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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대전상관기의 다중 편파 관측데이터의 상관처리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VLBI 관측에는 천체의 종류에 

따라 단일 또는 다중 편파 관측이 있는데, 천체의 특성을 잘 관찰하기 위해 편파관측을 수행한다. 그리고 천체를 관측하는 동안 

관측장치에 포함된 지연값과 천체의 변동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편파관측을 수행한다. 대전상관기의 편파관측 데이터의 상관

처리는 각 안테나 유닛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동기재생처리장치의 OCTAVIA에서 출력비트 선택 기능을 활용하여 비트

를 변환하고, 이때 데이터 스트림(Stream)의 순서가 변경되며, 대전상관기의 입력은 기존의 스트림 번호는 동일하게 설정하여 상

관처리를 수행하면 편파상관처리를 할 수 있는 구성을 제안하였다. 편파상관처리를 위해 관측한 시험데이터를 대상으로 상관처

리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전상관기의 편파상관처리 방법이 유효하게 동작하고 있음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 주제어 : 편파관측, 다중편파 상관처리, 상관후처리 소프트웨어, CODA/FITS, 대전상관기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correlation processing method of multi-polarization observation data of the 
Daejeon Correlator. VLBI observations include single or multiple polarized observat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object. Polarization observations are performed to obser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During the observations of 
the celestial object, polarization measurements are also performed to determine the delay values and causes of changes 
in the object. Correlation processing of polarization observation data of the Daejeon correlator is proposed by 
OCTAVIA of a synchronous reproduction processing apparatus that outputs data input to each antenna unit by using an 
output bit selection function to convert bits and the order of the data streams is changed , And the input of the 
Daejeon correlator is configured to perform the polarization correlation processing by conducting correlation processing 
by setting the existing stream number to be the same. Correlation processing is conducted on the test data observed for 
the polarization correlation processing and it i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that the polarization correlation processing 
method of the proposed Daejeon correlator is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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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파천문학에서 편파를 관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대부분의 싱크로트론 방사(Synchrotron radiation)는 

작은 편파 성분을 나타내는데, 이는 관측천체 내에서 

전자기 필드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편파는 일

반적으로 천체에 대해 진폭과 위치각에서 변화할 수 

있는 선형적인 것이다.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페러데이 

회전의 편파동작을 방해하는 것이 작아지기 때문에 편

파를 관측할 확률이 증가한다. 또한 전파 방사의 편파

는 태양계 대기권에서 원자, 분자, 사이클로트론 방사

와 플라즈마 진동에 의한 Zeeman 효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1][2].

이와 같이 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관측에서 천체로부터 오는 신호의 편파를 관측하는 것

은 그 천체의 물리적인 현상을 더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2]. 현재 KVN(Korean VLBI Network)과 

VERA(VLBI Exploration of Radio Astrometry)를 연결한 

KaVA(KVN and VERA Array)의 경우 단일 편파에 대한 

천체관측을 주로 진행하였으나, 최근 천체의 정밀한 

운동을 확인하기 위한 다중 편파 관측을 많이 수행하

고 있다. 따라서 대전상관기를 이용한 편파 상관처리

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전상관기의 현재 설정을 최대한 활용하

여 일반적인 상관처리를 수행하면서 다중 편파 상관처

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비트변환과 데이터 

재생시스템인 RVDB(Raw VLBI Data Buffer)의 재생 모

드 변경을 통한 상관처리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도입

한 방법을 통하여 다중 편파 상관처리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시험하여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편파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대전상관기의 구조

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편파상관처리 방법에 대해 살

펴보고, Ⅳ장에서는 편파 상관처리 시험 및 결과에 대

해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편파(Polarization)

2.1 편파 관측파라미터 

편파(Polarization)는 4개의 Stoke 파라미터를 계산하

여 측정한다[1][2]. Stoke 파라미터는 전달방향에 2개 

직각방향에 대치되는 전계   의 성분에 대한 진

폭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만약   가 

 cos   cos 로 각각 

표현된다면, Stoke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  (1)

〈
 〉〈

〉    (2)

〈 cos  〉  (3)

〈 sin  〉  (4)

여기서, < >은 기댓값 또는 시간평균을 나타낸다. I

는 전파의 전체 강도, Q, U는 선형 편파성분, V는 원

형 편파성분을 각각 나타낸다. 

Stoke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직접 물리적인 해석

을 위해 편파를 해석하고자 변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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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ke 이미지에서 편파된 강도와 편파 각도의 이미

지를 계산할 수 있다.

편파 VLBI 관측에서 대부분의 교정은 관측 단계에

서 교차 편파 데이터를 형성하지 않거나 하나의 원 편

파에서 데이터만 기록하는 관측과 동일하다. 그러나 

RCP(Right Circular Polarization)와 LCP(Left Circular 

Polarization)[2] 사이의 상대적인 위상 관계와 RCP와 

LCP에서 교차 생성물로의 누출에 대한 영향을 처리해

야 한다.

RCP 및 LCP의 상대 위상 배향은 천체의 편파된 방

사의 전기, 벡터, 위치, 각 (Electric, Vector, Position, 

Angle, EVPA)[2]에 대한 절대값을 얻기 위해 보정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단일 전파망원경 또는 소형 배

열과 같은 저해상도 장비로 안정적인 EVPA를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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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진 캘리브레이터(Calibrator)를 관찰하여 수행

된다.

누설 정보를 보정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면이 

있다. 즉, 각 전파망원경은 구조적 비대칭 및 제조상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편파에 대한 오류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편파에서 다른 편파로 방출되는 

누설을 초래하게 된다. 누설량은 일반적으로 수 퍼센

트 정도이므로 관측된 천체의 일반적인 분극화 정도와 

동일한 순서이므로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 누설은 

주파수의 함수이지만 VLBI 관측 과정에서 안정한 것으

로 간주 될 수 있다.

VLBI로 탐지할 수 있는 천체는 매우 작아서 대부분 

가변적이다. 따라서 편파 캘리브레이터를 관찰하는 것

만으로 누설을 교정할 수 없으며 모든 누설 감지기가 

누설을 교정해야 한다. 현재 교정 계획은 누설로 인해 

발생하는 편파된 방출이 관측 중에 위치 각도를 변경

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안테나는 고도 방위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처에서 

오는 편파된 방사의 EVPA는 안테나와 피드 혼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찰이 진행됨에 따라 천체가 하늘에서 회

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상황을 두 가지 벡터의 합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벡터의 차이는 도구 편파

가 고정 벡터이고 천문 편파가 이 벡터에 더해져 관찰 

중에 회전한다. 누설 보정은 넓은 범위의 위치 각도에

서 강력한 천체를 관찰하여 이 두 가지 요인을 분리하

는 것이다[2]. 

2.2 편파의 상관처리 

VLBI 편파관측에 대해 상관기는 두 관측국 사이의 

시각 지연 옵셋, 기대되는 차분 기하학적, 대기학적 성

분에 대한 편파의 독립적인 보정을 통하여 각 안테나 

편파 쌍에 대한 복소 상호상관의 형태를 갖는다. 디지

털 샘플링을 동반한 신호처리와 상관처리는 독립적으

로 고려된다. 각 안테나 쌍 에 대한 정규화된 

아날로그 복소 상호 전력 스펙트럼은 
 로 

표시한다. 여기서  는 RCP, LCP로서 신호의 편파상

태를 나타낸다. 는 기준 소스 방향에 직각

인 비지빌리티(Visibility) 평면에서 투영된 기선 성분을 

나타낸다. 

제한된 각 범위의 공간적 비간섭성의 방사영역에 

대해 상호 전력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은 표준형식의 

푸리에 변환 관계의 부분으로 표현될 수 있다.


   

 


 


×


 
 

    

 (9)

식 (9)에서, < >는 시간 평균, 
 는 입력 전압 응답

에 비례하는 값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기록된 편파 

에 대한 안테나 이득 성분은    
이며, 

 는 안테나 에서 일반적인 기록된 편파 에 

대해 상관처리 후에 남아 있는 대기 전파 위상 효과와 

모든 기계적인 효과의 합 성분과 관련이 있다. 진폭항

목은 안테나 에서 일반적인 편파 에서 전체 전력인 

  으로 정의한다. 정규화된 복소 대역패스 응답은 

 로 나타낸다.

회전편파의 기준인   에 대한 입사 방사의 

Stokes 파라미터 는 다음과 같은 형식

을 취한다[2].

     

   

   

    

 (10)

VLBI에서 편파는 관측할 때 기계적인 성분이 관측

과 켈리브레이션 할 때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교정에 의존적인 편파와 주파수는 VLBI 편파에서 데

이터 해석단계의 핵심이 된다. VLBI 편파의 경우 각 

관측국은 수직인 두 편파성분의 신호를 기록한다. 

Ⅲ. 대전상관기 및 편파상관처리 

3.1 대전상관기

그림 1은 2009년에 완성되어 한국천문연구원(대전위

치)에 설치되어 한일상관센터(Korea-Japan Correlation 

Center, KJCC)에서 운영중인 대전상관기를 나타낸 것

이다[3][4]. 전체 시스템은 KVN의 HDD 미디어와 일본

국립천문대의 VERA의 새로운 고속기록기 시스템인 

OCTADISK 시스템 등의 고속재생기 시스템들이 있으

며, 이들 고속재생기 시스템과 함께 HDD와 테이프 사

이의 속도문제와 데이터 형식 변환 등에 대응하기 위

한 고속재생 동기처리 시스템인 RVDB[5], 대전상관기

의 핵심인 상관처리를 수행하는 VLBI상관서브시스템 

(VLBI Correlation Subsystem, VCS)[4], 상관결과를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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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저장하고 특정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아카이브 시스템 (Peta-scale Epoch Data Archive; 

PED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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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천체에 대해 찾아내는 광

역 프린지 탐색 소프트웨어도 포함된다. 또한 상관결

과를 관측자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FITS-IDI 형식으로 

변환하는 상관후처리 소프트웨어인 CODA/FITS 생성 

프로그램도 있다. 

Fig. 1. Configuration of Daejeon hardware correlator

3.2 대전상관기의 편파상관처리

앞 절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편파기록된 관측데이

터는 상관처리 후 데이터 해석과정에서 정확한 값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관처리 과정에서도 

편파 관측된 데이터의 모든 성분에 대한 상관처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전상관기에서의 편파 

상관처리방법을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대전상관기를 구성하는 동기재생처리장치(RVDB)의 데

이터 입출력을 담당하는 OCTAVIA의 데이터 복사기능

을 사용한다. OCTAVIA의 명령어 중에 SEL_OUTBIT를 

사용하여 스트림의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이다. 이 경

우 대전상관기의 핵심부분인 VCS의 구성은 변경하지 

않고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상관처리를 수행하면 된다

(Set_DataSplit=OFF;). OCTAVIA의 스트림 순서를 변경

하기 때문에, VCS 쪽의 스트림 시퀀스는 1, 2, 3, 4, 5, 

…, 11, 12, 13, 14, 15, 16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OCTAVIA 3대와 VCS의 안테나 유닛 10대를 

사용하여 5관측국의 편파상관처리를 수행할 때의 전체 

구성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의 구성에 대한 

접속 예를 표 1에 설명하였다. 

Fig. 2. Daejeon correlator configuration for supporting polarization correlation of K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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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figuration for polarization set of OCTAVIA

안테나
유닛

관측국 OCTAVIA 출력 스트림 변경

AU#1 KYS L SEL_OUTBIT default
AU#2 KYS R SEL_OUTBIT 변경
AU#3 KUS L SEL_OUTBIT default
AU#4 KUS R SEL_OUTBIT 변경
AU#5 KTN L SEL_OUTBIT default
AU#6 KTN R SEL_OUTBIT 변경
AU#7 MIZ L SEL_OUTBIT default
AU#8 MIZ R SEL_OUTBIT 변경
AU#9 IRK L SEL_OUTBIT default
AU#10 IRK R SEL_OUTBIT 변경

그림 2는 앞에서 기술한 RVDB의 OCTAVIA에서 비

트 변환을 이용하여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여 VCS의 

안테나 유닛에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VCS의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편파 상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는 KaVA 5개 관측국에 대해

서 데이터 비트 변환으로 형식을 변경하여 OCTAVIA에

서는 실제로 복사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10개 관측국으

로 확장되어 VCS의 안테나 유닛으로 데이터가 입력되

는데, 편파 상관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한 후 CODA/FITS 파일을 생성하

는 과정에서 데이터 구조를 확인하여 편파 관측데이터

에 대한 FITS 파일을 생성하고 있다.

그림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OCTAVIA의 복사기능을 

사용하여 KYS 국의 편파데이터를 AU#1과 AU#2에 접

속하고, KUS국은 AU#3과 AU#4에, KTN국은 AU#5와 

AU#6, MIZ국은 AU#7과 AU#8, IRK국은 AU#9와 

AU#10에 접속하는 것이다. 

Fig. 3. Bit selection function description on OCTAVIA of
RVDB

RVDB의 OCTAVIA에는 출력 비트의 선택 기능이 있

는데, SEL_OUTBIT이며, 이 기능을 활용하여 스트림

(Stream)의 비트변경을 수행하면 가능하다. 그림 3은 

RVDB의 OCTAVIA에서 INBIT와 OUTBIT를 선택하는 기

능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에 나타낸 것

과 같이 32개의 입력 비트 중에 32:1 선택기(Selector)

를 통과하면서 출력 비트 1개를 출력하는 형태로 데이

터 추출을 통한 변환을 수행할 수 있는 비트 선택 기

능이다. 

각 Cport의 SEL_OUTBIT 기본값 설정은 아래와 같

다.

SEL_OUTBIT2=0:0;

SEL_OUTBIT2=1:1;

SEL_OUTBIT2=2:2;

SEL_OUTBIT2=3:3;

SEL_OUTBIT2=4:4; .....

SEL_OUTBIT2=31:31;

OUTBIT는 INBIT와 동일하다. 

Fig. 4. Example of stream changing method from
LLLLRRRR to RRRRLLLL    

그림 4는 C5 모드인 경우 그림 2에 나타낸 대전상

관기의 편파 상관처리 지원을 위한 전체 시스템 구성

도의 안테나 유닛으로 입력되는 데이터 형식의 변경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그림 4의 위쪽은 데이터 형식

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L(좌편파)과 R(우편파)을 

RVDB의 OCTAVIA로부터 VSI-H 출력 데이터에 대해 

22GHz와 86GHz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의 아래

쪽은 SEL_OUTBIT의 명령을 활용하여 데이터 스트림 

구조의 변경을 OCTAVIA에서 데이터 출력 전에 수행한 

것으로 위쪽과 비교하여 L과 R의 위치가 변경된 형태

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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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ata copy function description on OCTAVIA of
RVDB by using firmware setting parameter change

그림 5는 RVDB의 OCTAVIA 기능 중에 그림 3의 비

트 변환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복사하고 선택기

(Selector)를 통하여 데이터 변환을 수행할 수 있는 기

능을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복사된(Copied) 데이터의 

SEL 부분을 LLLLRRRR을 RRRRLLLL로 변환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Cport1/Cport3은 기본값으

로 설정되므로 Cport1은 SEL_OUTBIT1=0:0; … 

SEL_OUTBIT1=31:31;이 되며, Cport3은 

SEL_OUTBIT3=0:0; … SEL_OUTBIT3=31:31;이 된다. 그

러나 그림 5에 나타낸 SEL(1), SEL(2)의 경우 복사된 

Cport2와 Cport4의 SEL(1)과 SEL(2)의 LLLLRRRR을 

RRRRLLLL로 데이터 비트변환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16개의 스트림(Stream)

을 갖는 데이터의 비트변환 명령인 SEL_OUTBIT 명령

에서 입력과 출력 비트의 위치를 변경하여 S1 스트림 

자리에 S5, S2 스트림 자리에 S6 등과 같은 순서로 스

트림 순서를 변경하여 LLLLRRRR 형식의 편파관측 데

이터를 RRRRLLLL 순서로 변경하여 상관기의 입력으

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는 RVDB

의 기능을 활용하여 대전상관기의 편파 상관처리를 지

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법이다.

Fig. 6. Bit change command usage example from
LLLLRRRR to RRRRLLLL case with stream information

Ⅳ. 편파 상관처리 시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수행한 편파 시험데이터를 대상으로 

대전상관기에서 수행한 편파 상관처리와 그 결과에 대

해 기술한다.

4.1 관측데이터 및 편파 조합

편파 관측데이터는 시험을 위해 KVN 3개 21m 전파

망원경으로 VLBI 관측을 수행하였다. 4개의 관측모드 

별로 NARO530의 연속파 천체를 대상으로 5분씩 총 20

분 동안 관측하였다. 관측모드 별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조합의 편파 관측 모드를 표 2에 정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조합을 우선하여 관측

하였다.

표 2에 나타낸 조합들 중에 C2 모드와 C5 모드의 

조합1에 대해 관측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3장에서 제안

한 방법을 이용하여 대전상관기로 상관처리를 수행하

였다. 다른 모드들에 대해서도 상관처리를 수행하였으

나, 상관처리 결과의 유형은 유사하기 때문에 가장 복

잡한 C5 모드와 가장 간단한 C2 모드를 중심으로 기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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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olarization observation mode combination

관측모드 조합1 조합2 조합3 조합4
C2(2ch) LR RL - -
C3(4ch) LLRR RRLL LRLR RLRL

C4(8ch)
LLLL
RRRR

RRRR
LLLL

LRLR
LRLR

RLRL
RLRL

C5(16ch)

LLLL
LLLL
RRRR
RRRR

RRRR
LLLL
RRRR
LLLL

LRLR
LRLR
LRLR
LRLR

RLRL
RLRL
RLRL
RLRL

4.2 시험결과

(a) KYS-KUS, KYS-KTN baseline

(b) KYS-KTN, KUS-KTN baseline

Fig. 7. Polarization correlation result of C2 mode(128MHz
BW x 2channel)

그림 7은 C2 모드의 편파 상관처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2 모드는 128MHz 대역폭과 2개 채널을 갖는 

관측모드인데, 관측데이터는 각 2개의 채널이 L과 R로 

구성되므로 AIPS 결과에서는 각 관측국의 각 채널 데

이터의 절반인 1개만 표시가 된다. 그림 7에서 LL, RR 

편파의 경우 데이터의 진폭과 위상이 정확하게 결정되

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측천체의 세

기가 약한 경우에는 L과 R의 조합인 LR 또는 RL은 서

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시험데이터로 관측한 

NARO530 연속파 천체는 세기가 세기 때문에 그림 7의 

(a)와 (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위상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Ⅱ장에서 기술한 편파의 특성을 

천문학자들이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관측량을 상관처

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8은 C5 모드의 편파 상관처리 결과이다. C5 

모드는 16MHz 대역폭과 16개의 채널을 가는데,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L과 R의 편파 데이터에 대해 8개의 

채널을 갖는데, 표2의 조합 1의 구성을 갖는 편파 데

이터를 상관처리하여 표시한 것이다. 각 L과 R의 편파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의 편파 결과는 잘 표현되고 있

으며, L과 R이 결합된 LR, RL의 편파결과에서도 강한 

NRAO530 연속파 천체이므로 위상이 결정되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가 8에서 LR, RL의 편파 

결과에서도 위상이 결정되는 것은 관측천체의 전자기 

편파 특성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된다. 

이상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기재생처리장치(RVDB)의 OCTAVIA에서 비트 변환을 

통한 데이터 형식 변환을 통하여 대전상관기의 구성은 

변경하지 않고 편파 상관처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통하

여 KVN 및 KaVA의 편파 관측데이터의 상관처리가 정

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천문학자들이 원활하게 편파 관측데이터의 분석을 수

행할 수 있도록 FITS 파일을 만드는 모듈의 수정도 진

행하여 FITS 생성 알고리즘 등도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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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YS-KUS, KYS-KTN baseline

(b) KYS-KTN, KUS-KTN baseline

Fig. 8. Polarization correlation result of C5 mode(16MHz
BW x 16channel)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전상관기의 다중 편파 관측데이터

의 상관처리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방법의 유효성을 시

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편파 상

관처리 방법은 대전상관기를 구성하는 동기재생처리장

치(RVDB)의 데이터 입출력을 담당하는 OCTAVIA의 데

이터 복사기능을 이용하고, OCTAVIA의 명령어 중에 

SEL_OUTBIT를 사용하여 스트림의 순서를 변경하는 방

법이다. 이 경우 대전상관기의 핵심부분인 VCS의 구성

은 변경하지 않고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상관처리를 

수행하면 된다. SEL_OUTBIT 명령을 이용하여 비트 변

환을 통한 데이터 스트림 순서 변경은 VCS에 입력되

는 스트림 시퀀스의 변경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조작

을 통한 편파 상관처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운영

적인 면에서도 데이터 케이블의 교환이나 순서 변경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편파

상관처리를 위해 관측한 KVN 3 관측국의 NRAO 연속

파 시험데이터를 대상으로 편파모드가 비교적 간단한 

구성의 C2와 복잡한 C5 관측모드에 대해서 상관처리

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전상관기의 

편파상관처리 방법이 유효하게 동작하고 있음을 실험

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광대역 모드의 편파 상관처리와 소프트웨

어의 개선을 수행하며, 데이터 복사 기능과 함께 VCS 

자체의 FPGA 프로그래밍을 수정하여 편파 상관처리가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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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3월 : 일본 동경대 천문학

과(이학석사)

 2009년 3월 : 일본 동경대 천문학

과(이학박사)

2009년 4월 ~ 2010년 11월 : 한국천문연구원 박사후연

수원

2010년 12월 ~ 현재 :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Astrometry, VLBI상관처리

김 효 령 (Hyo-Ryoung Kim)

 1990년 2월 : 서울대 천문학과(이

학사)

 1996년 2월 : 부산대 지구과학과

(이학석사) 

 2003년 8월 : 부산대 지구과학과

(이학박사)

2006년 6월 ~ 2008년 12월 : 한국천문연구원 전파천문

연구부 부장

1990년 6월 ~ 현재 :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전파천문 SW 개발, VLBI상관처리

오 세 진 (Se-Jin Oh)
1996년 2월 : 영남대 전공학과(공

학사)

 1998년 2월 : 영남대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2002년 2월 : 영남대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2001년 9월 ~ 2002년 12월 : 대구과학대학 교수

2002년 12월 ~ 현재 :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디지털신호처리, VLBI상관기 및 천문관측기

기 개발

염 재 환 (Jae-Hwan Yeom)
2005년 8월 : 한양대 정밀기계공학

과(공학석사) 

 2005년 9월~현재 :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디지털신호처리, VLBI

상관기 개발

노 덕 규 (Duk-Gyoo Roh)
1985년 2월 : 서울대 천문학과(이

학사)

 1994년 8월 : 동경대 천문학과(이

학석사)

 1997년 8월 : 동경대 천문학과(박

사 수료)
2005년 11월 ~ 2009년 3월 : 한국천문연구원 그룹장

1985년 4월 ~ 현재 :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전파천문, VLBI상관기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