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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Possibility of Ring Formation of 10199 Chariko by Partially Inelastic Collision 

 

1.연구 동기 및 목적 

2014년 3월 26일, 토성과 천왕성 사이의 소행성체 ‘10199 커리클로 (10199 Chariklo)’에게서 2개

의 얇은 고리가 관측되었다. (Woo. 2014) 커리클로는 고리를 가진 최초 소행성체로 보고됨과 동

시에, 소행성체는 고리를 가질 수 없다는 이론을 반증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리가 형성된 원리

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10199 커리클로의 고리 형성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조사하고, 커리클

로가 어떻게 고리를 가지게 되었는지 탐구를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10199 커리클로의 고리 형성에 대한 연구 방법은 고리를 이루는 물체들이 ‘외부에서 소행성체

로 유입’되었을 때와, ‘소행성체에서 사출’되었을 때의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는 것이다.  

 

2-1. 외부에서 물체들이 소행성체로 유입되어 고리를 형성할 경우  

먼저 외부에서 유입된 물체가 10199 커리클로의 고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1) 커리클로의 중

력으로 인해 지나가던 물체가 고리의 궤도를 따라서 소행성 주위를 돌거나, (2) 물체가 로슈 한

계(Roche limit) 안쪽으로 진입하여 커리클로의 기조력(Tidal Force)에 의해 부서져 고리를 형성하

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나리오는 두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  

첫번째 이유는 커리클로로 접근하는 물체의 속도 변화 때문이다. 어떤 물체가 커리클로에 접근

할 때,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것이다. 비슷한 중력가속도

가 적용되는 거리 안에서, 위치 에너지는 소행성과의 거리에 비례하고,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

이다. 물체는 커리클로에서 아주 먼 거리에서부터 접근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매우 클 것

이라는 점에 주목하자. 이는 커리클로에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의 속도가 매우 빨라짐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물체가 고리를 이루기보다는 슬링샷 효과(slingshot effect)로 궤도가 

휘어지며 날아갈 가능성이 더욱 높다.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물체 주위를 도는 물체는 반드시 원래의 궤도만을 돌 수 밖에 없기 때문

이다. 만약 어떤 물체가 외부에서 유입되어 커리클로의 중력을 경험할 때, 외력이 작용하지 않



았기 때문에 이미 지나온 궤도를 반드시 다시 지나가야 한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궤도는 고리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체가 들어오는 경우, 물체가 고리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두 번째 경우인, 커리클로의 기조력(Tidal Force)에 의한 파괴를 통한 고리 형성 역시 불가능하다.  

로슈 한계를 진입하는 물체들이 파괴되어 고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물체와 커리클로

의 로슈 한계 값이 고리의 반지름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강체 위성의 반지름, 주성과 위성의 밀도

에 대해 로슈 한계를 계산하였을 때 (Shu, 1985, p.431) 이 가설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다. 커리클로의 두 고리와 같은 반지름의 고리가 존재하려면, 주성과 위성의 비율이 비정상적으

로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부 물체의 유입으로 인한 고리 형성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2-2. 물체들이 소행성체에서 사출되어 고리를 형성할 경우 

외부에서 유입된 물체는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이번에는 커리클로 표면에 있는 물

체가 사출되어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을 조사해 보았다. 외부의 암석과의 충돌 등의 이유로, 커리클

로의 각속도가 증가한다면, 특정 위도 범위 내에 위치해 있던 물체들이 튕겨져 나간다. 그러나, 사출

된 이후의 물체는 외력이 존재하지 않을 시 반드시 같은 궤도를 돈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러므

로, 사출된 물체가 커리클로의 표면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외력이 작용해

야 하는데, 그 원인은 ‘소행성에서 사출된 또 다른 물체와의 충돌’일 것이라고 가설을 세운다. 

 

물체의 사출 이후 다른 물체와 완전 비탄성 충돌 혹은 불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여 고리의 궤적

을 이뤘을 경우를 각각 살펴보기로 했다. 물체의 초기 위치, 초기 속도, 그리고 물체에 가해지는 중

력을 이용하여 물체의 운동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미분방정식 계산 프로그램 (Mathematica)을 이

용하여 충돌 전의 위치, 속도와 시간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두 물체의 위치 벡터가 같아지는 지점

을 계산하여 충돌 시의 시간, 두 물체의 위치와 각각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충돌 전과 후의 운동

량 보존 법칙과, 충돌 후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보다 작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는 충돌 후 결합된 물체의 속도를 계산하고, ‘불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는 물

체 각각의 속도를 계산한다. 다시 충돌 후의 운동방정식을 세운 뒤 수치적 해를 구하고, 최종적으

로 시각화를 하여 고리가 형성되는지 조사해 보았다.  

 

물체가 사출될 때, 초기 속도가 커리클로에서의 탈출 속도보다 크다면 다른 물체와 충돌하지 않

고 날아가 버리는 반면, 커리클로의 표면에서의 공전 속도보다 작다면 사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

므로, 사출되는 물체의 초기 속도는 특정 범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함에 주목하자.  



이 범위 내에서, 물체 간 완전 탄성 충돌은 고리를 형성할 수는 있으나, 커리클로의 고리와 같은 반

지름으로는 형성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불완전 탄성 충돌은 특정 범위 내의 각속

도에 한하여, 커리클로의 고리와 같은 궤적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3.연구결론 

결론적으로 커리클로의 고리는 커리클로 표면에서 사출된 물체들 간의 ‘불완전 탄성 충돌’로 

인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커리클로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리를 가진 천체는 물체 간 충돌로 고리 형성이 되었을 가능성

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 연구 결과는 

추후 발견될 2060 키론 (Ortiz et al, 2015) 등 고리를 가진 소행성체의 연구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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