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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 억개의은하

전파영역:

가시광선보다 십 만배

넒은 대기의 창

매우 다양한
전파영역에서의외부은하연구



WARNING
본 강의는 매우 주관적이며 다소 두서 없을수 있습니다.

다른 분의 강의 인용시 강의자에 대한 존칭을 생략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제가 매우 존경하는 한분 한분 입니다!!!)

질문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C 891 a Milky Way-like galaxy … 

à 가시광에서 본 우리은하

중성수소 (HI)

많은 은하에서 가장 큰 질량을

차지하는 성간물질 (구본철 / 민영철 강의)

질문

안테나 1대 + HI선 관측 가능한 수신기

à NGC 891로부터 어떤 자료?



NGC 891 단일경 HI 관측 질문

단일경 HI 관측으로부터 어떤 정보?

1) HI flux

2) 속도 (blue/red-shifted?)

3) 거리 (허블의 법칙)

4) 중성수소 질량 (from 1 & 3)

5) 은하의 역학

NGC 891 a Milky Way-like galaxy … 



질문

단일경 HI 관측으로부터 어떤 정보?
1) HI flux

2) 속도 (blue/red-shifted?)

3) 거리 (허블의 법칙)

4) 중성수소 질량 (from 1 & 3)

5) 은하의 역학과 총질량

회전계와 Double-Horned Profiles

Approaching Receding

Double-horned profiles

à Rotationally supported systems

열역학적 평형상태
à Maxwellian의 입자속도분포

~ Gaussian 

형태의 방출선

Rotation

(박용선 강의)



NGC 891 단일경 HI 관측 질문

단일경 HI 관측으로부터 어떤 정보?

1) HI flux

2) 속도 (blue/red-shifted?)

3) 거리 (허블의 법칙)

4) 중성수소 질량 (from 1 & 3)

5) 은하의 역학

6) 은하의 역학적 질량

NGC 891 a Milky Way-like galaxy … 



질문

단일경 HI 관측으로부터 어떤 정보?
1) HI flux

2) 속도 (blue/red-shifted?)

3) 거리 (허블의 법칙)

4) 중성수소 질량 (from 1 & 3)

5) 은하의 역학과 총질량

회전계와 Double-Horned Profiles

Approaching Receding

Double-horned profiles

à Rotationally supported systems

Rotation

From Keplerian rotation,

à Double-horn의벌어진 정도,

즉, “line width”로부터 역학적 질량

(=바리온 + 암흑물질)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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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하의 역학적 질량

NGC 891 a Milky Way-like galaxy … 



NGC 891 단일경 HI 관측 질문

간섭계 + HI 관측 가능한 수신기

à NGC 891로부터 어떤 자료?

à 다른 속도 성분을 가지는 HI 영상화

NGC 891 a Milky Way-like galaxy … 



간섭계를 이용한 분광관측과Data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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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분 à HI의 형태 및 속도 분포

• Slicing à Position-velocity diagram

등의 공간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습득

[NGC 891 HI cube 예제]
https://www.astron.nl/halogas/data.php



Datacube 활용의 예제
NGC 891의 HI integrated-intensity map

(Fraternali 2008)

à Extra-planar gas + galactic fountain model



Datacube 활용의 예제
NGC 2403의 optical + HI overlay (left), HI 

position-velocity diagram (below) (Fraternali 2008)

à Extra-planar gas + galactic fountain model



외부은하의 중성수소가스 관측 연구
• 은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간가스로써 은하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체!

• 은하 항성원반보다 넓게 분포 à은하 의 특성 외에도,

1) 주변 환경에 쉽게 반응하여 환경에 의한 영향 진단에 유리

2) 은하 구성물 중 암흑헤일로 추적에 유리한 바리온 물질

[NRAO HI Rogues Gallery]

https://www.nrao.edu/astrores/HIrogues/



외부은하의 분자가스 관측 연구
• 원자가스보다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아 중력수축에 유리 à 별형성에 중요한 역할! (이민영 강의)

• 수소분자(H2)가 가장 풍부 BUT!!! 구조의 대칭성으로 전파에서 관측 가능한 천이선 부재

• 일산화탄소(CO) (구본철 / 민영철 강의)

1) 수소분자 다음으로 풍부한 분자

2) 회전 상태 변화에 따른 회전선이 밀리미터~서브밀리미터에 걸쳐 관측가능

3) 주요한 과학적 질문

Ø 우리 은하의 관측과 이론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 별형성의 원리가 다른 은하에도 적용 가능한가?

Ø 은하의 특성에 따라 별형성에 사용될 수 있는 가스의 양과 분포?

à 10년 전까지만해도 연구 가능한 거리와 분자선 종류에 크게 제약을 받음 !!!



안테나 cm vs. mm to submm
• 상대적으로 긴파장(= low frequency)에서 관측하는 안테나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큰 편 (변도영 강의

+ https://www.cv.nrao.edu/~sransom/web/Ch3.html) à 집광력 차이

• 관측 파장과 안테나 크기에 따른 FoV 차이 (예, WSRT FoV ~ 30 arcmin for HI, SMA FoV ~ 1 arcmin for CO (2-1))

• 짧은 파장(=high frequency)은 대기에서 더 잘 흡수 à 건조한 기후 필요

짧은 파장 … 적당히 큰 안테나를 많이 제작 + 좋은 관측 환경 필요 à ALMA

WSRT (네덜란드)
14 x 25m 주요파장 cm

SMA (하와이) 8 x 6m 주요파장 submm

GBT (그린뱅크) 100m 단일경
주요파장 cm up to mm

(권우진 강의)



Atacama Large Millimeter/submillimeter Array 
• 외부은하 분자가스 연구의 혁명! (예1, high-resolution CO mapping of nearby galaxies)

ALMA CO (2-1) mapping of nearby galaxies https://public.nrao.edu/gallery/phangs-alma/



Atacama Large Millimeter/submillimeter Array 
• 외부은하 분자가스 연구의 혁명! (예2, feedback study of active galaxies)

NGC 3256 (optical)

중심 10” x 20” molecular gas outflow

(참고: 은하 ~ 4’) Mychiyama +	(2018)



H13CN (1-0)

Atacama Large Millimeter/submillimeter Array 
• 외부은하 분자가스 연구의 혁명! (예3, extragalactic astrochemistry, 민영철 강의)

ALCHEMI 

ALMA Large Program

https://iram2020nice.sciencesconf.org/
data/program/302561.pdf



(Ultra-)wide Band Spectrometers + 단일경
• 다수 분자선을 한 밴드로 동시 관측 à 광학에서 희미한 먼거리 은하의 z 측정 + 근거리 은하의

astrochemistry (예, Redshift Search Receiver on LMT, Z-pectrometer on GBT)

à From RSR 

commissioning 

on FCRAO 14 m 
Snell + (2011)



Atacama Large Millimeter/submillimeter Array 
• 외부은하 cool gas 연구의 혁명! (예4, cool gas study of high-z galaxies)

A galaxy @ z = 4.3
Tadaki + (2018) 

거리가 먼 은하의 cool gas 특성 à 은하 진화와 우주의 역사 규명의 Key!

CGM toward the center of a proto-cluster @ z = 3.47 (Emont + 2018) 
Left) CI (blue, one channel) + Right) CO (4-3) (white)



외부은하의 Radio Continuum 
• Nearby and distant radio active AGNs (cf. Bindu Rani / 김재영 강의) 

Radio sky over GB

Radio 
galaxies Quasi-starry night!



외부은하의 Radio Continuum 
• Spectral energy distribution of M82, a nearby starburst system

Synchrotron
Supernova remnants

Free-free
HII Regions

Thermal
Dust



외부은하의 Radio Continuum 
• Submillimeter galaxies

1) Luminous in sub-millimeter due to dust continuum

2) 90년대 중반 JCMT와 SCUBA-bolometer가 발견에 큰 역할



외부은하의 Radio Continuum 
• Submillimeter galaxies

1) Luminous in sub-millimeter due to dust continuum

2) 90년대 중반 JCMT와 SCUBA(bolometer)가 발견에 큰 역할

3) 광학에서 어둡고 서브밀리미터에서의 제한된 분해능으로 여러 파장에서의 counterpart 확인이

어렵긴하지만, 가능한 경우 photometric redshift를 통해 distant-active 은하임이 밝혀짐

SCUBA	contour	
+	3-color	deep	
optical	image	
(Smail +	1998)	

A	sample	of	SED	fit	
(Aretxaga +	2003)



외부은하의 Radio Continuum 
• Submillimeter galaxies + high-z active galaxies à ALMA 등의 강력해진 전파망원경의 활약으로

베일을 벗고 있는 중 … (예, Vieira + 2013, ALMA continuum imaging of high-z submm galaxies à structure well resolved!)



외부은하의 Radio Continuum 
• Submillimeter galaxies + high-z active galaxies à ALMA 등의 강력해진 전파망원경의 활약으로

베일을 벗고 있는 중 … (예, Vieira + 2013, ALMA spectroscopy à molecular gas detection + redshift 측정!)



Anything Beyond?
• 안테나의 형태 (변도영 박사님 강의 참조 + Essential Radio Astronomy)

Dipole antenna
Waveguide horn



Anything Beyond?
• 혼 안테나와 역사적인 천문현상 발견

Waveguide horn

Wilson & Penzias (1964)

Cosmic Microwave Background
Galactic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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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thing Beyond?
• 안테나의 형태 (변도영 박사님 강의 참조 + Essential Radio Astronomy)

Dipole antenna
Waveguide horn

다이폴 안테나가

유리할 수 있다?!



우주론 feat. with 은하 통계 연구
• 최대한 넓은 하늘을 깊이 … ! (다이폴 간섭계, 예, Murchison Widefield Array)

다음 강의: Square Kilometer Array à 다양한 안테나와 연구!



전파영역:

가시광선보다 십 만배

넒은 대기의 창

수 천 억개의은하

Enjoy Galaxies
In Radio Wavelengths!

오늘 못다한 이야기 – 메이저선, 흡수선, 편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