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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vitational waves from the binary black hole merger GW150914 were detected in 2015. In
addition, gravitational waves from the binary neutron star merger GW170817 were detected in
2017, followed by electromagnetic observations at various wavelengths from gamma-ray to radio
wavelengths. These observations opened a new era of multi-messenger astronomy and astrophysics.
Due to the short distance to the source, the tidal deformability of neutron stars, which contains
information on their inner structure, has been estimated for GW170817. In this work, we discuss
the possibilities of using gravitational waves to measure the tidal deformability of neutron s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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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블랙홀 쌍성의 병합에서 발생한 중력파 GW150914의 검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어
2017년 중성자별 쌍성의 병합에서 발생한 중력파 GW170817과 더불어 감마선에서 전파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 후속 관측에 성공하였다. 이 관측은 다중신호 천문학 및 천체물리시대를 열었다. 특히,
GW170817의 경우 중력파원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중성자별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조력
변형성이 관측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중성자별 쌍성계에서 발생한 중력파를 분석하여 중성자별의 조력
변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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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중신호 천체물리학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론을 근거로 예측된 중력파는
2015년 어드밴스드 라이고 (Advanced LIGO) 에서 처음
으로 관측에 성공하였다. GW150914로 이름지어진 이 중
력파는 과학적 검증을 거쳐 2016년 2월에 정식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1]. GW150914는 두 개의 블랙홀로 구성된 쌍
성계가 병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력파이며, 중력파 파형
및 주파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두 블랙홀의 질량은 대략
36M⊙ 과 29M⊙ 으로 추산된다. 병합후 형성된 블랙홀의
질량은 대략 62M⊙ 로 3M⊙ c2 정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중력파의 형태로 우주로 방출되었다. 기존에 이루어진 쌍
성계의 전자기파 관측으로 측정된 블랙홀은 모두 태양질량
의 30배 이하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력파 검출로
인해 새로운 질량 영역대의 블랙홀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
어드밴스드 라이고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두 차례의 관측 가동을

Fig. 1. (Color online) Allowed region (filled ellipse
with orange color) of neutron star parameter space constrained by the measurement of neutron star masses from
white dwarf-neutron star (WD-NS) binaries and tidal deformability of neutron stars from GW170817. Curves for
selected neutron star equations of state are from Lim et
al. [7].

완료했으며 그동안 블랙홀 쌍성계에서 발생한 중력파가 10
여 회 이상 관측되었다 [2]. 이때 관측된 블랙홀의 질량이

고밀도에서 부드러운 경향을 보이는 상태방정식을 제외시

대부분 30M⊙ 이상이었으며 이를 통해 별의 진화 및 블랙홀

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GW170817을 통해 측정된

의 생성 과정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력 변형성은 고밀도에서 매우 딱딱한 상태방정식을 제외

블랙홀 쌍성계의 병합에서 발생한 중력파 관측의 성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8]. 이는 중성자별 관측 결과를

공에 이어 2017년 8월, 지구로부터 대략 40 Mpc 거리에

이용하여 강상호작용을 하는 고밀도 핵물질 상태방정식을

있는 중성자별 쌍성계의 병합 과정에서 발생한 중력파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9,10].

인 GW170817이 검출되었다 [3]. 이는, 당초의 계획에서

GW170817의 또 다른 과학적 의미는 중력파 검출에 이

중성자별 쌍성계의 중력파 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은 전자기파 관측으로 다중신호 천문학 및 천체물리 시대

2019년보다 2년이나 앞서 검출에 성공한 것이었다.2 특히,

를 열었다는 점에 있다. 중력파 신호가 포착된 시각 (event

GW170817은 중력파원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서 중성자별

time) 으로부터 약 2초 후에 중력파원 방향으로 추정되는

의 내부 구조에 의존하는 조력 변형성(tidal deformability)

천구 영역에서 감마선 폭발(GRB170817A)이 관측되었고,

이 처음으로 측정되었다. 중성자별의 질량과 반경은 전파,

이후 킬로노바(kilonova) AT2017gfo [11] 등의 광학대응천

가시광선 및 엑스선을 포함하는 전자기파 관측으로 측정이

체 (optical counterpart) 에 대한 후속 관측이 다양한 파장

되었지만,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직접 관측으로 측정한

대역에서 이루어졌다 [12,13]. 블랙홀과 달리 중성자별은

것은 GW170817이 처음이다. 중성자별 내부 구조는 고밀도

내부에 중성자 뿐 아니라 양성자와 전자와 같이 전하를 가

핵물질 상태방정식에 의존하므로, 조력 변형성 관측은 고밀

진 입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 중성자별의 병합과정에

도 핵물리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Fig. 1과 같이

서 중력파 뿐 아니라 감마선과 그보다 낮은 에너지의 후광

백색왜성-중성자별 쌍성계에서 관측된 중성자별의 질량이

(afterglow)이 방출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번 다중신호

태양 질량의 2배임이 관측됨으로써, 중성자별 최대 질량이

관측으로 확인이 된 것이다.

2M⊙ 보다 작을 것이라고 예측한 상태방정식 이론들은 모두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중력파와 전자기파 다중

제외되었다 [5,6]. 일반적으로 고밀도에서 상대적으로 부드

신호 관측은 천체 현상을 통하여 강상호 작용을 연구할 수

러운 (softer) 상태방정식은 딱딱한 (harder) 상태방정식보

있는 가능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중성자별 쌍성계

다 작은 질량과 반경을 주므로, 백색왜성-중성자별 관측은

병합의 다중신호 추가 관측 가능성은, 중성자별 쌍성계의
빈도 뿐 아니라, 중성자별 쌍성계의 공전주기, 두 중성자

2

어드밴스드 라이고의 성능이 설계 목표치에 도달하는 2020년 경에는,
대략 200 Mpc 거리 이내에 있는 중성자별 쌍성계의 중력파 검출이
가능하다 [4].

별의 질량과 스핀 등 쌍성계 고유 변수 (intrinsic) 와 쌍성
계까지의 거리, 쌍성계 공전축과 지구 방향 사이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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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중력파 검출기와 중력파원 사이의 각도 등 비고유
(extrinsic) 변수에 크게 의존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력파를
이용한 중성자별의 조력 변형성 측정 가능성을 논의한다.

II. 중성자별 조력 변형성과 관측 가능성
중성자별 쌍성의 병합과정에서 두 중성자별은 서로 다
른 중성자별의 공전 운동에 의해 형성된 사중극 조석장
(External quadrupolar field) 에 의해 중성자별 자체의 사
중극 변형 (quardupolar deformation)이 일어난다. 사중극
모멘트 (Qij ) 와 사중극 조석장 (Eij )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4–16].
Qij = −λEij .

(1)

여기서 λ는 조력 변형성으로 차원이 없는 조력 러브수 (tidal
Love number) k2 에 의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TaylorF2 모델을 이용했다 [17,18]. 이 연구에서는 회전하
지 않는 중성자별 쌍성에 대해 3.5pN 까지의 점입자 기여
(point-particle constribution) 항과 [18] 6pN 까지의 조력
변형성 기여항을 포함하는TaylorF2 모델을 사용했다. 조
력 변형성 항은 post-Newtonian 전개식의 5pN에서 처음
나타나기 때문에 중력파의 위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
우 작다. 따라서 중력파 분석을 통한 조력 변형성의 모수
추정은 질량의 모수추정에 비해서 매우 어렵다. TaylorF2
모델에서 중력파 위상에 기여하는 조력 변형성 항은 다음과
같다 [14,15].
[
ΨTidal (f ) = −

2R5
k2 .
3G

(2)

여기서 G 는 중력 상수이고 R 은 중성자별 반경이다. 작은
밀도 요동 δρ(x)에 대한 Qij 와 외부 중력포텐셜 Φext 에 대
한 Eij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Qij =
d3 x δρ(x)(xi xj − δij r2 /3),
Eij =

2

∂ Φext
.
∂xi ∂xj

(3)

이를 통해 조력 변형성의 차원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조력
변형성에 의한 효과는 중력파의 위상 변화를 통해 관측이
되므로, 중력파 분석에는 차원이 없는 조력 변형성 변수인
Λ가 주로 사용된다;
( 2 )5
c
Λ=G
λ.
(4)
Gm
블랙홀이나 중성자별과 같은 밀집성으로 이루어진 쌍성
계의 병합은 일반상대론에 의해서 정확한 기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쌍성의 공전속도가 빛보다 매우 느리고 중력장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영역 (GM /(rc2 ) ≪ 1, M = m1 + m2 )
에서는 쌍성의 운동 방정식을 질량과 공전속도와 관련된
변수, v ≡ (πf GM /c3 )1/3 에 대한 다항식으로 근사 전개가
가능하고 이를 post-Newtonian (pN) 근사라고 한다. 여
기서 f 는 쌍성계에서 발생하는 중력파의 주파수이며, 공
전궤도 주파수의 2배이다. 이 논문에서는 post-Newtonian
근사를 통해 얻어진 다양한 중력파형 모델 중 stationary
phase approximation을 이용하여 주파수의 함수로 표현된

39Λ̃ 10
v +
2

(

√
)
]
3115Λ̃ 6595 1 − 4η δ Λ̃ 12
−
v
. (5)
64
364

여기서 η ≡ m1 m2 /M 2 는 대칭질량비 (symmetric mass
ratio)이다. 위 식에서 Λ̃는 환산 조력 변형성(reduced tidal
deformability)이고 δ Λ̃는 비대칭 조력 수정항(asymmetric
tidal correction) 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5].
Λ̃ =

λ=

99

δ Λ̃ =

8 [
(1 + 7η − 31η 2 )(Λ1 + Λ2 )
13
]
√
+ 1 − 4η(1 + 9η − 11η 2 )(Λ1 − Λ2 ) ,

[
(
)
1 √
13272η
8944η 2
1 − 4η 1 −
+
(Λ1 + Λ2 )
2
1319
1319
)
]
(
32850η 2
3380η 3
15910η
+
+
(Λ1 − Λ2 ) .
+ 1−
1319
1319
1319

(6)

(7)

위 식에서 m1 ≥ m2 이고 Λ1,2 는 두 중성자별 각각의 무차원
조력 변형성 (dimensionless tidal deformability) 이다. 두
별의 질량이 비슷한 경우 Λ̃항에 의한 기여는 δ Λ̃에 의한 기
여보다 매우 크므로 (δ Λ̃/Λ̃ ∼ O(10−2 )), 위와 같이 Λ̃와 δ Λ̃
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16]. 두 중성자별의
질량이 같은 경우 Eq. (5) 의 δ Λ̃ 항이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어드밴스드 라이고의 검출기 감도를 가
정한 후 [19], 피셔 매트릭스 (Fisher information matrix)
[20] 방법을 이용하여 조력 변형성의 측정오차 (σΛ̃ )를 구하
였다. 두 별의 질량이 같고 이에 따라 Λ1 = Λ2 를 가정했다.
이 경우 Eq. (6) 에 의해 Λ̃ = Λ1 = Λ2 를 만족한다. 피셔
매트릭스를 이용한 자세한 계산 방법은 참고 문헌 [21]에
서 확인할 수 있다. Fig. 2는 중성자 별의 질량과 중력파
발생원까지 거리에 따른 환산 조력 변형성 측정오차를 나
타낸다. 여기에서 모든 질량에 대해 Λ̃ = 800 을 가정했다.
이 결과에서 측정오차는 중성자 별의 질량과 거리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측정오차가 쌍성에서 방출하는
중력파의 세기에 반비례하고 중력파의 세기는 질량이 커
지거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강해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중성자별 상태방정식은 조력 변형성 변수를 통하여 구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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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idal deformability Λ predicted by various
equations of state of a neutron star given different
masses. For the selection of models, refer Kim et al.
[10].
Model
KIDS
SGI
GSkI
SLy4
SkI4

MNS = 1.0M⊙
2255.8
4010.6
2716.2
2338.8
3399.6

MNS = 1.4M⊙
307.5
583.0
337.2
312.9
490.9

MNS = 2.0M⊙
16.1
38.3
6.1
12.6
29.1

수 있기 때문에 중력파 분석을 통하여 조력 변형성을 측정
한다면 중성자별의 상태 방정식을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조력 변형성 측정오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조력
변형성은 중성자별 상태방정식을 결정하기 위한 더 좋은
제약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정오차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국부 은하단 (Local group) 또는 처녀자리 은하단

Fig. 2. (Color online) Tidal deformability measurement
error (σΛ̃ ) vs distance to the source. Distances to the
galaxy clusters and GW170817 source are marked. A
horizontal green line indicates the constraint of Λ estimated from GW170817 [3].

(Virgo cluster) 과 같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중력
파가 발생해야 한다. 또한 검출기의 감도를 향상시키거나
다양한 효과적인 데이터분석 방법을 통해 측정오차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중력파형 함수에 사용되는 조력 변형성 항을
고차항까지 고려하여 파형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측정오
차를 줄일 수 있다. 조력 변형성 항을 5pN 만 고려한 경우
에 비해서 6pN 까지 고려한 경우에 측정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논문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3 은 다양한
중성자별 상태방정식에 대해 이론적으로 예측된 질량과 조
력 변형성의 관계를 나타내며 Table. 1에는 몇가지 질량에
대한 무차원 조력 변형성 Λ 값이 정리되어 있다. 모든 상태
방정식에서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Λ 값이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중성자별의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경이 줄어드는 일반적인 경향에 의한 결과이다. 참값을
알고 있는 특정 물리량의 측정 가능성은 참값과 측정오차의

Fig. 3. (Color online) Tidal deformability of a neutron
star obtained by selected equations of state. The figure
is taken from Kim et al. [10]. A horizontal gray line
indicates the constraint of Λ estimated from GW170817
[3], and a vertical gray dashed line correspond to 1.4M⊙ .

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Fig. 4에는 KIDS와
SGI 두가지 상태방정식의 주어진 Λ̃ 값에 대한 측정오차비

핀이 없는 간단한 경우 고유 변수는 두 별의 질량 (m1 , m2 )

σΛ̃ /Λ̃ 가 거리에 따라서 정리되어 있다. Fig. 2와 마찬가지

두 개이며, 회전하는 경우 각 별의 스핀의 크기와 방향을

로 거리가 줄어들수록 측정오차비가 작아지는 반면 질량의

정의하기 위한 3개씩의 변수를 포함하면 총 8개이다. 비고

증가에 따른 Λ 값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질량에 대해서는

유 변수는 총 7개로써 쌍성계의 천구상의 위치 (적경 RA,

Fig. 2와 반대의 경향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위 Dec) 와 지구로부터의 거리 (D), 쌍성의 공전 축과

중성자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조력 변형성의 측정 가능성이

지구 방향 사이의 각도 (ι), 중력파 편광각 (ψ), 그리고 임

증가한다.

의의 두 변수인 쌍성 충돌 시간 (coalescence time) 과 충돌

중성자별 조력 변형성의 측정 가능성은 중력파 자체의

위상각 (coalescence phase) 이다. 따라서 서로 스핀값이

세기 뿐 아니라 중력파형을 구성하는 다양한 물리적 변수에

다른 쌍성의 경우 최대 15개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중성

의존한다. 밀집 쌍성 병합의 경우, 검출되는 중력파형을 구

자별 쌍성 병합의 경우, 여기에 조력 변형성이 새로운 고유

성하는 변수는 고유(intrinsic) 변수와 비고유 (extrinsic) 변

변수로 추가되어야 한다.

수가 있다. 쌍성을 점입자로 가정한 후 원궤도를 이루고 스

그림 5에는 검출기와 쌍성계의 상대적인 각도가 정리되어

Gravitational Waves and Measurability of Neutron Star Tidal Deformability – Yong-Beom Choi et al.

101

Fig. 4. (Color online) Ratio of measurement error (σΛ̃ )
to the tidal deformability (Λ̃) for selected neutron star
equations of state. Ratio decreases as neutron star mass
decreases. Red line indicates σΛ̃ = Λ̃
있다. 지상의 중력파 검출기에서 관측되는 중력파 변형률
(strain)은 다음과 같다.
h(t) = F+ h+ (t) + F× h× (t).

Fig. 5. (Color online) Gravitational wave inclination angle (ι), orbital phase angle (ϕ0 ), polarization angle (ψ),
and direction of the source (θ, φ) in the detectors frame.
Detector arms are placed at the (x′ , y ′ ) plane and z is
the axis of the binary orbital motion.

(8)

여기서 h+,× 는 중력파원에서 방출하는 두 개의 편광이며,
F+,× 는 각각의 편광에 반응하는 안테나 패턴 함수로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22].
1
(1 + cos2 θ) cos 2φ cos 2ψ − cos θ sin 2φ sin 2ψ
2
1
F× = (1 + cos2 θ) cos 2φ sin 2ψ + cos θ sin 2φ cos 2ψ
2
2M ηv(t)2
h+ (t) =
(1 + cos2 ι) cos[2ϕ(t) − 2ϕ0 ]
D
4M ηv(t)2
(cos ι) sin[2ϕ(t) − 2ϕ0 ].
h× (t) =
(9)
D
F+ =

위 식으로부터 검출기에서 감지한 중력파 측정 신호의 세기
가 가장 큰 경우는 ι = 0과 θ = 0, 즉 검출기 평면과 수직인
방향과 쌍성계의 공전축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이와 반대로
중력파원의 방향이 중력파 검출기 평면상의 두 팔 사이의
정중앙일 경우, 즉 θ = π/2와 φ = π/4일 때 중력파 변형성
(h)은 0이 되어 검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가동중인
미국의 어드밴스드 라이고 두 대와 유럽의 비르고 (Virgo)
의 검출기를 구성하는 두 팔의 상대적인 각도가 모두 다
르므로, 중력파 신호가 충분이 세다면 각 검출기에 검출된
신호의 상대 세기를 이용하여 중력파원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일본에서 건설 중인 중력파 검출기 카그라
(KAGRA) 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중력파원의 천구상
의 위치를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I. 전 망
이 논문에서는 피셔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중력파 분석
을 통한 중성자별 조력 변형성의 측정오차를 예측하였다.
중력파원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또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중력파의 세기가 강해지고 이에 따라 조력변형성의 측정오
차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중성자별 상태방정식에서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력 변형성 값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
므로 상대적인 측정오차비가 증가함에 따라 측정 가능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중성자별의 조력 변형성의 정밀 측정
가능성은 중성자별 쌍성계 까지의 거리 뿐 아니라, 질량과
같은 중성자별의 물리적 특성에 크게 의존함을 확인하였다.
GW170817의 경우 거리도 대략 40 Mpc로 가까울 뿐만 아
니라, 병합 전 쌍성계를 구성한 중성자별의 질량이 1.5M⊙
에 가까워서 조력 변형성 측정이 가능하였다. 한편, 2019
년 4월부터 어드밴스드 라이고의 3차 가동이 시작되었으며
두 개의 중성자별 쌍성계에서 발생한 중력파 후보가 관측
되었다 [23]. 그런데 2019년 4월 25일에 관측된 중성자별중성자별 중력파원의 거리는 대략 5억 광년으로 추정되고,
2019년 4월 26일에 관측된 중성자별-블랙홀 중력파원의 거
리는 대략 12억 광년으로 추정되므로 정확한 조력 변형성
측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가동 중인 중력파
검출기의 민감도가 건설 목표치에 도달하고 일본의 카그
라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더 많은 중성자별 쌍성계의
병합에서 발생한 중력파 관측으로 중성자별 조력 변형성
측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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