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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esent a Monte-Carlo simulation code, which solves the problem of dust-scattering in inter-
stellar dust clouds with arbitrary light source distribution and dust density structure, and calculate
the surface brightness distribution. The method is very flexible and can be applied to radiative
transfer problems occurring not only in a single dust cloud, but also in extragalactic dust environ-
ment. We compare, for performance test, the result of Monte-Carlo simulation with the well-known
analytic approximation for a spherically symmetric homogeneous cloud. We find that the Code
approximation gives a very accurat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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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성간먼지(interstellar dust)가광원에서방출된빛을흡
수한다는 것은 잘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간먼지는 빛
을 흡수할 뿐 아니라 반사 성운(reflection nebulae)에
서와같이빛을산란시킴으로써광원의공간적분포를
왜곡시켜 보여주기도 한다 (Witt, Schild, & Kraiman
1984). 또한 파장에 따라 흡수 및 산란되는 정도가 다
르기 때문에 색(color) 분포를 연구함에 있어서 심각
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룸에 있
어서 평면 평행(plane parallel) 근사를 하거나 밀도가
균일한 구대칭의 기하학적 모형에 대해서는 해석학적
또는 준해석적인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Code 1973;
Flannery et al. 1980; Roberge 1983). 그러나,천문학에
서다루는실제현상에서는성간먼지구름의밀도가균
일하지도 않고 모양 또한 매우 불규칙하다. 이러한 불
규칙한밀도분포를갖는성간먼지구름에의한빛의산
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몬테카를로(Monte-Carlo) 방
법이 매우 유용하다.

이 논문에서는 임의의 공간적 분포를 갖는 광원에
서 방출된 빛이 임의의 밀도 분포를 갖는 성간먼지 구
름에의해산란되는현상을몬테카를로방법을통하여

연구하기위해개발된코드(code)를설명한다. 이논문
에서 기술하는 코드는 과학기술위성 1호(STSAT-1)에
서 관측한 원자외선 연속복사광(far-ultraviolet contin-
uum)을분석하는것을주목적으로개발하였다. 이연
구에서개발된코드는임의의횟수만큼산란이일어나

는 경우에 대한 코드로써, 산란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경
우에대해개발된코드는이미 Ophiuchus분자구름분
석을 위해 사용된 바 있다 (Lee et al. 2008). 또한, 외
부은하등의경우에도손쉽게적용가능하도록개발하

였으며 Seon (2009)에서는 확산 전리 기체(Diffuse Ion-
ized Gas)를 연구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기술하는 코
드의 단순화된 형태를 적용한 바 있다. 이 논문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발된 코드의 알고리
즘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균질한 밀도를 갖는 구모양
의 성간먼지 구름에서의 복사전달(radiative transfer)
문제를계산하여잘알려진결과와비교함으로써개발
된 코드가 올바르게 복사전달 현상을 계산할 수 있음

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코드는 박찬 & 홍승수
(1999)에 의해 제시된 방법보다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
이 가능하며 시뮬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2.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이 연구에서 개발된 복사전달 코드의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복사전달 문제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
로 푸는 원리는 수 많은 개별적인 광자가 시스템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광자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하는 물
리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즉, 사용하고자 하는 광자
의 갯수를 Nphoton이라 할 때, i = 1, ..., Nphoton 까지

계산을 반복함으로써 결과를 얻는 것이다. 광자의 경
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광자의 초기 위치 및 방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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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알고리즘 흐름도

향, 산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진행하는 거리, 산란 후의
광자의 방향 등을 적절한 확률 분포 함수(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를따르도록결정해주어야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어진 분포 함수를 만족하는 무작
위변수 (random variable) x를만들기위해주로역함

수 방법(inverse function method)를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변수 x가 (a, b) 구간의 값을 갖는 확률 분포 함수
p(x)를 따른다면 p(x)는 다음과 같이 규격화되어 있을
것이다. ∫ b

a

p(x)dx = 1. (1)

이때, (x, x+dx)구간에서 p(x)dx의빈도(frequency)를
가지고 발생하는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x값은 0 ≤ ξ ≤
1 범위에서 균일한 분포를 갖는 난수(random number)
ξ를 이용하여 다음을 만족하도록 찾아준다.

ξ =
∫ x

a

p(x′)dx′. (2)

위의방적식에대한해석적인해가존재하면해석적인

해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치적인 방법으로 역
함수를 구한다. 수치적인 역 함수를 구한다함은 균일
간격의 xi 값의배열을정의하고이에대응하는 ξi 값을

계산한 후, xi → ξi ≡ ξ(xi)의 일대일 대응관계로부터
난수 ξ에대응하는 x값을찾는것을의미한다. 이연구
에 개발된 코드에서는 Numerial Recipes 의 ran2 라고
불리는 난수 발생기를 이용하여 0 ≤ ξ ≤ 1 범위의 균
일한 확률을 갖는 난수 ξ를 생성하도록 하였다 (Press
et al. 1992). 이 논문에서 ξ1, ξ2, · · · 등의 변수는 [0, 1]
구간의 값을 갖는 난수를 의미한다.

2.1. 좌표계 및 격자 설정

이논문에서사용하는기본적인좌표계의정의는그림
2와 같다. 기본 좌표계는 성간먼지 구름의 밀도 분포
계산의 편의성 및 광원의 분포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그림과같이성간먼지구름의관점에서좌표를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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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간먼지 밀도 분포 및 관측영상을 위한 좌표
계 정의

다. 또한, 관측영상과 시뮬레이션 결과를비교하기 위
해영상평면(image plane)을기본좌표계의 xy 평면과

평행하게 정의해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코드는 외
부은하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도록 개발하였기 때문

에, 외부은하 또는 성간먼지 구름이 관측자의 천구상
에서 기울기(inclination angle) θi를 갖는다면, 관측자
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

xobs = 0,

yobs = −dobs sin θi,

zobs = dobs cos θi. (3)

이때, 관측자까지의 거리는 dobs 이다. 예를 들어 face-
on 은하의 경우는 θi = 0 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edge-
on 은하의 경우는 θi = 90◦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코드에서는 x, y, z축 방향으

로 각각 균일한 간격으로 나누어진 격자를 가정하고
각 격자의 중앙에 성간먼지의 밀도를 할당하여 광학
적 두께를 계산한다. 실제로는 밀도를 할당하는 것

이 아니라 단위 길이당 광학적 두께인 κ(x, y, z) ≡
σn(x, y, z) × (length unit) 를 각 격자의 지점에 할당
한다. 여기서 σ는 소광 단면적이고, n(x, y, z)는 각 격
자위치에서의 성간먼지의 밀도이다. 방향별로 격자의
갯수를 (Nx, Ny, Nz) 라고 가정하고 성간먼지 구름의
크기를 x, y, z축 방향으로 각각 Xmin ≤ x ≤ Xmax,
Ymin ≤ y ≤ Ymax, Zmin ≤ z ≤ Zmax 으로 정의한다면,
격자사이의 간격은 각각 ∆X ≡ (Xmax − Xmin)/Nx,
∆Y ≡ (Ymax − Ymin)/Ny, ∆Z ≡ (Zmax − Zmin)/Nz이

된다. 그림 3(a)는 2차원에서의 격자의 정의와 각 격자
에서의 단위 길이당 밀도의 정의, 각 격자를 둘러싸는

좌, 우의 격자 평면의 정의를 보여준다. 3차원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i, j, k 번째 격자의

왼쪽(좌표 값이 작은 쪽) 격자 평면은 x, y, z축을 따라

다음의 좌표값을 갖는다.

Xi = (i− 1)∆X + Xmin,

Yj = (j − 1)∆Y + Ymin, (4)

Zk = (k − 1)∆Z + Zmin.

오른 쪽(좌표값이 큰 쪽) 격자 평면의 좌표는 x, y, z축

을 따라 Xi+1, Yj+1, Zk+1이 된다. 이때, i =
1, ..., Nx, j = 1, ..., Ny, k = 1, ..., Nz 이다. 따

라서, 격자를 둘러싸는 격자 평면의 갯수는 x, y, z축

에 대해 각각 Nx + 1, Ny + 1, Nz + 1이 된다.
각 격자에서 정의되는 성간먼지의 밀도 κ(i, j, k)는
((Xi + Xi+1)/2, (Yi + Yj+1)/2, (Zk + Zk+1)/2) 에서의
κ(x, y, z)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관측자가성간먼지구름의표면밝기분포를구하려
면,우선관측자의위치에가상의 2차원검출기를가정
하고 검출기 상의 2차원 평면을 등간격 격자로 나누어
야 한다. 광자의 위치에서 관측자까지 연결하는 벡터
를 2차원의 관측 평면에 접선 투영(tangential projec-
tion) 시킴으로써 표면 밝기 분포를 얻을 수 있다. 즉,
영상 평면과 이루는 각을 등간격의 배열 메모리에 저

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2차원 영상의 x, y축 방향의 격

자의 갯수를 각각 Nxgrid, Nygrid로 나타내고, 각 방향
의최소,최대각을 (θxmin, θxmax), (θymin, θymax)으로정
의한다. 이때, 영상 평면에서의 격자의 간격은 ∆θx ≡
(θxmax−θxmin)/Nxgrid, ∆θy ≡ (θymax−θymin)/Nygrid가

된다. 많은 경우, θxmin = −θxmax, θymin = −θymax로

정의하는 것이 편리하다.

2.2. 광원의 초기 조건
개별 광자의 초기 위치 및 진행 방향을 좌표 (x, y, z)
및 방향 코사인 (nx, ny, nz)으로 나타낸다면, 성간먼
지 구름의 중심에서 출발하는 광원의 초기 위치는

(x, y, z) = (0, 0, 0)이 된다.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확률
로 방출되는 등방 광원의 초기 진행 방향은 미소 입체
각(infinitesimal solid angle) dΩ = dφd(cos θ) = dφdµ가

균일하도록선택해야하므로다음과같이결정할수있
다.

cos θ = 2ξ1 − 1 (≡ µ),

φ = 2πξ2. (5)

이로부터 얻어지는 방향 코사인은 다음과 같다.

nx = (1− µ2)1/2 cos φ,

ny = (1− µ2)1/2 sin φ, (6)

nz = 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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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하는 광원의 초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

x = (Xmax −Xmin)ξ1 + Xmin,

y = (Ymax − Ymin)ξ2 + Ymin, (7)

z = (Zmax − Zmin)ξ3 + Zmin.

반경 Rmin ≤ r ≤ Rmax의 범위내의 구각(spherical
shell)에서 생성되는 균일한 광자의 위치는 구면 좌표
계(spherical coordinate)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r =
[
(R3

max −R3
min)ξ1 + R3

min

]1/3
,

cos θ = 2ξ2 − 1,

φ = 2πξ3. (8)

이때, 직각 좌표계에서의 좌표는 식 (6)와 동일한 방
법으로 계산한다. 광원이 원통좌표계(cylindrical coor-
dinate system)에서 ρmin ≤ ρ ≤ ρmax인 범위의 원통

껍질(cylindrical shell)에서 균일하게 방출된다면, 반경
ρ는 ρ =

[
(ρ2

max − ρ2
min)ξ1 + ρ2

min

]1/2
으로주어진다. 방

위각은 φ = 2πξ2으로 정해진다.

2.3. 강제적 처음 산란 (forced first scattering)

광자의 현재 위치에서 주어진 진행방향을 따라 성

간먼지 구름 끝까지의 광학적 두께를 τ1이라고 하면

exp(−τ1) 만큼의 광자들은 한 번도 산란되지 않고 먼
지 구름밖으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τ1 ¿ 1인 경우, 박
찬 & 홍승수 (1999)의 방법과 같이 복사전달 시뮬레이
션을 수행한다면, 대부분의 광자가 산란을 겪지 않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를방지하기위해우리는강제적처음산란 (forced
first scattering) 방법을 사용한다 (Witt 1977). 산란
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는 광자의 비율은 1− exp(−τ1)
이므로 한 개의 광자를 고려할 때, 갯수 1 대신 가중
치(weight)의 개념을 도입한다. 즉, w0 = 1 대신, w0 =
1 − exp(−τ1) 만큼 줄어든 광자만을 고려함으로써, 한
번이라도 산란을 경험하는 광자만 계산하게되어 시뮬
레이션의 효율를 높인다. 강제적 처음 산란을 고려하
지 않은 경우에는 ξ = 1 − exp(−τ)의 역 함수 τ =
− ln(1− ξ) 또는 τ = − ln ξ 을 이용하여 산란이 일어나

는 지점까지의 광학적 두께를 구한다. 그러나, 강제적
처음 산란을 고려할때는 0 ≤ τ ≤ τ1을 만족하는 광학
적 두께를 다음 식을 만족하도록 구해야 한다.

ξ =

∫ τ

0
e−τ ′dτ ′∫ τ1

0
e−τ ′dτ ′

=
1− exp(−τ)
1− exp(−τ1)

. (9)

이 관계식을 풀면 다음과 같다.

τ = ln
[
1− ξ(1− e−τ1)

]
. (10)

이러한강제산란을첫번째산란뿐만아니라임의의횟

수만큼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얻는 이득이 없
기 때문에 첫번째 산란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첫번째
산란후에는산란이일어나는광학적두께를 τ = − ln ξ

으로 계산한다.

2.4. 산란 위치 결정

앞 절에서와 같이 산란이 일어나는 광학적 두께가 정
해지면 이제 산란 지점의 위치를 3차원 공간에서의 좌
표값으로변환해야한다. 박찬 &홍승수 (1999)에서고
려한경우와같이먼지구름의밀도가균일하거나기하
학적 모양이 대칭성을 갖는다면, 해석적인 방법을 통
하여비교적손쉽게산란위치를계산할수있다. 그러
나, 이 연구에서 개발한 코드는 임의의 밀도 분포에 대
해적용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므로광자의경로를
따라가면서 광학적 두께를 적분해야 한다. 즉, 광자의
진행방향을따라가면서성간먼지에의한광학적두께
를 거리의 함수로 계산(li → τ(li) ≡

∫ li
0

κ(x, y, z)dl)하
고 원하는 앞 절에서 구한 τ 값에 대응하는 거리 l 만

큼 진행한 후의 위치가 바로 광자가 산란되는 지점이
된다.

그림 3(b)는광학적두께를광자의진행거리의함수
로 계산하는 방법을 2차원에서 보여주는 개략도이다.
3차원에서도 동일한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만약, 현
재 광자의 위치 좌표 (Xcur, Ycur, Zcur)가 (i, j, k) 격자
에 속한다면, 광자의 진행 방향으로 처음 만나는 x축

격자면(grid face)의좌표는 nx가양수이냐음수이냐에

따라 Xi+1 또는 Xi이 된다. 즉, x, y, z축 방향의 다음

격자면까지의 거리 δX와 δY , δZ는 다음과 같다.

δX = (Xi+1 −Xcur)/nx if nx > 0,

= (Xi −Xcur)/nx otherwise,

δY = (Yi+1 − Ycur)/ny if ny > 0,

= (Yi − Ycur)/ny otherwise,

δZ = (Zi+1 − Zcur)/nz if nz > 0,

= (Zi − Zcur)/nz otherwise. (11)

이렇게 결정된 값들은 각 축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격

자면까지의실제거리이며,광자가가장먼저만나는격
자까지의 거리 δL은 이 값들중 최소값이다. 즉,

δL = min(δX, δY, δZ) (12)

이다. 또한, δL 만큼 진행한 후의 광자의 x, y, z 좌표

는 아래와 같다.

X ′
cur = Xcur + nxδL if δL = δX,

= Xcur otherwise,



먼지 산란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47

δX
δY

(X ′

cur
, Y ′

cur
)

δL = min(δX, δY )

(Xcur, Ycur)
κ(i, j) κ(i + 1, j)κ(i − 1, j)

κ(i − 1, j − 1)

κ(i − 1, j + 1) κ(i, j + 1)

κ(i, j − 1) κ(i + 1, j − 1)

κ(i + 1, j + 1)

(a) (b)

Xi
Xi+1

Yj+1

Yj

그림 3.— (a) 2차원에서의 성간 먼지의 밀도 격자, (b) 광학적 두께를 진행 거리의 함수로 구하는 방법에 대한 도식도.

여기서, κ(i, j) 는 (i, j) 격자에서의 단위 길이당 광학적 두께, δX는 x축에 수직인 평면까지의 거리, δY는 y축에 수직인

평면까지의 거리이다.

Y ′
cur = Ycur + nyδL if δL = δY,

= Ycur otherwise,

Z ′cur = Zcur + nzδL if δL = δZ,

= Zcur otherwise. (13)

이때, 광자가 진행한 후에 속하게 되는 격자의 번호
(i′, j′, k′)는 다음과 같다.

i′ = i + 1 if δL = δX & nx > 0,

= i otherwise,

j′ = j + 1 if δL = δY & ny > 0,

= j otherwise,

k′ = k + 1 if δL = δZ & nz > 0,

= k otherwise. (14)

광자의 현재 위치 (Xcur, Ycur, Zcur)에서 다음 격자
면까지의 거리가 결정되면, δL만큼의 거리를 진행하

는 동안의 광학적 두께는 κ(i, j, k)δL이 된다. 시작 위
치에서격자시스템의가장자리끝까지위의방법으로

진행하면서 통과하는 격자의 번호 (i′, j′, k′)를 구하면
최종 광학적 두께는 τ =

∑
p κ(i′p, j

′
p, k

′
p)δLp으로 계산

한다. 이런방식으로광자의위치로부터성간먼지격
자 시스템의 끝까지 진행하면서, 진행거리 대 광학 두
께의 배열 (Lp → τp)이 얻어지고, 앞에서 난수를 이용
하여얻어진광학두께 τ에대응하는진행거리 L을결

정할 수 있다. 이로부터 산란이 발생하는 위치의 3차
원 좌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x′ = x + nxL, y′ = y + nyL, z′ = z + nzL. (15)

그림 3(b)의 예에서는 δL = δX 이며, (X ′
cur, Y

′
cur) =

(Xcur +nxδL, Ycur), (i′, j′) = (i+1, j) 이다. 따라서 광
학적 두께는 τ = κ(i, j, k)δX + · · · 가 된다.

2.5. 산란 방향 결정

먼지에 의한 산란 방향을 결정하는 산란 위상 함

수(phase function)는 다음의 Henyey-Greenstein 함
수(Henyey and Greenstein 1941)에 의해 잘 표현될 수
있다.

ΦHG(µ) =
1− g2

4π(1 + g2 − 2gµ)3/2
. (16)

여기서, 광자의 처음 경로와 산란광의 진행방향 사

이의 각을 α라고 하면 µ = cos α이다. 비대칭 인

자(asymmetry factor) g는 파장의 함수로써, Draine
(2003)등의 연구결과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등방 산
란인 경우는 g = 0, 완전 전방 산란인 경우는 g = 1, 완
전후방산란의경우는 g = −1이다. Heney-Greenstein
위상함수를 따른 무작위 변수 µ는

ξ1 = 2π

∫ µ

−1

ΦHG(µ′, g)dµ′ (17)

을 이용하여 구한다. 따라서, µ와 방위각 φ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µ =
1
2g

{
(1 + g2)−

[
1− g2

1− g + 2gξ1

]2
}

,

φ = 2πξ2. (18)

이 연구에서는 주로 성간 먼지에 의한 산란을 고려
하므로 Henyey-Greenstein산란함수를고려했지만,등
방 산란인 경우는 µ = 2ξ − 1가 된다. 또한, 산란시키
는입자의크기가파장보다매우작은경우는 Rayleigh
산란함수에 의해 잘 기술되며, 이 경우 산란 위상 함수
는 다음과 같다.

ΦR(µ) =
3
8
(1 + µ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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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균일한 밀도를 갖는 성간먼지 구의 중심에 위치한 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복사전달 계산 결과. 비대칭 인자는

g = 0.0, 0.2, 0.4, 0.6, 0.8, 0.9 을 가정하였다. 채워진 원은 광학적 두께가 τ인 성간먼지 구 밖으로 탈출하는 총량을 나타내며,

속이 빈 원은 산란된 후에 탈출하는 광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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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산란각 µ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 (2)는 3차 방정
식이 되며, Seon (2006)에서와 같이 Cardano 방법으로
역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µ =
[
2(2ξ − 1) +

√
4(2ξ − 1)2 + 1

]1/3

−
[
2(2ξ − 1) +

√
4(2ξ − 1)2 + 1

]−1/3

(20)

Rayleigh 산란은 공명(resonant) 산란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초기 진행 방향에 대해 µ = cos α, φ 만큼 틀어진

새로운 진행 방향의 벡터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한다.
(Pozdnyakov, Sobol, & Syunyaev 1983).

n′x = µnx +

(1− µ2)1/2(nznx sinφ + ny cosφ)(1− n2
z)
−1/2

n′y = µny +

(1− µ2)1/2(nzny sin φ− nx cosφ)(1− n2
z)
−1/2

n′z = µnz − (1− µ2)1/2 sin φ(1− n2
z)

1/2. (21)

2.6. Peeling-off 기술과 관측 영상
만약, 우리가 원하는 물리량이 성간먼지에서 산란되어
나오는 모든 광량을 합한 값이라면 단순하게 시스템
에서벗어난광자의갯수를가중치를고려하여세기만
하면 된다. 내부 또는 외부의 관측자가 성간먼지 구름
에서 산란되어 나오는 광량을 측정한는 경우라면, 관
측자의 방향으로 들어오는 광자를 모두 세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측자의 방향으로 오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광자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관측자의
방향으로오는광자를세어서관측되는양을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고안된 방법이 peeling-off 기술이다 (Yusef-Zadeh,
Morris, & White 1984).

Peeling-off 기술은 산란이 일어나는 지점마다 관측
자 방향으로 산란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여 그 양만
큼관측자방향으로향한다고가정하고관측물리량에
더해주는 방식이다. 즉, n 번째 산란을 겪은 광자의 가
중치가 wn, 산란이 발생한 지점에서 관측자까지의 거
리와광학적두께를각각 dobs, τobs라고하면관측자방
향으로 들어오는 광자의 양은 다음과 같다.

wpeel = wne−τobsΦHG(Θ)/d2
obs. (22)

여기서, Θ는 n 번째 산란이 일어나기 직전의 광자
의 진행 방향과 관측자로 향하는 방향 벡터 사이의

각도이다. 물론, Rayleigh 산란의 경우는 ΦHG(Θ)
대신 ΦR(Θ)을 사용해야 하며, 등방 산란의 경우는

Φiso(Θ) = 1/4π를 사용해야 한다. 산란이 일어날 때

마다 광자의 가중치는 반사율(albedo) a 만큼씩 줄어

들게 된다. 따라서, n 번째 산란이 일어날 때의 광자
의 가중치는 wn = w0a

n = (1 − e−τ1)an 이다. 여기서
τ1은 처음 강제 산란을 계산할 때, 사용되었던 광학적
두께이다.

2차원 영상에서 관측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자
의 위치에서 관측자로 향하는 단위 벡터 (vx, vy, vz)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길이가 1이 되도록 규격화한다.

vx ∝ (xobs−x), vy ∝ (yobs− y), vz ∝ (zobs− z), (23)

2차원 관측 영상 격자에 맺히는 좌표는 다음과 같다.

ix = int
(

atan2(−vx, vz)
δθx

+
(Nxgrid − 1)

2

)
,

iy = int
(

atan2(−vy, vz)
δθy

+
(Nygrid − 1)

2

)
. (24)

만약, 외부은하의 경우와 같이 inclination angle 과
position angle을 정의 할 수 있다면, 표면 밝기를 구하
기 위해 peeling-off 할때, (vx, vy, vz) 대신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v′x, v′y, v′z) 을 이용해야 한다.

v′x = cos θpvx − sin θp(cos θivy + sin θivz),

v′y = sin θpvx + cos θp(cos θivy + sin θivz),

v′z = − sin θivy + cos θivz. (25)

한편, 식(16)에서 알 수 있듯이 산란 방향은 반사도
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복사전달 모델 계산을 수행
할 때, 서로 다른 g와 a에 대한 모델을 따로 따로 계

산할 필요가 없다. 비대칭 인자 g는 고정시키더라도

ai = (0.1, · · · , 1.0)과 같이 a의 배열을 만들고 가중치도

n번산란이일어올난후의가중치 wn = anw0 대신 w0

만을 유지하고 각각의 ai 값에 대해 peeling-off 가중치
를 wpeel(i) ≡ anwpeel(a = 1)를 따로 계산하여 관측 영
상 배열 I(ix, jy, i)에 더해줌으로써 한번의 계산을 통
해 서로 다른 a값을 갖는 모델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

다. 기본적으로 peeling-off기술은한명의관측자에의
해 측정되는 양만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약간 변
형된 개념을 생각하면 여러 곳 또는 여러 방향에서 관
측했을 때 예측되는 물리량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 먼저, 여러 곳의 관측자를가정하고 각각의 관측
자에영상평면을정의한다. 매번산란이일어날때마
다 각각의 관측자 방향으로 peeling-off 함으로써 서로
다른위치에서예상되는관측영상을한번의시뮬레이
션으로동시에계산할수있다. 이러한방법을모두고
려한다면 관측 영상 배열은 4차원 배열이 될 것이다.

이밖에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관측
치와 비교할 때 산란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관측자 방
향으로 들어오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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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되어들어오는영상을저장하기위한배열과는별

도로관측자에게직접들어오는광자의양을측정하기
위한 배열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 군데의 관측지점에
관측되는양을한번의시뮬레이션으로계산하려면직
접 들어오는 영상은 3차원 배열로 정의해야 한다. 이
때, 산란 또는 흡수되지 않고 관측자에게 전달되는 양
은 wdirec = e−τobs/(4πd2

obs) 이며, 위의 방법으로 영상
격자의 위치를 계산하고 영상을 구성한다. 산란을 겪
지않고관측자에게전달되는광자의양을계산하거나,
peeling-off 기술을 적용할 때, 관측자까지의 광학적 두
께 τobs는 2.4절의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2.7. 눈금 조정 (calibration)

복사전달모델을계산한후관측치와비교하기위해서
는눈금조정이필요하다. 모델계산을위한광자의갯
수가 Nphoton이고, 광원의 총 광도(luminosity)가 L0이

라면,광자한개의광도는 L0/Nphoton이된다. Peeling-
off하여표면밝기분포를구할때,영상평면의각격자
의 입체각이 ∆Ω = ∆θx∆θy이므로 L0/(Nphoton∆Ω)를
곱해줌으로써, 표면 밝기 분포에 대한 바른 값을 얻을
수 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복사전달
연구의 장점은 이렇게만 해주면 자동으로 표면 밝기
분포의 단위가 맞춰진다는 것이다.

한가지 더 고려할 점은 광원이 공간적으로 넓게 분
포하거나 한 개의 점 광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점광원
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각 광원의 광자 수를 어떻게
할당하느냐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각 광원의 광도
가 Li라면 광자의 갯수를 Ni = Nphoton(Li/

∑
j Lj)로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쓰면 광도가 수 십
배, 수 백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광원이 섞여 있다면
광도가낮은광원에의한효과를시뮬레이션하기어렵
다. 이런 경우는 Ni = Nphoton(log10 Li/

∑
j log10 Lj)

으로 광자의 갯수를 할당하면 편리하다.

3. 균일한 먼지 구름 내부 복사광의 산란

개발된코드를검증하기위하여다음의계산을수행하

였다. 중앙에 점 광원이 있고, 점 광원 주변을 균질한
밀도를갖는구모양(sphere)의성간먼지가둘러싸고있
을 때, 성간먼지에 의해 흡수되는 양과 산란되는 양을
계산하였다.

Code (1973)는 빛의 흐름이 전진과 후진의 두 방향
으로 만 진행할 수 있다는 가정(Schwarzschild 근사)를
이용하여빛이성간먼지구름에의해영향을받지않고
바로 빠져나오는 양과 산란된 후 빠져나오는 양을 모

두 합한 광도 Ltot에 대한 아래의 근사식을 구했다.

Ltot

L0
=

2
(1 + ζ)eξτ + (1− ζ)e−ξτ

,

ζ ≡
√

(1− a)/(1− ag), (26)

ξ ≡
√

(1− a)(1− ag).

한편, 흡수되거나 산란되지 않고 바로 빠져나오는 양
은 Ldirec/L0 = e−τ 이므로 산란된 후 빠져나오는 양은

Lscatt/L0 ≡ Ltot/L0 − e−τ가 된다.

그림 4은 다양한 비대칭 인자 g와 반사율 a에 대

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Code (1973)의 근
사식에서 얻어진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에
서 속이 빈 원은 산란을 한 번이라도 겪은 광자의 양
Lscatt/L0을 나타내며 속이 찬 원은 한번도 산란되지

않고 성간먼지 구를 탈출하는 양까지 포함하는 총 양,
즉, 흡수되지 않은 양 Ltot/L0을 나타낸다. 비대칭 인
자는 g = 0, 0.2, 0.4, 0.6, 0.8, 0.9를 가정하였고, 각각에
대해 반사율 a = 0, 0.5, 0.8, 0.9, 1.0을 가정하여 계산하
였다. 각 그림의 곡선은 밑에서 위로 갈 수록 반사율
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a = 0일 때는 산
란은 없고, 모든 광자가 바로 빠져나오든가 흡수된다
(Lscatt/L0 = 0). 반면에 a = 1일 때는 모든 광자가 바
로 빠져나오든가 산란된다 (Ltot/L0 = 1). 이때는 광
학적 두께가 매우 크면 (τ À 1) 모든 광자가 산란을 겪
게 되므로 Lscatt/L0 = 1이 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이 Code 의 근사식과 이 논문에서 계산한 값들이 대체
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산란되어
나오는 빛의 양은 광학적 두께가 작을 때는 광학적 두
께에비례하는경향을보이다가광학적두께가충분히
크며 산란광의 세기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비례관계
가 변하는 변곡점은 대략 τ = 1 − 2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고, g와 a가 모두 증가할 수록 변곡점에 해당하는

광학적 두께가 큰 값을 갖게 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a와 g는 파장의 함수이므로 서로 다른 파장으로 성간

먼지 구름을 관측했을 때 어떤 파장에서는 빛이 흡수
되어 보이고, 또 다른 파장에서는 빛이 산란되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 파장 관측을 통하여 성
간먼지 구름의 화학적 조성등을 파악할 수 있다.

4. 요약

이 연구에서는 임의의 밀도 분포를 갖는 성간 먼지 구
름에의해산란되는산란광을분석할수있는몬테카를
로 시뮬레이션 코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코드의 신
뢰성을확보하기위해구대칭의성간먼지구름의중심
에 별이 있고, 별빛이 얼마만큼 산란되어 나오는 지 계
산하여 Code (1973)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Code의
근사식과 매우 잘 일치하는 결과를 주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 코드는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외부은하의 경
우에도 손 쉽게 확장이 가능하다. 개발된 코드는 과학
위성 1호로 관측된 원자외선 연속복사광의 분석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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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성간먼지구름의특성과우리은하의복사장의
분포를 연구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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