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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우주 동향브리프

XMM-뉴턴망원경 관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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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XXL Survey 과학적 동기 (XXM-Newton 망원경의 관측 계획)

내용.
우리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 우주론적 매개변수들에 대한 모험은 계속해서 과학계가 전자기
스펙트럼에 걸친 대규모 조사 사업을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년동안
Chandra and XMM-Newton 천문대는 은하계의 X레이 선택 클러스터, 활동성 은하핵
그리고 X 레이 배경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을 지원했다. 현 논문은 Planck mission의
일련의 XXL-XMM 조사 보고 결과들 중 첫 번째 논문이다

목적.
우리는 현재까지 총 약 6.9 Ms에 달하며 약 100명의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
컨소시엄이 관련되어 있는 가장 큰 XMM 프로그램인 XXL Survey 제시한다. 이 서베이의
주요 목적은 은하계 클러스터들의 시공간 분포로부터 암흑 에너지 상태 방정식에 대한
제약 요소를 제공하고 향후 광역 X-ray 임무를 위한 길라잡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클러스터 연구, AGN 진화, 그리고 약 30건의 사후 프로그램들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는 대형 구조들을 포함한 과학 목표를 검토한다.

방법.
우리는 관련 multi-λ 프로그램과 수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 542건의 XMM
관측들을 설명한다. 우리는 X-ray 처리 단계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공하고 우주학적
분석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혁신적인 도구들을 설명한다.

결과.
품질관리, 광자 통계, 노출과 배경 지도 그리고 하늘 범위를 포함해 X-ray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제공한다. 소스 카탈로그 구축과 multi-λ 연관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
자료는 우주학적 그리고 과학 분석들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클러스터와 AGN 선택 함수
계산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결론.
XXL

multi-λ

데이터

집합은

우주학적

그리고

은하

외부

연구를

위한

고유하고

오래지속되는 레거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며 클러스터와 다른 X-ray 선택 소스들을
사용한 향후 암흑 에너지 연구들을 위한 조정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서론

지난 10년간 많은 우주 프로브들은 우주의 팽창을 규제하고 우주 구조 형성을 촉진하는
우주의 비 중입자 성분들 (예를 들면 암흑 성분)의 중력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은하계들의
대규모 분포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CMB) 비등방성에 대한 관찰은 우주 클러스터 물질
대부분은 암흑 물질 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e.g. Netterﬁeld et al.
2002; Sievers et al. 2003; Eisenstein et al. 2005; Percival et al. 2007; Larson et al.
2011; Planck Collaboration XIII 2015). 우주의 가속적 팽창에 대한 수퍼 노바에 기반을
둔 놀라운 발견은

(e.g. Perlmutter et al. 1999; Riess et al. 1998; Astier et al.

2006) 암흑 에너지 성질에 대한 해석을 현재 과학 문제의 최일선으로 가져다 놓았다.
(Committee for a Decadal Survey of Astronomy and Astrophysics;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0).

CMB, 수퍼 노바 (supernovae), 중입자 음향 진동 (baryon acoustic oscillations), 약한
중력 렌즈 (weak lensing) 그리고 은하단을 결합한 멀티프로브 접근법은 우주의 암흑
성분 억제를 위한 궁극적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 널리 인식되어 있다. 다양한
물리적 과정에서 발생하고 다양한 적색 편이에서 일어나는 각 프로브에 고유한 우주 매개
변수들 사이 축중 (degeneracies)은 서로 다르며 일정 정도 직교적이다. 이런 프로브들
중에서 특히 은하계의 클러스터들 (성단)은 특히 우주의 기하와 구조의 성장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서 많은 장점을 가진다.

관측 우주학 문화는 보충적 관측에 의해 증강되는 광범위한 서베이들(예, the Sloan
Digitized Sky Suvey, SDSS)에 의해 주도되는 과학을 향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우주 기반 관측과 지상 기반 관측 사이 증가하고 있는 시너지와 함께 1 deg2의 울트라 딥
(ultra deep) 구역에서부터 수백 deg2를 포함하고 있는 광역 서베이까지 다중 파장
(multiwavelength) 프로그램의 범위는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은하 외부 딥
서베이들은 희미한 은하, 활동성 은하핵 (AGN) 그리고 은하단 집단들에 대한 통계적
표본을

제공하는

반면에

(예.

the

XMM-COSMOS,

XMM-CDFS,

and

Chandra-Ultra-Deep surveys, Hasinger et al. 2007; Comastri et al. 2011; Ranalli et
al. 2013) 광역 서베이들은 대규모 구조 환경 연구와 희귀한 대상들 탐색에 아주
적합하다. 그런 것들은 또한 우주학에서 핵심 요소인 아주 먼 거리 대상들의 우주적
풍부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데이터 풍부성은 국제 공동체가 그 과학적
잠재력을 배양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복잡한 데이터 처리와 보관 시설을 개발하도록
이끌었다. 이로부터 레거시 데이터 (legacy data) 집합 개념이 발생했고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동시에 향상되고 있는 정확성에 관한 수치 시뮬레이션들은 구조 형성 그리고 특히 소규모
현상과 대규모 현상 사이 상호 작용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켰다 (Borgani &
Kravtsov 2011). 스카이 서베이의 예상 결과는 관측 가능한 특징 (signatures)을 가진
대규모 N-body 시뮬레이션들의 광원뿔 (lightcone) 결과에서 헤일로를 드레싱하거나
(e.g. Overzier et al. 2013) 직접적인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예측을 사용해(e.g.,
Springel et al. 2001) 시뮬레이션될 수 있다.

이런 천체 물리학적 환경에서 우리는 수만개의 AGN들과 함께 수백개의 은하단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0.5—2] keV band내 ~5 X 10-15ergs-1cm-2포인트-소스
민감도

(point-source

sensitivity)까지

하나의

50

deg2XMMsurvey(XXLSurvey)를

수행했다. XMM cluster survey들에 대한 이 공동체의 10년간 경험 덕분으로 계통적 오차
전파 (error propagation)는 현실적으로 모델화될 수 있었고 그런 서베이들의 우주학적
잠재성은 철저하게 평가될 수 있었다 (Pierre et al. 2011). 변화하는 DE 상태 방정식을
제한하는데 있어 약한 중력 렌즈, 수퍼노바, 중입자 음향진동 그리고 은하단의 관련 효과를
평가한 Dark Energy Task Force (DETF)가 수행한 연구와 비교가 이루어졌다 (Albrecht
et al. 2006).

DETF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단계로 분류했다. 현재 달성되고 있는

스테이지 II, 장비 향상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접근 가능해질 스테이지 III 그리고
WFIRST-type space mission에 의해 도달될 수 있는 궁극적 정확성인 스테이지 IV.
스테이지 III과 IV의 경우 DETF는 오히려 소수의 X103에서 소수의 X104deg2를
포함하는 얕은 은하단 서베이를 옹호했다. 비록 DETF가 각 해당 프로브에 대한 계통학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 불균형적인 프로브들 사이 교차 비교를
수행하는 통계를 사용해 조정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추정했다) 우리는 XXL-type survey가
클러스터

DETF

스테이지

III-IV

사이

수준에서

DE

변수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예측한다(Pierre et al. 2011). 이런 점에서 XXL은 우주의 상당한 부분들의 지도를 작성할
차세대 서베이들 (DES2, eRosita3, LSST4, EUCLID5) 전 마지막 단계를 구성하고 있다
XMM 와 Chandra ultra-deep surveys와 마찬가지로 XXL Survey는 XMM역량 내 모든
은하외부 서베이 과학 주제들뿐만 아니라 AGN, 클러스터 그리고 은하들의 대규모 표본을
요구하는 수많은 물리학적 질문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XXL은 활발한
multi-λ 프로그램을 수반하고 있으며 또한 X-ray 배경 연구들을 위한 지속적인 레거시
값을 가지게 된다. XXL 프로젝트는 100 명 이상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 팀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학적 동기

그 설계에 제한을 가한 XXL Survey의 주요 목표는 1의 적색 편이 (a redshift of
unity)로 설정되고 우주 연구들에 적합한 잘 정의된 은하 클러스터들의 표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데 2가지 실용적 논거들이 결정적이었다. 첫째, 비록 서베이
시설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XMM 천문대는 그 비교 불가능한 수집 영역 (1 keV에서
~2000 cm2)과 넓은 시야각 (30 arcmin)로 인해서 넓은 우주 영역 지도를 작성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게다가 그 훌륭한 각 해상도 (~6 arcsec FWHM on-axis)는 S/N이
충분하다면 모든 적색 편이에서 은하단의 분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거대한 헤일로는
모든 파장들에서 확장된 소스들이며 따라서 우주에서 확인된 표본들은 투사와 센터링 오류
(mis-centring)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광학-IR (optical-IR)과 밀리미터 파장
감지 (millimetre-wave detection)와 관련해 X-ray 선택은 가스 방출에 대한 density
squared scaling (밀도 제곱 스케일링)으로 이득을 본다. 이는 소스들을 투사에 영향을 덜
받게 만들고 센터링을 향상시킨다. 훌륭한 기록적 탐색과 관련해 인접 표본들 (contiguous
samples)은 대규모 클러스터링 (large-scale clustering) 측정 향상을 제공하며 선택적
기능 결정과 복수 파장 사후 연구의 조직을 단순화시킨다.
XXL Survey는 주로 XMM-LSS 시험 프로젝트의 발전과 결과물에 근거해 구축된다
(Pierre et al. 2004). 소스 감지 알고리즘과 이어지는 분류는 높은 은위 (galactic
latitude)와 중간 X-ray 민감도에서 대다수 소스들은 점과 같은 AGN들 (~95%)과
확장된

은하

집합과

성단들이라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

파형요소

다중

해상도

분석(wavelet multiresolution analysis)과 적절한 프와송 통계를 사용한 최대 우도
적합도(maximum likelihood ﬁts)를 결합한 2단계 X-ray 파이프라인이 설계되었다
(Pacaud et al. 2006). 이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확장된 소스와 점형 소스들 모두를 위한
선택 영향을 철저하게 모델화하고 우주론적 분석에 대한 그 영향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여기서 XXL 과학 프로그램의 주요 동인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 성단 과학

X-ray 이미지들 내 희미한 확장된 소스들의 감지와 특징화는 우주론적 분석의 성공에
핵심인 어려운 과제다. XAMIN 파이프라인은 [extent; extent_1ikelihood] 출력 매개변수
공간에서 모든 감지된 소스들을 선택해 오염되지 않은 (CI) 클러스터 표본 생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extent 매개 변수는 클러스터의 외형 크기에 대한 측정값이며
extent_1ikelihood

매개

변수는

국부적

XMM

민감도에

의존하는

클러스터

크기와

플럭스(flux) 함수다. 많은 시뮬레이션들은 포인트-소스로부터 오염을 무시할 수 있는
상기 extent와 extent_1ikelihood 를 위한 한계 정의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한계들을
약간 완화시켜 우리는 잘못 분류된 포인트 소스들에 의한 50% 오염을 고려하는 두번째 더

심층적 표본(C2)을 정의한다. 이런 것들은 광학/X-ray 비교를 사용해 사후에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이 시뮬레이션들로부터 우리는 국부적 서베이 노출 시간과 배경 함수로서 주어진
외형 크기와 플럭스를 가진 클러스터를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결정한다.

* AGN 과학

활동성 은하핵은 은하 외부 X-ray 서베이들에서 아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활동성
은하핵들은 또한 우주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들 중 하나이며 우주 웹 상에서
초질량 블랙홀 (supermassive black holes) (SMBHs)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우주 역사와 그 숙주 은하의 역사 사이 상호 작용뿐만 아니라 우주 시간과 환경의
작용으로서 SMBH들의 성질과 진화는 우주내 우주 구조물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과학적 목표들이다 (Warren et al. 1994; Schawinski et al. 2009; Fanidakis et
al. 2012: Alexander & Hickox 2012).

XXL 범위는 아주 많은 AGN들 (예, [0.5 - 2.0]와 [2.0 - 10] keV 대역에서 각각
~20,000개와 ~10,000개 이상)의 감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커다란 인접 구역들은 우리가
특히 여전히 제약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각 분리 각도에서 높은 정확성으로 X-ray AGN
패턴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측정 값들은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물질 밀도
변화와 AGN 활동과 그 숙주 암흑 물질 헤일로 사이 관계와 관련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e.g. Hickox et al. 2007. 2011; Mandelbaum et al. 2009; Gilli et al. 2009;
Miyaji et al. 2Oll; Allevato et al. 201]; Ebrero et al. 2009; Koutoulidis et al. 2013).
XXL Survey는 높은 (Z > 3) 적색 편이와 아주 높은 (Z > 5-6) 적색 편이들에서 가장
빛나는 QSO들을 탐색하는 것과 더불어 빛을 내는 흐릿한 AGN들과 그 클러스터 모집단내
피드백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다 (Asset et al. 2011).

다양한 서베이들(CDF-N, CDF-S, AEGIS, XMM-LSS, COSMOS, 2dF-XMM)에서
나온 X-ray AGN들의 상관 길이에 대한 불일치하는 추정치들은 서베이 지역과 깊이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리뷰는 Cappelluti et al. 2012를 참조). 플럭스 한계에
대한

클러스터링

증폭의

강한

의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는

AGN

클러스터링이 Z =1 근사 X-ray 광도 함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AGN 클러스터링이 그
스펙트럼적 특성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도 증가하고 있다 (e.g. Gandhi et al. 2006;
Elyiv et al. 2012; Donoso et al. 2014). 이런 관측들은 단순 AGN 통일 모델들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이론적 연구들(e.g. Fabian 1999)의 주제가 되었다. 핵
폭발적 항성 생성을 촉발하는 밀접한 상호 작용에서 시작해 타입 2 AGN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입 1으로 진화하는 보편적인 진화 순서가 현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Dultzin-Hacyan et al. 1999; Krongold et al. 2002; Hopkins et al.
2008; Koulouridis et al. 2013).

이것은 (i) 50 deg2XXL구역에 의해 표본화된 광범위한 환경 조건들 (ii) 기존 좁고 깊은
XMM과 Chandra 서베이들과 비교해 많은 수의 감지된 AGN들 (Z ~ 4 이상) 그리고 (iii)
자기 일치 방식으로 AGN 형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집중적인 복수 주파수 대역과
스펙트로코픽 사후 프로그램들을 정확하게 조합하고 있다. 게다가 Plionis et al. (2011)가
최근 보여준 바와 같이 감지된 AGN들의 정확한 클러스터링 측정값들은 X-ray 클러스터
기반 연구들과 독립해 DE 상태 방정식을 제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XXL
Survey는 희미한 AGN 집단들과 뚜렷한 AGN 집단들 모두와 관련해 전에 없던 방식으로
QSO 광도 함수의 밝은 쪽 끝을 표본화 하게 되며 이는 수백개의 흐릿한 물체들의 표본을
제공한다. 이런 표본들은 또한 구체적인 목표 탐색에 아주 적합하다.

＊ X-ray 배경에 대한 연구

XXL Survey는 태양권 (heliosphere)부터 우주 구조물들까지 확산 X-ray 배경의 많은
양상들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역적으로 서베이 기하학과
스케쥴링은 1년 중 다른 시점들에서 거의 동일한 하늘 방향으로 다수의 관측을 수행하며
이는 많은 태양계와 지구 자기 덮개 (magnetosheath)로부터 태양풍 하전 교환 방사(solar
wind charge exchange emission) 표본들을 제공한다 (Snowden et al. 2009). 더 원거리
환경에서 북부와 남부 필드들은 은하수의 뚜렷하게 다른 지역들을 표본화한다. 하나는 거의
반 중심 방향으로 은하면 (Galactic plane) 훨씬 아래에 위치하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은하
중심 방향 근처 은하 X-ray 팽대부 (Galactic X-ray bulge)의 남쪽 확장면을 표본화한다.
설계 상 이 두 방향들 모두는 은하 팽대부와 헤일로에 대한 훌륭한 뷰를 제공하는 낮은
은하 칼럼 밀도 (column densities)를 가진다 (Snowden et al. 1997). 큰 노출과
광범위한 하늘 범위는 현재의 분각 스케일과 비교해 작은 아크 분의 각 척도에서 작은
각도까지의 스펙트럼적 그리고 공간적 확산 방사 변형들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다.

XMM 관측

우리는 이 장에서 XXL 서베이의 정의와 사용한 관측 전략들에 따라 널리 이용되고 있는
현실적 요건들을 설명한다. 우리는 현재 데이터 질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제공한다.

* 필드 레이아웃

XXL 필드 선택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

ESO 망원경에 의한 접근성 뿐만 아니라 훌륭한 XXM 가시성을 가진 은하 외부 필드에
대한 필요성

-

각 25 deg2의 2개 구역으로 분리는 대규모 스케일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과 우주 변형에
대한 일부 평가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 사이 좋은 절충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분리는 X-ray와 사후 관측들을 계획하기 더 쉽게 만들어준다.

-

기존 상당한 XMM 범위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

심층 이미징 다중 대역 광학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

-

두 구역 내에서 낮은 은하 흡수 지역의 선택

이런 요건들은 (1) 10-20 ks의 XMM 노출 더하기 XMM-Subaru Deep Survey에 의해
이미 커버된 약 11 deg2를 가지고 있는 XMM-LSS 필드(Ueda et al. 2008)와 (2)
4-12 ks 노출에 의해 커버된 14 deg2를 가지고 있는 BCS/XMM 필드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아래에서 우리는 XXL XMM-LSS와 BCS 필드를 각각 XXL-N과 XXL-S라
부른다.

＊ X-ray 처리

XXL에 대한 XMM AO-10 할당 시간은 AO-10와 AO-11 기간에 걸쳐 배분되었다.
예를 들어 2011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revolutions 2090 에서 2449). 이런
관측들은 30개 모자이크들에 준비된 299 포인팅들과 3개 단일 포인팅 관측들이었다. 그런
것들은 수신 시 처리되었다. 243개 기존 관측들은 각각 XMM-LSS와 XMM-BCS 필드
내 클러스터 표본들에 대한 Pacaud et al. (2007)와 Suhada et al, (2012) 연구 그리고
XMM-LSS 구역의 완전한 소스 목록에 대한 Chiappetti et al. (2013)의 연구와 같이

이미 카탈로그 형태 출판물의 대상이었다. 우리는 균질 데이터 집합을 보장하고 데이터의
질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의 최신 파이프라인 버전(주로 향상된 이벤트
필터링과 최신 도구적 조정)을 사용해 이런 모든 관측들을 처리 (또는 재처리)했다.

542건의 개별적 관측들은 각각 XXL-N과 XXL-S와 관련해 236건의 고유한 하늘 위치와
181건의 고유한 하늘 위치에 해당하며 그림 2의 원들에 의해 표시되어 있다.

＊ 이벤트 필터링과 사전 처리

XMM에 일반적인 것처럼 이 데이터의 상당한 부분은 벨트 페세지 (belt passage)
근처에서 더 빈번한 태양 양성자 플레어에 의해 오염되어 있다 (Rodriguez-Pascal &
Gonzalez-Riestra 2013).

궤도 가시성 기간의 시작이나 마지막 시점에 수행된 관측들은 더 빈번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림 3, 좌측). 플레어의 영향은 낮은 백그라운드 카운트 타임 간격을 선택해서 감소시킬
수 있지만 데이터는 2가지 방식으로 손상을 입는다. 첫째, 필터링은 유효 관측 시간을
감소시킨다. 둘째, 나머지 좋은 시간 (good-time) 간격들의 배경은 자주 상승해 종종 아주
높아진다. 모자이크들은 단일 포인팅들로 분리되었으며 (총 542개) 두 XXL 필드에
존재하는 관측들은 개별적으로 처리되었다. 비슷한 질의 여러 관측들을 이용할 수 있는
81개의 하늘 위치들 (북쪽 16개 그리고 남쪽 65개)의 경우 다음 데이터 처리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최고 포인팅들에 대한 깔끔한 이벤트 목록이 결합되었다. 각각 MOS와 pn
감지기들을 위한 52 s와 26 s 시간 단계들을 사용해 [0.3-10] keV 대역의 밝은
곡선들을 각 관찰에 대해 도출했다. 포인팅 평균 계수율을 결정하기 위해 프와송 법칙을 이
밝은 곡선들에 대해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3-시그마 역치로 인해 최종 이벤트 목록에서
나쁜 시간 간격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 (Pratt & Amaud 2002; Kuntz & Snowden
2008). XXL 프로젝트의 넓은 시간대는 우리가 XMM-LSS, XMM-BCS 그리고 XXL
관측들에 의해 다루어진 12년 동안 평균 XMM 배경 변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우리는 태양 활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장기적 변동을 발견한다 (Neher &
Forbush 1958). 결과는 그림 3 (오른쪽)에 보인다.

＊ 직면했던 구체적인 감지기 문제들
XMM revolutions 961과 2382 동안, 두개의 소운석 충격은 MOS1 감지기의 CCDs
6와3에 손상을 입혔다. 두 CCD들은 확실하게 꺼져 버렸다. 초기XMM-LSS 서베이(Pierre
et al. 2007 and Pacaud 2007에 의한 카탈로그)에 해당하는 67개 포인팅들만이 완벽한

MOS1 카메라를 사용해 수행되었다. 다른 XXL 데이터 대부분은 revolutions 961과 2382
사이에서 획득되었다. 4개의 포인팅들만이 두 번째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XMM은 모자이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모든 AO1-10 XXL 관측들) CLOSED
필터를 사용해 일련의 관측들에 대해 하나의 pn 오프셋 테이블만 계산되며 따라서 시야 내
소스들의 광학적 로딩은 무시한다. 중간 정도 밝기 항성 (B < 8)이 필드에 존재하는 경우
아주 부드러운E < 0.3 keV 배경의 상당한 강화가 때로 관측된다 (전체 XXL의 경우 최소
5건). 현재까지 우리는 이런 영향을 수정하지 않았다. 부드러운 배경 강화는 아주
국부적이며 낮은 에너지에서만 보인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 범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 문제의 발생 빈도가 너무 드물다.

관련 multi-λ 관측들과 사후 프로그램

X-ray 서베이의 과학적 잠재력은 주로 관련 multi-λ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광도
(photometric)
무엇보다도

적섹

깊은

편이의

좋은

결정

품질의

뿐만

이미징

아니라

소스

데이터의

스크리닝과

존재가

확인을

중요하다.

위해서는

차세대

이미징

카메라들(OmegaCAM, DECam, HSC)은 (중력 렌즈로부터) 클러스터 질량, 중입자 함량
그리고 은하 연구에 대한 고유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는 우주학적으로 중요한 원거리
XXL 클러스터들의 특성화를 위해서 적외선 주파수 대역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I-band에서 4미터 망원경 상 1시간 노출은 우리가 ~1.2 적색
편이 이상의 XXL 클러스터 후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광학 대응부
없는 X-ray 확장 소스들의 존재는 Z > 1.2 클러스터 집단에 대한 강력한 지표다. 그
궁극적인

확인은

적외선에서

붉은

은하

농도

(red-galaxy

concentration)에

의해

제공된다. 반대로 완전한 X-ray 카탈로그를 사용한 교차 상관 IR 검출 클러스터들은
클러스터들 내 강한 포인트 소스(AGN)들의 존재를 암시한다. 이는 XXL 미감도와
해상도에서 확장된 소스로서 클러스터의 검출을 방해할 수 있다. 이것은 1의 적색 편이
이하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과거에 비해 (은하 핵 활동과 함께)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Aird et al. 2010; Martini et al. 2013; Hutsi et al.
2014). 더불어 깊은 IR 관측들은 너무 낮은 가스 부분이나 밀도 그리고 붕괴 단계에 있는
구조물

(필라멘트)로

인해

X-ray에서

검출되지

않는

원거리

은하

과밀도

(overdensities)를 밝혀줄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필드들에 대한 균일한 멀티 밴드 범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관련 수치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함께 이것은 우리가
우주 진화의 상대적 역할, 우주학 그리고 다양한 도구적 영향들을 정량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관련 우주학적 시뮬레이션

확장된 클러스터 소스들의 선택과 특성화는 서베이 산출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신중한
조정을 요구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다. 단일 헤일로에서 실제 XMM 이미지로 방출을 도입한
선택 함수 시뮬레이션들(Pacaud et al. 2006) 아주 현실적인 신호-노이즈 비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베이스라인 접근법은 헤일로의 공간적 상관 관계가 부족하며
다양한 혼란과 노이즈 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접근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대형 구조물에 대한 우주학적 시뮬레이션으로부터 X-ray 표면
밝기 지도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 한 방법은 AGN 피드백을 포함해 여러 이산
물리 처리를 사용해 중입자 진화 (baryon evolution)를 직접적으로 모델화하는 유체
역학적

시뮬레이션을

사용한다.

다른

방법은

대형

N-바디

시뮬레이션의

광원뿔

산출물에서 구현된 헤일로에서 입력 스케일링 법칙 (input scaling laws)을 따르는 X-ray
표면 밝기 템플렛을 도입한다. 이 결합은 중입자 진화 모델과 노이즈 처리에서 최대
유연성을 허용한다.

결론

XXL Project는 좋은 균질성을 가진 중간 깊이까지 2개의 25 deg2필드로 구성된 독특한
XMM 서베이다. [0.5—2] keV대역에서 완전성 한계는 이다. 이 프로젝트는 100명 이상의
천문학자들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이 서베이의 과학적 응용은 클러스터와 AGN들을 사용한 DE 연구들부터 ~0.5 적색
편이에서 저질량 그룹들에 대한 천체물리적 조사까지를 포함한다. 이 서베이의 잠재성은
X-ray 주파수 대역의 대형 구조 연구들과 관련해 비할 데가 없다. 이 데이터 집합은
multi-λ 매개 변수 공간에서 선택 효과들의 체계적 인벤토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z
> 1에서 거대한 클러스터들의 개수 밀도 (number density)에 유용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
예로서 우리는 SZ에 이어지는 z = 1.9 에서 X-ray 선택 은하계인 북쪽 필드 클러스터
XLSSU J02l7-0345를 유의하며 광학적 관측들은

의 질량을 보여준다 (Mantz et al.

2014, Paper V).

이 넓은 multi-λ 범위는 AGN 집단 합성 모델 (AGN population synthesis model)에
대한 통계적 연구뿐만 아니라 특히 저 질량 클러스터들과 관련해 스케일링 관계를
수립하는데 필수적이다. Z ~ 1까지

헤일로 집단의 중입자 함량에 대해 얻은 정보는 수

천의 에서 SZ 파워 스펙트럼을 해석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상관 함수와 결합된 클러스터 숫자 카운트 (dn/dz)의 역할만을 고려했던 Pierre et al.
(2011)의 초기 DE 예측을 넘어 우리는 또한 질량 함수 (dn/dM/dz) 정보를 추가하고 표준
자기 유사 모델이외 진화적 시나리오들을 조사해야한다. 비슷하게 순수한 도구적 신호를
사용하는

다른

접근법에서는

단일

경도-비율

(hardness-ratio)과

(count-rates)로부터 나온 기본 정조만 고려되었다 (Clerc et al. 2012).

계수

클러스터 외형

크기에 대한 정보와 더 단단한 에너지 대역에서 측정된 계수들을 포함하는 것은 우주학
그리고/또는 클러스터 진화에 대한 제약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