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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of-Sight 안정화 시스템을 위한
저가형 광자이로스코프 구현

Implementation of a Low-cost Fiber Optic Gyroscope for
a Line-of-Sight Stabil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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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general, open-loop fiber-optic gyroscopes (FOG) are less stable than closed-loop FOGs but they offer simpler 
implementation. The typical operation time of line-of-sight (LOS) stabilization systems is a few seconds to one hour. In this 
paper, a open-loop fiber optic gyroscope (FOG) for LOS applications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design goal is aimed at 
implementing a low cost, compact FOG with low Angle Random Walk (ARW) (<deg ) and bias instability ( < 
deg ). The FOG uses an open-loop all-fiber configuration with 100M PM fiber wound on a small diameter spool. In 
order to get the design goal, digital signal processing techniques for signal detection, modulation control and compensation are 
designed and implemented in F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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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Line-of-Sight(LOS) 안정화 시스템[1]은 매우 다양한 분야

에서 응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안테나 안정화 장치, 무인

기(UAV), 조준경안정화 시스템 등 산업용 및 군용 장비의 

고성능화에 필수적인 시스템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안정화 

시스템에는 낮은 ARW(Angle Random Walk)와 높은 바이어

스 안정도 그리고 넓은 대역폭을 가지는 고도의 안정된 자

이로스코프(FOG: Fiber Optic Gyroscope)가 필수 구성 요소

이다. LOS 안정화 시스템에서는 약 수 초에서 최대 한 시

간 이내에서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2]. 본 논문에서는 

Line-of-Sight 안정화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소형, 저가의 

광자이로스코프를 설계 및 구현에 관하여 기술한다. 
광자이로스코프는 광섬유 감지 코일을 서로 반대방향으

로 전파하는 두 개의 광 신호 사이에 발생된 Sagnac 위상

차를 이용하여 회전율을 측정하는 센서이다[3,4]. Sagnac 위
상을 측정하는 방법은 위상을 직접 측정을 하는 개루프

(open loop) 방식[5]과 위상변조기를 이용하여 위상을 영으

로 보상하는 폐루프(closed loop) 방식[6]으로 분류 할 수 있

다. 폐 루프 방식은 보정계수(Scale Factor : SF)가 광자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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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프의 전기적 회로 특성에 무관하고 광원의 파장과 

FOG의 구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보정계수 

안정도를 가진다. 지금까지는 고가의 LiNbO3 위상 변조기

와 직경이 큰 스풀에 1KM이상의 광섬유를 사용하여 고성

능의 광자이로스코프를 설계하는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폐루프 방식은 소형 및 저가 그리고 넓은 대

역폭을 필요로하는 Line-of-Sight 안정화 시스템용 회전 센

서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개루프 방식은 상

대적으로 단순한 광학적 구조를 가지면서도 저 잡음, 안정

된 보정계수 및 넓은 대역폭을 가지도록 설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루프 구조에서 높은 안정도를 가지려면 환경 변

화에 따른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 변화를 보상하는 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짧은 광섬유를 

소형 스풀(spool)에 권선하여 사용하는 한편 동기검파 및 

변조지수 제어 알고리즘과 같은 디지털 신호처리 적용하여 

Line-of-Sight 안정화 시스템을 위한 광자이로스코프를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먼저 II 장에서는 설계된 개루프형 광자이로스코프의 구

조에 대하여 설명하고, III 장에서 신호 검출 및 안정화 알

고리즘 설계 및 구현에 대하여 논하였다. IV 장에서는 제작

된 광자이로스코프의 성능 측정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

로 V 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II. 광자이스코프 설계 및 제작

그림 1은 개루프형 광자이로스코프의 구조를 보여준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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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nsing coil.

(b) Optical circuit and signal processing board.

그림 2. 광자이로스코프의 광학 회로.
Fig. 2. Optical circuit of FOG.

그림 1. 개루프형 광자이로스코프의 구조.
Fig. 1. The structure of open loop FOG.

본 논문에서는 100M의 광섬유 코일을 이용하여 

deg  이하의 ARW와 deg    이하의 바

이어스 안정도 그리고   이하의 SF 오차를 가

지는 광자이로스코프를 설계 및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광섬유는 바이어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광유지 

광섬유를 사용하였다. 설계된 FOG의 주요 구성 요소 및 규

격은 다음과 같다.

• 광원 : 830nm의 중심파장, –7dBm의 출력전력, 그리고 

25nm 파장폭을 가지는 SLD (Super Luminescent Diode)
를 사용하였다. 

• 감지 코일 : 100M의 편광유지 광섬유 (PM fiber)를 

× 의 타원형 스풀에 권선하였다. 
• 위상변조기 : 공진 주파수 59KHz의 피조 세라믹 트랜

스듀서를 사용하였다. 
• 편광기 : 소형화를 위하여 소강비 (Extinction Ratio) 

50dB 이상인 광섬유 타입의 편광기를 사용하였다. 
• 광 검출기 : 28V/0dBm의 감도를 가지며 저잡음 증폭기

가 내장이 되어 있다. 

SLD를 출발한 신호는 광결합기를 4회, 편광기를 2회 그

리고 광섬유를 통과하면서 약 12dB의 신호감쇄가 발생한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SLD는 –7dBm의 출력가지며, 광 검

출기에는 약 –19dBm의 전력이 도달하여 전류로 변환된다. 

변환된 전류는 의 이득을 가지는 저 잡음 증폭기에 의

하여 증폭한 후 AD 변환이 된다. 그림 2(a)는 제작된 감지

코일, 그림 2(b)는 변조기를 포함한 모든 광학회로와 D디지

털 신호처리 보드를 보여주고 있다. 위상변조기는 공진 주

파수와는 다른 코일 적정 주파수 (Coil Proper Frequency)에
서 동작하며, FPGA에 구현한 주파수 합성기가 53KHz~ 
63KHz를 스캔하며 동적으로 추적한다. 

III. 광자이로스코프 신호처리

그림 1의 개루프형 광자이로스코프는 회전률 에 대하

여 Sagnac 위상 를 발생 시킨다[4].

 




  (1)

여기서,   각각 광섬유 코일의 면적, 권선수, 길이 

및 권선 코일의 직경을 의미하고, 는 각각 광원의 중심

파장과 광속을 나타낸다. 
감지코일 양단 출력은 광 결합기에 의하여 간섭을 시키

고 편광기에 통과하면서 모드간 간섭을 제거시킨다. 광 검

출기는 신호의 강도에 비례하는 전류를 출력하며, 식 (2)와 

같이 주어진다. 

∝cos  (2)

식 (2)는 의 함수이지만 회전의 방향성 검출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위상변조를 해야 한다. 위상변조를 함으로써 

감도가 개선됨은 물론 직류성분의 드리프트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조 소자를 위상변조기로 사용할 경

우, 식 (3)과 같은 위상 변조신호를 DAC를 통하여 인가한

다. 여기서 은 변조주파수, 은 변조지수 (modulation 

depth)를 의미한다.

mod  

sin  (3)

식 (3)에 의하여 위상 변조된 광신호는 감지코일을 통과

한 후, 광 검출기에 의하여 식 (4)로 주어지는 전류를 출력

한다[5].

 ∝ cos sin

 






sinsin

cos sin

sinsin

cos sin  ⋯





 (4)

단, ·   ⋯  는 제1종 베셀함수이다. 

식 (4)에서 볼 수 있듯이, 변조 신호주파수   성분에 

Sagnac 위상 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확한 의 측정을 

위해서는 광신호 평균강도   와 변조지수 ( )의 영향

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2 고조파 성분과 제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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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NCO의 FPGA 구현.
Fig. 4. NCO implementation in FPGA.

그림 5. 동기복조 및 변조 제어 알고리즘.
Fig. 5.  Synchronous detection and modulation control algorithm.

조파 성분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이 문헌[7]에서 제안되었다. 
기본파, 2고조파 및 4고조파 성분의 크기를 각각 검출하기 

위하여 식 (5)와 같이 복소 기준 파형과 상관(correlation)을 

시키고 inphase와 quadrature 성분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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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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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단, 은 위상변조 신호와 디지털 복조기의 기준신호 간 

위상 오차를 의미하며 외부환경 의하여 변화되는 랜덤변수

이다. 비동기방식은 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

과 같이 계산한다. 

 
 

     (6)

동기방식을    가 되도록 제어하기 때문에 

 
 가 되고 잡음전력이 3dB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광섬유의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

급하였듯이 는 외부환경 변화에 의하여 드리프트 될 수 

있는 값이며 의 추정 및 제어는 광자로스코프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가 되도록 제

어하고 동기 복조하기 위한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에 대하

여 연구하였다. 
식 (5.a)에서 볼 수 있듯이, 에서 Sagnac 위상 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및 을 소거해야 한다. 바이어

스 안정화 및 회전율 계산 알고리즘 다음과 같다.

•   


 에서   





 를 계산

하고 NCO (Numeric Controlled Oscillator)를 이용하여 

 ≅  가 되도록 제어한다. 를 이용하는 이유는 

  에 민감하지 않고 또한  · 가 최대가 되도록 

변조지수(

)를 제어하고 있으므로 신호-잡음비가 가

장 높다는 것이다. 

• 


≅  에서 변조지수 을 계산

할 수 있다.    일 경우 최대의 감도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변조신호의 진폭을 제어하여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  ≈ 이므로 


 

 tan  을 이용하

여 Sagnac phase 를 계산할 수 있다.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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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잔류 위상오차 ( )에 따른 측정오차.

Fig. 3. Rate error vs.  .

만일  ≠ 일 경우 식 (7)은 식 (8)과 같이 주어지며, 측
정 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림 3은 회전률이 지구 자전 

각속도 ( )와 같을 경우, 제작된 광자이로스코프에서의 

잔류 위상오차( )에 따른 회전률 오차를 계산한 것이다. 

  

















cos 

cos 


 (8)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측정치 및 바이어스 안정도에 

100ppm 이하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잔류 위상오차의 한

계를 약 1o 이하로 제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변조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을 제어하기 위한 디지털 위상 가변 NCO를 

FPGA에 설계하였다. NCO의 주파수는 초기화 과정에서 피조 

위상변조기의 최적 주파수를 찾기 위하여 53KHz~63KHz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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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성능 측정을 위한 테스트 셋업.
Fig. 6. Setup for Gyroscop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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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nlinear scale factor error an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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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sidual error after scale factor compensation.

그림 7. Scale Factor 비선형성 모델링 및 보정 후 잔류오차.
Fig. 7. Scale Factor non-linearity and residual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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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Long term 바이어스 드리프트.
Fig. 9. Long term bias drift.

파수 대역을 10Hz 간격으로 스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

상 제어를 위하여   rad의 분해능을 가지는 위상제어 

기능을 함께 구현하였다. 
그림 5는 동기 복조를 위한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기준신호(reference waveform)는 1고조파, 2고조파 및 4고

조파 검출을 위하여 



 및 


의 복소 셈플값

을 저장하고 있으며, 광 검출기 신호와 상관(correlation)을 시

킴으로써  를 각각 계산한다. 

IV. 성능 측정

제작된 FOG의 바이어스 안정도와 Scale factor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IEEE Std 952-1997 (R2008)[8]을 참조하였

다. 그림 6은 성능 측정을 위한 테스트 셋업이다. Scale factor 
오차 측정을 위하여 IDEAL AEROSMITH사의 Roatry Motion 
Simulator 1291BR을 사용하여 회전률을 발생 시켰다. 1291BR
은 0.0005deg/s의 분해능과 0.01%의 안정도를 가지는 회전률

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자이로스코프의 Scale Factor는 120deg/sec의 회전률 까지 

측정을 하였고, 그림 7에 Scale factor의 편차를 나타내었다. 
비선형 보정 후 최대 잔류 편차는 1000 ppm 이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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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hort term 위상 드리프트 측정 (3분간).
Fig. 8. Short term phase drift (3 minute).

제작된 FOG의 랜덤 드리프트 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감지축이 지구의 회전축과 수직이 되도록 조정하여 지구자

전 측정값을 제거한 후, 상온에서 9시간 동안 측정된 데이터

를 저장 하여 분석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LOS 안정

화시스템에서는 수 sec ~ 수 min 이내의 짧은 시간동안의 안

정성도 중요하다[2]. 그림 8은 3분간 회전률의 적분 값을 4회 

반복 측정하여 보여준 것이며 위상 드리프트의 표준편차는 

0.03deg( ) 임을 알 수 있다. 
측정된 FOG 데이터를 식 (9)로 주어지는 Allan variance를 

계산하였다[8].


   

 
 



  


(9)

단, 은 FOG 출력, 는 sample rate, 은 데이터 길

이이며,     ⋯ max    이다. 식 (9)는 다

시 식 (10)으로 Least Square Curve Fitting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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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 (10)에서    은 각각 Quantization noise, 
Angle random walk, Bias instability, Rate random walk 그리고 

rate ramp 성분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들이다. 그림 

9는 측정된 출력신호의 시간영역에서의 파형이다. 그림 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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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Allan Variance (ARW 및 바이어스 안정도 분석).
Fig. 10. Allan Variance (ARW and Bias stability analysis).

계산된 를 그래프로 보여준 것이다. ARW는 

deg , 바이어스 안정도는 deg 임을 보여주

고 있다. 

V. 결론

광자이로스코프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매우 안정적인 회

전률 센서이지만, 대부분의 고 성능 광자이로스코프는 매우 

고가이고 부피가 크다는 점이 저가, 소형 센서를 요구하는 

LOS 안정화 장치의 응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100M의 짧은 광섬유 코일과 광학소자만으로 구성

된 소형 광학회로에 동기 복조, 위상제어 및 변조지수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1000ppm 이하의 Scale Factor 선형성, 

deg 이하의 ARW와 deg   이하의 바이

어스 안정도를 가지는 개루프 방식의 광자이로스코프를 설

계하고 구현하였다. ARW 성능은 광섬유 코일의 길이에 비

례하여 향상이 될 수 있고, 바이어스 안정성은 4극권선

(Quadrupolar Winding) 방식을 적용하여 높일 수 있다고 예상

이 된다. 따라서 LOS 안정화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회전 센

서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안정도 높은 광자이로스코프를 

저가, 소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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