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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발달하기 시작한 운석에 대한 연구와 약 10여 년 전 시작된 선태 

양계광물에 대한 연구는 일견 관련성이 적어 보였던 지질학/지구화학과 천문학/천 

체물리학 사이에 다리를 놓는 우주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탄생， 발전시켰다. 

우주화학은 이론과 관측에 의해 연구되던 우주와 태양계의 탄생과 진화를 지구화학 

적 방법으로 시료를 분석함으로써 이론의 검증 및， 나아가 새로운 이론의 정립을 

요구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NASA가 설정한 행성과학의 7대과제에는 예를 들어 ‘우주는 어떻게 탄 

생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은하계， 항성 그리고 행성계는 어떻게 형성 

되었으며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생명은 시작되었는가? 

등을 근본적인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질문의 대부분은 운석을 포함하여 태양 

계 시료에 대한 우주화학적 연구를 통해 상당부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 NASA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태양계 탐사계획은 지구 외 태양 

계 물질， 예를 들어 (1) 태양의 항성풍 시료， (2) 혜성 시료， (3) 소행성 시료， (4) 화 

성 시료를 직접 지구로 가져오는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일련의 태양 

계 구성물질에 대한 탐사 및 연구는 (1) 태양계와 우주의 탄생과 진화에 대한 우리 

의 이해를 크게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2) 미래의 자원으로써 태양계의 행성과 소 

행성을 이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다. 가깝게는 약 일년 후 멸게는 

약 10 여년 후에 가능하게 되는 이들 시료에 대한 분석 연구는 아폴로 계획 이후 

태양계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며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 

의 국내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국내 연구팀의 연구는 운석 시 

료 등 확보가 가능한 시료에 대한 암석학적， 광물학적， 화학적 연구와 동위원소 연 

구를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가능해질 혜성， 소행성 등 태양계 시료에 대한 연구로 

그 연구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의 많은 우주 탐사로 얻어진 방대한 양의 행성 원격탐사 자료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중 금성과 화성의 정밀 지형고도를 

추출하는 기법을 연구하고， 검증된 자료를 축적하며， 이를 통해서 행성의 지체 구조 

를 규명하고 지질학적 진화 과정을 유추해 내는 것이 이 연구의 중요한 목표이다. 

즉， 마젤란 탐사선에서 얻어진 금성의 스테레오 영상레이더 (SAR) 자료를 이용하여 

정밀 지형 고도를 추출하고， 3차원적인 영상 해석을 통해 금성의 지체 구조， 판구 

조， 지질， 지형을 규명한다. 또한 화성 탐사선에서 얻어진 각종 영상 및 고도자료를 

이용하여 화성의 지형， 지질을 연구한다. 이 연구로 생산된 정밀 고도 자료와 행성 



원격탐사 영상은 웹서비스를 통하여 공개하여 전 세계 과학자들의 행성 연구에 공 

헌하고，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데 기반을 마련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SUMMARY 

Meteorite researches since the rniddle of the last century and studies of 

presolar grains (circumstellar grains originated from pre- solar stars and found in 

meteorites) during last 15 years fill the gap between two research areas in earth 

science, geology/geochernistry and astronomy/ astrophysics and gave a birth to 

cosmochernistry. This new research area not only makes it possible to verify 

the existing theories on the ongm of the solar system, but also requires new 

theories to explain data obtained by high preClSlon analyses that have not been 

possible by remote techniques. 

NASA' s Space Science Enterprise Strategic Plan identifies seven 

fundamental questions including, for instance, 'How did the Universe begin and 

what is its ultirnate fate? ’, 'How do galaxies , stars and planetary systems forrn 

and evolve' , and ’How and where did life begin? ’. Most of, if not all, these 

questions can be answered by cosmochernical researches of meteoritic and other 

solar system materials. 

Recently several extrateπestrial-sample-retum rrnSSlOns by NASA (USA) 

and ISAS (Japan) are either in progress or under consideration, such as (1) 

Genesis , (2) Stardust, (3) Muses- C, and (4) Martian sample retum rrnSS lOns. 

Studies of the materials retumed to the earth by the rnissions w il1 not only 

increase our understanding regarding the ongm and evolution of our solar 

system, universe and life but 떠so provide basic and important data when we 

explore solar system materials as our future econornic resources. 1n order to 

participate in these worldwide exciting projects, we, Korean researchers must 

organize research teams. We propose that, during the first a few years , our 

researches should be focussed on petrological, rnineralogical, chernical and isotope 

studies on available extraterrestrial samples, such as, meteorites. Experience on 

these researches will allow us have research capabilities that later make us 



participate with extraterrestrial-sample- return missions. 

There are vast amount of remotely sensed planetary data waiting to be 

investigated by scientists worldwide. This research aims to improve the 

technique of extracting precise surface elevation data of the planet Venus and 

Mars, to cu1minate the validated dataset, and to study the geomorphology and 

geology of the planets. The precise surface elevation dataset of Venus will be 

extracted from stereo synthetic aperture radar images obtained by Magellan 

spacecraft. Combined with surface remote sensing images, the elevation data will 

be used to analyse the tectonic features, geological evolution, and geography of 

Venus in 3D. Laser altimetry and remotely sensed images of Mars may reve머 

the secret history of water and life in this barren planet. The elevation dataset 

of Venus and Mars generated from this research will be open to the public 

through web service. This work will contribute to the planetary science 

community worldwide, and may evoke people' s interest in our nation ’s 

participation in space explor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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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팔요성 및 목적 

1.1 우주화학 및 운석 연구분야 

지구와 태양계 나아가 우주의 기원과 생성， 진화과정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가 

지고 있던 원초적인 의문중 하나이다. 20세기 후반 발달하기 시작한 운석 

(meteorites)에 대한 연구는 아폴로 탐사를 기점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태양 

계의 생성과 역사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게 되었으며 우주화학 

( cosmochemistη)이라는 새로운 연구분야를 탄생시켰다. 우주화학은 이론과 관측에 

만 의존하던 우주와 태양계의 탄생과 진화를 직접 시료를 분석하는 지구화학적 방 

법으로 기존의 이론을 검증함은 물론， 분석을 통한 새로운 이론의 정립둥 일견 관 

련성이 적어 보였던 천문/천체물리학과 지질/지구화학을 연결하는 학문으로 발전하 

게 되었다. 특히， 약 10여년 전 운석에서 선태양계광물 (presolar grains: 태양계 생 

성 이전에 존재했던 항성기원의 광물)이 발견됨으로써 운석연구는 태양계는 물론 

태양계 생성이전의 물질， 항성의 환경， 진화등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되었다. 

최근에는 화성기원으로 추정되는 운석으로부터 생명체와 관련된 여러 화학적 

생물학적 흔적들이 발견됨으로써 화성탐사선을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어 2004년 화 

성에 착륙한 탐사로봇이 수행한 암석 및 광물에 대한 지질/지구화학적 실험결과는 

과거 화성에는 상당량의 물이 존재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였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의 우주과학 (space science) 혹은 행성 

과학 (planetary science)은 크게 두 방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지구에 설 

치된 망원경이나 또는 인공위성이나 우주탐사선에 탑재된 원격탐사장비를 이용하여 

행성， 소행성， 위성， 혜성등 태양계 구성원의 표연 구성물질의 화학조성， 지질구조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지질/지구화학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시료를 실험실에서 직접 분석하여 연구하는 우주화학적 방법이 

다. 우주화학연구의 경우에는 따라서 시료 확보가 선결 과제인데， 현재까지는 소행 

성 기원의 운석(일부는 달과 화성 기원)과 아폴로 탐사를 통하여 달에서 직접 채취 

한 월석 시료가 확보 가능한 시료의 전부였다. 현재까지 수집된 운석은 전 세계적 

으로 약 2만점 정도로서 화학적， 물리적， 지질학적 조성 에서 다양한 종류를 보이고 

있으나 운석은 수동적으로 채취한 지구 밖의 시료임을 감안할 때 태양계를 이해하 

고 연구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시료 확보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최근 미국 NASA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태양계 탐사계획은 표 1-1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지구외 태양계 물질에 대한 능동적인 시료수집으로서 태양의 항성 

풍 시료， 혜성 시료， 소행성 시료， 화성 시료를 직접 지구로 가져오는 계획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이들 시료에 대한 분석 연구는 아폴로 탐사 이후 태양계 및 우주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므로 국내에서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아폴로 탐사선이 채취 

한 월석시료 연구에 참여한 국가들은 아폴로 탐사계획 이전부터 이미 운석연구둥을 

통하여 국제적인 인지와 선뢰， 네트워크둥을 구축한 국가들임을 고려할 때， 향후 우 

주개발 시대에 한국이 우주과학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현재 NASA를 중심으로 국제 

적으로 구축된 행성과학 우주화학 연구네트워크에 하루라도 빨리 국내연구팀을 구 

성하여 참여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었다. 

표 1-1. NASA의 태양계 시료 채취계획 

탐사 계획 명칭 대상 시료 시료 귀환 시기 주관 기관 훌퍼|이지 

Genesis 태양 항성풍 2004 NASA/ JPL www.geneslsmlsslon.org 

Stardust 혜성 2006 NASA/ JPL stardust.jpl .nasa .gov 

빼Jses-C 소행성 2006 ISAS (일본) www.muses-c.lsas.ac.JP 

Martian Sample return 화성 암석 2010년대 후반 NASA W'NN .nasa.gov 

1.2 원격탐사 연구분야 

미국과 유럽 연합 동 선진국을 주축으로， 태양계와 우주의 신비를 벗겨내기 위 

해 태양， 행성， 그리고 수많은 위성들에 대한 우주 탐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1970년대부터 우주 탐사선을 이용한 과학적 자료가 방대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또한 현재도 여러 가지 태양계 탐사 계획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우주 탐사의 주된 과학 탑재물은 원격탐사 센서들이다.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 

선， 마이크로파 둥 다양한 전자기파 대역을 이용한 원격탐사 영상을 통하여 행성의 

지형， 지질， 진화에 대한 정밀한 해석이 가능해 졌다. 이러한 고해상도 원격탐사 기 

술의 발달로， 과거 지상 망원경을 이용한 천문학의 한 분야였던 행성학이 지질학의 

영역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으며， 행성 지질학 (planetary geology)라는 학문 분야 

가 출현한 것도 그동안 수많은 행성 탐사에 의한 원격탐사 자료의 축적과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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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다. 

1990년대 초 미 항공우주국 (NASA)에 의해 금성에 보내졌던 마젤란 

(Magellan) 탐사선은 금성 전체에 대한 영상레이더 (SAR) 자료를 3년 동안 구축하 

여 전구에 걸쳐 방대한 자료를 얻었다. 기존의 행성 탐사에서는 목표로 하는 행성 

의 표면 중에서 과학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일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영상화 하는데 

그쳤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행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구 지도화 (Global 

Mapping)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이 있다. 현재 화성 궤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의 Mars Glob머 Surveyor (1996 발사)， Mars Odyssey (2001 1년 발사) , 그리고 유럽 

의 Mars Express (2003년 발사) 등의 원격탐사 센서들은 지구 관측 위성 못지않게 

방대한 양의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의 지질학적인 역사와 진화 과 

정，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물과 생명체를 탐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04년 7월 토성에 도착한 카시니 (Cassini) 탐사선에서 얻어지는 대부분의 과 

학 자료 역시 원격 탐사 영상이 대부분을 이룬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은 이러한 풍 

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앞으로 행성과 태양계의 과학적 비밀을 벗겨낼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시에 우주 개발을 통한 산업 육성， 기술 발전， 우주 개발 선 

점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행성 원격탐사에 의한 방대한 양의 자료는 현재 전 세계 과학 

자들에게 대부분 공개되어 해석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행성의 지형 및 지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영상과 함께 지표의 고도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화성 

은 Mars Glob머 Surveyor에 장착된 레이저 고도계 (Laser Altimeter)를 통한 정밀 

한 고도자료가 존재하며， 유럽의 Mars Express 역시 스테레오 영상을 통해 정밀 

고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은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따 

를 것으로 예상된다. 

두꺼운 대기로 가득 차 있는 금성의 경우 마젤란 탐사선의 레이더 고도계 

CRadar Altimeted를 이용한 전구의 지형 고도 자료가 존재한다. 그러나 수평 해상 

도가 20 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질학적인 구조를 해석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반면에 영상 레이더의 경우에는 금성 표변의 50 %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 

하여 수평 해상도 75 m , 수직 정확도 수 m의 정밀 고도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스 

테레오 레이더 영상이 얻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자료 처리의 전문성과 복잡성， 

그리고 NASA의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정밀 고도 자료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이 때문에 금성의 지질 및 지체 구조를 연구하는 전 세계 과학자들도 자료 

에의 해석이 용의하지 않으며， 검증되지 않은 고조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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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화성과 금성에서와 같은 방대한 양의 행성 원격탐사 자료로부터 정밀 

고도 자료를 추출해 내고 이를 전 세계 과학계에 제공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사회 

적으로 볼 때 매우 뭇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해상도의 고도자료 및 영 

상 자료를 이용하여 행성의 지질， 지체구조 및 진화 단계를 해석하는 연구에 얼마 

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성의 생성과 진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지구의 

판구조론 및 지체 구조와 연결하여 우주와 태양계의 신비를 밝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열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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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분석 

2.1 우주화학 및 운석 연구분야 

미국의 항공우주국 (NASA)는 행성과학이 규명해야 할 7대 과제를 설정하고 

(표 2- 1), 이를 위한 행성 원격탐사와 외계물질의 우주화학적 연구를 선도하고 있 

다. 최근에는 유럽의 ESA 및 일본의 ]AXA 행성과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화성 

탐사， 소행성 시료 채취 등 독자적인 여러 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다.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NASA에서 설정한 7대 과제는 일견 천문학적 또는 생명과학분야에서 

해결해야할 질문들로 보이지만， 해결 방법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이 행성 

과학 특히 운석 둥 고체 시료에 대한 지질학적/지구화학적/우주화학적 방법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점에 접근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운석 연구나 앞으로 진행될 태양계 고체 시료 채취 계획 (표 1 -1)이 매우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태양계， 행성지질， 운석학， 우주화학에 관련된 최근의 연구동향을 가장 잘 반영 

하고 있는 학술대회로는 매년 3월 미국 Houston 우주센터 내에 열리는 국제 학술 

대회인 ‘달 및 행성과학 컨퍼런스 (Lunar and Planetary Science Conference)’를 들 

수 있다. ‘달 및 행성과학연구소 (LPI: Lunar and Planetary Institute)’에서 주관하 

며 올해로 36회를 맞이하는 이 국제학술대회는 아폴로 11호가 가져온 월석에 대한 

첫 연구를 발표하는 장으로 개최된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규모가 커져 지금은 세계 

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행성지질에 관련된 학술대회이다. 표 2-2는 2005년 3월에 

열리는 달 및 행성과학 컨퍼런스의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발표될 연구 논문들의 주 

제는 크게， 

(1) 원격탐사와 행성탐사 우주선을 이용한 태양계 행성， 소행성， 혜성 연구 

(2) 미분화운석의 암석학적， 광물학적 연구 동위원소 연구와 이로부터 추정되 

는 초기 태양계에 대한 연구 

(3) 분화운석 연구와 이로부터 추정되는 소행성 및 행성의 진화에 대한 연구 

(4) 태양계의 산소동위원소 연구 

(5) 선태양계 광물 연구와 이로부터 추정되는 항성의 진화에 대한 연구 

(6) 화성 및 타 행성계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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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석 및 달 운석 연구와 이로부터 추정되는 달의 진화에 대한 연구 

(8) 지구상에 존재하는 충돌구와 충돌의 영향에 대한 연구 

(9) 지구근접 소행성에 대한 연구 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구시료와는 달리 매우 소량의 시료를 대상으로 하는 운석연구의 특성상， 그 

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태양계 시료 분석이 극소량의 시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우주화학 분야에서 미세분석기법을 이용한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연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운석 연구팀은 미국의 UCLA, UCSD, 

Caltech, Arizona State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등을 포함 

한 다수의 연구팀과 일본의 동경공업대학교， 동경대학교， 일본국립지질조사소， 프랑 

스의 CRPG- CNRS Nancy , 영국의 University of Edinburgh, Manchester 

University 그룹 등이 있다.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시료의 생성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선태양계 광물 연구 

(2) 태양계 성운에서 생성된 콘드룰 (chondrules) 및 고온포획물 (refractory 

inclusions) 연 구 

(3) 소행성 및 행성에서 지질활동에 의해 이차적으로 생성된 광불과 암석에 대 

한 연구 

한편， 분석 대상 원소 또는 동위원소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안정동위원소 

(2) 단반감기 동위원소(26Al ， ~e 등) 

(3) 미량원소 및 희토류원소등 

운석 연구 및 우주화학은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연구 분야이다. 한국 과학자들 

이 미국 등 외국 연구기관에서 연구할 당시 발표한 연구 논문들은 다수 있으나， 국 

내에서 연구한 결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최근 일부 논문들이 국내 및 국제 학술지 

에 게재되고 있다. 국내 지구과학 분야에서 미세분석기법의 경우， EPMA를 이용한 

주성분원소 및 부성분원소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미세규모에서의 미량원소나 동위원소 분포에 대한 연구는 태동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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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미항공우주국에서 제시한 행성과학의 7대 해결과제 

해결되어야 할 과제 해결 방법 예시 

• 미분화운석에 대한 화학분석 및 동위원소분석 자료는 우주의 화학 

1.우주는 어떻게 탄생| 적 진화 경로에 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하였으며， 앞으로 어 1 - 행성물질의 악티늄 계열원소의 함량에 대한 연구는 우주에서 

떻게 될 것인가? r-process 행융합과정이 일어나는 속도를 알게해주며 결국 은하계 
의 나이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 항성의 진화에 대한 천체울리학적 모델은 미분화운석에 소량 포함 

2. 은하계 항성 그리 
1-

고 행성계는 어떻게 

된 항성 기원의 선태양계 광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증 가능하다. 

혜성에서 유래한 행성간 물질에 대한 연구는 태양계에서 형성된 물 

질과 선태앙계 기원물질 사이의 비와 초기 태양계의 휘발성 물질과 

유기물의 성질을 알게 해준다. 운석 내 고온포획물은 태앙계 초기에 

어떻게 고체물질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 

형성되었으며 또 어 

떻게 진화하고 있는 

가? 

3. 극단적인 환경에서 

는 어떠한 물리적 과 

정들이 일어나는가? 

4. 어떻게 그리고 어 

디서 생명은 시작되 

었는가? 

• 행성의 집적과 분화 시기와 기작은 월석과 운석에 대한 연구를 통 

해 추정 가능하다. 

• 행성과 소행성의 심부에서 일어나는 용융과 재결정작용은 분화된 

운석 연구와 고온，고압하에서 실시되는 실힘을 통해 알 수 있다. 

1- 초신성의 폭발 과정은 운석에 포함된 초신성 기원의 선태앙계 광물 

에 기록되어 있다 

• 아직 논쟁이 진행 중에 있지만 화성에서 유래한 운석에서 발견된 

생명체의 혼적으로 보여지는 증거들은 분명이 화성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이루어진 화성 생명체 탐 

사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 유기물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초창기 짧은 기간 동안에는 액체 

상태의 물을 함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규모에서 유래한 

운석에서 생명체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체의 

탄생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과정이 아님을 보여준다 . 

• 생명체의 기본 재료가 되는 유기물의 생성과 진화는 운석에서 추출 

5 생명체의 진화는 | 한 유기물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행성의 진화와 우주 1 - 화성에서 유래한 운석에 포함된 물의 할량 및 동위원소 조성은 과 

적 현상 등과 어떠한 | 거 화성의 기후와 표면 조건 등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 또한 대규 

관련이 있는가? 모 소행성 등의 충돌과 이로 인한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는 지구의 

충돌구 암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6. 태앙은 어떻게 또 
1- 태양의 역사는 달이나 대기가 없는 다른 행성의 표토층에 주입된 

왜 변화하고 있으며 | 
| 태앙 입자의 동위원소 조성에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지구형 행성의 

이는 지구와 다른 행 

성계에 어떤 영항을 

주고 있는가? 

대기 진화 모델은 달의 토양에서 채취한 태앙입자 연구에 크게 의 

존하고 있다. 

• 다른 행성계에 기지를 세우기 전 표층물질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7. 인류는 다른 행성 | 필요하다. 

계로 이주 가능한가? 1- 지구에서 인류가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구근접 소행성의 충돌 

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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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 제 36회 달 및 행성과학 컨퍼 런스 (36th LPSC) 프로그램 (2005년 3월) 

Monday Morning , 8:30 a.m. 

Salon A Astrobiology 1: Mars, Methane, Minerals , and Missions 

Salon B Mars Express and HRSC 1 

Salon C Mars: Interior Processes 

Marina Plaza Ballroom Presolar Grains 

Monday Afternoon , 2: 15 p.m . 

Salon A T errestrial Planet Formation 

Salon B SPECIAL SESSION: Genesis: What We Know, Where We 

Stand , and the Future 

Salon C Mars Tectonism and Magnetism 

Tuesday Morning , 8:30 a.m. 

Salon A Martian Impacts : Primary and Secondary 

Salon B SPECIAL SESSION : OMEGA@Mars : New Insights Into Surface 

Composition 

Salon C Astrobiology 11: Microbes, Missions , and Early Terrestrial Li fe 

Marina Plaza Ballroom Interplanetary Dust 

Tuesday Afternoon , 1 :30 p.m. 

Salon A Impacts: Ejecta Effects 

3: 15 p.m. Venus 

Salon B SPECIAL SESSION : Mars Polar Atmosphere Surface 

Interactions 

Salon C Nakhlites and Chassignites : New Arrivals and Familiar Friends 

Marina Plaza Ballroom Mars Potpourri : Wet and Dry , Sandy and Dusty 

Tuesday Evening , 7:00 - 9:30 p.m. Fitness Center Poster Session 1 

Presolar Grains 

Micrometeorites and Interplanetary Dust 

Stardust Mission: Aerogel Extraction and Instrumentation 

Genesis : Field Recovery , Status of Select Materials , Analytical Methods 

Mercury 

Lunar Meteorites 

Lunar Mission: Past. Present. Future 

Martian Meteorites: Magmatic Processes 

Nakhlites and Chassignites: New Arrivals and Familiar Friends 

Martian Meteorites: ALH 84001 

Martian Meteorites: Shocking 

Q 
u 



Achondrites 

Iron and Stony-Iron Meteorites 

Refractory Inclusions 

Impact Modeling 

Impact Experiments 

Martian Impacts 

OMEGA@Mars: New Insights Into Surface Composition 

Mars Express and HRSC 11 

Mars Polar Atmosphere Surface Interactions 

Mars Geophysics 

Mars Tectonics 

Mars Volcanism 

Mars Cratering and Analogs 

Dry (7) Mars: Aeolian Processes. Mass Wasting . and Rocks 

Mars Ice: Landforms and Processes 

Mars Potpourri 

Mars: Instruments and Data Interpretation Techniques 

Instruments 11: Gamma-Ray Through Visible and Fancy Lasers 

Venus 

Astrobiology 

Education and Public Outreach: K-1 2 Programs.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Informal Education 

Education and Public Outreach: Visualization and Data Integration 

Wednesday Morning. 8:30 a.m. 

Salon A Asteroid Spectroscopy and Mineralogy 

Salon B MER Results 1 

Salon C Mars Volcanism and Tectonism 

Marina Plaza Ballroom Chondrules and Chondrites 

Wednesday Afternoon. 1 :30 p.m. 

Salon A Lunar Basalts : A Heap O'KREEP 

Salon B SPECIAL SESSION : Cassini at Saturn 1: Huygens Probe and 

Titan Results 

Salon C Chondrites 

Marina Plaza Ballroom MER Results 11 

Wednesday Evening. 5: 15 - 6:30 p.m. 

Marina Plaza Ballroom Targeting Sites for Observation by the Mars 

Reconnaissance Orbiter. Part 1: Capabilities and Plans for 

Q 
]



Community Input 

Thursday Morning , 8:30 a.m. 

Salon A Small Bodies: Bumping , Spinning , and Shaking 

10:45 a.m. Impacts : Shock Effects 

Salon B SPECIAL SESSION: Cassini at Saturn 11: Orbiter and Titan 

Results 

Salon C Lunar Highlands: Impacts and Isotopes 

Marina Plaza Ballroom Refractory Inclusions 

Thursday Afternoon , 1 :30 p.m . 

Salon A Impacts: Shocks , Structures, and Models 

Salon B SPECIAL SESSION: Cassini at Saturn 111 : Titan Surface, Rings , 

and Icy Satellites 

Salon C Oxygen in the Solar System 

Marina Plaza Ballroom Martian Fluvial Landforms and Processes 

Thursday Evening , 7:00 - 9:30 p.m . Fitness Center Poster Session 11 

Lunar Potpourri 

Lunar Impacts 

Lunar Regolith : Measurements, Experiments , and Calculations 

Lunar Surface Remote Sensing 

Lunar Geophysics 

Lunar Isotopes 

Impacts and Their Effects on Earth and Above 

MER and MOC Results 

Mars Geochemistry 

Wet Mars : Oceans , Gullies , and More 

Mars Global Units and Composition 

Mars Infrared Spectroscopy 

Mars Climate/ Atmosphere 

Mars : Marscellaneous 

Instruments 1: Rovers , Robotics , IR , and More 

Exploration : The Future 

Meteorite Characterization Techniques 

Enstatite Chondrites 

Organics in Meteorites 

Carbonaceous Chondrites 

Ordinary Chondrites 

Oxygen in the Sol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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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Solar System Processes and Planet Formations 

Asteroids , Comets , and Small Bodies 

Cassini at Saturn: Titan , Saturn , Rings , Icy Satellites 

Outer Solar System 

Friday Morning , 8:30 a.m. 

Salon A Europa (and Triton) 

Salon B Mars: From Hydrogen to Ice and Implications for Climate 

Change 

Salon C Differentiated Meteorites 

Marina Plaza Ballroom Early Solar System Evolution 

Friday Afternoon , 1 :30 p.m. 

Salon A Galilean Satellites 

Salon B Mars Geochemistry and Weathering 

Salon C Remote Sensing , Mare Basalts , and Lunar Resource Deposits 

Marina Plaza Ballroom Chronology of a Protoplanetary Disk 

2.2 원격탐사 연구분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태양과 행성의 진화 및 영향력 관계， 

수성의 형성과 진화， 금성의 지형， 지질 및 판구조 운동， 지구와 행성들과의 유사 

성， 차별성연구， 화성에서의 물과 생명체 존재 여부， 목성과 토성， 그리고 수많은 달 

들의 기원 및 물과 생명체 존재 탐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우주 탐 

사 프로그램의 직간접적인 참여는 고사하고 전 세계 과학계에 공개되어 있는 방대 

한 양의 자료를 해석하려는 노력이나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개별 

적인 연구 목적에 따른 제한적인 영상 취득과 현재 진행 중인 우주 임무이기 때문 

에，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연구의 선 

점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진 

국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가능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금성이나 화성에서의 방대한 자료를 재처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는 자유로이 참여할 기회가 많으며， 이를 통하여 선진국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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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의 영상레이더에서 얻어진 자료에서 스테레오 기법을 이용하여 정밀 고도 

를 추출하는 기법의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기술적인 완성도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금성 표면의 약 23 % 정도는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정밀 고도를 추출할 수 

있는 단일방향의 스테레오 레이더 영상이 얻어져 있으나， 이보다 처리 과정이 까다 

롭지만 더 정밀한 고도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양방향 스테레오 영상을 처리하면 금 

성 표면적의 50 %에 달하는 정밀 고도를 계산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방향 

스테레오 레이더 영상에 대한 처리 기술을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일차 목표로 할 것이다. 그 결과로 금성 표변에 대한 방대한 정밀 고도 자료를 구 

축하여， 금성의 지질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 

금까지는 지역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금성의 지형 해석과 지각 구조의 양상， 그리고 

그 진화과정을 해석하는데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화성은 금성에 비하여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각종 광학 원격탐사 센서와 

레이저 고도계에 의한 정밀 지형도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금성보다 높다. 그러 

나 금성에 비하여 화성 전체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시기적으로 비교적 근래에 시작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기초 자료가 전 세계적으로 유용한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몇 년이 지나면 고품위의 자료가 공개될 전망이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성지질에 대한 연구가 지금부터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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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연구개발 3. 

연구개발목표 3.1 최종 

반
 
구
 

기
 
체
 

지
 

구
 

여
U
 
미1

→
1
 

학
 
축
 

협
 
구
 

료
 

자
 

및
 

표
 

운석 국내에 세계적 수준의 

이용한 금성과 화성의 정밀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개발 목표는 

원격탐사 자료를 

있다. 이를 

최종적인 

구축과 행성 

조 규명에 

확보 및 

포함하여 연구시설의 확보 

수준의 공동연구에 참여할 연구경험 축적 등이 필요하다. 

(1) 연구인력의 

(2) 분석기기를 

(3) 세계적 

3.2 단계별 연구개발목표 

연구분야 운석 가. 우주화학 및 

연구 기반형생 1단계 (2005년 2007년): 세계적 연구수행을 위한 국내 

및 연구과제 수행 

우주화학 연구과제 

(1) 국내 연구팀 구성 

한국내 행성 및 전문가 수행을 위한 출연연， 대학， 산업계의 

및 연구그룹이 참여하는 국내 연구단 구성 

- 1단계 연구 착수 

(2) 국제 연구 네트워크 구축 

- LPSC 및 운석학회 참석 
- 일본 NIPR(국립 극지연구소)과의 공동연구 및 시료 협력추진 

및 발표 

2단계 (2008년 - 2010년): 쩌계적 연구그룹으로 도약 

트-λ4 -, ci 

연구와 이를 

(1) 미분화운석 중 변성작용을 경험하지 않은 운석에 대한 암석학적 광물학적 

규명 및 이를 통한 태양계 초기 고체 물질의 성질 규명 

(2) 미분화운석 중 변성작용을 경험한 운석에 대한 암석학적 광물학적 

통한 소행성의 변성작용 기작 연구 나아가 소행성 초기의 물리화학적 특성 규명 

(3) 분화운석 연구를 통한 소행성 및 행성의 진화과정 규명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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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석의 산소동위원소 연구를 통한 태양계의 산소동위원소 분포 규명 및 이를 

통한 산소동위원소 불균질성 원인 규명 

(5) 소행성 시료 확보를 위한 일본 연구팀과의 공동연구 추진 

(6) 혜성 시료 확보를 위한 미국 연구팀과의 공동연구 추진 

3탄계 (2011년 -2013년): 우주화학분야의 세계적 연구리더 

(1) 소행성 및 혜성 시료의 확보 

(2) 소행성 시료 연구를 통한 소행성 구성물질의 성질 규명 

(3) 혜성 시료 연구를 통한 태양계 저온물질의 성질 규명 및 유기물 연구 

(4) 선태양계 광물 연구를 통한 항성과 우주의 진화 과정 규명 

나. 우주화학 및 운석 연구분야 

1단계 (2005년 - 2007년) 

(1) 행성 원격탐사 영상 자료 처리 기법 개발 

(2) 행성 레이더 및 광학 측량 기법 향상 연구 

2단계 (2008년 2010년 ) 

(1) 행성 영상 자료를 이용한 지형 분석 및 지체 구조 분석 기법 개발 

(2) 화성 및 금성의 지형 지체구조 해석 기법 개발 

3단계 (2011년 -2013년) 

(1) 화성 및 금성의 지형 지체구조 자료 구축 

(2) 해석 자료 공개 및 공공 웹 서비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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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내용 및 범위 

4.1 우주화학 및 운석 연구분야 

1단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내용 및 범위는 세계적 연구그룹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중 국내에서 추진 가능한 다음의 4개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향후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경험을 축적한 후 소행성， 혜성 등 고체 태양계 시료 연구로 

연구범위를 확대한다. 

(1) 미분화운석 및 분화운석의 암석/광물학적 연구 

(2) 안정동위원소 (수소， 탄소， 질소， 산소등) 연구 

(3) 불활성 기체의 동위원소 조성 및 연대측정연구 

(4) 미량원소 및 희토류 원소 조성 연구 

가. 미분화운석 및 분화운석의 암석/광물학적 연구 

운석은 암석/광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표4-1과 같이 여러 그룹으로 나뉘 

며 암석/광물학적 연구결과는 운석의 주요 성분 및 기체의 동위원소， 연대측정 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 4- 1. 운석의 종류 

서 :;>;:1 
-， ë르 Carbonaceous CI , CM , CQ, CV 

Ordinary H, L, LL 

Enstitite H, L 

others 

Achondrites Eucrites 

Howardites 

Chondrites 

Diogenites 

Ureilites 

Aubrites 

SNC(Shergottites , Nakhlites ,Chassignites) 

Acapulcoites 

R 
J 

-



철 

Lodranites 

others 

Mesosiderites 

Pallasites 

IAB, IC 

IIAB, IIC, 110 , IIE, IIF 

IIIAB, IIICO, IIIE, IIIF 

IVA, IVB 

others 

석-철 

연구내용 

(1) 두원 운석에 암석/광물학적 연구 및 다른 ordinary chondrite와 비교 

(2) 미분화 및 분화운석에 대한 암석/광물학적 연구 

나. 안정동위원소 연구 

수소， 탄소， 질소， 산소등은 아래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양계내 가장 많 

이 존재하는 원소이며 운석중 주요 광물의 구성원소이다. 여러 다른 운석중에서 나 

타나는 산소의 안정동위원소(그림 1) 는 태양계 생성 초기의 시간적， 공간적 불균질 

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운석의 그룹을 결정짓는 정보로도 사용되고 있다. 

표 4-2. 주요 태양계 구성원소 (Anders and Grevesse, 1988) 

element abundance* 

1H 2. 79x1 010 

2He 2.72x109 

6C 1.01x107 

7N 3.13x106 

80 2.38x107 

lONe 3.44x 106 

14Si 1.00x106 

17CI 5.24x103 

g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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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Ar 

36Kr 

54Xe 

1.01 x1 05 

45 

4.7 

그림 4-1. 운석 의 산소 동위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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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1) 두원 운석 의 산소동위 원소 및 다른 ordinary chondrite와 비 교 

(2) 미분화 및 분화운석에 대한 산소 및 질소동위원소 연구 

(3) 미분화 운석 및 선태양광물에 대한 탄소동위원소연구 

다. 불활성 가체의 동위원소 조성 및 연대측정 연구 

운석중의 불활성 기체의 동위원소연구는 불활성 기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태양 

계 생성이후의 행성진화과정과 태양계 생성초기의 원소나 동위원소의 조성을 역으 

로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래 표 4-3는 불활성기체의 안정동 

위원소와 태양(풍)및 지구대기중의 동위원소 비율을 나타낸것으로서 태양과 지구 

대기는 물론， 운석에서도 종류별로 다른 동위원소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4- 3). 

표 4- 3. 불활성기체 안정통위원소의 태양(풍)과 지구대기중 비율 

원소 동위원소 질량 Sun sw Earth atmos‘ 

He 3,4 3He/4He( x 1 0-4) 4.0 >0.5 

Ne 20 ,21,22 20Ne/22Ne 13.7 9.80 
21Ne/22Ne 0.033 0.029 

Ar 36 ,38,40 40Ar/ 36Ar <0.1 295.5 
3BAr/36Ar 0.170 0.187 

Kr 78 ,80 ,82 ,83 ,84,86 

Xe 124,126,128,129,130 129Xe /132Xe 1.046 0.983 

131 ,132,134,136 136Xe/32Xe 0.296 0.330 

일례로， 가장 무거운 불활성 기체인 Xe은 9개의 안정한 동위원소를 갖고 있으 

Q 
u 

-



며 각기 다른 운석들은 행성진화 과정중의 열변형으로 기체성분 유실과정을 통하여 

혹은 재포집둥으로 다른 동위원소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기체의 재포집중， 태양계생 

성 초창기에 존재하였던 반감기가 짧은 방사능 원소 l~(반감기 1700만년)는 1잃Xe 

으로 붕괴하므로 서로 연관성이 있는 운석들의 129Xel32Xe비율은 운석내 기체 재포 

집의 상대적인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상대적 연대측정이 가능하다. 

연구내용 

(1) 두원 운석의 Ar연대 및 우주기원연대 

(2) 두원 운석의 Xe동위원소연구 ordinary chondrite 기체 성분 및 운반체 규명 

(3) Acapu1coite와 Lodranite의 Xe동위원소 추적 및 I-Xe 연대측정법 연구 

(불활성 기 체 carner 및 포집 과정 modelling) 

(4) 화성기원 운석의 Ar, Xe동위원소 및 원소비율 측정연구 

라. 미량원소 및 희토류 원소 조성 연구 

운석내 희토류원소 존재도는 지구구성물질의 표준자료로 이용되는 기본값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 값은 지난 40여년간 모든 지구 및 암석 그리고 해수의 근원을 

밝히는데 사용되어져 왔다. 운석내 희토류원소의 분석은 ICP-MS와 열이온화 질량 

분석기로 측정할 수가 있으며， 현재 지질자원연구원에는 이 장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이중 동위원소 희석법을 이용한 희토류원소의 정량분석은 ppb 수준에서도 

1-3%의 오차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 (그림 4- 2 참조) 

연구내용 

(1) 두원 운석의 희토류원소 존재도 및 Sm-Nd, Rb-Sr 연대측정 

(2) Leedey 운석 (두원운석과 2일간의 차이를 두고 미국 오크라호마에 떨어진 운석 

이며， 이 Leedey 운석의 희토류원소 함량은 지난 40여년간 지구구성물질의 진화， 

분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표준값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졌음)의 Sm-Nd, 

Rb- Sr 동위원소 연대 및 희토류원소 존재도 규명 

(3) Re-Os법에 의한 연대측정법 연구 

(4) 화성기원 운석의 방사성 동위원소 및 원소비율 측정연구 

Q 
) 

1 



그림 4-2. ICP-MSC유도 플라즈마 질량분석기)와 동위원소희석법에 의한 열이온화 질량분석 

기로 측정한 화강암 표준시료의 희토류원소 존재도. 동위원소희석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석 

은 1% 전후의 오차를 갖는 매우 정확한 자료를 얻어낼 수가 있으며， 이 같은 수준의 분석 

자료를 얻어낼 수 있는 실험실은 국내의 경우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유일한 존재이고， 

세계적으로도 10개 기관이내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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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1때 

훌 
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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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GSJ 
되 KIGAM 

La Ce PrN이:JrT6mEuGdTb DyHo ErTmYb Lu 
Rare Earth Elements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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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되 0.01 gram(1st) 
X: 0.03 gram(2nd) 
@ 0.03 gram(3rd) 
임 Average 

La Ce PrN<PrT6mEuGdTb DyHo ErTmYb Lu 
Rare Earth Elements 

4.2 원격탐사 연구분야 

단계 중점 연구개발 내용 주요결과/성과품 

1 O 금성과 화성의 원격탐사 자료 확보， 처리 및 분석 
O 표로그램， 논문 

단계 O 레이더I 광학 스테레오 고도추출 기법 향상 연구 

2 O 정밀 고도자료 추출 및 축적 
O 자료I 논문 

단계 O 행성 지질， 지체구조 및 진화 연구 

3 O 금성의 지형 및 지체구조 자료 구축 O 데 이 터 베 이 스， 
단계 O 자료 공개 및 공공서비스 방안 연구 웹서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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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계 다l 

^ 추진전략 연구개발 5. 

있도 구축할 수 독자적인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연구진과 연구시설을 

록 추진하되 (그림 5-1), 후발 주자인 공동연구， 외국 시설 

할 것이다. 

외국과의 

단축하도록 

점을 감안하여 

도달할 수 있는 시기를 의 활용 등을 통해 연구목표에 

태양과 행성의 진화 및 영향력 관계 

지구와 행성들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 

행성의 내부구조，구성물질， 지형， 지질， 판구조 운동 

우주화학분야 (당 연구원， 서울대， 띤세대) 원걱탐사분야 (당 연구윈， 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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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삭: 가존 시 료， 국외 전운기관애 공모， 업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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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 추진전략도 



5.1 우주화학 및 운석 연구분야 

가. 시료의 확보 

(1) 운석 시료 

먼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두원운석과 서울대학교 운석연구 

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30 종의 운석을 (그림 5-2) 포함하여 이미 확보된 시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추가로 펼요한 운석은 구매하거나 외국의 타연구 기관 (미 

국 NASA, 일본 극지연구소 둥)에서 대여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운석연구실에 확보되어 있는 운석의 종류에는 H, L , LL 둥 

ordinary chondrites 약 10 여종， CV, CO, CM 둥 carbonaceous chondrites 5종， 분 

화운석 3종， 철운석 및 pallasite 5종 둥이 었다. 앞으로 확보되어야 할 대표적 운석 

시료로는 주로 type-3 chondrites와 분화운석 그리고 화성운석 둥이 있다. 

그림 5-2. 대표적인 운석 시료 

두원운석 (OC,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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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분화운석 (carbonaceous chondrite) 

콘드라이트 단면 

도코E 흔응 
'-- -'i::::::! 

M 

ω
 



철운석 단면 

석철운석 단면 

화성 운석 (ALH없()()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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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운석 단면(ZagamD 

(2) 소행성 시료의 확보 

소행성 시료 (그림 5-3) 연구에 주관 기관 중 하나인 일본 Okayama 대학교 

측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소행성 시료의 일부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시료 분배가 다소 배타적이므로 독자적인 연구보다는 공동연구를 통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3. 대표적인 소행성 시료 

소행성 (Ida) 

(3) 혜성 시료의 확보 

소 행 성 (Gaspra) 

미국 NASA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계 시료 채취 계획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π
 ω 



인 공동연구와 시료 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연구 인프라가 갖추어 

지게 되면 시료의 일부를 연구용으로 할당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성의 대표적인 

사진과 모식도는 그림 5-4와 같다. 

그림 5-4. 대표적인 해성과 모식도 

Sun C홉 

해일-밥 혜성 혜성모식도 

나. 분석기기와 시절 

연구에 펼요한 분석기기 및 시설의 일부는 이미 국내에 갖추어졌거나 앞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사전자현미경， 전자현 

미분석기， 열이온화질량분석기，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퉁이 포함되며， 이차 

이온질량분석기나 레이저을 이용한 안정동위원소분석 장비와 같이 국내에 장비가 

없거나 장비가 있더라도 분석 기법이 아직 본 연구에 적합한 정도로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외국의 기기 및 시설을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 

우 국내 시설 및 기법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5.2 원격탐사 연구분야 

강원대학교 대학교 지구물리학과 이훈열 교수 연구실과 공동으로 추진하며， 업 

무 분장 내역은 아래와 같다. 

O 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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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원격탐사 자료 및 처리 소프트혜어 확보 및 구현 

- 행성 원격탐사 자료처리 기법 연구 및 영상 도출 

- NASA와의 향후 협 력 방안 추진 

O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정밀 고도자료 양산 

- 행성의 지질 및 지체구조의 지질학적인 해석 

- 해석 자료의 공개 및 웹서비스 구현 및 운영 

낀
 



6.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6-1 기대성과 

O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 행성과학의 연구기반 구축 

- 극미량 미소분석기술 향상 

- 행성 SAR 영상 자료의 처리 기법 확보 

- 고해상도 행성 지형 및 고도 추출 기법 

- 행성에 대한 공간적 자료 구축으로 후속 연구에 기여 

O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행성과학의 연구로 국가의 위상 제고 

우주 관련 산업의 기초자료 제공 

- 공개 자료로 인한 우주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O 정부 정책 동 반영 
- 우주 개발에 대한 국가적 참여 유도 

6-2 활용방안 

o 21세기의 국가안보와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항공우주기술 개발의 기반자료로 활 
용됨 

a 



7. 소요얘산 

가. 총 연구버의 규모 

口 훌 연구비 : 42.5억원 (9넌간) 

(단위 : 억원) 

단 계 총연구비 정 부 산업체 비고 

2005년 2.5 2.5 -

1단계 2006년 4.0 4.0 

20()'71년 4.5 4.5 

200엉년 4.0 4.0 

2단계 2009년 4.5 4.5 -

때10년 5.0 
정부지원 

5.0 

2011년 6.5 6.5 

3단계 2012년 6.5 6.5 

2013년 5.0 5.0 

계 42.5 42.5 -

냐. 세부과째별 소요연구비 제시 

(단위 : 억원) 

1단계 2단계 3단계 
단 계 계 

2005 2006 2fXY7 20C엉 2009 2010 2ill1 2012 20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5 4.0 4.5 4.0 4.5 5.0 6.5 6.5 5.0 42.5 

계 2.5 4.0 4.5 4.0 4.5 5.0 6.5 6.5 5.0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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