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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레이저 자이로의 환산계수 비선형성과 공진기
각진동 잡음 형태의 관련성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Scale Factor Non-linearity
and Dither Noise form of Ring Laser Gy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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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confirm the disappearance of dynamic lock-in simply by increasing the dither noise
magnitude of the ring laser gyroscope by numerical and experimental method.
After that, we numerically study the relation between the dither noise forms and scale factor nonlinearities by comparing those of the two case outputs which are individually generated by operating
with the two types of dither noise forms. The first one is the simple form composed of consecutive
alternations of the random increasing and decreasing parts but maximum and minimum dither envelopes
are scarcely changeable. And the second one is similar to the first one but maximum and minimum
dither envelopes are randomly changable. As a result, we find that the scale factor non-linearity could be
improved by the second one. And we confirm those results by experimental measurements.
주요기술용어(주제어) : Ring Laser Gyroscope(링레이저 자이로), Scale Factor Non-linearity(환산계수 비선형성),
Dither Noise(각진동 잡음)

1. 서 론
관성항법장치는 자이로 및 가속도계 등 관성 센서
를 이용하여 비행체의 정밀한 위치, 속도, 자세, 각속
도, 가속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장치로서, 지상,

같은 전파항법장치에 비하여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으므로 신뢰성 있는 항법정보가 요구
되는 무기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성항법장치를 주
장비로 하고 GPS를 보조장비로 하여 보정항법을 구

해상, 항공, 우주 분야 등 다양한 무기체계에 공통으

성하여 적용하고 있다.
자이로는 관성항법장치의 핵심부품으로서 각도를

로 소요되는 핵심부품이다. 관성항법장치는 GPS와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자이로기술 발전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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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계식 자이로로부터 온도제어가 필요 없고 가
격이 저렴하며, 동작범위가 커서 스트랩다운 방식의
항법장치를 구성할 수 있는 광학식 자이로로의 전환
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광학식 자이로는 링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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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 자이로(Ring Laser Gyroscope)와 광섬유 자이
로(Fiber Optic Gyroscope)이다. 광학식 자이로의 원

환산계수 비선형 오차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환산계
수 비선형성과 각진동 잡음 형태와의 관계를 새로이

리는 Sagnac 효과로서 고리형 공진기 또는 고리형

제시하였다.

광섬유를 이용하여 빛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
면 고리가 회전하는 경우에 두 빛이 고리를 일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1,2].
그런데 링레이저 자이로는 이 고리형 공진기의 주
요 구성품인 반사경 등의 산란으로 인하여 입력각속
도가 영부근에서 자이로 출력이 입력각속도와 관계없
이 영을 나타내는 lock-in 현상이 발생한다[2,3]. 보통
링레이저 자이로의 lock-in은 약 0.1deg/sec 정도 이
며 이 lock-in에 의한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빛의
편광특성을 이용하는 방법과 공진기에 각진동(Dither)
형태의 바이어스를 인가하는 방법 등이 있다[4,5]. 공진
기 각진동 방법은 약 80～120deg/sec의 평균진폭과
약 300∼500Hz의 주파수를 갖는 정현파 진동을 링레
이저 공진기에 인가하여 자이로가 lock-in에서 동작
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방법에
의하면 각진동 진폭이 일정할 경우 입력 각속도에 따
라서 주기적으로 dynamic lock-in이 발생한다[5]. 이
dynamic lock-in 현상을 제거할 목적으로 각진동 진
폭을 불규칙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각진동 잡음을 인가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입력 각속도가 영인 부근에

2. 링레이저 자이로 이론
가. 링레이저 자이로의 동작원리
링레이저 자이로의 링레이저는 He-Ne 개스 레이
저로서 레이저 공진기가 세 개 또는 네 개의 반사경
에 의하여 폐광로를 이루도록 되어있으며 레이저 공
진기 내에서 발진된 빛은 서로 반대의 두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 링레이저 공진기가 각속도  로 회전하
는 경우에 공진기 내부에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행
하는 빛이 공진기를 일주하는 동안에 시간차이  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빛
이 각각의 진행방향에 대한 공진조건을 만족하기 위
한 주파수 차이  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공진기의
회전속도에 비례한다[1～3].
    

(1)

여기서   는 자이로의 환산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서의 dynamic lock-in의 크기를 측정 또는 추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각진동 잡음의 크기가 dynamic lockin을 제거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였다[5,6]. 그


   


(2)

결과로 부터 dynamic lock-in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각진동 잡음의 크기는 표준편차로 각진동 평균
진폭의 약 3.3%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5].

여기서  은 공진기의 길이,  는 폐광로가 이루는
면적,  는 He-Ne 레이저의 파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형태의 각진동 잡음

He-Ne 레이저의 진동수는  ～ 이므로 두 빛
의 주파수 차이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이

을 발생시켜서 각진동 잡음의 크기를 증가시킴에 의
하여 dynamic lock-in이 제거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
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환산계수 비선형성 실험을 통
하여 약 5ppm 정도의 환산계수 비선형 오차를 확인
하였다.
그리고 이 비선형성의 원인을 각진동 잡음의 형태
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각진
동 잡음의 형태와 환산계수 비선형성의 관계를 비교

두 빛을 간섭시켜서 맥놀이 주파수를 측정해야 한다.
맥놀이신호의 위상변화율  와 입력각속도의 관계
는 다음과 같다.

   



(3)

했다. 이 방법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각진동

위 식 (3)에 의해서 두 빛 간의 한 사이클 차이에

잡음에 대하여 각진동 잡음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의하여 맥놀이신호 위상  가  변화됨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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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산란에 의하여 유발되는 위상각이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정밀 관성항법장치에 적용 가능
한 크기의 공진기를 가진 자이로에 현재의 반사경 품
질로서 도달할 수 있는 lock-in의 크기는 약 0.01∼
0.1deg/sec 수준이다. 공진기 각진동 방법에서는 lock
-in 보다 약 1000배 정도의 최대 각속도를 갖는 정현
파 진동을 링레이저 공진기에 인가하고 dither trapping
또는 dither stripping방법에 의하여 링레이저 출력에
서 공진기 각진동에 의한 출력을 제거하여 자이로 출

[그림 1] 링레이저 자이로의 기본개념
다. 그러므로 단위시간당 맥놀이 위상변화를 측정함
으로서 입력되는 각속도를 알 수 있다.

력을 얻는다[8].
공진기 각진동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자이로 케이
스에 구속된 정현파 진동이다.
    

나. 공진기 각진동에 의한 링레이저 자이로의
동작원리
그런데 실제 자이로에서는 반사경을 포함한 공진기

(5)

여기서 f d 와   는 각각 공진기 각진동의 주파수

를 구성하고 있는 광학부품들의 후방산란에 의하여
서로 반대쪽으로 진행하는 빛과 간섭을 일으키는 현

와 진폭이다. 그러면 식 (4)에서 공진기에 입력되는

상이 발생한다. 그 결과 각속도가 입력되어도 맥놀이

있다.

각속도는  →    로 되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2,3]

위상이 변화하지 않는 lock-in현상이 발생된다

       



.


          



(6)

(4)

여기서  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이로
출력이 나타나지 않는 lock-in 영역이고,  는 빛의

공진기 각진동 진폭이 일정하면 식 (6)의 자이로
출력 방정식의 해는 Bessel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결과에 의하면    (    ) 지점에서
주기적으로 자이로 출력의 특이점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dynamic lock-in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진동 진폭을 불규칙적으로 변화시
키는 불규칙 잡음을 인가한다[5～8]. 여기서 dynamic
lock-in을 충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규칙적으로 변
화되는 각진동 진폭의 peak-to-peak가 각진동 평균
진폭의 약 1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5].

3. 공진기 각진동 잡음과 dynamic lock-in 관계
가. Dynamic lock-in의 이론적 근거
Lock-in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오차의
[그림 2] 링레이저 자이로의 lock-in

크기가 lock-in 영역에서의 맥놀이 위상과 관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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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7]. 본 절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dynamic lock-in이 발생하는
원인 설명하고자 한다.
Lock-in 영역에서 자이로의 출력은 식 (6)의 미분
방정식의 해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식 (6)에 Runge-Kutta 방법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적
인 방법으로 식 (7)과 같이 공진기 각진동의 주기 τ
마다 맥놀이신호 위상의 변화량을 계산하여 자이로
출력을 얻을 수 있었다.
  
    


(7)
[그림 4]

맥놀이신호 위상의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식

Lock-in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오차의 크기와 lock-in 영역에서의 맥놀이
위상과의 관계

(6)으로부터 먼저 lock-in이  일 때의 맥놀이신호 위
상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lock-in이 없을 때의 맥놀이
신호 위상을 계산하여 빼주면 된다.
        

(8)

그림 3은 lock-in이 0.5deg/sec인 경우의 맥놀이신
호 위상과 오차를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바
와 같이 맥놀이 신호의 오차는 lock-in 영역을 통과
하는 동안에 계단 형태로 발생한다. 그림 4는 lock-in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오차의 크기와
lock-in 영역에서의 맥놀이 위상과의 관계를 나타내
[그림 5]

각진동 진폭이 일정하고 입력 각속도가 없
는 경우에 lock-in 영역에서의 맥놀이 신호
의 위상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현상

그림으로서,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오차의 크기는
lock-in에서의 맥놀이신호 위상  에 따라서 달라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은 각진동 진폭이 일정한 경우에
lock-in 영역에서 맥놀이 신호의 위상을 나타낸 그림
이다. 그림 5는 입력 각속도가 없는 경우에 lock-in
영역에서의 맥놀이 신호의 위상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그림 3] 공진기 각진동에 의한 맥놀이 신호와 맥놀이
신호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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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정한 각진동 진폭과 입력 각속도에 의하
여 각진동 매 주기 마다 lock-in에서의 맥
놀이 신호의 위상이  만큼 달라지는 경우

[그림 7]

Lock-in이 0.5deg/sec인 공진기 일정한 크
기의 각진동 진폭을 인가한 경우 자이로
입력에 대한 출력 그래프

   의 조건이 만족되면 각진동 주기마다 같은

크기의 오차가 누적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하
여 각진동을 인가하더라도 그 진폭이 일정하면, lock
-in 영역에서의 맥놀이 신호 위상이  의 정수배 크
기로 변화되는 각속도가 입력되는 경우에는 오차가
크게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입력 각속
도에 의한 맥놀이 신호의 위상이 0,  ,  ,  ... 인
곳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데 이 현상이 dynamic
lock-in 이다.
나. 공진기 각진동 잡음과 dynamic lock-in
관계 실험 분석
앞의 절에서 설명된바와 같이 각진동 진폭이 일정
하면 dynamic lock-in이 발생한다.
그림 7은 lock-in이 0.5deg/sec이고 공진기 길이가
28cm인 사각형 자이로에 각진동 진폭을 항상 일정한
크기로 인가한 경우의 자이로 입력에 대한 출력의 그
래프를 나타낸 것으로서 주기적으로 dynamic lockin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각진동 진폭을 약 10～11주기 동안 불규칙
적인 크기로 증가시키다가 약 3～4주기 동안 감소시
키는 진폭경사형 각진동 잡음을 발생시켰다. 그림 8
은 실제 자이로에 적용하여 각진동 주기마다 측정된
공진기 각진동 최대진폭으로서 각진동 잡음의 크기
가 서로 다른 두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그림 8] 진폭경사형 각진동 잡음
보는 바와 같이 각진동 주기마다의 진폭은 불규칙하
지만 각진동 진폭이 증가하는 주기의 수 및 감소하
는 주기의 수가 거의 변함이 없으므로 각진동 잡음
envelop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비교적 작은 변화를 가
지고 있다.
이 각진동 잡음의 크기와 dynamic lock-in의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진동의 평균진폭이 일정한 상
태에서 잡음의 크기를 증가 시키면서 dynamic lockin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자이로의 lock-in은 약 0.1deg/sec이고 환산계수는
약 2arcsec/pulse, 그리고 각진동 주파수는 약 4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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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공진기 각진동 진폭이 일정할 때 발생하는
dynamic lock-in 현상

[그림 11]

진폭경사형 각진동 잡음(6deg/sec)에 의한
환산계수 오차(～5ppm)

4. 공진기 각진동 잡음과 환산계수 비선형성 관계
가. 각진동 잡음과 환산계수 비선형성 관계의
수치해석적인 분석
앞 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진
폭경사형 공진기 각진동 잡음에 의해서도 약 2deg/sec
의 잡음에 의하여 dynamic lock-in 없어진다. 즉
dynamic lock-in으로 볼 때 각진동 잡음의 임계점은
약 2deg/sec이다. 그러므로 약 6deg/sec의 각진동 잡
음에 의해서는 dynamic lock-in이 완전히 없어질 수
[그림 10] 각진동 잡음을 증가시킴으로서 dynamic
lock-in이 감소되는 현상

있다고 예측된다. 그러나 환산계수 비선형성은 약 6
deg/sec의 각진동 잡음에 의해서도 아직 남아있다.
이 절에서는 임계점보다 충분히 큰 진폭의 각진동 잡

이다.
각진동 잡음을 증가시키면서 dynamic lock-in을
측정한 결과 그림 9와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진동 잡음의 표준편차가 약 2deg/sec 이상이면 시
각적으로 볼 때 dynamic lock-in 현상이 없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충분한 크기라고 판단되는 약 6deg/sec의
각진동 잡음을 인가한 상태에서 환산계수 비선형성을
[9,10]

측정하였다 . 그 결과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산계수 비선형 오차의 크기가 약 5ppm이 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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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의해서도 환산계수 비선형성이 존재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진동 잡음 형태와의 연관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
우리는 각진동 잡음의 크기 및 형태의 적절성을 판
단하기 위하여 두 가지 형태의 각진동 잡음을 발생시
키고 약 400deg/sec 동작 구간에서 환산계수 비선형
성을 비교하는 방법에 의하여 각진동 잡음의 크기 및
형태를 판단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우리는 먼저 입
력각속도가 변할 때의 자이로 출력을 식 (6)과 식 (7)
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발생시키고 10～
400deg/sec 구간에서의 환산계수 비선형성을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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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때 식 (6)의   는 자이로의 각진동 주기
마다 진폭을 측정하는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각진 패
턴을 사용하였으며, 각진동 평균진폭은 100deg/sec이
고, 각진동 잡음의 크기는 표준편차로 정의하였다.
그림 12는 환산계수 비선형성의 수치해석적인 분석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이 수치해석 프로그램에 그림 8과 같은 진폭경사형
각진동 잡음을 적용하는 경우에 각진동 잡음의 크기
가 각각 5deg/sec와 10deg/sec일 때의 10deg/sec～
400deg/sec의 입력 각속도에 대한 환산계수 비선형성
은 그림 13과 같다.
그림 14는 진폭경사형 각진동 잡음의 크기를 증가
시키면서 환산계수 비선형성 최대오차의 추이를 그래
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각진동
잡음의 크기가 공진기 각진동 평균진폭의 약 6% 이
상이면 환산계수 비선형 오차는 약 5ppm으로 수렴함
을 알 수 있다.

[그림 12] 환산계수 비선형성의 수치해석적인 분석
과정

[그림 14]

진폭경사형 각진동 잡음의 크기와 환산계
수오차의 관계

[그림 13]

진폭경사형 각진동 잡음에 의한 환산계수
오차 추이

[그림 15] 조합형 각진동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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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각진동 잡음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그림 15
와 같은 조합형 각진동 잡음을 발생시켰다. 그림에서

그리고 그림 17은 조합형 각진동 잡음의 크기를 증
가시키면서 환산계수 비선형성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

보는바와 같이 진폭경사형에 비하여 각진동 주기마다

타낸 것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각진동 잡음의

각진동 진폭의 불규칙성을 비교적 크게 인가하였고,
여기에 각진동 잡음 envelop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변

크기가 공진기 각진동 평균진폭의 약 4% 이상이면
환산계수 비선형 오차는 약 2.5ppm으로 수렴함을 알

화를 주었다.

수 있다.

그림 16은 이 경우에 각진동 잡음의 크기가 각각
5deg/sec와 10deg/sec일 때의 환산계수 비선형성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의하여 우리는 공진기 각진동
잡음의 형태에 의하여 자이로 환산계수 오차가 영향
을 받음을 알 수 있었고 조합형 각진동 잡음은 진폭
경사형 각진동 잡음에 비하여 개선된 환산계수 비선
형성을 얻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나. 각진동 잡음과 환산계수 비선형성 관계 실험
이 절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각진동 잡음에 의하여
나타나는 환산계수 비선형성을 실험을 통하여 비교하
였다.
그림 18은 lock-in이 약 0.1deg/sec인 동일 자이로
에 약 6deg/sec의 진폭경사형 각진동 잡음과 조합형
각진동 잡음을 인가하여 환산계수 오차를 측정한 실
험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합형 각진동
잡음에 의한 환산계수 오차가 진폭경사형에 의한 경
우에 비하여 약 1/4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6] 조합형 각진동 잡음에 의한 환산계수 오차
추이

[그림 18]

진폭경사형 각진동 잡음(6deg/sec)에 의한
환산계수 오차(SFerror1:～5ppm)와 조합형

[그림 17] 조합형 각진동 잡음의 크기와 환산계수 오
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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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진동 잡음(6deg/sec)에 의한 환산계수 오
차(SFerror2～1.2ppm)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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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ng W., “Theory of Multioscillator Laser
Gyro”, SPIE, Vol. 487 Physics of Ring Laser

5. 결 론
공진기 각진동 잡음의 형태 및 크기에 의한 환산
계수 비선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법 개
발을 통하여 링레이저 자이로의 환산계수 비선형성은
공진기 각진동 잡음의 크기뿐만 아니라 형태에 의하
여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새로이 증명하였다. 그
결과 각진동 잡음의 형태는 조합형이어야 하고, 각진
동 잡음의 크기가 각진동 평균진폭의 약 5% 이상이
면 약 2ppm 이하의 환산계수 비선형오차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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