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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enyey-Greenstein (H-G) phase funct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a single parameter, has
been generally used to approximate the realistic dust-scattering phase function in investigating
scattering properties of the interstellar dust. Draine (2003) proposed a new analytic phase function
with two parameters and showed that the realistic phase function is better represented by his phase
function. If the H-G and Draine’s phase functio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the H-G phase
function in radiative transfer models may lead to wrong conclusions about the dust-scattering
properties. Here, we investigate whether the H-G and Draine’s phase functions would indeed
produc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adiative transfer calculations for two simple configurations. For
the uniformly distributed dust with an illuminating star at the center, no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However, up to ∼ 20% of difference is found when the central star is surrounded by a
spherical-shell dust medium and the radiation of λ < 2000 Å is considered. It would mean that
the investigation of dust-scattering properties using the H-G phase function may produce errors
of up to ∼ 20% depending on the geometry of dust medium and the radiation wavelength. This
amount of uncertainty would be, however, unavoidable since the configurations of dust density and
radiation sources are only approximately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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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성간물질중성간먼지가차지하는양은비록적지만광
원에서방출된빛을흡수할뿐만아니라반사성운에서

와같이빛을산란시킴으로써광원의공간적분포를왜
곡시켜 보여주기도 한다(Witt et al., 1984). 또한 파장
에 따라 흡수 및 산란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색 분

포를 연구함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성간먼지에 의한 산란광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성간
먼지의반사율(albedo)과산란광의공간적인분포를결
정짖는 산란 위상함수(scattering phase function)을 파
장의 함수로 알고있어야 한다. 반대로, 관측된 산란광
과 성간먼지, 광원의 공간적인 분포를 알고 있다면 복
사전달계산을통하여성간먼지의반사율과산란위상

함수를결정할수있다(Gordon, 2004). 또한,이로부터
성간먼지의 화학적 조성과 먼지 알갱이(dust grains)의
크기분포등을연구할수있다. 산란위상함수의모양
은매우복잡하지만일반적으로 Henyey-Greenstein(H-
G) 함수를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Henyey & Greenstein, 1941). H-G 함
수의 모양은 위상인자(phase factor) g라고 불리는 한

개의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성간먼지의 화학적 조성
과 알갱이의 크기 분포를 가정하면 Mie 이론 등에 의
해 파장에 따른 산란 위상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렇게 파장에 따라 계산된 산란 위상함수를 H-G 함수
로 근사시키면 산란 위상함수를 가장 잘 나타내는 위
상인자(g = 〈cos θ〉)를 파장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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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파장에따른 산란 위상함수의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위상인자 g가 파장에 따라 어떻게 변하

는가를보는것은상대적으로쉽다. 따라서, H-G함수
를이용하면성간먼지의산란특성을가장손쉽게기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사성운 등의 연구에 있어서 H-G
함수를 많이 이용해왔다.

최근 Draine(2003)은 H-G 함수가 실제의 먼지산란
위상함수를 제대로 기술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대신 α라고 불리는 추가적인 변수를 도입하여 두개의

변수를 갖는 위상함수를 제안하였다. 만약에 그렇다
면,지금까지일반적으로사용되어왔던 H-G함수를이
용하여 복사전달 모델을 계산하였을 때, 실제의 성간
먼지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광일(2008)은 두 개의 산
란 위상함수를 비교하였으며, Draine의 산란 위상함수
가 파장이 2000 Å 미만일 때만 H-G 함수와 큰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선광일(2008)은 두개의 산란 위상함수
의 모양을 직접 비교하였지만 실제 반사성운 등과 같
이 다중산란 환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주
는 지는 알 수 없었다.

한편, 선광일(2009)은 먼지산란에 관한 복사전달 문
제를 풀기위한 Witt(1977a) 및 Gordon et al.(2001) 과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코드

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임의의 불규칙한 밀도 분포
를 갖는 성간먼지 구름에 의한 빛의 산란을 연구할 수
있게되었다. 이논문에서는선광일(2009)이개발한몬
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코드를 이용하여 반사성운 등과

같은 환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Draine이 제안한 위상함
수와 H-G 함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
고 Draine이 제안한 위상함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
연구하였다.

2. 먼지산란 위상함수

입사광의초기진행방향과성간먼지에의해산란된산
란광의 진행방향 사이의 산란각 θ에 대해 µ = cos θ를

정의하면 H-G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ΦHG(µ) =
1− g2

4π(1 + g2 − 2gµ)3/2
(1)

한편, Draine(2003)은 H-G 함수보다 좀 더 복잡한 아
래의 함수를 제안하였다.

ΦD(µ) =
1 + α cos2 θ

1 + α(1 + 2g2)/3
1− g2

4π(1 + g2 − 2gµ)3/2
(2)

Draine(2003)의 함수는 H-G 함수와 공명산란 함수를
곱한 형태이다. 공명산란 함수는 보통 Rayleigh 함수
로 표현되지만 좀 더 일반적인 모양은 Laursen et al.
(2009)의 식(18)과 같이 1 + α cos2 θ로 표현할 수 있다.

Draine의 함수는 α = 0이면 H-G 함수와 동일하게 되
고, g = 0, α = 1인 경우는 Rayleigh 함수가 된다. 또
한, α = 1인 경우는 H-G 함수와 Rayleigh 함수를 곱
한 꼴로써 Cornette & Shanks(1992)가 제안한 위상함
수와 동일하게 된다.

H-G 함수를 따르는 무작위 수(random number)
µ는 Witt(1977a)와 같이 역변환(inversion) 방법을 통
해 얻을 수 있으며, Draine 함수를 따르는 무작위 수
는 선광일(2008)의 방법과 같이 수락-거부(acceptance-
rejection)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만들어 낼 수 있

다(Press, 1992). 그러나, 선광일(2008)이 기술한 방법
에오류가있어서효율성이떨어지므로수정된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0 ≤ ξ ≤ 1 범위의 균일한 분포를 갖는 임의의
무작위 수 ξ를 생성하고 이로부터 µ = 1/(2g){

(1 + g2)− [
(1− g2)/(1− g + 2gξ)

]2}
을 계산하

여 H-G 함수를 따르는 µ를 계산한다.

2. f = (1 + αµ2)/(1 + α)를 계산하고, 또 다른 균일
한 분포를 갖는 무작위 수 0 ≤ η ≤ 1을 생성한다.
이때, η ≤ f이면 µ를 받아 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1번으로 돌아가 µ를 다시 구한다.

Draine(2003)은 우리은하에 적합한 성간먼지 모델
을 이용하여 〈cos θ〉 및 〈

cos2 θ
〉
값을 파장에 따라 구하

였다. 이 결과로부터 H-G 함수의 위상인자는 gHG =
〈cos θ〉가 되며 Draine 함수의 위상인자 gD와 αD는 선

광일(2008)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cos θ〉 및 〈
cos2 θ

〉
의

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

3. 결과

3.1. 균일한 성간먼지에 의한 산란
두 개의 산란 위상함수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우선
가장간단한공간적으로균일한성간먼지구름을가정
하였다. 광원을 둘러싸고 있는 성간먼지 구름에 의해
산란된 산란광이 관측자에게 관측되는 이미지를 선광
일(2009)에 의해 개발된 복사전달 코드를 통해 계산하
고 두 개의 산란 위상함수로부터 얻어지는 결과가 어

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성간먼지구름의밀도는 ρ1 = 2×10−25 g cm−3을가

정하였으며전체에걸쳐균일한밀도분포를갖는다고
가정하였다. 성간먼지구름의크기는 32×32×32 pc3으

로 가정하였고, 관측자로부터 중심의 광원까지 거리는
80 pc으로 임의로 정하였다. 격자의 갯수는 1003인 경

우에 대해계산을 수행하였다. 즉, 단위 격자의 크기는
0.32 pc 이었다.

선광일(2008)의 결과로부터 파장이 2000 Å 보다 짧
은 경우에 αD 값이 1 보다 큰 값을 갖게 되므로 D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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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델 파라미터

Wavelength 1000 Å 1560 Å 2000 Å 3000 Å

κ (cm2/g) 1.131×105 6.664×104 7.435×104 5.025×104

a 0.273 0.392 0.452 0.582
gD 0.460 0.550 0.476 0.472
αD 26.464 2.469 2.003 1.476
gHG 0.649 0.658 0.576 0.556

ρ1 2×10−25 g cm−3 (-16 pc ≤ x, y, z ≤ 16 pc)
τ1 2.234 1.316 1.468 0.992

ρ2 4.5×10−25 g cm−3 (7 pc ≤ r ≤ 14 pc)
τ2 2.161 1.273 1.421 0.962

의 위상함수가 H-G 위상함수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0 Å 전후의 파장에 대한 변
화를 보기위해 1000 Å, 2000 Å, 3000 Å의 파장에 대
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과학기술위
성 1호의 주탑재체인 SPEAR/FIMS의 파장에 해당하
는 1560 Å에 대해서도 비교하였다. 우리 은하의 성간
먼지의 특성(Draine, 2003)을 사용하여 4개의 파장에
대해 소광계수(extinction coefficient; cm2 g−1), 반사
율, Draine 함수의 위상인자 gD와 αD, H-G 함수의 위
상인자 gHG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또한 관측자의 위치
에서 광원 방향으로 적분한 광학적 두께 τ1도 함께 나

타내었다. 파장이 1000 Å에서 증가하면 αD 값이 감소

하다가 약 1560 Å 근방에서 다시 증가하여 2000 Å 근
방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다. 소광 단면적 또한 동
일한 경향을 보인다.

계산 결과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왼쪽
패널은 Draine 산란 위상함수를 이용했을 때의 영상이
며 중앙의 패널은 H-G 산란 위상함수를 이용했을 때
얻어지는 관측 영상이다. 오른쪽 패널은 중심의 광원
으로부터의각거리에따른산란광의세기의변화를나
타내었다. 오른쪽 패널에서 실선은 Draine 함수를 이
용하여 얻어진 결과이며 점선은 H-G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이 결과로부터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파장이
길어지면서 산란광이 좀 더 먼곳까지 관측이 된다.
광원에서 충분히 떨어진 먼곳에서는 산란광의 세기

가 각 거리의 power-law 모양을 갖는다. 이 결과는

Witt(1977b)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결과이다. Draine
함수와 H-G 함수로부터 얻어지는 세기 분포를 비교하
면 파장이 짧을 수록 차이가 커진다. 하지만, 차이가
가장 큰 1000 Å에 대해서도 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
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뿐 큰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

다.

3.2. 구각(spherical shell) 모양의 성간먼지 구름에 의
한 산란

일반적으로 OB-형 별 주변의 이온화된 H II 영역을 관
측하면이온화된영역주변으로성간먼지가둘러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도 OB-형 별의 복사압
등에의해서성간먼지가 H II영역주변에쌓이게된다
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Draine, 2010). 따라서 두번째
예로써구각모양의성간먼지구름으로둘러쌓인광원
에 의한 산란광의 분포를 계산하여 두 개의 산란 위상
함수에 의한 차이가 있는 지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H II영역주변의성간먼지에의한산란광의분포를
자세하게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수학적으로
정밀한 성간먼지의 분포를 가정하기 보다는 H II 영역
주변에분포하는성간먼지분포를구각으로단순화하
였다.

이를 위해 광원에서 반경 7 pc ≤ r ≤ 14 pc인 영역
에만 균일한 밀도를 갖는 성간먼지가 존재하고 그 외
의 영역에는 성간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

다. 이때, 성간먼지의 밀도는 첫번째 성간먼지 분포와
비슷한 광학적 두께를 맞추기 위해 ρ2 = 4.5 × 10−25

g cm−3을 가정하였다. 이 경우에도 중심의 광원 방향
으로의 광학적 두께 τ2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성간먼
지의공간적분포가구대칭성을갖기때문에구대칭성
을 고려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런
데,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코드는 직각좌표계를 중심
으로개발되었기때문에반경에따른성간먼지의밀도

를 잘 나타내기 위해 앞 절에서 계산한 경우보다는 격

자의 수를 늘려서 2003 개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전체
격자시스템의크기는앞의경우와동일하게가정하였

으므로 단위 격자의 크기는 0.16 pc 이다.

그림 2는구각성간먼지구름에대한 복사전달 계산
결과이며, 그림 1과 같이 Draine 위상함수와 H-G 위상
함수를이용한결과를각각실선과점선으로나타내었

다. 성간먼지가 전체 공간에 걸쳐 균질하게 분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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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점광원을 둘러싸고 있는 균일한 성간먼지 매질에 의한 산란. 왼쪽과 중앙의 영상은 각각 Draine 산란 위상함

수와 Henyey-Greenstein 산란 위상함수를 가정하였을 때 얻어지는 영상. 오른쪽은 점광원으로부터의 각 거리에 따른
산란광의 세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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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점광원을 둘러싸고 있는 성간먼지 구각(spherical shell)에 의한 산란. 왼쪽과 중앙의 영상은 각각 Draine 산란

위상함수와 Henyey-Greenstein 산란 위상함수를 가정하였을 때 얻어지는 영상. 오른쪽은 점광원으로부터의 각 거리에
따른 산란광의 세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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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는 산란광의 세기가 별 주변에서 멀어짐에 따
라급격하게떨어지지만구각모양의성간먼지구름을
가정한경우는별로부터의거리에따라비교적서서히
떨어짐을 볼 수 있다. 또한, Draine의 위상함수를 이
용했을 때 광원으로부터 약 1◦ 범위에서는 산란광 세
기 분포가 상대적으로 평편함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광원으로부터 약 5◦ 까지는 Draine
의 위상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산란광의 세기가 H-G
함수를이용했을때보다완만하게감소하지만그보다
멀어지면 Draine 위상함수를 이용한 경우가 더 빠르게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전체 공간에 걸쳐 균일한 밀도
를 갖는 성간먼지 분포의 경우와는 달리 구각 모양의
성간먼지 구름의 경우에는 1560 Å과 1000 Å의 파장에
서 Draine 함수를 이용한 결과와 H-G 함수를 이용한
결과가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광원 근방에서
Draine함수를이용한경우에는 H-G함수를이용한경
우보다 산란광의 세기가 약 20%까지 낮게 나옴을 볼
수 있다.

4. 결론 및 요약

이연구에서는균일한밀도를갖는성간먼지구름과구
각모양의성간먼지구름을가정하고중앙의광원에서
방출된빛이성간먼지구름에의해산란되어보이는산
란광의분포를 Draine함수를이용한경우와 H-G함수
를 이용한 경우에 대해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균일
한 밀도를 갖는 성간먼지 분포를 가정한 경우는 어떤

산란 위상함수를 이용하든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광원 주위를 구각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성간먼
지 분포를 가정했을 때는 2000 Å 미만의 짧은 파장에
서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광원 근방에서
산란광의 세기가 20%까지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경향은 산란 위상함수의 모양만을 비교했
을 때 2000 Å 미만의 파장에서 보이는 경향성과 매우
유사하다. 이 연구로부터 우리는 성간먼지의 분포 및
광원의분포에따라어떤위상함수를사용하느냐에의
한 차이점이 드러날 수 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실제 천문학적인 환경에서는 성간먼지의 밀도 분포

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광원의 위치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이러한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질 것이다. 또한 성간먼지의 화학적 조성 등
이 천체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광
원근방에서 20%의변화는성간먼지의특성을관측적
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한계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실제로 Gordon(2004)이 파장에 따른 성간
먼지의반사율을조사한결과를보면오차범위가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Draine 함수도 사실은 Mie 이
론으로부터얻어진산란위상함수를근사하기위한한

방법임을고려한다면구각모양의성간먼지구름에대
해 위상함수에 의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
인 모든 경우에 Draine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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