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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esent results of a test-study of the large-scale survey using the multi-beam receiver system re-
cently installed on the 14 m telescope at Taeduk Radio Astronomy Observatory (TRAO). We have tested 
several modes of mapping, and found suitable (time-saving) mapping parameters of ‘ON-SOURCE’ = 8, 
‘OFF-SOURCE’ = 1 when using ‘RPT’ = 3 as a position-switching mode. We observed 504 spectra to-
wards the NGC 7538, a star forming molecular cloud in the transition of J = 1 - 0 of 12CO. From the 
Outer Galaxy Survey database (Heyer et al., 1998) we obtained 504 spectra for the same region. We com-
pared  integrated intensities, line profiles of two databases, and found that they are consistent to each 
other. From the intensity ratio of these two databases we also found that the value of forward spillover 
scattering of the TRAO telescope system is 0.58.   

key words: survey, molecular cloud, interstellar medium, multi-beam receiver

1.  서론

모든 별 및 행성계의 생성모태가 되는 성간분자운을 비롯

한 각종 특이분자운의 형성과 고밀도 분자운핵의 형성, 별

탄생 및 모태 분자운에 대한 영향 등의 종합적인 연구는 

바로 은하면에 널리 분포하는 성간분자운과 고밀도 분자

운핵의 포괄적인 연구로 시작된다. 국내외적으로 볼 때 이

에 관한 저분해능 연구는 많이 진전되어 있으나, 넓은 영

역에 대한 고분해능 연구는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관

측자료의 대형화로 인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료처리와 

분석기술을 개발 및 보완하는 것도 또한 필연적이다. 다행

히 한국천문연구원의 대덕전파천문대(이하 TRAO)도 급변

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구경 14 m 전파망원경의 

효용도를 극대화하여 특히, 은하면 광대역 성간분자운의 

탐사관측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미국의 Five 
College Radio Astronomy Observatory(FCRAO: University of 
Massachusetts 소재 5개 대학 전파천문대)로부터 다중빔 수

신기를 인수하여 최근 설치하였으며, 단일빔 수신기보다 

12배(내년도에는 15배 예정) 이상 빠른 관측 속도로 본 연

구팀이 추진하는 탐사관측연구를 획기적으로 비약시키는 

계기로 기대하고 있다. 
   1970년대 성간분자운의 추적분자인 일산화탄소(CO) 
2.6 mm 회전천이선이 처음 관측된 이후 CO분자선을 이

용한 은하면 탐색연구는 은하의 구조, 운동역학적 상태 

및 별탄생․진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FCRAO와 콜롬비아대학(후에 하버드-스미

소니언 천체물리연구소로 연구팀이 옮김)을 중심으로 
12CO분자선 탐사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FCRAO의 연구

는 은하면 제1상한에 국한되었고(Sanders et al., 1986; 
Clemens et al., 1986),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연구소 

연구팀의 탐색영역은 전 은하면을 포함하나 공간분해능

이 9분으로 대국적인 분포 및 구조는 알 수 있으나 미세

구조연구는 불가능하다(Dame et al., 2001). 나고야대학 연

구팀(Fukui et al., 1999)은 2대의 4 m 망원경으로 북반구

에서는 13CO, 남반구에서는 12CO분자선을 주로 관측하여 

성간분자운의 대국적인 분포를 연구하고 있으나 분해능

이 약 4 - 8분으로 크기 때문에 미세연구는 구경이 더 

큰 망원경에 의지하고 있다. 최근 보스턴대학과 FCRAO
의 공동연구팀이 은하면의 1/6(molecular ring)을 50초의 

분해능으로 13CO분자선으로 관측연구를 수행하였다

(Jackson et al., 2006). 이와 같은 광대역 탐사연구는 은하

구조 연구 뿐 아니라 은하면에 위치한 별탄생 영역을 포

함한 거대 분자성운에 대한 통계적 연구의 초석이 되었

고, 거대 분자성운의 고밀도 핵 등을 중심으로 한 국부적 

미세구조 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별탄생, 진화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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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eyer et al. (1998) 의 외은하지역 12CO 탐사영역의 적분지도의 일부. 푸른선으로 표시된 곳이 본 

연구팀이 1차적으로 관측할 영역이다. 빨간선 영역은 제2차 영역이며 궁극적으로 관측 가능한 전은하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은하 내․외부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예, 다른 성간 복사장) 불균일하게 

퍼져있는 별탄생영역과 이와 관련된 분자성운에 대한 비

교연구는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또한, 특이

한 환경 하에 있는 여러 가지 분자운의 물리적 상태와 

별탄생으로 이어지는 진화과정을 비교 연구하는 일은 아

직 미진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아 연구가 활발히 계속되

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를 관측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대덕전파천문대는 은하면 제2상한의 일부를 관측대상으

로 정하여 광대역 및 특이 분자성운에 대한 13CO(1 - 0) 
관측(이하 13CO로 표시함)으로 독자적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 은하 내․외부의 국지적 또는 대국적 환경이 성간

분자운의 제반 물리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

하는 하는 것을 목표로 광역 관측을 시작하였다. 대덕전파

천문대 13CO 외은하면탐사연구(TRAO Outer Galaxy Survey, 
TOGS)의 목표영역은 UMass/FRCAO의 12CO 외은하지역탐

사연구영역(12CO Outer Galaxy Survey, 일명 OGS; Heyer et 
al., 1998)과 일치 한다. 이미 12CO(1 - 0) 관측자료(이하 
12CO로 표시함)는 준비되어 있는 셈이다. 본 논문의 목표

는 본격적인 13CO 관측에 앞서 면적을 가진 천체(extended 
source)의 격자관측모드에서 안테나효율(전방산란계수)측정

과 이와 관련된 FCRAO의 12CO 관측자료와 TRAO의 12CO 
관측자료의 합일성을 점검하며, 또한 광역관측을 좀 더 효

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후에 두 자료를 이용하여 각종 물리량을 구하는데 선결적

으로 점검되어야 할 꼭 필요한 과정이다. 

2.  관측 및 격자관측모드 점검

현재 TRAO 다중빔 수신기는 FCRAO에서 도입할 당시 

15개의 혼과  믹서로 이루어진 3 x 5 어레이형태로 되

어 있으나 현재 2개의 믹서가 정상작동하지 않아 13개

의 어레이 빔(또는 픽셀이라고도 함)만 정상작동중이다.  
광역관측 격자관측모드에서는 최종적으로 3 x 4의 12개 

빔의 관측자료만 사용하게 된다. 다중빔 수신기에 관한 

내용은 FCRAO의 보고서(김봉규 등, 2008) 등에 소개되

어 있으나, 주경효율 등을 포함 자세한 설명은 대덕전

파천문대에서 조만간 따로 보고할 계획으로 있다(정재

훈, 2009). 분광기는 상관기에 4개의 분해능(31 kHz, 63 
kHz, 234.4 kHz, 859.4 kHz) 선택을 할 수 있으나 2009
년 현재 234.4 kHz와 859.4 kHz만이 준비되어 있으며 

2010년도 초에 고분해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TOGS
연구에는 234.4 kHz만을 사용하는데, 13CO에서 속도분해

능은 0.638 km s-1 이고 12CO에서는 0.609 km s-1이다.  이

는 FCRAO의 12CO OGS의 0.813 km s-1 보다 25%이상 높

은 분해능이고, TOGS 자료를 이 OGS 자료와 비교연구를 

할 때는 0.813 km s-1로 속도분해능을 변환하여 비교할 예

정이다. TOGS의 관측영역은 은경 109도에서 112도, 120도
에서 137도, 은위는 -1도에서 +1도의 은하면을 우선적으로 

한다. 은경 112도에서 120사이는 12CO방출선이 매우 희박

한 지역이라 일단 제외하였다(그림 1). 기존 13CO의 은하

면 연구(Lee et al., 2001)의 연장선상에 있는 연구이며, 궁

극적으로는 TRAO에서 관측이 가능한 전은하면으로 확장

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OGS는 12CO OGS 자료를 이

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TRAO에서 새로이 관측한 12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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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GS로부터 추출한 자료로부터 만든 CO 적분

도. 적분속도범위는 -70 km s-1에서 -40 km s-1임. 

그림 3.  TOGS와 OGS의 각 픽셀당 적분값의 비교 

그림. TOGS는 빔 효율을 적용하지 않은 TA
*의 

값을 사용하였고, OGS는 TR
*의 값을 적분한 것이

다. 실선은 기점을 0으로 하여 fitting한 것을 표

시하였다. 기울기는 0.58이다. 

그림 4.  TRAO 14 m 망원경과 다중빔 수신기를 사용

하여 얻은 적분도. 적분범위는 그림 2와 같다. 

관측자료와의 합일성을 점검하고 동시에 안테나온도를 

TR
* 단위로 변화하기 위한 전방산란계수를 비교하고 추정

하고자 한다. 시험관측영역은 NGC 7538 지역 중 은하좌

표 (l, b) = (111.52°, 0.78°)을 중심으로 하였고, VLSR( 

velocity of local standard of the rest) = -50 km s-1로 600개

의 스펙트럼(20 ‘footprint’, 아래 참조)을 얻었다. 이중 믹

서가 정상 작동하여 의미 있는 스펙트럼의 개수는 504개

이다. 12CO(1 - 0)의 관측파장은 115.271003 GHz이고 EL = 
45도 근처에서 시스템온도는 약 900 K로 측정되었다. 참

고로 동일 고도에서 13CO에서의 시스템온도는 약 500 K 
정도이다.   
   관측방법은 은하좌표관측모드(KMAP = 5), 격자는 빔 

간격모드(GRID = 3), ‘ON-SOURCE’ = 8, ‘OFF-SOURCE’ 
= 1, calibration 빈도는 8(NBRE = 8, NCAL = 8)을 일정수

준 도달하기위해 반복관측은 3회(RPT = 3) 등으로 정하였

다. 관측모드에 대한 설명은 대덕전파천문대 사용자지침서

를 참조하였다. ON-SOURCE의 값을 2와 4 등을 사용해 

점검하였고, 8의 값까지도 기저선의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

하였다. 두 점 관측이 1 footprint를 이루며 배드-픽셀 4개
를 포함 30개의 스펙트럼으로 구성되나 실제 격자관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 x 6 = 24개의 스펙트럼만을 사

용하게 된다. 하나의 footprint당 적분관측시간은 270초 x 2  
= 540초이나 ON-SOURCE를 8, OFF-SOURCE를 1로 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1 footprint 관측점당 평균관측시간은 현

저히 줄어든다. 그러나 망원경의 추적시간, 자료전송시간

을 포함한 실제 걸린 시간은 위치에 따라 약간 다르나 

footprint당 약 6분정도였다. 이러한 관측모드는 많은 시행

착오와 시험관측(여러번의 RPT, ON-SOURCE 변환 등)을 

거치면서 얻은 TOGS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격자관측모

드로 생각된다. 격자관측의 최적방법은 얻고자하는 감도와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격자관

측변수를 정해야 한다. 최종 얻어진 감도에 해당하는 root 
mean square(rms) 잡음온도는 1채널(0.609 km s-1)당 0.35 K



26                                        Y. LEE ET AL.

그림 5.  OGS의 자료로부터 (l, b) = (111.5°, 

0.78°)을 중심으로 얻은 36개의 스펙트럼.  

으로 측정되었고 기저선의 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아래 스펙트럼 참조). 한편, 다중빔 수신기 광

학계의 sideband 조절이상으로 빔 간격이 현재 이상적

인 값인 50초가 아니고 65초 또는 35초로 되어있다. 
즉, 2번째와 4번째 열이 1번째와 3번째에 15초가량 

치우쳐져 있다. 이를 간격의 제곱가중치를 적용하여 

균일한 간격으로 배열하였다(re-gridding). 점광원이 아

닌 성간분자운과 같이 면적이 있는 경우 수정전후의 

차이는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FCRAO의 보

고서에 의하면 15개의 빔 효율이 8% 내지 10%정도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덕전파천문대

에서는 아직 이를 측정하기 위한 관측을 직접 시행하

지 않았으며, 2010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 논문에서

는 수신기 각 픽셀의 효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3.  관측결과 비교

우선 OGS 자료중 은하좌표(111.52°, 0.78°)을 중심으로 

21 x 24 = 504개의 스펙트럼을 추출하여 속도범위 -70 
km s-1에서 -40 km s-1까지의 적분한 적분도를 만들었다

(그림 2). 이 지역은 별탄생영역 NGC 7538로 잘 알려져 

그림 6.  그림 5와 같은 위치에서의 TRAO 14 m 망

원경과 다중빔 수신기를 사용하여 얻은 TOGS지역

의 스펙트럼들.

있다. TOGS 시험관측에서 얻어진 자료를 같은 크기 같은 

영역을 3차원 자료 형태로 만들어 적분값을 구한 결과를 

각 픽셀 별로 비교한 것을 그림 3에 표시하였다. 적분값이 

50 K km s-1 이상인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OGS의 적분

값의 최대치는 약 230 K km s-1 정도이고, 적분값에 관계

없이 일정한 분산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날씨와 관측고

도, 빔의 크기와 형태 등 내외부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분산형태로 생각된다. 0을 기점으로 기울기

를 fitting한 결과 0.58 ± 0.04 이었다. 관측범위내의 정점온

도는 OGS에서 23.87 K(TR
*)이고 TOGS는 11.9 K(TA

*)로 단

순비교하면 TOGS의 관측정점온도는 50% 정도이다. 이는 

점광원이 아닌 면적이 있는 천체의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즉 안테나온도(TA

*)를 밝기온도(TR
*)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효율계수인 전방산란 계수를 정하는데 척도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경우 정점온도보다는 적분값을 사용하는 것

이 보통이며, FCRAO의 전방산란계수 0.65(Heyer et al., 
1998)와 비교할 때, TRAO의 그 값은 0.58인 것을 의미하

고 있다. 이는 TRAO의 추정치 0.6과 매우 유사한 값이다

(정재훈, 2009). 추정 계산된 전방산란계수를 사용하여 

TOGS의 적분도를 만든 결과는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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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결과이지만 그림 2와 4는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

고 있다. 다만 그림 3의 윗부분의 TOGS 적분도의 잡음정

도는 날씨관계로 잡음온도가 약간 높아진 이유 때문이다.  
   그림 5와 그림 6은 (l, b) = (111.5°, 0.78°)을 중심으로 

한 36개의 스펙트럼을 한꺼번에 그린 것이다. 관측된 

속도범위는 -157 km s-1 부터 +100 km s-1 까지 이나 라

인프로파일을 자세히 보이기 위해 -100 km s-1 부터 +0 
km s-1 까지만 표시하였다. 두 그림의 왼쪽 귀퉁이 4개의 

패널에는 속도 VLSR = -10 km s-1에 국부성간분자운이 존

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인프로파일의 모습도 대체로 

비슷하게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그림 5의 속

도분해능은 0.813 km s-1이고 그림 6의 속도분해능은 0.609 
km s-1 이므로 약간 잡음정도가 많은 듯이 보인다. 

4.  토의 및 결론 

본 시험관측 연구에서는 OGS와 TOGS의 관측자료를 

동시에 이용하기위한 합일성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에 앞서 TOGS의 적절한 관측모드를 정하기 

위해 여러 격자관측모드를 점검하였다. TOGS의 관측모

드는 은하좌표 격자관측모드(KMAP = 5), 그리드는 빔 샘

플링(GRID = 3)이며, 기상조건이 좋을 때에는 ON- 
SOURCE = 8, OFF-SOURCE = 1, calibration 빈도는 8 
(NBRE = 8, NCAL = 8), 감도를 일정수준 도달하기위해 

반복관측은 3회(RPT = 3) 등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는 현재 주어진 ‘position-switching’ 모드

를 사용한 격자관측모드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반

복관측횟수는 원하는 감도를 위해 늘릴 수 있다. 
   TOGS와 OGS의 관측자료로 3차원 자료를 만들고, 라

인프로파일비교, 적분도비교 등을 수행하였고, 현 상황

에서의 최종적인 전방산란계수는 0.58인 것으로 추정하

였다. 이 값은 현 TRAO의 상황에서 격자관측시, 또는 

전방산란계수를 사용하여할 시 척도로 될 수 있는 결과

로 생각된다. 0.58이라는 값이 FCRAO의 0.65보다 다소 

낮은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것은 

지난 수년간 주경조절을 하지 않은 점과 광학계의 총체

적인 점검이 미진한 이유로 빔이 간결하고 곧은 원형이 

아닐 수 있다(정재훈, 2009)는 점이다. 그림 5와 6의 정

점온도를 가진 스펙트럼(특히 왼쪽 위부터 17번째 패

널)을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이는 

TRAO 주빔(main beam)이 퍼진 형태일 수 있으며 강한 

점광원일 경우 또는 점광원을 포함한 경우 최대정점온

도의 감소형태(dilution effect)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3에서의 최대 적분값을 갖는 두 

개의 픽셀에서 TOGS의 적분값이 상대적으로 적은 값

을 보인다. 차년도에는 주경조정을 포함한 광학계의 미

세조절로 빔 효율을 높이고 간결하고 곧은 원형빔 구축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격자관측모드에서 ON-SOURCE값을 8까지 늘

려 잡아도 안정된 기저선을 보였기 때문에 수신기 자체

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자기상관기

의 특성상, 적분시간(tint)에 비해 rms 감도(sensitivity)가 

효과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점이 있다. 이는  

      sensitivity = e x Tsys/√(bandwidth x tint)
               = e x 900/√(234,400 x 270) 

의 식에서 계산한 효율계수 e ∼ 3 으로 계산되어 이상

적인 예상치인 2.3보다 큰 값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Tsys는 잡음온도이다. 현시점에서 상관기의 특성을 당장 

개량할 수는 없지만, 관측시간효율을 높히기 위해 미래

에는 꼭 개선해야할 점이다. 한편, 현재 TRAO 망원경  

지향정밀도는 10″정도이고 자동 최적 초점 조절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이고, 앞서 언급한 효율

개선을 위한 부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면 광역 격자관

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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