상태에 자유도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주로 서로 다른 회전 주기로
인해 [그림 6]에서와 같이 일차와 이차 소행성은 매우 다른 온도 분포를 가질 것이다.

[그림

6]

일차

소행성,

Didymoon, 그리고 Didmoon의
일식 노출 지역의 태양주변 거
리에서 시간의 함수로서의 적
도의

온도.

굵은

점선은

Didymoon의 일신 미노출 지
역을 나타내며 얇은 점선은 일
식 지역을 나타낸다. 0.15의 기
하학적 가시반사 계수와 추정
되는 0.15의 G값을 바탕으로
bolometric 반사계수는 0.059
로 계산된다.
흥미롭게도 만일 상호궤도의 극이 태양중심 궤도의 극과 일치한다면 일차 소행성을 접하고
있는 Didymoon의 반구는 주기적으로 일식에 노출될 것이다. 일식이 온도 분포에 미치는 영
향은 타원형 연성인 Patroclus의 경우를 통해 알려져 있다. Didymos의 경우에는 일부 지점
(180°)온도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된다. 반복되는 일식으로 인해 일차 소행성을 접하는 반구
의 온도는 다른 영역보다 더 낮다. 이는 평균 미만의 태양 노출에 기인한다.
급격한 온도 변화가 표면 파열의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성 NEA들의
열적 고나성은 비연성 소행성에서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또한 일식된 반구는 11.92시
간마다 서로 다른 열적 주기를 가지고 있다. Didymoon의 토양 물성에 대한 AIM 관측은 서
로 다른 이 두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5.2.4 두 소행성 사이의 환경

두 소행성 이외에도 그 사이에 먼지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YORP 회전을 통
한 연성 형성의 메커니즘 배경에서 이차 소행성 형성 중에, 상호간의 질량 이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차 소행성이 형성되고 안정화된 후에는 질량의 큰 이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다. Didymos는 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5.2.1단원에서 설명되었듯이 Didymos의 경우는 매우 흥미롭다. Didymos의 일차 소
행성은 고속 회전 소행정 중 가장 큰 소행성 중 하나다. Didymoon의 tidal pull이 tidal
saltation으로 알려진 추가적인 동요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Didymos의 일차 소행성에서와
같이 표면 속도가 탈출 속도 미만인 경우에서는 들든 입자들이 탈출하지 않고 한동안 천체
를 공전할 것이며 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주제다.
일반적으로 (4πρG/3)0.5부터 (8πρG/3)0.5까지의 각속도로 회전하는 모든 구형 소행성들은 최
소한의 일시적 궤도 운동 파편을 가졌다고 예상할 수 있다 (ρ: 밀도, : 중력 상수). 이러한
파편들의 이후 운명은 복잡하지만, 관측 우주선의 안전과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조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차 소행성의 모양이 구형이 아니라면 여기에는 밀도만이 아
니라 구형/타원형에도 좌우된다. 즉 타원형에 가까울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므로
ω의 범위가 순수한 구형에서보다 더 커진다.
천체에서 분리된 소형 즉 μm 크기의 먼지 입자의 생존 시간은 방사력으로 인해 매우 짧다.
이 시스템의 역동성에 대한 예비 수치 시뮬레이션은 표면을 탈출하는 입자들은 (때로는 다
른 표면에서) 표면으로 다시 가라앉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일차 소행성에 근접한 지속
적인 먼지 생성 메커니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먼지는 미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합리적이다.

5.2.5 가능한 Yarkovsky drift ( 및 열적 관성에 대한 시사점)
최근에 Yarkovsky 효과로 인해 단축 da/dt의 변화 측정치 비교를 통해 일부 NEA의 밀도를
유도하고 있다. 이 효과는 소행성의 크기, 모양, 축 방향, 회전속도는 물론 열적 고나성 및
밀도와 관련된다.
다른 모든 변수가 알려져 있다면, Didymos의 경우에는 특히 이 접근방식을 열적 관성값 유
도에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이는 직접 열적 적외선 관측 없이 이 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6. 결론
Asteroid Impact & Deﬂection Assessment (AIDA)는 미국과 유럽 우주 기관간의 협력 미션
으로서 연성 소행성계인 NES Didymos로 각각 발사되어 소행성 경로 변경을 위한 충돌체
기술을 테스트할 2개의 독립된 우주선 즉 AIM과 DART로 구분된다. 2016년 초가을까지
AIM은 ESA에서 A/B1 단계에 그리고 DART는 NASA에서 A 단계에 있을 것이다. 만일 이미
션의 qkftrk 승인된다면 두 우주선은 2020년에 발사해 Didymos를 관측하고 충돌체를 이용
한 경로 변경 가능성을 조사한 후에 2022년에 귀환할 것이다. AIM 우주선은 표면, 표면하,
내부 구조를 포함해 연성 소행성의 특징을 파악하는 최초의 탐침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소수의 CubeSat 및 소형 착륙체를 전개하여 저중력 천체의 표면 반응에 대한 우리의 이해
를 개선시킬 것이다. AIDA는 DART를 이용하여 지구 방어에 관련된 크기를 가진 소행성 규
모에서 충돌 실험을 완전히 관찰하는 최초의 미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이 태양계 연구
및 완화학에 대해 가지는 사시점은 매우 크며 우리는 태양계 우주 미션의 놀라운 결과를 얻
게 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