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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vitational waves are predicted by the Einstein's theory of General Relativity. The direct detection of 

gravitational waves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asks in modern science and engineering due to the ‘weak’ nature 

of gravity. Recent development of the laser interferometer technology, however, makes it possible to build a detector 

on Earth that is sensitive up to 100-1000 Mpc for strong sources. It implies an expected detection rate of neutron star 

mergers, which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targets for ground-based detectors, ranges between a few to a few 

hundred per year.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gravitational-wave observation will be routine within several years. 

Strongest gravitational-wave sources include tight binaries composed of compact objects, supernova explosions, 

gamma-ray bursts, mergers of supermassive black holes, etc. Together with the electromagnetic waves, the 

gravitational wave observation will allow us to explore the most exotic nature of astrophysical objects as well as the 

very early evolution of the universe. This review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theory of gravitational 

waves, principles of detections, gravitational-wave detectors, astrophysical sources of gravitational waves, and 

future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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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전자가 

진동할 때 전자기파가 발생되는 것과 비슷하게 

중력장의 요동은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중력파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중력파의 존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측정이 매우 어려워 아직도 직접적인 

검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Hulse & Taylor(1975)에 

의해 발견된 펄사 쌍성계인 PSR B1913+16을 오랫동안 

세밀히 관측한 결과 궤도 변화가 측정되었고 그 변화 

양상은 중력파에 의한 궤도 에너지 손실량이 예측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간접적인 

검출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Taylor와 Hulse는 이 

펄사 쌍성계 발견에 대한 공로로 199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PSR B1913+16은 두 개의 

중성자별로 이루어진 쌍성계이며 그 중 하나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주기적인 전파를 내는 펄사이다. 

중력파를 직접 검출하려는 노력은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자기파가 지나갈 때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듯이 중력파가 지나가면 시공간에 미세한 섭동이 

일어나게 된다. 중력파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공간의 진동을 측정해야 한다. 실제로 검출기의 

크기가 중력파의 진동 주기동안 빛이 진행하는 

거리보다 훨씬 작은 경우에는 두 개의 고정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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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거리 변화 양상이 중력파의 파형이 된다.  

  중력파 검출이 어려운 이유는 파동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천체물리학적 파원에 의한 중력파는 

파동의 진폭이 10-22 이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진폭이란 길이 L의 상대적인 변화량, 즉 ΔL/L을 

의미한다. 지름이 12,800 km 정도인 지구의 크기가 약 

1.28 x 10-11 cm 정도 변한다는 뜻이다. 이 거리는 핵자 

크기보다 100배 정도 크지만 수소 원자의 크기와 

비교하면 1/1000 정도로 작다.  

이러한 미세한 거리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최근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검출기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다. 기본적으로 마이켈슨 간섭계의 원리에 

바탕을 둔 이들은 기존의 어떤 검출기보다 높은 측정 

감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현존하는 검출기들은 

천체로부터 오는 중력파를 검출할 정도의 감도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수년 내에 직접적인 발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력파의 검출은 천체를 보는 새로운 창이 열림을 

의미한다. 천문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빛을 관측함으로써 

천체를 연구해 왔다. 주로 가시광선에 국한되어 있던 

관측 파장대는 전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그리고 

감마선 등으로 관측 파장 영역이 넓혀졌다. 또 

우주선(cosmic-rays)과 중성미자 등 빛이 아닌 입자들을 

직접 검출하는 것도 관측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이 되었다. 이런 면에서 중력파는 천체의 

특성을 간직하고 전파되는 또 하나의 정보 전달자로서 

천문학 및 천체물리 연구의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다. 

특히 빛으로 알 수 없는 강한 중력장 부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새로운 관측 

수단으로 활용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논문은 중력파의 발생 기작, 중력파 검출기, 

중력파를 내는 천체 등을 포함한 개괄적인 해설을 

목표로 한다. 주로 중력파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학생이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삼아, 중력파에 관련된 

대부분의 주제를 다루었다. 따라서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은 피하였다. 특히 이번 

논문에서는 복잡한 잡음 속에 숨어 있는 중력파 신호를 

검출하는 까다로운 작업인 자료 처리에 대해서는 너무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라고 판단되어 전혀 다루지 

않았다. 앞으로 다른 기회에 중력파를 비롯한 미세한 

시계열 신호를 검출하는 기법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장에서는 중력파 이론을 간단히 소개하고  

3장에서는 중력파 검출기의 원리와 구조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중력파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천체들과 

이들로부터 나오는 중력파의 특성에 대해 논한다. 

5장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볼 것이다. 

 

2.  중력파 이론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되는 

현상으로서 막스웰에 의해 밝혀진 전자기파와 매우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전기장이 진동할 때 

나오는 것이 전자기파로서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횡파이고 중력파는 중력장이 진동할 때 발생해 역시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횡파라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 

반면 전자기파가 서로 수직인 두개의 선형 편광을 

가지고 있는 대신 중력파는 서로 45도의 각도 차이를 

가진 편광을 가지고 있다. 이제 아인슈타인 이론에 

바탕을 둔 중력파의 발생과 전달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자. 

 

2.1. 선형 섭동 이론(Linearized Perturbation Theory) 

중력파의 이론적 배경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에 

의해 뒷받침 된다. 빛의 속도 c를 1이라 하면,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은  

           (1) 

의 형태로 씌여지며, 이 식은 중력장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좌변과 그 시공간의 왜곡을 

일으키는 물질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여기서 Gab는 아인슈타인 텐서로 시공간의 기하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Tab는 에너지-스트레스 텐서이며 G는 

중력상수이다. 민코프스키 메트릭    로 기술되는 

평평한 공간에 중력에 의한 작은 섭동을 가정한다면 

이는 시공간의 메트릭 텐서가  

            (2) 

와 같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 섭동의 크기 hab는 

매우 작다고 가정한다. 이 식을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에 대입하면 좌변은 

    
 

 
           

      
            

         
       

   

(3) 

와 같이 된다. 이때           
 

 
    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과 같은 로렌츠 게이지(Lorentz 

gauge) 선택을 하면 아인슈타인 텐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해진다. 

     
 

 
       

(4) 

만일 진공중의 장 방정식을 다룬다면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의 우변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로렌츠 게이지 

선택에 의한 진공중의 선형화된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은  

        (5) 

로 주어진다. 섭동 장에 대한 클라인-고든(Klein-Gordon) 

형태의 방정식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평면파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6) 

의 형태로 쓸 수 있다. 여기에서 전자기이론에서의 

유추로        로 주어진다. 이 해를 섭동 장에 대한 

장방정식에 대입하면, 

        (7) 

이 주어지는데, 이는(벡터   가 null 벡터이므로) 

평면파가 빛의 속도로 전파됨을 의미한다. 이 조건에 

의해서 만일 파동벡터를              로 잡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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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 주어진다. 한편, 로렌츠 게이지 조건 

    
    (8) 

으로부터 파동벡터   와 텐서    는 수직이다. 

일반적으로 텐서    는 여섯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1  그러나 추가적인 게이지 선택인 Transverse-

Traceless 게이지 조건을 통해 최종적으로 두개의 

자유도만이 존재하게 되며 이는 평면파의 두개의 

편광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두개의 모드는 열십자 

편광(plus polarization)과 사십자 편광(cross polarization)을 

의미한다. 

만약 파동의 진행방향이 z방향으로 주어진다면 즉, 

파동벡터가              로 주어지면 식 (7)에 의해 

     
 로 주어진다. 그리고 식 (8)과 Traceless-

Symmetric 조건에 의해 유효한 텐서의 성분은 

         와         로 한정된다. 이 텐서를 편광 

텐서라 부르고 다음과 같이 편광을 정의한다. 

     

    
        
       
    

   

 

(9) 

여기에서       ,       로 정의 된다. 이 두 

성분은 z방향으로 전파되는 중력파의 두 편광 모드를 

결정한다. 

 

2.2. 중력파의 효과와 편광 

입자들이 중력파에 의해 받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측지선 방정식(geodesic equation)을 이용할 수 

있다. 두 입자의 위치가   만큼 떨어져 있다면 두 

입자에 대한 측지선 방정식은 

    

   
        

           
(10) 

로 주어진다. 여기에서   는 timelike 측지선의 

접선방향의 벡터이고 Rabcd는 리만 텐서이다. 접선 

벡터는               으로 주어지고, 느리게 움직이는 

입자에 대해 
    

   
  

    

   
으로 근사할 수 있으며, 이때 식 

(10)으로부터 

    

   
        

     
(11) 

로 주어진다. 한편 리만텐서의 선형화 방정식으로부터 

Transverse-Traceless 조건 하에서        
  

 

 

  

   
     
    을 

얻는다. 따라서 두 입자가 중력파의 영향을 받는 

측지선의 방정식은  

    

   
 
 

 
  

  

   
     
     

(12) 

                                           
1 메트릭 텐서와 마찬가지로 이 텐서    역시 16개의 자유도

를 가지고 있다. 메트릭 텐서의 symmetric성질 때문에 10개의 

자유도로 주어지며, diffeomorphism 대칭성에 의해 6개의 자유

도로 귀결된다. 

 
그림 1. 둥근 모양의 고리를 통과하는 중력파의 두 

편광모드에 의한 고리 모양의 변화. 위의 그림은 

열십자 편광에 의한 것이고 아래 그림은 사십자 

편광에 의한 것이다. 

 
 

가 된다. 만일 열십자 편광을 고려한다면        

이므로 

    

   
 
 

 
  

  

   
    

    
 
  

(13) 

    

   
  

 

 
  

  

   
    

    
 
  

(14) 

로 주어진다. 만일 입자의 위치 변화가 원래 위치보다 

매우 미약하다면, 즉,                    이고 

                     이면 식 (13)과 (14)의 해는 

              
 

 
   

    
 
  

(15) 

              
 

 
   

    
 
  

(16) 

로 주어진다. 이는 두 입자의 거리가 중력파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사십자 편광을 고려한다면 유사한 방식으로  

            
 

 
        

    
 
 

(17) 

            
 

 
        

    
 
 

(18) 

와 같이 주어진다. 이 두 편광모드의 해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상하좌우, 45도 기울인 방향으로 진동하는 

해로 주어진다. 

 

2.3. 중력파의 발생 

질량을 가진 물질이 가속운동을 하면 중력파가 

발생하여 시공간을 전파해 나간다. 그러나 질량이 매우 

작다면 발생하는 파동의 크기가 매우 작아 그것을 

감지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론적으로 중력파의 

발생은 식 (5)에 파동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모멘텀 

항을 추가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즉, 

                  (19) 

이 되며 이 식의 해는 

      
                          

   
(20) 

로 주어진다. 이 때         는  

     
       

           (21) 

를 만족하는 그린함수(Green’s function)이며 지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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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함수(retarded Green’s function)의 해를 택한다. 

          
 

          
                     

          
여기에서  는계단 함수(step function)로서 

          
        

       
  

로 주어진다. 이 때 식 (20)의 해는 

      
          

 

         
            

(22) 

이며                은 지연시간(retarded time)으로 

정의된다. 

만일 고립된 중력파원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하면 식 

(22)는 사중극자 모멘트(quadrupole moment)의 형으로 

변환할 수 있다. 

           
  

 
 
  

   
         

(23) 

여기에서 사중극자 모멘텀 텐서의 정의는 

             
             

(24) 

이다. 이는 중력파는 물질장에 비례하는 사중극자 

모멘트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으로 주어짐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중력파 신호의 세기는 에너지-모멘텀 

텐서에 비례하며 직관적으로 이는 큰 질량-에너지 값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 변화폭이 클수록 세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관측 가능한 정도의 중력파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천체물리학적 사건들, 예를 들면, 

쌍성병합, 감마선 폭발, 초신성 폭발, 빅뱅 인플레이션 

과 같은 사건들로부터 오는 중력파들이 관측에 있어서 

가장 유망한 파원이 된다. 

 

2.4. 중력파로부터의 에너지 손실 

중력파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약한 

장 근사(weak field approximation)       
  
     

       를 사용한다. 여기에 로렌츠 게이지 및 TT-

게이지 조건(Transverse-Traceless gauge condition) 

             
   을 사용한다. 진공중의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으로 주어지며    에 대한 2차 전개를 

고려하면, 

         
   

    
   

    
   

   (25) 

가 된다.    
   

 은 진공중의 장 방정식이므로 자동으로 

0이 되므로,  

   
   

       
   

        (26) 

로 정의해서 쓸 수 있다. 정의된 에너지-모멘텀 텐서 

   는 일반적으로 게이지 변환에 불변량이 아니므로 

물리량으로 정의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파장대의 

값을 평균값으로 취하게 되면 게이지 불변량이 되도록 

하는 어떤 영역에서의 물리량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평균 브라켓(averaged bracket)은 

          이며, 이는 부분적분에 의해         

         로 주어진다. 이를 이용하면 평균화된 

에너지-모멘텀 텐서는 

             
 

   
    

   
  

 
 

    
    

         

 

 

 

(27) 

가 되고 표면  위에서 중력파가 담고 있는 총 에너지는 

           

 

(28) 

로 정의되며 무한대까지 퍼져나가는 총 에너지는 

          

 

(29) 

이다. 이때 파워(power)는 

              

 

(30) 

로 정의한다. 식 (27)로부터 이 파워는 

   
 

 
       

    

 

(31) 

로 계산되며, 이때 변형된 사중극자 모멘트(reduced 

quadrupole moment)    는  

        
 

 
    

      
(32) 

로 주어진다. 

 

2.5. 단평면파(Single Plane Wave) 

단평면파의 경우 메트릭의 해는 단순히 

             
  (33) 

로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이 단평면파가 z-방향으로부터 

입사된다고 가정하면 파동벡터는                로 

주어지며 편광텐서는 

    
       

    
   (34) 

로 주어진다. 평균에너지-모멘텀 텐서    는 식 

(33)으로부터 

    
 

    
        

          
  

 
 

     
        

   

따라서 식 (34)에 의해서 식 (35)는  

 

(35) 

    
 

  
     

    
   

     
      
    
     

   

 

(36) 

로 주어진다. 이때       가 중력파의 진동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관측하고자 하는 중력파원은 

             의 주파수대와           정도의 세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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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력파 검출기에서 본 중력파원. 

 

2.6. 쌍성계 중력파원(Binary Inspiral GW Source) 

우주에는 여러 종류의 중력파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중력파원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들 중력파 발생 천체중 가장 먼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근접 쌍성계이다. 중성자별이나 블랙홀과 

같이 아주 작은 천체들이 서로 가까이 접근할 때 

막대한 양의 중력파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보듯 두 별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고 지구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울임각(inclination 

angle)이  만큼 기울어져 반지름 R인 원궤도를 따라 

회전하고 있는 쌍성계를 생각하자. 이때 두 별의 총 

질량은         이고 환산질량(reduced mass)는 

  
    

 
이다. 쌍성계의 질량분포는 아래와 같은 

에너지 밀도로 주어진다. 

                            
                      

 

(37) 

여기에서 

   
  

 
              

  

 
        

    
  

 
               

  

 
        

이다. 이를 식 (24)에 대입하면  

                    

                   

                         

 

(38) 

이 된다. 지구에서 이 쌍성계를 관측하는 관찰자 

기준좌표계        를 도입하면 이들에 대한 기본 

벡터는  

 

                                    

                     

 

가 되고 식 (38)은  

 

 

 

그림 3.  쌍성 중력파원으로부터 나오는 중력파형.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진폭과 진동수가 모두 높아지고 이

를 ‘chirp signal’이라 부른다. 

 

 

                             

                       

                                 

 

 

(39) 

로 주어진다. 따라서 TT 게이지 조건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사중극자모멘트의 세기 텐서는 

       
  

   
         

 
                        

       
  

   
         

 
                   

 

와 같이 된다. 여기에서 중력파 진동수는 회전 

진동수의 두배로        로 주어진다. 만약 

기울임각이 0이 된다면 이때 검출기에서 관측된 

중력파의 세기는 최대가 되며, 

      
    

        
  

   
         

 
  

(40) 

가 된다. 

한편, 중력파가 방출하는 에너지 손실은 궤도 

에너지의 시간 변화량으로 주어지며 그 값은  

      
         

     
 

(41) 

으로 주어지며, 두 별 사이의 시간에 따른 궤도 변화는 

단순히 식 (41)을 적분함으로써 얻어진다. 

      
        

   
 

 
 

      
 
  

(42) 

여기에서   는 병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한다. 

중력파는 일반 상대론적 현상이지만 궤도 반지름이 

슈바르츠 반지름보다 훨씬 크다면 궤도 주기는 뉴튼 

역학의 결과인 케플러 법칙(Kepler’s law)을 이용해 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식 (42)에 적용하면 중력파 세기의 

파형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모양은 

                                  (43) 

로 주어지며 진폭과 위상은 각각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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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여기에서  은 처프 질량(chirp mass)으로서  

   
 

 
 
   

  

으로 정의된다. 중력파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적용함으로써 궤도 반지름이 시간에 대해 변하는 

양상을 구하고 이를 식 (43)에 적용하면 파형이 시간에 

대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다. 물론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상대론적 보정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림 3에는 원궤도를 유지하는 쌍성에서 기대되는 

파형의 개략적 모양을 보여준다. 시간이 지나면서 궤도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궤도 진동수의 두배에 

해당하는 중력파 진동수가 점차 증가하고 진폭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만약 이런 진화를 하는 

음파를 생성해 들어보면 마치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연상된다고 해서 ‘chirp signal’이란 말을 붙였다. 궤도가 

어느 정도 가까워질 때까지의 모습이 그림 3에 보여 

있지만 실제 신호는 두 별이 충돌하는 양상에 따라 그 

이후의 신호 모양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강한 

중력파를 내는 천체가 근접 궤도 운동을 하면서 서로 

충돌하면 블랙홀로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파형은 4장에서 다시 다룬다. 

 

2.7. 수치 모의 실험 결과 

위에서 설명한 중력파를 계산하는 방법은 i) 

중력파원을 특징짓는 속도가 느리다(      ), ii) 

중력장의 세기가 약하다는 가정하에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섭동전개해서 그 해를 구한 것이다. 이러한 

섭동전개 방식은 쌍성계가 병합되는 과정이나 우주 

초기 대폭발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된다. 매우 동적이고 강한 중력장이 개입되는 

상황에서의 중력파는 컴퓨터를 사용해 수치적으로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어 계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인슈타인 방적식을 수치적으로 풀어 중력계의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를 수치상대론이라 하는데, 

아래에서는 수치상대론을 통해 얻은 중력파의 파형, 

방출 에너지 등에 대해 간략히 요약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수치상대론이 다루는 

대표적인 문제는 블랙홀 쌍성계이다. Hahn & Lindquist 

(1964)가 시도한 최초의 시뮬레이션 이래로 1970 ~ 

1990년대 많은 노력과 발전이 있었지만 블랙홀 

쌍성계에 대한 수치모의 계산을 처음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은 2005년경이 되어서이다(Baker et al., 2006; 

Campanelli et al., 2006; Pretorius, 2005). 최초로 성공한 

Pretorius(2005)의 수치계산에서는 초기 조건으로 

동일질량(    에 자전이 없는 두 블랙홀을 약 16.6 

  (블랙홀 사건지평선의 약 8배) 거리의 

준원궤도(quasi-circular orbit)에 두고 수치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약 1회의 궤도 운동 후 단일 

블랙홀로 병합되었으며, 초기 에너지의 약 5%가 

중력파의 형태로 방출되었다. 이 후 블랙홀 쌍성 

시뮬레이션 연구는 급격히 발전하였고, 서로 다른 질량, 

여러 가지 다른 스핀 방향과 값 등 다양한 파라미터 

공간에서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림 4. 블랙홀 쌍성이 단일 블랙홀로 병합되는 

과정(Pretorius, 2007). 이 그림에서 여러 색깔로 

표시된 닫힌 타원, 도는 땅콩 모양의 폐쇄선은 

겉보기 지평선(Apparent Horizon, AH)이다. 

 

 

그림 4는 두 블랙홀이 병합하는 궤적과 사건 

지평선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는 방출되는 중력파의 파형과 Post-

Newtonian 근사와의 비교를 보여준다. 블랙홀이 

병합되기 전까지는 두 방법이 동일한 결과를 주지만 

점점 가까워져 병합되면서부터는 차이가 점점 커지고, 

결국 병합과정에 대해서는 수치시뮬레이션만이 결과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중력파의 파형을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계산하는 

것은 중력파 검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지구상에 

도달하는 중력파의 세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우 

약하기 때문에 검출기의 중력파 신호는 실제로는 

다양한 노이즈 속에 묻혀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력파 

신호를 검출하는 분석기법으로 쌍성계의 경우 소위 

‘Matched Filtering Method’를 사용한다. 미리 예상되는 

중력파원에 대해 다양한 파형을 준비해 노이즈 속에 

숨어있는 실제 중력파 신호와의 일치성(correlation)을 

살펴 검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한 번의 데이터 

분석에 보통 수천 개의 다른 파라미터 조합 값에 대한 

파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때마다 한 파라미터 조합 

값에 대해 슈퍼컴퓨터로 수일이 걸리는 수치시뮬레이션 

을 이용해 중력파 파형을 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실제로는 Post-Newtonian 근사와 수치상대론의 결과를 

조합해서 일종의 실험식을 만들어 다양한 파라미터 

조합에 대한 파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Ajith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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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력파 파형에 대한 수치계산 결과와 Post-

Newtonian 근사 결과와의 비교(실선: 수치계산, 

점선: 2.5PN(진폭), 3.5PN(위상); Baker et al., 2007). 

 

 

위에서 살펴본 블랙홀 쌍성계와 더불어 가장 기대 

되는 강력한 중력파원으로 중성자별 쌍성과 블랙홀-

중성자별 쌍성계가 있다. 그림 6은 중성자별 쌍성의 

수치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왼쪽에는 중력파 파형을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주파수에 따른 스펙트럼을 

보여준다(Hotokezaka et al., 2011). 중성자별의 초기질량이 

크면(태양질량의 2.9배) 병합 후 즉각적으로 블랙홀을 

형성하고(그림 상), 초기질량이 작으면(태양질량의 2.7배) 

병합 후 큰 질량을 갖는 중성자별(hypermassive neutron 

star)로 남게 된다(가운데 그림). 하지만 그림 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초기질량(태양질량의 2.7배)이라 

하더라도 중성자별을 이루는 물질의 상태방정식이 

달라지면 방출되는 중력파의 파형 또한 많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그림 오른쪽과 같이 서로 

다른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되고, 2 ~ 3 kHz에서 

고감도를 갖는 현재 구상 단계에 있는 미래 ‘Einstein 

Telescope’ 같은 중력파 검출기에서는 관측을 통해 실제 

중성자별의 상태를 규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신성 폭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치모의실험과 중력파의 검출을 통해 초신성 내부의 

다양한 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Ott, 2009). 

 

3. 중력파 검출 원리와 검출기 

중력파는 중력의 진동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진동으로 

표현되며 진동수 또는 파장과 진폭으로 그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 전자기파가 미시적인 전자의 흔들림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인만큼 진동수가 매우 높은 반면 

중력파는 거시적인 중력장의 흔들림의 결과이기 때문에 

대개 진동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중성자나 블랙홀 쌍성의 합병 과정에서 나오는 

중력파의 진동수는 1 kHz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진동수를 가지는 중력파의 파장은 수백 km 

정도로서 지상에 설치된 중력파 검출기들보다 훨씬 더  

 
 

 
 

 
 

그림 6. 중성자별 쌍성의 병합과정에서 방출되는 

중력파 파형(왼쪽)과 스펙트럼(오른쪽). 서로 다른 

초기 질량과 중성자별을 이루는 물질의 

상태방정식에 대한 의존성을 볼 수 있다(Hotokezaka 

et al., 2011). 

 
 

크다. 이러한 ‘장파장’ 한계에서 시공간의 진동이 바로 

공간의 진동으로 근사될 수 있고 따라서 중력파가   

통과하는 동안에 두개의 임의의 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변화를 일으킨다. 중력파 

검출기는 중력파의 영향에 의해 발생한 기준점(테스트 

질량) 간의 거리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이미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중력파의 

영향은 극히 작아서 이를 측정하기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측정 방법과 기술이 요구된다.  

거리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고안된 것으로는 크게 막대 검출기와 레이저 간섭 

검출기를 들 수 있다. 이들 검출기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 

 

3.1. 막대 검출기 

막대 검출기는 금속 막대가 자체의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진동수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할 때 나올 수 

있는 전류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금속이나 결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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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국 루이지아나 주립대학에 있는 막대  

검출기인 ALLEGRO의 모습. 

 

그림 8.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중력파 검출기 

네트워크(2011년 현재). 미국의 LIGO(팔길이: 4 km, 2 

km, 위치: 핸포드(4 km, 2 km)와 리빙스턴(4 km)의 두 

곳에 총 3기의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영국-독일 

합작의 GEO600(팔길이: 600 m, 위치: 독일 하노버), 

이태리-프랑스 합작의 Virgo(팔길이: 3 km, 위치: 

이태리 피사), 그리고 일본의 TAMA(팔길이: 300 m, 

위치: 일본 미타카).  

 

 

조가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 전류를 내는 현상을 압전 

효과(piezoelectric effect)라 부른다.  

실제로 최초 고안된 중력파 검출기는 막대  

검출기로서 미국의 물리학자인 Joseph Weber(1919-

2000)에 의해 개척되었다(Weber, 1960). Weber는 길이가 

2 m이고 지름이 1 m인 여러개의 알루미늄 막대를 

만들어 검출 실험에 사용하였다. 웨버막대라 불리는 이 

검출기는 1,660 Hz의 공명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검출 한계는 약 h ~ 10-16으로서 우리 은하 내에서도 

지구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초신성을 

검출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이런 초신성 발생 빈도가 

 

 
그림 9. 간섭계를 사용한 중력파 검출기의 개념도 

(Brown, D., 2004, PhD Thesis, Univ. of Winsconsin-

Milwaukee). 광원인 레이저에서 쏘아진 빔은 

선속분할기(beam splitter)에서 x축과 y축으로 나뉘어 

진행되게 된다. LIGO의 경우, 4 km 거리를 지나, x축과 

y축의 양 끝에 설치되어 있는 반사 거울에서 

빛다발이 반사되어, 다시 선속분할기로 도달했을 때, 

나뉘었던 레이저 빔이 합쳐진 후 광다이오드 

검출기에 도달하게 된다. (a) 가장 간단한 형태의 

마이켈슨 간섭계. (b) Fabry-Perot 공동을 구성하는 

ITMX와 ITMY라는 두 개의 거울이 추가된 모습. (c) 

레이저 파워 재생을 위해 RM이 추가된 모습.  

 

 

너무 낮아 실제 검출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웨버막대의 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에는 냉각을 

통해 열잡음을 현저하게 줄인 장치가 제작되어 실험에 

사용되었다. 그 예중 하나가 미국의 루이지아나 

주립대학에 위치한 ALLEGRO(그림 7)로서 절대 온도 

4.2 K로 냉각되어 있고 미세한 진동을 검출할 수 

있도록 초전도 양자 간섭장치를 사용한다. 이 장치는 

1990년대 초에 제작되어 실험에 사용되다가 2008년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ALLEGRO는 900 Hz에서 

작동하며, 검출 한계는 약 7 x 10-19 Hz-1/2 정도까지 

이르렀다.  

막대 검출기가 진화해 만들어진 또 다른 종류의 

검출기로는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에 있는 공 모양의 

MiniGRAIL(http://www.minigrail.nl/)을 들 수 있다. 이 

장치는 절대온도 0.02 K의 극저온에 놓여 있고 무게는 

1,150 kg이고 공명 진동수는 2.9 kHz, 검출 한도는 ΔL/L 

~ 4 x 10-21 정도로 매우 민감하다. 공모양은 어떤 

방향으로부터 오는 중력파에 대해서도 동일한 검출 

감도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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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레이저 간섭 검출기 

간섭계 중력파 검출기의 역사는 Pirani(1956)가 

사고실험의 형태로 간섭계를 이용한 중력파 검출의 

가능성을 제안했던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피라니의 사고실험은 레이저 발명 이전의 일로, 현재 

중력파 검출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 간섭계에 

기반한 검출기의 설계는 1972년 미국 MIT의 실험 

물리학자인 Ray Weiss의 논문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다. 

Weiss는 당시 기술로 구현가능한 중력파 검출기의 

개념도를 제시하고, 예상 되는 검출 감도를 계산하였다 

(Weiss, 1973). 이후 1989년에 Caltech의 Fred Raab, Kip 

Thorne, MIT의 Ray Weiss 등이 주축이 되어 미국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LIGO(Laser Interferometer 

Grivitational-wave Observatory) 건설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것이 승인되어 2001년에 미국에서 완공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간섭계 검출기가 세계 각지에 

건설되면서 중력파 검출 연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림 8에는 지금까지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인 레이저 간섭계 검출기의 분포를 보여준다.  

레이저 간섭계는 그림 9에 보인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레이저 광원으로부터 나온 빛을 선속 

분할기로 나누어 90도 각도를 이루는 두 개의 다른 

방향으로 보낸 뒤 이들을 팔 끝에 있는 거울에 

반사시켜 선속 분할기에서 합성 시킨 후 간섭 형태를 

보아 두 팔의 상대 거리 변화를 검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섭계는 빛의 속도가 관측자의 운동에 

무관하다는 것을 밝힌 Michelson과 Morley의 실험에 

사용된 바 있으며, 마이켈슨 간섭계라 부른다(그림 9a).  

중력파 검출기의 팔길이가 길수록 검출 감도는 

좋아지지만 무한정 검출기를 크게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레이저 빔이 여러 차례 왕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Fabry-Perot 공동이 사용된다. Fabry-Perot 공동의 

작동 원리는 매우 정확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레이저 

광선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울에서 반복적으로 

반사될 때 거울의 거리를 조절함으로서 많은 횟수의 

왕복을 한 후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유한한 투과율을 

가진 거울 뒤로 빠져 나가게 만든 장치이다. 따라서 

그림 9b에 보인 것과 같이 반사 거울과 선속 분할기 

사이에 거울을 하나 더 배치함으로서 팔 끝의 거울과 

중간 거울이 Fabry-Perot 공동을 구성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러한 기법이 실제로 LIGO를 비롯한 대부분 간섭계 

검출기에 적용된다. Fabry-Perot 공동은 팔길이를 수십배 

높인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중력파 검출기는 

여러가지 잡음에 의해 검출 감도가 결정된다. 특히 

진동수가 높은 영역에서는 레이저를 구성하는 광자의 

산탄 잡음이 중요하다. 이러한 잡음을 줄이려면 보다 

강력한 레이저를 사용하여 광자의 수를 높이면 된다. 

그러나 레이저 파워를 무한정 높이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 파워 

재생(power recycling)이다. 이 방법도 Fabry-Perot 공동과 

비슷하게 레이저를 여러 번 왕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만 반사경을 레이저 바로 앞에 놓아 선속 분할기를 

통과해 들어오는 빛을 다시 반사시키도록 해 

놓았다(그림 9c). 파워 재생 기법이 작동되는 이유는 

실제 레이저 간섭계가 항상 상쇄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튜닝 된 상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광원을 

출발해서 팔 끝에 있는 거울에 반사된 두 빛다발은 

위상이 90도 차이를 가지도록 만들어 검출기로 

들어가는 빛 에너지는 거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 발사된 레이저 에너지의 대부분은 

다시 레이저 광원을 향해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광원 

바로 앞에 반사 거울을 배치함으로서 마치 레이저를 

재생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레이저 파워를 수십배 정도 높인 것에 

해당하는 산탄 잡음을 얻을 수 있다. 

거대 레이저 간섭계 검출기는 모두 웨버막대에 

비해 검출 감도가 수 천배 이상 민감하며, 특히 수 십 

~ 수 kHz의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중력파 

검출기의 감도는 수 천만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천체 현상으로부터 방출된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건설한 

Virgo 검출기의 이름에는 약 17 Mpc 떨어진 가장 

가까운 은하단인 처녀자리 은하단에서 방출된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간섭계 중력파 검출기는 수 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팔길이(L)를 갖는 레이저 

간섭계를 사용하여 중력파로 인한 미세한 상대적 길이 

변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간섭 무늬의 변화를 검출한다. 

측정값인 변형크기(strain amplitude) h ~ ΔL/L는 

중력파의 진폭과 비례한다.  

이미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성자별 쌍성계는 

궤도 운동을 하면서 점차 거리가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합병을 하게 된다. 두 중성자별이 병합하기 직전의 

공전 주파수(orbital frequency)는 초당 수 천 회에 이르며, 

충돌 직전과 직후 수 초 미만의 시간동안 지구에서도 

검출이 가능할 정도로 강한 중력파를 발생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다(Cutler & Thorne, 2002). 예를 

들어, 각각의 중성자별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인 

중성자별 쌍성계가 20 Mpc 거리에서 100 Hz 주파수로 

중력파를 방출하고 있다면, 지구 상에서 느껴지는 

중력파의 세기, 즉, 중력파로 인한 변형크기 h는 약 10-

21이다. 따라서, 팔 길이가 수 킬로미터인 간섭계가 

이러한 중력파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 x축과 y축의 길이 

Lx, Ly간의 거리 차이 ΔL = Lx - Ly는 약 10-17 - 10-18 m가 

된다.  

간섭계를 기반으로한 중력파 검출기의 잡음정도는 

기기의 흔들림, 반사 거울 재질과 표면의 상태, 광원 

레이저의 안정도 등에 좌우된다. 간섭계 중력파 

검출기의 중요한 잡음 모양은 그림 10에서 볼수 있으며, 

잡음의 주 요인은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Abramovici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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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Initial LIGO와 advanced LIGO의 예상 감도와 

각각의 기기잡음 모습(Abramovici et al., 1992). 

 

 

 

(1) 지진 잡음(seismic noise) 

각종 원인으로 인한 기기의 ‘흔들림’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 인간활동(검출기 주변의 차량통행, 벌목활동)과 

기상현상(파도, 지진, 바람)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상현상에 의한 영향은 10 Hz 이하 저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며, 이 때문에 

지구상에서는 1 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 중력파 

검출이 불가능하다.  

(2) 열 잡음(thermal noise) 

간섭계 중력파 검출기의 모든 광학 시스템과 테스트 

질량에 해당하는 반사 거울은 고진공 폐쇄시스템 내에 

설치되어 있다. 초기 LIGO의 경우, 지름 25 cm, 무게 

4 kg인 원통형의 용융 실리카(fused silica)가 바이올린 

줄에 매달려있는 구조로 관성운동을 하는 테스트 

질량을 구현하고 있다. 때문에, 100 Hz 부근에서는 

바이올린 줄과 테스트 질량의 진동이 기기 감도를 

제약하는 원인이 된다. 

(3) 산탄 잡음(shot noise) 

광자 산탄 잡음(photon shot noise)에 의해 테스트 

질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지 못하게 된다. 

팔길이 측정을 위해서는 테스트 질량의 위치가 

필요한만큼, 산탄 잡음이 중요해지는 고주파수 

대역에서는 팔길이 측정의 정밀도가 중력파 주파수 f 

와 복사압 P의 비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나빠진다(즉, h 

~ (f/P)1/2).  

 
 

그림 11.  LIGO의 다섯 번째 과학 가동 당시의 감도 

그래프. 검은 실선이 설계 감도이다. 붉은색, 녹색, 

파란색 선들은 각각 LIGO 핸포드(4 km), 리빙스턴(4 

km), 핸포드(2 km) 검출기의 실제 감도의 실제 

측정값이다. 4 km 팔길이를 갖는 검출기는 100 Hz 

이상에서 설계 감도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Pitkin 

et al., 2011). 

 

 

3.3. 현재와 미래의 검출기 

2011년 5월 현재 미국의 LIGO와 Virgo 국제협력단을 

합쳐 전 세계 약 800여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간섭계를 기반으로한 중력파 검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간섭계 중 처음으로 완공되어 검출 연구에 

사용된 것을 제 1세대 간섭계라 부른다. 제 1세대 

중력파 검출기 중에서 감도가 가장 좋고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LIGO(Abramovici et al., 

1992)와 유럽의 Virgo(Bradaschia et al., 1992)이다. 지난 

2002년-2010년 사이 LIGO는 총 6번, Virgo는 2번의 과학 

가동을 수행하였으며, 데이터와 분석 기법이나 

소프트웨어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두 검출기 모두 

천체에서 방출되는 중력파 검출을 목표로 하여 

설계되었으며, 특히, 중성자별 쌍성계 등 밀집성 

쌍성계의 나선형 근접 궤도 운동과 충돌 합병 과정에서 

방출되는 진동수 100-1000 Hz의 중력파를 검출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LIGO의 경우, 2005년 11월에는 핸포드와 리빙스턴에 

설치된 검출기 모두 설계 감도에 도달했으며, 2005년-

2007년 사이 거의 2년 분에 달하는 과학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졌다(Pitkin et al., 2011). 그림 11은 LIGO의 실제 

검출 감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여, 

2008년 3월에 미국 NSF는 제 2세대 간섭계 검출기인 

advanced LIGO(Harry, 2010; Waldman, 2011)의 건설을 

승인했다.  

LIGO를 운용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LIGO Scientific Collaboration(LS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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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LISA의 개념도. 세개의 인공위성이 500만 

km의 정 삼각형을 이루면서 간섭계를 이루게 

한다(Image copyright: European Space Agency(ESA)). 

 

 

담당하고 있다. LSC는 전세계 50여개 기관 800여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거대 국제 연구협력단으로, 현재 

한국의 연구진 18명(2011년 5월 현재)이 LSC 

회원으로서 중력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 12월, LSC는 핸포드와 리빙스턴의 LIGO 

검출기 가동을 공식적으로 모두 종료하고, advanced 

LIGO로 업그레이드 작업에 착수했다. 유럽에서도 

2011년 5월 현재 이태리-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advanced 

Virgo로의 업그레이드도 진행되고 있다. LIGO의 경우 

기기 업그레이드는 2012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시험 가동을 통해 1-2년간 기기 성능을 

설계 감도로까지 끌어 올리는 작업과 과학가동이 

병행될 것이다. 2016년까지 기기 안정화가 마무리되면 

1세대보다 10배 정도 향상된 감도로 가동하게 된다. 

향상된 검출감도로 정상작동될 경우, 천체(특히, 밀집성 

쌍성계)에서 방출된 중력파의 직접 검출 빈도는 연간 

1-100회 정도로 예상된다(Abadie et al., 2010). 물론, 

2016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은하내에서 초신성이 

폭발한다면, 업그레이드 된 검출기의 시험가동 기간 

중에라도 중력파의 검출이 가능할 것이다.  

Advanced LIGO는 initial LIGO와 비슷한 패브리-페로 

공동(cavities)이 접합된 마이켈슨 간섭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initial LIGO에 비해 보다 향상된 광학 

시스템(파워 재생 공동 등)과 지진학적 잡음을 더 낮출 

수 있는 고진공 고립 시스템(isolation system), 보다 

강력한 레이저 광원(10 W에서 180 W로), 더 크고 

무거운 테스트 질량(지름 25 cm, 무게 11 kg인 용융 

실리카에서 지름 32 cm, 40 kg, 투과도가 더 나은 

사파이어로) 장착 등을 통해 initial LIGO보다 열 배 

정도 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 Hz에서의 감도를 비교하면, initial LIGO는 

4 x 10-18이었으나, advanced LIGO는 8 x 10-20 정도의 

감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Waldman, 

2011). 

지상에 설치된 간섭계 검출기는 모두 수 십 Hz 

이하 대역에서 중력파 주파수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도가 급격히 나빠진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지구상의 각종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 

잡음때문인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띄우거나, 진동에 덜 민감한 

지하에 검출기를 설치해야한다. 수 십 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밀집성 쌍성계의 근접 궤도운동으로부터 

방출된 중력파를 검출하는데 가장 유리한 대역이다. 

일본은 1990년대 소형 간섭계 중력파 검출기인 팔길이 

300 m의 TAMA300 검출기의 제작과 가동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팔길이 3 km 간섭계인 LCGT(Large-scale 

Cryogenic Gravitational wave Telescope)를 카미오카 광산 

150 m 지하에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Kuroda, 

2010). LCGT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지진 잡음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약 1 Hz까지의 중력파 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일본 정부의 예산승인을 받아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 3세대 간섭계 중력파 검출기인 아인슈타인 

망원경(Einstein Telescope, ET)도 저주파수 대역에 민감한 

간섭계 검출기의 제작이 목표이다(Punturo et al., 2010). 

ET의 경우 특히 2-3개의 L형 간섭계를 이어붙인 

삼각형 혹은 다각형 구조도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검출기를 설계하면, 제 2세대 검출기나 

LCGT보다 더 나은 감도를 얻을 수 있으며, 중력파형에 

대한 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ET가 

가동하게 되면 중력파의 방출 기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천체의 물리량(즉, 중성자별의 질량-반지름 관계 

등)을 정량적으로 관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호주가 간섭계 중력파 

검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의 LSC와 

합작하여 advanced LIGO와 같은 기기를 호주에 

설치하기 위한 제안서가 호주 의회에 제출되었고, 

2011년 가을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사된다면, 남반구 하늘에서의 중력파 

탐색이 가능해진다. 

주파수 1 Hz 이하의 대역은 지구에서는 연구가 

불가능하다. 인공위성에 간섭계 중력파 검출기를 

탑재해 ~ 0.001-0.1 Hz 대역에서의 중력파 검출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가 유럽과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LISA  

(Laser Interferometer Space Antenna)는 5백만 km 빔거리를 

갖는 삼각형 형태의 인공위성 간섭계 검출기로(그림 

12), 세 대의 인공위성에 탑재된 간섭계가 강력한 

레이저 빔을 주고받으며 지상 검출기와 

비슷하게(중력파의 영향으로 인한) 인공위성 사이의 

거리 변화로 발생하는 미세 간섭 신호를 측정하게 

된다(Danzmann et al., 1996). 우주에서의 간섭계 중력파 

검출기 가동을 위한 기술검증을 목적으로 LISA 

개척기(LISA pathfinder)가 현재 제작 중이며 2013년에 

발사될 예정이다(Antonucci et al., 2011). LISA 개척기는 

우주 환경에서, 테스트 질량의 관성운동 구현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LISA외의 인공위성 탑재형 간섭계로는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DECIGO(DECihertz Interferometer 

Gravitational wave Observatory; Kawamura et al., 2011)와 

미국이 LISA의 후속 미션으로 추진하고 있는 BBO(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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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 Observatory; Phinney et al., 2003)가 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설계 연구 단계로, 지구 밖에서 빅뱅 

직후에 방출된 중력파 검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f ~ 0.1 Hz에서 최대 감도를 갖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간섭계 검출기를 사용하는 방법외에, 기존의 전파 

천문학적 방법을 통해 중력파를 측정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PTA(pulsar timing array)는 초당 수 백 회 

이상 자전하는 밀리초 펄사(millisecond pulsar)의 전파 

펄스 도달 시간을 정밀 관측하여 지구로부터 수 천 ~ 

만 광년(<3 kpc) 정도 떨어진 극저주파(10-9 ~ 10-4 Hz) 

대역에서 중력파를 검출하는 것이 목적이다(Detweiler, 

1979). 이 주파수 대역에서 중요한 중력파원은 은하-

은하 충돌 그리고 대폭발 직후에 발생한 원시 배경 

중력파(primordial gravitational-wave background) 등이 

있다. PTA에서는 밀리초 펄사를 중력파 검출기로 

사용하는 셈이다. 밀리초 펄사에서 규칙적으로 

방출되는 전파 펄스가 지구의 전파 관측소에 

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매우 정밀하게 잴 수 있다. 

현재는 십 여개 밀리초 펄사를 사용하여 10-5 ~ 10-6초의 

정밀도를 갖는 PTA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폭발 

핵합성 등의 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배경 중력파에 대한 

이론적 예측값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PTA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밀리초 펄사가 20-30여개 필요하며, 펄스 

도달 시간의 측정 역시 10-7초대의 정밀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PTA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밀리초 펄사의 

발견이 필수적이며, 현재 미국의 Green Bank Radio 

Telescope 등 세계 각지의 전파 망원경을 사용한 펄사 

관측과 시간측정 연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현재 PTA를 통한 중력파 측정 노력은 전 세계의 

전파 펄사 그룹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 펄사 

타이밍 어레이(International Pulsar Timing Array) 프로젝트 

산하에, 호주, 유럽, 북미에 위치한 전파 망원경을 

사용한 PTA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은 남반구에서 

가장 큰 Parkes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는 Parkes Pulsar 

Timing Array, 영국의 Lovell, 독일의 Effelsberg, 프랑스의 

Nancy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는 European Pulsar Timing 

Array, 미국과 캐나다 그룹 중심으로 구성되어 미국의 

Arecibo와 Greenbank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는 North 

America Nanohertz Gravitational Wave Observatory 등이 있 

다.  

  지상에 건설되어 현재 가동 중인 간섭계 중력파 

검출기와 펄사 타이밍 어레이는 고주파(100-1,000 Hz)와 

극저주파(10-9-10-4 Hz) 대역에서 중력파를 측정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반면 중간 정도의 주파수 대역인 1 - 

100 Hz 에서의 중력파 검출은 현재 건설중인 LCGT와 

개념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ET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ISA, DECIGO, BBO 등 우주에 중력파 

검출기를 띄울 수 있게 된다면, 10-4-0.1 Hz 대역에서의 

중력파 탐색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력파 검출기가 모두 가동된다면 매우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에서 기대되는 다양한 중력파를 모두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그림 13). 

 

 
그림 13.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검출기의 설계 주파수 

대역과 감도로 검출이 가능한 중력파원들(Hobbs et al., 

2010). 여기서 y축은 중력파의 변형 진폭(변형 

크기)이다. LIGO나 Virgo와 같은 지상 검출기들은 

밀집성 쌍성계의 근접과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력파를 검출하는데 최적화 되어 있다. 수 십 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지상 검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4. 중력파원 

중력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중력장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천체들은 대부분 다른 천체에 대해 상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파는 끊임없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력파 검출기가 

검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를 가진 파동은 

강력한 중력장이 변할 때 만들어진다.  

중력파 검출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중력파 

역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크기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비교적 약한 중력파라도 지구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오는 것이면 검출이 가능하고 아주 먼 곳에서 오는 

것은 더 어렵게 된다. 따라서 천체물리학적으로 중요한 

중력파원은 검출 가능한 거리 이내에 충분히 자주 

중력파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전자기파는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플럭스가 

줄어드는 반면 중력파의 진폭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강력한 중력파를 만들어내는 현상은 대부분 매우 

격렬한 변화에 의한 것이다. 한 은하에서 이러한 

격렬한 현상은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아주 먼 거리에서 

오는 중력파까지 검출할 수 있다면 관측 빈도는 충분히 

높을 수 있다. 반면 격렬하지는 않아도 꾸준히 

연속적으로 중력파를 내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력파는 대개 그 진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천체가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중력파원으로 흥미로운 대상이 될 수 있다. 

  편의상 중력파원은 크게 연속파원과 폭발파원으로 

나눌 수 있다. 연속파원은 오랜동안 일정한 진폭과 

진동수를 가지고 중력파를 내는 천체를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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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파원은 갑자기 짧은 순간에 막대한 중력파를 내는 

것을 말한다. 연속파원으로는 펄사와 초기 우주를 들 

수 있고 폭발 파원으로는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 쌍성의 

합병이나 초신성, 그리고 감마선 폭발을 들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중력파원의 특성과 검출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4.1. 펄사로부터 나오는 연속 중력파 

4.1.1. 일그러진 모양의 중성자 

펄사는 회전하는 중성자별이며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천체가 펄스를 내는 이유는 자기장축과 

회전축이 어긋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중성자별이 회전 때문에 불룩해졌다고 가정하면 펄사는 

중력파를 내기 어렵다. 그러나 중성자별의 표면 모양이 

회전 타원체가 아닌 약간의 불균일성을 가지고 있다면 

중력파를 낼 수 있다. 펄사는 질량에 비해 크기가 아주 

작은 천체로서 강력한 중력장을 가지고 있지만 회전 

타원체로부터 그다지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펄사로부터 기대되는 중력파의 크기는 

비교적 작을 것이다. 만약 펄사의 모양이 완벽한 

축대칭 구조에서 벗어났다면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중력파의 크기는 

   
         

 

    
  

이 된다. 여기서    는 회전축 방향의 관성 모멘트이고 

               로 타원율이며   는 중력파의 

진동수로서 펄사의 회전 진동수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 식에 실제 펄사의 물리량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중성자별이 회전 타원체로부터 상당히 어긋나 

있지 않으면 검출될 수 있을 정도의 중력파가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 주파수 1 kHz 정도에서 LIGO의 측정 

감도가 약           정도이며 정밀한 분석에서 

펄사의 연속 신호가 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중성자별의 적도 타원율은 10-4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Abbott et al., 2005).  

 

4.1.2. 글리치 이후의 중력파 발생 

펄사는 매우 규칙적인 펄스를 내는 천체이지만 

간헐적으로 펄스 진동수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펄사 글리치라 부른다. 이러한 

글리치는 Radhakrishnan & Manchester(1969)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된 이래 지금까지 많은 펄사로부터 

비슷한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글리치의 정도는 매우 

미미해 펄사 주기의 상대적 변화량인     가 10-4보다 

대개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질량이 매우 

큰 중성자별의 회전 속도가 갑자기 바뀌는 것은 

중성자별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많은 펄사가 이러한 글리치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 

예를 들어 Vela 펄사는 1969년에 처음 발견된 이래 

수십번의 글리치를 일으킨 바 있다.  

펄사 글리치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가지 이론이 

제안되었다. 하나는 마치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지진 

현상과 비슷하게 고체 구조를 가진 펄사 표면 부분에서 

스트레스에 의한 변동이 일어나고 그 변동 때문에 

펄사의 관성 모멘트가 변해 자전 주기가 바뀐다는 

것이다(Ruderman, 1969). 또 다른 가설로 제시된 것은 

내부의 초유체와 표면의 고체가 서로 다른 각속도로 

회전하면서 나타나는 vortex unpinning에 의해 자전 

주기가 바뀐다는 이론이다(Anderson & Itoh, 1975).  

어떤 경우건 갑작스런 자전 주기의 변화는 

중성자별 내부에 섭동을 일으키고 내부가 초유체인 

중성자별은 진동을 하게 된다. 공 모양의 별에서 

나타나는 진동은 크게 방사형 진동(radial oscillation)과 

비방사형 진동(non-radial oscill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방사형 진동은 중력파를 내지 않지만 비방사형 진동은 

중력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진 수치 

계산에 의하면 vortex unpinning 모형은 지진 모형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비방사형 진동을 야기 

시킨다(Kim et al., 2011). 글리치 이후에 나타나는 

중력파의 세기는 비록 매우 약하지만 전파 관측을 통해 

대상 천체와 글리치 시간을 알 수 있으므로 집중적인 

자료 처리를 통해 중력파의 검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4.2. 근접 쌍성계의 합병에 의한 중력파 방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예측된 중력파의 존재는 중성자별 쌍성계 

PSR B1913+16의 공전 변화 관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림 14에 요약된 바와 같이 

1974년부터 2005년까지 관측 결과는 이론적 예측과 잘 

일치한다(Weisberg et al., 2010). 특히, 그림 14의 

관측자료는 에러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론적 예측의 

정확도를 반증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호주 및 

일본에서 가동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레이저 간섭을 

이용한 지상의 중력파 검출기는 중성자별 쌍성계와 

같은 근접 쌍성계의 합병에서 방출되는 중력파 검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지상의 중력파 검출기에서 

검출이 가능한 강한 중력파를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근접 쌍성계를 구성하는 천체는 주로 블랙홀과 

중성자별이다.  

표 1에는 우주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합병하여 강한 중력파를 방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성자별-중성자별 쌍성계가 요약되어 있다. 표 1에 

요약된 쌍성계는 전파 망원경으로 쌍성계에 속한 

펄사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서 모두 우리 은하 평면에 

존재한다. 전파 관측 감도의 한계 때문에, 현재는 다른 

은하에 존재하는 중성자별 쌍성계에 대한 직접 관측이 

불가능하지만, 중력파 검출기의 검출 가능 거리내에서 

은하의 분포가 균일하고, 모든 은하들이 우리 은하와 

같은 중성자별 쌍성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은하내 중성자별 쌍성계의 병합율로부터, 이들 쌍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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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중성자별 쌍성계 PSR B1913+16의 공전주기 

감소율의 관측 결과와 일반상대론적 예측의 

비교(Weisberg et al., 2010). 가는 실선은 일반상대성 

이론에 의해 예측된 값이며, 검은 점들은 관측 

결과로 오차의 크기가 매우 작다. 측정값과 이론적 

예측값 사이의 오차는 0.2%가 채 되지 않는다. 

중력파 방출로 인한 에너지와 각운동량 손실이 이 

쌍성계의 공전 주기 변화를 잘 설명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PSR B1913+16와 그 동반성 사이의 

거리는 1회 공전마다 약 3 mm씩 가까워지고 있다.  

 

 

에서 방출된 중력파의 검출 빈도수를 추론해볼 수 있다.  

  PSR J0737-3039는 펄사 두 개가 공전하고 있는 

쌍성계로, 먼저 생성된 PSR J0737-3039A와 나중에 

생성된 PSR J0737-3039B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발견되었다. PSR J0737-3039 쌍성계가 중력파 방출로 

인해 나선형 공전 궤도를 그리며 병합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8,600만년이며, 이는 이전까지 알려져 있던 다른 

중성자별 쌍성계에 비해 매우 짧은 값이다(표 1). PSR 

J0737-3039 쌍성계의 발견으로, 2015년 가동 예정인 

advanced LIGO의 예상 검출 빈도는 이전보다 7배가량 

커졌으며, 연간 적어도(99% 확률로) 1회 이상, 최대 수 

백회까지 중력파 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Kim et al., 2010). PSR J1756-2251은 우리 은하내 

중성자별 쌍성계의 병합율에 약 3% 정도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림 15에서는 PSRs B1913+16, 

B1534+12, J0737–3039A를 기준으로 병합율과 중력파 

검출 빈도수를 예측하고 있다. 각 측정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계산 과정과 설명은 Kim et al.(2010)과 

O’Shaughnessy & Kim(2010)에 자세히 나와있다. 

블랙홀을 포함하는 쌍성계(중성자별-블랙홀 또는 

블랙홀-블랙홀 쌍성계)는 관측이 어려워 현재까지 직접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주계열 항성의 분포 및 별의 진  

 
그림 15. 우리 은하내 중성자별 쌍성계 병합율과 

그로부터 추론한 중력파의 검출 빈도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신뢰구간 68%, 95%, 99%를 함께 

표시하였다. 굵은 선은 은하내 전 중성자별 쌍성계의 

병합율이고, 점선으로 표시된 곡선들은 각각 현재 

알려져 있는 중성자별 쌍성계(PSRs B1913+16, 

B1534+12, J0737–3039A) 각각의 병합율에 대한 

확률밀도함수이다. 작은 상자에는 우리 은하내 

중성자별 쌍성계의 병합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를 

보여준다. 중성자별 쌍성계로부터 방출된 중력파의 

검출 빈도는 initial LIGO의 검출 감도를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다(Kim et al., 2010).  

 

 

화 이론에 의해 그 존재가 예측되고 있다. 블랙홀 

분포는 중성자별의 최대 질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중성자별의 최대 질량은, 강상호작용을 하는 중성자별 

내부의 고밀도 물질 상태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16에 현재까지 확인된 

중성자별 질량을 정리하였다(Lattimer & Prakash, 2007). 

그림 16에 요약된 바와 같이 중성자별-중성자별 

쌍성계에서 발견된 중성자별 질량은 모두 태양질량의 

1.5배를 넘지 않는 반면, 엑스선 펄사와 중성자별-

백색왜성 쌍성계에서는 큰 질량의 중성자별 발견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들 쌍성계에서 발견된 질량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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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주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합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성자별 근접쌍성계의 관측값 

(O’Shaughnessy & Kim, 2010). Pspin(ms)는 펄사의 자전 

주기, Porb(hr)는 쌍성계의 공전주기, e는 공전궤도의 

이심율, MPSR와 Mc는 펄사로 발견된 중성자별과 

동반성의 질량 측정값을 태양 질량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tage(Myr)는 펄사의 현재 나이, tmrg(Myr)는 

중력파 방출로 인한 공전 주기 감소로부터 구한 

충돌까지 남은 시간이다.  

  

 

 

중성자별은 관측자료 및 분석방법의 불확실성이 커서 

중성자별 최대 질량의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최근에는 백색왜성-중성자별 쌍성계 PSR J1614-2230의 

Shapiro delay 관측 결과를 토대로 중성자별(즉, 펄사로 

관측된 PSR J1614-2230)이 태양 질량의 1.97배라는 것이 

밝혀졌다(Demorest et al., 2010). 백색왜성-중성자별 

쌍성계의 기존 관측에서 중성자별의 질량 결정은 주로 

Bayesian Analysis에 의존한 반면, 이번 관측은 Shapiro 

delay를 통하여 중성자별 질량을 직접 측정한 것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PSR J1614-2230의 질량 

측정 결과는 중성자별의 최대 질량이 태양질량의 2배가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성자별의 최대 질량보다 질량이 큰 고밀도 별은,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여 블랙홀이 되므로, 

중성자별의 최대 질량은 우주에 존재하는 블랙홀의 

빈도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과 블랙홀 및 중성자별 모체의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수치 계산에 의해 중력파 검출 

빈도를 예측하고 있다. 

그림 15에는 Kim et al.(2010)이 계산한 우리 은하내 

중성자별 쌍성계의 병합 빈도와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중력파의 검출 빈도 예측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중성자별 쌍성계의 근접 충돌에서 발생하는 중력파를 

고려한다면, initial LIGO에서 관측 가능한 거리가 ~ 20 

Mpc인 반면, advance LIGO에서는 ~ 350 Mpc까지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 이후 advanced LIGO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최저 수 회에서 수 백 회의 

빈도로 중성자별 쌍성계에서 방출된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16.  관측된 중성자별의 질량분포(Lattimer & 

Prakash, 2007). 에러가 매우 작은 중성자별의 질량은 

대부분 중성자별-중성자별 쌍성계에서 발견이 

되었으며 태양질량의 1.5배를 넘지 않고 있다. 위 

그림에서 엑스선 펄사와 백색왜성-중자별 

쌍성계에서는 태양 질량의 2배가 넘는 중성자별이 

발견된 것으로 발표는 되었지만, 관측 자료 및 

분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직 중성자별의 질량을 

규명하기에는 부족하다.  

 

 

4.3. 초신성 폭발 및 감마선 폭발과 중력파 방출 

지상 검출기에서 관측이 가능한 중력파원으로는 초신성 

폭발과 감마선 폭발이 있다. 이 절에서는 폭발에 의한 

중력파 방출과 그 검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초신성 폭발은 원인이 되는 천체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챤드라세카 한계에 가까운 질량을 가진 백색왜성이 

외부로부터의 질량 유입에 의해 이 한계를 

넘으면서 내부의 핵반응에 의해 별 전체를 

날려버리는 제 I형 초신성 폭발이 있다. 이러한 

백색왜성은 생성 초기 질량이 태양의 8배 이하인 

주계열 항성이 진화를 거쳐 형성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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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성 초기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 이상에서 20여 

배 이하인 주계열 항성이 진화를 거치면서 

중심부에 태양 질량의 1.5배 가량 질량을 가진 

철핵이 형성되고, 이 철핵이 붕괴하면서 

중성자별을 형성하게 된다. 철핵이 붕괴하여 

중성자별이 형성되는 시간은 수분 이내의 짧은 

시간으로 질량 분포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제 II형 초신성 폭발이 

있다. 이 질량 분포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구대칭성을 깨므로, 이 과정에서 강한 중력파가 

방출될 수 있다. 

(3) 다음으로, 자기장을 가지고 회전하는 블랙홀과 그 

주위에 형성된 회전원반에 의해 비대칭 폭발이 

일어나는 초신성이 있다. 이러한 블랙홀은 초기 

질량이 태양 질량의 20여배 이상인 주계열 항성이 

쌍성계를 형성한 채 진화를 하는 경우 별의 

중심부에 형성될 수 있다. 이 초신성 폭발은 

아래에 설명한 감마선 폭발천체와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위에서 논의된 3가지 초신성 유형 중 중성자별을 

수반하는 제 II형 초신성 폭발에서 강한 중력파 신호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감마선 폭발은 수 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보통 

초신성 폭발에 수반되는(빛 뿐 아니라 우주로 방출되는 

입자들의 운동에너지까지 포함한) 전체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감마선으로 방출하는 천체 현상이다. 

감마선 폭발은 지속시간이 2초보다 긴 Long Gamma-Ray 

Burst(LGRB)와 2초보다 짧은 Short-Hard Burst(SHB)로 

나누어진다. LGRB는 위에서 언급한 (3)번 유형의 

초신성 폭발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SHB는 

초신성 폭발과는 무관하지만 중성자별-중성자별 쌍성의 

충돌 또는 중성자별-블랙홀 쌍성의 충돌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따라서, SHB와 지상의 

중력파 검출기에서의 동시 관측은 SHB와 중력파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5.  전망 

지난 수 년 간 간섭계 중력파 검출기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중력파의 직접 검출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력파 연구그룹과 관측 

천문/물리 연구 그룹과의 공동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중심 붕괴 초신성과 이를 통해 갓 태어나 빠르게 도는 

중성자별로부터 방출된 중력파는 지상에 건설된 

advanced LIGO나 advanced Virgo로 검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밀집성 쌍성계의 합병으로 

생성된 감마선 폭발도 감마선 방출전에 강한 중력파가 

방출될 수 있으며 중력파와 전자기파의 동시 관측은 

이러한 천체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관측 위성 및 지상 망원경을 사용하는 광학 

천문학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중력파 검출로부터 얻은 

정보와 상호 보완적이며 천체 현상에 대한 이론 모델 

검증과 개발 등에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현재 LIGO와 Virgo 중력파 

연구협력단은 중성미자 관측 연구단(ANTARES, 

IceCube), 광학 관측 천문 연구단(Swift, GCN) 등과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혹은 외부 

협력의 형태로 공동 연구를 모색하고 있다. 

전자기파(광자)나 입자(중성미자)를 이용한 전통적인 

천체 관측 방법과 중력파를 이용한 전혀 새로운 천체 

관측 방법을 접목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 중이다. 

2002년에 LIGO가 과학 연구를 위한 첫 가동을 

시작한 이래, 간섭계 중력파 검출기의 성능은 지난 십 

년간 계속해서 향상되어왔다. 현재 LIGO와 Virgo 모두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 중이다. LIGO의 경우, 

2012년까지 주요 하드웨어 설치 작업을 끝내고, 

2013년부터 제 2세대 간섭계 검출기(advanced LIGO)로서 

시험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Waldman, 

2011). 업그레이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6년에는 이전에 비해 10배 정도 향상된 감도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그레이드된 중력파 

검출기의 설계 감도와 밀집성 쌍성계가 존재할만한 

은하 분포를 바탕으로 검출빈도를 추정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vanced LIGO와 advanced Virgo의 중력파 검출 

빈도수는 99%의 확률로 연간 1회 이상, 최 대 수 백 

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간섭계 중력파 검출기로 

검출이 가능한 여러 중력파원 중에서, 밀집성 쌍성계의 

근접 충돌에서 발생한 중력파가 첫 번째로 검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Harry, 2010). 중력파의 

검출 감도에 대한 예상값은 모두 상대성이론과 천체 

물리 이론 모델의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만약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맞고, 상대성이론에서 

예측하고 있는 강한 중력파원에 대한 천체물리적인 

이해가 올바른 것이라면, 앞으로 5-10년 내에(제 2세대 

간섭계 중력파 검출기로) 중력파를 직접 검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만약 중력파 검출이 제 2세대 

검출기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역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혹은 강한 중력파원에 

해당하는 천체물리이론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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