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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이미 1920년대에 민영 방송사인 ‘라디오 룩셈부르크’를

필자는 2018년 4월 룩셈부르크 벨발에서 열린 ‘2018 소

개국해 영국 BBC와 치열한 채널 경쟁을 벌였다. 그러다

행성 과학연구와 우주채굴 공학의 교집합(ASIME 2018:

RTL(Radio Television Luxembourg)로 개편해 유럽 각

Asteroid Science Intersections with In-Space Mine

지에 68개 TV 방송과 31개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Engineering 2018)’이라는 워크숍에 참석했다. 2016년

KBS가 지상파 채널 3개, 라디오 채널 7개를 운영하는 것과

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룩셈부르크대학과 국립연구재단,

대비된다. 방송사업에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룩셈부르

유로플래닛(Europlanet),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원, 경제부

크는 1986년 SES(Société Européenne des Satellites)를

(Ministry of the Economy) 등이 후원했다. 룩셈부르크

설립, 70개가 넘는 통신위성을 띄워 위성방송을 유럽 전역

경제부는 경제와 산업, 중소기업은 물론 연구 혁신, 지적재

에 공급한다(한국은 총 5기의 통신위성을 전용 또는 겸용

산, 에너지, 우주, 해양, 항법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으로 쓴다). 게다가 룩셈부르크는 금융 강국이다. 영국 런던

추진하고 있다. 해외 소행성 연구자들과 함께 플래니터리

과 스위스 취리히 다음인 유럽 3위의 금융 도시로, 룩셈부

리소시스(Planetary Resources, Inc.), 딥스페이스 인더스

르크는 유럽연합(EU) 중앙은행인 유럽투자은행(European

트리스(Deep Space Industries), 아이스페이스(ispace),

Investment Bank) 본부를 유치했다. 그리고 EU 창설을 제

트랜스 아스트라(TransAstra)와 같은 업체들이 만났다. 이

안한 6개국(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

중 플래니터리 리소시스, 딥스페이스 인더스트리스는 일찌

크, 구 서독) 중 하나로, 이들을 ‘이너 식스(Inner six)’라 부

감치 우주 채굴의 잠재적 가치를 깨달아 사업에 착수했지

른다.

만, 이후에 다른 곳에 인수·합병되는 비운을 겪었다. 독특한

ASIME 2018 개막 연설에서 당시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사업 목표로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음에도, 현실

경제부 장관이던 에티엔 슈나이더는 정부가 ‘우주 자원 계

은 그렇지 못했다. 달이나 소행성과 같은 천체에서 자원을

획(Space Resources Initiative)’을 세워 추진하게 된 배경

채굴해 지구 밖에서 소비하는 ‘우주-우주경제(space-to-

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가 우주와 우주 자원 활용에

space economy)’는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 인류는 그 기

있다고 판단해 이를 경제 전략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과

술을 손에 넣지 못했으며 이를 통제할 규범도, 산업 생태계

거 철강산업과 방송, 통신, 금융을 아우르는 성공 신화를 경

도 갖춰지지 않았다. 가까운 미래에 소행성 자원이 채광, 유

험한 그들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택했다. 룩셈부르크대

통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시장은 형성되

학의 이사장은 자국의 연구 커뮤니티가 민간과의 협력을

지 않았고, 투입비용은 정당화되지 못했으며, 투자는 위축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투자자들과 (그들이 투자하지

됐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두 업체에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

않았더라면)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일들을 실현하고 있다

지 못했다.

고 말했다.

전략

태초

그런데도 룩셈부르크 정부가 국비를 투입하는 이유는 무

소행성에 어떤 자원이 있기에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는

엇일까? 이 나라 국토는 한반도의 1/85, 인구는 63만 명으

것일까? 이에 답하려면 물질과 원소의 기원을 이해하고 있

로 안산시 시민보다 2만 명이 적다. 그러나 1인당 국내총생

어야 한다. 평균적인 성인 신체에는 숫자 7에 0이 27개 붙

산(GDP)은 독일, 프랑스, 벨기에보다 약 두 배 많은 11만 2

은 7,000,000,000,000,000,000,000,000,000개의 원자

천 달러(2020년 기준)로 세계 1, 2위를 다툰다. 그 배경은

가 있다. 그 반 이상은 수소로, 빅뱅 직후 나타났으며, 우주

다음과 같다. 이 나라는 1876년부터 철강산업을 키워 전

는 수소와 헬륨으로 채워졌다. 수소는 압도적으로 많은 별

세계 철 생산 2위인 다국적 기업 아르셀로미탈(Arcelor-

에서 연료로 소비된다. 그러나 지구만 하더라도 수소, 헬륨

Mittal)의 본부가 있으며, 일찌감치 방송사업에 눈을 떠

이 차지하는 양은 1% 미만이다. 우리가 딛고 사는 지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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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극미량이 있다. 실제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

다. 탄소(C), 질소(N)는 그 별들이 백색왜성으로 화려한 최

은 여러 세대에 걸쳐 별에서 태어났다. 이들은 연료를 태워

후를 맞으며 주변 공간에 남긴 고대의 흔적이다. 그런가 하

무거운 원소를 합성하는데, 그 평형이 무너지면 자신을 둘

면 붕소(B)와 베릴륨(Be), 또 리튬(Li)의 동위원소들은 형성

러싼 공간에 모든 것을 내뿜어 장렬하게 생을 마감한다. 이

과정이 전혀 다르다. 우주선(cosmic rays), 즉 고에너지 입

렇게 우주는 크고 작은 별들이 뿜어내는 물질로 점점 풍부

자들은 빛의 속도로 가속, 충돌해 그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

해져 나중에는 90개 넘는 원소들이 출현했다. 이들이 만들

을 합성하기 때문이다.

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자연계에서 원소를 만드는 과정은 모두 여섯 가지로, 빅

우리는 아득한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138억 년 전, 시간

뱅과 우주선, 태양 같은 가벼운 별 내부와 끝으로 백색왜성

과 공간(우주)이 탄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빅뱅). 그리고

이 폭발하는 경우에 관해 살펴봤다. [그림 1]을 보면 태양계

긴긴 시간이 흘러 우주는 차갑게 식어 갔고 중성원자가 태

를 이루는 원소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다. 리튬은 대부

어났다. 이맘때쯤 우주는 개수비로 따졌을 때 92%의 수소

분 가벼운 별들이 죽을 때 나오지만, 초신성 폭발에서 생겼

원자와 8%의 헬륨 원자로 구성됐다. 적은 양이었지만 리튬

거나, 미량은 빅뱅 당시에 합성됐다. 그런가 하면 탄소(C)

(Li)과 베릴륨(Be)도 나타났다. 이후에 별들이 태어나 나이

와 질소(N)는 백색왜성 외에 폭발하는 무거운 별인 초신성

를 먹고 죽기를 되풀이하며 나머지 2%의 원소를 만들어 주

에서도 왔다. 산소(O)에서 알루미늄(Al)까지는 초신성, 실

변 공간에 방출했다. 태양처럼 작고 가벼운 별(왜성)은 그

리콘(Si)에서 아연(Zn)까지는 초신성들과 백색왜성이 방출

안에서 핵융합을 일으켜 중성자를 하나씩 보태면서 무거운

원이지만, 갈륨(Ga)에서 루비듐(Rb)까지는 초신성이 유일

원소들을 합성해 주기율표에서 무거운 원소들을 뱉어 냈

한 공장이다. 그다음 스트론튬(Sr)에서 지르콘(Zr)까지는

[그림 1] 태양계 천체에 분포하는 원소들의 기원을 주기율표로 나타낸 그림

주: 원소별로 빅뱅과 우주선, 중성자별의 충돌, 초신성 폭발, 죽어 가는 왜성, 백색왜성 폭발과 같은 화학 원소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Science alert(This Awesome Periodic Table Shows The Origins of Every Atom in Your Bod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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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별이 죽어 가며 내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극히 일

하나가 터졌다. 이때 발생한 충격파는 피스톤으로 세차게

부는 초신성으로 분출되기도 한다. 나이오븀(Nb)에서 납

밀어붙이는 것처럼 구름 안쪽을 압착시켰다. 그 결과 더 많

(Pb)까지는 충돌하는 중성자별처럼 아주 격렬한 사건을 겪

은 물질이 중심에 떨어졌고 중력은 물질들을 더 끌어당겼

거나, 사멸하는 왜성에서 조용히(!) 새어 나오기도 한다. 테

다. 중심압력이 올라가 위치에너지 일부는 열에너지로 변

크네튬(Tc)은 예외다. [그림 1]에서는 우리가 숨 쉬는 산소

했다. 마침내 중심온도가 임계온도에 도달해 핵융합 반응

(O)와 매일같이 섭취하는 소금에 든 나트륨(Na)도 초신성

이 점화됐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이, 원시태양 주변의 기

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란타넘(La)

체와 티끌은 납작한 원반을 이루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태

에서 루테튬(Lu)까지는 초신성 외에 중성자별의 충돌로 합

양을 공전하는 가스와 티끌은 미행성을 이뤄 충돌과 파괴,

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기율표에서 바로 이 ‘주기’에 해

합체를 반복해 행성으로 성장했다. 행성을 만드는 데 실패

당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희토류(REE: Rare

했지만 천연 그대로 남은 잔해들이 바로 소행성과 혜성이

Earth Elements)이다(그림 2).

다. 한편, 완전히 녹은 지구에는 소행성과 혜성에서 온 무거

잔해

운 성분이 가라앉아 금속 핵이 됐고 가벼운 것은 맨틀, 그
보다 더 가벼운 것은 지각이 됐다. 질량비로 따져 현재 지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다양한 원소들은 어떻게 태양

구는 35%가 철(Fe)이며 내핵과 외핵, 맨틀에는 금속과 희

계에 들어오게 됐을까? 50억 년 전, 우리은하(Milkyway

토류가 넘쳐난다. 까마득한 과거, 팥죽처럼 들끓던 금속과

Galaxy) 외곽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기체와 티끌로 이

광물이 천천히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뤄진 성간구름이 있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초신성
[그림 2] 주요 화학 원소들을 매장량에 따라 구분한 주기율표

주: 초록색은 아직 풍부한 원소를 뜻하고 노란색에서 오렌지색, 빨간색, 검은색으로 가면 분쟁 중이거나 미래에 분쟁이 예상되는 원소를, 흰색 작은 사각형은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원소를 뜻함.
자료: European Chemical Society(The Periodic Table and us: its history, meaning, and element scarcity 2018), https://bit.ly/30sCO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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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행성들을 만들고 남은 금속과 희토류는 어디로 사라졌을

밖에서 물은 생활용수와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식물 재배와

까? 세레스, 베스타 같은 왜소행성을 제외한 소행성은 대

방사선 차폐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수소와 산소를 뽑아

부분 크기가 작아 안쪽이 뜨거워지지 못했다. 그래서 지각,

로켓 연료와 산화제로 쓸 수 있다. 발사비의 90%는 연료비

맨틀, 핵이 층을 이루는 분화(differentiation)가 일어나지

로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데 드는 돈이다. 최근 연구에 따

못해 모두 고루 섞여 있다. 갱도를 팔 필요가 없다는 얘기

르면 지름 50m인 탄소질 소행성에 물이 16%(질량) 포함

다! 태양계 형성 당시 그 안쪽을 돌던 소천체(소행성, 혜성)

된 경우 88조 6천억 원, 지름 120m급 소행성에 백금족 원

는 무거운 암석과 금속들이, 외곽을 공전하던 소천체는 탄

소가 68ppm 들어 있는 경우 5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

소질과 물, 휘발성 기체들이 뒤엉켜 태어났다. 하지만 태

가치가 예상된다. 채굴, 처리,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려

양계가 태어난 뒤 목성, 토성 같은 거대 행성들의 중력으

하지 않은 수치다. 다만 이런 기술을 언제 갖게 될지, 이를

로 이들 소천체는 극심한 역학적 요동을 경험했다. 태양계

손에 넣는 국가가 규범에 합의할지, 그 규범은 어떤 철학에

외곽을 공전하던 탄소질 천체가 태양계 안쪽으로 튀어 들

기초하게 될지, 어느 하나도 예단하기 어렵다.

어오는가 하면 안쪽을 돌던 암석질 천체의 일부는 밖으로
뛰쳐나가는 대격변을 겪었다. 그 결과, 지구 근처를 공전

규범

하는 ‘근지구소행성(NEA: Near Earth Asteroid)’들은 이

최근, 민간이 채취하는 우주 자원에 관한 소유권을 자국

처럼 고향과 체질이 다른 ‘이방인들’로 구성됐다. 그 이방

법 안에서 인정하는 국가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미국

인 집단은 근일점거리 1.3천문단위(AU, 1천문단위: 지구-

과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지난 6월, 「우

태양 평균 거리인 1억 5천만 ㎞)인 천체다. 이들 가운데 일

주 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우주

부는 지구에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덕분에 최소의 추력으

자원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간이 채굴하는 우주 자원의

로 갈 수 있다. 실제로 탐사선이 도달하는 데 필요한 속도

소유를 인정한다. 유엔에서도 이러한 급진적 상황 변화에

증분(delta-v)이 달의 2/3 미만인 것도 상당수 있다. 연료

대응하고 있다. 유엔 평화적 우주 이용 위원회(COPUOS:

가 2/3보다 적게 든다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NEA 중에 지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구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천체도 있다. 최소궤도교차거리

의 법률소위(LSC: Legal Subcommittee)에서다. 즉, ‘우

(MOID: Minimum Orbit Intersection Distance), 즉 지

주 자원의 탐사와 개발, 활용과 같은 제반 활동에 관한 잠

구 궤도와 천체의 공전궤도가 만나는 최단 거리가 0.05천

재적 법적 모형(Potential legal models for activities in

문단위(지구-달 거리의 19.5배), 추정 지름이 140m보다

exploration, exploitation and utilization of space

큰 것을 ‘지구위협소행성(PHA: Potentially Hazardous

resources)’을 의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 흐름을

Asteroid)’이라고 한다. 2021년 11월 1일 현재 2만 7,421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국회도서관에서 ‘우

개의 NEA와 2,205개의 PHA가 있다. NASA 제트추진연

주 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것은 그나마 의

구소는 미래에 인류가 탐사할 가능성이 있는 천체를 따

미 있는 변화로 보인다.

로 관리하는데, 아포피스와, 천문연구원에서 발견한 2018
PM28도 포함됐다.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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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해물 중 NEA에도 (일부는) 물과 희귀광물이 있다. 지구

한국
1920년대 말부터 천문학자들이 스펙트럼을 통해 소행성
의 성분을 파헤치기 시작한 지 90여 년, 이제는 무인 탐사

우리 태양에는 실리콘 0.099%, 마그네슘 0.076%, 철

선들이 그 흙을 퍼 오는 시대가 됐다(그림 3, 그림 4). 하지

0.14%(질량 기준)가 들어 있다. 태양과 행성을 만들고 남은

만 ASIME 2018에 참가한 업체들은 좀 더 손에 잡히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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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야부사 1, 2호가 표토를 싣고 귀환한 규소질 소행성 이토카와(Itokawa)(왼쪽)와 탄소질 소행성 류구(Ryugu)(오른쪽)

자료: Itokawa and Ryugu Compared(Planetary Society).

[그림 4] 한국에서 계획 중인 아포피스 동행 비행 탐사 임무(Rendezvous Mission to Apophis) 개념도

주: 세계 최초로 아포피스가 지구에 접근하기 이전과 접근 과정, 접근 이후에 과학 탐사를 시도해 근거리에서 지구 조석력으로 인한 공전궤도와 자전축 변화,
그리고 지형과 표면 특성의 변화를 감시할 계획임.
자료: Moon, H.-K. et al.(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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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포커스┃뉴 스페이스 시대의 뉴 패러다임

을 원했다.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2차원 평면에서 스

러한 연구 결과는 소행성 탐사를 위한 임무 설계와 열 설계

펙트럼을 분석해 왔는데, 천문연구원에서는 기계학습법을

에 핵심 자료로 쓰인다.

적용해 3차원 변수 공간에서 이를 세분화하는 데 성공했으

2029년 4월 13일 금요일, 소행성 아포피스(Apophis)

며, 필자는 이를 ASIME 2018에서 발표해 주목받았다. 이

가 지구의 ‘뺨을 스치듯’ 정지위성 고도 아래로 지나간다. 2

전 연구자들이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분류한 것에 비해 진

만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이 거대한 ‘자연의 실험’을 참관하

일보한 셈이다. 몇 년 안에 좀 더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올

기 위해 천문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아포피스 동행 비행 임

것으로 기대한다. 천문연구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하

무를 준비한다(그림 4). 마치 헬리콥터가 체공하듯 표적과

야부사 2 탐사선과 2024년에 발사하는 데스티니 플러스

거리를 유지하며 아포피스의 표면을 샅샅이 탐사한다는 것

(DESTINY+) 탐사선의 표적 천체인 류구(Ryugu)(그림 3)

이다. 정부가 이 계획을 지원한다면 한국은 우주 채굴의 첫

와 페이톤(Phaethon)의 자전주기와 축의 방향, 3차원(3D)

단추를 끼우는 셈이다.

형상을 분석해 일본 우주과학연구소(ISAS)에 제공했다. 이

[그림 5] NASA 오시리스-렉스(OSIRIS-REx) 탐사 임무를 통해 완성한 소행성 베누(Bennu)의 표면 광물 지도

자료: Simon et al.(2020).  

25

FUTURE HORIZON+┃Vol. 51

참고문헌
Accessible NEAs(Jet Propulsion Laboratory), https://
cneos.jpl.nasa.gov/nhats/ (검색일: 2021. 10. 5.)
Asteroid Science Intersections with In-Space
Mine Engineering 2018, Abstracts(University of
Luxembourg), https://bit.ly/3DEA8BD(검색일: 2021.
10. 1.)
European Chemical Society(The Periodic Table and
us: its history, meaning, and element scarcity 2018),
https://bit.ly/30sCODu(검색일: 2021. 10. 1.)
Innis, L. R. J., and Osinski, G. R.(2019),“Igneous Rock
Associations 24. Near-Earth Asteroid Resources: A
Review”, Geoscience Canada(46), p. 147.
Itokawa and Ryugu Compared(Planetary Society),
https://bit.ly/3kLyKW9(검색일: 2021. 11. 17.)
Kim, M.-J. et al.(2013), “Optical observations of
NEA 162173 (1999 JU3) during the 2011-2012
apparition”, Astronomy and Astrophysics , L11, pp.
1-4.
Kim, M.-J. et al.(2018), “Optical observations of
NEA 3200 Phaethon (1983 TB) during the 2017
apparition”, Astronomy and Astrophysics , A123, pp.
1-8.
Lee, H.-J. et al.(2019), “Investigation of surface
homogeneity of (3200) Phaethon”, Planetary and

Space Science, 165, pp. 296-302.

Moon, H.-K. et al.(2021), “Rendezvous Mission to
Apophis for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Planetary
Defense: Pre-phase A Study”, Space Mission Planing
Advisory Group meeting.
Science alert(This Awesome Periodic Table Shows
The Origins of Every Atom in Your Body 2017),
https://bit.ly/3kEPsGP(검색일: 2021. 10. 25.)
Simon, A. A. et al.(2020), “Widespread carbonbearing materials on near-Earth asteroid (101955)
Bennu”, Science(370), pp 6517.
Small-Body Database Query(Jet Propulsion
Laboratory), https://ssd.jpl.nasa.gov/tools/sbdb_
query.html(검색일: 2021. 10. 1.)
Space Resources.LU(Luxembourg Space Agency),
https://bit.ly/3oEpMLs(검색일: 2021. 10. 1.)
The Establishment of a Working Group on Potential
Legal Models for Activities in Exploration, Exploitation
and Utilization of Space Resources, 2021 A/AC.105/
C.2/2021/CRP.22(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https://bit.ly/3cmnWJq(검색일: 2021.
10. 6.)
Yeomans, D. K.(2016), Near-Earth Objects: Finding
Them Before They Find Us, (Princeton, NJ, USA: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h, D.-G. et al.(2021), “A New Approach of
Feature-based Asteroid Taxonomy in 3D Color
Space: 1. SDSS photometric system”, Astronomy

and Astrophysics, In publication.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