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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년 에 의해 두 개의 상으로 중력1979 Walsh et al. (1979)
렌즈된 준항성 이발견된 이후 다양한 유형의Q0957+561
중력렌즈 현상이 발견되었다 중력렌즈라 함은 배경에.
있는 광원이 전방에 위치한 천체의 중력에 의해 빛의

진행 경로가 바뀌어서 관측자가 볼 때 광학 렌즈를 사

용했을 때와 같이 원래 광원의 모습이 변형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변형의 유형은 여러 개의 상으로 나.
누어지는 다상계 상의 모양이 많(multiple image system),
이 변형되어 호 및 호조각 거의 원에 가까(arc) (arclet),
운 고리 등으로 보이는 경우와 같은 강한 중력렌(ring)
즈 와 상이 변형되기는 하지(strong gravitational lensing)
만 그 정도가 약해서 개별 천체가 아닌 다수의 천체의

변형 정도를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약한 중력렌즈

(weak gravitational lensing: 박명구 참조 로 나눌2001 )
수 있다 한편(Schneider, Kochanek & Wambsganss 2006).
상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거나 심하게 변형되긴 하지만

그 변형들의 각 크기가 수준으로 너mas (10-6 arcsec)
무 작아서 현재의 분해능으로 관측할 수 없지만 변형

시 상의 면적이 실제적으로 증가하므로 밝기가 증가하

게 되는데 이 밝기의 증가를 측광관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미시중력렌즈 이라 부르는데(microlensing)
우리 은하나 근처 은하 내의 별들에 의해 생기는 미시

중력렌즈 참조 와 구별하기 위해 다상(Park & Han 2001 )

준항성계에 나타나는 미시중력렌즈는 준항성 미시중력

렌즈 이라 따로 부르기도 한다 본(quasar microlensing) .
논문에서는 강한 중력렌즈계 중 준항성과 호 중력렌즈

계의 특성을 활용하여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나 진화,
은하 및 준항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을 살

펴보고자 한다.
준항성들은 우주론적인 거리에 있으므로 논의에 필

요한 여러 우주론적 물리량들을 정의해 두는 것이 편리

하다 균질하고 등방한 차원 우주는. (3+1)
계량으로 표시 된다Robertson-Walker (Gott, Park & Lee

1989).

       

여기서 동행거리 좌표(comoving distance) 의 함수

 는 평탄한 우주(  의 경우)    양으,
로 휜 우주(  에서는)    음으로 휜,
우주(  에서는)   를 뜻한다 물질.
도계수  우주상수, 인 우주에 대해 동행거리 를

관측가능한 양인 적색이동 로 표시하면

 








  



이고 거슬러 본 우주시간 인, (lookback time) 로 표현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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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sars at cosmological distances can be gravitationally lensed by galaxies into two or more images. The

probability of this lensing and the angular separation between the images depend on the geometry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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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단하게 표현된다 여기서.   는 현재 우주

의 크기 척도로 반경Hubble ≡
과는

 
 ( 이면 ,  ±이면

  
 의 관계에 있다) .

이 좌표계에서 ∼사이의 미분 동행부피

는(comoving volume) 
   이므로 렌즈의 동,

행 도를 라 하면 이 미분 동행부피 안의 렌즈의

수는

 
   

이다 그리고 이 좌표계에서. 에 있는 관측자가 에

있는 천체를 보았을 때의 각직경거리는 간단하게




  

이므로 렌즈 광원 대 광원까지 각직경 거리의 비는, -






 

가 된다 (Gott, Park & Lee 1989).
계량을 의 장방정식에 대입Robertson-Walker Einstein

하면 우주의 역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방정식Friedmann
이 유도되고 이 방정식의 해는 현재의 우주Fredmann
상태를 나타내는 우주론 계수 들(cosmological parameter)
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상수. Hubble  우주상수,

 감속인수,  같은 우주론 계수들은 우주의 전체적

인 구조와 특성 및 그 과거와 미래를 규정짓는 중요한

값들이다 따라서 이들 계수들을 정 하게 결정하는 것.
은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
그런데 중력렌즈는 렌즈 작용을 하는 천체들에 의해 빛

의 경로가 달라지는 효과와 우주 전체의 공간적 시간적

구조에 의해 빛의 경로가 달라지는 효과가 겹쳐서 나타

나므로 다상 준항성 중력렌즈(multiple-image quasar
같이 우주 규모에서 나타나는 중력렌gravitational lens)

즈 현상들을 연구하면 이들 우주론 계수들을 결정하거

나 제약할 수 있다.

시간지연과 상수2. Hubble

렌즈작용에 의해 여러 개의 상이 생긴 경우 원래 광원

의 밝기가 변화하면 대략 거리 빛의 속도 후에 각 상÷
들의 밝기도 변화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상의 경우 상.
마다 그 경로가 다르므로 각 상을 구성하는 빛이 광원

에서 관측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게 되는

데 이 시간 차이를 시간지연 라 부른다(time delay) .

중력렌즈계가 발견되기 오래 전 은 원Refsdal (1964)
광원의 밝기가 변할 경우 여러 개의 렌즈 상들이 동시

에 밝아지지 않고 차례로 밝아지는 시간지연이 존재하

고 이 시간지연의 값은 다른 상들을 이루는 빛들이 각,
기 우주를 가로질러 온 거리의 차이에 직접 비례하므로

이로부터 우주의 크기 즉 상수 를 직접 측정Hubble
할 수 있음을 예측했다 여러 개의 상으로 이루어진 다.
상 중력렌즈계의 경우 시간지연 관측은 필요한 기간 동

안 각 상들의 밝기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면서 한 상의

밝기가 갑자기 변하고 일정 기간 후 같은 형태의 변화

가 다른 상에 나타남을 발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된 시간지연 값은 궁극적으로 우주의 크

기 구체적으로는 상수, Hubble 룰 결정하는데 활용

될 수 있다 두 상간의 시간지연은 각 상을 이루는 광.
선의 경로의 길이 차이와 이 경로를 따른 퍼텐셜 차이

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 경로는 광원의 위치와 상의 위.
치로 표현되므로 렌즈의 적색이동을  렌즈 광원 및, ,

렌즈에서 광원까지의 각직경거리를 각각  ,  , 라

하고 광원의 각좌표를  상의 각좌표를, 라 하면 상

의 위치에 따른 시간지연은










 

로 표현된다 여기서. 는 차원 꺾임 퍼텐셜2 (deflection
이다 즉 시간지연은 빛이 멀리 돌아옴으로써potential) .

생기는 기하학적 시간지연 


과 중력 퍼텐셜에

의한 시간지연 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관측.
된 상의 위치 와 꺾임 퍼텐셜 이 알려지면 광원의

원래 위치 도 결정되고 각직경거리들은 특정한 우주,
모형을 선택하면 관측된 광원과 렌즈의 적색이동 값에

의해 결정되므로 위 식의 우변 값은 상수Hubble 


에 비례하는 값이 된다 따라서 각 상들의 밝기 변화로.
부터 시간지연 값이 결정되면 유일하게 남은 미지수

상수Hubble 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방.

법으로 시간지연 값이 결정되고 이로부터 상수Hubble
가 결정된 중력렌즈계를 차례로 살펴보자.

2.1 Q0957+561

다른 관측과 마찬가지로 시간지연 관측 또한 최초로 발

견되어 가장 많이 연구된 쌍 준항성계 에 먼Q0957+561
저 집중되었다 광학 영역에서의 시간지연 관측은 발견.
직후부터 시작되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추정되었으나

적지 않은 값의 차이를 보이다가 관측자료들이 년, 10
이상 누적된 후에야 비로소 일 근처와 일 근처의415 540
시간지연 값으로 좁혀지게 되었다 (Haarsma et al.



다상 준항성 중력렌즈의 우주론적 응용

의 참조 여년 이상의 관측에도 불구[1997] Table 1 ). 10
하고 시간지연 값이 믿을만하게 결정되지 않은 것은 얼

핏 아주 단순해 보이는 시간지연 측정이 의외로 복잡함

을 시사한다 우선 광원인 준항성들의 밝기가 여러 시.
간 척도에서 변하므로 두 상의 밝기 곡선 에(light curve)
서 한 상의 특정 변화가 다른 상에서 나타나는 많은 유

사한 변화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를 찾아내야 한다.
더욱이 광학 영역에서 상의 일반적인 변화가 내0.1m
외의 크지 않은 값을 가지므로 측광 정 도도 0.01m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중력.
렌즈된 두 상 와 의 밝기 곡선이 원래 광원의 밝기A B
변화뿐만이 아니라 렌즈 작용을 하는 은하 내 개개의,
별들에 의해 미시중력렌즈되어 두 상 중 한 개만이 밝

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 의 밝기 곡선이. B
시간지연 만큼 이동하여 상 의 밝기 곡선과 겹쳤을A
경우 두 곡선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외에도 관.
측된 측광자료들이 연속하지 않으므로 자료들을 어떻게

내삽 하는 가 또 어떤 분석방법을 적용하(interpolation) ,
는 가에 따라 시간지연 값이 다르게 결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분석방법을 다른 측광자료들에 적용할

경우에도 시간지연 값이 달라지지만 같은 관측자료에

다른 분석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시간지연 값이 달라

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한 가지 분석방법을.
같은 자료에 적용할 경우에도 측광자료들이 추가됨에

따라 시간지연 값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년 초 상 의 밝기가 갑1995 A

자기 어두워졌고 이에 해당하는 밝기 변화가 년 초1996
상 에서 관측되어 비교적 높은 신뢰도로 의B Q0957+561
시간지연 값은 일로 결정되었다417±3 (Kundi 'c 등 1997).
그림 1이 이 기간 동안 Kundi 'c 등 에 의해 관측(1997)
된 와 밴드 광도곡선이다 그림에서 상 의 밴드g r- . A g-
광도가 년 월에서 년 월 사이에 등급1994 12 1995 1 0.15
어두워졌고 위쪽 그림에서 짙은 수평 막대로 표시된(
부분 이에 해당하는 상 의 밴드 광도는 년 월) B g- 1996 2
에 비슷한 형태의 광도변화가 있음 위쪽 그림에서(

로 표시된 빈 수평 막대 부분 을 알 수 있다 이에short ) .
해당하는 시간지연은 일이고 이전까지 거론되었던417
시간지연 일은 년 월에 해당하는데 그림에서540 1996 6 (
으로 표시된 빈 막대 부분 이때는 상 에서 보였long ) A

던 것과 유사한 밝기 변화가 상 에서는 전혀 나타나B
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광도.
곡선의 분석방법에 의해서도 시간지연 값은 분석방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므로 Kuni 'c 등 은 일반적인(1997)
선형내삽 방법 외 다른 여러 분석방법들도 모두 적용하

여 거의 일치되는 믿을만한 결과를 얻었다.
한편 은 전파원이기도 한데 중력장에 의해Q0957+561

빛의 경로가 휘어지거나 진행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빛

의 주파수에 무관하므로 두 전파상으로부터도 시간지연

을 결정할 수 있다 초기 전파관측은 가시광 관측에 비.
해 높은 시간지연 값을 보여주었으며 전파관측의 경우

잡음이 포함되고 비균질하게 표본추출된 광도곡선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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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전파로 결정된 시간지연

값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웠다 등 이. Haarsma (1997)
년 간의 관측한 광도곡선이 그림15 VLA 6 cm 2인데

대략 년에서 년에 걸친 상 의 밝기 증가가1989 1990 A
년에서 년에 걸쳐 상 에 나타남을 알 수 있1990 1991 B

다 그러나 관측이 충분히 자주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 ,
아서 시간지연을 정 하게 결정하기 어렵게 보인다 실.
제 등 이 이 자료에 적용한 가지 통계Haarsma (1997) 3
적 분석 결과는 상 의 변화가 상 이후에 나타나고B A
그 시간지연은 일에서 일 사이임을 보여주고 있398 461
다 따라서 전파관측으로 시간지연을 정 하게 결정하.
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가시광 관측과 부합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결정된 시간지연 값으로부터 상수를Hubble

결정하기 위해서는 렌즈의 중력퍼텐셜 분포가 잘 알려

져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질량분포는 단순히 빛 분

포를 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식. (7 에서 퍼텐셜) 가 알려져 있지 않으

면 광원의 위치 가 결정되지 않게 되고 결국 도

결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관측치.
들 예를 들어 상들의 위치 상들의 밝기 전파상의 모, , ,
습 등의 관측 결과들을 만족하는 적절한 렌즈 모형을

구성할 수 있고 여기에 시간지연 값을 적용하면 Hubble
상수가 결정될 수 있다. Kuni 'c 이 일로et al. (1997) 417
결정된 시간지연 값을 의 모Grogin & Narayan (1996a,b)
형에 적용하여 추정한 상수의 값은Hubble

 ±  
 (  우주모형 신, 95%

뢰도 이다) .
한편 여러 가지 질량 모형을 적용해서 결정되는

상수의 값을 살펴본Hubble Bernstein & Fischer (1999)

의 연구에서 추정된 값은  
 

신뢰도 로 위의 값과 상당히 다른 값을 보이는 반(95% )
면 렌즈 은하를 작은 핵 을 가진 멱급수, (core)

타원 질량 분포 은하단을 멱급수 구로 근(power-law) ,
사하고 광학 및 전파 관측 자료를 가장 잘 맞추는 모형

을 찾은 의 연구에서는 렌즈 은하 근처 은Chae (1999)
하단의 질량에 대한 제약이 있고 없고에 따라

 
  또는

 
  (  신뢰도 로, 68% )

나타났다 은하단의 면질량 도를 나타내는 수렴.

(convergence) 를 에서 결정된Fischer et al. (1997)
≈± 신뢰도 를 택할 경우(68% )

 
  또는  

 가

되어 Kuni 'c 의 결과와는 좀 다른 값을 보여et al. (1997)
주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이 관측되고 연구된

의 경우에도 렌즈 질량 분포가 관측자료 자Q0957+561
체에 의해서만 정확하고 유일하게 결정할 수 없는 상태

여서 그 질량분포모형을 기초로 결정되는 상수Hubble
의 값들이 서로 다르면서 작지 않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PG1115+080

두 번째로 발견된 중력렌즈인 은PG1115+080 A1, A2,
네 개의 상으로 이루어진 렌즈계로 과B, C Q0957+561

함께 가장 많이 관측되고 잘 연구된 준항성계이다

이 렌즈계는 네 상의 적절한 기(Weymann et al. 1980).
하학적 형태와 렌즈 은하의 위치 각 상들의 밝기, ,

에 비해 단순한 렌즈 퍼텐셜 짧은 시간지연Q0957+561 ,
이 예상되고 상의 수가 많아 시간지연을 비교할 짝이

많은 점 등 시간지연 관측에 유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상들이 가까이 있고 작은 변광폭을 가지.
며 시간지연에 비해 긴 준항성의 변광 시간 척도 미시, ,
중력렌즈 등은 이 렌즈계에서의 시간지연 관측을 어렵

게 만들고 있다.
그림 3은 에 의해 년 월Schechter et al. (1997) 1995 11

에서 년 월에 걸쳐 측정된 밴드 광도곡선이다1996 6 V- .
제일 위에 별로 표시된 밝기는 상 과 를 합한 밝A1 A2
기이다 떨어져 있는 상 과 상 사이의 시. 0.48 A1 A2
간지연은 수 시간 정도로 예상되므로 수 일 정도인 상

나 와의 시간지연 결정에 의 두 상을 합한 밝기를B C A
사용하여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상 의 밝기는 위에. C
서 두 번째 빈 원으로 표시되었고 상 의 밝기는 검은D
원이다 비교성은 가장 아래 네모로 표시되어있다 관측. .
기간 중 상들이 등급 내외의 밝기 변화를 보이고0.1
있으며 각 상들의 변화 모습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상 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미시중력렌A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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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에 의한 효과일 수도 있다 (Witt, Mao & Schechter
1995).

등은 몇 가지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Schechter
상 가 상 보다 일 시간지연되어 변하고 상B C 23.7±3.4 ,

는 상 보다 일 시간지연됨을 보이고 있다A1+A2 C 9.4
등 등 은 적외선 영역의(Schechter 1997). Impey (1998)

관측 자료들을 개선된 렌Hubble Space Telescope (HST)
즈 모형에 적용하여 렌즈은하가 암흑물질을 지녀서 평

탄 회전곡선을 가진다면  ± 
임을

보여주었다 다만 만약 렌즈은하가 고정된 질량 광도비. -
를 가졌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그 보다 더 큰 값

 ± 
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런.

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은하들의 헤일로는 고정된 질량-
광도 보다는 암흑 헤일로에 가까우므로 이 가정을 택했

을 때의 값  ± 
는 일반적으로 다른

관측을 통해 정해진  보다 상당히 작은 값이다 한편.

의 연구에서는 빛을 내는 성분Treu & Koopmans (2002)
과 암흑 성분 두 성분으로 이루어진 모형을 중력렌즈,
항성역학 및 질량 광도비 제약조건으로 맞추어-

  
 ( ,    우주모형,

신뢰도 를 얻었다 의 경우에서처럼68% ) . Q0957+561
의 경우에도 역시 상수를 결정하는PG1115+080 Hubble

데 있어 시간지연 값의 오차보다는 렌즈의 질량 분포에

의한 오차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렌즈계는 접힘형 화선 바로 안(fold caustic)

쪽에 광원이 위치해서 개의 상이 만들어지는 전형적인4
기울어진 네 쌍계 인 것으로 판단(inclined quad system)
되는데 그럴 경우 가까이 위치한 두 개의 상이 거의,
같은 밝기를 가지면서 서로 반전되어 있어야 하고 그

중 한 상이 가장 짧은 시간지연 값을 보여야한다

또한 그 중 가까이 위치한 두 개의(Keeton et al. 2005).
상 중 하나가 가장 짧은 시간지연 값을 보일 것으로 예

측되지만 관측결과는 이와 잘 맞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가시광선 영역에서보다 선 영역에서 이 문제X-
는 더 심각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Pooley et al.

이는 이 중력렌즈계에서는 미시중력렌즈 현상이2006).
일어나고 있으며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영역이 선을X-
방출하는 영역보다 훨씬 더 크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도

있다.

2.3 Q2237+0305
의 십자가 또는 의 렌즈 로 불리는 개의Einstein ( Huchra ) 4

상을 가진 는 빛이 렌즈 은하의 가장 중심Q2237+0305
부를 통과하는 드문 경우이므로 렌즈 은하내의 별들에

의해 미지중력렌즈될 확률이 최대 에 이를 정도0.4 0.9
로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더불(Schneider et al. 1988).

어 렌즈에 대한 상들의 위치가 거의 대칭적이면서 상간

거리가 작아서 예상되는 시간차는 하루 또는 그 이하이

다 그에 비해 광원인 준항성의 밝기 변화는 하루 정도.
의 시간척도로 모든 상에 약간의 시간지연을 거쳐 공통

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각 상이 제각기 변

하는 미시중력렌즈와는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관측에서 의 각 상들이 보여주는 어지러운Q2237+0305
밝기 변화들 속에 숨어있는 시간지연 효과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은 관측을 통해Irwin et al. (1989) CCD Q2237+0305 4

개의 상 중 하나에서 밝기변화를 발견하였고 이는 최초

로 발견된 미시중력렌즈 사건이 되었다. Corrigan et al.
과(1991) O/ 은 그 이후의 관측을 통stensen et al. (1996)

해 이를 확인하였다. O/ 등은 여러 번의 미시중력stensen
렌즈 경우를 발견하였는데 그중 한 경우는 짧게는 겨우

일 정도의 시간척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14 .
팀에 의해 년에서 년에 걸쳐 관측된OGLE 1997 2000
의 광도곡선 그림Q2237+0305 ( 4 을 보면 상 에서 비교) C

적 뚜렷한 미시중력렌즈 사건이 년 일어났음을 알1999
수 있다 (Woz' 최근에는 이동욱 등도niak et al. 2000).

상 에 미시중력렌즈 현상이 일어(Moreau et al. 2005) A
났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미시중력렌즈 사건 중 특히 기대되는 것은 렌

즈 내의 많은 별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미시화선

을 광원이 가로지르면서 밝기가 크게 증(microcaustics)
가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화선횡단 은. (caustic crossing)
광원인 준항성의 아주 작은 크기척도의 내부 밝기분포

를 재현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Rauch &
Blanford 1991; Jaroszyn' ski, Wambsganss & Paczyn' ski

현재까지 이 같은 고증폭사건은 검출되지 않았1992).
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지속적인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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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관측에도 불구하고 준항성의

내적 밝기 변화를 네 상에서 검출하여 이들 사이의 시

간지연 값을 결정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등 은 년 관측Vakulik (Vakulik et al. 2006) 2003
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급 정도의 밝기 변0.1
화를 네 상에서 찾아서 이로부터 상 에 비해 상 는A B
시간 상 는 시간 상 는 시간 정도의 시간지-6 , C 35 , D 2

연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차의 범위가 아주 크.
고 같은 방식을 자료에 적용했을 때 결정되는OGLE
시간지연 값 또한 많이 달라서 아직은 시간지연 값이

잘 결정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2.4 B0218+357

은 두 개의 옹골찬 전파성분과 전파B0218+357 Einstein
고리를 지닌 렌즈계이다 그림( 6 두 전파상 사이의 간).
격은 고작 여서 현재까지 발견된 중력렌즈계0.335
중 상간거리가 가장 가까워서 두 상 사이의 시간지연이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리가 있어서 렌. Einstein
즈 질량분포를 잘 제약할 수 있고 관측에서 상들VLBI
이 잘 분해되어 상수 결정에 유리한 조건을 갖Hubble
추고 있다.

등 은 년 월과 년 월에 걸쳐Biggs (1999) 1996 11 1997 1
로 두 옹골찬 전파원의 밝기 변화와 편광을 측정VLA

하였다 그림. 7의 왼쪽은 성분 의 전파 광도A 15 GHz

변화이고 오른쪽은 성분 의 광도변화이다 성분 에B . A
서의 플럭스 변화가 전체적으로 성분 에 반복됨을 알B
수 있다 두 성분의 편광 방향각 도 같은. (position angle)
반복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주파수 8.4 GHz
관측도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 한 광도곡선을 일정한.

시간만큼 이동하여 겹쳐진 자료의 를 최소화하는 방

법으로 결정된 시간지연 값은 
 일로 나타났고

광도와 편광 방향각에서 결정된 시간지연 값8.4 GHz
도 이와 비슷하다 모든 자료를 통합해서 결정된 시간.
지연 값은 일 신뢰도 로 나타났다 이 시10.5±0.4 (95% ) .
간지연 값을 특이등온구 모형에 맞추어 추정된 Hubble
상수는

 
 

이다 최근에는 로 렌즈 은하의(Biggs et al. 1999). HST
위치와 주변 은하들을 관측하여 수정된 값은Hubble ,
영상 분석 시 나선팔을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 
로 등의 값과 잘 일치하Biggs

지만 나선팔을 가린 경우에는 그보다 상당히 작은

 ± 
으로 결정되었다 (York et al.

그러나 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2005). Kochanek (2005)
하고 은 시간지연으로 상수를 결정하B0218+357 Hubble
기에는 부적합한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나선은하 렌즈에 의한 렌즈계 에B16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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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전파 및 광학관측으로부터 (Koopmans et al. 2000;
전파고리 에서는 전파관Burud et al. 2000), PKS1830-211

측으로 시간지연이 관측되었고(Lovell et al. 1998) ,
RXJ0911+0551 (Hjorth et al. 2002), HE1104-1805
(Gil-Merino et al. 2002) SBS1520+53 (Burud, Hjorth,
Courbin et al. 2002), B1608+656 (Fassnacht et al. 2002),

에서도HE2149-2745 (Burud, Courbin, Magain et al. 2002)
시간지연이 관측되었다 이들 시간지연 값으로부터 결.
정된 상수의 값은 작게는Hubble

 ± 
 에서 크게는(HE1104-1805)

 ± 
 까지 분포하여(RXJ0911+0551)

이 값들을 단순하게 평균하면 대략

 ± 
이 된다 이 값(Courbin 2003).

은 로 근처 은하들의 를 관측하여 결정된HST Cepheid

 ±
과 대체로 일치한다 (Freedman

et al. 2001).
이처럼 다상 중력렌즈 준항성계의 시간지연으로부터

거리 사다리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distance ladder)
않고 상수를 직접 결정할 수 있고 시간지연이Hubble ,
관측되는 렌즈계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중력렌즈

시간지연을 이용한 상수의 결정은 그 외의 다른Hubble
방법들에 비견할 정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렌즈 질량 분포의 임의성으로 인해 여러 준항성

계에서 결정된 상수 값들이 적지 않은 분산을Hubble
보여주고 있음은 아쉬운 일이다 특히 비교적 단순한.
시간지연 중력렌즈계인 PG1115+080, BGS1520+530,

의 자료는 질량 광도비가 일정B1600+434, HE2149-2745 -
해서 평탄 회전곡선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부적

으로 측정된 상수 값과(Freedman et al. 2001) Hubble
일치하고 평탄 회전곡선을 설명하는 등온 질량 분포,
헤일로를 가정할 경우에는 상수 값이 너무 작아Hubble
진다 반면에 렌즈계 설명이 복잡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이나 는 평탄 회, B0218+357 B1608+656,
전곡선을 만족하면서 국부적으로 관측된 상수Hubble

값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Kochanek 2005).
결론적으로 중력렌즈의 시간지연 관측을 통해 Hubble
상수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직은 혼란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더 많은 중력렌즈계에서 시간

지연이 관측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력렌즈 통계와 우주상수3.

준항성이 여러 개의 상으로 렌즈될 확률 및 이 상들 사

이 각거리는 우주 모형에 따라 다른 값과 경향을 보이

므로 이를 관측 자료들과 비교함으로써 여러 우주 모형

들을 검증하거나 렌즈 작용을 하는 천체 주로 은하

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특정,
한 우주상수와 물질 도를 가진 우주 모형이 관측되는

준항성 중력렌즈들과 부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

정을 설명한다 년 의. 1984 Turner, Ostriker & Gott (1984)
연구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방법은 크게 상간거

리 분포를 이용하는 것과 렌즈될 확률을 이용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상간거리 분포3.1

상간거리의 분포를 관측자료와 비교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은 분포의 대표값 예를 들어 상간거리,
의 평균값을 관측된 중력렌즈계의 상간거리 값들과 비

교하는 것이다 즉 검증하고자하는 우주론 모형에 대해.
특정 거리 에 있는 광원이 중력렌즈될 경우 예상되

는 상간거리의 평균값    를 적색이동 의 함

수   로 변환한 후 이를 관측된 중력렌즈계의

상간거리들과 비교하는 것이다(Gott, Park & Lee 1989).
예를 들어 우주에서 광원의Friedmann-Robertson-Walker
거리에 따른 평균 상간거리의 변화는 그림 8과 같이 나
타난다 그림. 8에서 가운데 수평선 는 평탄한 우주A ,
즉  인 우주에서 예상되는 상간거리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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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다 즉. 평탄한 우주에서는 은하들의 속도분산 즉,
중력퍼텐셜이 변하지 않는 한 광원의 적색이동에 관계

없이 중력렌즈계의 상간거리의 평균값은 일정하다

그 아래 파선 는(Gott, Park & Lee 1989). B  ,

 인 열린 우주 가장 아래 파선 는, C  ,

 인 극단적인 빈 우주의 경우이다 열린 우주에서.

는 과 의 값에 상관없이 정해진 의 함수로 나

타나는데 광원이 멀면 멀수록 평균 상간거리는 작아진

다 그러나 평균 상간거리를 광원의 적색이동의 함수로.
살펴보면 과 의 값에 따라 평균 상간거리가 줄

어드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음으로 많이 휜 우주.
일수록 상간거리가 작아지는 정도가 심하다 반대로 양.
으로 휜 우주에서는 점선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광원의

적색이동이 클수록 평균상간거리는 커지게 된다 점선.
는D  ,  인 양으로 휜 우주의 경우이다 양.

으로 휜 우주의 경우 상간거리가 광원의 적색이동이 증

가함에 따라 천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 이런 우주모형에서는 우주대척점이 관측자의 지평선

밖에 있어서 대척점에 의한 효과를 볼 수는 없다 그러.
나  이지만  이나 되는 우주에서는 우

주 대척점이 관측자의 지평선 안에 있어서 (대척점 ),
적색이동이 에 가까운 광원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6 2
개의 상을 맺게 된다 점선( E).
이제 이런 이론적 예측들을 실제 관측된 준항성 중

력렌즈계의 상간거리와 비교해보자 이 비교에 가장 적.
합한 중력렌즈 계는 물론 다상 준항성계이다 광원이.
멀리 있어서 중력렌즈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밝아

서 잘 발견되며 그 적색이동 손쉽게 측정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년까지 알려진 렌즈계들 중 이 비교에 적. 1996
합한 계를 표시해보면 그림( 9의 왼쪽 그림 대체로 적)
색이동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광.
원이 멀수록 줄어드는 것은 음으로 휜 우주에서만 가능

하므로 일단은 렌즈자료들이 음으로 휜 우주와 더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줄어드는 정도는 그림.
8의 어떤 열린 우주 경우보다도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
고 실제 통계적인 검증을 해보면 이상의 신뢰도, 95%
로 어느 열린 우주 모형과도 맞지 않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된다 이로부터 우리 우주는(Park & Gott 1997).
우주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Friedman-Robertson-Walker

다는 과격한 견해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일,
반적인 중력렌즈 통계 연구에서 아직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효과들이 있거나 검증에 사용한 중력렌즈 샘플이

적절한 샘플이 아니거나 관측 선택효과(selection effect)
가 제대로 보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력렌즈 발견 조건이 상대적으로 잘 정의된

관측에서 최근까지 발Sloan Digital Sky Survey (SDSS)
견된 다상 중력렌즈 준항성 자료 의 참(Inada et al. 2007
고문헌 참조 를 표시해보면 그림) ( 9의 오른쪽 그림)

오른쪽 그림에서 상간거리 인 점 을Q0957+561 ( 6.2 )
제외하면 상간거리의 경향성이 특별히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도 준항성 중력렌즈 자료롤 이용.
하여 우주론 모형을 검증하는 일이 선택한 샘플에 따라

검증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준항성 상간거리의 분포는 모두 같

은 질량이나 속도분산을 가진 한 종류의 은하들이 거리

나 상관없이 동행부피 당 같은 도로 무작위로 분포한

경우에 대해 상간거리의 평균값을 살펴본 것이다 우주.





다상 준항성 중력렌즈의 우주론적 응용

에서 실제 관측되는 은하들은 가벼운 은하부터 무거운

은하까지 다양한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고 은하들의 개

수 도 또한 반드시 일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비록 여러 개의 상으로 중력렌즈 되었다 하더라도 상간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지상 관측의 경우 대략( 0.5 ,
우주 관측의 경우 대략 정도 이하일 경우 여러0.1 )
개의 상이 분해되지 않아서 이를 중력렌즈된 계로 인식

하지 못하게 된다.
이중 첫 번째로 먼저 실제 은하들의 질량이 다양하

다는 사실을 고려해보자 은하 전체의 질량 또는 은하.
들이 등온구 모형으로 근사될 경우 속도분산의 분포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들은 최근에야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은하들의 광도 분포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은하,
의 광도와 은하 내 별들의 속도분산 사이의 실험적 관

계식도 존재하므로 간접적으로 속도분산의 분포를 추정

할 수 있다 은하들의 광도 분포는 광도함수. Schechter

  
 






로 표현되고 (Schechter 1976; Choi, Park & Vogley
은하들의 광도는 은하 내 별이나 기체의 속도와2006),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

로 표현할 수 있다 조기형 은하의 경우에. 는 별의 속

도분산을 나타내며  이고= 4 (Faber & Jackson 1976),
나선은하의 경우에는 가 은하원반의 회전속도이며 

이 된다 이제 이 속도= 2.6 (Tully & Fisher 1977). 를

등온구 모형의 속도분산 와 동일시 하면 특이등온구,

로 근사한 은하들의 속도분산(singular isothermal sphere)
은

  

 









 
 






 (10)

의 분포를 따르게 된다 대체로 광도함수의. Schechter

기울기 ≃ 은하들의 총 도 인수-0.9, ≃ 0.02
h3 정도의 값을 가지며Mpc-3 (Choi, Park & Vogeley

2006), 
는   은하의 속도분산 조기형 은하의 경우( )

또는 회전속도 나선 은하의 경우 이다( ) .
이제 은하들의 속도분산의 분포를 알았으므로 이들

이 특정한 거리 또는 적색이동에 있을 때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상들 사이의 거리가 어떤 분포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색이동. 인 준항성이 적색이동

에 있는 은하들 중 어느 한 개에 의해 다상렌즈된 경

우 상간거리가 어떤 확률분포를 가져야 하는지를 계산

할 수 있다 동행거리. 인 광원이 에 있는 특이등

온구에 의해 렌즈되는 경우 상간 각거리는

 

 
  

 






이므로 규격화된 상간거리, ≡로 나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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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 여기서. ≡  
는   은하에 의

한 렌즈 상들의 전형적인 상간거리 값을 나타낸다.
이제 한 은하가 특정거리에 있는 경우를 확장하여

은하들이 우주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상간거리는 렌즈 은하까지의 거리와 은.
하의 질량 정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은하들의 속도분산

의 분포와 거리에 따른 분포를 모두 적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은하들의 동행부피 당 총 도를 나타내는

 가  또는 에 관계없이 일정할 때는 미분확률

 

  

에서 은하의 도  대신  식( 12 를 대입하)

면 거리, ∼에 있는 광도함수를 따Schechter

르는 은하들 중 하나에 의해 상간거리 ∼로 다

상렌즈될 미분확률

 



 

  


























를 구할 수 있다 여기(Fukugita et al. 1992; Park 1996).

서  는 렌즈될 총 확률을 결정해주는 계수로서

로 정의되며, 는 은하들의  분포에 따른 적분

이고, 는 감마함수이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는

대략 체적Hubble 
 안에 있는   은하들의 렌즈 단

면적을 모두 합한 값에 해당한다 (Fukugita et al. 1992).
등 은 은하들의 형태에 따른 개수 비가Fukugita (1992)

이라면 대략E:S0:S=12±2:19±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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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원은하
± 렌즈형은하
± 나선은하

정도의 값을 가진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거. Hubble
리에 있는 준항성이 다상렌즈될 확률이 최대 정2%
도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  인 우주에

서  인 준항성이  에 있는 은하들 중 한 개에

의해 렌즈되는 경우를 식 (14 로 계산해보면 그림) 10과
같이 나타난다. 가 작은 은하들에 의해서는 상간거리

가 작은 상들이 만들어지고, 가 큰 은하들에 의

해서는 가 큰 상 들이 만들어지는데 상간거리가,
약 인 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분포1 .
로부터 가운데 구간을 찾아보면 이어95% [0.2 , 3.5 ]
서 대부분의 상들은 이 구간에 해당하는 상간거리를 가

질 것이다 물론 우주 모형이 다를 경우 이 분포도 달.
라지므로 이를 관측자료들과 비교하여 특정한 우주 모

형을 검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관측시의.
바이어스 예를 들어 너무 상이 가깝거나 밝기 차이가,
너무 심하면 다상렌즈계로 발견되지 못하는 등에 의한

효과도 추가해야 한다 이현아와 박명구. (Lee & Park
는 당시까지 알려진 소수의 다상 준항성계들에 대1994)

해 각 준항성계가 특정 상간거리로 렌즈될 확률들로부

터 가능도를 계산하여 실험으로 그 같은Monte-Carlo
샘플이 특정 우주모형에서 실현될 확률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심하게 휜 우주 모형들은 배제되었으나 일반,
적으로 선호되는  이고 평탄한 모형은 충분한 통

계적 신뢰도로 배제되지는 않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상.
간거리의 분포를 이용하여 우주론 모형을 검증하는 방

법은 최근에는 암흑에너지를 검증하는데도 활용되고 있

다(Dev, Jain & Mahajan 2004).

렌즈될 확률3.2

렌즈된 상들의 상간거리 자료를 이용하는 것과 연관된

이 방법은 서로 다른 우주 모형에서는 광원이 다상렌즈

될 절대 확률이 달라짐을 이용하여 특정 우주 모형을

검증하거나 렌즈 천체에 대한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이

다 앞에서 설명된 방법은 상간거리의 크기들의 상대적.
인 분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여기서는 다상렌즈된 개

체의 총 수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유도된 광원의 공변거리 의 함수로 표현된

렌즈확률은 우주 곡률에 따라 가지 형태로만 나타난3
다 그러나 공변거리는 직접 관측되는 양이 아니므로.
실제 관측되는 양인 적색이동으로 변환해야하고 이때

구체적인 우주론 모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색이동으.

     

 

로 표현된 렌즈될 확률은 우주 곡률 뿐만이 아니라 

와 의 개별적인 값에 따라 달라진다 이로부터 적색.

이동이 특정한 값인 준항성들이 렌즈될 절대확률을 실

제 알려진 준항성 총 개수 대 다상렌즈된 준항성의 개

수의 비와 비교함으로써 어떤 우주모형이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
동행거리 에 있는 준항성이 ∼에 있는

은하들에 의해 렌즈될 미분확률

  


 


 

  


  
 

을 에 대해 적분하면

  
  


 

 


  



이 된다 이 확률을 적색(Gott, Park & Lee; Park 1996).
이동 값이 알려진 모든 준항성에 적용하면 이미 알려진

준항성 중 몇 개 정도가 다상렌즈될 것인지 그 기대값

을 계산할 수 있다 준항성들의 거리. 는 각각 다르므

로 그에 맞는 확률을 곱하여 전체를 더해주면

다상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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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된다 물론 실제 준항성에 대해 관측되는 양은.
준항성의 적색이동 이므로 로 표현된 함수들은 

로 변환하여 계산된다 와 등은 일련의. Turner Fukugita
연구를 통해 실제 발견된 중력렌즈 준항성의 수를 특정

우주모형에서 예상되는 중력렌즈 준항성의 수 식( 18)
와 비교하였다 (Turner 1990; Fukugita, Futamase &
Kasai 1990; Fukugita & Turner 1991; Fukugita et al.

이들은 같은 평탄 우주1992). (  에서도) 

와  각각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 값이 커질

수록 특정 적색이동 값을 가진 광원이 렌즈될 확률이

급속하게 증가함을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약 여. 4,000
개의 목록Hewitt & Burbidge (Hewitt & Burbidge 1987,

중에서1989)  ,   우주에서는 약 개3 ,

 ,   우주에서는 약 개 정도가 다상 준항5

성계로 관측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  

우주에서는 무려 개18 ,  ,   우주에서는 무

려 개 정도가 관측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46 .
러나 목록에서 실제로 다상 준항성계로Hewitt-Burbidge
관측된 것은 고작 개 정도이다 따라서 대략4 . ≈ ,

 인 평탄우주는 관측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 이전까지 실험으로부터 우(Fukugita et al. 1992).
주상수 의 값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

음을 감안하면 중력렌즈를 활용하여 우주상수의 값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이론적 예측과 관측과의 비교를 통해 우주

론 인수를 결정하는 과정은 직관적이고 단순해 보이지

만 실제로는 복잡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
런 중력렌즈 통계 연구에서 고려되는 렌즈들은 점질량

또는 특이등온구로 근사되고 모두 같은 질량 또는 속,
도 분산을 가지고 공간에 균질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가

정되었다 실제 우주에서 관측되는 렌즈 은하들의 질량.
은 아주 다양하고 은하들의 공간 도 또한 거리 또는,
적색이동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상이 만.
들어진 중력렌즈 계가 모두 발견되지도 않는다 상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한 개의 상으로 관측되어

렌즈된 계인지 알 수가 없으며 상들이 너무 어두워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론적인 예측을 실제 관측.
자료들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더 정 한 통계적인 예측

이 필요하고 실제 관측의 한계에 의한 효과들도 고려되

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간거리가 일정한 값. 이상

이면 모두 발견되고 그 반대 경우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단순한 경우라면 렌즈될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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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뀌어야 한다 평탄 우주의 경우에.  ″이면
 인 다상준항성계의 약 정도만 발견되고30%

 ″ 경우에는 이 비율이 정도에 이른다70%

(Fukugita et al. 1992).
또 앞에서 유도된 이론적인 예측에서도 너무 단순화

된 부분들이 있다 우선 렌즈 작용을 하는 은하 내의.
질량분포는 모두 특이등온구로 기술되었다 여러 종류.
의 은하들 중 중력렌즈에 더 중요한 타원 및 렌즈형 은

하는 일반적인 등온구 질량 분포로 잘(isothermal sphere)
근사된다 문제는 이들 등온구의 핵 의 크기인데. (core)

의 관측에 의하면 많은 수의 조기형 은하들Lauer (1985)
의 핵은 지상관측에서는 분해되지 않을 정도인 수 파섹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고 무엇(Fukugita & Turner 1991),
보다도 대부분의 다상 중력렌즈계에서 상의 수가 홀수

가 아니라 짝수 개 또는 개 라는 사실로부터 렌즈작(2 4 )
용을 하는 은하들의 핵이 작아야함을 쉽게 알 수 있긴

하지만 모든 은하들이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이

다 유한한 크기의 핵이 있는 등온구에 의해 렌즈될 확.
률은 핵이 없는 특이등온구에 의해 렌즈될 확률보다 작

으므로2) 이 효과를 감안하면 렌즈될 확률은 최대 반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지만 실제는 감소정도가 이보다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Hinshaw & Krauss 1987; Fukugita
더욱이 은하들에 대한 항성역학 및 렌& Turner 1991).

즈 통계 연구결과 또는 관측된 렌즈계를 설명할 수 있,
는 렌즈 모형 연구 등에서도 핵이 큰 등온구 보다는 특

이등온구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Kochanek
이 같은 이유와 특이등온구의 경우 여러 렌즈1996a).

통계 계산이 간단해진다는 이유로 대부분 중력렌즈 통

계 연구에서는 특이등온구로 은하를 근사하고 있다 물.
론 이 같은 근사는 모든 경우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다상렌즈된 광원의 수를 추정하는데 가

장 중요한 효과인 확대바이어스 를 살(magnification bias)
펴보자 현재 등급. 으로 관측되는 중력렌즈 준항성은

원래 등급이 인 개의 준항성이

 등급만큼 밝아져서 현재 등급 인 중력렌즈 준

항성으로 관측되므로 등급 인 중력렌즈 준항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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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여기서. 은 렌즈될 총 확률이며 은

 등급만큼 밝아져서 렌즈될 확률을 나타낸다 이.
로부터 확대 바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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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의하면 은 현재 특정 등급 으로 관측되는

중력렌즈 수가 원래 등급 에서 렌즈되어 조금이라도

더 밝은 등급이 된 중력렌즈 수의 몇 배인가를 말해주

는 양이다 밝기 증가 없이 중력렌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   로 등급 인 중력렌즈는 전부는

원래 등급이 역시 이었던 광원이 중력렌즈된 것이란

뜻이다 만약. 이 보다 아주 크다면 현재 관측되1
는 등급에 따른 중력렌즈의 수가 원래 등급에 따른 광

원의 수 분포에서 많이 달라진 것임을 말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광원이 준항성들이 특이등온구 은

하들에 의해 렌즈되는 경우에 대해 이 확대바이어스의

값이 어느정도인지 살펴보자 준항(Fukugita et al. 1992).
성의 광도함수는 관측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발견된

준항성의 수가 작고 관측이 어려워서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 중 에 의한. Hartwick & Schade (1990)

준항성 관측자료를 비교적 간단한 등급B 의 함수

로 표시해보면(Fukugita & Turn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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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표현된다 이 식은 준항성 분포의 일반적 특성.
을 잘 보여준다 비교적 밝은 준항성들은 기울기가 급.
한 분포 더 어두운 준항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분

포 를 보이는 반면 어두운 준항성들은 기울기가 완만,

한 분포 더 어두운 준항성의 수가 느리게 증가하(flat)
는 분포 를 보인다 이제 식. (22 를 특정 렌즈 질량분)
포에 대한 와 함께 식 (20-21 에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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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다 이는. ≧ 
m인 어두운 렌즈된 준

항성들은 원래 보다 배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되고2.5 ,

≦ 
인 밝은 준항성들은 무려 배 이상 많아 보10

임을 의미하므로 렌즈된 준항성에서 이 확대바이어스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된 목록에서 예상되는 다상Hewitt-Burbidge

준항성의 수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각 선택효과 은하 핵에 의한 효과 및 증폭효과,
모두를 확대바이어스를 고려하지 않고 예측한 값에 곱

해주어야 한다 그 결과 등은 그림. Fukugita 11과 같이

보정된 추정치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  

우주에서는 약 개 그림4 ( 11에서 실선 중  일 때

의 값),  ,   우주에서는 약 개 그림5 ( 11

에서 점선 중  일 때의 값),  ,  

우주에서는 무려 개 그림25 ( 11에서 점선 중  

일 때의 값 로 바뀐 값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
목록에서 발견된 다상 준항성계의 총Hewitt-Burbidge



다상 준항성 중력렌즈의 우주론적 응용

개수는 약 개4 3) 정도이므로 이론 및 관측 오차를 감안

하여도  인 평탄 우주는 높은 신뢰도로 배제할

수 있다고 이들은 결론 내렸다(Fukugita & Turner 1991;
Fukugita, Futamase, Kasai & Turner 1992).
한편 는 개의 준항성을 일관HST Snapshot Survey 502

되게 관측하여 개의 중력렌즈계를 발견하였다6 . Maoz
는 그 중 상간거리가 특별하게 큰& Rix (1993)

과 를 제외한 개의 중력렌즈계를0957+561 1120+0154 4
샘플로 택하고 그 수와 상간거리 분포를 실제 관측된

표면밝기 분포와 역학적으로 결정된 광도 질량비를 적-
용하여 구한 조기형 은하들의 질량 분포에 의해 중력렌

즈될 경우 예상되는 중력렌즈계의 수와 비교하여 암흑

등온 헤일로 가 존재하는 경우에만(dark isothermal halo)
샘플에서 나타난 상간거리 이상인 중력렌즈 수를2
설명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조기형 은하에는 암흑 등

온 헤일로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가 큰

우주모형에서는 조기형 은하에 헤일로가 없는 경우에는

상간거리가 작은 중력렌즈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며

헤일로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중력렌즈가 너무 많이 생

기게 되므로 가 대략 보다 작아야 한다고 결론0.7

내렸다.

최대 가능도 방법3.3

이렇게 한 준항성이 여러 상으로 렌즈될 확률이나 아니

면 특정한 상간거리로 렌즈될 확률 둘 중 하나를 택해

서 모형을 검증할 수도 있지만 각 중력렌즈계에서 관,
측된 모든 정보를 다 활용하여 우주론이나 은하 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
경우 가장 편리하게 쓰이는 방법이 최대 가능도 최우(
도 방법이다, maximum likelihood) (Kochanek 1993).
어떤 준항성 표본에 총 개가 있다고 하자 그 중. 

번째- ( … 준항성이 다상 렌즈될 것으로 예측된)
확률을 라고 하고 총 개의 준항성이 다상렌즈된

것으로 관측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개가 다상계로

렌즈되고 나머지 ≡ 개는 렌즈되지 않게 관측

될 가능도 함수 우도함수( , likelihood function) 는

 
  ⋅ 

 

가 되어 ≪ 일 경우

 




 




 

로 적을 수 있다 여기서 확률. 는 우주론 모형 은하,

들의 종류 및 수 도 같은 모형의 계수들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므로, 도 모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값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값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가 최대 값일 때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작으면 이

론적 모형이 관측과 상충한다고 검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통계학에 따르면 가능도 함수의 최대값. 는

모형의 계수들에 대한 최고 추정자 이며(best estimator) ,
특히 가능도 함수 대 최대값의 비의 대수값

 은  분포에 점근 하므로 이- (asymptotic)
로부터 특정한 값이 나타날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아

낼 수 있다 참조(Lupton 1993 ).
예를 들어 를 특정한 렌즈가 관측된 것과 같은

상간거리를 가질 확률이라고 하면 는 이 확률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모형의 계수들 예를 들어, 과

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특정한. ( , 을 택했)

을 때의 가능도의 비 를 확률로 변환할 수 있

다 그림. 12은 은하들의 특성에 대해 적당한 가정을 하

고 특정한 렌즈된 준항성 샘플을 택하여 여러 (, )

에 대해 이 확률을 계산한 결과를 등고선으로 보여주고

있다 등고선의 중심인.  ,  은 이 같은

우주모형에서 관측된 것과 같은 상간거리들을 가진 다

상 준항성계가 나타날 가능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을 보여준다 그 다음 로 표시된 등고선은 이 같은. 68
중력렌즈계가 관측되는 우주모형이 이 등고선 안에 있

을 확률이면 다른 가능도 지도가 얻어진다 즉 우주론.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는 은하 특성에 대한 정보의 정

확도에 따라 달라진다 역으로 다른 관측들에 의해 우.
주론 모형이 정확하게 알려진다면 역으로 은하들의 여

러 인수들을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은 이 방법을 당시까지 알려진 다상Kochanek (1996b)

중력렌즈계에 적용하여 의 신뢰도로95%   임을

보였다 이는 당시로서는 관측을 통해 우주상수 값을.
가장 잘 제약한 예로 널리 인용되었다 하지만 바로 이.
어서 타원은하가 렌즈로 작용하는 개의 준항성 중력렌7
즈계를 이용하여 우주론 모형을 검증한 임명신 등의 연

구에서는   인 평탄한 우주모형의 경우

  
로    한계와 겨우 부합되지만

 ,    모형은 의 신뢰도로 배제되고 있어97%

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Kochanek (1996b)
(Im, Griffiths & Ratnatunga 1997). Chiba & Yoshi (1997,

또한 에서 발견된 준항1999) HST Snapshot Lens Survey
성 렌즈 샘플을 수정된 은하 광도함수에서 유도되는 렌

즈될 확률과 비교하여  ,    우주모형이

가장 가능도가 높은 우주론 모형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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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언급되었듯이 이런 우주론 검증에 활용된

중력렌즈 샘플이 잘 정의된 샘플인지 또 그 관측 선택,
효과들이 제대로 알려졌는가 하는 점은 검증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년 이후 년대 까지 발. 1979 1990
견된 대부분의 준항성 중력렌즈계들은 우연 등에 의해

그때그때 다른 관측 환경에서 발견된 렌즈계가 대부분

이므로 발견되는 과정에서의 관측 선택효과들이 각각

달라서 정확한 통계분석을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해.
상도가 낮은 지상 관측에서 상간거리가 이하인0.5
중력렌즈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상간거리가 이하0.5
인 중력렌즈의 존재를 예측하는 모형과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망원경과

검출기로 일관된 서베이 관측을 해야 하는데 준항성은

드물게 발견되는 천체이고 그 중 중력렌즈된 준항성은

더 발견하기 어려워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의 중력

렌즈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많은 천체들을 관측해야

한다 또한 준항성이 어둡거나 중력렌즈된 상들 간의.
각거리가 너무 작거나 밝기 비가 큰 경우에도 발견하기

어려워지므로 렌즈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목표 천,
체들에 대해 밝기의 비가 크고 각거리가 작은 다상계까

지 잘 발견할 수 있는 서베이 관측을 해야 한다 구경.
합성법을 이용한 전파 관측은 각해상도가 높고 dynamic

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런 렌즈 서베이에 적합하range
다 년에 걸쳐 여 개 이상의 평탄 스펙트럼을 가. 6 17,000
지는 전파광원을 미국 와 영국 의 전파VLA Jodrell Bank
망원경으로 조사한 Cosmic Lens All-Sky Survey

는 현재 진행 중인 를 제외하고는 가장(CLASS) SDSS
대규모의 균질한 중력렌즈 서베이로 지금(homogenous)
까지 총 개의 다상 중력렌즈계를 찾았다22 (Myers et al.

그 중 개의 전파원에서2003; Brown et al. 2003). 8958
발견된 개의 중력렌즈계는 통계적으로 잘 정의된 샘13
플이다 채규현 은 이 샘플을 은하 서베이에. (Chae 2003)
서 결정된 은하 광도함수와 및Faber-Jackson

관계를 따르는 특이 등온타원체Tully-Fisher (singular
은하들에 의해 렌즈될 경우의 통계isothermal ellipsoid)

적 특성과 비교하여 우주론 인수들과 은하의 특성을 결

정하였다. 은하 적색이동 서베이2dF (Folkes et al.
에서 결정된 은하 광도함수를 선택할 경우 예상되1999)

는 렌즈될 확률과 특정 상간거리 및 상의 수와 렌즈의

적색이동 값을 가질 확률로 구성된 가능도는 그림 13과
같다 가장 가능도가 높은 모형들은.   ,   

로   에서 약간 벗어난 양으로 휜 모형

(  이며)   인 평탄 모형(   중에서는)

 ,   인 모형이 가장 가능도가 높아서

다른 관측 결과들로부터 선호되는 조화모형(concordance
model: Ostriker & Steinhardt 1995)  ,   

와 아주 잘 일치하고 있고 제 형 초신성 관측으로 알려1
진 우주의 가속팽창 결과    신뢰도(95% : Riess

와도 일치한다 평탄et al. 1998, Perlmutter et al. 1999) .
모형에 대한 신뢰도 구간은68%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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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구간은 대략   이며,  ,   인

모형은 이상의 신뢰도로 배제됨을 알 수 있다 즉95% .
우리는 의 신뢰도로 우주상수95%   인 우주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이전에는 많은 은하의 속도분산에 대한SDSS

충분한 관측 자료가 없었으므로 를 비롯하Chae (2003)
여 모든 연구에서 은하의 광도함수를 선택하고 각 은,
하의 광도는 은하 내 별의 속도분산이나 원반의 회전속

도의 멱급수에 비례한다는 광도 속도 관계- (Faber-Jackson
또는 관계 를 이용하여 은하 속도의 분포를Tully-Fisher )
유도하여 개별 은하에 의해 중력렌즈될 확률과 상간거

리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법은 원래 적지.
않은 광도함수의 오차에 광도 속도 관계의 오차가 더해-
져서 무시할 수 없는 체계적 오차가 되었다(systematic) .
그러나 관측으로 수 만개 이상의 은하의 중심부SDSS

속도분산 자료가 확보되었으므로 이젠 경험적으(1.5 )
로 결정된 속도 분포함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는 에서 결정된 여 개의Mitchell et al. (2005) SDSS 30,000
조기형 은하의 속도분산 분포함수와 광도함수로부터 은

하의 수나 광도 분포의 진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렌즈될

확률을 계산하여 이를 와 같은 중력Chae (2003) CLASS
렌즈 샘플에 적용하여 우주론 모형을 재검증하였다 그.
림 14는 나선은하에 의해 중력렌즈된 경우를 제외한 12
개의 중력렌즈계를 계산된 상간거리에 따른 분CLASS
포와 비교한 그림이다.  ,    우주모형에

서 광원들이 중력렌즈될 경우 예상되는 상간거CLASS
리의 분포가 그림 14의 실선으로 표시된 곡선인데 그

평균값은 이다 이에 비해 실제 발견된1.35 . CLASS
중력렌즈계의 상간거리 분포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약간

더 큰 값으로 이동되어 있는데 그 평균값은 1.56
이다 검증으로 두 분포를±0.15 . Kolmogorov-Smirnov

비교해보면 다르긴 하지만 신뢰도는 에 이르지는95%
못한다 이는 년 당시로는 몇(Mitchell et al. 2005). 1996
개 안되는 중력렌즈계의 상간거리 분포를 평탄 우주모

형에서의 표준 중력렌즈 통계 모형에 의해 예상되는 분

포와 비교했을 때 두 분포가 다르긴 하지만 정도95%
까지의 신뢰도에는 이르지 못한 결론과 비슷하다(Park
1996).
한편 에서와 같이 렌즈될 확률로 가Kochanek (1996b)

능도 함수를 만들어 개 중력렌즈 샘플로 우12 CLASS
주론 모형을 검증해보면 그림 15의 왼쪽 도표와 같이

나타나는데 에서와 같이 양으로 휜 우주상Chae (2003)
수가 큰모형( ,    이 가장 큰 가능도를)

보여주고 있다 흥미롭게도 우주가 평탄하다는 가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탄 우주모형이 이상의 신뢰90%
도로 배제되고 있다 반면에 우주가 평탄하다는 가정을.

할 경우에는 신뢰구간이95%   
로 조화 모

형과 잘 일치하고 있다.
그림 15의 오른쪽 그림은 이전 연구에서처럼 광도함

수를 광도 속도 관계로 변환하여 유도된 속도 분포함수-
를 바탕으로 예측되는 분포를 검증한 결과인데 평탄 가

정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평탄 우주모형이 이상의99%
신뢰도로 배제되고 평탄 가정을 택할 경우에는  

인 모형은 이상의 신뢰도로 배제되고 있어서95% Chae
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2003) .

이렇게 같은 중력렌즈 통계로 검증한 우주론 모형에

대한 결과 조차 서로 다른 것은 준항성이 은하에 의해

여러 개의 상으로 중력렌즈되는 확률이나 렌즈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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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의 수 상간거리 밝기 비 등의 특성들이, ,
우주론 모형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준항성

의 시간에 따른 밝기 또는 개수 변화 은하의 질량과개,
수 등 비 우주론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달라지기 때문이

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은하의 질량 분포는 렌즈될 확률.
과 상간거리 분포를 은하의 수는 렌즈될 확률을 직접,
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은하의 질량 분포를 규정하는.
개별 은하 내 별들의 속도분산이나 은하에 따른 속도분

산의 분포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전파 서베이에서처

럼 광원의 적색이동에 따른 광도분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확대 바이어스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울 때

는 중력렌즈 통계로 검증된 결과가 체계적 오차를 포함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검증 결과 역시 부

정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에서 언급된 중력렌즈 통.
계들은 한 은하에 의해 중력렌즈되는 경우들만 고려했

으니 실제 은하들은 위성 은하 등을 동반하거나 주변에

다른 은하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효과가 중요할

수도 있고 (Yoon & Park 1996; Cohn & Kochanek
등 전파 서베이에서 발견된 중력렌즈계2004), CLASS

의 상간거리가 광학 서베이에서 발견된 상간거리보다

 

체계적으로 작은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이다

(Kochanek 2005).
더불어 적색이동에 따른 광원의 광도함수가 잘 알려

져 있으면서 잘 정의된 관측환경에서 고르게 발견된,
중력렌즈계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원래 어떤 천체

가 중력렌즈될 확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

인 문제인데 이는 잘 계획된 대규모 서베이 관측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현재 완료단계에 접어든 는 약. SDSS
만 여개의 준항성을 분광관측으로 발견하고 최종적으10
로 약 개 정도의 다상 준항성계를 발견할 것으로 예100
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존에 발견된 개의 준항성, 8
계를 재확인했으며 추가로 개의 새로운 다상 중력렌18
즈 준항성계를 발견했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Inada et al. 2007).

과잉포커싱4.

렌즈된 상들의 상간거리는 우주의 기하 구조에 의해 극

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주 전체가 중력렌즈

로 작용하여 광원의 실상 을 우주 대척점(real image)
에 만드는 경우이다 우주상수가 아주 커서 우(antipode) .

주가 양의 곡률로 심하게 휘어진 경우 우주대척점이 우

주 지평선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럴 경우 원래 광원과

우주 전체에 의해 중력렌즈된 상이 떨어진 방향에180°
나타나야 한다 이런 우주에서 중력렌즈가 일어나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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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의한 렌즈 작용에 우주 전체의 렌즈작용이 더해져

서 렌즈 작용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현상 즉 과잉포,
커싱 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유리 렌즈에(overfocusing) .
의해 빛을 모을때 관측자가 초점 보다 멀리 있는 경우

와 비슷하다 따라서 은하에 의해 준항성이 렌즈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두 개의 상 대략 가운데에 렌즈 작

용하는 은하가 위치하게 되지만 과잉포커싱된 경우에는

두 상 바깥쪽에 은하가 위치하게 된다(Gott, Park & Lee
따라서 은하가 두 상의 사이에 위치한 정상 형1989).

태의 중력렌즈계는 일단 우주의 대척점이 이 중력렌즈

계의 광원보다 더 멀리 있어야 함을 의미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준항성 중력렌즈계 중 과잉포커

싱된 경우는 없으므로 우리 우주의 대척점은 존재하지

않거나 우주 지평선 안에 있지 않거나 중력렌즈된 준

항성 중 가장 적색이동이 큰 값보다 대척점의 적색이동

값이 더 커야함을 의미한다 우주상수가 있는 표준모형.
의 경우 대척점의 적색이동이 같은 점을 연결하면

(,  평면에서 곡선을 그리는데 그림) ( 16 현재까)

지 발견된 준항성 중력렌즈계의 적색이동 최대 값은

의BRI0952-0115   이므로 우리 우주는    곡

선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같은 방법을 우주의 도 매.
개변수  대 감속변수  공간에 적용하면   

왼쪽 영역은    정상 중력렌즈에 의해 배제되므로

우리 우주의 감속변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우리 우주는 현재 너무 심하게 가속팽창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한된 우주 도 및 우주상수의 값은 다른

방법으로 제약된 경우에 비해 그 영역이 넓지만 단 한

경우의 중력렌즈계만 필요하고 앞으로 더 큰 적색이동

을 가진 중력렌즈가 발견될 것이므로 계속해서 제한되

는 범위가 개선될 것이다 다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평탄한 우주모형은 우주대척점이 없고 우주상수가 인0
고전적인 우주에서는 우주대척점이Friedmann-Lemaitre
우주의 지평선 안에 있지 않으므로 과잉포커싱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결론5.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 강한 중력렌즈인 상이 여러 개인

중력렌즈 준항성계를 이용하여 우주의 구조와 과거 및

미래를 결정하는 우주론 계수들을 결정하거나 제약하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러 상들 간의 시간지연은.
상수를 결정해주고 상들 사이 각거리나 렌즈된Hubble ,

준항성의 수 상들의 배치된 모습은 우주상수와 물질,
도계수를 제약할 수 있고 이런 정보는 다른 천문학적

관측을 통해 우주론 계수들을 결정하는 방법들을 잘 보

완하고 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렌즈들의 질량.
분포나 충분치 않은 고른 중력렌즈 샘플 등 여러 어려

움이 아직 남아 있지만 대규모 서베이 관측이나 우주망

원경을 이용한 관측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런 어려

움이 조금씩 극복되고 있으므로 다상 중력렌즈 준항성

을 우주론에 활용하는 연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지정 우수연구

센터인 세종대학교 우주 구조와 진화 연구센터의 지원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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