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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test observations toward a point source, 4C39.25, for observation 
modes with various bandwidths and numbers of IF streams in order to examine a reliability of the 
Daejeon hardware correlator performance for correlating VLBI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data 
obtained with the several observation modes of the KVN (Korean VLBI Network). We used a DiFX soft-
ware correlator (DiFX) as a reference, for investigating the output visibilities from the Daejeon corelator. It 
is found that the band shapes of the output visibilities from two correlators are similar to each other and 
the correlated flux density for each baseline obtained from the Daejeon hardware correlator is lower by 3 
- 7% than that from the DiFX. The flux difference is attributed to the limitation of FPGA resources and 
the difference of fringe rotation algorithm of the Daejeon hardware correlator. The conversion factor, 0.93 
~ 0.97, is proposed for future correlation with the Daejeon hardware corre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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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천문연구원은 일본국립천문대와 공동으로 개발한 

한일공동VLBI상관기(이하 대전상관기, Daejeon correla-
tor)를 2009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Oh et al., 
2009; 2011a). 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에
서 사용하는 상관기(Correlator)는 우주의 천체(블랙홀, 
별탄생 영역, 만기형성 등)로부터 오는 전파신호를 수

백 km이상 떨어진 여러 대의 전파망원경으로 관측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데이터에 대해 상관도를 측정하

고 천체로부터 오는 전파신호의 지연시간 등을 측정하

는 전용 계산기이다. 즉, 초장기선전파간섭계의 초점을 

잡는 전용 계산기이다(Takahashi, 2000). 대전상관기는 

한국천문연구원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21미터 전

파망원경 3대로 구성된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Korean VLBI Network)과 일본국립천문대가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20미터 전파망원경 4대로 구성된 

VERA(VLBI Exploration of Radio Astrometry) 관측망을 

포함하여 총 7대의 한일VLBI공동관측망(KaVA, KVN 
and VERA Array)으로 관측한 데이터의 상관처리를 수

행하고 있다. 그리고 한일상관센터에서는 상관처리한 

결과를 관측자들이 관측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미지를 합

성할 수 있도록 FITS(Flexible Image Transportation 
System)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Roh et al., 2008).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파천문에서도 512 
MHz ~ 2 GHz 대역폭의 광대역에 대한 전파신호를 수

신하고 이 대역폭 전체를 분석하는 기술이 구현되고 있

다. 기존에 KVN 시스템에 적용된 관측모드에는 광대역

과 협대역 모드를 포함하여 총 14가지가 있으며, 이 중

에서 현재 주로 활용하는 것은 5가지의 협대역 관측모

드이다. 특히 관측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16 MHz 대역

폭에 16 스트림 모드는 상관처리의 신뢰도가 입증되어 

정상 연구관측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협대역 

관측모드에서 상관결과가 믿을만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

으며 관측자들이 관심이 높은 광대역 관측모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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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figuration of Daejeon correlator.

서도 향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대전상관기가 여러 협대역 관측

모드에 대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

제 관측데이터를 이용해서 상관처리를 하고, 이 결과를 

신뢰성이 입증된 DiFX(Deller et al., 2011)를 이용해서 

처리한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대전상관

기의 구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3장에서는 KVN의 

관측모드에 대해 기술하며, 4장에서는 실험과 결과에 

대해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대전상관기의 구성

Figure 1은 2009년에 완성되어 한국천문연구원(대전위

치)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대전상관기의 얼개를 나타낸 

것이다(Lee et al., 2015a). 전체 시스템은 (i) KVN의 

HDD 미디어, VERA의 테이프나 OCTADISK와 같은 고

속기록/재생기, (ii) 서로 다른 저장 매체 사이의 속도 

문제와 데이터 형식 변환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고속재생 

동기처리 시스템(Raw VLBI Data Buffer, RVDB) 
(Oyama et al., 2008), (iii) 상관처리를 수행하는 VLBI상
관서브시스템(VLBI Correlation Subsystem, VCS), (iv) 상

관결과를 고속으로 특정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데이

터 아카이브 시스템(Peta-sale Epoch Data Archive; 
PEDA), (v) 전체 상관 시스템의 제어 및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에는 초기 상관처리에서 

GPS 시각과 원자시계의 차이와 함께 천체를 관측할 때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기준천체를 이용해 찾아내는 광역 

프린지 탐색 소프트웨어도 포함된다. 또한 상관결과를 

관측자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FITS-IDI 형식으로 변환

하는 상관후처리 소프트웨어인 CODA/FITS 생성 프로

그램도 있다. 

Table 1.  KVN narrow band observation mode (Oh et al., 
2011b)

Obs 
mode

Bandwidth
[MHz]

Output
Streams #Bits

Output
Data Rate

[Mbps]

Output
Clock Speed

[MHz]
C1 256 1 2 1024 32
C2 128 2 2 1024 32
C3 64 4 2 1024 32
C4 32 8 2 1024 32
C5 16 16 2 1024 32
C6 8 16 2 512 16
C7 64/128 2/1 2 1024 32
C8 32/64/128 2/1/1 2 1024 32
C9 32/128 4/1 2 1024 32

C10 16/32/128 2/3/1 2 1024 32

3.  관측모드 

대전상관기는 KVN과 VERA의 다양한 관측모드에 대해 

상관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VERA는 

Dual-beam 관측시스템이므로 안테나당 IF가 2개이고, 
KVN은 4개의 다중주파수(Multi-frequency) 관측시스템이

므로 안테나당 IF가 4개이다. 다양한 관측 모드가 있어

서, 디지털 필터를 이용해서 스트림의 개수를 선택하여 

임의의 IF에서 원하는 대역폭을 추출해낼 수 있다. 즉, 
KVN과 VERA의 관측시스템은 디지털 필터에서 입력 

포트의 숫자만 다를 뿐 기능적으로는 동일한 관측모드

를 갖는다. Table 1은 KVN에 구현된 협대역 관측모드

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에서 관측모드 C1은 클록 32 MHz, 전송속도

1024 Mbps, 대역폭 256 MHz일 때, 스트림(관측 IF) 1개

인 경우이다. 관측모드 C2는 스트림이 2개이고 각각의 

대역폭이 128 MHz일 때의 구성이며 다른 관측모드도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다. KVN 관측에서 주로 많이 활

용하고 있는 관측모드 C5는 스트림이 16개이고, 대역폭

은 16 MHz이다. 

4.  실험 및 결과

대전상관기는 광대역(512 MHz 대역폭) 모드와 협대역 

모드에 대해 상관처리가 가능한데, 본 논문에서는 협대

역 관측모드 중에서 KVN과 VERA 관측망(KaVA)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관측모드 C1, C2, C3, C4(Table 2 
참조)에 대해 상관처리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

해 기술한다. 
KVN 관측모드 시험을 위해 KaVA 관측망(6 관측국, 

15개 기선)을 이용하여 약 7분간씩 시간순서대로 각 관

측모드에 대한 시험관측을 수행하였다. 관측천체는 연

속파를 내는 천체 4C39.25와 스펙트럼이 있는 천체 

W3OH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연속파 천체만 분석하였

다. 그 이유는 W3OH의 경우 KVN 울산 관측국의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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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output channels per stream 
of Daejeon hardware and DiFX software correlator

Obs
mode

BW
(MHz)

# of 
Stream

Daejeon DiFX
# of Channels

C1 256 1 512 4096
C2 256 2 512 2048
C3 256 4 128 1024
C4 256 8 128 512

수 설정이 잘못되어 정상적인 관측이 수행되지 못하였

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펙트럼 모드에 대해서는 향후 

관측을 다시 수행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

문에서는 DiFX 상관기와의 비교를 위해 전체 관측국 

가운데 KVN 관측데이터만 논문에서 비교하는데 사용

하였다. 그러나 관측모드 4의 경우 VERA 디지털 필터 

설정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관측에 참여한 KaVA 관측

국 전체의 자기상관결과를 비교하였다.  
Table 2에는 관측모드별로 대역폭과 출력 스트림의 

개수, 그리고 대전상관기와 DiFX 소프트웨어 상관기의 

상관출력 채널수를 나타내었다.

4.1. 관측모드별 비교

아래 그림에 각 관측모드별 대전상관기로 얻은 자기상

관 스펙트럼과 교차상관 스펙트럼(위상, 진폭)을 나타내

었으며, 비교를 위해 소프트웨어 상관기인 DiFX로 얻은 

상관결과도 나타내었다. 관측결과의 분석에는 AIPS를 

활용하였다. 상관결과를 AIPS의 FITLD→INDXR→

ACCOR→CLCAL→FRING→CLCAL→APCAL→CLCAL
→SPLIT→FITTP 태스크의 순서대로 분석하였고, 
Difmap(Shepherd, 1997)을 이용하여 비지빌리티의 진폭 

플럭스(Amplitude flux)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Figure 2는 KVN 관측모드 C1의 자기상관결과이며, 

전체 관측시간에 대해 적분하여 나타낸 것인데, KVN의 

디지털 필터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대전상관기에서

의 상관결과는 8192 출력 채널이 기본이지만, C1 모드

에 대해서 채널 적분을 통하여 512 채널로 만들었다. 
Figure 3은 C1 모드에 대한 교차상관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POSSM 태스크에서 전체 관측시간에 대해 적분

하여 표시하였다. Figure 3에서 C1 모드는 다른 모드와 

비교하여 관측대역이 넓고, 디지털 필터 특성에 의해 

높은 주파수 쪽 대역의 진폭이 0에 근접하여 위상이 잘 

결정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는 관측 자료를 대전상관기와 DiFX 소프트웨

어 상관기로 각각 상관처리하고, AIPS의 FRING 태스크

를 이용해서 프린지 피팅한 후의 결과이다. Figure 4(a)
와 (b)를 비교해 보면 KVN 관측모드 C1의 경우 대전상

관기와 DiFX 상관기의 상관결과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Figure 2.  Auto power spectra of the KVN observation 
mode C1 (256 MHz BW, 1stream).

Figure 3. Cross power spectra of the KVN observation 
mode C1 (256 MHz BW, 1stream).

수 있다.
Figure 5는 KVN 관측모드 C2의 자기상관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C2 모드는 대역폭이 128 MHz인 스트림 2
개로 구성되는데, 전체 256 MHz 대역폭을 스트림 2개

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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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ult by Daejeon hardware correlator

(b) Result by DiFX software correlator

Figure 4.  C1 mode cross power spectra (a) from 
Daejeon hardware correlator and (b) from DiFX soft-
ware correlator, after FRING task of AIPS for KVN 
baselines.

Figure 6은 KVN 관측모드 C2의 교차상관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이 결과에서도 관측대역이 비교적 넓고 

디지털 필터 특성에 의해 낮은 주파수 쪽의 대역 진폭

이 0에 근접하여 위상이 잘 결정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5.  Auto power spectra of the KVN observation 
mode C2 (128 MHz BW, 2streams).

Figure 6.  Cross power spectra of the KVN observation 
mode C2 (128 MHz BW, 2streams).

Figure 7은 관측모드가 C1에서 C2로 바뀐 것을 제외

하고는 Figure 4와 같다. Figure 7을 보면 DiFX와 마찬

가지로 대전상관기도 2개의 관측대역을 잘 나타내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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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ult by Daejeon hardware correlator

(b) Result by DiFX software correlator

Figure 7.  C2 mode cross power spectra (a) from 
Daejeon hardware correlator and (b) from DiFX soft-
ware correlator, after FRING task of AIPS for KVN 
baselines.

Figure 8은 KVN 관측모드 C3의 자기상관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C3 모드는 대역폭이 64 MHz인 스트림 4
개로 구성되는데, 전체 256 MHz 대역폭을 스트림 4개

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8.  Auto power spectra of the KVN observation 
mode C3 (64 MHz BW, 4streams).

Figure 9.  Cross power spectra of the KVN observation 
mode C3 (64 MHz BW, 4streams)

Figure 9는 KVN 관측모드 C3의 교차상관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C1, C2 모드보다 좁은 대역을 잘 나타내

고 있으며 대역의 양끝에서도 위상이 잘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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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ult by Daejeon hardware correlator

(b) Result by DiFX software correlator

Figure 10.  C3 mode cross power spectra (a) from 
Daejeon hardware correlator and (b) from DiFX soft-
ware correlator, after FRING task of AIPS for KVN 
baselines.

 
Figure 10은 Figure 4와 같으며, 관측모드가 C3인 경

우이다. C3 모드에서는 관측대역이 더 좁아지고 비교적 

평탄하다. 진폭 및 위상이 잘 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1은 KaVA 6 관측국의 KVN 관측모드 C4의

자기상관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4 모드는 8개의 관측  

Figure 11. Auto power spectra of the KVN observation 
mode C4 (32 MHz BW, 8streams).

Figure 12.  Cross power spectra of the KVN observation 
mode C4 (32 MHz BW, 8streams).

스트림이 32 MHz 대역폭으로 구성된다. Figure 11의 자

기상관결과에서 KVN 관측국은 정상으로 보이는 반면, 
VERA 3개 관측국은 3개의 스트림의 진폭이 다른 스트

림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이는 디지털 필터의 설정 오

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험관측을 통하여 V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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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ult by Daejeon hardware correlator

(b) Result by DiFX software correlator

Figure 13.  C4 mode cross power spectra (a) from 
Daejeon hardware correlator and (b) from DiFX soft-
ware correlator, after FRING task of AIPS for KVN 
baselines

관측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필터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였고, 새로운 디지털 필터 계수를 설정하여 관측

대역폭의 진폭 감소 부분을 해결하였다. 그 후 추가적

으로 수차례의 시험관측과 상관처리 결과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C4 모드는 2016년부터 정규 과학관측

에 활용하기로 결정되었다.
Figure 12는 DiFX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KVN 기

선에 대해서만 대전상관기 C4 모드의 교차상관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11에 나타낸 것과 같이 KVN의 

경우 디지털 필터의 설정에는 문제가 없어 KVN 기선

만 추출하여 나타낸 교차상관결과는 정상적임을 알 수 

있다. 
Figure 13은 관측모드 C4로 KVN 기선에 대해서만 

FRING을 수행한 후에 대전상관기와 DiFX 상관기의 상

관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이 결과에서 C4 모드는 32 
MHz 대역폭의 8개 스트림으로 구성되어 다른 관측모

드에 비하여 대역폭이 좁고 평탄하므로 진폭 및 위상이 

잘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대전상관기와 DiFX 상관기의 상관처리 결과를 비교

하면 다음의 2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대전상관기의 진폭값이 DiFX 상관기의 진

폭값보다 조금 작게 표시된다는 것이다. DiFX 소프트웨

어 상관기는 상관처리코드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였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비트수에 대해 유연하며, 관측된 파

형이 디지털화되면서 발생한 양자화 오차는 AIPS의 

FITLD 태스크에서 DIGICOR 옵션을 통해 어느 정도 보

정이 된다. 그러나 대전상관기의 경우 하드웨어로 구현

되었으며, 상관모듈 등을 구성하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에 구현할 수 있는 리소스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표현하는 비트수에 제한

이 있다. 그리고 상관기 내부에서도 데이터 처리를 수

행할 때 2단계의 재양자화 과정을 수행하여 양자화 오

차가 소프트웨어 상관기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기 때문

에　 AIPS FITLD 태스크의 DIGICOR 옵션을 사용하더

라도 DiFX 상관기의 결과보다 진폭값이 조금 낮게 표

현된다(Lee et al., 2015b).  
두 번째는 대전상관기의 통과대역 내의 스펙트럼 모

양이 DiFX 결과와 비교하여 조금 둥근 모습을 보인다

는 것이다. 이는 두 상관기의 프린지 멈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비트가 다르며, 그 후에 수행되는 부분 비트 

보정(Fractional bit correction, ∆W 보정) 방법도 서로 다

르기 때문이다. 우선 DiFX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였기 

때문에 FPGA 내부에서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는 하드웨

어 상관기인 대전상관기보다 신호 보정을 위한 비트 사

용이 유연하다. 반면, 대전상관기는 FPGA 내부의 리소

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비트표현의 제약으로 인해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것과 동일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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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n example of double-layer pattern for C1 
mode (256 MHz BW) of Daejeon hardware correlator 
in a KVN baseline

4.2. 진폭 플럭스 비교

Lee et al.(2015b)과 같이 Difmap을 이용하여 여러 관측

모드에 대해 플럭스(Flux) 진폭을 구하였다.  전체 대역

폭에 대해, 그리고 대역폭의 양쪽 각각 10%를 제외한 

경우에 대해 플럭스를 측정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상관처리 결과는 대전상관기에서 복층패턴이 

출력되는 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중간 과정

에 있었기에 Table 3에서도 복층패턴에 대한 영향도 함

께 나타내었다.
여기서 복층 패턴이란 플럭스가 가끔 거의 일정한 

비율로 작은 값으로 측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Figure 
14에 그 예를 제시하였다(Oh et al., 2015). 이 복층패턴

은 C1 ~ C4 모드에서 모두 보이고 있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C4 모드에서는 복층패

턴의 영향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오세진 

등(2014)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복층패턴은 대전상관기

의 데이터 입력 메모리 블록의 FPGA 설계 오류 때문

에 발생한 것으로, 지금은 모두 해결되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  
Table 3에 대전상관기의 경우 복층 패턴의 낮은 값을 

제외했을 때의 평균 플럭스(DJ-f)도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각 모드 대역폭의 왼쪽과 오른쪽 10%를 제외한 

경우 DJ/DiFX의 비가 0.93 ~ 0.97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Lee et al.(2015b)에서 검증한 것과 같이 

하드웨어 상관기의 프린지 회전 알고리즘의 차이에 의

한 값 4% 정도에 근접하지만, 일부는 조금 더 크다. 그

러나 복층패턴을 제외한 DJ-f/DiFX의 비는 0.95 ~ 0.97 
정도이며 4%에 근접하고 있다. 

본 논문의 평가에 활용한 관측 데이터에 대한 복층 

패턴의 손실량이 약 1 ~ 2% 정도인데, 이는 Lee et 

Table 3. Comparison of visibility amplitudes between Daejeon hardware and DiFX software correlator for 4C39.25

Mo
de
(1)

CORR
(2)

                SKU-KY                                 SKT-KU                               SKT-KY                

Full BW
(3)

SDJ/
SDX

(4)

80% BW
(5)

SDJ/
SDX

(6)

Full BW
(7)

SDJ/
SDX

(8)

80% BW
(9)

SDJ/
SDX

(10)

Full BW
(11)

SDJ/
SDX

(12)

80% BW
(13)

SDJ/
SDX

(14)

C1
DiFX

DJ
DJ-f

-
4.471±0.019
4.578±0.005

-
-
-

-
4.684±0.019
4.796±0.005

-
-
-

-
4.463±0.019
4.571±0.005

-
-
-

-
4.469±0.020
4.801±0.005

-
-
-

4.698±0.004
4.338±0.019
4.455±0.005

-
0.92
0.95

4.923±0.005
4.563±0.020
4.686±0.005

-
0.93
0.95

C2
DiFX

DJ
DJ-f

4.586±0.004
4.378±0.014
4.422±0.011

-
0.95
0.96

4.697±0.004
4.506±0.014
4.551±0.011

-
0.95
0.97

4.455±0.006
4.188±0.012
4.247±0.008

-
0.94
0.95

4.551±0.004
4.300±0.012
4.362±0.007

-
0.95
0.96

4.703±0.007
4.412±0.014
4.484±0.011

-
0.94
0.95

4.808±0.006
4.533±0.014
4.606±0.009

-
0.94
0.96

C3
DiFX

DJ
DJ-f

5.062±0.04
4.851±0.011
4.879±0.010

-
0.96
0.97

5.135±0.004
4.946±0.012
4.975±0.011

-
0.96
0.97

4.799±0.004
4.553±0.009
4.581±0.007

-
0.95
0.95

4.867±0.004
4.643±0.009
4.671±0.007

-
0.95
0.96

5.238±0.004
4.971±0.008
4.998±0.007

-
0.95
0.95

5.312±0.004
5.069±0.009
5.095±0.007

-
0.95
0.96

C4
DiFX

DJ
5.186±0.003
5.029±0.004

-
0.97

5.337±0.004
5.197±0.005

-
0.97

4.912±0.003
4.760±0.005

-
0.97

5.056±0.003
4.918±0.005

-
0.97

5.534±0.004
5.171±0.005

-
0.93

5.696±0.004
5.344±0.005

-
0.94

C5
DiFX

DJ
5.441±0.003
5.188±0.005

-
0.95

5.714±0.004
5.467±0.006

-
0.96

5.124±0.003
4.877±0.005

-
0.95

5.380±0.003
5.137±0.006

-
0.96

5.684±0.004
5.216±0.006

-
0.92

5.966±0.004
5.495±0.006

-
0.92

Column designation; 1-observation mode, 2-correlator (DJ-f means Daejeon hardware correlator with the lower values of the double-layer components flagged); 
3, 5, 7, 9, 11, 13- visibility amplitudes for KU-KY, KT-KU and KT-KY baselines in Jy, where columns 3, 7, 11 are values for full bandwidth and 
columns 5, 9, 13 for 80% bandwidth; 4, 6, 8, 10, 12, 14-the ratios of the visibility amplitude from Daejeon hardware correlator to that from DiFX 
software corre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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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5b)에서 활용한 관측데이터의 복층 패턴의 손실

량 약 3% 정도와 비교하면 적은 값이다. Lee et 
al.(2015b)의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시간 구간이 길

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Table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체 대역폭의 

플럭스(Full BW)는 각 상관기에 대해 80% 대역폭의 플

럭스(80% BW)보다 5% 이하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Full BW/80% BW > 0.95). 전체 대역폭에 대해 측정된 

DJ/DiFX 값이 80% 대역폭에 대해 측정한 비율과 유사

하거나 조금 낮다.   
복층패턴을 제외하지 않으면 DJ/DiFX 사이의 비율은 

약 0.93 ~ 0.97인데, 연속파 천체에 대한 대전상관기의 

상관결과를 분석할 때는 C1 ~ C4 모드의 경우 80% 대

역폭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KVN의 여러 협대역 관

측모드에 대해 대전상관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대전상관기의 성능을 점검하고자 KVN에서 지원하는 

총 14가지의 관측모드 중에서 스트림 4개의 2 Gbps(512  
MHz BW) 기록속도(총 8 Gbps)인 광대역 모드 4개를 

제외하고 주로 사용하는 협대역 모드를 대상으로 시험

관측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전상

관기와 DiFX 소프트웨어 상관기를 이용하여 상관처리

를 수행하고, 대역폭과 비지빌리티 진폭 플럭스를 비교

하였다. 상관처리 시험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대전상관

기에서 지원하는 관측모드는 설계대로 대역폭을 잘 표

현하고 있으며, 진폭과 위상에 대한 처리가 정상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관측모드에 대한 

비지빌리티 진폭 플럭스를 비교한 결과 대전상관기가 

DiFX 소프트웨어 상관기에 비하여 약 0.97의 비율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KaVA 전체로 관측국을 확장하고 스펙트럼

을 내는 천체를 포함하며 광대역 관측모드를 추가하여 

시험관측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전상관기의 

진폭보정계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향후 

대전상관기가 좋은 연구결과 창출에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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