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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re-quantization method after FFT processing to prevent the distortion 

of correlation result of VCS (VLBI Correlation Subsystem). The re-quantization is used to rearrange the 

data bit so as to reduce the data rate processed as 16-bit of FFT result of VCS. Having done this 

procedure, we found that the distorted spectrum of correlation result occurred in the delay tracking 

experiments by the re-quantization method introduced for initial design of VCS. In order to solve this, two 

kinds of re-quantization method, that is, the comparison and selection-type, are proposed. The first is to 

re-quantize the FFT result as a valid-bit by comparing with the input data after determining the adequate 

threshold. The second is manually to select the valid-bit of FFT result after finding the valid-field of data 

according to the bit-distribution of input data. We confirmed that the second is more effective compared 

with the first through the experimental result, and it will be implemented without so much modification of 

applied method in the condition of the limited resource of FPGA. The re-quantization is, however, carried 

out with 4-bit in the proposed second method for FFT result, and then the distortion of correlation result 

is also appeared. To fix this problem, the bit for re-quantization is extended to 8-bit. The proposed 8-bit 

selection-type is effectively verified so that the distortion of correlation result disappeared by applying to 

VCS in consequence of the simulation and correlatio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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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일본국립천문대와 공동으로 한국

우주전파관측망(Korean VLBI Network, KVN)과 일본국

립천문대의 VERA(VLBI Exploration of Radio 

Astrometry)관측망, 향후 한중일의 VLBI 관측망을 통합

한 동아시아VLBI관측망(East Asian VLBI Network, 

EAVN)으로 관측한 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데이터를 상관처리할 수 있는 한일공동

VLBI상관기(Korea-Japan Joint VLBI Correlator, KJJVC)

를 개발하였다(노덕규 등, 2008). KVN에서는 각 관측국

에서 관측한 천체의 전파신호를 1,024 MHz 샘플링 주

파수, 2비트(bit)로 양자화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KJJVC는 관측기록된 데이터를 재생하는 고속재생기

(Mark5B, VERA2000), 테이프와 하드디스크 기록미디어

의 동기재생처리를 위한 동기재생처리장치(Raw V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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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Buffer, RVDB), 16관측국, 관측국당 최대 8,192 

Mbps로 상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VLBI상관서브시스

템(VLBI Correlation Subsystem, VCS), 그리고 상관결과

를 저장하는 데이터아카이브 시스템으로 구성된다(오세

진 등, 2009, 2011).  

  KJJVC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날로그 신호

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데이터 처리 또는 전송을 수행한 

후 다시 그 신호를 복원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 샘

플링 이론이다(이채욱, 1994). 즉 제한된 대역 내에 포

함된 신호의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의 적어도 2배 되는 

속도로 반복되는 펄스열로 신호를 순간적으로 표본화하

는 경우, 이 신호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으로 1

초마다 최소로 반복되는 펄스수를 ‘Nyquist rate’라고 한

다(이채욱, 1994; Oppenheim et al., 1989). Nyquist rate로 

샘플링된 신호를 디지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양자화를 

수행하는데, 이때 특정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 전달함수

를 사용한다. 이 전달함수로 표현된 신호는 원래 신호

와 다르기 때문에 양자화 오차가 발생한다. 전달함수의 

레벨 수가 많은 경우 원래 신호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

지만, 천체의 신호가 거의 대부분이 잡음과 같은 전파

천문학에서는 처리해야하는 데이터 량을 줄이기 위해 

높은 레벨의 전달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1비트 또는 2비

트를 사용한다. 그러나 높은 주파수로 샘플링하여 낮은 

양자화 전달함수를 보완하고 있다(Takahashi et al., 

2000; Thompson et al., 2001). 

  본 논문에서는 상관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KJJVC의 VCS에서 FFT(Fast Fourier Transform) 처리 후

에 수행하는 재양자화 기법을 제안한다. VCS에서의 재

양자화는 16비트로 처리된 FFT 결과에서 데이터의 양

을 줄이기 위해 비트를 재정렬할 때 사용된다. 그런데, 

VCS의 초기 설계에서 도입한 재양자화를 통한 상관처

리 시험에서 지연추적(delay tracking)을 수행할 때 상관

처리 결과의 스펙트럼이 왜곡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비교형 재양자

화 기법과 선택형 재양자화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

에서는 제안방법들에 대해 VCS의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와 같이 제한된 리소스

(resource) 하에서 많은 수정없이 시스템을 안정하게 구

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시뮬레이션과 상관처리 실험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VCS에서 

신호의 양자화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비교형과 선택형 재양자화 기법에 대해 기술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방법을 대상으로 시뮬레이

션과 상관처리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고찰하

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그림 1.  VCS에서 신호의 양자화 비트 변화. VCS에서

는 프린지 회전에서 재양자화과정에 Q15 형식을 사

용하고 있음.

2.  VCS에서 신호의 양자화

상관기와 같이 입력된 데이터를 고정소수점(fixed-point)

으로 표현하고 상관기에서 고속연산과 높은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처리할 때는 Q15 형식(Oppenheim et al., 

1989)을 사용한다. 그림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VCS 상

관기는 프린지 회전과 재양자화까지의 단계에서 Q15 

형식으로 표현되는 데이터 비트를 활용한다. 그림 1에

서 입력된 데이터는 관측국에서 2비트로 디지털화된 관

측데이터로서 지연추적과 프린지 회전을 수행하기 위해 

4비트로 확장된다. 그 후 FFT 과정에서 각 관측국마다 

cos/sin에 대한 고속연산과 높은 정밀도 유지를 위해 16

비트로 데이터비트를 확장하고 각 cos/sin에 대해 복소

수 연산을 수행한다. 이때 각 복소수 연산은 모두 16비

트의 데이터 비트를 갖는다. 그리고 FFT 후에 확장된 

데이터 비트로 인해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하드웨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데이터의 비트를 

조정하는 재양자화를 수행하며, VCS의 경우 초기 규격

에는 4비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안테나 유닛(antenna 

unit)으로부터 재양자화되어 CAB(Correlation and 

Accumulation Board)로 전송된 4비트 데이터는 기선 간

의 연산을 위해 15비트로 확장된다. 이때 각 관측국의 

데이터는 복소수 표현에 의해 15비트의 데이터를 갖는

다. 그리고 어큐뮬레이터는 적분 시간에 따라 데이터 

수와 값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32비트로 확장된다. 

최종적으로 어큐뮬레이터로부터 출력되는 상관결과는 

32비트로 데이터 비트가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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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한 비교형 재양자화 방법. 입력되는 각 

FFT 출력과 문턱치 값을 비교하는 모듈로 구성됨.

3.  제안된 재양자화 기법

3.1. 비교형 재양자화 제안

디지털 신호처리에서 FFT 처리 후 수행하는 재양자화

의 목적은 FFT 결과의 비트 수를 재정렬하여 출력되는 

데이터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만약 16비트로 구성

된 FFT 결과의 유효한 데이터 분포가 2 ~ 5비트 사이

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이 유효 분포의 4비트를 추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선택한 유효 비트의 범위가 

4비트이므로 추출한 데이터에서 유효한 비트의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FFT 처

리 이후의 재양자화 과정에서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하

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FFT 처리 후 잘못 적용된 재양자화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의 손실 등을 보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비교형 재양자화 방법을 제안한다. 비교형 재양자

화 방법은 몇 초 분량의 관측데이터에 대해 비트 분포 

등과 같이 유효 비트를 확인하여 적절한 문턱치

(threshold)를 찾아서 결정하고, 이 문턱치와 향후 입력

되는 데이터와 비교하여 재양자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을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제안한 비교형 

재양자화 방법은 우선 문턱치를 결정할 때 필요한 최대

값(maximum value)을 결정하기 위해 상관처리하기 전에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이 방법에는 8개의 비교기, 8개의 테이블 그리고 

4비트 인코더(encoder)가 필요하다.

  기존(한국천문연구원, 2008)의 제안된 방법은 재양자

화 테이블과 복구 테이블이 필요했으며, 데이터를 복구

한 이후에 데이터를 16비트로 확장하기 때문에 FPGA

에 많은 자원이 필요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비교형 재양자화 방법은 복구 테이블에 의한 데

이터 복구과정을 생략하여 FPGA의 자원을 대폭 줄이

는 것이다. 그리고 최대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림 3.  FPGA 구현 방법 제안.

관측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비트분포를 

정렬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비트분포가 

입력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전에 계산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최대값

으로 선택된 값이 항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비교형 재양자화 방법을 FPGA로 구현한 후의 설치 

방법에 대해 그림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제안한다. 그

림 3에서 이 블록은 FFT 블록마다 배치하면 32개가 된

다. 16비트 입력 데이터 중에서 최상위 비트는 부호

(sign)비트이며, 다음 비트는 (maximum value)/2와 비교

하여 출력한다. 출력이 ‘H(1)’ 일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

에서 (maximum value)/2 값을 빼고, 출력이 ‘L(0)’일 경

우는 아래 블록으로 데이터 값을 전달한다. 다음 비트

는 (maximum value)/4와 비교하여 출력한다. 이 경우에

도 출력이 ‘H(1)’일 경우는 입력 데이터에서 (maximum 

value)/4의 값을 뺀다. 다음 비트의 출력은 위와 동일한 

방법을 반복하게 된다. 마지막에는 문턱치 미만의 값을 

반올림하기 위한 블록을 두었다. FPGA로 구현할 경우 

이 방법은 파이프라인 처리와 같은 순차적인 처리가 필

요하게 된다. 그림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이 방법은 비

교기 4개, 테이블 4개, 뺄셈기 4개가 필요하다.

3.2. 선택형 재양자화 제안

선택형 재양자화 기법은 3.1절에서 제안한 비교형 재양

자화 기법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관측데이

터에 대한 초기시험을 통하여 비트분포(bit-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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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선택형 재양자화 방법(비트분포를 기반으로 4비트 선택).   

를 계산하여 신호의 비트분포에 따라 재양자화 할 비트

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림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16

비트로 구성된 FFT 결과 중에서 부호 비트를 제외한 

15비트 중에서 비트분포에 따른 유효비트인 4비트를 선

택하여 재양자화된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상관기에 입력되는 관측데이터에 대해 비트 분

포를 계산하여 재양자화에 선택할 비트의 범위를 결정

하는 전처리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한번 결정

된 재양자화 비트 범위를 계속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재양자화를 수행한다면 유효한 비트의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가 제외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재양자화

된 데이터의 왜곡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

다. 그림 4에서 4비트 인코더에는 데이터의 포화

(saturation)를 방지하는 블록이 내장되어 있다.

3.3. 비교형 및 선택형 재양자화 방법의 비교

제안한 2가지 방법의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저 비교형 재양자화 방법은 관측데이터에 대해 재양자

화를 수행할 때 데이터의 정밀한 재정렬이 가능하다. 

즉, 각 관측데이터의 분포를 비교한 후 값을 정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제어와 구성이 다소 복잡한 

단점이 있다. 또한 선택형에 비하여 FPGA에 구현할 때 

필요한 자원의 양이 10배정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리

고 데이터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데이터가 잘

못 압축되어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협대역 관측 데이

터의 경우 각 서브스트림(sub-stream)에 대해 각각의 다

른 비교형 재양자화 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비교형 재양자화 방법에 비해 선택형 재양자화 방법

은 재양자화에 대한 제어와 구성이 비교적 간단하고 필

요한 리소스의 양이 많지 않다. 그리고 데이터의 재정

렬이 비트 단위로 수행되므로 협대역 관측 데이터에 대

해서도 재양자화 방법의 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게 된

다. 그러나 관측데이터를 재정렬할 때 비트 길이에 제

한이 있을 수 있고, 비트의 선택범위를 잘못 정할 경우 

재양자화된 데이터가 모두 잘못될 수 있는 단점이 있

다. 전체적으로 선택형 재양자화 방법은 선택 비트에 

대한 레지스터만 필요하지만, 비교형 재양자화 방법은 

각 비트를 비교하기 위한 8비트 비교기와 4비트 인코더

가 필요하다. 상관기의 최대 FFT 출력 채널이 262,144

이고 복소상관기이기 때문에 1,048,576개의 8비트 비교

기와 4비트 엔코더가 더 필요하게 된다. FPGA의 구성

은 파이프라인으로 동작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계산

량은 증가하지 않는 장점도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2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VCS를 설계할 때 사용한 FPGA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

한다고 볼 때, 선택형 재양자화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

면 좀 더 쉽게 VCS의 상관결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

호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절

에서 선택형 재양자화의 보완점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

다. 

3.4. 선택형 재양자화의 확장

그림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기존의 VCS 내부에서 처리

하는 방식은 FFT 처리 이후에 4비트 재양자화비트로 

선택형 재양자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4비트 재양자

화 기법은 데이터의 활용범위(dynamic range)가 작지만 

FFT 처리 결과를 USB1/LSB2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

다. 4비트 재양자화는 SSB3 만을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VCS는 복소 상관기로서 데

이터 처리를 위한 활용범위를 넓혀서 데이터가 포화상

태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선택형 재

양자화 기법을 보완하여 그림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8

비트로 양자화 비트를 확장하였다. 재양자화비트를 확

장함에 따라 4비트의 경우엔 USB/LSB를 동시에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므로 선택

의 범위가 좁아졌지만 데이터의 포화상태로 인한 상관

결과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VCS에서는 8비트 선택

1Upper Side Band.

2Lower Side Band.

3Single Side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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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선택형 재양자화 방법의 확장(8비트로 유효영

역의 확장).

형 재양자화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선택

한 FPGA 칩 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곱셈

기, 데이터 정밀도, 그리고 FPGA 내의 패턴설계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복소 곱셈기(complex multiplier)에서, 4비트 재양

자화의 경우 상관처리를 수행할 때 복소 곱셈은 16비트 

곱셈기 하나로 가능하다. 그러나 8비트 재양자화는 16

비트 곱셈기 4개가 필요하여 그만큼 리소스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4번의 곱셈이 필요하지만, 현재 선

택한 FPGA의 활용 가능한 자원 범위 내에서 곱셈기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데이터의 정밀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관결과의 정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2가지 경우에 대해 고

려하였다. 첫 번째는 출력결과를 부동소수점

(floating-point)으로 변환하는 것으로써, 부동소수점 연산

은 각각의 연산마다 지수비트(exponential bit)와 소수비

트(fractional bit)에 대한 정렬을 하기 때문에 고정소수

점 연산에 비해서 연산 횟수가 증가하고 FPGA의 자원 

활용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동소

수점연산을 FPGA에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를 구현하는데 많은 시간과 FPGA의 활용

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상관적분을 수행할 때 낮은 비트를 절사하기 때

문에 4비트로 재양자한 경우 데이터의 정밀도가 낮아지

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8비트 재양자화의 경우 데이터

의 정밀도가 4비트 재양자화보다는 많은 데이터를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상되게 된다. 그리고 FPGA 내부

에서 비교적 로직이 간단하고 변경할 부분이 작아져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FPGA 내의 패턴 설계의 경우 상관블록

의 FPGA 입력은 4비트 재양자화인 경우 (4+4)-bit × 

16-antenna = 128비트가 된다. 그러나 8비트 재양자화인 

경우 이것의 2배인 256비트가 되어, FPGA를 설계하는 

측면에서 보면 8비트 선택형 재양자화 방법은 FPGA의 

활용자원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전체 데이터 

  

(a) 시뮬레이션 시험 구성도. 

(b) 상관처리 시험 구성도.

그림 6.  시뮬레이션과 상관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성도.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FPGA 내부에 1:2-DEMUX

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선택한 FPGA의 설계를 변경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 VCS의 FFT 처리결과의 데이터양을 손실

없이 높은 정밀도와 안정도를 갖도록 줄이기 위해 제안

한 비교형과 선택형 재양자화 방법에 대해 비교 검토를 

수행한 결과 선택형 재양자화 방법이 주어진 VCS의 

FPGA에 제한적인 자원을 사용하면서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

안한 비교형과 선택형 재양자화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

하기 위해 시뮬레이션과 상관처리 시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시뮬레이션에서는 선택형 재양자화의 비트수를 변

경하면서 최적인 유효비트와 부동소수점과 고정소수점 

연산에 따른 상관결과의 변화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상관처리 시험에서는 입력되는 관측데이터에 대해 제안

한 선택형 재양자화 방법의 실험결과에 대해 고찰한다. 

그림 6은 시뮬레이션과 실제 상관처리를 위한 시험 구

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4.1. 시뮬레이션 결과

먼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교형 재양자화 기법을 VCS

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시험

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위해 사용된 시뮬레이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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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FT 연산 후의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의 비트 분포.        (b) 비교형 재양자화 결과(4샘플 이동).

그림 7.  비교형 재양자화 시뮬레이션 결과. 

는 KVN의 자료획득시스템(Oh et al., 2011)과 일치하도

록 256 MHz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 잡음 신호는 

continuum source와 같이 랜덤한 노이즈에 대역폭과 

SNR 값을 조정하여 생성할 수 있는 톤(tone)신호이다. 

이 잡음신호에 spectral line source와 같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주파수와 SNR을 조정할 수 있

는 16 MHz CW 신호가 포함된 것으로 VCS의 규격을 

만족하는 시뮬레이터(염재환 등, 2009)에서 수행하였다. 

그리고 사용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USB/LSB를 동시

에 표현한 것이다. 비교형 재양자화 기법은 3장에서 기

술한 것과 같이 입력신호에 대해 비트분포를 비교하면

서 먼저 계산한 후 최적인 비트 분포를 갖는 신호에 대

한 유효비트를 선택하여 재양자화를 수행하는 것이며, 

실험결과는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시뮬레

이션 데이터의 대역폭은 256 MHz이며, 이는 KVN 고속

기록기인 Mark5B의 최대 기록속도가 1,024 Mbps로서 1

샘플 당 2비트로 양자화 한 것이다.  

  그림 7(a)에서 X축의 FFT 출력에 대한 절댓값은 FFT 

출력의 실수와 허수 데이터 값의 범위를 나타내며, Y축

은 X축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 데이터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림 7(a)의 점선은 Y축의 데이터 수의 

합이 1024가 되는 FFT 출력값의 수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7(a)에서 FFT 출력이 16비트인 경우 입력데이터에 

대해 자동적으로 FFT 연산후의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

의 절댓값에서 11에서 8비트는 256 ~ 3,840이고, 10에

서 7비트는 128 ~ 1,920, 9에서 6비트는 64 ~ 960, 8에

서 5비트는 32 ~ 480, 7에서 4비트는 16 ~ 240까지의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a)의 분포에서 0 ~ 

1,000 범위의 값을 갖는 유효비트를 선택하는 것이 실

험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존의 

VCS에서 제안된 재양자화의 경우 4비트를 사용하고 있

다. 따라서 동일한 4비트를 사용한 경우, 즉 가장 유효

비트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는 8에서 5비트를 사

용하여 FFT 결과를 재양자화 하였으며 4샘플 이동한 

후의 결과를 그림 7(b)에 나타내었다. 그림 7(b)의 시뮬

레이션 결과에서 스펙트럼 채널의 주파수 분해능은 

62.5 kHz이며, FFT 결과 후 USB/LSB를 동시에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데이터에는 CW 신호를 입

력하지 않았다. 그림 7(b)의 결과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앞에서도 기술하였지만, 본 제안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양자화 전에 입력되는 신호에 대해 비트분

포를 사전에 계산하여 비교하는 작업과 신호의 포화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전에 비트 분포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 제안한 선택형 재양자화 기법과 이를 확장한 

방법에 대한 실험결과의 검토를 다음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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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FFT의 스케일링과 선택형 재양자화 기법.

     

    

    (a) 11 to 8.                    (b) 10 to 7.                     (c) 9 to 6.

     

  (d) 8 to 5.                           (e) 7 to 4. 

그림 9.  재양자화 유효비트 선택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4샘플 이동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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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동소수점.               (b) 고정소수점.

그림 10.  선택형 재양자화에서 부동소수점과 고정소수점 계산에 따른 상관시뮬레이션 결과. 고정소수점보다 부동소

수점의 연산에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으며, 데이터를 보다 정밀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진폭값이 크게 표현된다. 그

러나 VCS와 같이 고정소수점 연산을 수행하는 하드웨어는 많은 물량이 필요하게 된다.

        

          (a) 스케일링 128, 4비트 선택.              (b) 스케일링 32, 4비트 선택.

그림 11.  부동소수점에서 FFT 스케일링 값과 4비트 선택형 재양자화 기법의 시뮬레이션 결과. FFT의 스케일링 값

이 상관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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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비트.                        (b) 16비트.

그림 12.  부동소수점 연산에서 스케일링 32일 때 8비트와 16비트의 선택형 재양자화 기법의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스케일링 값과 부동소수점 연산에서 8비트와 16비트의 결과에서 스펙트럼의 모양과 위상, visibility의 모양이 비슷

하므로 VCS의 하드웨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양자화의 경우 8비트 이상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

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선택형 재양자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8은 16비트의 FFT 

결과에서 4비트 재양자화를 수행할 때 유효한 비트를 

선택함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검토하기 

위한 것과 FFT의 버터플라이(butterfly) 연산에서 오버플

로우를 방지하기 위해 스케일링 값을 곱하여 재양자화

에서 유효비트가 포함된 곳의 비트를 이동한 경우를 그

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9에 나타낸 시뮬레이션 결

과는 잡음신호에 16 MHz CW 신호를 삽입한 시뮬레이

션 데이터에 대해 4샘플 이동한 경우로서 실제로는 지

연추적과 같이 데이터의 이동이 있어도 스펙트럼 모양

이나 위상 등에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

다. 그러나 그림 9(a)와 (e)의 유효비트를 11에서 8과 7

에서 4를 선택한 경우 스펙트럼과 위상 등에서 파도 모

양의 신호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0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16 MHz CW 신호가 

포함된 잡음신호에 대해 1샘플링 이동한 경우로써 6단

계 FFT의 버터플라이 연산을 하고, FFT 처리 데이터에 

64의 스케일링 값을 곱하여 부동소수점과 고정소수점에 

대한 4비트 재양자화를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 10의 결

과를 비교해 보면 FFT 연산과 재양자화에서 부동소수

점으로 계산할 경우 주어진 계산블록에서 신호의 왜곡

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소

수점으로 연산할 경우 데이터를 표현하는 비트수와 지

수비트 및 소수비트의 정렬에 따른 계산량의 증가로 인

해 하드웨어로 구현할 때 많은 물량의 자원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높은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고속연산을 수행하고 하드웨

어를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Q15 형식의 부동소

수점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선택형 재양자

화 기법을 확장하여 비트수를 변화시켰을 경우 Q15 형

식의 부동소수점으로 구현한 시스템의 FFT 결과가 상

관결과에 미치는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시

험을 수행하였다. 이 시뮬레이션 시험에서는 FFT의 오

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 그림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우선 적절한 스케일링 값을 선택하였다.

  그림 1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선택형 재양자

화 기법에서 동일한 비트를 선택할 때 그림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FFT 결과에서 유효한 데이터가 포함된 비트

를 선택하기 위해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스케일링 값에

도 상관결과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그림 11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FFT의 스

케일링 값을 32로 설정한 후 선택형 재양자화의 선택 

비트를 8비트와 16비트로 증가시켜 시뮬레이션 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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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4번째부터 8비트 데이터 추출.                    (b) 12번째부터 8비트 데이터 추출.

그림 13.  8비트의 선택형 재양자화를 적용한 후의 VCS 상관처리 결과.  

  그림 12의 결과에 나타낸 것과 같이 부동소수점 연산

에서 실험을 통하여 얻은 스케일링 값을 32로 고정하고 

선택형 재양자화 기법의 양자화 비트를 8비트와 16비트

로 설정하여 상관처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16비

트로 재양자화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많이 표현되

어 상호상관스펙트럼(cross power spectrum)과 visibility에

서 진폭이 증가되어 표시되지만, 8비트와 16비트의 결

과모양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0(b)와 그림 11(a)의 결과에서는 4비트로 재양자화를 

선택한 경우 스펙트럼과 위상 부분에서 왜곡이 발생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선

택형 재양자화 기법에 대해 주어진 시스템 자원을 최대

한 활용하여 VCS에 적용할 때 신호의 왜곡을 방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FFT의 버터플라이 연산에서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측데이터에 대해 적절한 

스케일링 값을 찾는다. 그리고 재양자화 비트는 최소한 

8비트 이상을 도입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 상관처리 시

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4.2. 상관처리 결과

4.1절의 시뮬레이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관측데

이터를 대상으로 VCS에서 상관처리 시험을 수행하였

다. VCS에는 선택형 재양자화 기법에서 양자화 비트는 

8비트를 적용하였으며, 시험을 통하여 적절한 스케일링 

값을 선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관측데이터는 KVN을 

이용하여 2011년 1월 28일 4시 20분부터 19분 동안 관

측하였으며, 대상천체는 3C454.3이다. 기존의 선택형 재

양자화 기법을 확장하여 VCS에서 8비트로 설정하고, 

FFT 처리 후 데이터를 추출하는 비트의 범위에 따른 

상관결과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상관처리를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를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그림 13의 결과는 

AIPS에서 프린지 피팅(fringe fitting)을 하기 전에 상관

결과로부터 상호상관스펙트럼과 위상에 대해 나타낸 것

이다. 그림 13(a)는 데이터를 추출할 때 14번째 비트부

터 8비트를 선택하여 추출하고, 그림 13(b)는 12번째부

터 8비트를 선택하도록 설정한 후의 결과이다. 그림 13

의 결과에서 그림 13(b)의 12번째부터 8비트 데이터를 

추출할 때 위상의 변화는 없으나 상관 스펙트럼의 진폭

이 60에서 200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상관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한 VCS에서 FFT 처리 후에 수행하는 재양자화의 방법

을 제안하고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처리 시험을 

수행하였다. VCS의 초기 설계에서 도입한 재양자화를 

통한 상관처리 시험에서 지연추적 등의 시험을 수행할 

때 상관결과에서 왜곡된 스펙트럼이 확인되었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교형 재양자화 기

법과 선택형 재양자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비교형 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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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 기법은 초기 문턱치를 설정한 후 입력 데이터와 

비교하여 유효 비트만큼의 데이터를 양자화 시키는 방

법이다. 그리고 선택형 재양자화 기법은 FFT 처리 후의 

결과에서 유효비트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제안 방법들

을 VCS의 FPGA에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에서, 

제한된 자원 하에서 많은 수정 없이 시스템을 안정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형 재양자화 기법이 효과

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택형 재양자화 기법이 

FFT 결과를 4비트로 재양자화 되는데, 그 결과에서도 

신호의 왜곡이 발생되어 8비트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선택형 재양자화 기법이 8비트로 확장하여 

VCS에 적용한 결과 시뮬레이션과 상관처리 시험을 통

하여 상관결과의 왜곡문제가 해결되어 유효함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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