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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우주는 얼마나 크고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는 어떤 물질로 채워져 있는가?  

우주의 다양한 천체들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주는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인가? 



우주론 :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설명하는 각본scenario 

시공간 생성                     : 우주기원론(Cosmogenesis, cosmogony) 

물질 생성, 물질요동 생성 

천체생성 & 진화 

현재 : 시공간의 크기와 구조, 천체의 조성과 분포, 자연상수&법칙 

미래: 우주의 궁극적 운명. 종말 

시 

간 

공간팽창 & 진화   
: 우주론(cosmology)  

1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우주는 얼마나 크고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 시공간에 대한 개념 

• 우주원리 (Cosmological Principle) 

우주는 매우 큰 공간 규모에서 보면 균일∙등방하다. 

서기전 5C: 그리스 Empedocles. “신(우주)은 모든 곳에 중심을 두고 
그 경계가 없는 원이다” 

서기전 1C: Lucretius. “우주는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방향으로 똑같
이 무한히 뻗어있다.” 

1917: 아인쉬타인. “우주의 모든 곳이 똑 같다.”     우주 모형 

* 균일공간의 중요성 

     현대 우주론이 서 있는 대 전제가 우주원리이고, 따라서 현대 우주론이 다루고 
있는 우주 공간은 그 기하학적 성질이 균일-등방한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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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균일∙등방성 – 거시적 규모 

1. 우주는 시간적으로는 진화할 수 있다.  

    (단 자연법칙은 진화하지 않는다) 

2. 공간의 기하학적 성질 균일. 중심과 경계 없음  

3. 물질의 양, 종류가 공간적으로 균일. 

4. 자연법칙들은 공간적으로 균일함. 

5. 공간/물질의 진화 속도 (예. 공간팽창속도) 균일 

6. 작은 공간 규모에서는 불균일∙비등방할 수 있다. 



완벽한 우주원리 
(Perfect Cosmological Principle) 

우주는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균일∙등
방하다. 

1948년: Hermann Bondi, Thomas Gold 제안. Fred Hoyle  정상우주 모형 

우주는 진화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세계 

작은 시간 규모에서는 시간적 변화가 가능함(준정상우주). 



세 가지 균일 공간 

균일공간: 기하학적 성질이 모든 장소와 방향에서 동일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우주는 얼마나 크고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는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인가? 



공간의 균일팽창 

• 발견 역사 
 
1912-1923: V. Slipher가 관측한 41개 은하 중 36개가 

적색이동.   (λ관측- λ방출)/ λ방출 ≡ z > 0 
H. Robertson(’28), Hubble(’29). 은하후퇴속도 ∝ 거리 

 우주공간이 고무 막처럼 늘어남. 
 
   외부은하 적색이동 스펙트럼 사진: 



우주공간 팽창에 관련된 오해들 

• 
• 

• 

• 

허블의 법칙은 관측된 은하의 거리와 속도에 대해서 성립한다 x 
 
공간이 균일팽창하여 모든 점들이 같은 율로 서로 멀어진다면 팽창률은 
Δr/r ∝ 공간위치에 무관한 함수 = H(t) Δt  v = H(t) r 
 

허블의 법칙은 시간이 같은 동시 공간에서 설립. 실제 관측은 멀리 볼수록 
과거 공간을 보기 때문에 v=Hr과는 다른 관계가 성립함. 

동시공간면 at t 동시공간면 at t+Δt 



•허블의 거리는 우주의 경계다 x 
 
후퇴속도가 광속도인 거리 = c/H 
팽창하는 우주공간에서 서로 멀어지는 은하들은 공간 속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하 사이의 공간이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멀어지고 있음. 후퇴속도가 광속인 곳인 
허블의 거리는 우주의 크기와 무관. 
 
   평탄/열린우주의 크기는 우주탄생 직후부터 항상 무한했음. 우주지평선의 크기는 
(대개) 시간에 따라 커짐. 

r=c/H 

r=2c/H 

v=c v=2c 
r=∞ 

v=∞ 

(동시 공간 상에서) 



Observations of the universe on very large scales   
: not a snapshot picture but a picture on 
  the past light-cone, a cut surface of spacetime  

Orbital motion of a planet Propagation of light 



Observation          
is made on                  

the past-light cone 

light 

here & 
now 

look-back 
time 



우주 조망도 
 

관측 가능한  
시공간 

대폭발 특이면 

빛 분리면 

암흑시대 

재이온화시기 

현재 

high-z시대 



Traveling in    
simulated 
universes 

Time evolution in 
a fixed space 
[John Dubinski]  

Space travel   
at a fixed 
time 
[John Dubinski] 

A flight along 
the past light-
cone 
[John Dubinski] 



감속팽창과 우주의 기원점 

시간 

두 

점 

사
이 

거
리 

시간 시간 

등속팽창                          가속팽창                          감속팽창 

우주의 물질이 만유인력을 내는 보통의 물질이라면 우주는 감속팽창을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유한한 과거에 우주의 모든 점들의 거리가 0이 되
는 시점이 존재한다. 즉 우주가 생성된 기원점이 존재한다. 

우주 공간은 팽창 중이며, 팽창은 과거에 감속적, 현재는 가속적이다. 
da/dt > 0 (은하후퇴속도; 허블 1929),  
d2a/dt2 > 0 (Ia형 초신성; Perlmutter 1999, Schmidt & Riess 1998) 

우주는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인가? 











실광도거리 rL = x(1+z) = axL, 공변광도거리 xL= x(1+z)2, 각지름거리 DA= ax =x/(1+z) 



 
시공간 구조 – RW 계량텐서 gij  우주원리 
장방정식  프리드만 방정식  공간팽창 a(t), 허블계수 H(t) 
r-z 관계식 
각지름거리 DA와 광도거리 rL   
 



우주의 다양한 천체들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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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v)’+a’ (∇xv) = (a ∇xv)’ = 0  



8 Mpc/h-thick slices through an universe with n=-1 power-law PS (Weinberg & Gunn 1990) 





표준 우주진화모형 -2013년 

대폭발모형 급팽창 찬 암흑물질 중력불안정  

1. 우주의 팽창 
공간의 균일팽창 
고온 고밀도 
초기 상태 
2. 일반상대론 
프리드만 모형 
3. 우주원리 

우주의 원소비, 
나이 설명. 우주
배경복사 존재
와 스펙트럼 예
측 

초기우주에서 
음의 압력 발
생.   가속적 공
간팽창 

속도가 느린    
비바리온 물
질 

초기우주에서 
양자역학적 요
동발생.  

빛의 분리시기 
이 후  바 리 온 
물질의 중력적 
수축과 천체생
성 

우주의 균일-
등방. 우주공간
의 평탄성. 물
질요동발생 

계층적 구조형
성이른 구조성
장. 대폭발이론
의 핵합성 결과 
유지 

우주배경복사 
스펙트럼 설명 

+ + + 구
성 

관
측  

이
론 

성
과 

+ 암흑에너지 

현재  음의 압
력 , 척력을 발
생 . 가속적 공
간팽창  

우주공간팽창 
역사 설명(초신
성 밝기, 바리온 
물질파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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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LSS of the universe 
 
Any structure in the universe > galaxy clusters in mass or volume 
 
Supercuster = group of a few galaxy clusters 
Filament/Wall = ~ one/two-dimensional distribution of galaxies  
Void = large regions devoid of galaxies 
traced by galaxies, QSOs, clusters, HI gas …  
 
Size: > about 10Mpc.  
Dynamics: Participating in the cosmic expansion,  but gravitationally evolving. 
       ∴  Remembers the initial conditions & small-scale physics unimportant 
 
Examples: CfA Great Wall (~100h-1Mpc; CfA-2 survey; de Lapparent et al. 1986)  
             Sloan Great Wall (~300h-1Mpc; SDSS survey; Gott et al. 2005)  
             Bootes void (~60h-1Mpc; Kirshner et 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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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y of LSS of the Universe 
- Sponge, Network, Web 

High-density 
Large-scale Structure 

      - Filament, Chain 
      - Wall, Pancake, Sheet 

Low-density 
Large-scale Structure 

      - Tunnel 
      - Void, Cell, Bubble 



History of LSS studies 
 
First large galaxy catalogs (till the 1970s) 

Shapley & Ames (1932)  
Zwicky et al. (1961-1968) 
Lick catalog of galaxies  (Shane & Wirtanen 1967)  
-- Angular distribution of galaxies with B < 19 in 10’x10’ cells. 

 

 
Large-scale structure in the distribution of galaxies noticed 
Angular CF as a measure of galaxy clustering developed 



Lick catalog of galaxies  
Galaxy counts in the northern galactic hemisphere (Seldner et al. 1977) 



Understanding and quantifying the large-scale pattern of 
galaxy distribution (till the 1980s) 
 

<< Different views on the pattern of LSS>> 
1. Massive clusters of galaxies or hierarchy of isolated clusters in a 
low-density background (Soneira & Peebles 1977; Bhavsar 1978, 1980) 

 

2. Voids (Cells, bubbles) surrounded by walls (sheets) of galaxies                                               
(Joeveer & Einasto 1978; Einasto et al. (1980); de Lapparent , Geller & Huchra 
1986) 
 

3. Network of filaments                                                                                                      
(Einasto et al. 1984; Haynes & Giovanelli 1986; Bhavsar & Ling 1988) 
 

4. Above are true at high or low thresholds, but near the median 
threshold low- and high-density regions mutually interlocking each 
other (GMD 1986). 



Joeveer & Einasto (1978) – Has the universe the cell structure? 

Galaxies and Abell clusters (heavy dots) 



IAU Symposium, Tallinn, Estonia in 1976 

Jaan Einasto (Tartu) in May, 2013 



de Lapparent et al. 
(1986) 
1100 galaxies with mB < 15.5 
in a slice going through the 
Coma cluster 



Haynes & Giovanelli  
(1986)                        
2700 galaxies in the region of 
the Pisces-Perseus 
supercluster 

 

 

 

 

 

 

 

 

 

 

 

945 galaxies: 
asterisks in 10<d<20 
open circles in 10<d<10 



Expansion 
of the LSS 

survey 
(large 3d) 

QSOs & photo-z’s 

Future Deep 
redshift/HI  
surveys SDSS 

BOSS 



Growth of observational samples 

Gott et al.  
(2006) : SDSS DR4plus 

Gott et al.  
(1986):  
CfA1 

Vogeley et al.  
(1994): CfA2 



Statistical Measures of 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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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ock et al. 2001; 2dFGRS] 

Kaiser효과는 은하들이 받는 중력에 의한 효과이므로         
β = Ωm /b에 의존한다. 

r2 

r1 

s1-s2 



신의 손가락 





 
 
 
 
 



Topology statistics 
 

Measures of intrinsic topology - Minkowski Functionals 

3D 

1. 3d genus (Euler characteristic)     2. mean curvature                                              
3. contour surface area                      4. volume fraction 

         3d galaxy redshift survey data, 3d HI map 

 

2D 

1. 2d genus (Euler characteristic)     2. contour length                                              
3. area fraction 

         CMB temp./polarization,  2d galaxy surveys 

 

1D 

1. level crossings                                 2. length fraction 

         Ly±  clouds, deep HI surveys, pencil beam galaxy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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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we ask about LSS                                    
to understand the universe as a whole 
 
Homogeneity & isotropy of the universe/  
Primordial density fluctuations/ 
  - PS & CF of matter fluctuations /  
  - Non-Gaussianity of matter fluctuations / 
Expansion history of the universe / 
Growth rate of structures /  
Galaxy formation and environmental effects on galaxy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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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geneity and Isotropy  
 
is the basic assumption of the standard cosmology through the cosmological 
principle. 
 
Homogeneity is asymptotically observed as scale is increased to infinity. 
 
 Observations: The universe approaches homogeneity and isotropy on large 
scales. 
 
우주배경복사 – 온도/요동의 등방분포 
우주거대구조 –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요동진폭의 감소 

Consistency between 
observations and LCDM 
[Scrimgeour et al. 2012] 

질문 



Sloan Digital Sky Survey  
(Gott et al. 2005) 

CfA 2  
(de Lapparent et al. 1986) 

CfA 1 (Huchra et al. 1982) 



High-density LSS        Low-density LSS          High-density LSS        Low-density LSS 

               Observation                                    Simulation   



(h-1Mpc ) 

SDSS 탐사 속의 우주거대구조 
 
은하개수가 N보다 많은 거대구조 개수 
크기가 L보다 큰 거대구조 개수 
 
∴ Consistents with ΛCDM  which is 
initially homogeneious & isotropic 
with Gaussian  density fluctuations 
 



z=0.5 

z=0.2 z=0.2 

HectoMAP 2013 
[Geller et al.]  

A mock HectoMAP    
from LCDM (HR2) 

preliminary 



Initial density fluctuations - amplitude 
 
우주거대구조(은하, 퀘이사, HI)와 우주배경복사의 Power spectrum  
 Initial conditions and their evolution,  

Consistent with LCDM (slope of PS on 
large & small scales, BAO scales ..)  

질문 



Non-Gaussianity  
 
On large scales  
galaxy distribution  simple relation with matter field  roughly in the linear regime 
 remembers the primordial properties 
 
Gaussianity of the primordial density field is  
one of the major predictions of the simple  
inflationary scenarios. 
 
: 현재까지 우주배경복사와 우주거대구조를 
통해 살펴본 초기 밀도요동은 정규분포와 
일치함 

SDSS DR8: G=296.4 ±10.3 (3.5%) 
LCDM+HGC model 
[Choi et al. 2013] 

질문 



Expansion history H(t) 
 
of Universe is determined by various cosmological parameters 
(such as Ωm, ΩK, DE equation of state in FRW cosmologies), and 
can be measured from r(z) 

H(z) 

- Geometric methods like  
  BAO method or AP test  BAO  

Flat LCDM  
with Ωm =0.29 

(WiggleZ: Blake et al. 2011) 

질문 



Type Ia Super Novae 

Geometry: standard candle 



©, z dependence of apparent magnitude of a standard candle 

m(z) – MB= –5log(H0)+25+5log[H0DL(z,Ωm,ΩDE,w)] + KBx +A 



   Geometric methods using LSS 

         

 

 

 

 

 

 
           r4 /rQ= (1+z) DA(z)H(z) ” ¸ /c” z = 1  ” z /” ¸  = (1+z) DAH/c 

     

    Standard rulers (Actual objects or Features in PS/CF) 

     measure ” z & ” ¸   H(z) & DA(z)  ©m, ©› , w 

where  

H(z)  

(=dt/a) 

(=r d¸ ) 

r|| 

r4  



 

     BAO 
 

 
Baryonic oscillation  in PS 

 

 

 

 

 

 
Baryonic bump in CF 

 Acoustic oscillation amplitude : depends on ©b 

 oscillation scale = comoving sound horizon ‘s’ at tdec 

   kA = 2À/s depends strongly on ©m, weakly on ©b not on DE 

    Curvature of space, Baryonic mass 



Rate of growth of structures 
 
from abundance of massive objects or large-scale distribution of galaxies 
tells about the density and expansion history of the universe. 

 
Cluster # count 
 

Weak lensing tomography  growth rate & geometry of the universe 

질문 



Late time ISW effect 

ISW map, z< 4.                            
Mostly large scale features 

Primordial CMB map, z~1100            
Structure on many scales 

Induced at low z by a late time transition in the total equation of state. 

Einstein-de Sitter 우주에서의 이탈 -> 중력포텐셜 진화 -> LSS와 CMB의 상관관계 



Environmental connection of galaxy formation 

HDM CDM White Noise 

Galaxy properties & distribution                       
depend on                     
galaxy formation process and 
background cosmology. 
 

Weinberg & Gunn (1990) 

 

Large-scale environmental effects                                                                  
on galaxy properties 

 
- Morphology-density relation 
- Morphology-radius relation (clusters) 
- Environmental dependence of  
   LF, color, SFR, vel. disp., size 
- Alignment of galaxies and groups 

Park et al. (2005) 

질문 



Morphology - density - luminosity relation 
(Park, Choi et al. 2007)  

Mr 

 (»~5h-1Mpc) 



우주이해의 난제들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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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Einstein’s 
static model 

50s Gravitational 
Instability(GI) 

Theory 

29우주뱅창발견 

22-24Friedmann’s 
models 

29Big Bang model 

1922외부은하발견 

70s BB+(³ ,½; baryon)+GI 

65 Discovery 
of CMBR 

LSS CMBR 

‘Recent’ History of Cosmology 宇宙硏究史 



92 LSS P(k) 

Late70s 
우주거대구조 

발견 

70s BB+(³ ,½; baryon)+GI 

92 COBE 
dT/T~10-5 

mid80 SCDM Model     
BigBang+Inflation+(³ ,½; 

baryon, CDM)+GI 

LSS CMBR 

80s  CMBR      
dT/T < 10-4 

Dark matter  
82Inflation 

98 우주가속팽창 
발견 00-09    

BOOMERanG   
WMAP C•  >2000 Concordance Model 

BB+Inflation+(³ ,½; baryon, 
CDM; Dark E)+GI 

SCDM Model ruled out 

SDSS1-4 
JWST       

... 
Planck 

? 
2010-2020’s 

'00s LSS, SN, 
WL, Cluster 



우주이해의 난제들과 전망 

1. 우주의 거시적 성질 
 

기하학적 성질 – 정확히 평탄? 

균일등방성  
 
2. 물질성분 
 

암흑물질 – 빛을 내지 않지만 중력이 인력 

암흑에너지 – 중력이 척력이어서 우주 가속 팽창 

 
3. 자연법칙/현상 
 

우주 팽창의 역사 – 물질구성과 정체  

제5의 힘 또는 새로운 중력이론 –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대체? 

 
4. 물질요동/천체생성 
 

초기물질요동과 그 기원(급팽창시기) - 초기우주/우주기원 이해 
원시은하 이전 시대의 현상(재이온화시기)- 이론적 예측 

은하생성 – 작은은하, 무거운 은하, 은하단, 원시은하, 은하형태 

대규모 은하 측
광 및 분광탐사 
& 초신성 관측 
 
원시은하 관측 
왜소은하,딸린
은하 관측  
 
재이온화시기 
전파관측 
 
우주배경복사 
관측 – 온도 및 
편광요동 



Physical  
Properties of Galaxies 

Large-Scale Distributions        
of Galaxies & Matter 

 
 
 
 
 
 
 
 
 
 
 
 

Internal: Color,  
Luminosity,Morphology,  
Size, Surface brightness, 
Concentration, Velocity 

dispersion, Spectral 
type, SFR.. 

Collective: Distribution 
functions of internal 

properties 

Clustering                  
Amplitude : CF, PS, lensing,…         

Statistics : non-Gaussianity, 
Topology, … 

Peculiar Velocity            
Redshift-space distortion ,        

Bulk flow, Velocity PS 

Collective:  Distribution 
functions of shape, size  

Environment:                 
Location in space &  time 

Initial density fluctuations, 
Growth of structures,  

Galaxy biasing,  Expansion 
history H(z), ©m, Ã8, etc. 

은하 생성  & 진화                             
+ 

물질과 물질요동의  
기원, 성질, 진화 

 우주공간의 성질과 진화 

Tracers : galaxy subclasses, cluster, Ly-a cloud, quasar, HI gas, .. 

CMB anisotrophies   
Standard candles 



T H E    H O R I Z O N    R U N 

Kim, Park, Gott & Dubinski (2009) 

http://astro.kias.re.kr/Horizon_Run 

Here 

Now 

41203 particles in a 6592h-1Mpc box 

ΛCDM with WMAP 3yr parameters 

SDSS  II  
LRG 

SDSS Main 

SDSS III 
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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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Formation & 
Evolution 

Expansion of human view of our Universe 

z = •  

SDSS IV 
eBOSS 

MS-DESI 
Euclid 



<관측대상과 목적> 
 

1. 천체 관측 
    별/초신성, 은하, 은하단, 퀘이사/Lyα 구름, 재이온화시기 HI 구름, 우주배경복사  
2. 물리량 측정 
 

    (우주밀도 Ωm, Ωb, ΩΛ, 허블 H(z), DE w0, wa, 밀도요동 P(k) & nS, 천체개수밀도 n(z), 
재이온화시기 물리량, tdec때 음파지평선 .....) 
3. 표면적 물리현상 이해  : 물질의 성질과 분포; 공간의 구조; 공간의 팽창 
4. 근본적 물리현상 이해 
 

    초기우주현상 이해; 물질성분 정체 규명; 천체생성원리 규명; 자연법칙(GR) 검증/발견 
 
<우주 - 탐사의 실제> 
 
관측 대상 천체== 이용하려는 물리적 현상== 알고자 하는 질문 
관측기기 & 파장대; 측광/분광; 탐사 방식(탐사 지역 - 하늘 & 거리, 밀도, 빈도) 
 
<대형 우주 탐사의 추세> 
1. dark matter, dark energy, galaxies & gas 모두를 통해 보는 종합적 우주상 
2. 다파장에서 대상을 이해하는 종합적 천체상  
3. 다른 탐사를 의식/보완하는 탐사 & 여러 독립적 측정방식을 결합하는 통합방식탐사 
4. 특정 목적과 다중 목적을 동시에 추구 

결론- 우주 탐사와 이해 



우주거대구조와 우주론 분야의 전망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또는 계획 중인 대규모 우주탐사 사업과 한국의 연구자 

 

SDSS1-3: 2004-2014 



SDSS4: 2014-2018 
MS-DESI: 2018-? 
GMT: 2020s 
LSST: 2020s 
 

LIGO 
SKA 

한국의 탐사사업은? 

기기, 연구자, 재원 



8 
현재 진행 중인, 또는 계획 중인  

대규모 우주탐사 사업 

SDSS1-3: 2004-2014 
SDSS4: 2014-2018 
MS-DESI: 2018-? 
GMT: 2020s 
LSST: 2020s 
 

LIGO 
SKA 



Instrument Telescope DM1 

(m) 
Status λ Available FOV 

(deg2) 

AΩ 

(m2  deg2) 

Ωtot 

(103 deg2) 

MegaCam CFHT 3.6 Operational Optical 2003 1 10.2 6.1 

WFCAM UKIRT 3.8 Operational IR 2004 0.19 2.2 ... 

WIRCAM CFHT 3.6 Operational IR 2005 0.11 1.1 4.0 

Pan-STARRS-1 1.8 Operational Optical 2009 7.3 18.6 30.9 

VIRCAM VISTA 4.1 Operational IR 2010 0.6 7.5 20.0 

OmegaCam VST 2.6 Operational Optical 2011 1.0 5.3 4.5 

Skymapper 1.35 Operational Optical 2011 5.7 8.2 20.6 

Hyper-SC Subaru 8.2 Pending Optical 2012 1.7 90 2.0 

ODI WIYN 3.5 Pending Optical 2012 1 9.6 ... 

DEC Blanco 4.0 Pending Optical 2012 3 38 5.0 

Pan-STARRS-2 2x1.8 Pending Optical 2013 7.3 37 30.9 

GAIA 2x(1.4x0.5) Pending Optical 2013 All Sky 41.2 

LSST 8.4 Pending Optical 2019 6.7 370 24.2 

Euclid 1.2 Pending IR/Optical 2020 0.5 0.6 15 -20 

WFIRST 1.5 Pending IR/Optical 2025? 0.5 0.9 23.2 

All sky=41253 

Wide-Field Imaging/Astrometry Facilities for photometric surveys 
SDSS imaging AΩ = 37  



* 0.472-0.490 µm (blue), 0.550-0.587 µm (green), 0.648-0.674 µm (red), 0.759-0.789 µm (IR). 
 

✝ 0.420-0.650 µm (blue), 0.650-0.900 µm (red). High-resolution mode = 0.390-0.450 µm (blue), 0.585-0.675 µm 

Instrument Telescope DM1 

(m) 
Status λ 

(μm) 

Available Ω 

(deg2) 

AΩ 

(m2  deg2) 

NMOS R 

2dF AAT 3.9 Operational 0.37-1.0 1996 3.14 15.1 400 1000-17000 

SDSS 2.5 Operational 0.38-0.92 2000 7.45 36.8 640/1000 1800 

DEIMOS Keck 10.0 Operational 0.41-1.1 2002 0.023 1.8 150 2500-5500 

VIMOS VLT 8.2 Operational 0.37-1.0 2002 0.062 3.3 600 180-2500 

FLAMES VLT 8.2 Operational 0.37-0.95 2003 0.136 7.2 130 5600-25000 

Hectospec MMT 6.5 Operational 0.36-0.92 2004 0.79 26.1 240-300 1000-40000 

Hydra WIYN 3.5 Operational 0.37-1.0 2005 0.79 7.5 90 800-40000 

IMACS Magellan 6.5 Operational 0.36-1.0 2008 0.16 5.3 400 1100-16000 

FMOS Subaru 8.2 Operational 0.9-1.8 2012 0.20 10.4 400 600-2200 

LAMOST 4.0 Pending Optical 2013 19.6 247 4000 1000-10000 

HERMES AAT 3.9 Pending 4 windows* 2013 3.14 15.1 400 28000 (50000) 

PFS Subaru 8.2 Pending: Optical 2017: 1.3 70.0 2400 1900-4500 

GAIA 2x(1.4x0.5) Pending 0.85-0.87 2013 All Sky (V < 17) 11500 

Euclid 1.2 Pending 1.1-2.0 2020 0.55 0.6 ... 250 

WFIRST 1.5 Pending 1.1-2.0? 2025? 0.5 0.9 ... 75-320 

BigBOSS Mayall 4.0 Proposed 0.36-1.05 2018? 7.1 89 5000 3000-4800 

WEAVE WHT 4.2 Proposed 0.37-1.0 2018 3.14 41 ~1000 5000-20000 

MOONS VLT 8.2 Proposed 0.8-1.8 2018 0.14 7.3 ~1000 4000-20000 

4MOST VISTA 4.1 Proposed 4 windows✝ 2018 3 40 1500 3000-20000 

ngCFHT 10.0 Proposed 0.36-1.3 2022 1.5 120 3200 2000-20000 

Wide-Field Spectroscopy Facitities 





94 

94 

4M LRGs (z<1) 

18M ELGs (z<1.6) 

2.5M QSOs (tracers <2.2,  
Ly-a forests 2.2<z>3.5 

BigBOSS Survey 

2018, Mayall 4m. 3 deg. 5000 fibers. 0.36~0.98um. R=4000. 
northern hemisphere. volume ~130 Gpc3.  
500 nights.  

 



•  A 10,000 sq deg,  z=0.7, Dz=0.05(1+z) weak lensing   
   survey, to reach w to ~1%, can be completed by 2013  
   with darkCAM on 4m VISTA. 
 
• 5-Filters  (g’ V r’ i’ z’) 
 
• 50 4.6x2k CCDs 
 
• 2 sq deg field of view 
 
• darkCAM conceptual design exists   
  and can be built by 2009. 
 
• Cost (inc. contingency): £10M. 

darkCAM on VISTA 

darkCAM VISTA 



XCS is a serendipitous cluster survey; >3000 XMM images 
processed to date 

 

 220 square degrees (now)   

 

  500 square degrees 
(eventually)  

 

 220 square degrees (now)   
 

  500 square degrees 
(eventually)  

Location of 2,500 public XMM observations (blue) 
and 300 private (green) [|b|>10 degrees] 



The South Pole Telescope 

8m telescope 

1000 bolometer 
array; 3 frequencies 
(base 150 GHz) 

1’ beam 
4000 deg2 coverage 
Slim = 1.9 mJy 
(5σ threshold) 



HyperSuprimeCam on Subaru 

• FOV: 2.0 deg (1.4 Gpixel) 

– 1.5 deg option considered 

• D80:  < 0.3 arcsec (lambda > 600 nm) 

             < 0.4 arcsec (             < 600 nm) 

• Readout time: <~  20 sec 

 

 

• Weight:  < 3 - 3.5 t (including lens) 

Focal plane. 2 degrees. 60cm. 168 2k4k CCDs 

 



CMB WMAP 2/3 WMAP 6 yr 

Planck Planck 4yr 

Clusters AMI 

SZA 

APEX 

AMIBA 

SPT 

ACT 

DES 

Supernovae 

Pan-STARRS 

DES LSST 

JDEM/ 
SNAP 

CFHTLS 

CSP 

LSS/Wiggles 

ATLAS 

SKA FMOS WFMOS 

SDSS 

Imaging CFHTLS 

ATLAS KIDS 

DES 

VISTA JDEM/ 
SNAP 

LSST SKA 

Pan-STARRS 
SDSS 

SUBARU 

진행/계획 중 탐사들 : 대상천체에 따라 
2015 2005 

ESSENCE 

XCS 

DUNE 

2010 

VISTA 

DES 



PS with darkCAM on VISTA 4m 2 sq deg FOV 

w 

Ωb 

ΩΛ 

h 

σ8 

Conservative set of modes; 

Conservative redshift errors 

10000 square 
degrees 

Redshift error 
0.15 

wa 
w(a) = w + wa(1-a) 

Error on w < 3% n 



자연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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