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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는 한국우주 측망(: Korea VLBI Network: KVN)에 용 가능한 새로운 디지털 샘 러를 개발하

다. 이 샘 러는 1024MHz 샘 링으로 2bits/sample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입력 기  주 수 Clock은 

1PPS(: Pulse per second)와 10MHz를 사용하며, 1PPS 신호에 동기되어 UTC(: Universal Time Coordinated) 

시각정보가 출력된다. 샘 링된 데이터 출력은 시각정보를 포함한 VSI(: VLBI Standard Interface)규격을 채

택하고 있다. 개발된 샘 러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KVN 울산 천문 에 설치하여 우주  측 시

험을 수행하 다. 측시험 결과, 안정 인 성능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 개발된 샘 러와 측 시

험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ABSTRACT

We developed new Digital Sampler for KVN(: Korean VLBI Network). The sampler has 1024MHz sampling frequency with 2bits/sample. 

The sampler’s input reference frequencies are 1pps(: pulse per second) and 10MHz, also UTC(: Universal Time Coordinated) time information out 

with 1PPS signal, synchronized. The output of sampling data is adapted VSI(: VLBI Standard Interface) specification including the time 

information. In order to confirm the performance of the sampler, we carried out the astronomical radio observation test in Ulsan Radio 

Observatory of KVN. It was confirmed the stable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new developed sampler and present the 

observational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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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우주 측망(: Korean VLBI Network: 

KVN)은 서울과 울산, 그리고 제주에 설치된 3 의 

직경 21m 망원경으로 구성된 VLBI(: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er: 장기선 간섭계)  

측망으로 22/43/86/129GHz의 4 주 수 역을 동시

에 측할 수 있으며, 활동성은하핵, 만기형 별과 별 

탄생 역 등의 연구 측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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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BI 측은 륙 는 세계 인 기반에서 구성

된 간섭계이며, 각 망원경들 간의 거리가 멀어질

수록, 측 자료의 분해능이 높아진다. 이를 이루는 

각 망원경의 수신기에는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샘 러가 있다. 샘 러의 성능(특히, 역폭

과 샘 링 주 수 그리고 샘 링 비트수)은 

측의 품질 뿐만 아니라 과학연구의 역에까지 많은 

향을 다. 로, 재, KVN을 이용하여 측할 

수 있는 역폭은 256MHz이다. 만약, 이 역폭을 

n배 증가시키면 측감도는 sqrt(n)만큼 향상되고, 

연속 원의 경우 측 가능한 천체의 수가 기하

수학 으로 증가하게 된다[3]. 이러한 이유로 고속 

샘 러의 기술과 성능 향상을 독자 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 자체 제작 능력  기반 기술을 확보

하면, 비용과 보수 시간을 이고, 다양한 측환경

에 응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고속 샘 링을 한다면, ~100MS/s 샘

링 속도에 비트수가 많은 해상도를 사용한다[4].  

측에서는 해상도 보다는 역폭을 극 화 시

켜 샘 링을 한다. 이러한 고속 샘 러의 기본 기술 

확보와 독자 개발을 해 1GHz 샘 링을 할 수 있

는 측 데이터의 샘 링 장치를 기 시험용으

로 설계, 제작하여 왔다. 제작된 기의 proto-type 

고속 샘 러는 실험실 테스트를 거쳐, 실제 스펙트럼

을 얻을 수 있음을 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의 연구 경험과 기술 축 을 바탕으로, 고속 

샘 러 실용화를 한 최종 양산형 고속 샘 러를 

설계  제작 하 다. 

본 논문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구성되었다. 본 서

론에 이어 2장에서는 고속 샘 러의 설계에 해 알

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3장에서 샘 링 시스템의 제

작에 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개발된 샘 러를 

망원경에 설치하여 측 시험한 결과를 서술하고, 

마지막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고속 샘 러 설계

개발하고자 하는 샘 러 시스템은 크게 수신된 우

주  신호를 디지털화 시켜주는 A/D부, 이를 병렬

화하여 VLBI 통신 규격인 VSI(: VLBI Standard 

Interface) 규격으로 바꾸어 출력하는 디지털 부, 샘

링 동작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제어부, 샘 링 

주 수를 만들어 주는 기  주 수 발생기, 그리고, 

각 부분의 회로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원 압을 

공 하는 원부의 5부분으로 되어 있다. 체 블록

선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설계를 한 신호흐름에 따른 체 블록선도 
Fig. 1 Block diagram of signal flow for circui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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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샘 링 동작 클럭들 동기화 작업
Fig. 2  Synchronizing process of all clocks for data 

sampling

개발한 샘 러의 입력신호는 512MHz의 주 수 

역폭을 가지며, 이를 한 샘 러의 샘 링 주 수

는 1024MHz이다. 샘 링된 데이터는 2bit/sample이

고, 출력은 시각정보를 포함한 VSI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VSI 데이터 송의 기 클럭 64MHz를 사용하

면, 샘 링된 데이터는 2048Mbps의 송 속도로 

LVDS(: Low Voltage Differential Signal)의 기  

특성으로 출력된다. 그리고, VSI규격의 목 은 표

규격에 따름으로서 모든 VLBI 시스템 사이의 호환

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5]. 

입력 기  주 수 클럭은 1PPS(: Pulse Per 

Second)와 10MHz를 사용하며, 1PPS 신호에 동기되

어 UTC(: Universal Time Coordinated) 시각정보가 

출력된다. 10MHz 신호는 샘 러의 샘 링 주 수 

1024MHz에 동기되고, 이 Clock에 맞추어 A/D 변환

이 이루어진다. 각 신호들 간의 동기화 로세스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샘 링된 신호는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에서 de-serializer에 의해 1:16 병렬화를 

통하여 64MHz로 낮추어져 처리된다. FPGA에서는 

데이터를 VLBI 자료 형식으로 만들어, 1PPS에 동기

된 VSI 규격으로 데이터를 출력한다. 데이터의 구성

은 32비트로 4가지 모드로 출력한다[5-6].

 Mode 1은 VSI 기  출력 클럭 32MHz, 송속

도 1Gbps, 역폭 256MHz, 채  1개이다. Mode 2

는 역폭 128MHz, 채  2개이며, Mode 3은 역폭 

64MHz, 채  4개이다. Mode 4는 역폭 32MHz, 채

 8개이다. 그림 3에 각 모드별 데이터 구성을 보

여 다. 그림에서 M은 MSB(: Most Significant Bit)

이고, L은 LSB(: Least Significant Bit)이다.

그림 3. VSI 데이터 출력 규격
Fig. 3 Specification of VSI data output 

출력되는 데이터의 시각정보와 각종 측 정보는  

다음 그림 4의 VSI 규격 내의 PDATA(: 표  정의)

규격에 따랐다[5-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PDATA : 115,200 baudrate, stop 1 bit, No 
parity, Tx Signal 

b. After 1PPS, after 10ms, within 500ms: Data 
output = Max. 2048Byte

c. 'ON/OFF' Function in PVALIDd. under VLBI Standard Software Interface Specification 

그림 4. VSI 규격 내의 PDATA(: 표  정의)규격
Fig. 4 PDATA Specification in VSI 

한, 개발된 샘 러에는, VLBI 측기기 사이의 

데이터 통신에서, VSI 규격을 갖는 송 효율과 

송 상태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TV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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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Generator) 기능을 그림 5와 같이 구 하

다. TVG는 Flip-Flop과 Gate로 구성된 회로에서 생

성할 수 있다[5]. 측기기간의 송 동기와 TVG 

리셋은 1PPS 신호에 따른다. TVG 데이터 생성은 

VSI 기  출력 클럭에 따른다.

 

그림 5. TVG 논리 구성 회로

Fig. 5 TVG Logic configuration circuit

입력되는  신호가 정상 인지 는 정한 입

력 압으로 들어오는지 등의 특성 악을 하여 

비트분표 연산 기능도 구 하 다.  그림 6에 비트

분포 연산 알고리즘을 나타내었다.

그림 6.  비트분포 연산 알고리즘

Fig. 6 Calculation algorithm of bit distribution

즉, 2비트 샘 링 데이터에 한 각각의 값(00, 

01, 10, 11)이 나타나는 횟수를 측정주기(그림에서는 

10-6 )동안 더하여, 체 측정 주기로 나  값이다. 

를 들면, 입력이 정상 인 구형 연속 (: 

Continuous Wave: CW)이고, 입력 신호 가 

하다면, 칭 인 분포( , 00: 01: 10: 11 = 19%: 

31%: 31%: 19%)를 보인다. 

앞에서 기술한 모든 기능을 하게 사용할 수 

있게, MPU(: Micro Processor Unit)를 사용하여, 개

발된 샘 러의 동작을 통합 제어 하 다. 주요 제어 

기능은 다음과 같고, 그림 7에 명령어 시 스를 나타

내었고, DigitalLink사의 ADS-1000 매뉴얼을 참조하

다[7].

  가. 10/100Mbps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제어

- VLBI Standard Command SET 지원  해

당 명령의 처리

- 다음 그림에 시한 메뉴와 명령어를 구

  나. LCD(: Liquid Crystal Display) 제어  시계 

디스 이

     - 제어  명령 모니터링 디스 이

     - PPS에 동기된 Real-Time Clock 디스 이

  다. 4개의 푸쉬버튼을 사용한 VLBI Standard 

Command 지원  해당 명령의 처리

    - 다음 그림에 시한 메뉴와 명령어를 구

    - 비트 분포를 모니터링을 LCD에 구

  라. 상태값 모니터링 명령어 구

III. 고속 샘 링 시스템 제작

설계 제작된 모든 모듈을 이스에 통합하여 고속 

샘 러 시스템을 제작하 다. 제작 완료된 샘 러는 

제작된 Main PCB(: Printed Circuit Board)를 심

으로, GHz 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오실 이터, 샘

러 동작을 모니터  제어 기능을 하는 MCU(:  

Micro Control Unit) 모듈, 인터넷으로 통제할 수 있

는 TCP/IP 모듈, 원 모듈, 원 노이즈 필터, 

LCD, 미니 키보드 등을 통합하여 조립하 다. 아래 

그림 8과 그림 9는 제작된 고속 샘 러 시스템의 모

습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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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샘 러 제어 명령어 시 스

Fig. 7 Control command Sequence for 

sampler system

그림 8.  최종 조립 메인 보드

Fig. 8 High speed sampler main 

board  

그림 9. 이스에 조립한 고속 

샘 러 모습

Fig. 9 High speed sampler 

assembled all modules

개발한 샘 러 시스템의 동작 흐름도는 그림 10과 

같다. 원이 인가되고 장비가 작동을 시작하면, 장

치의 기화가 진행된다. 그리고 자동 으로 각 부의 

상태가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입출력 포트를 

활성화하고, 사용자가 설정값을 넣어주면, 샘 링 

로세스가 진행된다. 

그림 10. 개발된 샘 러 동작 흐름도

Fig. 10 Operation flow chart of the 

developed sampler

IV. 고속 샘 링 시스템의 시험 결과

개발된 고속 샘 러 시스템으로 KVN의  디

지털 실험실과 KVN울산 천문 에서 다양한 시

험들을 진행하 다. 시험에는, KVN울산 천문

의 21m 망원경을 비롯하여, CW(: Continuous 

Wave)신호를 만들어 주는 시그날 제 이터, 직  

신호세기를 볼 수 있는 스펙트로메터, KVN에 수신

되는 신호와 유사하게 512MHz에서 1024MHz까

지의 512MHz 역폭과 우주 와 유사한 신호세기

를 가지는 신호를 만들어 주는 노이즈 제 이터를 

사용하 다. 출력되는 데이터를 기록하기 한 우주

신호 용 기록기인 Mark5B+ 기록기, 그리고 

기록 제어와 기록된 데이터를 검하기 한 시험환

경과 소 트웨어 등을 이용하 다[8-9]. 그림 11은 

개발된 샘 러를 시험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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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실제 시험 측 에 샘 러의 
성능을 확인하기 한 실험 모습

Fig. 11 Performance test for the developed 
sampler before real observational test

그림 12에 제작된 고속 샘 러 성능 검증을 한 

시험 환경을 도식화한 것이다. 먼 , 개발된 고속 샘

러에서 나온 2비트 디지털화 신호를  

Mark5B+ 기록기에 기록하고, PC에서 분석 소 트

웨어로 데이터 분석하 다[10]. 그림 13은 그 결과이

다. 입력 신호로 시그날 제 이터의 68MHz 

sinusoidal CW 신호를 2bit/sample, 2Gbps로 기록한 

것이다. x축은 시간을 10-9sec 단 로 표시하 다. y

축은 상(±)을 가지는 2비트 값(11: 3, 10: 1, 01: 

-1, 00: -3)으로 표 한 것이다. 그림 13에서 보듯이 

정확하게 2비트 양자화된 sine 가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512MHz 역폭을 

갖는 RF(: Radio Frequency) 노이즈 제 이터와 

836MHz CW  신호를 제작된 고속 샘 러로 디

지털화 하여 Mark5B+ 기록기로 기록한 데이터의 스

펙트럼이다. x축은 역폭 MHz 단 이고, y축은 양

자화된 sine 를 주 수 역으로 바꾸기 하여 

FFT(: Fast Fourier transform)한 Normalized 

intensity이다. 이를 PC를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계산

하 다. 그림 14와 그림 15에서 보듯이 평탄한 잡음 

패턴과 깨끗한 CW 신호를 보여 다. 

4.1 노이즈 제 이터를 이용한 고속 샘 러 

성능 검증

그림 12. 제작된 고속 샘 러 성능 검증을 한 
시험 환경

Fig. 12 Test condition to confirm the performance 
of sampler system  

그림 13. PC에서 재 한, 2비트 양자화된 형 
모습

Fig. 13 The diagram is 2bit wave form, 
re-presented in PC with the recoded data.

그림 14. 512MHz 역폭(512MHz~1024MHz)을 
갖는 노이즈 제 이터와 836MHz CW  
신호를 합하여, 제작된 고속 샘 러로 

디지털화하여 기록한 데이터를 PC로 분석한 
스펙트럼. 

Fig. 14 The digital conversion data  from 836MHz 
CW signal and 512MHz BW (512MHz ~ 1024MHz) 
noise signal generated from noise generator with 

the developed sam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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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그림 14와 같은 데이터 사용하여, KVN 
실 측 스펙트럼 모니터링 소 트웨어로 분석한 

모습.
Fig. 15 Spectrum using real KVN spectrum 
monitoring software with same data as Fig. 14. 

4.2 디지털 분 기(DSM: Digital Spectro- 

Meter)와 실제 측소 트웨어를 이용한 

고속 샘 러 성능 검증

다음 그림 16은 실험실에서 시험을 마친 고속 샘

러를 KVN 울산 천문 의 21m 망원경에 

설치하여 측에 용하는 모습이다. 

그림 16. 실제 시험 측을 하여 KVN 울산 
21m 망원경 수신기실 안에 장착하여 시험 

인 모습 
Fig. 16 Observaion test of the developed 
sampler in receiver room of 21m radio 
telescope, KVN Ulsan Observatory

측은 W3OH Water Maser와 R-CRT Water 

Maser라는 우주 원들을 22GHz (uncooling) 역

에서 수행하 다. 제작된 고속 샘 러를 사용하여 

디지털 변환된 우주  신호를 기록기로 기록한 다

음, 각각 10  동안 하여 분하 다. 그림 17은 

이 게 기록한 신호를 분석한, W3OH water maser

의 OH 방출선 스펙트럼 측 결과이다. x축은 측

한 데이터를 FFT한 normalized channel로, 측한 

주 수 역에서의 64MHz 역폭에 응한다. y축

은 FFT(: Fast Fourier transform)한 Normalized 

intensity를 우주 측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규화

한 시스템 온도로 표 한 것이다.

그림 17. W3OH Water Maser의 10  
분한 OH 방출선 스펙트럼 측 결과
Fig. 17 Test observation reseult of OH 
emission line spectrum of W3OH Water 
Maser Source with 10sec. integration data

그림 18.  R-CRT Water Maser의 
스펙트럼 측 결과

 Fig. 18 spectrum of R-CRT Water Maser  

그림 18은 R-CRT Water Maser의 OH 방출선 

스펙트럼 측 결과이다. x축은  FFT한 normalized 

channel 값을 지구에서 보는 상 인 시선속도 값

으로 표 한 것이다. -는 지구로 다가오는 성분이고, 

+는 멀어지는 성분이다. y축은 정규화한 시스템 온

도로 표 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실제 측에

서 스펙트럼 잡음이 고, 안정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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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KVN의 울산과 탐라의 망원경들을 
동시에 사용한 AGN 3C84의 VLBI 측 시험으로 

얻은 린지 모습.
Fig. 19 Fringe of AGN 3C84 from VLBI test 

observation using KVN Ulsan Radio Telescope & 
Tamra Radio Telescope, simultaneously 

다음으로 KVN의 울산, 탐라의 망원경들을 

동시에 사용한 VLBI 측 시험을 하 다. 이 시험은 

멀리 떨어진 2 의 망원경으로 동시에 같은 원

을 측하여 수행한다. 이 때, 지구의 공 과 자  

효과나 각 망원경의 시스템과 clock들의 연속 인 

변화 인자를 시시각각 보정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상

호상 함수의 상(: Fringe Phase)을 맞추면, 안정

인 상호상 처리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이

에 개발된 샘 러가 VLBI 측 환경에서도 사용 가

능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탐라의 망원경에서는 

기존의 외산 장비(ADS-1000), 그리고 울산의 

망원경에서는 새로 개발된 샘 러를 사용하 다. 

측시험은 AGN 3C84라는 AGN(: Active Galaxy 

Nuclear: 활동성 은하핵) 원을 상으로 분시

간 10 로 측 자료를 얻고 상 처리 하 다. 그 

결과 그림 19에서 보듯이, 린지를 검출할 수 있었

다. x축은  FFT한 normalized channel 값, y축은 

FFT(: Fast Fourier transform)한 Normalized 

intensity, KT는 KVN Tamra, KU는 KVN Ulsan이

다. 이는 울산, 탐라의 망원경들을 동시에 사용

한 VLBI 측 시험에서 2비트로 양자화된 우주

신호의 시시각각 변하는 스펙트럼을 맞추어 상호상

처리된 스펙트럼 측 결과를 얻은 것을 의미한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주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

환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완성된 고속 샘 러로 RF 

Noise Source  CW Source를 사용하여 실험실에

서 성능을 검증하 다. 그리고, 실제 KVN울산

망원경에 장착하여, 단일경 측  KVN의 3 망원

경  2 를 사용한 VLBI 측 시험으로 우주  

신호를 획득할 수 있음을 보 다. 이 샘 러는 KVN

의 샘 러 비 장비로 활용되며, 이어서, 우주  

역 측을 하여 3GHz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고속 샘 러를 개발할 정이다. 역폭이 넓어지면, 

원에서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의 

선들도 많아진다. 이는 KVN을 이용한 연구 역을 

폭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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