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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고적색편이 별탄생 모형에 따른 우주 재이온화 역사의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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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esent a semi-analytical method to calculate the global evolution of the ionized state of the inter-

galactic medium, on the basis of physically motivated star formation histories in the early universe. This

method incorporates not only the conventional scenarios in which the star formation rate is proportional

to the growth rate of the halo collapse fraction, but also the more sophisticated scenarios in which the

star formation is self-regulated. We show that this variance in the star-formation model strongly impacts

the resulting reionization history, which bears a prospect for observational discrimination of these models.

We discuss how observations of the anisotropic polarization of the cosmic microwave background and the

global 21cm signal from the high-redshift universe, most notably by Planck and EDGES, may probe the

history of rei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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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주 재이온화는 적색편이량 z & 6의 고적색편이 우주

의 천체물리학적 현상으로서, 우주 재결합 시기 이후 거의

중성이던 은하간 물질(intergalactic medium: IGM)이 별

이나 퀘이사의 탄생과 함께 이들 광원에서 방출된 빛으로

점차 이온화도가 높아지는 현상이다. 현재 우주의 IGM이

모두 이온화 되어 있고(고적색편이 퀘이사 스펙트럼에 라

이먼 연속선이 존재함), 우주 재결합 시기의 존재도 이론

및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cosmic microwave back-

ground: CMB)관측등으로자명하므로,우주재이온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도 자명하다. 하지만 워낙 고적색편

이 우주의 현상이어서 전체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이

어렵고, 현재까지 검증된 관측으로는 재이온화 말기의 관

측을 제외하고는 간접적인 관측만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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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피터슨 저점(Gunn-Peterson trough) 관측(Becker

et al., 2001; Fan et al., 2002): 재이온화 완결 시점은 z &

6, (2) z ∼ 6 기원 21cm 신호 관측(Bowman & Rogers,

2010): 순간적 재이온화 불가능, (3) CMB 비등방성 관측

(Planck Collaboration et al., 2018): CMB의자유전자산

란 광학깊이 τes = 0.054+0.0070
−0.0081(1σ), (4) Lyα 방출원 개수

밀도의 급격한 변화(Pentericci et al., 2011): z ' 7에서의

우주 이온화도 & 0.1, (5) 퀘이사 근방효과(proximity ef-

fect) 관측(Calverley et al., 2011): z ' 6에서의 이온화율

' 10−13 s−1 등이 있다. 직접적인 관측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최근 Experiment to Detect the Global Epoch of

Reionization(EDGES)에 의한 z ' 27− 14 시기의 21cm

신호 관측(Bowman et al., 2018)이 유일하다. EDGES의

관측 결과는 Bowman et al.(2018)의 분석이 맞다면 표준

우주론 모형인 Lambda Cold Dark Matter(ΛCDM) 기

반의 예측(Furlanetto, 2006; Pritchard & Loeb, 201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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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차이를 보여 표준 모형에 변형을 가할 필요성이 제기

되기도 하지만(Barkana, 2018), 아직은 분석 방법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크다(Hills et al., 2018).

우주 재이온화는 주로 별에서 방출된 자외선이 기원

이 된다고 믿어지고 있다. 퀘이사에서 발생한 X선이 주

요 광원으로서 재이온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까지의 관측된 별과 퀘이사의 공간 빈도 등을 고려하면

별이 주 광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Shapiro & Giroux,

1987). 최초의 별이 탄생하는 환경은 적당한 냉매가 존

재하는 고밀도 지역으로, 우주 초기에는 난장이 헤일로

(minihalo: MH)가초기별탄생이적합한환경을제공한다

(Abel et al., 2002; Bromm et al., 2002; Yoshida et al.,

2003).그래서난장이헤일로에서발생한초기별의탄생과

함께 우주 재이온화가 시작되고, 이후 더 무거운 헤일로의

형성 빈도의 증가와 그 내부에서의 차세대 별들에 의하여

우주 재이온화가 완결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측이다.

우주 재이온화의 완결은 적색편이량 z ' 6 − 7에서 이루

어졌다고 판단되며(Becker et al., 2001; Fan et al., 2002;

Pentericci et al., 2011), 이후에는 은하 내부를 제외한 은

하간 물질이 모두 이온화된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

다. 우주 재이온화의 실질적 시작 지점을 정확히 언급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데, 가령 Gpc 크기의 공간에서 최초로

별이 한 개 태어났다고 이를 우주 재이온화의 시작점으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재이온화의 모형별로 차이도 크

고 관측 제약도 약해서, 아직까지는 재이온화의 시작점은

z ' 15 − 40으로 이론적인 불확정성이 크다. 이런 불확

정성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난장이 헤일로의 고려

여부가 있다. 우주 초기의 난장이 헤일로 내의 환경은 중

원소가 없는 원시 환경에 가까울 것이므로, 거의 유일한

냉매인 수소분자 H2가 일정량 이상 유지되어야 하지만 자

외선에 의한 광해리가 잘 되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난장이

헤일로에서의 별탄생은 우주 재이온화 과정의 계산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난장이헤일로가재이온화계산에서무시되는현실은재

이온화 3차원 대형상자 시뮬레이션(예: Iliev et al., 2007;

Ocvirk et al., 2016)에서 발생하는 수치 해상도 한계에도

일부 기인한다. 우주 재이온화가 공간적으로 매우 불균일

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예측된 바

있는데, 이는 복사원의 분포가 불균일하기 때문이다. 또

한 우주의 이온화도가 50% 정도에 다다른 시점의 H II

영역의 전형적 크기는 약 20 Mpc(공변 크기 comoving

size;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본 논문에서의 모든 길이는 공

변 크기 단위로 나타낸다) 정도가 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Furlanetto & Oh, 2005).더불어 H II영역의크기분포의

분산이 커서 시뮬레이션의 통계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는

최소 수십 Mpc 이상 크기의 시뮬레이션 상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상자의 크기가 클 수록 수치 해상도를 높이기 어

려워서, 대다수 대형상자 시뮬레이션이 약 108 − 109M�
정도의 헤일로 질량 해상도를 갖고, 이에 따라 이보다 작

은 헤일로는 고려되지 않는다. 수 Mpc 정도 이하 크기의

상자라면 시뮬레이션에서 직접 난장이 헤일로를 구현한

재이온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만(Yoshida et al., 2006;

Kimm et al., 2017) H II 영역의 통계적 이해 등에는 여

전히 대형상자가 필요하다(Iliev et al., 2014). 108M�는

minihalo와 원자 냉각 헤일로(atomic cooling halo: ACH,

비리얼온도가약 10000 K이상으로냉각이수소재결합보

다 빨리 발생하는 헤일로)를 대략적으로 구분하는 경계로

사용된다. 따라서 난장이 헤일로를 무시하는 근사는 재이

온화 초기의 상황 묘사에는 부적절하지만, 무거운 헤일로

가 주축이 되는 재이온화 중후반의 진화과정을 유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러한 정형성에 기반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간단한 형

태의재이온화모형(vanilla model)을예측하였다.이에더

불어 또 하나의 정형성은 주로 준해석학적 단일 영역 계산

(one-zone calculation)을하는많은연구자들의표준이되

었는데,이는우주의별탄생율(star formation rate: SFR)

이헤일로붕괴율(halo collapse fraction: fcoll)의시간변화

율 dfcoll/dt에비례한다는가정이다.이는새롭게태어나는

헤일로에서만별탄생이일어나고별로전환되는바리온의

비율이 일정하다면 수립되는 가정이지만, 이 가정은 물론

매우 근사적인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이 가정은 다양한

재이온화 역사를 적은 수의 변수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재이온화역사를관장하는중요한물리량의의미를정량적

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정형성을 가진

재이온화모형은단조롭게(monotonically)우주재이온화

도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예: Furlanetto, 2006). 본

논문에서는 이를 “전형적 모형”이라 부르겠다.

반면 별 형성에 따른 피드백이나 MH를 조심스럽게 고

려한 모형들은 전형적 모형보다는 더 다양성을 띤다. 여러

종류의피드백(광이온화피드백,초신성피드백,퀘이사피

드백등)은쉽게무시할수는없는요인으로많은연구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헤일로의 질

량 스펙트럼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변이 모

형을 “자기조절형 모형”이라고 명명한다. 자기조절형 모

형의 하나로 Iliev et al.(2007)는 3차원 시뮬레이션에서

ACH를 무거운 그룹(high-mass ACH: HMACH)과 가벼

운 그룹(low-mass ACH: LMACH)로 나누고, LMACH의

경우 진스 질량 걸러냄(Jeans-mass filtering)에 취약하여

별 탄생이 조절된다는 가정하에, 재이온화가 HMACH의

단독 기여 때보다 더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존재함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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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그리고 저자는 난장이 헤일로 내부에서의 별 탄생

및 자외선 피드백을 고려한 바 있는데, 약 [11.5-13.6] eV

의 자외선 배경복사(수소분자선 Lyman-Werner, 줄여서

LW 배경복사라 명명)가 수소분자(H2)를 해리하는 경우

원시환경에서는 별 탄생을 야기할 냉매가 사라질 수 있

다는 사실을 3차원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종류의 자기조절형 재이온화 모형을 구축하였다

(Ahn et al., 2012). 그 결과 난장이 헤일로에서 탄생하는

초기별은 이 피드백에 의하여 별 탄생율이 스스로 조절

(“self-regulating”, “자기조절”)되고, 이에 따라 재이온화

의 초기에는 재이온화가 매우 천천히, 오래 지속되다가 더

욱무거운헤일로(LMACH및 HMACH)에서의별탄생이

발생하면서 급격히 재이온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기존의 대형상자 3차원 재이온화 시뮬레이션들이 수

치 해상도 한계로 인해 난장이 헤일로를 다루지 못하던

한계를 극복했는데, 이를 위하여 sub-grid 현상으로 난장

이 헤일로의 분포를 실현하였고(Ahn et al., 2015) 이에

따라 가능한 모든 질량의 헤일로를 고려할 수 있었다. 이

결과이온화도가천천히증가하다가이후급격히증가하는

독특한 재이온화 역사가 유추되었고, 이는 기존 정형화된

준해석학적 재이온화 계산 및 여타 3차원 재이온화 계산

의 단조로운 재이온화 역사와 대비된다. 흥미롭게도 Ahn

et al.(2012)에서 제시된 자기조절형 재이온화 시나리오는

Planck 위성의 CMB 비등방성 관측 데이터가 다른 정형

적 재이온화 모형이나 대다수 3차원 시뮬레이션의 단조로

운재이온화시나리오보다통계적으로선호됨이밝혀졌다

(Miranda et al., 2017; Heinrich & Hu, 2018). 통계적 신

뢰도는아직은 2σ 이내이지만,물리현상에기반한신중한

모형화를 통하여 예측했던 초기별 형성 역사와 재이온화

역사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별개로, 재이온화 과정의 비선형성으로 인하여 준

해석학적 단일 영역 계산이 장난감 모델(toy model) 이외

의 역할은 못할 것 같지만, 의외로 상당한 정확도를 보인

다. 단일 영역 계산은 IGM의 평균적 환경을 가정하면서

도, 3차원적 요소(예: clumping factor)와 피드백 현상을

조심스럽게 고려하면, 동일한 물리량을 사용시 3차원 시

뮬레이션에서의우주이온화도의변화를정량적으로매우

가깝게 예측한다. 따라서 단일 영역 계산은 재이온화의 평

균적물리량예측시매우빠른시간에계산을할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계산식의 요소가 명확하여 계산 결과에

대한 물리적 직관을 얻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그렇다면,

전형적 모형에 더하여 CMB 관측 결과에서 선호되는 자

기조절형 모형도 1차원 계산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 통하여 재이온화 과정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본논문에서는준해석학적방법인 1차원단일영역계산

으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 모형을 포함하여,

SF피드백, MH의포함등다변화된재이온화모형들을다

루어 우주 이온화도 및 부가적 물리량을 계산하고자 한다.

별탄생의 요람이 되는 헤일로를 질량 스펙트럼으로 분류

하고, 헤일로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피드백 현상을 고려

하여 1차원 이온화도 진화 방정식을 수립한다. 이 진화 방

정식을 적분하여 재이온화의 역사를 추산하고, 재이온화

역사에 어떠한 변이가 존재하는지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둔다. 그리고 이를 현존하는 재이온화

관련 관측 결과들과 대비하여 어떠한 모형이 선호되는지

탐구한다. 이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구되어 온

재이온화 진화 예측을 간단한 준해석학적 모형으로 이해

할 뿐 아니라, 계산 시간 및 수치 해상도의 제약 등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3차원 시뮬레이션 내 물리현상을 쉽게

고려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 3차원 시뮬레이션의 결

과를 비판적으로 견지할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특별히,

고적색편이 천체물리학이나 우주 재이온화 분야에 관심

이 있지만 진입 장벽이 높다고 느끼는 독자에게 쉽게 직접

계산해 보고 이해를 증진시킬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논문은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2절에서는재이온화

의 기초 이론과 준해석학적 1차원 단일 영역 계산법을 다

양한 재이온화 모형별로 설명한다. 3절에서는 2절에서의

재이온화 모형 다양성의 결과로 어떻게 재이온화 역사에

변이가 나타나는지, 이러한 변이가 관측 결과에 어떻게 비

교되는지등을정량적으로분석한다. 4절에서는본논문의

주요 결론을 요약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2. 재이온화의 기초와 계산법

2.1. 배경복사

재이온화 과정의 이해에 가장 중요한 복사 스펙트럼은 수

소이온화 자외선(> 13.6 eV)이다. 자외선은 H II 영역의

공간 부피를 늘려나가는 형태로 우주 재이온화를 촉발하

는데, 그 이유는 자외선의 평균자유경로(mean free path:

MFP)가 작아 거의 100% 이온화된 H II 영역과 그 바깥

의 중성 영역이 나뉘기 때문이다: H II 영역과 중성 영역

사이에 놓여 이온화도가 1에서 0까지 변하는 전이 영역

(transition zone)의 두께는 관여된 광자의 평균자유경로

(= 1/nσ; n =매질분자개수밀도, σ =매질분자흡수단면

적)와비슷한데(Osterbrock, 1989),평균적 IGM환경에서

자외선(& 13.6 eV)의 평균자유경로는 재이온화기 H II 영

역의크기에비해무시할만큼작다.그리고 H II영역은광

가열(photo-heating)로 온도가 대략 10000 K에 다다른다.



70 AHN

이러한 이온화 방식은 우주 전체의 이온화도가 결국 H II

영역의부피비(ionized volume fraction)나질량비(ionized

mass fraction)와 유사함을 의미한다. 반면 X선은 자외선

에비하여수소나헬륨에잘흡수되지않고따라서MFP가

매우 길다. 따라서 X선은 중성 IGM의 모든 영역에 쉽게

침투하여 미약하게 이온화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발생한

고에너지의 전자가 2차적 이온화(secondary ionization),

들뜸 천이(excitation), 가스의 가열 등을 야기한다. 재이

온화를 X선이주로관장하는모형은매우극단적인모형으

로 여겨지며, 그러므로 보통의 모형에서는 부피비로서의

이온화도 x의값으로재이온화의진행정도를정량화한다.

그리고, H II 영역 바깥의 거의 중성인 영역의 X선에 의

한 이온화도(구분을 위하여 xi라고 명명)는 x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피비 이온화도인 x만을

다루고, x의 결정은 시간당 방출되는 이온화 광자수가 담

당하므로 이온화 자외선 배경복사를 따로 기술할 필요는

없다.

재이온화에영향을미치는배경복사로는약한자외선(<

13.6 eV) 배경복사(LW 배경복사)와 X선 배경복사가 있

다. LW 배경복사는 전형적 모형에서는 고려되지 않지만,

난장이헤일로도복사원에포함시키는자기조절형모형에

서는 재이온화 초기의 역사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난장이 헤일로는 ACH보다 훨씬 이전부터 생성되

므로 우주 초기에는 가장 원시의 환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이 가정 하에서는 중원소의 부재로 인하여 H2가 주

냉매가된다. H2는 LW자외선배경복사에의해해리될수

있으므로, LW 배경복사의 계산이 필수적이다. LW 배경

복사 밝기(intensity, erg cm−2 s−1 Hz−1 sr−1)는

JLW(z) =

〈
c

4π
(1 + z)3

∫ zf

z

hν′Nν′(z′)
(1 + z′)H(z′)

e−τνdz′
〉
ν

=
c

4π
(1 + z)3

∫ zf

z

〈hν′Nν′(z′)〉ν′

(1 + z′)H(z′)
fmod(z, z′)dz′

(1)

로 주어지는데, JLW는 관측 진동수 밴드 [11.5-13.6] eV

에 대한 평균(〈〉ν) 밝기로서 JLW가 일정 임계값 JLW,th

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별 탄생의 억제 여부가 결정됨

이 잘 알려져 있다1. 여기서 Nν′(z′)는 주어진 z보다 과거

의 z′, 정지진동수 ν′에서의 단위 공변(comoving) 부피당

광자수 광도(s−1 Hz−1 Mpc−3)이고, fmod는 picket-fence

modulation factor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인자로서 Ahn

et al.(2009, 식 22)에서 처음 도입하고 계산되었다. 〈〉ν′는

1실제 LW 밴드는 11.2 eV부터 시작하지만, 11.5 eV 이하 밴드에서의
진자크기(oscillator strength)는 11.5 eV 이상 밴드에서보다 훨씬 작
으므로 실질적인 범위를 [11.5-13.6] eV로 잡을 수 있다(Ahn et al.,
2009).

복사원의 정지계 기준으로 [11.5-13.6] eV 범위의 에너지

밴드에서 평균된 값으로, 〈hν′Nν′(z′)〉ν′는 복사원의 에너

지 스펙트럼을 평균한 값이다. fmod는 복사원의 적색편이

z′과 관측 적색편이 z의 단순한 함수로 나타나며, 이는 단

일 복사원에서의 약한 자외선 연속선이 우주론적 거리를

이동하였을때관측되는담장울타리(picket fence)형태의

스펙트럼(Ahn et al., 2009, Figure. 2)을발생하는독특한

현상을 평균하여 정량화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스펙트

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소 라이먼 계열 공진 진동수가

13.6 eV 이하에 놓이기 때문이다. 우주론적 거리를 이동

하는 이들 자외선 광자는 우주 팽창에 따른 지속적인 적색

편이로 인하여 어느 시점에 출발시점의 진동수 ν′에 가장

가까운 라이먼 공진 진동수에 다다르게 되어 중성수소에

흡수된다. 흡수된 광자는 이후 지속적인 산란 및 다단천이

(cascade)로 Lyα광자나 다른 에너지 계열(발머, 파셴 등)

의 광자로 변환하므로, LW 밴드에서 사라지게 된다.

X선 배경복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미약한 이온화를 야

기하므로실질적으로재이온화의역사에큰영향을미치지

는 못하지만, 가열 효율이 좋아 우주배경복사(cosmic mi-

crowave background: CMB)보다 낮은 온도에 머무르던

중성 IGM을 CMB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변화시키는 역

할을 한다. 이는 21cm선 배경복사 세기를 결정하는데 있

어서는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X선 배경복사 광자수 밝기

Nν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Nν(z) =
c

4π
(1 + z)2

∫ zf

z

Nν′(z′)
H(z′)

e−τνdz′. (2)

여기서 광학깊이 τν는 진동수 ν′의 광자가 주어진 z까지

의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광학깊이이다. ν′/ν = (1 +

z′)/(1 + z)로 주어지며, z의 관점에서 zf는 실질적으로

광학깊이가 너무 깊거나 Nν′(z′)가 너무 작아지는 시점

의 적색편이량이다. 식 (1)와 (2)의 Nν′(z′)는 스펙트럼

영역이 각각 자외선과 X선 영역이라는 차이를 제외하면

동일한 물리량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의 재이온화도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므로 식 (2)를 사용하지는 않고,

21cm 배경복사를 계산하는 이후 논문(Ahn & Shapiro, in

preparation)에서 사용할 것이다.

21cm선 배경복사 세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또다른 인

자는 Lyα 배경복사이다. Lyα 배경복사는 중성 은하간 물

질에 침투한 약한 자외선(10.2 eV < hν < 13.6 eV) 연속

선이 우주 팽창에 따른 적색편이로 라이먼 공진 진동수

(Lyβ, Lyγ 등모든라이먼계열선의진동수)에이르러수

소에 흡수된 후, 이어지는 산란과 되가라앉음 현상의 반복

후 일부가 Lyα 광자로 전환되어 발생된다. 즉 LW 배경복

사의 담장 울타리 형태 스펙트럼 생성에 있어서 “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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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들의 일부가 Lyα 배경복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Lyα 배경복사 광자수 밝기 Nα의 계산식은 식 (2)

과는 다른 형태를 띤다:

Nα =
c

4π
(1 + z)2

nmax∑
n=2

frec(n)

∫ z′n

z

dz′
Nν′(z′)
H(z′)

. (3)

여기서 nmax는 실질적인 라이먼 공진 최대 주양자수로

nmax = 22를 택하고, frec(n)은 Lyn 광자(Ly1≡Lyα,

Ly2≡Lyβ, Ly3≡Lyγ 등)가 Lyα 광자로 변환되는 비율

이다 (Pritchard & Furlanetto, 2006). z′n은 다음 관계

1 + z′n
1 + z

=
1− (n+ 1)−2

1− n−2
(4)

를 만족하는 적색편이 값이다. 식 (2)와 (3)의 Nν′(z′)는

스펙트럼 영역이 각각 X선과 자외선 영역이라는 차이를

제외하면 동일한 물리량이다. Lyα 배경복사는 재이온화

과정을 결정하지는 못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않

는다.

2.2. 공간이온화도와 IGM이온화도의진화

2.1절에서 설명되었듯이 공간 이온화도 x와 X선에 의한

IGM 이온화도 xi는 별개의 물리량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 이온화도 x만을 고려한다. x의 진화

양상은 전형적 재이온화 모형과 자기조절형 재이온화 모

형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본 절에서는 모형별로 x의

진화식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자세히 살피고 준해석

학적 계산의 기초가 될 x의 진화 방정식을 수립한다.

2.2.1. 전형적 모형에서의 공간 이온화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이미 정형화가 된 전형적 모형은 별

탄생율 SFR이 헤일로 붕괴비 fcoll의 시간변화율 dfcoll/dt

에 비례한다는 매우 단순화된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 가

정은 새로 생성되는 헤일로에서만 별이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일종의 star burst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온

화율 Γ(s−1)는 SFR에비례한다고가정한다. dfcoll/dt와 Γ

는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Γ = f∗fescNion
dfcoll
dt

. (5)

여기서 f∗는 헤일로 내 바리온 중 별로 전환된 바리온의

질량비, fesc는 별에서 방출된 이온화 광자중 별 대기나 성

간물질에 흡수되지 않고 헤일로를 탈출하는 비율, Nion은

별의 바리온 하나당 별의 일생동안 방출하는 수소 이온화

광자수이며, 이들은 상수로 취급한다. 물론 식 (5)의 형태

는 일반적이며, 더 자연스러운 모형에서는 f∗, fesc, Nion

을 단순한 상수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x의 진화는 식

dx

dt
= Γ− αCx2nH (6)

로 결정된다. 여기서 α는 수소 재결합계수(cm3 s−1)로서

연구자에 따라 case A나 case B 재결합계수 중 하나를 선

택하는데본논문에서는 case B를선택한다.재결합계수는

온도의 함수이므로 전형적인 H II 영역의 온도인 10000 K

에서의 재결합계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헬륨도 고려할 경

우는 헬륨에 의한 전자의 기여가 가능하므로 식 (6)에 약

간의 변형이 가해져야 하는데, 수소 원자가 이온화되면 헬

륨이 전자 하나만 내어 놓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수소 재

결합률을 αCx2nH 대신 αCx2(nH + nHe)으로 조정하면

된다. 그리고 C는 군집인자(clumping factor)로서, 단일

영역 계산에서는 IGM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아직까지도

C의 정밀한 계산이 어렵고 바리온 중 어떤 영역을 포함

하느냐 마느냐의 모호함이 존재하므로(So et al., 2014),

여기서는 Iliev et al.(2005), Pawlik et al.(2009), So et

al.(2014) 등의 결과를 보수적으로 결합한 형태

C = max(3, 17.6 exp[−0.1z + 0.0011z2]) (7)

를 사용한다. 암흑물질 다체 3차원 시뮬레이션에서 작은

규모의 구조를 정확히 분해하였을 때의 C는 이보다도 큰

값을 가질 수 있지만(Mao et al., 2019), 각종 피드백으로

인하여 바리온은 암흑물질의 C값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

므로 현재로서는 식 (7)이 나쁜 선택은 아니다.

전형적모형에서는원자냉각(atomic-cooling)이가능한

헤일로(atomic-cooling halo: ACH),즉비리얼온도 Tvir &

104 K인 헤일로만을 고려하여 fcoll을 계산한다. 이는 H2

에 의한 분자냉각만 가능한 난장이 헤일로, 즉 비리얼 온

도 Tvir . 104 K인 헤일로 내부에서는 LW 배경복사에 의

하여 냉매인 H2가 쉽게 해리된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다.

하지만, 2.2.2절에서곧보이겠듯이이는너무단순화된근

사로서, LW 배경복사의 진화와 이에 따른 난장이 헤일로

내 별 탄생을 세심하게 고려하면 재이온화 초기의 역사가

전형적 모형의 결과와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2.2.2. 자기조절형 재이온화 모형에서의 공간 이온화도

질량 스펙트럼에 변이를 둔 자기조절형인 재이온화 모형

의 3차원 시뮬레이션은 Iliev et al.(2007)에서 처음 계산

되었다. 이 모형은 본 논문에서는 자기조절 I형으로 명명

한다. 자기조절 I형 모형은 헤일로를 두 가지 범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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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는 것에서 시작한다. (1) 무거운 원자냉각 헤일로(high-

mass atomic-cooling halo: HMACH)와 (2)가벼운원자냉

각 헤일로(low-mass atomic-cooling halo: LMACH)인데,

각각 헤일로 질량은 대략 M & 109M�, 108M� . M .

109M�를 만족한다. 이러한 구분은 사실 M보다 z의 함

수인 Tvir로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지만, 많은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헤일로 수치해상도가 z와 무관하게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질량 구분을 사용하고, 본 논문에서도

이 구분법을 사용한다. HMACH의 경우는 자기조절 기

작이 전혀 없지만, LMACH의 경우 H II 영역에서 새로

탄생하는 경우에는 헤일로 내부에서의 별탄생이 억제되

는 것을 가정한다. 일종의 진스 질량 걸러냄(Jeans-mass

filtering) 현상으로서, 약 10000 K에 이르는 H II 영역의

온도에서탄생한헤일로중비리얼온도가 10000 K보다작

거나 비슷하면 바리온을 헤일로에 가두어 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진스 질량 걸러냄이 진스 질량(MJ) 부근에

서 정확히 불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득력

이 있다. 결과적으로, 재이온화의 역사가 자기조절이 없는

모형에 비하여 시간적으로 더 연장되는 결과를 낳는다. 전

형적 모형과의 또 다른 차이는 헤일로 종류에 따라 SFR

의 비례 관계를 dfcoll/dt에 두지 않고 fcoll/t∗에 두는데, t∗
는 별의 수명을 의미한다. SFR∝ fcoll/t∗ 관계는 별탄생

이 이미 일어난 헤일로에 일종의 duty cycle을 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Haiman & Holder(2003), Iliev et

al.(2006) 등에서 가정되었다. 두 가지 다른 비례 관계 중

하나만 맞는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고, 이 비례 관계가 자

기조절형 재이온화 모형과의 주된 차이도 아니다. 이 경우

이온화율은

Γ = fH∗ f
H
escf

H
coll

NH
ion

tH∗
+ fL∗ f

L
escf

L
coll

NL
ion

tL∗
(1− xv) (8)

으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위첨자 H, L은 각각 HMACH,

LMACH를 가리키고, v = 0.1이다. 이를 반영한 x의 진화

는식 (6)와동일하되, Γ는식 (8)으로주어진다.우변둘째

항의자기조절항에 x가아닌 xv가쓰이는이유는 LMACH

의 형성은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아서, 이온화된 공간의

비율이 조금만 증가하여도 진스 질량 걸러냄으로 별 탄생

이 억제되는 LMACH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

이다(Iliev et al., 2007).

Ahn et al.(2012)은 Iliev et al.(2007)보다 더욱 확장

된 형태의 자기조절형 모형을 3차원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 모형은 자기조절 II형으로 명명한다. 기존의 모형들이

난장이 헤일로에서의 별 탄생을 무시하는 관습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LW 배경복사의 진화 및 이에 영향을 받는

난장이 헤일로 내 별 탄생을 고려하였고, 동시에 통계적

신뢰도를 위하여 큰 계산상자(& 150 Mpc)에서 시뮬레이

션이 이루어졌다. 본 절에서는 이를 단순화한 1차원 계산

식을 유도한다. 자기조절 II형 모형은 우선 헤일로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에서 시작한다. (1) HMACH, (2)

LMACH, (3) 난장이 헤일로 MH가 그것인데, 각각 헤일

로 질량은 대략 M & 109M�, 108M� . M . 109M�,

105M� .M . 108M�를만족하고,자기조절 I형과마찬

가지로 HMACH내 별 탄생은 환경의 영향이 전혀 없으나,

LMACH내 별 탄생은 LMACH가 H II 영역 안에 존재

시 억제된다. 그리고 MH 내 별 탄생은 H II 영역 안에

존재하거나 LW 배경복사가 임계값보다 클 때 억제됨을

가정하는데, 이는 MH가 가장 피드백에 취약한 종류로서

진스 질량 걸러냄 및 LW 피드백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된다는 것이다. SFR에 있어서는, Ahn et al.(2012)에서

와 동일하게 HMACH와 LMACH의 경우 SFR∝ fcoll/t∗,
난장이 헤일로의 경우 SFR∝ dfcoll/dt(약간 변형됨, 식 9

이하 설명 참조)를 가정한다. 난장이 헤일로 내부에서의

별 탄생의 경우, 중력 구속 에너지(gravitational binding

energy)가약하여내부별에의한이온화나초신성폭발이

한 번 일어나면 많은 바리온 기체가 헤일로에서 쉽게 이탈

하여 이후 오랜기간 별 생성이 억제되므로(Bromm et al.,

2003), 전형적 모형과 비슷하게 새로이 형성되는 헤일로

만이 별탄생을 야기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자기조절 II형 모형이 전형적 모형 및 자기조절 I형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난장이 헤일로와 LW 피드백이

고려된다는 사실이다. 난장이 헤일로의 경우는 세 헤일로

중 가장 먼저 생성되는 종류이므로 가장 원시의 환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이 가정 하에서는 중원소의 부재로

인하여 H2가 주 냉매가 된다. H2는 LW 자외선 배경복사

에 의해 해리될 수 있으므로, LW 배경복사의 계산이 필

수적이다. 이미 초기별 탄생 시뮬레이션에서 JLW가 일정

임계값 JLW,th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별 탄생의 억제 여

부가 결정됨이 잘 알려져 있다(O’Shea & Norman, 2008).

세 가지 종류의 헤일로와 각각의 피드백이 고려된 이온화

율은

Γ = fH∗ f
H
escf

H
coll

NH
ion

tH∗
+ fL∗ f

L
escf

L
coll

NL
ion

tL∗
(1− xv)

+
fMescMIIIN

M
ion

µmHnb,0

dnM

dt
[1−max (xLW, x)] (9)

으로 주어지며, 여기서 위첨자 H, L, M은 각각 HMACH,

LMACH, MH를가리키고, MIII는헤일로당초기별(종족

III형 별) 질량, nM은 minihalo의 공변 개수밀도(comov-

ing number density), mH는수소의질량, µ = 1.22는평균

분자량, nb,0 ' 2×10−7 cm−3는 원자의 공변 개수 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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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MH내 별의 바리온 하나가 방출하는 이온화 광자

수 NM
ion = 50000은 전형적인 종족 III형 별의 이론 계산

결과(Tumlinson & Shull, 2000)에 바탕한다. 난장이 헤

일로의 항은 단순히 dfMcoll/dt에 비례하는 대신 dnM/dt에

비례하는데, 이는 헤일로 당 탄생하는 별은 하나이고 거의

동일한 질량을 가진다는 과거 연구의 “패러다임”을 반영

하는 형태이다(Abel et al., 2002; Bromm et al., 2002).

현재는 이 대신 헤일로의 환경에 따라 탄생하는 별의 수와

질량이 다변화된다는 계산 결과가 설득력을 갖지만(Turk

et al., 2009; Hirano et al., 2014), MIII를 난장이 헤일로

집합(ensemble)의 평균값으로 두면 이 형태는 이러한 초

기별 탄생 시나리오 차이에 구애받지 않는다. 또한, MH

안에서의 피드백 효과는 상당히 커서 한 세대의 별 탄생

이 다음 세대의 별탄생을 오랜 기간(& 100 Myr)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Kimm et al.(2017)은 난장이 헤

일로 안에서의 별탄생 및 초신성 폭발에 의한 광이온화,

역학적 피드백 영향으로 ∼ 100 − 300 Myr 동안 차세대

별탄생이 억제됨을 밝혔다. 이러한 피드백을 단순한 근사

로 반영하기 위하여 식 (9)에서의 MH 항은 nM가 아니라

dnM/dt에 비례하도록 하여, 오직 새로이 형성되는 MH

에서만 별이 탄생됨을 가정하였다. xLW ≡ JLW/JLW,th는

LW 피드백의 지표로서 공간 재이온화도 x와 함께 난장이

헤일로내별탄생을억제하여식 (9)에서와같이표현될수

있는데, 선형 함수의 피드백을 가정하였다. 이를 반영한 x

의 진화는 식 (6)과 동일하되, Γ는 식 (9)로 주어진다.

2.3. 계산방법

모든 모형에 있어 x는 일차 상미분 방정식이어서 간단

한 적분으로 계산 가능하다. 계산은 z = 40에서 시작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모든 종류의 헤일로가 우주 재이

온화도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작아 적절한 시작점이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조건으로서의 x값은 xini =

2 × 10−4로 정하는데, 이는 우주 재결합 시기 이후 남게

되는 자유전자에 의한 이온화도로서, 정확한 값은 REC-

FAST(Seager et al., 1999; http://www.astro.ubc.ca/

people/scott/recfast.html) 등의 계산코드로 구할 수

있다.미분식에특별한경직성(stiffness)은없으므로,적분

기는충분히높은공차(tolerance)만부여되면어느적분기

나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4차 Runge-Kutta 적분

기를 사용하되, 상대공차(relative tolerance)와 절대공차

(absolute tolerance) 둘 다 10−5으로 정하여 적응적으로

적분(adaptive integration)하였다. 단 자기조절 II형에는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JLW의 계산(식 1)은 과거(z′)

의 복사원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x와 JLW를 동시에 계산

해나가야한다.그래서단기조절 II형의경우짧은우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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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volution of volume ionized fraction (x) in typical
(“T”) reionization models with varying fγ . The low (“L”)
fγ yields the late reionization, and the high (“H”) fγ yields
the early reionization among the four models(“TL”; mid-
dle:“TM1”, “TM2”; “TH”). The middle-valued fγ ’s yield the
end of reionization zend ' 9− 7. The legends “TL”, “TM1”,
“TM2”, “TH” correspond to models “Typical1”, “Typical2”,
“Typical3”, “Typical4” in Table 1, respectively.

이 ∆t 동안의 식 (6)의 적분과 매 시점에서의 JLW 계산을

반복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절에 기술할 모형들의 계산에 사용된 모형별 물리량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3. 결과

전형적인 모형에 해당하는 미분식(식 5, 6)은 형태가 간

단하고 순간적(instantaneous)인 값으로만 결정되므로 계

산이 매우 용이하다. 그리고 이온화율 Γ가 특별한 자기조

절항이 없이 dfcoll/dt에 비례하므로 x의 진화는 fcoll =∫
dt dfcoll/dt와 유사하게 z에 대하여 단조로운 변화를 보

인다(Figure 1). 진화양상은 조합된 변수 fγ ≡ f∗fescNion

로 결정된다.

자기조절 I형 역시 미분식은 순간적인 값으로만 결

정되므로 전형적인 모형과 같이 계산이 매우 용이하

다. 그러나, 자기조절항(식 8의 우변 둘째 항)의 존재

로 전형적 모형에 비해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

다. 재이온화의 초기(x . 1인 시기)는 주로 gLγ ≡
fL∗ f

L
escN

L
ion/(t

L
∗/10Myr)에 의해 결정되고, 이후의 진화는

주로 gHγ ≡ fH∗ f
H
escN

H
ion/(t

H
∗ /10Myr)에 의하여 결정된다.

gLγ = 8.68, gHγ = 1.73 등의 선택은 Iliev et al.(2007), Ahn

et al.(2012)등의 3차원 시뮬레이션에서 선택된 값과 일부

동일한데, 전자의 경우 종족 II형의 스펙트럼에서 예측되

는 Nion ' 4000 (Tumlinson & Shull, 2000), t∗ ' 20 Myr,

그리고 fesc = 0.217, f∗ = 0.02를 가정한 조합, 후자의 경

우 Nion ' 4000, t∗ ' 20 Myr, fesc = 0.0865, f∗ = 0.01을

가정한조합으로이해할수있다(단,이러한조합의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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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el parameters and resulting characteristics. SRI and SRII denote self-regulated I and self-regulated II, respectively.

Model fγ gHγ gLγ MIII fM
esc JLW,th zbegin zend ∆z τes

Typical1 0.004 . . . . . . . . . . . . . . . 15.9 3.9 12.0 0.055

Typical2 0.01 . . . . . . . . . . . . . . . 17.4 6.8 10.6 0.077

Typical3 0.02 . . . . . . . . . . . . . . . 18.5 8.5 12.0 0.094

Typical4 0.06 . . . . . . . . . . . . . . . 20.2 11.0 9.2 0.120

SR I-LL . . . 0.87 4.34 . . . . . . . . . 13.6 6.0 7.6 0.054

SR I-LH . . . 0.87 8.68 . . . . . . . . . 14.4 6.1 8.3 0.059

SR I-HL . . . 1.73 4.34 . . . . . . . . . 13.6 6.6 7.0 0.059

SR I-HH . . . 1.73 8.68 . . . . . . . . . 14.4 6.8 7.6 0.062

SR II-L100-1 . . . 0.87 8.68 100 0.5 0.05 24.3 6.1 18.2 0.068

SR II-L100-2 . . . 0.87 8.68 100 0.5 0.10 25.2 6.1 19.1 0.075

SR II-L100-3 . . . 0.87 8.68 100 1.0 0.05 26.4 6.1 20.3 0.076

SR II-L100-4 . . . 0.87 8.68 100 1.0 0.10 27.0 6.1 20.9 0.088

SR II-L300-1 . . . 0.87 8.68 300 0.5 0.05 25.9 6.1 19.8 0.071

SR II-L300-2 . . . 0.87 8.68 300 0.5 0.10 27.1 6.1 21.0 0.080

SR II-L300-3 . . . 0.87 8.68 300 1.0 0.05 28.2 6.1 22.1 0.081

SR II-L300-4 . . . 0.87 8.68 300 1.0 0.10 29.0 6.1 22.9 0.096

SR II-H100-1 . . . 1.73 8.68 100 0.5 0.05 24.3 6.8 17.5 0.071

SR II-H100-2 . . . 1.73 8.68 100 0.5 0.10 25.2 6.8 18.4 0.078

SR II-H100-3 . . . 1.73 8.68 100 1.0 0.05 26.4 6.8 19.6 0.079

SR II-H100-4 . . . 1.73 8.68 100 1.0 0.10 27.0 6.8 20.2 0.091

SR II-H300-1 . . . 1.73 8.68 300 0.5 0.05 25.9 6.8 19.1 0.074

SR II-H300-2 . . . 1.73 8.68 300 0.5 0.10 27.1 6.8 20.3 0.083

SR II-H300-3 . . . 1.73 8.68 300 1.0 0.05 28.2 6.8 21.4 0.084

SR II-H300-4 . . . 1.73 8.68 300 1.0 0.10 29.0 6.8 22.2 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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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volution of volume ionized in the model category
“self-regulated I”. The model variance is specified by the set
of gHγ and gLγ are specified as legends, with the nomencla-
ture “SI II-gHγ g

L
γ ” but with characters “L” for low and “H”

for high: {0.87, 4.34} (LL), solid; {0.87, 8.68} (LH), dotted;
{1.73, 4.34} (HL), dot-dashed; {1.73, 8.68} (HH), dashed.

은무궁무진하여 fesc의계산(예: So et al., 2014)이나 f∗의

계산(예: Kimm et al., 2017)등을수행하고관측결과도늘

려불확정성을줄이는노력이필요하다).특히재이온화의

끝 zend는 거의 gHγ로 결정되며, gLγ의 영향은 미약하지만

주어진 gHγ의 경우 gLγ이 클수록 zend가 작아진다(Figure

2). 그리고 gLγ이 zbegin을 결정하는데, 시험한 모형에서는

gLγ이 두 배가 된 경우 zbegin이 약 0.6 증가한다. 하지만

변수 의존도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 진화 과정에

서 전형적 모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주의할 점

으로는 전형적 모형에 비하여 오히려 재이온화가 짧아진

결과가 보이는데, 이를 두 모형의 본질적인 차이로 보기

는 어렵다. 그 이유는, 이온화율 Γ의 비례 관계를 fcoll/t∗
에두느냐 dfcoll/dt에두느냐에따라이온화도의증가율이

변하고, 기존 연구와의 일치도를 위하여 두 모형에서 서로

다른비례관계를상정했기때문이다.자기조절 I형을전형

적 모형과 같이 Γ ∝ fcoll/t∗의 관계와 HMACH만의 fcoll

를 사용하였다면, LMACH의 자기조절항이 전형적 모형

에서보다 재이온화 기간을 더 늘렸을 것이다.

자기조절 II형은 전형적 모형 및 자기조절 I형보다 다

채로운 결과를 보여준다(Figure 3). 우선 재이온화 기간이

확연히 늘어난다. x는 낮은 수준의 이온화도를 오랜 기간

유지하며 매우 천천히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전형적 모형

이나 자기조절 I형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급격한 증가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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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이는자기조절 II형이자기조절 I형보다훨씬강한

자기조절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자기조절 피드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면 이해

할 수 있다. 우선 자기조절 I형에서의 증가율 감소는 x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데, x값이 커질 수록 자기조절 현상

이 강해진다. 하지만 극단적인 gLγ (gLγ � gHγ )을 가정하지

않는한 x의 값이 LMACH로만 인해 1에 접근하지는 못

하며, 이에 따라 LMACH만의 자기조절 현상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반면 자기조절 II형에서는 LMACH의 x에 의한

자기조절현상이전에이미MH의 xLW 및 x에의한자기조

절 현상이 존재한다. xLW는 거의 모든 경우에 급격히 1에

접근하고, 그 이후는 xLW ' 1의 상태가 지속된다(Figure

4). 이는 Ahn et al.(2012)에서도 발견된 현상으로, 이후

LMACH나 HMACH가재이온화과정을주도하기시작할

때까지 이 현상이 지속된다.

자기조절 II형계산결과에의하면초기재이온화가거의

전적으로 MH로 결정되며, MH에 의한 이온화도 “언덕”

은 거의 JLW,thf
M
esc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다. Figure

3의 네 가지 패널은 모두 MH에 의하여 천천히 증가한 x

값이 z ' 15에서거의변하지않고이어지는형태(언덕)를

보이며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한다. 또한 이 언덕에서의 x

값은 gHγ나 MIII 등에 거의 무관함(degeneracy)을 보이고,

JLW,thf
M
esc =0.025, 0.05, 0.1일 때 각각 x '0.1, 0.2, 0.3

의 값을 가진다. 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JLW,th는 MH “번성기”에 MH 내에서의 SFR을 조절하

는데, JLW가 JLW,th로 유지되는 정도로 SFR이 유지된다.

JLW와 SFR의 강한 상관관계는 식 (1)에서도 보인다. 따

라서 JLW,th가 클 수록 SFR이 크다. 그리고 재이온화도

를 결정하는 Γ는 fMesc에 비례하므로, 같은 SFR에서는 fMesc

가 클 수록 x가 커진다. IGM으로 방출되는 이온화광자의

수는 SFR×fMesc에 비례하므로, 결국 Figure 3에서 보이는

언덕 x값의 JLW,thf
M
esc 의존도가 관찰되는 것이다.

재이온화를 특징 짓는 물리량으로는 zend, 재이온화의

길이(∆z), 자유전자에 의한 CMB 광학깊이 τes등이 있다.

상기한 모형별 차이는 이들 물리량의 변화 경향에서도 드

러난다. ∆z의 정의는 과학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이온화의 시작 zbegin을

x = 0.01일 때, 이온화의 끝 zend를 x = 0.99일 때로 정한

후, ∆z = zend− zbegin로 정의한다. 이들 물리량의 모형별

변이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그렇다면 이온화도(x)에 관련된 현재의 관측적 제약을

만족시키는 모형은 어떤 것일까? 건-피터슨 저점(Gunn-

Peterson trough) 관측 및 Lyα 방출원 개수밀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제약: 6 . zend . 7, CMB 비등방성 관측:

τes = 0.054+0.021
−0.024(3σ)을 먼저 사용해 보자. Table 1과 비

교하면전형적모형에서는 Typical1(fγ = 0.01),자기조절

I형에서는 SR I-HL(gHγ = 1.73, gLγ = 4.34), 자기조절 II

형에서는 SR II-L100-1,2,3, SR II-L300-1, SR II-H100-1,

SR II-H300-1이허용된다.하지만자기조절 II형을선호하

는 CMB 편광 비등방성 관측의 분석 결과(Miranda et al.,

2017, Heinrich & Hu, 2018)의제약을. 2σ신뢰도로이용

하면 이 중 전형적 모형과 자기조절 I형 모형이 제외되게

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룬 대부분의 자기조절 II형

모형의 경우 τes & 0.7이므로, JLW,thf
M
esc의 값이 좀 더 낮

아져야 CMB최적(best-fit)모형에가까와질것이다.어쨌

거나 CMB편광비등방성관측은 Lite(Light) satellite for

the studies of B-mode polarization and Inflation from

cosmic background Radiation Background(LiteBIRD,

Lee et al., 2019) 등의 차세대 망원경으로 더욱 정밀해

질 것이므로, 미래에는 순수하게 이온화도 제약만으로도

많은모형의선별이가능해질것이다. EDGES의고적색편

이 21cm선관측결과(Bowman et al., 2018)는표준모형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면에서는 매우 흥미롭지만, 아직은 분

석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결국

재이온화시기에대한많은정보는차세대전파간섭계(예:

Hydrogen Epoch of Reionization Arrays: Hera, Square

Kilometre Array: SKA 등)에 의하여 21cm선 비등방성

관측이 우선되어야 얻어질 것이다.

4. 결론 및 토의

우주 재이온화 과정은 매우 비선형적인 과정이어서 이론

적 연구에서는 3차원 시뮬레이션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지만, 평균 이온화도나 온도의 진화 등에 국한하면 준해

석학적 단일 영역 계산으로도 정량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우주 재이온화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별 탄생의 요람이 되

는헤일로의진화및별탄생에영향을미치는각종피드백

효과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헤일로의 질량 스펙트럼에

초점을 맞추어 세 가지의 모형군을 상정하고 각 모형에 대

한 이온화도 진화를 준해석학적으로 계산하였다. 세 가지

모형군은 (1) 전형적 모형, (2) 자기조절 I형, (3) 자기조

절 II형이며,자기조절 I형에서는진스-질량걸러냄현상에

영향을 받는 LMACH가 고려되었고 자기조절 II형에서는

LMACH 뿐 아니라 LW 배경복사 피드백의 영향을 받는

난장이 헤일로도 고려되었다. 자기조절 II형은 특이한 형

태의재이온화도변화를예측하는데,이는 LW피드백으로

난장이 헤일로 내의 별 탄생이 스스로 억제되며 진행되는

느린이온화도변화및그이후 LMACH및 HMACH에의

한 빠른 이온화도 변화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난장이 헤일로는 대형상자 3차원 시뮬레이션이나 전형적

준해석적 방법에서 무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재이온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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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volution of volume ionized fraction in the model category “self-regulated II”. Each panel corresponds varying gHγ
and MIII as specified in the title. In all panels, the set of fM

esc and JLW,th (in units of 10−21 erg s−1 cm−2 Hz−1 sr−1) are
specified as legends: {0.5, 0.05}, solid; {0.5, 0.10}, dotted, {1.0, 0.05}, dot-dashed; {1.0, 0.10}, da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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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volution of xLW ≡ JLW/JLW,th. Regardless of the
difference in values of JLW,th, MHs self-regulated star for-
mation inside such that xLW ' 1 is maintained after JLW
reaches JLW,th. This tendency continues until LMACHs or
HMACHs take over to dominate the reionization process by
generating stars without being hindred by the LW feedback.
All 16 SR II models in Table 1 are plotted, and therefore we
avoid discriminating different models.

기의 진화 과정을 결정하며 모형 변수의 크기에 따라 관

측적인 검증도 가능하다. 이러한 모형 다양성은 재이온화

과정의 예측에 변이를 부여하고, 이는 특징적인 물리량의

변이로 이어진다. 몇 가지 관측에 의한 이론 제약사항을

적용하면, 이 중 자기조절 II형의 몇 가지 모형이 선호된

다.하지만아직은 2σ 이내의약한제약이므로현재로서는

확실한 모형의 선별에는 무리가 있다.

자기조절 II형의 경우 재이온화 초기의 진화 과정을 결

정하는데 JLW,th로 정량화된 LW 피드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난장이 헤일로 내의 별 탄생은 일정하게 억

제되어 JLW값이 JLW,th에수렴하는것이자연계의목표인

것 마냥 진행되는데, 이는 별탄생이 너무 활발해지면 JLW

가 JLW,th보다 커져서 이후 별탄생이 억제되고, 별탄생이

너무 억제되면 JLW가 JLW,th보다 작아져 다시 별탄생이

활성화하는 자기조절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매우

간단한 형태의 자기조절항으로 진화 방정식에 삽입되었

으며, 기존의 자기조절 II형 3차원 시뮬레이션 결과도 잘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기술한 준해석학적 방법은 더욱 정밀한 계

산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우선 재이온

화광자를흡수하는항(sink term)은하나의재결합항으로

기술되었지만, IGM의 재결합 외에도 난장이 헤일로 등의

비선형 구조에 의한 광자 흡수(Shapiro et al., 2004) 등을

고려한다면 다른 흡수항의 삽입이나 군집인자 clumping

factor의 변형이 필요하다. 바리온 질량의 약 26%를 차

지하는 He은 이온화에너지가 높고(24.5 eV) 1차 및 2차

이온화는 각각 자유전자 1개 및 2개를 방출하므로, 엄밀히

계산하자면 He의 이온화 방정식도 같이 고려하여야 하고

수소 이온화 방정식도 조금 수정하여야 한다. 재이온화율

이 dfcoll/dt나 fcoll/t∗에 비례한다는 가정도 너무 단순하

므로, 현존하는 은하 관측 결과, 3차원 계산 결과, 각종 은

하 형성 모형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단

이때는 재이온화 역사를 결정하는 변수가 더욱 많아지고

의미도 복잡해질 수 있다).

준해석학적 모형 결과의 해석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x

는 중성 수소의 이온화 부피비로 해석하였고 단일 영역

모형에서는 이온화 질량비와 다를 것이 없으나, 실제 3차

원 계산을 하면 이온화 부피비와 이온화 질량비는 차이가

나므로, 준해석학적 모형의 x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해

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미래에 어떤 특정 모형이 선호되는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곧바로 gHγ , gLγ ,

JLW,thf
M
esc 등의 물리량을 특정짓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

하면, 실제 자연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특정 모형의 방정식

을 만족하지 않지만 고려되지 않은 다른 기작으로 인하여

특정 모형의 결과와 거의 일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이론 자체의 불확정성에 의한 물리량 불확정성은 피할 수

없다.

전형적 모형에 국한하여 관측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위

험하며, 그렇기 때문에 관측 분석에 있어 자기조절 II형

등 더욱 다변화된 모형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에

도 전형적 모형으로 재이온화의 특정 물리량을 제한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기조절 II형의 모형을 도입

하면 이것이 얼마나 편향된 값을 예측하며 정당하지 않은

시도인지를 알 수 있다. 그 일례로, Zahn et al.(2012)는

South Pole Telescope(SPT) 등의 CMB 비등방성 관측

결과(Reichardt et al., 2012)와 전형적 모형의 결합으로

재이온화 기간을 ∆z < 7 (1σ)로 제한하였는데, Ahn et

al.(2012)의 자기조절 II형 모형을 동일 관측 결과와 결합

하면 ∆z < 14 (1σ)로 제약이 훨씬 느슨해짐이 발견되어

(Park et al., 2013) Zahn et al.(2012)의 해석이 반박된 바

있다. 그러므로 우주재이온화의 물리량을 제약하는 연구

결과를 판단할 때, 모형의 제한에 따른 편향성이 있는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

미래의 관측으로 재이온화의 정성적, 정량적 이해가 진

행될 것은 틀림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재이온화의 모형 변

이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CMB 편광 비등

방성 관측이 자기조절 II형을 작은 신뢰도로 선호한다면,

이후 LiteBIRD 등의 관측은 주 목적인 우주 중력파 검출

외에도재이온화역사를제한하고자기조절 II형을더높은

신뢰도로 선별하는 부수적 목적을 이룰 것이다. CMB 편

광비등방성 E-mode의거대구조(각스펙트럼의 spherical

harmonics l ∼ 10−50)는우주재이온화역사에민감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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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et al., 2012; Miranda et al., 2017), LiteBIRD는 이

거대 구조의 관측에 있어 우주 변이 한계(cosmic variance

limit)의 정밀도를 얻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까

지 유일하게 재이온화기를 직접 검출한 것으로 평가되는

EDGES 관측의 경우, 우리 은하의 연속선 신호에 대한 이

해가 정량적으로 완벽하지 않아 Bowman et al., (2018)의

표준모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비판없이 받아들

이기 어렵다. 대신 머지 않은 미래에 HERA나 SKA 등의

차세대 중/대형 전파 간섭계를 통한 재이온화기의 직접적

관측이 이루어질 것이고, 가장 강력한 재이온화 모형의 탐

색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ΛCDM 표준모형은

여전히 유지되어 EDGES 관측의 재해석이 필요해지고 재

이온화 모형은 자기조절 II형과 같은 다변 모형이 선호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금은 다변화된 재이온화 모형을

바탕으로 차세대 관측 해석에 대비할 시점이고, 본 논문의

접근 방법이 유용한 이론적 도구가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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