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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FX 형식의 한일상관기(Korea-Japan Joint VLBI Correlator, KJJVC)의 잔차 지연 보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KJJVC의 초기 잔차 지연보정 알고리즘에는 연산의 고속화를 위해 정수 연산과 위상보정 계수를 위한

cos/sin table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잔차 지연 알고리즘의 초기설계에서 데이터의 타이밍과 잔차 지연 위상의 불일

치와 비트쉬프트와 잔차 지연 위상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였다. VCS의 잔차 지연 알고리즘의 최종 설계에서는 잔

차 지연보정된 값을 FFT segment에 적용할 때 잔차 지연 보정 회전 메모리가 초기화 되지 않는 것을 수정하였다.

제안한 잔치 지연 보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교차 전력 스펙트럼의 대역폭 모양이 모든 대역폭에 대해서 손실이 없

이 평탄한 것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잔차 지연보정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터와 KJJVC를 이용

하여 실제 관측데이터를 대상으로 상관처리 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를 통하여 제안한 잔차 지연 보정 알고리즘

이 KJJVC에 잘 적용되고 있으며, 신호대 잡음비가 약 8%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the residual delay compensation algorithm is proposed for FX-type KJJVC. In case of initial version as that

design algorithm of KJJVC, the integer calculation and the cos/sin table for the phase compensation coefficient were

introduced in order to speed up of calculation. The mismatch between data timing and residual delay phase and also between

bit-jump and residual delay phase were found and fixed. In final design of KJJVC residual delay compensation algorithm, the

initialization problem on the rotation memory of residual delay compensation was found when the residual delay compensated

value was applied to FFT-segment, and this problem is also fixed by modifying the FPGA code. Using the proposed residual

delay compensation algorithm, the band shape of cross power spectrum becomes flat, which means there is no significant

loss over the whole bandwidth.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proposed residual delay compensation algorithm, we conducted

the correlation experiments for real observation data using the simulator and KJJVC. We confirmed that the designed residual

delay compensation algorithm is well applied in KJJVC, and the signal to noise ratio increases by abou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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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연구원은 일본국립천문대와 함께 2006년부터 한일공동

VLBI 상관기(Korea-Japan Joint VLBI Correlator, KJJVC)를 개발하

였다[1][2][3]. KJJVC는 동아시아 지역의 한국우주전파관측망(Korean

VLBI Network, KVN)과 VERA(VLBI Exploration of Radio

Astrometry)를 포함한 최대 16관측국의 동시 상관처리가 가능하며

* 한국천문연구원 전파천문센터

** 일본국립천문대 VERA

*** Elecs Industry Ltd.

투고 일자 : 2013. 3. 30 수정완료일자 : 2013. 4. 12

게재확정일자 : 2013. 4. 30

관측한 VLBI 데이터를 관측국당 최대 8192 Mbps 속도로 8192 상관

출력 채널의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데, 이는 VLBI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드웨어 상관기로는 세계 최고 성능을 갖고 있다[1]. KJJVC는 동아

시아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기록장치에 대응하고 있

으며, 특히 KVN과 중국의 Mark5B, VERA의 DIR2000 테이프를 위한

VERA2000 고속재생기 등이 있다. 향후 일본 대학연합 관측망과

VERA에서 도입 예정인 4 Gbps 고속기록/재생기인 OCTADISK도 고

려하고 있다. 이러한 재생기와 함께 관측데이터의 저장 및 동기 재생

역할을 담당하는 Raw VLBI Data Buffer (RVDB) 시스템과 KJJVC의

핵심부분인 VLBI상관서브시스템(VLBI Correlation Subsystem,

VCS), 그리고 상관결과를 저장하는 데이터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구성

된다[1]. KJJVC는 FX 형식의 상관기이며, VCS의 경우 안테나 유닛

(Antenna Unit)과 상관유닛(Correlation and Accumulation Unit,

CAU)으로 구성된다. 안테나 유닛에서는 입력된 관측데이터를 정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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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연추적과 프린지 회전을 수행한다. 그 후 고속 푸리에 변환

(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수행하고 지연추적과 프린지 회전

이 적용된 후의 잔차 성분을 보정하기 위한 잔차 지연보정(Residual

delay compensation,  , fractional-bit error)을 진행한다. 그리고 데

이터를 재양자화한 후 상관유닛에서 각 기선별 관측데이터에 대해 상

관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VLBI 관측과 상관처리 과정에는 신호의 위

상에 여러 가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전파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

할 경우, 관측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양자화 오차가 있다. 그리고 관측데이터를 상관처리 할 경우, 지연추적

과 프린지 회전을 수행할 때 지연잔차와 위상추적에서의 오차가 발생

한다[5]. 또한 재양자화 과정을 수행할 때도 오차가 발생하지만 재양자

화 비트의 범위를 증가시켜 오차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8].

본 논문에서는 FX 형 상관기에서 지연추적과 프린지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KJJVC를 개발할 때 설계

한 지연추적과 프린지 회전에서의 지연성분과 위상성분의 오차를 보

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하고, 설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관측데이터를 대상으로

KJJVC에 설계된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처리 시험

을 통하여 설계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상관기의 지연추적과

프린지 회전 오차에 대해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KJJVC에 구현된 잔차

보정 알고리즘의 설계,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며,

Ⅳ장에서는 설계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처리 시험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Ⅴ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그림 1. KJJVC의 지연추적, 프린지 회전 및 잔차 지연보상 등에

대한 데이터처리 구성도

Fig. 1. Data processing flow chart for delay tracking, fringe rotation

and residual delay compensation of KJJVC

그림 1은 KJJVC의 데이터 처리 구성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KJJVC는 푸리에 변환을 수행한 후 상관처리를 수행하는 FX 형식의

상관기이며, 전단에서 관측데이터에 대한 지연추적과 프린지 회전을

수행한다. 그 후 푸리에 변환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해 지연추적과 프린

지 회전의 잔차 보정인  보정을 수행하고, 재양자화를 거쳐 상관

처리를 위해 상관유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림 2. 지연변화와 그 보정법

Fig. 2. Delay change and its compensation

그림 2는 상관처리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지연추적모

듈을 나타낸 것이며, 지연시간 의 변화에 따른 보정방법을 나

타낸 것이다[4]. 그림 2에서 점선(③)은 디지털로 변환된 샘플신

호의 간격으로 지연시간변화를 표시하는 실선(①)과 겹치면 계단

모양이 된다. 그림 2의 ①에 나타낸 실제 지연시간변화는 하루

단위의 시간에서는 곡선이지만 짧은 시간 내에서는 직선으로 보

인다. VLBI 시스템에서는 모든 전파신호가 디지털로 변환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링 간격 단위 내에서 지연시간을 보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그림 2의 ②와 같이, ①로부터 정도 차

이가 있는 경우 비트 점프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최

근에는 그림 2의 ③번과 같이 ⋅차이가 있을 때 비트 점프

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으며, 그림을 살펴보면 ③ 방

법이 실제 지연시간으로부터의 차이가 가장 작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관기에서는 지연추적과 함께 프린지 회전에

의한 위상추적을 수행하게 된다. 프린지 회전에 의한 위상 보정

은 기하학적인 지연추적(Geometrical delay tracking) 단계에서

프린지 위상 보정이 이루어지며, FFT 연산 단계 이후에 주파수

영역에서 잔차 지연에 대한 위상 보정이 이루어진다. 앞에서도 기

술한 것과 같이 디지털화된 신호의 지연추적이 상관기 내에서 이산

적으로만 수행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부분 지연량

(Fractional delay : 용어의 통일이 필요, 뒤에선 부분이라고

해석)에 대해서 지연오차가 발생한다. 이때 지연오차를  라고 하

면, 대역 내의 주파수  의 위상오차는      가

된다. 여기서,  은 추적 주파수로서, 대역폭 중심에서 추적할 때에

는   ⋅ ( 는 대역폭)이 된다. Nyquist rate(샘플링 주파

수가 대역폭  의 2배)로 샘플링 할 경우 샘플링 간격은 1/2B로서,

지연오차는  ≦  ≦  의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

서 위상오차의 분포는 대역폭 내 주파수 함수로서

   ≦  ≦    가 되며, 대역폭 양

단에서  ≦  ≦  가 된다[4].

FX 형 상관기의 잔차 지연보정 알고리즘은 FFT를 실행한 후 각

분광채널마다 주파수의 위상 조정을 통하여 샘플링 간격보다 세분화

한 지연추적을 수행하여 오차를 작게 할 수 있다. FX 형식의 상관기

는 지연추적과 FFT 연산 이후에 주파수 영역에서 지연잔차를 보

정하고 교차상관(Cross correlation)을 수행하는 반면에, XF 형식의

상관기는 먼저 시간영역(Lag domain)에서 교차상관 처리를 하고

FFT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연잔차를 보정하기 어렵다. 또한,

기하학적인 지연의 변화량에 비해 매우 빠르게 상관결과가 출력되

어, 그것을 컴퓨터에서 보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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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분을 보정하기 어렵다. XF 형식의 상관기에서 1샘플 이하의

지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오차는 연속파 관측인 경우 약 4%,

분광관측에서 가장 나쁜 경우에는 약 10% 정도이다[6].



3.1 KJJVC의 초기  보정방법

그림 3. KJJVC의 초기  보정모듈 제안 구성도(모든 연산을

복소수로 수행하여 계산량이 증가한다)

Fig. 3. Initial  compensation module proposed diagram of

KJJVC(Processing time increases by performing all operations

with complex)

KJJVC에서 초기에 제안한  보정방법은 그림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위상 기울기를 계산하는 부분은 회전벡터와 함께 복소

수 곱셈을 수행하도록 구현되었다. 그리고 지연가속성분(″ )을
고려해서, 기울기와 초기값이 매번 1msec마다 갱신되어야만 하였

다. 초기 제안방법은 복소수 연산에 의한 계산량 증가와 1msec

단위로 기울기와 초기값이 갱신되어 그만큼의 고속처리를 수행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구성하는데 많은 물량과 비용이

필요하였다. 수정된  보정방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해 다음 2가지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는  보정을 위한

위상 정밀도는 약 1도 정도로 설정하고, 두 번째는  보정에서

약 0.1(102.4 msec)초 이내에 수행할 경우 지연가속 성분의 영향

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값이 되어 무시할 수 있다. 이 2

가지 고려 사항을 제안한 방법에 적용할 경우  보정 계수는

위상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그림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위상보정

계수를 FFT 결과에 적용하기 직전(그림 4(a))에만 복소수 벡터로

변환할 수 있도록 1024 point의 cos/sin 테이블을 도입(그림 4(b))

하였다. 또한 초기값과 기울기는 0.1초마다 다른 하드웨어 파라미

터와 같이 갱신된다. 이렇게 제안방법을 적용하면 하드웨어의 설

계 물량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위상오차에 대한 제어가 용이하며

비트 점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이 내용

은 3.2절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이 2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그림

4(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수정된  보정방법은 각 FFT 세그

먼트에서  보정을 위한 위상 기울기를 계산하고, 각 주파수

채널에 대한 값은 이 위상 기울기 값을 참조하여 계산하는데, 각

채널의  보정 계수를 계산하는 과정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

다.

(a) FFT 연산 후 USB/LSB를 선택한 후  보정을 적용하는 단계

(b) 수정된  보정 모듈

그림 4. KJJVC의 수정된  보정 모듈 구성도

Fig. 4. Modified  compensation module diagram of KJJVC

2장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지연추적에서 발생한 소수점 이하

의 값에 대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FFT 분광처리 후의

데이터에 보정 계수 값을 각 채널 데이터에 곱하여서 수행한다.

잔차 지연오차를 라고 하면,  보정 계수는 다음 식 (1)과

같다.





⋅
(1)

여기서  은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 점수, 는 주

파수 채널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 5에서 시간방향의 증가와 주파수 방향 증가에 대해 간략

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간방향 증가의 경우(그림 5(a)),

각 FFT 세그먼트에서 위상 기울기를 계산한다. 그리고 각

iPP(Internal Parameter Period)의 상위에서 를 선택한 후,

FFT 세그먼트 경계마다 가 마지막 위상기울기에 더해지고

이 값은 새로운 위상 기울기가 된다. 주파수 방향 증가의 경우(그

림 5(b)), FFT 결과의 각 채널에 적용할  보정의 위상을 계

산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그림 9에 나타내었다.

(a) 시간 방향 증가 (b) 주파수 방향 증가 (USB/LSB 선택)

그림 5.  보정의 시간 및 주파수 방향 증가

Fig. 5. Time and frequency direction increasing of 

compensation

수정된 위상은 32비트로 확장되어 계산된다. 8k-point FFT인

경우, iPP 동안 64×12,800 = 819,200회의 반복적인 덧셈이 수행된



한일상관기의 잔차 지연 보정 알고리즘의 개선 / 139

다. 819,200은 21비트 차원(order)이며, 가장 유효한 숫자는 상위

11비트이다. 여기서 계산된 위상 회전은 FFT의 후처리에 적용된

다.

3.2  보정 알고리즘의 수정

3.1절에서 기술한 기존  보정 알고리즘의 문제점은 우선

iPP 타이밍과  위상의 불일치, 비트 점프와  위상의 불

일치 등의 2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SNR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문제점은 iPP 타이밍과  위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기존 알고리즘에서 하드웨어 파라미터는 iPP 타이밍마다

초기화되어야 한다. iPP 타이밍 간격은 102.4 msec 샘플이다.

102.4 msec 샘플의 의미는 상관모드에서 C1모드(1024 Msps)인

경우 104,857,600샘플이고, C5모드(64 Msps)인 경우 6,553,600샘플

을 나타낸다. 그러나 다른 하드웨어 파라미터(지연추적, 프린지

회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보정의 하드웨어 파라미터( ,

)는 실제 102.4 msec(Real 102.4 msec) 타이밍마다 초기화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샘플단위의 시간이 아니고 실제

시간으로 초기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정의 하드웨어 파라미터가 102.4 msec 샘플마다 초기화되

도록 FPGA를 수정하였다.

두 번째 문제점은 비트 점프와  보정 위상이 일치하지 않

는 것이다. 정상적인 동작은 그림 6과 같이  보정 위상 경사

는 ±90°/B 내에서 비트 점프 동안에 변해야 한다. KJJVC의

 보정 알고리즘 입장에서 고려하면 그림 6(a)의 지연추적은

지연예측값이    ′  인 경우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

6(b) 위상추적의 경우, 그림 6(a)의 ① 타이밍에서 비트 점프가

발생하여 KJJVC의 내부 지연은 실제 지연  보다 초과하게 되

어, 데이터는 매우 지연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데이터는 양(+)

의  보정 위상에 의해 선행되어야 한다. ② 타이밍에서는 변

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며, ③의 타이밍에서는

KJJVC 내부지연은 실제 지연  보다 앞서 있는 상태가 된다. 따

라서 데이터는 음(-)의  보정 위상에 의해 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③과 ④의 타이밍에서 비트점프가 발생되어 앞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a) 지연추적

(b) 지연추적에 따른 프린지 위상추적

그림 6.  보상 위상에서 지연추적과 프린지 위상 추적에

대한 기울기의 움직임

Fig. 6. Gradient movement according to delay tracking and

fringe phase tracking at  compensation phase

그러나 초기에 제안된 알고리즘은  보정 위상이 그림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USB 또는 LSB에 대해 90°/B 이상으로 증가하

고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보정 위상이

비트 점프 타이밍에서 점프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 초기에 제안한  보정 알고리즘의 위상 움직임

Fig. 7. Phase movement of initial proposed 

compensation algorithm

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림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의 레지스터 폭이 원인임이 확인되었다. 즉,  레지스터

는 -180°에서 180°까지 변하고 있는데, 는 N/64 FFT_ch의

위상 기울기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보정 위상 기울기는

-180°×32에서 180°×32로 USB 또는 LSB 대역폭(N/2 FFT_ch)

내에서 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a) 초기 설계

(b) 수정된 설계

그림 8. 시간방향 증가를 위한  레지스터의 초기 설계와

수정된 설계( 레지스터 비트 범위를 26비트로 제한)

Fig. 8. Initial and modified design of  register for time

direction increasing( register bit range is restricted to

26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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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KJJVC의 최종 설계된  보정 알고리즘의 구성

Fig. 12. Final designed  compensation algorithm of

KJJVC

그림 9. 수정된  보정 알고리즘의 동작 표현

Fig. 9. Operation expression of modified  compensation

algorith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림 8과 같이 

레지스터의 폭을 26bit(=1/64)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레지스

터는 -180°/64에서 180°/64로 변하게 되며,  위상 기울기는

USB 또는 LSB에서 -90°에서 90°로 변하게 된다. 그림 9에 나타

낸 것과 같이  보정은 FFT 길이에 대해 64-point마다 수행

된다. 프린지 회전이 대역폭 중심인 경우, 우선 [위상기울기 ×

(-16)]이 채널 0(Channel 0)의 수정된 위상으로써 계산된다. 그

후, 각 포인터(Point)에서의 수정된 위상은 64회 반복해서 위상

기울기에 더해서 계산한다. 따라서 그림 9는 수정된  보정 알

고리즘이 16k-point FFT를 수행한 후 USB 대역폭 영역에서

8192 주파수 채널에 대해 256채널씩 같은 위상 기울기를 적용하

고 있는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알고리

즘을 수정한 후  보정 위상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

한 결과, 그림 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90°/B에서 90°/B로 변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림 10에서 위상이 중심에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프린지 추적을 하면서 대역의

중심에 해당하는 중심 주파수에서의 위상변화도 보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 11은 DC 부근에서의  보정 위상도 -45°

에서 45°로 변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림 10. 시뮬레이션을 통한  보정 위상의 움직임

Fig. 10. Movement of  compensation phase by simulation

그림 11. DC부근에서의 위상 변화

Fig. 11. Phase change nearby DC

시뮬레이션을 통한 상관처리 시험의 경우(Ⅳ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참조) 수정된  보정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동작되어

상관결과에서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보다 후의 결과에서

SNR의 개선과 교차 전력 스펙트럼이 대역폭의 양쪽 끝 부분이

평탄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KJJVC의 경우 상관

처리 시험에서는 교차 전력 스펙트럼 모양이 전과 동일하거나 나

빠져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험에서 확인된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정 알고리즘의 FPGA 코드를 검토한

결과, FPGA에서  보정을 담당하는 메모리의 주소(그림 13에

서  Rotator memory)가 정확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보정 회전 메모리는 FFT 출력 차원(Order)에 따라서 

보정 회전을 고속화하는데 사용된다. 사용된 메모리는 링 버퍼

(Ring buffer)이며 8-세그먼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메모

리의 읽기 주소가 iPP 타이밍에서 초기화되지 않는 것이 비정상

적 동작의 원인이었다. 따라서  보정 회전의 파라미터 타이밍

에 FFT 출력 세그먼트 타이밍을 따르지 않고 있어서 FPGA에서

이 문제점을 수정하였다. 그림 12는 최종적으로　KJJVC에 설계

된  보정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잔차 지연보정 알고리즘의 성능 개선을 위해

제안한 방법들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터와 KJJVC

상관처리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KVN으로

2011년 1월 28일에 관측한 데이터로서 관측코드는 R11027b이며,

267개의 스캔(scan) 데이터 중에서 마지막 스캔(천체 3C454.3)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터를 위한 데이터는 1초 분량만 사용하였으

며, KJJVC를 대상으로 할 경우엔 1분과 20분의 관측데이터를 사

용하였다. 본 시험에서 사용한 시뮬레이터는 KJJVC의 성능을 검

증하기 위해 구축한 소프트웨어이다[7]. 상관처리시험은 먼저 시

뮬레이터의 경우 관측국 기반(Station-based)에 대해 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KJJVC는 기선기반(Baseline-based)과 관측국 기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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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경우에 대해 상관처리 시험을 수행하였다.

4.1 초기 설계 시험

초기설계 시험은 KJJVC를 설계할 때 구현된  보정 알고

리즘에 대해 상관처리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데이터

는 267번 스캔의 3C454.3 천체에 대한 것으로서  보정 기능

의 적용 전/후에 대해 상관처리를 수행하였다. 이때 프린지 회전

은 관측주파수에 대해 대역폭 중심에 설정하였으며, KJJVC의 출

력채널은 기본적으로 8192이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32채널씩

적분하여 256채널로 나타내었다. 그림 13은 KJJVC로 수행한 상

관처리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보정 기능을 적용하면

SNR이 수 %정도 향상되는데, 그림 13(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오

히려 상관결과에서 비지빌리티(Visibility)와 교차 전력 스펙트럼

(Cross power spectrum), 위상(Phase), 프린지 진폭(Fringe Lag

amplitude) 등이 나빠지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는 초기 설계에

서 구현된  보정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3.2절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타이밍 초기화 문제와  레지

스터의 비트 제한 등을 통하여 알고리즘을 수정하였다.

4.2 1단계 알고리즘 수정 시험

초기 설계에 적용한  보정 알고리즘의 타이밍 초기화 문제

와  레지스터의 비트 제한 등을 수정한 후  보정을 시뮬

레이터에 적용하여 상관처리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4에 나타

낸 시뮬레이터의 관측국 기반 상관결과는 교차 전력 스펙트럼이

대역폭의 가장자리에서 평탄한 모양을 나타내며, 프린지의 진폭

이 2.8e+6에서 3.0e+6으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시

뮬레이터에 적용된  보정 알고리즘은 정상인 것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그림 15에 나타낸 KJJVC의 관측국 기반 상관처리 시

험에서는  보정을 적용한 경우 SNR의 향상이나 교차 전력

스펙트럼의 모양이 대역의 가장자리가 여전히 평탄하지 않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림 16에 나타낸 KJJVC의 기선 기반 상

관처리 시험결과에서는  보정을 적용한 경우 예상대로 SNR

의 향상과 교차 전력 스펙트럼이 평탄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였다.

(a)  보정 적용 전 (Fringe Peak 진폭 2300)

(b)  보정 적용 후 (Fringe Peak 진폭 23)

그림 13. 초기 설계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한 KJJVC의

상관결과( 보정 적용전/후, 연세-울산 기선). Time lag의

amplitude는 cross correlation function의 amplitude이다

Fig. 13. KJJVC correlation result adopting initial designed

 compensation algorithm(before/after applying 
compensation, Yonsei-Ulsan baseline). In this 4th figure,

amplitude of time lag describes the cross correlation function

(a)  보정 적용 전 (Fringe Peak 진폭 2.8e+6)

(b)  보정 적용 후 (Fringe Peak 진폭 3.0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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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관측국 기반의  보정을 적용한 후의 시뮬레이션

상관결과(울산-탐라 기선)

Fig. 14. Simulation correlation result after applying 

compensation in station-based(Ulsan-Tamna baseline)

(a)  보정 적용 전(Fringe Peak 진폭 2500)

(b)  보정 적용 후 (Fringe Peak 진폭 2400)

그림 15. 관측국 기반의  보정을 적용한 전후의 KJJVC

상관결과(울산-탐라 기선)

Fig. 15. KJJVC correlation result before/after applying 

compensation in station-based(Ulsan-Tamna baseline)

(a)  보정 적용 전 (Fringe Peak 진폭 2600)

(b)  보정 적용 후 (Fringe Peak 진폭 2800)

그림 16. 기선 기반의  보정을 적용한 전후의 KJJVC

상관결과(울산-탐라 기선)

Fig. 16. KJJVC correlation result before/after applying 

compensation in baseline-based(Ulsan-Tamna baseline)

시뮬레이터와 KJJVC에 적용된 알고리즘을 비교한 결과

KJJVC의 경우 3.2절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보정계수를 적

용하는 회전 메모리의 읽기 주소가 초기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KJJVC의 경우 기선 기반의 시험결과에서는

 보정 회전 메모리의 문제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보

정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원인을 검토한 결과, 실험

에 사용된 데이터의 경우 기선 기반에서  보정 경사는 작은

지연변화율 ′ 값 때문에 매우 천천히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FFT 출력 세그먼트 타이밍과  보정 파라미터

타이밍이 일치하지 않아도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값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처리를 관측국 기반이나 기선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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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상관처리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된  보정 알고리즘은

모두 정상적으로 출력되어야 한다. 그러나 KJJVC는 관측국 기

반에서  보정 알고리즘의 보정 계수를 적용한 회전 메모리

부분에 문제가 있어 FPGA 코드를 수정하여 정상적으로 상관처

리가 수행되도록 설정하였다.

4.3 2단계 알고리즘 수정시험

KJJVC에 적용된  보정 알고리즘에서  보정 계수를

FFT 결과에 적용하기 위한 FPGA의 회전 메모리를 초기화하는

문제를 수정한 후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

터와 KJJVC에 대해 상관처리 시험을 수행하였다. 상관처리에 사

용한 데이터는 R11027b의 267번 스캔이며, 3C454.3 천체에 대해

약 1분(4:20:01~4:20:58)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상관출력은 해

석상의 편의를 위해 128채널씩 적분하여 64채널로 나타내었다.

그림 17은 시뮬레이터로  보정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대해

16MHz 대역폭, 16-stream의 상관결과를 모두 나타내었다. 그림

18에는 16-stream 중에서 9번 stream 1개에 대해서만 나타내었

다. 그림 17과 그림 18의 시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

기능이 적용된 경우 교차 전력 스펙트럼의 대역폭 가장자리에서

교차 전력 스펙트럼 모양이 평평하게 되고 SNR이 조금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9는 KJJVC에서 회전 메모리 초기화

부분의 FPGA를 수정 전후에 대해 수행한 상관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사용된 데이터는 시뮬레이터와 동일하며, 상관출력은 32채

널씩 적분하여 256채널로 나타내었다. 그림 19에 나타낸 것과 같

이 FPGA를 수정한 후의 프린지 진폭에서 수정전보다 약 8% 정

도 개선되는 것과 교차 전력 스펙트럼 모양이 평탄해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림 20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FPGA를 수정전후의

상관결과로서 AIPS(Astronomical Image Processing System)에

서 장시간 적분한 후 프린지 피팅한 후의 교차 전력 스펙트럼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0(a)는 FPGA를 수정하기 전으로서

상관출력은 16채널씩 적분하여 512채널로 나타내었으며, 그림

20(b)는 FPGA를 수정한 후로서 상관출력은 128채널씩 적분하여

64채널로 나타내었다. KVN 3관측국에 대해 모두 나타내었으며,

관측 데이터는 267번 스캔의 3C454.3 천체이며 약 20분 동안의

데이터를 상관처리에 사용되었다. 그림에 나타낸 결과는 약 1분

간 적분한 것이다. 그림 20에 나타낸 것과 같이  보정 알고리

즘의 FPGA를 수정하기 전후의 결과에서 교차 전력 스펙트럼이

FPGA를 수정한 후에 보다 평탄해 진 것을 알 수 있다.

(a)  보정 적용 전

(b)  보정 적용 후

그림 17. 시뮬레이터에서  보정 적용 전/후인 경우

상관처리 결과(울산-탐라 기선, 3C454.3, 16stream)

Fig. 17. Simulation correlation result before/after applying 

compensation(Ulsan-Tamna baseline, 3C454.3, 16stream)

(a)  보정 적용 전 (b)  보정 적용 후

그림 18. 9번 stream 1개에 대한 시뮬레이터의  보정 적용

전/후인 경우 상관처리 결과(울산-탐라 기선, 3C454.3)

Fig. 18. Simulation correlation result of 9th stream before/after

applying  compensation(Ulsan-Tamna baseline, 3C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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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ld FPGA (Fringe Peak 진폭 2400)

(b) New FPGA (Fringe Peak 진폭 2600)

그림 19. KJJVC에서의 FPGA 수정전후에 대해  보정을

적용한 후의 상관처리 결과(울산-탐라 기선)

Fig. 19. KJJVC correlation result after applying 

compensation for old and new FPGA(Ulsan-Tamna baseline)

(a) FPGA 수정 전

(b) FPGA 수정 후

그림 20.  보정 알고리즘에 대한 FPGA 수정 전후

상관결과(KVN 3 기선, 3C454.3, AIPS에서 1분 적분)

Fig. 20. KJJVC correlation result for old and new FPGA of

 compensation algorithm(KVN 3-baseline, 3C454.3,

1minutes integration at AIPS)

본 논문에서는 FX 형식의 KJJVC를 위해 잔차 지연보정 알고

리즘()의 설계와 운영 상에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하고, 그 유

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측데이터를 대상으로 시뮬레이터와

KJJVC에서 상관처리 시험을 수행하였다. KJJVC의 초기 잔차 지

연보정 알고리즘에는 연산의 고속화를 위해 복소수를 정수 연산

으로 변경하고, 위상보정 계수를 위한 cos/sin 테이블을 도입하였

다. 그리고 잔차 지연 알고리즘의 초기설계에서 데이터의 타이밍

과 잔차 지연 위상의 불일치, 그리고 비트 점프와 잔차 지연 위

상에 대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여 시스템의 프린지 위상 정밀도

를 향상시켰다. 그러나 KJJVC의 잔차 지연 알고리즘의 최종 설

계에서는 잔차 지연보정된 값을 FFT 세그먼트에 적용할 때 잔차

지연 보정 회전 메모리가 초기화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FPGA 코드에서 회전 메모리를 담당하는 부분을 수정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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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제안하고 수정한 잔차 지연보정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확인

하기 위해 시뮬레이터와 KJJVC를 이용하여 실제 관측데이터를

대상으로 상관처리 시험을 수행하였다.  보정 알고리즘을 적

용하지 않을 경우 프린지 진폭이나 교차 전력 스펙트럼에서 약

8% 정도의 SNR이 나빠지는 현상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하

고 수정한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 교차 전력 스펙트

럼의 모양이 정상적으로 평탄하게 출력되며, SNR이 8%정도 향

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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