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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esent a method to improve the RV (radial velocity) measurements accuracy by using telluric lines. 
Telluric lines are used to estimate the wavelength scale drift over the detector of the spectrograph. In the case 
of BOES, the Echelle spectrograph at BOAO (Bohyunsan Optical Astronomical Observatory), the wavelength 
scale drift can be several hundreds m/s over 24 hours. Due to the wavelength scale drift, the RV 
measurements accuracy of BOES is limited to several hundreds m/s. By estimating the wavelength scale drift 
by telluric lines, we can remove its effect to improve the RV measurements accuracy to about 4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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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천체 스펙트럼의 도플러 편이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천

체의 시선속도는 우주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의 하나이다. 이를 이용하여 쌍성의 궤도 운동이나 항

성 맥동부터 우주의 팽창 등 많은 문제를 연구할 수 있

다. 시선 속도 측정 정밀도가 향상됨에 따라 과거에는 

다룰 수 없었던 주제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1990

년대 들어 시선 속도 측정 정밀도가 10 m/s 정도로 향

상되어 1995년에 최초로 외계행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천체의 시선 속도 측정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광량자 잡음, 분광기 분해능, 스펙트럼에 있는 흡

수선 분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인 한계는 기

본적으로 천체 스펙트럼의 파장 동정 오차에 의하여 주

어진다. 스펙트럼의 파장 동정은 다수의 방출선을 내는 

비교 광원의 스펙트럼을 이용하는데, 비교 광원으로는 

대개 Th-Ar 램프를 사용한다. 스펙트럼의 파장 동정 

과정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분

광기에 비교 광원 빛을 통과시켜 얻은 스펙트럼 이미지

에서 1차원 스펙트럼을 추출하면 다수의 방출선이 나타

난다. 이 중에서 파장이 알려져 있고 세기가 적당하며 

주변 방출선과 잘 구분되는 선들을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된 선들의 중심 위치를 1차원 스펙트럼 화소 좌표

계에서 구한 값 X ( j )와 파장 값 λ ( j )를 적당한 차수

의 다항식으로 피팅을 하면 1차원 스펙트럼의 임의의 

화소에 해당하는 파장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계산된 다항식 함수 λ = f( X )  에 의하여 각각의 스

펙트럼 화소에 파장이 결정된 것을 파장 눈금이라고 부

르기로 한다. 

파장 눈금 오차 및 그 제거 방법

보통 분광 관측 절차는 하루 밤 관측 중 시작 혹은 마

지막에 비교 광원 스펙트럼을 얻는다. 더 주의 깊은 관

측자는 중간에 몇 번 비교 광원 스펙트럼을 얻기도 한

다. 이렇게 얻은 스펙트럼들을 이용하여 파장 눈금을 

결정하고, 이 결과를 적절히 평균하거나 분배하여 그날 

밤 얻은 다른 천체 스펙트럼에 적용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파장 동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관측 중 온도, 

습도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광기의 광기계적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분광기 검출기에 맺히는 스펙트

럼의 위치가 변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

에 얻은 비교 광원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얻은 파장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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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다른 시점의 스펙트럼에 적용하면 오차가 발생한

다. 이렇게 발생하는 파장 눈금 오차가 시선속도 측정

에서 가장 큰 오차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파장 눈금  

오차를 줄이려면 우선 분광기 주변의 환경 (온도, 습도, 

기압 등)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정밀한 

환경 제어에 더하여 파장 눈금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

법으로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가) 병렬 기록법: 분광기 검출기에 기록되는 천체 스펙

트럼 옆에 비교 광원 스펙트럼이 동시에 기록될 수 있

도록 분광기를 설계하여 천체와 비교 광원의 스펙트럼

을 동시에 얻는다. 그러면 각 스펙트럼마다 고유한 파

장 눈금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파장 눈금 오차를 거의 

완벽하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병렬 기록법

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병렬 기록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ESO에서 개발하여 사용하는 HARPS (High 

Accuracy Radial Velocity Planet Searcher)를 들 수 

있다 (Pepe Et al. 2000, Mayor et al. 2003). HARPS

의 시선속도 측정 정밀도는 1 ~ 2 m/s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중첩 기록법: 천체의 빛이 통과하는 구간에 흡수선

이 많은 매체를 삽입한다. 그러면 천체 스펙트럼에 매

체의 흡수선이 겹쳐서 나타난다. 이렇게 스펙트럼에 겹

쳐서 기록된 매체의 흡수선을 이용하여 스펙트럼의 파

장 동정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수학적으로 다소 복

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의 발전

으로 실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흡수 매질

을 통과하여 천체 스펙트럼을 얻는 기법을 중첩 기록법

이라고 하자. 중첩 기록법의 장점은 천체 스펙트럼과 

비교 스펙트럼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그리고 공간적으

로는 광학계에서 같은 경로를 거쳐 기록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간 차이에 따른 파장 눈금 오차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고, 천체 빛과 비교 광원 빛이 광학계에서 다른 

경로를 거쳐 기록되는 것에서 기인되는 파장 눈금 오차

도 거의 없다. 이 방법의 단점은 매체의 스펙트럼이 중

첩되어 기록되기 때문에 천체 스펙트럼의 S/N 값이  

나빠지고, 다음으로는 정밀 시선속도 측정에 이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 영역이 흡수 매체의 흡수선이 많이 나타

나는 영역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첩 기록법은 1970

년대에 HF 가스를 이용하여 Campbell & Walker 

(1979)이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80년대에 요오

드 분자 I2를 이용한 기술이 성숙되어 널리 이용되게 되

었다 (Marcy, G. & Butler, P. 1992, Butler 등 

1996). 보현산천문대의 BOES에도 정밀 시선 속도 측

정을 위하여 요오드 통이 설치되어 있다 (Kim et al. 

2002, Kim et al. 2007).

앞에서 정밀한 시선 속도 측정을 위한 중첩 기록법을 

설명했는데, 분광기에 특별히 흡수 매체를 설치하지 않

아도 대기 흡수선이 천체 스펙트럼에 중첩되어 기록된

다. 이 대기 흡수선은 지상에서 행하는 분광 관측에서 

방해가 되는 가장 큰 두통거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여 시선 속도 측정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장 눈금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 제안되어 이용 

되었다 (Griffin & Griffin 1973, Gray & Brown 

2006). 이 방법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시간에 따른 분광기의 광기계적 변형에 의해 분광기 

감지기에 기록되는 스펙트럼의 위치가 변하므로 특정 

시점 T(i)에 얻은 스펙트럼 S(i)에 기록된 대기 흡수선

의 파장 λ ( i )는 일정하지 않고 변하게 된다. 따라서 

파장 동정을 위하여 이용한 비교 광원 스펙트럼을 얻은 

시점 T(0)에 해당하는 파장 눈금을 다른 시점 T(i)의 

스펙트럼에 적용하면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시간의 변

화에 따라 파장 눈금 변화가 분광기 검출기 전면에 나

타나는 양상은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나 검출기 전면에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눈금 변화량은 몇몇 대기 흡수선

의 파장 변화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이용하여 어림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파장 눈금 변화를 보정하면, 파장 

눈금 오차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지만, 검출기 전

면에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파장 이동 오차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제트 기류 등에 

의한 상층 대기의 흐름에 의한 대기흡수선 파장 이동 

오차는 보정되지 않아 궁극적인 정밀도 한계가 주어진

다.

   이렇게 대기 흡수선을 잘 이용하면, 앞에 소개한 특

별한 기법을 적용할 수 없는 스펙트럼의 경우에도 시선 

속도 측정 정밀도를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방법

을 이용하려면 천체 스펙트럼과 대기 흡수선이 동시에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넓은 파장 영역을 동시에 관

측하는 에셀 분광기로 얻은 스펙트럼에 적합하다. (대기 

흡수선은 거의 대부분이 6,000Å 이상의 장파장 영역에 

존재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대기흡수선을 이용한 기법을 보현

산천문대의 에셀 분광기 BOES로 얻은 스펙트럼에 적

용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결과 얼마나 시선 속도 정밀도가 향상되고 그 한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데 있다. 

2.  Th-Ar 비교 광원을 이용한 파장눈금 이동 조사

BOES에서 시간에 따른 파장 눈금 변화를 조사하기 위

하여 Th-Ar 비교 광원 스펙트럼을 이용하였다. Th-Ar 

비교 광원 스펙트럼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얻어 CCD 

상에 맺히는 방출선의 위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2009.02.17 과 2009.04.04 양 일에 각각 약 24 시간 

데이터를 얻었다. CCD 전면에 걸쳐 파장 눈금이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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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간에 따른 파장 눈금 이동

는 양상을 보기 위하여 CCD의 네 귀퉁이와 중앙의 다

섯 군데에서 방출선의 위치 변화를 측정하였다. 방출선

의위치 변화는 속도 변화로 환산하였다. 그림 1이 파장 

눈금 변화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을 보면 2009.02.17에는 약 21 시간동안 0.6 

km/s 정도의 파장 눈금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 양상은  

CCD 표면 전반에 걸쳐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2009.04.04의 경우에는 변화 양상이 상당히 복잡하다. 

그림에서 맨 위에 보이는 두 줄은 CCD의 오른쪽 귀퉁

이에 있는 방출선의 움직임으로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

인다. 그러나 왼쪽 귀통이와 중앙에 위치한 방출선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렇지만 그림을 잘 보면 6 

시간 이후의 변화 양상은 다섯 군데 모두 비슷한 양상

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BOES의 파장 눈금 변화가 

24 시간 동안 수 백 m/s 정도의 변화를 보이며, 대체로 

CCD 전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  대기 흡수선을 이용한 시선 속도 향상 방법

여기에서는 대기 흡수선을 이용하여 시선속도 측정 정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

기로 한다. 우선 앞으로 진행하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

여 몇몇 용어와 기호를 정의하기로 한다.

용어 및 기호의 정의 

T(i) : 특정한 관측 시각

S(i) : T(i)에 얻은 스펙트럼

SPECT(i,j): S(i)의 특정 파장 영역을 잘라내어 얻은 

파장 조각. 

SPECT(j): 영역 j에 해당하는 견본 (template) 스펙트

럼. 견본 스펙트럼은 합성 스펙트럼 혹은 관측된 여

러 스펙트럼의 평균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V(i,j): 견본 스펙트럼 SPECT(j)에 대한 SPECT(i,j)의 

상대 시선속도.

특정 영역 j의 견본 스펙트럼 SPECT(j) 만들기.

A.0 전체 스펙트럼 중에서 S/N 비 등을 고려하여 가

장 질이 좋은 스펙트럼이 얻어진 특정 시점 T(i)를 

고른다. 이 스펙트럼에서 만들어진 SPECT(i,j)를 

영역 j의 초기 견본 스펙트럼으로 SPECT(j)로 삼

는다. 

A.1 견본 스펙트럼 SPECT(j)에 다른 스펙트럼 

SPECT(i,j)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피팅한다. 이 

피팅 과정에서 조정하는 파라메터는 3가지로서 시

선 속도 V(i,j), 정규선 레벨의 스케일, 그리고 정규

선 레벨의 기울기이다. 이 피팅의 의미는 견본 스

펙트럼으로 정의되는 파장 눈금과 연속선 레벨에 

다른 스펙트럼의 파장 눈금과 연속선 레벨을 맞추

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각 스펙트럼의 연속선 레

벨 결정 오차에 의한 영향이 제거된다. 피팅 과정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Butler 등 (1996)과 한인우 

등 (2007)을 참조. 이렇게 피팅된 스펙트럼을 

SPECT_C(i,j)라고 하자.

A.2 A.1에서 피팅된 스펙트럼 SPECT_C(i,j) 을 시간 

i에 대하여 모두 더하여 평균값을 구하여 새로운 

견본 스펙트럼 SPECT(j)을 계산한다. A.1의 피팅 

과정에서 피팅 오차가 어떤 정해진 값보다 크게 나

오는 스펙트럼은 평균 스펙트럼을 얻는 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평균 스펙트럼과 다

른 스펙트럼과의 차이값의 표준 편차, (즉 

SPECT_C(i,j)의 i의 분포에 대한 표준 편차) 를 각 

파장의 함수로 보여주는 시그마 함수가 부산물로 

만들어진다. 이를 SIGMA(j)라고 하자. SIGMA(j)의 

값은 S/N 비의 역수와 대체로 일치해야 된다. 

   A.2에서 얻은 평균 스펙트럼을 새로운 견본 스펙트

럼으로 하여 A.1 - A.2 과정을 되풀이 한다. 이 되풀이 

과정은 A.1의 견본 스펙트럼과 새로 얻어지는 견본 스

펙트럼의 차이가 무시할 만큼 작을 때까지 계속한다. 

대개는 2번의 되풀이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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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기 흡수선이 강하게 보이는 스펙트럼의 

예. 위 패널: 고립된 흡수선이 많이 보인다. 아래 패

널: 7,600Å 근처에 강한 흡수선 밴드가 보인다.

천체 스펙트럼의 SPECT(i,j) 선택

천체 스펙트럼에서 SPECT를 정하는 기준은 흡수선이 

충분하고, S/N 비가 충분한 영역에서 조각의 크기를 적

당한 파장 범위 크기로 하면 된다. 조각의 크기는 A.1

에서 연속선 레벨 피팅이 1차 함수로 잘 되어야 하므로  

너무 크면 안된다.

대기 흡수선의 SPECT(i,j) 선택

대기 흡수선은 거의 대부분이 6,000Å 이상의 장파장 

영역에 존재한다. 대기 흡수선의 전체적 분포는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조기형 별의 스펙트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이런 조기형 별들은 6,000Å 이상에서 거

의 흡수선이 없으므로 대기를 통해서 얻은 스펙트럼 중 

이 영역에서 보이는 흡수선은 대부분 대기에 의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는 HD 21845의 스펙트럼의 

일부인데, 여기 보이는 흡수선은 대부분이 대기 흡수선

으로 6,900Å 근처에서는 고립된 흡수선들을 볼 수 있

으며 7,600Å 근처에서 강한 흡수선의 밴드를 볼 수 있

다. 

   시선속도 측정을 위한 파장 동정에 사용할 대기 흡

수선 영역을 선택하는 기준은 강도가 강한 선이 많이 

존재하고, 관측하는 천체의 흡수선은 없는 영역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것이 대기 흡수선이고 어

느 것이 천체의 흡수선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대

기 흐수선의 SPECT를 선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 위 패널: 견본 (평균) 스펙트럼, 아래 패

널: 시그마 함수 ( 평균 스펙트럼에 대한 r.m.s. 편

차).

B.1 앞에서 설명한 조기형 별의 스펙트럼에서 대기 흡

수선이 조밀하게 보이는 몇몇 영역을 선정한다.

B.2 B.1에서 선정된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앞에 설명한 

과정에 따라 견본 스펙트럼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견본 스펙트럼과 다른 스펙트

럼들의 차이의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을 살펴본다. 이 

시그마 값은 각 스펙트럼의 S/N비의 역수와 대체로 

일치해야 된다. 어떤 영역에서 시그마 값이 크게 나

오면 이는 거기에 별 흡수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

석하고 그 부분은 스펙트럼 조각에서 제외하여야 한

다.

그림 3이 앞에 설명한 과정으로 얻은 견본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 그림의 아래 패널에 보이는 시그마 값을 

보면 대체로 대부분 영역에서 0.02 이하인데, 이는 100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펙트럼의 S/N 비의 역수 

0.01에 비해서 약간 큰 값이다. 그러나 대기 흡수선의 

강도가 날씨에 따라 상당히 변하므로 시그마 값이 스펙

트럼의 S/N 비에 비하여 다소 크게 나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7,616Å에서 7,621Å에 이르는 

영역은 시그마 값이 0.02에서 0.15로 매우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거기에 별의 흡수선이 존재하

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대기 흡수선의 파장은 일

정한데, 별의 흡수선은 지구 운동으로 파장이 변하므로, 

여러 시점에 관측한 스펙트럼을 더해서 평균을 내면 별 

흡수선 부근의 시그마 값이 커진다.) 따라서 이 영역을 

제외하고 스펙트럼 조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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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요오드+BOES로 측정한 Tau Ceti의 RV

정밀도

4.  RV 표준성 Tau Ceti와 HD 57727 관측 결과

여기에서는 보현산천문대의 고분산 분광기 BOES를 이

용하여 RV 변화가 매우 적은 RV 표준성 Tau Ceti와 

HD 57727를 관측하여 얻은 스펙트럼에 앞에서 설명한 

절차를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기로 한다.  

   Tau Ceti는 시선 속도가 매우 안정된 RV 표준성으

로, 정밀 시선 속도 측정 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RV 표

준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보현산천문대에서도 요

오드 통을 이용한 BOES의 시선속도 측정 정밀도를 점

검하기 위하여 Tau Ceti를 장기적으로 관측하고 있다. 

요오드 통을 이용한 경우 BOES의 RV 측정 정밀도는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4년이 넘는 관측 기간 동안 

r.m.s. 정밀도가 약 8m/s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별과 대기 흡수선의 SPECT를 어떻게 설정했

는지 설명하기로 한다.

별의 SPECT 결정 

BOES의 각 구경 (order) 은 4,000 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쪽 가장자리는 S/N 비가 좋지 않고 이미지 

상태도 좋지 않으므로, 왼쪽과 오른쪽 가장자리 쪽  

500 화소는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3,000 화소를 4등

분하여 4개의 스펙트럼 조각을 만들었다.

   별의 SPECT를 선정하는데 사용하는 파장 영역은 

다음을 고려해야 된다. 우선 이 연구에서 사용한 스펙

트럼은 대부분 요오드 통을 통하여 얻은 것이다. 요오

드 통을 통과한 스펙트럼은 5,000 ~ 6,000Å에 요오드

의 흡수선이 기록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할 수 없

다. 또한 6,000Å보다 더 장파장은 대기 흡수선이 많으

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BOES의 경우 4,000Å 

이하는 효율이 낮아 S/N 비가 좋지 않으므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별의 SPECT를 선정하는데 

그림 5. RV_S와 RV_T의 상관 관계

사용하는 영역은 대체로 4,000 ~ 5,000Å으로 제한된

다. 실제 우리가 별의 SPECT를 선정하는데 사용한 구

경은 16 ~ 26번의 11 개 구경으로, 이는 파장으로는 

약 4,350 ~ 4,900Å에 해당한다. 각 구경에서 4개의 

스펙트럼 조각이 나오므로 총 44개의 별 스펙트럼 조각

을 만들었다.

대기 흡수선의 SPECT 결정 

6,000Å 이상의 장파장 영역을 두루 조사한 결과 대기 

흡수선이 조밀하게 모여 밴드를 이루고 있는 두 영역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두 영역은 (1) 구경 번호 

55에 위치한 6,860 ~ 6,900Å 영역과, (2) 구경 번호 

62에 위치한 7,590 ~ 7,670Å 영역이다. 각 영역을 두 

섹터로 나누어 총 4 개의 SPECT를 구성하였다. 이 중 

세 째 섹터는 앞 그림 3에서 설명했듯이 일부 구간에 

별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 그 부분은 제외하고 

SPECT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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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V 시계열 정밀도 (시그마 값)

천체
RV_S

(km/s)

RV_T

(km/s)

RV_Sc

(km/s)

Tau Ceti 0.168 0.174 0.048

HD 57727 0.161 0.169 0.042

처리 결과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기로 

한다. 

용어의 정의 

RV_S 별의 RV

RV_T 대기 흡수선의 RV

RV_Sc
RV_T로 파장 눈금 오차를 보정한 별

의 RV. RV_Sc = RV_S - RV_T  

그림 5는 RV_S와 RV_T의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 예상

했던대로 두 RV의 상관 관계는 아주 높게 나타난다. 이

는 RV 측정 오차의 대부분이 RV_S 혹은 RV_T의 자체 

측정 오차가 아니라, 파장 눈금 오차에 기인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RV_S 혹은 RV_T의 변화 범위가 ±0.4 

km/s 정도 되는 것은 2 절에서 확인한 파장 눈금 변화

의 크기와 부합된다.

   그림 6은 대기 흡수선의 RV_S와 RV_Sc 시계열 을 

보여주고, 표 1은 각 RV 시계열 정밀도 (표준 편차) 를 

보여준다. 그림 6과 표 1에서 RV_T를 이용하여 파장 

눈금 오차를 보정한 결과 RV_Sc의 정밀도가 3 ~ 4 배 

정도 크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 그림에서 

보았듯이 RV_S 측정 오차의 대부분이 파장 눈금 오차

이고, RV_T를 이용한 파장 눈금 오차 보정이 매우 효

과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RV_S가 ±0.2km/s 보다 큰 

경우 (즉 오차가 큰 경우)에 보정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요오드 통을 쓰지 않는 경우 BOES 

스펙트럼에서 시선 속도 측정 정밀도는 150 m/s 정도

이고, 이는 대부분 파장 눈금 오차에 기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흡수선을 이용하여 파장 눈금 오차를 보

정할 경우 RV_Sc의 정밀도가 40 m/s 정도로 향상되

었다.

   RV_Sc의 정밀도에 미치는 요인과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RV_Sc = RV_S - RV_T 이므로 

  

그림 6.  RV 시계열

검은 원반: RV_S,  흰 원반: RV_Sc

RV_Sc 의 정밀도 σ (RV_Sc)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다.

   σ 2
(RV_Sc) = σ 2

(RV_S) + σ 2
(RV_T) 

   별의 시선 속도 RV_S는 44개의 SPECT에서 얻은 

RV_S(i,j)의 평균이므로 RV_S(i,j)의 분포로부터 RV_S

의 정밀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10 m/s 정도로 나타

난다. 반면에 대기 흡수선의 시선 속도 RV_T의 정밀

도는 훨씬 떨어진다. 우선 RV_T는 오직 4개의 

SPECT의 평균으로 구했고 대기흡수선의 SPECT는 

별의 흡수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대기 상태에 따

라 흡수선 세기가 변하므로 3절의 A.2에서 설명한 피

팅이 잘 안된다. 4 절의 Tau Ceti와 HD 57727의 경

우에 RV_T의 정밀도는 약 40 m/s 정도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RV_Sc의 정밀도는 RV_T의 정밀도에 의

하여 한계가 주어진다. 따라서 RV_Sc의 정밀도를 높

이려면 RV_T의 정밀도를 높여야 되는데, RV_T의 정

밀도를 높이는 첫 번 째 과제는 SPECT 수를 늘리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 개 밴드에서 4 개의 파장 조

각을 구성했는데, 별의 흡수선에 오염되지 않은 대기 

흡수선 영역을 찾아내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기 흡수선을 이용하여 얻은 40 m/s 

정도의 시선 속도 정밀도는 요오드 통을 이용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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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m/s 이하) 에 비하면 매우 큰 값이지만 요오드 

통 같은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얻은 스펙트럼

의 시선 속도를 이용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외계 행성 탐색 등 매우 높은 정밀도를 요

구하지 않는 과제일 경우 40 m/s 정도의 정밀도로도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연구 목적이 

시선 속도 측정이 아닌 시계열 관측 스펙트럼이 있으

면 부산물로 시선 속도를 측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

로 생각된다. 별에 따라서는 요오드 통을 이용하여 정

밀 시선속도 측정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즉 

요오드 통 흡수선 영역인 5,000 ~ 6,000Å에 강한 흡

수선이 거의 없는 조기형 별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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