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모바일 OIS(Optical Image Stabilization) 자이로 센서의 영점 각도 추종을 위한 BACF/DCF 설계 및 평가 이승권 외

논문 2012-49SD-8-3

모바일 OIS(Optical Image Stabilization) 자이로 센서의

 각도 추종을 한 BACF/DCF 설계  평가

(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BACF/DCF for Mobile OIS Gyro 

Sensor's Zero Point angle Following )

이 승 권*, 공 진 흥***

( Seung-Kwon Lee and Jin-Heung Kong )

요  약

MEMS 기반의 자이로 센서는 회  각도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잡음성분에 의한 오차(drift)  (zero angle) 이탈 

상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차를 제거하기 한 DCF(Drift Compensatio Filter) 알고리즘과 각도 추출 시 

 이탈 방지를 한 BACF(Boot Angle Compensation Filter)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DCF 알고리즘은 자이로 센서의 출력값

에서 오 셋  잡음성분을 제거하여 순수 이동량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BACF 알고리즘은 자이로 센서로부터 출력되는 

오 셋(Offset)에 포함된 잡음 성분을 재귀 평균법으로 계산하여 평균 오 셋을 구한다. 실험환경은 2축 자이로 센서  모바

일 OIS 카메라가 탑재된 컨트롤 보드를 이용하여 5Hz의 ±0.5°의 진동에 하여 BACF  DCF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각도 추종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결과를 확인하 다. 

Abstract

The gyro sensor that made by MEMS process is generated an accumulated error(drift) and escape the zero angle 

following during calculation of rotate angle. This study propose BACF(Boot Angle Compensation Filter) algorithm for 

prevent escape zero angle and DCF algorithm for remove accumulated error. DCF algorithm is designed for acquire 

accurate turn of ratio by remove offset and noise components. BACF algorithm is obtained average offset that removed 

noise components by recursively calculate. Experimental environment, two-axis gyro sensor and mobile OIS camera 

mounted control board and 5Hz oscillation of ± 0.5 ° for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BACF and DCF algorithm is 

applied and the resulting accumulated error did not occur and exactly zero angle following results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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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스마트폰의 보 과 함께 모바일 카메라는 500

만 화소가 기본으로 장착되고 있으며, 고  기종의 경

우 800만/1,300백만 화소의 카메라가 출시되고 있다[1～2]. 

이러한 고화소의 모바일 카메라는 DSC(Digital Steal 

Camera)에 비하여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즈 구경

(Clear Aperture)  이미지 센서의 픽셀 사이즈가 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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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 촬  시 외부의 진동이나 손떨림에 의한 

카메라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

다[3]. 특히 야간이나 어두운 실내에서 촬  시에는 충분

한 량을 확보하기 해서 긴 노출시간을 가져가야 하

고, 이 경우 미세한 손떨림이 발생하여도 선명한 사진

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손떨림에 의한 화질 하

를 보정하기 하여 자이로 센서의 각속도 정보를 이용

한 손떨림 보정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6]. 자이로 센서는 회 율(rate of  turn) 정보를 수치

으로 분하면 흔들리는 각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MEMS 기반의 자이로 센서는 회  각도를 추

출하는 과정에서 오차(error)를 시켜 손떨림 보정 

시스템의 성능을 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7]
. 

이러한  오차(드리 트, Drift)를 최소화하기 해

서는 가속도 센서와 같은 추가 인 장치를 융합한 기술

과 칼만 필터를 이용한 기술 등이 연구되고 있으나, 연

산 오버헤드  칩 면  등을 고려하면 모바일 카메라

에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카메라의 손떨림 보정을 구 하기 하여 자이로 센서 

정보만을 이용하여 드리 트를 제거하는 DCF(Drift 

Compensatio Filter) 알고리즘[8]을 용하고, 각도 추출 

시 (zero angle) 이탈 방지를 해서 BACF(Boot 

Angle Compensation Filter)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DCF 알고리즘은 드리 트 발생 원인이 되는 주  

역 성분을 추출하는 LPF(Low Pass Filter)에 단일 

라메터만을 사용하고, 최종 각도를 구하기 해 수행되

는 분기에 추출된 값을 보상한다. BACF는 정지 시 

출력되는 자이로센서의 오 셋(Offset)값을 재귀 평균

법으로 처리하여 메모리에 기록하고 DCF 알고리즘 

기구동 시 자이로센서로부터의 출력값을 미리 계산된 

평균값으로 체하여 정지 시 항상  상태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해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OIS 시스

템의 구조  BACF, DCF 필터의 설계방안에 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제안된 BACF, DCF 필터

를 용한 결과를 제시하며, Ⅳ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OIS 시스템 구조 및 설계

1. OIS 시스템

모바일 OIS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움직임 검출부

그림 1. 모바일 OIS 시스템 구조

Fig. 1. Mobile OIS system architecture.

그림 2. BACF, DCF 처리도

Fig. 2. BACF, DCF system processing flow.

(Motion Detection)와 움직임 보정부(Motion 

Correction) 로 구성되어 있다. 움직임 검출부는 자이로 

센서로부터 손떨림 정보를 입력 받아서 오류 성분을 제

거하기 한 BACF, DCF 등의 필터블록과 각도 정보 

추출을 한 분기(Integrator)  각도성분을 즈의 

이동거리로 환산하기 한 각도 변환기(Angle 

converto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움직임 보정부는 액

에이터 제어기(Actuator Controller)  H-bridge 드

라이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OIS 시스템에서의 흔들림 성

분을 추출하기 한 부분  자이로 센서의 출력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각도 추출 시  이탈 상을 방지

하고, 드리 트를 제거하기 한 BACF, DCF 블록에 

하여 설계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BACF는 평균 오

셋을 구하는 처리기와 이를 장하는 메모리로 구성

되어 있으며, DCF는 자이로에서 출력되는 회  각속도

에서 오 셋을 제거하는 오 셋 제거기, 정  에러와 

동  에러로 이루어진 잡음 성분을 추출하는 잡음성분 

추출기, 오 셋이 제거된 회  각속도에서 잡음 성분을 

제거하고 순수 회  각속도를 출력하는 잡음 성분 제거

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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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ACF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OIS 시스템의 움직임 검출부

(Motion Detection)는 크게 BACF와 DCF 블록으로 이

루어져 있다. OIS 기 구동 시 자이로센서를 활성화 

시킨 다음 흔들림 성분에서 각 정보를 추출하기 해 

정해진 샘 링 간격으로 자이로의 각속도 정보를 읽어

오게 된다. 이때 모바일 기기 특성상 카메라 구동 시 사

용자의 손안에서 불규칙 인 진동과 흔들림이 발생하므

로 자이로 센서로부터 기에 읽어들인 각속도 값과 정

지해 있을 때 출력되는 기  오 셋 값이 같을 확률은 

매우 낮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모바일에 주로 사용되는 MEMS 기반의 자

이로센서는 외부의 어떠한 진동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

정한 오 셋을 출력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확한 오 셋 값을 얻기 해서는 반복 인 측정을 통

한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사화된 값을 자이

로 센서의 오 셋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평균값 추출을 

해 그림 2에서와 같은 BACF(Boot Angle 

Compensation Filter)를 사용한다. 

OIS 구동 기에 각도 추출을 해서는 일정 샘 링 

간격으로 자이로센서의 각속도 데이터를 읽어 들이며, 

그림 3의 (1) 는 (5) 지 에서 센서의 값을 읽기 시작

할 경우 오른쪽 첫 번째 그래 (Start Point(1))와 같이 

으로 포화가 되고 이를 기 으로 ±0.5°로 스윙을 

하는 각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그림 3의 (2) 는 

(6) 포인트에서 시작될 경우 ±1°근처에서 기 이 형

성되고 이를 심으로 ±0.5°로 스윙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을 정확히 기 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정지 시 자이로센서에서 출력되

는 오 셋(Offset)값을 측정하고 이를 각도 추출과정에 

용하는 BACF 블록을 설계한다.

그림 3.  이탈 상

Fig. 3. Zero point breakaway problem.

BACF 블록은 그림 2와 같이 평균 오 셋 처리기와 

평균 오 셋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 오 셋 처리

기는 자이로 센서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서 일정 

시간동안 재귀평균법으로 오 셋을 계산한다. 식(1)에서

는 이  평균 오 셋(  )과 재 입력()을 

사용하여 평균 오 셋()을 구하는 과정이다.

          (1)

    : 인덱스

        , (범 는 1 ～ N)

      : 이  출력결과

    : 평균 오 셋 출력결과

  

BACF는 재귀 평균법을 용하여 특정 횟수(N) 만큼 

오 셋 값의 평균을 계산한다. 재귀 평균법은 1000회이

상 오 셋 값의 평균을 계산하더라도 많은 양의 버퍼메

모리를 필요로하지 않는 장 이 있다. BACF를 통해 추

출된 오 셋 평균값을 OIS 구동 기에 용함으로써, 

일정 샘 링 동안 정지 상태에서 균일한 오 셋이 출력

되는 것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항상 기 을  각도

로 추종이 가능해 진다. 

나. DCF 설계

오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공  원에 포

함된 낮은 주 수 성분과 자이로 센서 자체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는 외부  내부 진동에 의한 주 수 성

분() 때문이다. 이러한 주 수 성분에 의해 자이로

센서의 출력 값()은 변하게 된다. 자이로 센서의 출

력 값은 정  오차( )와 동  오차()와 실제 움직임 

데이터( )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 하

면 식(2)와 같다. 

          (2)

자이로 센서의 출력값에서 오차( , )를 제거하지 

않고 분할 경우, 그림 4와 같이 오차가 계속해서 

된다. 정확한 진행방향 각도를 계산하기 해서는 정

 오차( )와 동  오차()를 제거해야 한다. 

그림 5는 DCF의 내부 구조를 보여 다. 오 셋 제거

기 블록에서는 샘 링 된 자이로 데이터값()에 평균 

오 셋()의 차( )를 구한다. 잡음성분 추출기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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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오차

Fig. 4. Accumulated error problem.

그림 5. 오차 보상을 한 DCF 블록도

Fig. 5. DCF block diagram for drift compensation.

에서는 오 셋 제거기를 거친 값에서 정  오차( )

와 동  오차()인 주 수(low frequency) 성분을 

추출하기 해 주  통과 필터(LPF) 처리과정을 거

치게 된다. 잡음 성분을 추출하는 주  통과 필터는 

식 (3)과 같이 처리된다. 그 결과 오차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성분(  )이 제거되고 정확한 자이로 센

서 출력 값(′   )을 얻게 된다.  는 주  통

과 필터의 게인을 결정하는 라미터로 반복 인 실험

을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은 직 에 샘 링

되어 처리된 주  통과 필터의 출력을 나타내며, 

는 오 셋이 제거된 회  각속도이다.

         (3)

OIS 구동 기시 식(3)에 첫 번째로 입력되는 

  은 모듈 기화로 인해 ‘0' 값을 가지게 되며 

두 번째 입력 값부터 정상 인 출력이 시작된다. 이러

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자이로 센서로부터 두 번째 

입력되는 값이 이미 회 이 진행된 상태 값이라면 값

이 커지게 되므로 각도 추출을 해 시행되는 분기에 

오차가 되는 문제 이 발생하며, BACF  DCF 

처리를 통하여  각도 추종  오차를 제거 할 

수 있게 되어 정확한 각도 추출이 가능해 진다. BACF

와 DCF의 각 블록에서 처리된 데이터는 각도 검출을 

해 분기(Integrator)로 입력되어 오차가 제거된 최

종 각도(Angle)를 출력한다.

Ⅲ.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그림 6과 같이 BACF 알고리즘 성능 

검증을 한 하드웨어를 제작하 다. 실험에 사용된 자

이로센서는 MEMS 기반의 Panasonic사 2축(yaw, 

pitch) 모델을 사용하 다. 손떨림과 유사한 진동을 입

력데이터로 사용하기 하여 5Hz～7Hz의 진동주기  

±0.5°의 진동 각도를 갖는 진동성분을 발생시키는 가진

기를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바일 카메라의 이미

지 센서는 800만 화소를 사용하 으며, 액 에이터는 

즈베럴을 X, Y 축 각각 ±100um를 이동(Shifting)할 

수 있는 VCA(Voice Coil Actuator)가 탑재된 모듈을 

이용하 다. 자이로센서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는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PC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림 7에서는 5Hz ±0.5°진동을 입력시켰을 때 BACF 

그림 6. BACF 검증을 한 하드웨어  개발 환경

Fig. 6. Development environment for verification.

그림 7. BACF 용 유무에 따른 각도 추종 결과

Fig. 7. Angle calculation results by BACF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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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CF on/off에 따른 각도 추종 결과

Fig. 8. Accumulated errors for DCF on/off.

그림 9. ISO 12233 차트 평가 결과

Fig. 9. ISO 12233 chart evaluation results.

그림 10. Pixel 이동량 평가결과

Fig. 10. Pixel movements evaluation results.

용 유무에 따른 각도 추종 결과를 보이고 있다. 

BACF off 시에는 0°가 아닌 1.4°근처에서 ±0.5°로 스윙

하며, BACF 용 시에는 0°를 기 으로 ±0.5°스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CF를 용한 각도를 추출한 데이터(DCF Angle)와 

DCF를 용하지 않은 각도 추출 데이터(Gyro Angle)

는 그림 8과 같다. 분기를 통과한 최종 각도 값은 시

작 후 반 구간에는 오차에 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에 의해 실제 각도 값

과 큰 차이가 발생한다. DCF를 용 할 경우 잡음 성

분을 제거하여 분을 시행하기 때문에 오차가 되

지 않아 정확한 각도 추출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진동을 발생시킨 상태에서 BACF, DCF가 포함 된 

OIS 기능 용 유/무의 경우에 하여 ISO 12233 규격 

차트를 촬 하 다. 진동을 발생시킨 상태에서 OIS 기

Frame #
PSNR [dB]

OIS ON OIS OFF

1 29.61 30.11

2 31.49 22.35

3 29.63 26.03

4 30.09 28.59

5 32.38 22.50

6 29.84 29.63

7 29.97 27.77

8 31.12 24.91

9 28.86 24.91

10 31.58 28.34

11 29.51 25.03

12 29.52 22.44

13 31.97 28.37

14 29.63 22.91

15 30.30 26.41

16 29.60 26.95

17 29.37 26.95

18 29.01 22.41

Average 30.19 25.92

표 1. OIS 용 유무에 따른 상평가 결과

Table 1. Image evaluation results by OIS on/off.

능을 활성화 시키고 촬 한 상고 진동이 없는 상태의 

정지 상과의 PSNR을 평가한 결과 평균값이 약 

30.19dB로 평가되었다. PSNR의 값이 30dB가 넘으면 

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BACF, 

DCF를 용한 OIS 시스템의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OIS 기능을 용하지 않고 진동을 가한 상

은 정지 상과 비교하여 PSNR이 평균 25.92dB로 평가

로 되었으며, BACF, DCF를 포함한 OIS를 용한 상

과 비교시 약 4.27dB의 차이가 발생하 다.

픽셀이동량은 진동에 한 보정성능을 픽셀의 실제 

이동량을 측정하여 정량 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검증 방법으로써 실험 방법은 와 동일하다. 

자이로 센서  모바일OIS 카메라 모듈을 이용하여 

진동주기 5Hz, 진동각도 ±1°의 진동성분에 하여 

BACF  DCF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 을 심으

로 각도 추종이 가능하고, 오차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 으며, OIS 기능의 용 유무에 따른 픽셀이동

량 계산 시 좌우 5픽셀 이동이 1픽셀로 감소하 으며, 

상하 14픽셀 이동이 4픽셀로 감소한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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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OIS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MEMS 기반의 자이로 센서의 회  각도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드리 트를 제거하는 DCF(Drift 

Compensatio Filter) 알고리즘  각도 추출 시  이

탈 방지를 한 BACF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DCF 알고리즘은 드리 트 발생 원인이 되는 주  

역 성분을 추출하는 LPF(Low Pass Filter)를 사용하

고, 최종 각도를 구하기 해 수행되는 분기에 추출

된 값을 보상하여 드리 트를 제거하 다. BACF는 정

지 시 출력되는 자이로센서의 오 셋(Offset)값을 재귀 

평균법으로 처리하여 메모리에 기록하고 DCF 알고리

즘 구동 기 시 자이로센서로부터의 출력값을 미리 계

산된 평균값으로 체하여 정지 시 항상  상태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해 다. 

모바일 OIS 시스템에 BACF, DCF 알고리즘을 탑재

하여 검증한 결과 각도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드리

트 상이 개선되었으며,  추종이 잘 이루어짐을 

확인 하 다. BACF, DCF를 용한 OIS 시스템 용 

유무에 따른 화질(PSNR)  픽셀 이동량 등 의 정략  

분석을 진행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화질은 

30.19dB의 값을 얻었고, 픽셀의 이동량의 경우 수직방

향으로 90%이상, 수평방향으로 73%이상 감소한 결과

를 얻게 되었다. 결론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BACF

와 DCF를 사용하여 OIS 시스템을 구 할 경우 MEMS 

기반의 자이로센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을 해결하여 

효과 인 손떨림 보정기능의 구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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