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5

단일 망원경 눈금조정(single

dish calibration)

이 장에서는 전파망원경으로 받은 날 데이터(raw data)를 눈금조정 과정을 거쳐서

의미 있는 물리량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5.1 지구 대기(Earth atmosphere)

지구대기는 인간에게는 고마운 존재이나 천문학자에게는 성가신 존재이다. 장파

장 전파의 경우에는 지구대기는 투명해서 거의 무시할 수 있지만 수 G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지구 대기에 의해서 흡수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구 대기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N2, O2는 같은 원자 두개가 결합된 분자로서 쌍극자 모멘트(dipole

moment)가 0이어서 흡수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아마도 4극자

천이로흡수를일으킬것이다.)대신 H2O, CO2, CH4같은비대칭분자들이온실효

과를 일으키면서 동시에 전자기파를 많이 흡수한다. 이중에서 수증기가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수증기는 지역, 계절, 고도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건조한 공기의

높이척도는약 8 km인반면,수증기의높이척도는대략 2 km이다.조금만높게올

라가면 수증기의 영향은 많이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지구대기의

불투명도에크게영향을받으므로높은주파수에서동작하는전파망원경은건조한

지역에설치된다.하와이,칠레아타카마고원지대,남극이고주파전파를수신하기

에유리한지역으로알려져있다.지상에서관측할수있는가장높은주파수는대략

1 THz정도인듯하다.그림 5.1 (https://www.nap.edu/read/21774/chapter/5)은

여러 조건에서의 지구대기의 불투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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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여러 조건에서의 지구대기의 불투명도

아주 낮은 고도에서 관측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기량(air mass) A를

A = 1/ sin θ로근사시킬수있다.천정방향으로지구대기의광학적깊이를 τ0라고

하면, 망원경의 고도가 θ일 때의 지구대기의 광학적 깊이는, τ = τ0/ sin θ가 된다.

지구대기는 전파를 차단할 뿐만아니라 전파(잡음)을 내기도 한다. 주로 중적외

선 영역에서 복사를 내지만 전파영역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 지구대기의 온도를

Tatm이라고 하면 그 양은 specific intensity단위로 Isky = B(Tatm)(1 − e−τ0A)

이다. 밝기온도 TB,sky로 환산하면,

TB,sky ≡
λ2

2k
Isky ≈ Tatm(1− e−τ0A). (5.1)

100−200 GHz 범위에서 τ0 ≈ 0.3 정도이므로 Tatm = 260 K, A = 1.5라고 한다면

TB,sky ≈ 90K가 된다. 지구대기가 대략 90K에 해당하는 흑체복사를 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구대기는 굴절률이 1보다 살짝 크기 때문에 전파를 휘게한다. 그 휘어

지는 정도는 라디안으로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z = (n− 1) tan z (5.2)

(n− 1)× 106 = 77.6
p

T
+ 3.73× 105 pw

T 2
. (5.3)

여기에서 p는 hPa 단위로 대기압을, pw는 hPa 단위로 수증기 분압을, T는 K 단위

로 대기의 온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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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쵸퍼 휠 방법(chopper wheel method)

Figure 5.2: (a)날데이터(raw data)와 (b)실제스펙트럼.정밀한눈금조정을거쳐

날 데이터로부터 실제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펰트럼 관측 모드로 관측하면 그림 5.2의 (b)와 같이 바로 스펙트

럼을볼수있을것으로기대하지만실제로는그렇지않다.왜냐하면천체에서오는

신호를 최종적으로 검출하기 위해서는 수신기와 대기에서 대략 103배 이상 감쇄가

되고 1010 배이상의증폭을하게되며최종적으로는디지털신호로변환되는데,이

감쇠나 증폭의 정도가 주파수마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호와 상관이

없는 잡음이 더해진다. 그러므로 실제로 보는 날 데이터(raw data)는 그림 5.2의

(a)와 같다. 그러므로 눈금조정의 핵심은 천체신호-입력과 출력-날 테이터 사이의

관계를 최대한 정밀하게 모델링하고, 흑체와 같은 표준 밝기 복사체를 이용하여

모델 안에 들어 있는 미지수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수신기는

예상 가능한 입력의 세기 범위에서 선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 절에서는 날 데이터에서 안테나 온도, T ∗A를 얻는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쵸퍼 휠 방법(chopper wheel method)라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이 방법은 대상

천체외에 (대상 천체가 없는) 빈 하늘과 상온의(ambient) 흑체복사만을 추가로 측

정하면 되므로 눈금조정 과정이 간편하다. 각 천문대마다 조금씩 변형을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지구 대기 위에서 측정한 천체 신호를 온도 단위로 T ∗A,i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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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i는 주파수 인덱스다. 이 신호를 지구대기 아래에서 재면,

Pi(source) ∝ {
Ae
2

∫
(Ie−τatm +B(Tatm)(1− e−τatm))PdΩ}. (5.4)

지구대기의 원천함수(source function)는 LTE를 가정해서 B(Tatm)로 두었다. 균

일한 매질을 지나는 복사에 대한 복사전달의 해이다. B(Tatm)를 포함하는 항은

적분이 유효한 범위내에서 B(Tatm)과 τatm이 일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Ae
2

∫
B(Tatm)(1− e−τatm)PdΩ ≈ Ae

2

2kTatm
λ2

(1− e−τatm)

∫
PdΩ (5.5)

= Ae
kTatm
λ2

(1− e−τatm)ΩA (5.6)

= kTamb(1− e−τatm) (5.7)

이 된다. 천체의 밝기분포 I에 대해서 안테나 온도의 정의를 이용하면,

Pi(source) ∝ {T ∗A,ie−τatm + Tatm(1− e−τatm)} (5.8)

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엽이나 망원경 부경 지지대등에 의해 주변의 상온의

복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Pi(source) ∝ [η{T ∗A,ie−τatm + Tatm(1− e−τatm)}+ (1− η)Tamb] (5.9)

로쓸수있다.이식역시복사전달식의해와같은꼴을가지고있다.카세그레인형

망원경은 η가 대략 0.8-0.9 정도이다. 수신기가 내는 잡음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Pi(source) = Gi
[
η{T ∗A,ie−τatm + Tatm(1− e−τatm)}+ (1− η)Tamb + Trx

]
(5.10)

여기에서 Pi(source)는 최종 측정량으로 대개는 디지털로 변환된 카운트값이다.

Gi는 앞에서 언급한 증폭량과 감쇠량에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바꾸는 변

환 인자를 포함한 양이다. 주파수에 따라 값이 변할 수 있어서 주파수 인덱스 i를

명시하였다. 이 식은 미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빈하늘을 관측하고, 피드혼 앞에 상온의 복사를 내는 흑체를 두고 측정을

한다. 이 때의 측정량을 각각 Pi(sky), Pi(amb)라고 하면,

Pi(sky) = Gi
[
η{TBGe−τatm + Tatm(1− e−τatm)}+ (1− η)Tamb + Trx

]
,(5.11)

Pi(amb) = Gi [Tamb + Trx] . (5.12)

식 5.10에서 신호와 관계없는 잡음에 해당하는 온도 Tsys를 구할 수 있다. 즉,

Pi(source) ≡ Giηe−τatm
[
T ∗A,i + Tsys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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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기로 하면,

Tsys = Tatm(eτatm − 1) + eτatmη−1{(1− η)Tamb + Trx} (5.14)

이 된다. 지구대기, 망원경 근처 지역, 수신기가 내는 잡음을 지구대기 위의 값으로

환산한 양이다. 망원경의 고도가 낮아지거나 구름이 지나간다든가 해서 τ가 커질

수록, 수신기 잡음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당연히 이 값이 작을수록 약한 신호도

잘 잡을 수 있다. 식 5.10과 식 5.11을 다시 쓰면,

Pi(source) = Giηe
−τatm

[
T ∗A,i + Tsys

]
(5.15)

Pi(sky) = Giηe
−τatm [TBG + Tsys] (5.16)

Pi(amb) = Gi [Tamb + Trx] . (5.17)

관측 중에 수시로 시스템 온도를 모니터해서 날씨 변화나 관측 장치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이 시스템 온도는 두 측정량 Pi(sky), Pi(amb)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즉,

Tamb
Pamb
Psky

− 1
=

Giηe
−τatmTsys

Giη{1− Tatm(1− e−τatm)/Tamb}
(5.18)

= Tsys
1

1 + Tamb−Tatm
Tamb

(eτatm − 1)
(5.19)

≡ Tsys/CF (5.20)

이므로,

Tsys =
Tamb

Pamb
Psky

− 1
· CF. (5.21)

TBG는 값이 작으므로 무시했다. Tamb는 망원경 주변의 온도이므로 온도계로 쉽게

잴 수 있다. CF는 1에 가까운 값이므로 종종 무시되기는 하지만 지구대기의 불투

명도가 크면 무시할 수 없다.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Tatm과 τ0를 추가로 알아야

한다. Tatm는 지구 대기 온도로서 직접 재기는 어렵지만 지표면의 온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변하므로 대체로 Tatm = Tamb − 20 K로 근사시킨다. τatm은 지표면

온도와 대기압을 알면 지구대기 모델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것은 이론적인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파망원경을 이용해서 직접 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기량이 각각, 1.5, 2.5, 3.5인 고도에 대해 빈하늘을 보고 출력을 재고, 이때의

출력값을 각각 Pi(sky, 1.5), Pi(sky, 2.5), Pi(sky, 3.5)라고 하면,

Pi(sky, 1.5)− Pi(sky, 2.5)

Pi(sky, 2.5)− Pi(sky, 3.5)
=
e−1.5τ0(1− e−τ0)

e−2.5τ0(1− e−τ0)
= eτ0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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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므로 천정 방향으로의 지구대기의 광학적 깊이를 잴 수 있다. 이렇게 지구대

기의 광학적 깊이를 재는 것을 Sky dip 방법이라고 한다.

이로써 시스템 온도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안테나 온도를 구해보자.

Pi(source)− Pi(sky)

Pi(sky)
=
Giηe

−τ (T ∗A,i − TBG)

Gηe−τTsys
(5.23)

로부터,

T ∗A,i − TBG =
Pi(source)− Pi(sky)

Pi(sky)
Tsys. (5.24)

또는,

T ∗A,i − TBG =
Pi(source)− Pi(sky)

Pi(amb)− Pi(sky)
Tamb · CF. (5.25)

천체의 각 위치마다 측정량 Pi를 구하고, 이보다 훨씬 느린 빈도로 얻은 Tamb, τ0를

적용해서 안테나온도를 구할 수 있다. 위 식에서 Pi(amb)− Pi(sky) 또는 Pi(sky)

로 나누어 주는 것은 광학의 flat fielding과 유사한 것이다. 감광소자의 픽셀마다

반응도 또는 이득이 다른 것을 밝기가 일정한 입력에 대해 이미지를 찍음으로써 알

수 있었듯이, 빈 하늘과 Tamb의 흑체를 보았을 때의 측정값들로부터 Gi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전파천문대에서는 단일 망원경 관측을 하면 위의 눈금조정 과정을 거쳐 T ∗A

단위로 관측 데이터를 관측자에게 제공한다.

스펙트럼이 없는 주파수 구간에서는 이상적으로는 Pi(source)− Pi(sky) 값이

0이 되어야 하므로 T ∗A,i − TBG도 그래야 한다. 그러나, 천체를 보았을 때와 빈

하늘을 보았을 때 대기량이 달랐거나 구름이 지나가면 그림 5.3과 같이 이값이 0

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신호의 일부가 피드혼에서 반사되어 부경과 피드혼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 값을 사인파 형태로 만들기도 한다. 선험적으로 스펙트럼이

없는 구간은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스펙트럼의

좌우가 0이 되도록 자료를 수정하는데 이것을 기저선 맞추기(baseline fitting)라고

한다.일반적으로시스템온도가낮을수록기저선의모양이단순하고 0에서벗어난

정도가 적으므로 정교하게 기저선 먖추기를 할 필요성이 적어진다. 물론 연속파인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5.3 안테나 온도를 밝기 온도, 플럭스밀도로 변환하기

안테나 온도는 2 장에서 설명한대로 기기등급과 비슷한 것이다. 이것을 천체의

물리조건을 반영하는 물리량으로 변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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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기저선 맞추기

• 행성의 경우 : 완전히 불투명하되 밝기가 균일한 원반으로 근사시킬 수 있다.

망원경이 행성의 정가운데를 향하면,

T ∗A − TBG = [

∫
source

TBP (θ)dΩ−
∫

4π−source
TBGP (θ)dΩ]/− TBGΩA(5.26)

≡ TBηs + TBG(1− ηs)− TBG (5.27)

= (TB − TBG)ηs (5.28)

≈ TBηs (5.29)

즉, 행성의 밝기 온도는 안테나 온도를 ηs로 나누어 주면 된다. 천체의 시직

경은잘알려져있어서,이시직경이빔크기에비해작으면쉽게 ηs를구할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빔패턴을 알아야 한다. 이 밝기 온도는 행성 표면이나

대기의물리적온도가될것이나목성과같은행성은낮은주파수에서비열적

복사를 내므로 대기의 온도보다 높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는 다른 방법으로

행성들의 전파영역에서의 밝기온도를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오히려 역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전파망원경의 ηs, ηB , ηA를 구한댜.

• 점전파원의 경우 : 분해가 되지 않아 크기를 모르므로 플럭스(밀도)만이 의

미있는 물리량이다. 플럭스 밀도를 F라고 하면,

T ∗A − TBG = [

∫
source

TBP (θ)dΩ−
∫

4π−source
TBGP (θ)dΩ]/− TBGΩA(5.30)

≡ λ2

2kΩA
F + TBG(1− ηs)− TBG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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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s � 1이므로,

T ∗A − TBG =
AeF

2k
=
ηAApF

2k
(5.32)

플럭스 밀도를 구하는데는 구경효율이 필요하다. 플럭스 밀도 단위로 잰스

키(Jy)가 많이 쓰이는데, 1 Jy=10−26Jy sec−1 m−2=10−23erg sec−1 cm−2

이다.

• 분자구름의 경우 : 편의상 분자구름이 균일하게 망원경의 주빔만을 채우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T ∗A − TBG = [

∫
source

TBP (θ)dΩ +

∫
4π−source

TBGP (θ)dΩ]/ΩA − TBG

= (TB − TBG)ηB . (5.33)

안테나 온도를 빔효율로 나누면 그 방향에 있는 분자운의 밝기 온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분자구름은 빔보다 훨씬 넓게 분포하고 밝기 온

도도 균일하지 않으므로 분자운이 주빔만을 균일하게 채우고 있다는 가정은

불합리하다.실제로이렇게밝기온도를구하면대부분다른방법으로구하는

밝기온도보다높게나온다. (안테나온도로부터분자운의밝기온도를정확

히 구하려면, 분자 구름의 밝기 분포를 잘 알아야 한다...읭?) ηB와 ηMOON

의 중간값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4 전파관측하기

5.4.1 절환 방법(switching methods)

앞에서 배운대로 눈금 조정을 위해서는 빈하늘을 봐야 한다. 천체신호는 포함하지

않으나그외의잡음신호는포함되어야한다.대개는망원경을움직여서빈하늘을

보지만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

• 위치 절환(position switching) : 망원경을 전체를 움직여서 빈 하늘을 보는

것이다. 가장 흔한 방법이고, 기저선이 가장 좋다. 망원경 전체를 움직이므로

빠르게 변하는 대기 조건을 보정하기는 힘들다.

• 빔 절환(beam switching) : 피드혼과 부경 사이에 거울을 넣거나 빼면서 망

원경 전체를 움직이지 않고 천체와 빈하늘을 교대로 본다. 절환을 빠르게 할

수 있으나 기저선이 좋지 않아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듯하다.

• 부경 절환(wobbler switching or sky chopping) : 대기조건이 빨리 변하는

원적외선-섭밀리미터(sub-millimeter) 파장대에서 많이 쓰는 방법으로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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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z 정도의 빠르기로 부경을 움직여 빈하늘을 보는 방법이다. 이동하는 각

도가 고정되어 있고, 그 값이 크지 않아서 절환을 해도 빈하늘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주파수 절환(frequency switching) : 공간적으로 빈 하늘을 찾는 대신 주파수

축에서 빈 영역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다. 망원경은 계속 천체를 추적하면서

국부발진 주파수를 바꾸어 관심 주파수 대역에 스펙트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빈 하늘 대용으로 쓰는 것이다. 주파수 편이량이 클수록 기저선이 나

빠진다. 선폭이 좁고 근처에 다른 스펙트럼이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주파수를 바꾸었어도 (다른 위치에) 스펙트럼이 나타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측효율이 높다. (그림 필요?)

우주배경복사는 온하늘에 거의 균일하게 분포하므로 이런 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다. 출력 전력을 아주 정확하게 아는 정교한 내부 잡음원(noise source)을 이용할

것으로 짐작한다.

5.4.2 전파 지도 만들기

전파 수신기는 대부분 피드혼이 하나이거나 많아봐야 20개 남짓이므로 광학의 집

합다중분광기(integral field spectrograph)와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늘의

넓은 영역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노출을 주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는 중에 가끔씩 눈금 조정을 위해 빈하늘을 보고, 상온흑체를 봐야 한다.

반복적으로망원경을새좌표로이동시켜원하는위치를지향하도록하기위해서는

망원경이 이동하고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이후에 적분을 시작한다.

반면에 근래에 새로 개발된 On-the-Fly 방법은, 대상 천체를 점점이 찍는 대신,

관측하고자 하는 하늘의 범위를 훑으면서(raster scanning) 짧은 시간 간격으로

관측 자료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자료를 취득하는 매 순간마다 망원경이 향하는

좌표를 기록해야 한다. 추적오차가 생겨도 그 순간 망원경이 향하는 방향을 알기만

하면 되므로 관측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관측 대상 범위를 여러번 반복해서 스

캔함으로써 저장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나 요즘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대신

데이터의질이균일해진다는장점이있다.대략적인빔패턴으로역합성곱을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빔크기의 반정도의 간격으로 스펙트럼을 생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