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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ith the discovery of water ice, the development of giant space observation facilities, private capital 

participation, exploration, and utilization of mineral resources on the moon became a reality. Hence, Korea is planning 

to explore the moon, and will begin by sending an orbiter.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lunar regolith contains valuable 

minerals and metals. Furthermore, it has been proved that processing and smelting of mineral resources might be possible 

through some process. By modifying and combining these technologies suitably, it will be possible to recover the 

resources on the moon, such as rare earth elements, ilmenite, and metal iron. To achieve this ultimate purpose, a precise 

reproduction of the simulant lunar regolith should be prioritized in Korea. Development of suitable mineral processing 

and smelting techniques by using the simulant should be conducted in laboratories for reproducing the atmospheric 

environment of the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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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달에 존재하는 얼음 층의 발견과 거대 우주 관측 시설의 발전, 민간 자본의 참여로 달 광물자원의 활용이 현실

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달에 궤도선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으로 본격적인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다. 달의 표토

에는 유용한 광물자원과 금속이 존재하는 것이 그동안의 탐사와 분석을 통해 알려졌다. 달 표토와 모사토의 분석을 

통해 정전선별, 자력선별, FFC 캠프리지 공정 등으로 달에서의 광물자원의 선광, 제련 공정이 가능할 것으로 입증되

었다. 이들 기술을 적절하게 변형, 결합함으로서 달의 광물자원인 희토류 원소, 티탄철석, 금속 철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광물자원 회수 연구를 목적으로 정밀하게 달의 표토를 재현한 모사토가 우선 개발되어

야 한다. 모사토를 대상으로 달의 대기 환경을 재현한 조건에서 이에 적합한 선광 및 제련 기술의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달, 광물자원, 선광, 제련, 모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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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우주인인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표면의 고요의 바다에 인류의 첫 발을 내딛었

다. 2019년은 인류 최초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지 50

년이 되는 해이다. 달 착륙 5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민간 기업들까지 달 탐사 경쟁

에 다시 뛰어드는 모양새다. 미국은 2033년 화성 유인탐사

를 위한 전진기지로서 달에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유인탐사

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Moon Program)으로 명명된 유인 달 탐사 계획은 2024년

까지 우주비행사를 착륙시키고 2028년까지 달에 인류를 

상주시킬 수 있는 달 궤도 우주정거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주 개발 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물론 인도보

다 뒤쳐져 있지만 2022년에 달 궤도선(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KPLO)을 발사하고 2025년까지 착륙선을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은 아폴로 프로젝트종료시 달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후 1998년 NASA의 루나 프로

스펙터(Lunar Prospector) 탐사선은 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008년 인도 우주연구소(Indian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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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Research Organization)는 달 남극에 위치한 새클턴 

분화구(Shackleton Crater)에 얼음이 존재한다고 발표하였

다. 결국 2018년 NASA는 마침내 달에 상당한 양의 얼음 층

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달 표면에서의 얼음의 발견

은 인류가 지구를 넘어 달의 광물자원을 확보할 것이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달 탐

사 경쟁에 활기를 불어넣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우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축

적하고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구에서 고갈되

어가는 광물자원을 우주에서 확보하려는 경제적 이유가 있

다(Crawford et al., 2012; Spudis, 2005). 달에 인류를 상주

시키며 자원을 탐사하고 채광, 활용하는 계획이 성공한다

면 인류의 다음 목표는 소행성과 화성이 될 것이다. 소행성

(asteroid)과 유성체(meteoroid)에는 백금족, 희유금속, 전

략금속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O’Leary, 

1988; Anders and Grevesse, 1989). 올해 일본의 소행성 탐

사선 하야부사2가 소행성 류구에 착륙, 표면토 시료를 채취

하는데 성공함으로서 소행성의 광물자원 채굴에 대한 기대

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되던 우주 탐사는 우주 

행성자원 개발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였다

(Satish et al., 2005). 그러나 거대 우주 관측 망원경과 같은 

기반시설의 눈부신 발전과 민간의 상업 우주선 개발에 힘

입어 이제는 과거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우주탐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Elvis, 2016). 스페이스X나 버진갤럭틱 등 민

간 우주기업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상업용 우주왕복선

을 발사해 민간인을 우주로 보내는 여행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인류가 달에 상주하기 위한 준비로 달 자원 현지조달

(In-Situ Resource Utilization, ISRU)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SRU는 인간이나 로봇 등이 달에 머물며 장기간 생

존 또는 작동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활

용하는 행위와 이에 필요한 장치나 설비를 포함하는 개념

이다(Paterson, 1994). 달의 물질로부터 산소와 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주시설이나 장치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에

너지 등을 현지에서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을 우

주와 태양의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지의 건설

도 포함하고 있다. 달의 표토(regolith)로부터 산소와 물을 

추출(Nayagam and Sacksteder, 2006; Cooper and Simon, 

2007; Gustafson et al., 2011; Schwandt et al., 2012a, 

2012b)하거나 표토를 기지 건설에 활용(Taylor et al., 2006; 

Meurisse et al., 2018; Grossman et al., 2019)하는 가능성 

등이 검토되고 있다.

ISRU가 성공하여 달 기지건설이 가능해지면 그 다음 단

계는 달에 존재하는 광물자원 중에서 수익성과 경제성이 

있는 금속 혹은 광물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채광, 선광, 제련

공정을 선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별

법과 추출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달에서 적용 가능할 것인

지를 검토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변경하거나 새롭게 고안해

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KPLO(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로 본격적인 달 탐사에 나선다. 본 논문에서

는 달에 어떤 광물자원이 있고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공정

으로 기대되는 기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달 탐사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달의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선두주자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려면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분야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달과 지구 환경의 차이

달은 지구와 여러 면에서 다른 환경을 갖고 있다. 지구의 

중력을 1G라고 하면 달에서의 중력은 1/6인 0.166G에 불

과하다(Table 1, Satish et al., 2005). 지구표면은 위도에 따

라 다양한 기후가 존재하지만 지구의 평균 온도는 대략 

10~20°C이다. 반면, 아폴로호가 측정한 데이터에 의하면 

달표면은 –171도의 저온에서부터 물이 끓을 수 있는 111도 

까지 온도 변화가 크다(Table 1). 지구에는 대기가 존재하

지만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고 지구와 달리 우주방사선을 

막아주는 자기장도 존재하지 않는다(Table 1). 따라서 달에

서는 우주 방사선과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

들, 크고 작은 유성체에 의한 충돌이 빈번하다(Table 1). 이 

외에도 가시광선과 자외선 같은 전자기선과 X-선, 1-10 

GeV/nucleon의 고에너지를 갖는 은하우주선(galactic 

cosmic ray)이 여과 없이 달의 표면에 도달한다(Abbas et 

al., 2007). 

달표면에서 인간의 상주와 활동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현

상으로 달 표면을 덮고 있는 두꺼운 먼지 층을 들 수 있다

(Abbas et al., 2007). 달 표면에는 태양풍(solar wind) 즉 태

양의 상층부에서 하전 입자가 계속 도달한다. 하전 입자가 

달 표면에 부딪히면 달의 표토 입자는 정전기를 띄게 되는

데 이로인해 고농도의 먼지 입자가 우주인의 시야를 가리

고 기기나 시설표면에 부착되여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폴로 17호의 우주인들은 달 표면을 뒤덮은 정전기

를 띤 먼지가 마치 거대한 구름같이 이동한다고 보고하였

다(Berg, 1978). 달은 대기가 없어 바람이 미미하지만 이 먼

지 층은 마치 바람에 밀리는 것처럼 지표로부터 일정한 높

이에 떠 있는 상태로 이동한다(Abbas et al., 2007; Colwell 

et al., 2009). 정전기 먼지의 부유 이동현상은 우주인들에 

의해 여러 차례 목격되었던 horizon glow로 알려져 있다. 

달 먼지는 우주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

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먼지의 악영향을 감소시키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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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mportant design parameters in lunar mining applications (from Satish et al., 2005)

Parameter Earth Moon

Gravity (g) 1 0.166

Diurnal temperature range (°C)
10~20 

(standard temperature)

‑171 to 111 

(Apollo data)

Pressure (mbar) 1,000 3 × 10
‑12

Atmosphere 78.1% N2, 20.9% O2, 0~0.3% CO2 No significant atmosphere

Length of the day 23h 56min 4.1s 29.53 Earth days

Escape velocity (km/h) 40,248 8,568

Shielding against radiation (g/cm
2
) 1,000 None

Cosmic ionizing radiation 1-2 mSv/a ~0.3 Sv/a

Solar particle events Not applicable Up to ~0.1 Sv/h

Others Not applicable
Lunar surface dust; impact by meteorites and 

micrometeorites

들이 수행되고 있다(Abbas et al., 2007; Clark et al., 2010; 

Afshar-Mohajer et al., 2011; Berkebile and Gaier, 2012; 

Sun et al., 2013; Gharib and Radziszewski, 2014).

이와 같이 달의 대기환경이나 중력이 지구에서와 다르기 

때문에 우주인은 지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기술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 NASA에 의하면 지구와 달리 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음의 현상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Sanders and Duke, 2005). 첫째, 달에서는 전기 불꽃

(electrical spark)이 아크 방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크 방전의 발생과 대처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진공

에 가까운 달 환경에서는 대류와 열전도도에 의한 열의 전

달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진공 상태에서

는 금속의 표면이 서로 달라붙는 셀프용접(self-welding 또

는 vacuum welding) 현상이 일어난다. 달에서 사용하는 장

치나 시설이 금속재질인 경우 셀프용접에 의한 문제 발생

을 예상하고 대처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넷째, 사일로 등에 

고체 입자를 쌓을 때 만들어지는 원뿔의 각도가 기압에 좌

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광산 현장에서 파분쇄한 입자나 

정광을 쌓을 때 그 모양이 지구에서와 다르다는 것이다. 지

구 대기에서처럼 기체분자가 있으면 기체분자는 고체 입자 

사이의 공극을 채우거나 입자 표면에 흡착된다. 달과 같이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고체 입자가 쌓여 

만들어지는 원뿔의 크기가 감소된다. 구체적으로 대기압 

이하에서 어떤 경향을 보일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사일로로부터 고체입자를 방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시뮬

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사일로가 채워지는 방식이 정확히 예

측되어야 한다(Christakis, et al., 2006). 다섯째, 달의 대기

에 존재하는 정전기를 띤 부유 먼지로 인해 진공에 가까운 

달의 대기 중에서 공간을 밀폐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

이다. 게다가 이 먼지는 지구에서의 물리적 풍화를 겪지 않

아 각진 형태의 입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달의 광물 자원

달에서는 지구에서와 같은 마그마의 분화나 화산 활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표면에서의 풍화작용이나 판구조적 

암석의 윤회도 전무하였다(Lowman, 1972). 현재까지 달

에 대해 알려진 지식은 주로 달의 표면에 국한되어 있기 때

문에 달내부에 지구와 유사한 광상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화성활동이나 풍화작용 등을 통해 

광물이 농집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달에는 지구에서와 

같은 농집된 광상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론되었다(Agosto, 1992). 

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광물자원으로는 달의 표토와 이 

표토에 함유되어 있는 티탄철석을 들 수 있다(Agusto, 1985). 

달의 표토에는 운석에서만 발견되는 금속(meteoritic metal)

이 존재하고(Keller et al., 1998) 희토류 원소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eal and Taylor, 1989). 달의 표토를 

이루는 광물의 성분인 Al, Ca, Mg 등도 회수 가능한 금속 

자원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달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은 감람석((Mg, Fe)2SiO4), 

휘석((Ca,Mg,Fe)2Si2O6), 사장석(Ca2Al2Si2O8), 티탄철석

(FeTiO3)이다(Table 2; Papike et al., 1998; Smith and 

Steele, 1976). 미량 광물로는 인회석, 금홍석, 장석 등이 알

려져 있다(Table 2, Meyer, 2009; Frondel, 1975; Yazawa 

et al., 2012). 희토류 원소와 Th을 함유한 광물도 존재한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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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on minerealogy

Major phase Minor phase

olivine ((Mg, Fe)2SiO4)

pyroxene ((Ca,Mg,Fe)2Si2O6)

plagioclase (Ca2Al2Si2O8)

ilmenite (FeTiO3)

apatite (Ca5(PO4)(F,Cl))

baddeleyite (ZrO2)

chromite-ulvöspinel (FeCr2O4-Fe2TiO4)

iron (Fe(Ni,Co))

k-feldspar ((K,Ba)AlSi3O8)

merrillite ((Ca3)(PO4)2)

pleonaste ((Fe,Mg)(Al,Cr)2O4)

rutile (TiO2)

silica (SiO2)

feldspar ((Ca,Na,K)AlSi3O8)

troilite (FeS)

zircon (ZrSiO4)

zirkelite-zirconolite ((Ca,Fe)(Zr,Y,Ti)2O7)

dysanalyte (Ca,Fe)(Ti,REE)O3

thorite (ThSiO4)

titanite (CaTiSiO5)

tranquillityite (Fe8(Zr,Y)Ti3Si3O24)

yittrobetafite (Ca,Y,U,Th,Pb,REE)2(Ti,Nb)2O7)

희토류 원소

희토류 원소가 풍부한 달표면 지역은 폭풍의 대양

(Oceanus Procellarum)과 임므리움 분지(Imbrium Basin)

로 알려져 있다(McLeod and Krekeler, 2017). 미국의 아폴

로(Apollo)와 소련의 루나(Luna) 프로그램에서 채집한 시

료는 모두 희토류를 미량(trace) 함유한 인회석 또는 메릴라

이트(merrillite)를 함유하고 있다(McLeod and Krekeler, 

2017). 이 외에 희토류 원소를 함유한 달의 광물로는 모나

자이트와 이트로베타파이트(yittrobetafite), 트랜퀼리타이

트(tranquillityite)가 있지만 희토류 원소의 함량은 지구의 

희토류 광석광물에서보다는 낮은 편이다(McLeod and 

Krekeler, 2017). 현재는 희토류 원소의 존재는 인정되나 

희토류 광석광물로 분류할 만큼의 매장량이나 회수 비용의 

경제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 수준

으로는 달에 분포하는 희토류 광물자원이 광산으로 개발되

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표토

달의 표면을 덮고 있는 표토는 고화되지 않은 물질과 암

편의 혼합물이다(Papike et al., 1998). 달의 표면은 크고 작

은 유성체(meteoroid)의 충돌과 태양과 다른 행성들로부터 

날아오는 대전된 입자들이 끊임없이 부딪힌 흔적으로 덮여

있다(Noble, 2009). 달의 바다(Lunar Mare) 지역 달 표토의 

두께는 4-5 미터 정도이지만 하이랜드(Highland) 지역에

서는 10-15 미터에 달한다(McKay et al., 1991). 달 표토와 

토양(soil)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구

분하면 달 토양은 mm 이하의 미립의 표토 입자를 의미한다

(Noble, 2009).

지구의 토양과 달리 달의 표토는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작용이 아닌 유성체 등 외래 물체의 충돌과 태양풍, 우주방

사선에 의한 스퍼터링, 기화, 용해 등에 의한 풍화작용으로 

생성되었다(Noble, 2009). 달 표토의 주성분은 암편과 광

물 부스러기이며 용해작용에 의해 생성된 유리질 물질과 

응결집괴암(agglutinate)이라고 부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Agusto, 1985; Noble, 2009). 응결집괴암은 달 표토

의 60~70% 까지 차지하기도 하는데(Noble, 2009), 응결집

괴암의 10-20%는 유리질로 되어있다(Fischer, 2018). 유리

질 물질의 존재로 보아 응결집괴암은 작은 유성체가 끊임

없이 충돌하면서 달의 표토가 용해되며 생성된 것으로 추

론된다. Noble(2009)의 연구결과에 제시된 사진을 보면 유

리질 입자는 슬래그 입자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다. 

아폴로호가 채집한 달 표토 시료의 성분분석 결과를 보

면 SiO2가 가장 우세하며 50% 가량을 차지한다(Table 3). 

Al2O3는 10%~20% 이상의 함량을 보이며, 칼슘의 함량은 

이보다는 약간 낮다(Table 3). 철 함량은 다소 변화폭이 넓

지만 대체로 10% 이상 함유되어 있다. 마그네슘의 함량은 

이보다 다소 낮은 10% 이하 정도이다(Table 3). 철은 채집 

위치에 따라 금속 상태로도 존재한다(14259,19,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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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Apollo materials

14259,19 12033,51 Turkevich, 1973

SiO2 47.60 47.63 45.5

TiO2 1.72 2.65 0.6

Al2O3 17.1 14.12 24.0

Cr2O3 0.19 0.36 -

FeO 9.94 14.58 5.9

MnO 0.12 0.20 -

MgO 9.858 8.88 7.5

CaO 11.1 10.65 15.9

Na2O 0.67 0.28 0.33

K2O 0.48 0.41 -

P2O5 0.50 0.39 -

S(tot) ND 0.08

F ND 0.00

C (tot) ND ND

Fe (met) 0.21 -0.17

14259,19(lunar regolith of Apollo 14 materials, Wioik et al.,

1973); 12033,51(lunar regolith of Apollo 12, Maxwell and 

Wiik, 1971); average regolith composition for 12 landing sites.

달 표토 입자의 평균 크기는 40~800 µm인데 대부분 

45~100 µm 범위에 존재한다(McKay et al., 1991). 입자 크

기의 전체 범위는 나노크기부터 센티미터에 걸쳐있어서 매

우 넓다(Abbas et al., 2007).

달 표토는 특히 달에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재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구에서는 거의 대부분

의 건축물과 도로, 교량 등의 건설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

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는 시멘트 분말에 물과 골재를 혼

합한 것이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다. 시멘트 콘크리트는 여

러 면에서 우수한 건설재료지만, 현실적으로 시멘트 콘크

리트를 달에 가져가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달의 표토를 시멘트 콘크리트의 대체물질인 건축 재료로 

쓸 수 있으리라고 보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달 표

토의 주요 성분은 알루미나와 실리카이다(Table 3). 메타카

올린이나 화력발전소 비산재와 같은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와 알칼리 활성화제를 반응시켜 제조하는 지오폴리머

(geopolymer)는 대체 시멘트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다. 지오폴리머는 7일 평균 압축강도가 100MPa 이상 달성

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건설 재료로서 우수한 특성을 갖

고 있다(Lee et al., 2016). 지오폴리머의 원료는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물질인데 천연 물질 중에 화산재는 지오폴리머

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Djobo et al., 2016). 화산재는 화

산분화로 분출된 2mm 이하의 유리질 입자를 의미한다

(Rose and Durant, 2009). 화산재와 달의 표토는 공통적으

로 실리카 성분이 우세하고 알루미네이트를 함유하는데다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 입자가 유사한 형상을 나타낸다. 이

런 점에서 달의 표토로 지오폴리머 또는 지오포릴머와 유

사한 물질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에서 상

업적으로 생산되었던 모사토 중 JSC-1A로 만들어진 지오

폴리머는 압축강도와 굴곡강도 면에서 시멘트 콘크리트와 

비숫한 성능을 보였다(Montes, et al., 2015; Alexiadis et 

al., 2017). 이론적으로 지오폴리머 반응에서 물은 촉매로

서만 사용되고 지오폴리머의 성분으로는 포함되지 않아 지

오폴리머 배합에 사용한 물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Wang et al.(2016)은 텍타이트(tektite) 분말을 

NaOH와 반응시켜 진공에서 양생한 후 콘덴서를 사용하여 

굳어진 지오폴리머로부터 물을 회수, 지오폴리머 제조에 

다시 사용하는 ‘제로 워터 싸이클’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텍타이트의 화학조성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SiO2

의 함량이 50~90%이고 Al2O3가 5~25% 정도로 달 표토와 

마찬가지로 알루미노실리케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다 지구

로 낙하하며 고온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Wang et al.(2016)의 연구는 달의 표토도 알칼리

와의 반응으로 지오폴리머를 제조할 수 있고, 사용한 물을 

순환시켜 재사용함으로서 매우 제한적인 양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달의 표토가 건축 재료로서 유

력한 두 번째 이유는 3D 프린팅에 의한 건축의 가능성이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3D 프린팅으로 지오폴리머를 정확한 

형태로 성형할 수 있고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Xia and Sanjayan, 2016). 또는 태양 에너지

만으로 달 모사토(simulant)를 적층하며 소결하는 방식의 

3D 프린팅으로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Meurisse et al., 2018). 

 

티탄철석

달의 표토에는 티탄철석이 약 15% 함유되어 있다(Papike 

et al., 1982; Noble, 2009; McKay et al., 1991). 티타늄 광

석인 티탄철석을 환원시켜 TiO2 안료 또는 금속 티타늄을 

생산하는 공정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데 대부분 습식 

및 건식제련과 전기야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Zhang et al., 2011). 지구에서 티탄철석을 티

타늄의 광석으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달에 존재하는 티탄

철석으로부터는 다양한 자원, 즉 산소와 철, 티타늄을 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Agosto, 1992).

티탄철석으로부터 산소를 분리하는 것은 규소, 알루미

늄, 티타늄, 칼슘 또는 마그네슘을 분리하는 것보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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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게 소모된다고 알려져 있다(Zhao and Shadman, 

1990). 달 표토에 미량 함유된 고순도 티탄철석은 정전선별

법에 의해 농축시킬 수 있다(Agosto, 1985). 실제로 아폴로 

11호가 채집한 달의 표토 시료를 질소 분위기에서 정전선

별했을 때 티타늄은 반도체 성격을 갖는 반면 다른 성분들

은 비전도체의 특성을 보였다(Agosto, 1985).

금속 철

달 표토에는 금속 철이 니켈과 합금상태로 존재하는데 

낮은 지대에서 가장 풍부하게 분포한다(Goldstein et al., 

1972). 실제 달 표토 시료에서 금속 철의 함량은 입도마다 

차이가 있는데 아폴로 16호가 채집한 달 표토 시료 중 74 

µm~1.0 mm 입도에서 철-니켈 입자의 함량은 0.15 wt%로 

분석되었다(Goldstein et al., 1972). 

철-니켈 입자는 달의 진화 과정 중 4단계에서 일어났던 

유성체의 충돌로 생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Agosto, 

1992). 만약 달의 하이랜드와 바다를 비롯한 달의 전체 표

토에 이 정도 함량의 철-니켈이 존재한다면, 달 전체 표토의 

상층 10cm 두께에 포함된 철-니켈의 양은 최소 70억 톤에 

이를 것이다(Agosto, 1992). 달의 표면에서 철질 운석(iron 

meteorites)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철-니켈의 함량은 

더 높게 나타낼 것이다(Agosto, 1992). 

달 현지 광물자원 회수 기술

기존 원광(run of mine, ROM)으로부터 자원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된 선광 및 제련공정은 지구상이라는 조건에서 

최적화되어 온 것으로, 무료 또는 저가로 사용이 가능한 산

소(공기), 중력, 물의 사용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앞에서 기

술한 바와 같이 달은 지구와 매우 다른 환경을 나타내기 때

문에 달의 광물자원을 현지에서 선별하거나 추출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는 회수 기술은 많지 않다. 달에서 직접 채

집한 시료는 표토에 한정되고 표토 시료로 실험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부분 달 표토의 성분과 입도 분포를 모

사한 모사토로 달의 대기 환경을 재현한 실험 결과들이 보

고되고 있다.

아폴로 11호가 채집한 토양 시료 10081,853의 90~150 

µm 입도를 대상으로 티탄철석을 진공 환경에서 정전선별

로 분리하면 표토에서의 티탄철석 함량의 4배까지 농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Agosto, 1992). 달 표토의 상당량

을 차지하는 응결집괴암에는 철-니켈이 함유되어 있는데 

비교적 낮은 자력으로 철-니켈 입자를 분리할 수 있음이 증

명되었다(Goldstein et al., 1972; Agosto, 1981). Agosto 

(1992)는 자력선별로 철-니켈 금속입자와 다른 표토 성분

을 분리한 후 이 정광에서　응결집괴암을 제거하기 위해 정

전설별법을 적용하는 공정을 제안하였다. 이런 실험들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자력선별이나 정전선별의 활용 가능성

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달에서는 지구에서 사용하는 채광 및 자원회수 공정에서 

중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을 통한 기술과 공정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인체 및 장치

에 유해한 환경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마이크로 유성체의 폭풍이 불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에 

대한 보호막 등의 안전확보방안이 필요하다(McCullough, 

et al., 2014). 태양으로부터의 필터링되지 않은 방사선과 

전자파장해는 우주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자장치의 정상

적인 작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Satish et al., 2005; 

McCullough, et al., 2014). 무엇보다도 달 표면의 먼지는 

시야를 방해하고 모든 물질의 표면을 코팅하며 달라붙는데

다 마모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야 한다(Satish, 2005).

초기 개발단계에서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달에서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해야 

하기 때문에 장치나 설비는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도록 개

발되어야 한다(McCullough et al., 2014; Burelle, 2010; 

Satish et al., 2005). 장치나 설비는 지구에서부터 운반해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가벼울수록 유리하다. 

동시에 고강도이고 내구성이 좋아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Satish et al., 2005). 가능하면 하나의 

장치나 설비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고장이 잘 나지 않

아 유지보수가 쉬워야 한다(Satish et al., 2005). 달 표토 혹

은 모사토를 대상으로 시도되었던 선광 및 제련 공정을 살

펴보고 달에서 적용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하였다.

선광공정

파분쇄의 목적은 사용 목적(선별공정 또는 최종산물 생

산)에 적합한 입도의 제조, 비표면적의 증대, 단체분리로 

정리할 수 있다. 달의 광물자원 중 우선적으로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표토에 함유된 물질이다. 유성체와 운석 등

의 충돌로 달 표토는 이미 작게 부서져 있어 단체분리가 어

느 정도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Agosto, 1992). 파쇄 공정에

서 사용되는 선동파쇄기(gyratory crusher)와 죠파쇄기(jaw 

crusher), 그리고 분쇄공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볼밀의 

경우 중력을 기반으로한 메커니즘으로 파분쇄되기 때문에 

중력이 거의 없는 달에서는 별도의 운동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초음파밀(ultrasonic mill)은 좁은 입도로 

분쇄가 가능하고 효율이 높기 때문에 달에서 사용하기 적

합할 것으로 보고되었다(Table 4; Satish et al., 2005). 파분

쇄 공정 후에는 일반적으로 목적 입도의 입자를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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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ndidate screening, comminution and beneficiation methods as applied to the Moon/Mars (Satish et al., 2005)

Method Basis Advantages Disadvantages Applicability

Screening

(classification)

Physical

separation
Dry, no fluids

Reduced

gravity
High

Ultrasonic

mill

(communition)

Ultrasonic

compression

High

through-put. High 

efficiency, no fluids, 

narrow size distribution 

produced

Immature technology High

Magnetic

(beneficiation)

Paramagnetic particle 

properties

Demonstrated 

application independent 

of particle size

Power intensive High

Electrostatic

(beneficiation)

Dielectric 

particle 

properties

Demonstrated 

applicability, low power

Non-specific, works best 

with narrow size 

distribution

High

위해 분급 공정을 진행한다. 대부분의 분급 공정은 중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중력이 약한 달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중력을 대신하는 힘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의 

예로, 구심력과 선형 가속(linear acceleration)과 같이 서로 

다른 힘들의 차이를 활용할 수 있다(Table 4; Cardus, 1994). 

체질과 같은 공정은 지구와 동일한 처리량을 확보하려면 

달에서는 체의 면적이 커지거나 체질 시간이 증가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선별 공정인 비중선별법은 지구 상에서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중력을 기

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주에서의 활용은 매우 제한될 것이

다. 이를 대체할 선별법으로 중력의 영향이 적은 정전선별

이나 자력선별을 고려할 수 있다. 정전선별법은 앞에서 살

펴보았듯이 달 표토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그 효용성이 

증명되었다(Agosto, 1992). 정전선별 장치는 전력 소모가 

적고, 좁은 입도범위의 입자시료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Table 4; 

Satish et al., 2005). 무엇보다 달의 대기가 진공에 가까워서 

수분이 없는 달의 표면에서는 도전율(electric conductivity)

의 차이를 이용하는 정전선별법이 유리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력선별은 자력의 세기와 속도를 조절하여 자화

율이 다양한 광물을 선별하는 방법이다(Choi et al., 2018; 

Lee et al., 2018; Oh et al., 2019). 입자 크기에 상관없이 건

식 자력선별법으로 유용 광물입자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Table 4; Satish et al., 2005). 

건식 자력선별에는 자력뿐만 아니라 중력, 마찰력 또는 관

성력 그리고 입자간 힘(interparticle forces)이 중요한 역할

을 한다(Stradling, 1993). 달에서는 중력과 마찰력이 지구

에서와 다르다. 따라서 자력선별법을 달에서 사용하려면 

선별하려는 입자의 실제 크기와 입자의 자화율을 고려한 

장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유선별은 지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광 공정 중 

하나이다. 다양한 광석광물을 선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유선별은 광석광물과 맥석광물 입자의 젖음

성 차이를 이용하는 선광법으로 소수성의 광석광물 입자가 

광액 중 기포에 부착되어 표면으로 떠오른 것을 회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우주정거장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에서 수행되었다. 우주정

거장의 매우 약한 중력 환경에서 물속에 기포를 형성시켰

을 때 지구에서와 비교하여 기포가 매우 느리게 떠오르는 

것이 관찰되었다(Caps et al., 2014). 달에서 부유선별을 사

용하려면 기포가 빨리 움직이도록 구심력을 만들어 활용한

다거나 기포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기포제를 사용하는 방

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Ata et al., 2016). 다만 부유선별법

은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달에서의 광물

자원 개발 초기에는 사용이 매우 제한될 것이다. 현재 지구 

상에서도 고려되고 있는 물의 순환 사용 등의 고려가 필수

적이다.

제련공정

제련공정은 일반적으로 습식제련과 건식제련으로 대별

되며, 이와 같은 제련 공정들도 지구상의 중력, 공기(산소),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습식제련은 

용어 자체로 ‘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금속 이

온을 다량의 용액에 용해하는 단계를 거친다(Sohn, 2019). 

또한 침출 후 고액분리에 중력을 이용하는 방식을 다수 사

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분리정제공정인 용매추출법도 

중력에 의한 밀도차 분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달에서 적용

하게 될 경우 이와 같은 한계 상황을 고려한 공정개발이 필

요하다. 건식제련은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 사용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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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지 않으나, 융체의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공정은 

달에서 적용이 어렵거나 분리 속도 향상을 위한 공정개발

이 필요하다. 또한 달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심하여 

온도 유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산소의 

공급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기존 기술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달의 표토로부터 Fe, Al, Ti 

등의 금속과 반금속인 Si의 회수 가능성을 조사하는 연구

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달의 모사토를 진공의 조건에서 흑연을 사용하여 철 산

화물을 환원시키거나(Kobayashi et al., 2010) 불소를 사용

하여 금속을 추출하는 공정(Landis, 2007)을 예로 들 수 있

다. 진공에서 모사토에 환원제로 Al을 첨가하는 SHS(self- 

propagating high temperature synthesis) 공정을 통해서는 

금속 철과 Al2O3을 생산할 수 있다(Corrias, et al., 2012). 모

사토를 대상으로 알루미늄이 산화될 때 발생하는 열을 이

용하여 금속을 환원시키는 전기분해법으로 Al 합금을 제

조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Xie et al., 2017). FFC 캠브리

지 공정(Fray-Farthing-Chen Cambridege Process)은 1990

년대 말 티타늄산화물로부터 금속 티타늄을 추출하는 전기

화학 추출법으로 고안되었다(Hu, 2018). 공정이 간단한데

다 Si, Cr, Ta 등 다양한 금속 추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알

려져 있다. 달 표토를 분쇄, 정전-자력선별한 후 FFC 캠브

리지 공정으로 금속을 추출하고 추출한 금속을 3D 프린팅

하여 달 기반시설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Ellery, et 

al., 2017). 이 공정을 활용하면 회장석(anorthite)에서 Al, 

Ca, Si를, 티탄철석에서 Fe와 Ti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Ellery, et al., 2017).

달의 광물자원 회수 기술의 우선 연구 분야

ISRU를 위해 실제 달의 표토를 시험하고 연구해야 하지

만 현실적으로 극히 제한적인 양으로만 존재하는 달의 표

토로는 불가능하다. ISRU의 다음 단계로 달의 표토를 대상

으로 광물 또는 금속을 추출하는 선광 및 제련 기술의 개발

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달에서 채

취한 시료는 극히 제한적인 양만 존재하고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ISRU를 비롯한 모든 달 

탐사 연구에는 모사토를 사용하여야 한다(Sibille et al., 

2005). 그동안 달 탐사 및 자원회수 공정개발, 기지 건설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다수의 모사토가 개발되었다(MaKay 

et al., 1994; Taylor et al., 2016; Battler and Spray, 2009; 

Yongchun et al., 2009; Yongquan et al., 2009).

문제는 달의 표토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대량으로 균질하게 제

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Taylor et al., 2016). 달의 토양

은 마이크로 유성체의 고속 충격으로 2,000°C 이상의 고온

에 달의 표토가 녹고 일부 성분은 기화 증착되었다(Taylor 

et al., 2016). 또한 달의 고지대와 바다, 암석과 얼음이 섞인 

달의 표토의 성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용도별

로 모사토를 제조해야 한다(Sibille et al., 2005). 달 착륙선

의 경우 착륙 지점 표토의 공학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모사

해야하고, 달 광물자원을 회수하는 공정 개발 연구를 위해

서는 달 토양의 화학적, 광물학적 특성을 어떻게 정밀하게 

재현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Sibille et al., 

2005). 실제로 Taylor et al.(2016)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

조된 모사토가 다른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달 모사토를 제조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달의 

광물자원이나 금속 추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개발된 예는 

없다. 달 표토의 화학적 성분, 입도크기 분포, 광물 성분뿐

만 아니라 비정질 물질의 화학적 특성과 함량, 나노크기 철 

입자 성분 등이 정밀하게 재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외 연구자 그룹과의 국제공동 연구 협력관계를 구축이 

필요하다.

달 모사토 제조 외에 우선적으로 달에 존재하는 광물과 

금속의 존재 형태와 회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는 KPLO의 실행 속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KPLO를 통해 달의 지질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정

보를 얻음으로서 달의 토양을 더욱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

을 것이다. 유사도가 높은 모사토를 개발한 후에는 본격적

으로 달 현지에서의 파분쇄와 선별, 금속의 분리 및 추출 공

정과 장치 연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달에 존재하는 얼음 층의 발견과 거대 우주 관측 시설의 

눈부신 발전, 민간 자본의 참여로 달 탐사는 그 어느 때보다

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달에서 인간의 상주와 활동을 어

렵게 하는 중력의 감소와 정전기 먼지, 태양풍, 은하우주선 

등에 대한 정보의 증가는 ISRU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

다. 우리나라는 달에 궤도선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으로 착

륙선을 계획하고 있다. 달의 표토에는 유용한 광물자원과 

금속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탐사와 분석을 통해 알

려졌다. 달의 표토와 모사토의 분석을 통해 입도 분리, 정전

선별, 자력선별 등이 달에서의 광물자원 및 금속추출 공정

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이들 기

술을 적절하게 변형, 결합함으로서 달에 존재한다고 알려

져 있는 희토류 원소, 티탄철석, 금속 철 등을 회수할 수 있

는 미래가 가능할 것이다. 모사토는 시험의 목적에 맞게 제

조되어야 하는데, 달에서의 선광 및 제련 기술 개발용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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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모사토를 대상으로 달의 대

기 환경을 재현한 실험실에서 각 선광 및 제련 기술의 수정

이 필요하다. 기술의 내용에 따라 선광 및 제련 장비도 달 환

경에 맞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달의 온도와 압력 변화에 안

정적인 소재를 개발하여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가벼우며 

내구성이 우수하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장치나 시설을 개

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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