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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lane-parallel model of the diffuse Galactic light (DGL) is calculated assuming exponential
disks of interstellar dust and OB stars, by solving exactly the radiative transfer equation using an
iterative method. We perform a radiative transfer calculation for a model with generally accepted
scale heights of stellar and dust distribution and compare the results with those of van de Hulst
& de Jong for a constant slab model. We also find that the intensity extrapolated to zero dust
optical depth has a negative value, against to the usual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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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황도광(zodiacal light)에 의한 영
향으로우리은하외부로부터입사하는배경복사를연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주에서의 관측이 시작되면
서부터 원자외선(FUV; 1000-2000Å) 파장영역에서 배
경복사를관측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갖게되었고
원자외선연속복사광(continuum)에대한수많은연구
가 수행되었다 (Bowyer 1991; Henry 1991). 그러나, 우
리은하외부에서들어오는배경복사라는주장과우리

은하의 OB형 별들에서 방출된 빛이 성간먼지에 의해
반사되어 보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1980년부터 대부분의 원자외선 연속복사광은 별빛이
성간먼지에의해반사되어보이는것이라는주장이일

반적으로받아들여지기시작하였다. 이는원자외선연
속복사광이 성간먼지에 의한 100 µm 방출선 및 중성
수소에 의한 21 cm 방출선과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
이 알려지면서 부터이다 (Paresce, McKee, & Bowyer
1980; Paresce & Jakobsen 1980). 이와 같이 우리 은하
의 성간먼지에 의해 산란된 별빛이 모든 방향에서 관
측되는 것을 확산 은하 복사광(diffuse Galactic light,
DGL)이라고 부른다 (Gordon 2004).

대부분의 원자외선 연속복사광은 성간먼지 산란에
의한 것이지만, 성간먼지 또는 중성 수소와의 상관관
계에서 100 µm세기가 ‘0’이되는지점까지외삽하였을
때원자외선연속복사광의세기가 ‘0’이되지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값이 우리 은하의 외부에서 입사하

는 우주 배경복사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따

라서,성간먼지산란에의한원자외선연속복사광에대
한정밀한모델을세우는것은원자외선파장에서의우

주 배경복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Mar-
tin & Bowyer 1989). 확산 은하 복사광에 대한 모델은
Witt (1968), van de Hulst & de Jong (1969), Mathis
(1973), Jura (1979)에의해준해석적인(quasi-analytic)
방법으로 연구되었다. Witt (1996) 과 Schiminovich et
al. (2001)은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하여 확산 은하
복사광에 대한 모델을 계산하였다.

특히, van de Hulst & de Jong (1969)은 반복적인 방
법(iterative method)으로 복사 전달 방정식을 풀었다.
한편, Kylafis & Bahcall (1986)과 Xilouris et al. (1997,
1998, 1999)은 van de Hulst & de Jong (1969)의 방법
과개념적으로유사한방법을외부은하에대해적용하

여 외부은하의 별 및 성간먼지의 분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van de Hulst & de Jong
(1969)은별및성간먼지가은하평면에수직인방향으
로는 일정한 두께와 균일한 밀도를 갖는 판(slab)을 가
정하여복사전달방적식을풀었다. 실제로는별및성
간먼지의공간적분포는밀도가일정한판보다는지수

함수(exponential function)에 의해 더 잘 기술된다. 따
라서, 이 논문에서는 van de Hulst & de Jong (1969)와
유사한방법을이용하여지수함수모양을갖는광원및
성간먼지분포를가정하고확산은하복사광에대한모
델을 계산하고 그들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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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순차적인 복사전달 계산의 개념도. In−1은 O

지점으로 입사하는 n− 1 번 산란된 빛의 세기이고 Sn은

n 번째의 광원함수이다.

2. 복사전달 모델

성간먼지에 의한 빛의 산란 특성은 반사도 a와 비대칭

인자(asymmetry factor) g, 두 개의 값에 의해 기술된
다. 빛이 성간먼지와 상호작용하게 되면 a 만큼은 다

른 방향으로 산란되고 1 − a 만큼은 성간먼지에 의해

흡수된다. a와 g는 성간먼지의 화학적 조성과 크기분

포에 의해 결정되며, 주어진 성분과 크기분포가 정해
지면 파장의 함수로서 주어진다. 우리 은하에 대한 a

및 g 값은 Draine (2003)이 파장의 함수로 계산하였다.
산란된 빛의 진행 방향이 초기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는 정도는 아래의 Henyey-Greenstein 위상 함수로 잘
기술된다 (Henyey & Greenstein 1941).

Φ(α) =
1− g2

(1 + g2 − 2g cosα)3/2
. (1)

일반적인복사전달방정식 (radiative transfer equa-
tion)은 다음과 같다.

dI

dτ
= −I + S (2)

이 방정식에 대한 해는 광학적 두께가 τ0인 경계

(boundary)부터 적분을 수행한다면 다음과 같다.

I(τ) = e(τ0−τ)I(τ0) +
∫ τ

τ0

e−(τ−τ ′)S(τ ′)dτ ′. (3)

이때, 경계 조건으로서 경계에서 들어오는 빛이 없다
면, I(τ0) = 0이다. 이논문에서는우리은하외부에서
입사하는 빛이 없다고가정하여 I(τ0) = 0으로 놓았다.

위의 방정식은 최초의 광원 함수(source function)
S0을 알고 있으면 반복적인 방법으로 풀수 있다. 즉,
S0로부터 한 번도 산란되지 않은 세기 I0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한번 산란된 후의 광원 함수 S1을 계산한다.
S1은 다시 한번 산란된 후의 빛의 세기 I1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n번 산란된 빛의 세기 In는 식(2)에서

I(τ0) = 0인 경우를 고려한다면, Sn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In(τ, µ) =
∫ τ

τ0

e−(τ−τ ′)Sn(τ ′, µ)dτ ′. (4)

Sn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림 1에서 공간상의 한 지
점 O를 고려한다. O 지점에서의 광원 함수 Sn(µ)는
n − 1번 산란된 후 µ′ = cos θ′ 방향으로 지나가던 빛
이 µ 방향으로 얼마만큼 산란되는 가에 의해 정해진

다. 즉, Sn는 빛의 세기 In−1로부터 다음식으로 결정

된다.

Sn(τ, µ) =
∫

In−1(τ, µ′)Φ(α)
dΩ
4π

(5)

여기서 α는 µ′와 µ 사이의 각도이며 dΩ는 µ 방향의 미

소(infinitesimal)입체각이다. 이과정을연속적으로반
복함으로서확산은하복사장의세기를다음과같이계

산할 수 있다.

I(τ, µ) =
∞∑

n=1

anIn(τ, µ). (6)

한번도산란되지않고관측되는빛의세기 I0는식(4)에
서 S0을 이용하여 구한다. 식(5)는 아래의 식과 같이
다시 쓸수 있다.

Sn(τ, µ) =
1
2

∫ +1

−1

In−1(τ, µ′)F (µ′, µ)dµ′ (7)

여기서, F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 (µ′, µ) =
1
2π

∫ 2π

0

Φ(α)dφ (8)

또한, 산란각 α는 다음의 관계를 만족한다.

cos α = µ′µ + (1− µ′2)1/2(1− µ2)1/2 cosφ (9)

이제기본적인방정식은모두갖추어진셈이므로광
원 함수 S0 및 성간먼지의 분포를 알면 위의 식들을

이용하여 확산 은하 복사장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논
문에서는 성간먼지의 밀도 분포 및 광원의 분포를 각
각 zd 및 zs의 높이 척도(scale height)를 갖는 지수 함
수(exponential function)라고 가정한다. 즉 성간먼지
의 밀도 분포 ρ(z)와 광원 함수 S0(z)는 다음과 같다.

ρ(z) = ρ0e
−|z|/zd ,

S0(z) = S0(0)e−|z|/zs . (10)

복사 전달 방정식을 풀기위한 식들은 광학적 두께
τ만의 함수로 되어 있으므로, 성간먼지 분포로부터 광
학적두께를 z의함수로구하고,다시광원함수를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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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은하평면에 수직인 좌표 z에 대한 광학적 두께 τ를 계산하는 방법 및 정의. (a) cos θ > 0인 경우, (b)

cos θ < 0인 경우.

적 두께의 함수로 계산하여 주어야 한다. 그림 2는 은
하평면에 수직인 z 방향 좌표와 광학 두께 τ 사이의 기

하학적 관계식을 구하기 위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van
de Hulst & de Jong (1969)은은하평면의위쪽(그림 2에
서 z = ∞)에서 광학적 두께가 τ = 0이 되도록 정의하
였으나, 이 논문에서는 z = −∞일 때, τ = 0이 되도
록 정의하였다. 그들은 τ를 z 축 방향으로 측정한 값

으로 정의하였으나 이 논문에서는 z에 대해 θ만큼 기

울진방향을따라측정되는값을 τ로정의하였고,그림
2과 같이 이 방향을 따라 z = −∞에서부터 측정된 미
소 길이를 dl라고 정의하였다. z 축에 대해 θ 만큼 기

울진 경로를 생각할 때, cos θ가 음수이냐 양수이냐에

는 관계없이 dl = dz/| cos θ| 의 관계를 만족한다. 따라
서, 광학적 두께는 다음과 같다.

τ(z) = κ

∫
ρ(z)dl,

= κρ0

∫ z

−∞
e−|z

′|/zd
dz′

| cos θ| . (11)

그결과는 z가음수이냐,양수이냐에따라달라지며다
음과 같다.

τ(z) = τ1e
z/zd if z < 0,

= τ1(2− e−z/zd) if z > 0. (12)

이때, τ1 = κρ0h/| cos θ| 으로 정의된다. 위의 방정식에
대한 역 함수, 즉 z(τ) 는 다음과 같다.

z(τ) = zd ln(τ/τ1) if τ ≤ τ1,

= −zd ln (2− τ/τ1) if τ1 ≤ τ ≤ 2τ1. (13)

앞의 정의로부터 식 (4)를 계산하기 위한 경계값 τ0는

아래와 같다.

τ0 = 2τ1 if cos θ > 0,

= 0 if cos θ < 0. (14)

3. 결과

3.1. 판(slab) 모델

우선 van de Hulst & de Jong (1969)의 결과와 비교하
기 위해 그들과 같이 성간먼지와 광원이 균일한 분포
를 갖는 경우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이 경우 성간먼지
분포와 광원 함수는 다음과 같다.

ρ(z) = ρ0 (−zd ≤ z ≤ zd),

S0(z) = S0 (−zs ≤ z ≤ zs). (15)

z와 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τ(z) = τ1(z/zd + 1) (−zd ≤ z ≤ zd),

z(τ) = zd(τ/τ1 − 1) (0 ≤ τ ≤ 2τ1). (16)

van de Hulst & de Jong (1969)은 zd = zs인 경우만을

고려하였다. 이 경우 광원함수 S0가 z에 대한 의존성

은숨져지고 τ에대한의존성만남기때문에계산결과

가 zd 또는 zs와는 무관하며 τ1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들은 S0 = 1으로 가정하고 τ1 = 0.1, 0.15, 0.2에 대해
a 및 g의 몇몇 값을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를 표로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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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균일한 밀도를 갖는 slab 모델 결과. 각각의 그림의 위에서 아래로 a = 1.0, 0.8, 0.6, 0.4, 0.2에 대한 결과. 각

각 그림에서 기호는 van de Hulst & de Jong (1969)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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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간먼지와 광원이 지수 함수 분포를 갖는 경우에 대한 결과. 그림 4와 동일한 변수들에 대한 계산 결과로

서 실선은 지수 함수 분포에 대한 결과, 점선은 판 모델에 대한 계산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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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수 함수 분포를 갖는 성간먼지와 광원에 대한 계산 결과. 각각의 그림에서 표시된 z 만큼 떨어진 지금의

관측자가 예상하는 확산 복사광의 세기. 실선은 산란광, 대시선은 산란되지 않고 직접들어오는 빛의 세기, 점선은 산란

광과 직접들어오는 빛의 총합.

그림 3에서는 그들이 계산한 모든 경우에 대해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실

선은 이 논문에서 계산한 결과이고 기호는 van de
Hulst & de Jong (1969)에서 계산한 결과이다. 각

각 그림의 곡선들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반사도 a =
1.0, 0.8, 0.6, 0.4, 0.2에 대해 계산한 결과이다. 그들의
결과와 이 논문의 결과를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은 그들
이 사용한 성간먼지의 광학적 두께는 이 논문의 2τ1에

해당한다는점이다. 계산으로부터얻어지는결과는다

음과같다. 자명한결과이지만반사도 a가증가하면확

산 은하복사장의 세기도 증가한다. 대부분의 경우 van
de Hulst & de Jong (1969)의 결과와 잘 일치하지만
a = 0.2인 경우는 그들의 결과에 약간의 수치적인 오
차가 있음을 알수 있다. 비대칭 인자 g가 증가할수록

전방 산란이 강해지므로 고위도까지 산란광이 올라가
지 못하기 때문에 은경 b가 클 때, 급격하게 산란광의
세기가 줄어듬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a 및 g

값에 대해 성간먼지의 광학적 두께 τ1이 커질수록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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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성간먼지의 분포는 고정시키고 광원의 높이
척도만을 변화시킬 때 확산 은하 산란광의 변화.

란광의 세기도 증가함을 볼 수 있다.

3.2. 지수 함수 모델

그림 4에서는 성간먼지와 광원이 지수 함수 모양의 분
포를 갖는 모델을 판 모델과 비교하였다. 그림 4에서
는 두 가지 모델 모두에 대해 S0 = 1를 가정하고 계
산하였지만, 지수 함수 모델에서 계산된 산란광의 세
기가 판 모델에 대해 계산된 값보다 작은 값이 얻어

졌다. 그 이유는 τ1이 같더라도 지수 함수 모델의 경

우 성간먼지 뿐만 아니라 광원이 은하평면에 주로 몰
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4에서는 위도에 따른
함수 모양만을 비교하기 위해 a = 1인 경우에 계산된
max(I(b, a = 1))값으로 규격화시킨 곡선을 비교하였
다. 판 모델과의 비교를 위해 zd = zs를 가정하였다.
이 때, 식 (13)을 식 (10)의 광원 함수에 대한 방정식에
대입하여 보면 알 수 있듯이 광원 함수가 τ1 만의 함수

가 된다. 그림에서 실선과 점섬은 각각 지수 함수 모
델과 판 모델에 대한 결과이다. 비대칭 인자 g가 작을

때, 즉, 등방 산란에 가까울 때는 두 모델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방 산란인 경우는 고위
도에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zd 6= zs인 경우에 대한 결과을 보여주기 위해 그림
5에서는 우리 은하의 성간먼지 및 OB형 별의 척도 높
이 zd = 0.1 kpc, zs = 0.15 kpc을 가정하여 계산하였
다. 이계산결과는원자외선파장에서의확산은하복
사광을 염두에 두고 계산한 결과로서 Misiriotis et al.
(2006)의 우리 은하의 3차원 성간먼지 분포 모델로부
터 1550Å 파장에서의 성간먼지의 광학적 두께를 계산
한 값(τ1 = 0.54)을 이용하였고, 반사도와 비대칭 인
자는 Draine (2003)의 성간먼지 모델 결과(a = 0.39,
a = 0.66)를 이용하였다. 그림 3과 그림 4는 은하 평면
(z = 0)에 있는 관측자에 의해 예상되는 산란광의 모

그림 7.— 성간먼지의 광학적 두께와 확산 은하 산란광
과의 상관관계.

습을 보여줬다면, 그림 5는 9개의 z값을 갖는 위치에

서 예상되는 산란광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실
선, 긴 점선(dashed line), 점선은 각각 산란광, 산란되
지 않고 직접들어오는 복사광 및 두 가지를 모두 합한
총 복사광의 세기를 나타낸다. z < 0인 위치에서는 북
반구에서 입사하는 광원의 세기가 남반구에서 입사하
는 광원의 세기보다 강하므로 b > 0일 때, 산란광의 세
기가 강해진다. 반대로 z > 0인 위치에서는 남반구에
서 산란광의 세기가 강하다.

파장이길어질수록확산은하복사광을일으키는별
이만기형(late-type)에기인하게된다. 즉,만기형별일
수록 주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긴 파장을
방출하는 광원의 높이 척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광원
의 높이 척도에 따라 확산 은하 복사광이 위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가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림
6에서는 성간먼지의 분포를 zd = 0.1 kpc, τ1 = 0.54로
고정시키고 광원의 분포를 zs = 0.05, 0.1, 0.2, 1.0으로
변화시킬때의확산은하복사광의분포가변하는모습
을 보여준다. 그림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광원
의높이척도가높아질때의계산결과를보여준다. 그
림으로부터 광원의 높이 척도가 높아질수록 I sin |b|의
위도에 따른 변화가 점점 평평해짐을 알 수 있다. 즉,
산란광의세기가 1/ sin |b|에잘비례하는것을알수있
다.

한편,원자외선연속복사광과성간먼지사이의상관
관계를 비교할 때, 성간먼지의 양이 ‘0’이 되는 지점으
로외삽을하면 200−600 photons sec−1 cm−1 sr−1 s−1

만큼의 원자외선 연속복사광의 세기가 얻어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고, 이 값을 은하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자
외선파장에서의우주배경복사로간주하는경우가많

다 (Bowyer 1991). 따라서, 이연구에서계산된모델을
이용하여 성간먼지의 광학적 두께와 산란광사이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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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그림 7에 그려보았다. τ < 1인 영역에서 τ와

I는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결과는 얻었지만, 예상치 않
게 τ = 0으로 외삽했을 때 산란광의 세기는 음수값이
된다는것을볼수있었다. 언뜻생각하기에이결과는
관측적으로외삽하여얻은결과보다실제원자외선우
주 배경복사가 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간먼지와 산란광은 y 절편

이없는선형관계를가질것으로추정되고있음을고려
한다면성간먼지에의한산란효과만을고려했을때, y

절편이 ‘0’일 필요가 없으며 성간먼지의 분포 및 광원
의 분포에 의해 y 절편 값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y 절편값을 우주 배경복사값으로 해석하

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실제 우리 은하 외부에서
입사하는원자외선의세기는정밀한모델계산을통해

서만얻어질수있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따
라서, 이점에 대해 성간먼지와 광원의 실제 분포에 좀
더 가까운 모델을 개발하여 연구해 보야할 것이다.

4. 요약 및 토의

이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방법을 통하여 복사 전달 방
정식의 해를 수치적으로 계산함으로서 확산 은하 복

사광을 계산하였고, 판 모델과 지수 함수 모델에 대해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성간먼지와 광원의 척도 높이
가 동일하면 판 모델과 지수 함수 모델이 대체로 일치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van de Hulst & de Jong
(1969)의 계산은 매우 한정된 경우에만 계산된 경우이
므로 확산 은하 복사광을 연구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한, 성간먼지의 광학적 두께와 산란광의 상관관계로부
터원자외선파장에서의우주배경복사를추론하는데

는문제가있을수있다는것을발견하였다. 이연구에
서 계산된 결과는 과학위성 1호의 원자외선 분광기로
부터관측된원자외선연속복사광자료와직접적으로
비교할것이며,추후Witt et al. (1997)과 Schiminovich
et al. (2001)에서 개발한 모델보다 좀 더 실제에 가까
운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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