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달 탐사는 우주 기술 발전의 가속화를 견인하며 심 우주 탐사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최근 아시아 신흥 우주국을 포함한 

우주 강국들은 세계 우주개발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하고자 앞다퉈 달 탐사에 뛰어 들고 있다. 이러한 동향 

  * 정회원 ․ 금오공과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 gyuhyungo@kumoh.ac.kr)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융합연구본부 연구위원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 jlee@kict.re.kr)

*** 종신회원 ․ 교신저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융합연구본부 본부장 (Corresponding Author ․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 hyushin@kict.re.kr)

Received August 6, 2019/ revised September 25, 2019/ accepted November 4, 2019

Copyright ⓒ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ISSN  1015-6348 (Print)

Vol. 39, No. 6: 801-809/ December, 2019 ISSN  2287-934X (Online)

DOI: https://doi.org/10.12652/Ksce.2019.39.6.0801 www.kscejournal.or.kr

달 지하 얼음 층 존재 가능조건 검토를 위한 달 지반 온도 프로파일 산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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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unar Ground Temperature Profile for Investigation of 

Possible Condition of the Ice Layer Existence in Sub-surface of the Moon

ABSTRACT

NASA’s lunar polar exploration mission in 2009 confirmed the presence of ice-layer in the permanently shadowed regions (PSR) of the 

moon. Since then, stud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to evaluate the ground characteristics for exploring the ice-layer in the polar 

regions of the Moon. In this study, transient heat transfer analysis for the lunar ground was conducted to predict the ground’s 

temperature that varies with the time and location. As a result of the numeric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temperature under 

the lunar ground converged to below the ice sublimation reference temperature (≒112 K) at above 86° latitude. This model enabled 

us to identify the regions whe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ice being buried. Besides, we found that the ice-layer in the shallow region, 

where the temperature deviation is significant, makes ground temperature distribution heterogeneous. Lastly, this study suggested the 

maximum allowable frictional heat of a drill bit that can preserve the phase of buried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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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09년 NASA에서 수행된 달 극지 탐사 미션을 통해 달 극지의 영구음영지역에 얼음 층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후, 달 극지 지역 

얼음 층 탐사를 위한 지반 특성 평가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달 영구음영지역의 지반온도변화를 예측하

고, 얼음 층이 지반 온도 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달 지반에 대한 비정상 상태 열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결과를 

통해 위도 86°이상에서 달 지반 내부의 온도가 얼음승화 기준온도인 112 K 이하로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달 극지 내 얼음 층이 존재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얼음 층이 매장되어 있는 깊이에 따라 지반 온도 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온도 편차가 큰 얕은 심도에 존재하는 얼음 층은 이질적인 온도분포 특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한, 본 연구는 매장된 얼음의 상을 보존하도록 하는 드릴 비트의 최대 허용 마찰열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검색어 : 달극지탐사, 영구음영지역, 열전달해석, 얼음층, 지반온도프로파일

지반공학Geotechn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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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달 극지의 영구 음영지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

고 있다. 이는 2009년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수행한 Lunar 

Crater Observation and Sensing Satellite mission (LCROSS) 

충돌 미션을 통해 달 극지 영구음영지역에 얼음 층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Hermalyn et al., 2012). 달 극지에 

존재하는 얼음을 전기분해하여 얻어질 수소와 산소는 심 우주 

탐사를 위한 로켓의 추진 연료로 이용될 수 있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어왔던 심 우주탐사 미션에 큰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극지 탐사를 위한 달 지반의 

과학적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달 지반의 열 

특성 정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Fig. 1 참조). 

일례로 캘리포니아 대학의 Williams 교수 연구팀은 달 탐사 

궤도 위성 LRO에 탑재된 Diviner Lunar Radiometer라는 장비를 

통해 달 표면의 열 특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취득하는데 성공하였다

(Williams et al., 2017). 관측 결과에 의하면, 달 지표면의 온도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극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 달 지표면이 지닌 낮은 반사율(albedo)과 달 지반의 

열 물성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Hayne et al.(2017)은 달 지반의 

주요 열 물성인 열전도도가 지반 내부의 밀도 분포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달 지표면을 덮고 있는 

최상층의 달 토양은 아주 오랜 시간 걸쳐진 마이크로 소행성들의 충돌로 

인해 아주 미세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McKay et al., 1991; 

Melosh, 1989), 하부층으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급격히 커지는 형태로 

존재한다(Fa and Wieczorek, 2012). Hayne et al.(2017)은 이러한 

달의 밀도 분포 특성이 궁극적으로 지반 내부의 온도 분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국내의 경우, 한국우주항공연구원(KARI), 한국건설기술연구

원(KICT),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한양대 국제우주탐사

연구원(ISERI) 등을 중심으로 달 지반 탐사 관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Ju, 20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달 지반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실대형 지반 열진공 챔버(Dusty 

thermal vacuum chamber)를 제작하여 달 현지 측량, 달 지반 조사, 

달기지 건설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Hong and Shin, 

2018). 특히, Lee et al.(2018)는 달 지반에 존재하는 얼음 층 탐측을 

위해 동결월면토의 강도 특성을 고찰하고 지반 드릴링 정보를 이용한 

동결월면토 강도추정 방안을 제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달 지반이 지닌 열 특성 

정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신뢰성 있는 달 지반 

내부 온도 산정이 달 극지 영구음영지역에 존재하는 얼음 층 분포 

예측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에서도 달 지반이 지닌 

열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달 지반의 열 특성 정보를 파악하고 내부 온도를 

평가할 수 있는 2차원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에 달 지반의 

온도 산정과 관련된 해석 연구가 수행된 바 있지만(Hayne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모델 개발보다는 기 개발된 모델의 

확장 및 활용에 주안점을 두어 달의 위도 별 지반의 내부 온도 

평가를 통해 이론적으로 얼음 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지형학적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달 지반 내 존재하는 얼음 층 

탐측을 위해 개발 중인 드릴 시추조사 조건을 감안하여(Lee et 

al., 2018) 2차원 축대칭 수치모형의 중심에 드릴 비트 마찰열을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여 매장된 얼음의 상(phase)을 보존하도록 

하는 드릴 비트의 최대 허용 마찰열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2. 수학적 모델 및 경계조건

2.1 구성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달 지반의 온도변화 및 시추 드릴 비트 마찰에 

의한 지반 온도 교란을 평가하고자 비정상상태 열 전달해석

(a) Global Instantaneous Temperatures of the Moon
(Williams et al., 2017)

(b) Temperature Map of the Moon’s South Pole
(Credit: NASA/Jet Propulsion Laboratory)

Fig. 1. Studies on the Thermal Information of the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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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ent heat transfe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모델에 적용된 구성

방정식 및 경계조건은 Hayne et al.(2017)이 제안한 1차원 열해석 

모델(1D thermal model)을 참조하였고, 드릴 비트 마찰열을 고려하

기 해석 도메인을 2차원 축대칭 모델(2D Axisymmetric model)로 

확장하였다. 따라서 도메인에 적용된 구성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ρ는 지반의 밀도(kg·m-3), 는 지반의 비열(J·kg-1·K-1), 

T는 지반의 온도(K), t는 경과시간(h), λ는 지반의 열전도도

(W·m-1·K-1), r 및 z는 각각 반경 및 깊이 방향의 좌표(m)를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달 지반의 밀도 ρ는 깊이에 의존적이며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Vasavada et al., 2012). 단, 반경 

방향으로의 밀도 변화는 없다고 간주하였다.

  
 (2)

여기서, 는 지표면에서의 밀도(kg·m-3), 는 깊은 심도(≫)

에서의 밀도(kg·m-3)를 의미한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H 

파라미터(m)는 깊이 별 밀도 변화 양상을 결정하며, 본 연구에서는 

 파라미터를 0.06 m로 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Eq. 

(1)의 지반 열전도도 λ는 다음과 같이 밀도와 온도에 대한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Whipple, 1950; Mitchell and De Pater, 1994; 

Vasavada et al., 2012).

   ⌈
 



⌉ (3)

 



(4)

여기서,  및 는 각각 지표면 및 깊은 심도에서의 열전도도를 

의미한다. 또한, 온도에 의존하는 비열 는 다음의 다항회귀분석

모델을 통해 산정될 수 있다(Hemingway et al., 1981; Ledlow 

et al., 1992). 모델에 사용된 계수들의 값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5)

Fig. 2. Density Profile with Respect to H-parameter 

Table 1. Physical Constraints used in Numerical Simulation

Parameter Value Unit Reference

Solar constant, S 1361 W・m-2 Kopp and Lean(2011)

Lunar diurnal period, P 29.5306 d Lang(2012)

Infrared emissivity,  0.95 Logan et al.(1972); Bandfield et al.(2015)

Bond albedo at normal solar incidence (lunar average), A0 0.12 Vasavada et al.(2012)

Thermal conductivity at Surface layer, λs 7.4 × 10-4 W・m-1
・K-1 Hayne et al.(2017)

Thermal conductivity at Deep layer, λd 3.4 × 10-3 W・m-1
・K-1 Hayne et al.(2017)

Radiative conductivity parameter, χ 2.7 Hayne et al.(2017); Vasavada et al.(2012)

Surface layer density, ρs 1100 kg・m-3 Hayne et al.(2013)

Deep layer density, ρd 1800 kg・m-3 Carrier et al.(1991)

Scale factor, H 0.06 Hayne et al.(2017)

Coefficient for specific heat capacity function, C0 -3.6125 J・kg-1
・K-1 Hayne et al.(2017)

Coefficient for specific heat capacity function, C1 2.74125 J・kg-1
・K-2 Hayne et al.(2017)

Coefficient for specific heat capacity function, C2 2.3616 × 10-3 J・kg-1
・K-3 Hayne et al.(2017)

Coefficient for specific heat capacity function, C3 -1.2340 × 10-5 J・kg-1
・K-4 Hayne et al.(2017)

Coefficient for specific heat capacity function, C4 8.9093 × 10-9 J・kg-1
・K-5 Hayne et al.(2017)

Interior heat flow, Q 0.018 W・m-2 Langseth et al.(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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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계조건

달 지면에서는 태양으로부터 흡수되는 일사(insolation), 지반 

내부로부터의 전도(conduction), 우주공간으로 방사(infrared emission)

되는 과정이 일어나며 이에 대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는 적외선 방사율, σ는 Stefan-Boltzmann 상수로서 

5.6704×10-8 kg·s-3·K-4 값을 가진다. 또한, 는 지표면에서 흡수

되는 에너지 플럭스(W·m-2)를 나타내며 Eq. 7로부터 산정된다.

   (7)

여기서, 는 본드 반사율로서 입사각 θ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며 

다음과 같은 경험적 모델을 통해 산정된다(Keihm, 1984; 

Vasavada et al., 2012; Hayne et al., 2017).


 




 



(8)

여기서, 는 태양빛이 지표면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입사할 때의 

본드 반사율로서 달의 경우 평균적으로 =0.12의 값을 가진다

(Vasavada et al., 2012). 또한, 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입사 

태양 에너지 플럭스이며, Eq. 9로부터 얻어진다.

 



















sinsincoscoscosh cosh≥

 cosh

(9)

여기서, 는 태양상수로서 약 1361 W·m-2의 값을 가지며(Kopp 

and Lean, 2011), RAU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AU)를 나타낸다

(달의 경우, RAU=1.017AU). 또한, 는 달의 위도, δ는 태양빛의 

편각, 는 달의 시간각으로서 =로 표현된다. 이때, 는 

달의 주간 주기로서 지구 날짜 기준으로 약 29.53일이다.

달 지반과 접촉하고 있는 드릴비트 접촉면에서 마찰열이 발생하

면 달 지반 온도를 교란시키는데, 이를 수치해석모델에 구현하기 

위해 드릴 비트와 지반의 접촉면에서 다음과 같은 경계조건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  (10)

한편, 도메인의 하단부에서는 달 지반의 지열에너지 플럭스 

Qgeo를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였다.






  

  (11)

Fig. 3과 같이, 상기 기술된 구성방정식 및 경계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상용 수치해석 코드인 COMSOL Multiphysics PDE module

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는 총 9246개의 사각 요소망

(element mesh)이 사용되었으며, 해석 시간은 총 29.52일, 

time-step은 1.23일로 설정하였다.

2.3 초기온도조건

본 연구에서는 달의 정오를 기점으로 해석을 수행하였고, 달 

표면에서의 즉각적인 복사 평형을 나타내는 초기 온도는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Hayne et al., 2017).

      







(12)

한편, 하단부의 온도는 열 평형상태가 이루어진 연간 평균 지반 

온도로 초기화 하였다. 

        
 (13)

따라서, 도메인 전체에 적용된 초기온도조건은 다음과 같다.

               
 (14)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상태의 열전달 해석을 통해 달 지표면 

및 지반내부의 온도를 평가하였다. Fig. 4는 달의 적도 지방(=0)에

서의 시간에 따른 지표면 온도 변화를 보여주며, 달 표준 시간(LST) 

Fig. 3. Mesh and Boundary Conditions used in the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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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총 3일간 해석이 수행되었다. 해석 결과에 따르면 대기가 

없는 달에서는 태양의 유무에 따라 지표면 온도가 하루 동안에 

극단적으로 변하였다. LST 기준 정오를 기점으로 태양에너지 입사

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오후 6시에는 지표면 온도가 140 K까지 

내려갔다. 이 후 야간 시 달 표면 온도는 지반으로부터의 전도 

및 지표면에서의 방사에 의해 열평형 상태를 이루며 극저온상태에 

서서히 도달하였다(최저 온도는 약 99 K). 일출(오전 6시)을 기점으

로 지표면 온도는 다시 급격히 상승하며 정오에서 최대 온도(약 

382 K)를 나타내었다. Fig. 5는 동일한 위도에서의 달 지표면 

및 지반 내부의 온도변화를 보여준다. 주간 시의 지표면 온도는 

입사되는 태양에너지 플럭스에 의해 결정되며, 태양에너지 플럭스

는 달의 시간각(h)과 태양의 입사각(θ)에 따라 달라진다. Figs. 

5(a)~5(c)에서와 같이 해가 지는 동안 지표면 아래 지반은 지표면 

냉각을 방해하는 열방출원(heat source)이 되며, Fig. 5(d)처럼 

해가 떠오르는 동안 지표면 아래 지반은 지표면 온도 상승을 방해하

는 열흡수원(heat sink)이 된다. 한편, 야간 시의 지표면 온도변화는 

지반의 물성에 의존하는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가 바로 열관성

(thermal inertial)이다. 열관성은 외부 열 변화에 대한 반응의 척도

로서 열관성이 높을수록 낮과 밤 동안의 지표면 온도 변화가 적어진

다.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달 지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월면토는 낮은 열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야간 시 급속한 지표면 

냉각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낮과 밤의 지표면온도 편차가 커지지

Fig. 4. Temperature Variation at Lunar Surface Equator Region 

(a) 6 PM (b) 12 AM

(c) 6 AM (d) 12 PM

Fig. 5. Temperature Variation of Lunar Soil during a Day at Equator Region

Fig. 6. Diurnal Temperature Curves for Regolith (black) and 
Rock (grey) in a Mid Latitude Region (Spenc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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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높은 열관성을 지니는 암반 지역에서는 야간 시의 지표면 냉각이 

덜하며 낮과 밤의 온도편차도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Fig. 7은 깊이 별 달 지반 온도변화를 보여준다. 하루 동안 

지표면 부근(심도 0~30 cm 사이)에서는 온도변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반면 깊은 심도(약 40 cm 이하)에서는 지반 온도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달 지반의 낮은 열전도도로 

인해 깊은 심도로 갈수록 태양복사에너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문헌에 의하면 달 지반 내 얼음이 승화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얼음 상태로 존재하기 위한 최소 지반 온도는 112 K(≒ -161.15 

℃)로 알려져 있다(Vasavada et al., 1999). 달 지반 내부에서 112K 

이하로 유지되는 지반을 확인하기 위해 Fig. 8과 같이 위도 별 지반 

내부 온도를 평가해보았다. 위도가 높아질수록 수렴되는 지반 내부의 

온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위도 80°이상부터는 더욱 급격히 온도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위도가 극지방에 가까워질수록 태양에너지 플럭

스가 크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위도가 

적어도 86°이상이 되어야 지반 내부의 온도가 112 K 이하로 유지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적어도 위도 86°이상인 지역의 충분히 깊은 

심도(약 40 cm 이하)에 얼음이 매장되어 있다면 항구적으로 얼음의 

상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Fig. 7. Ground Temperature Profile at Equator Region (ϕ=0) 

 = 0°  = 60°  = 80°  = 85°

 = 86°  = 87°  = 88°  = 89°

Fig. 8. Ground Temperature Profile by La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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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달 극 지역에 존재하는 얼음 층이 내부 지반 온도프로파

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Fig. 10(a)는 지반 내 얼음 층이 

없을 경우의 온도 프로파일이며, Fig. 10(b)와 Fig. 10(c)는 10 

cm의 두께를 지닌 얼음 층이 각각 50~60 cm, 10~20 cm 깊이에 

매장되어 있을 경우의 달 지반 온도프로파일이다. 얼음 층이 깊은 

심도에 존재하는 경우에는(Fig. 10(b)) 얼음 층이 없을 때의 온도프

로파일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지만, 얼음 층이 온도 변동 폭이 

큰 지표면 부근에 존재할 경우(Fig. 10(c)) 얼음 층의 높은 열전도 

특성으로 인해 이질적인 온도변화 양상을 띠는 구간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달 지반 탐사 시 계측을 통해 이질적인 

온도변화 양상을 띠는 구간을 식별할 수 있다면 얼음 층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만, 이러한 이질적인 

특성을 초래한 원인이 얼음 층 때문인 건지 아니면 암석과 같은 

다른 매질로 인한 건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달의 극 지역 지반에 드릴비트의 마찰열이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때 지반온도교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

다. Fig. 11(a)는 위도가 86°인 지반에서 드릴비트의 단위면적당 

마찰열이 0.2 W/m2로 발생할 경우의 드릴비트 주변부 온도교란을 

보여준다. 이 경우 드릴비트 선단부(≒-40 cm)와 접촉하고 있는 

지반의 온도가 112 K 이내에 들어온다. 만약 0.2 W/m2 이상의 

마찰열이 발생한다면 드릴 비트 주변부의 지반에 갇혀있는 얼음이 

승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Fig. 11(b)와 같이 위도가 87°인 지반의 

경우 최대 허용 마찰열은 0.8 W/m2까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Fig. 12은 드릴비트와 지반의 접촉부에 이격이 생겨 마찰열이 

우주공간으로 방사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해석결과를 보여준다. 

이 경우 시간대 별 온도변화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방사로 

인해 지반으로 전달되는 접촉부의 마찰열이 상당부분 감소하여 

최대허용마찰열이 크게 증가한다. 위도가 86°인 지반에서는 최대 

8 W/m2까지, 위도가 87°인 지반에서는 최대 9 W/m2까지의 단위면

적당 마찰열이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9. Convergence Temperature in the Deep Region by Latitude

(a) (b) (c)

Fig. 10. Effect of Location of Ice Layer on the Temperature Profile in the Polar Region. (a) No Ice Layer, (b) Ice layer located in Deep Region, 
(c) Ice Layer Located in Shallow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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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달 지반 온도 프로파일 산정 및 드릴 비트 마찰열에 

의한 달 지반 온도 교란을 평가하고자 비정상상태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통해 달 주간 표면 온도는 입사 태양 복사와의 복사 

평형에 의해 좌우되는 반면, 야간 온도는 지반 내부와의 열전도에 의해 

지배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달의 위도 별 지반 내부 온도 분포를 평가하여 

달 지반에 매장된 얼음이 항구적으로 상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지형학적 

조건을 평가한 후 드릴비트 마찰열이 지반 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적도 지역에서의 달 지반 온도는 극단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주간에는 최대 385.7K 야간에는 최저 98.3K까지 감소한다. 

하지만 이러한 낮과 밤의 온도변화는 지반재료가 지닌 열관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열관성이 높을수록 하루 동안의 

달 지반 온도변화는 적어진다.

(a)  = 86°, = 0.2 W/m
2 (b)  = 87°, = 0.8 W/m

2

Fig. 11. Maximum Allowable Frictional Heat and corresponding Ground Temperature Profile (no diffusion on drill bit boundary): (a) 
Latitude=86°, (b) Latitude=87°

(a)  = 86°, = 8 W/m
2 (b)  = 87°, = 9 W/m

2

Fig. 12. Maximum Allowable Frictional Heat and corresponding Ground Temperature Profile (with diffusion on drill bit boundary): (a) 
Latitude=86°, (b) Latitude=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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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반 내부의 온도가 얼음 승화 기준 온도 이하로 유지되는 

지형학적 조건을 확인한 결과, 위도 86°이상인 지반의 약 40 

cm 이하의 깊이에 얼음이 매장되어 있다면 얼음의 상이 항구적

으로 보존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3) 얼음 층이 온도 변동 폭이 큰 지표면 부근에 존재할 경우 

얼음 층의 높은 열전도 특성으로 인해 이질적인 온도변화 양상

을 띠는 구간이 발생하며, 달 지반 탐사 시 계측을 통해 이질적인 

온도변화 양상을 띠는 구간을 식별할 수 있다면 얼음 층으로 

추정되는 매질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4) 달 지반에 드릴 비트 마찰열이 지속적으로 가해진다고 가정하면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마찰열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드릴 비트 표면에서의 열이 우주공간으로 방사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제시된 허용 마찰열은 수십 배까지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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