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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Digital Opto-electrical Pulse (DOP) 방법을 적용하여 버니어 형식의 

초고분해능 광학식 절대치 회전각 센서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절대치 회전각 센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대각도의 하위 비트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아날로그 신호 트랙외에, 상위 비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다수의 디지털 코드 트랙들이 사용된다. 이 디지털 코드 트랙들은 

디스크의 원주 또는 중심 방향으로 인코딩 되어 있으며, 해당 트랙에 매치된 

다수의 개별 수광부에 의해 신호가 획득된다. 하지만 디지털 코드 트랙을 

사용하는 절대 각도 생성 방법에서는 각각의 최소 단위 수광부가 고유한 1 비트 

정보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조립 난이도가 올라가며, 먼지 등에 의한 결점 

발생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반면에 버니어 방식의 절대치 회전각 센서는 

주기가 다른 소수의 아날로그 신호 트랙을 이용하여 절대각도의 상위 비트 정보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형의 고분해능 로터리 회전각 센서 구현에 유리하다. 

또한 아날로그 신호 트랙의 수광부는 어레이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립 오차에 둔감하고 결점에 의한 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버니어 방식에서는 생성한 상위 비트 정보와 하위 비트 정보를 결합하여 

절대각도 데이터를 생성할 때 중간 비트 오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는 버니어 방식으로 생성한 상위 비트 정보가 하위 비트 정보와 

정확하게 동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OP 방법은 

버니어 방식에서의 중간 비트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실제 회전각 

센서 구현을 위해 DOP 방법을 적용하여 설계된 회전각 센서 SoC가 0.18-μm 

CMOS image sensor (CIS) process 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SoC 를 이용하여 초고분해능 절대치 회전각 센서를 구현하고 중간 비트 오차 

문제가 없는 절대 각도 정보 생성 결과를 보인다.  

…………………………………… 

주요어 : 회전각 센서, 엔코더, 버니어 방식 절대 각도, SoC, 센서 시스템 

학  번 : 2009-3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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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본 연구의 배경 

회전각 센서는 회전축의 정확한 위치, 회전 각도를 측정하고 또한 

측정된 위치정보, 회전각도 정보들을 바탕으로 축의 속도 정보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회전각 센서는 대부분의 모터 

컨트롤러에서 주요 피드백 센서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모터 기반의 

고성능 모션 제어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고분해능 

회전각 센서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1-2].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의료, 문화, 서비스 로봇 

분야등에서는 인간과의 협업/공존, 소형화 추세에 맞추어 더욱 정교하고 

신뢰성 높은 축 제어가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제조, 국방, 사회 안전 

로봇의 경우에는 초정밀, 내환경성, 저전력소비 경향에 따라 소형, 고 

분해능, 고 신뢰성, 회전각 센서 모듈의 필요성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산 최신형 전차, 원격 무장, 함포 등은 17 비트 급 광학식 

회전각 센서를 레졸버와 함께 적용하고 있는데 무장 안정화 및 사격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는 제어 정밀도 향상을 위해 21 비트 급 이상의 

고성능 회전각 센서를 필요로 한다. 특히 군수 분야에서는 자체 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국내 기술은 고분해능 회전각 센서 

기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고분해능 회전각 센서는 고정밀 제어가 필요한 모션 제어 시스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저분해능 회전각 센서가 사용되던 산업 전반에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모션 제어 시스템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반복 정밀도나 수행 속도 등으로 나타나는데, 피드백 

센서의 정밀도는 반복 정밀도 뿐만 아니라 수행 속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이유는 수행 속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목표 지점에서 

원하는 정밀도 이하로 이동체를 위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3]. 즉 제어 

정밀도가 향상되면 수행 속도를 증가시키기가 용이해지며 생산성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고분해능 회전각 센서 기술은 향후 미래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등 지능형 로봇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화 분야 

및 방위산업, EV, 우주산업 등 관련 기술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4-6].  



회전각 센서에는 여러 가지 센싱 원리에 따른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나 로봇 액추에이터로는 대부분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 

분해능을 얻을 수 있는 광학식이 대부분 사용된다. 산업용 시장에서는 

수량 및 금액 기준 90% 정도가 광학식이며 나머지 10%의 대부분을 

강인한 내환경성을 지닌 레졸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광학식 회전각 센서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자 

한다.   

표 1.1. 회전각 센서 종류 [6] 

 

일반적인 광학식 회전각 센서 모듈은 그림 1.1과 같이 고직진성 광원, 

위치 정보를 끌어 낼 수 있는 패턴 코드가 그려져 있는 코드 디스크, 

코드 디스크를 통과한 빛을 감지하는 광학 SoC, 그리고 광학 SoC 로부터 

받은 신호의 신호 처리 및 상위 제어기로의 전달하는 신호처리 SoC 및 

회로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고 광학 SoC 및 신호처리 SoC 의 경우에는 

하나로 통합되어 구현되는 경우도 있다. 

Optical encoder Hall encoder Resolver
Mechanical

encoder

Capacitive

encoder

Inductive

encoder

분해능 매우 높음 낮음 중간 낮음 높음 높음

가격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높음 낮음 중간 높음

장점
쉬운 신호 처리,

높은 분해능

저렴한 가격, 컴

팩트한 솔루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음

저렴한 가격, 표

준적인 생산 공

정을 사용함

적은 수의 부품,

매우 낮은 소모

전류

작은 공간을

차지함,

먼지 등에 매우

강인함

단점

먼지 등에 영향을

많이 받음,

허용 오차가 작음

Batch 간의 감도

의 차이 발생

고분해능 달성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됨,

공장에서의 튜닝

이 필수적임

닳아서 소모되

기 쉬움, 낮은

정밀도

감지해야하는

신호 레벨이 낮

음,

신호 처리가 어

려움

허용 오차가

 매우 작음



 

그림 1.1. 광학식 회전각 센서 구성 및 관련 기술 

회전각 센서의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회전각 검출 알고리즘 및 알고리즘을 적용한 코드 디스크 제작 

기술 

2. 광신호 검출을 위한 광학 SoC 기술 

3. 검출 신호를 보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신호처리 SoC 및 회로 제작 

기술 

4. 센서 모듈 구조체 제작 및 조립 기술 

회전각 검출 알고리즘은 회전각 센서의 전체 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코드 디스크 정밀도, 코드 디스크 패턴 구성, 수광부 



패턴 구성 및 종류, 아날로그 신호처리부, 신호처리 SoC 하드웨어 구성, 

회로 구성, 센서 모듈 하드웨어 구성 및 조립 방법, 출력 신호 형식 등 

대부분의 사양이 회전각 검출 알고리즘에 따라 결정된다. 회전각 검출 

알고리즘은 절대적 각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상대적 이동 각도 

정보만을 제공하는 인크리멘탈형과 절대적 각도 정보를 제공하는 

절대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크리멘탈 형은 일반적으로 회전에 따라 

주기가 달라지는 펄스 신호 또는 정현파 신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단순하므로 전체적인 회전각 센서 구성이 단순해지게 된다. 

또한 생성된 펄스 또는 정현파 신호를 직접 출력하거나 이를 디지털화 

하여 코드 형태로 출력하게 된다. 절대치형은 일반적으로 인크리멘탈 

출력을 하위 비트로 하고 정해진 기준 위치에 대한 회전 각도에 따라 

해당 하위 비트의 상위 비트 값을 생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신호를 

생성하게 된다. 절대각도 생성 알고리즘은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복잡한 디지털 코드 생성 방식이 적용되거나 

아날로그 신호의 차이를 이용하는 버니어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절대치형은 다시 1 회전내의 각 위치만을 제공하는 싱글턴 형과 현재의 

각위치가 절대적 기준 위치에서 몇 바퀴 회전 후의 각 위치인가 까지를 

제공하는 멀티턴 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멀티턴 방식은 싱글턴 방식에 

부가적인 저장 장치와 전원 공급 장치를 추가하여 간단히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코드 디스크는 유리나 플라스틱 기판에 코드 패턴을 금속 패터닝 

공정이나 인젝션 몰딩 공정을 이용하여 생성하며 고분해능 회전각 

센서의 경우 최소 패턴 크기는 약 수 μm2 수준이다. 회전각 센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교한 패터닝 기술이 필요하다. 



코드 디스크 패턴은 로봇 액추에이터의 절대적 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따라 준비되어 코드 디스크 위에 생성된다. 과거에는 광 

신호에 대한 분해능이 낮았기 때문에 각도의 1 비트 정보를 하나의 

트랙을 이용하여 생성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다(예를 들어 11비트 급 

회전각 센서 모듈을 위해서는 코드 디스크 위 11개의 디지털 트랙을 

구성하여 사용). 하지만, 신호처리 기술과 새로운 알고리즘의 개발에 

따라 현재에는 훨씬 적은 트랙을 사용하면서도 고분해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예를 들어, 3개의 트랙으로 17 비트 급의 분해능).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소형 고분해능 회전각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알고리즘 확보 및 핵심소자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회전각 센서 모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2는 

코드 디스크 및 코드 패턴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1.2. 코드 디스크 및 코드 패턴의 예[7] 

 

광센싱 SoC 는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회전각 센서 모듈의 핵심 소자로 광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광부로 포토 다이오드, 포토 트랜지스터, 포토 레지스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많은 경우 포토 다이오드 방식이 사용되며 회전각 

센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광원과 수광소자의 미세한 정렬 

기술이 요구된다. 그림 1.3은 CCD pixel 을 이용한 광 센싱 SoC 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1.3. 광 센싱 SoC 의 예 (CCD pixel)[8] 

 

신호처리 SoC 는 광센싱 SoC 로부터 받은 신호를 증폭하고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노이즈 및 에러를 보정하고 분해능을 향상 시킨 후 

최종적으로 아날로그 펄스열이나 디지털 시리얼 통신을 통해 각 위치 

정보를 제어기에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아날로그 펄스열 출력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분해능이 높아질수록 출력 펄스의 주파수가 

높아져서 노이즈에 민감해지며 대역폭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디지털 출력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고성능 회전각 센서 모듈 제작을 위해서는 내진동 내충격 성능 

향상을 위한 기구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패키징 시 

정확한 정렬기술, 내부 오염을 막기 위한 밀봉기술, 큰 진동 및 충격에도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한 기구 설계 기술, 대량 생산을 위한 조립 

기술 및 기구 제작 기술 등도 함께 필요하다.   



1.2 본 논문의 의의 

본 논문은 버니어 형식의 초고분해능 절대치 회전각 센서에서의 

중간 비트 오차 문제를 보상하기 위한 Digital Opto-electrical Pulse(DOP)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세 트랙 버니어 방식에서 DOP 를 적용할 수 있는 

2단계 버니어 절대 각도 연산 방법을 고안하였다. 실제 회전각 센서 

적용을 위해 알에스오토메이션 社 및 마루 LSI 社와 협력하여 광학식 

회전각 센서를 위한 요소 기술을 개발하였다. 포토 다이오드 및 신호 

처리부가 포함된 회전각 센서 SoC 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포토 

다이오드 및 신호처리 회로부, SoC 의 설계 및 제작은 마루 LSI 社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개발된 SoC 에는 DOP 생성을 위한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 및 신호처리부가 포함되어 있다. 제작된 SoC 를 이용한 소형 

초고분해능 절대치 회전각 센서 모듈 구현을 위한 모듈부 설계 및 

시스템 회로 구현은 알에스오토메이션 社에서 주관하여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광학식 회전각 센서의 요소 기술은 다음과 같다. 

 버니어 방식의 절대치 엔코더를 위한 DOP 보정 방법 고안 

 정현파 생성을 위한 코드 디스크 및 수광부 패턴 구성 방법 

 광 신호 센싱을 위한 포토 다이오드 설계 

 TIA 및 아날로그 신호 처리부 설계 

 회전각 센서 SoC 설계 및 제작 

 코드 디스크 제작 기술 

 회전각 센서 모듈 제작 기술 

 

개발된 회전각 센서 모듈을 통해 실제 버니어 방식 회전각 센서에서 

중간 비트 오차 문제가 발생함을 보이고 DOP 기반의 보정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였다. 아울러 개발된 회전각 센서의 출력을 확인하고 25 비트 

고분해능 절대 각도 획득이 가능함을 보였다. 개발된 회전각 센서는 직경 

30 mm 의 소형 모듈임에도 25 비트 수준의 초고분해능 절대각도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여 다양한 모션 제어 시스템에 활용 가능하다. 초고분해능 

절대치 회전각 센서 기술을 통해 국내 모션 기반 제조 및 생상 기술 

수준의 향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1.3 본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에 

대한 소개를 한다.   

3장에서는 버니어 방식의 광학식 회전각 센서 기술에 대한 소개 및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OP 를 이용한 중간 비트 보정 방식에 대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제 구현한 초고분해능 광학식 회전각 센서 개발 결과를 

기술한다. 회전각 센서 구현을 위해 필요한 각각의 단위 기술에 대한 

개발 결과를 기술하고 DOP 가 적용된 SoC 개발 결과를 설명한다. 또한 

개발된 광학식 회전각 센서 모듈에 대하여 기술한다.  

5장에서는 개발된 회전각 센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환경과 평가 

방법을 소개한다. 

6장에서는 개발된 회전각 센서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술한다. 버니어 

방식 회전각 센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간 비트 오차에 대한 실제 발생 

예를 설명하고 DOP 를 이용한 보정 결과를 기술한다. 아울러 최종 절대 

각도 획득 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개와 함께 

결론을 제시한다.  



 

 

 

 

 

 

제 2 장 

기존 연구 사례 

 

 

 

본 장에서는 회전각 센서 기술과 관련된 기존 연구 사례를 소개한다. 

회전각 센서는 여러가지 방식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자기식, 정전식, 그리고 광학식 방식을 사용한다. 각각의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광학식 절대치 회전각 

센서에 대하여 대표적인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 동향을 

설명한다.   



2.1 자기식 회전각 센서 

자기식 회전각 센서는 자화된 소자 또는 코일을 이용하여 

회전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자기식 엔코더는 Hall 효과를 이용한 

방법과 electromagnetic induction 을 이용한 방식으로 나누어 진다. 

일반적으로 자기식 회전각 센서는 일반적으로 먼지나 오일 등의 오염에 

매우 견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분해능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Induction 방식을 사용할 경우 분해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센서의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9-12]. 최근 electromagnetic induction 

방식을 이용한 소형 절대치 회전각 센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3-15]. 이 방식은 Hall 센서 방식에 비해 더 정밀한 센싱이 

가능하고 센서 자체의 크기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일 

크기의 광학식 회전각 센서에 비해서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1은 electromagnetic induction 방식의 절대치 회전각 

센서의 예이다.  

 

그림 2.1. Electromagnetic induction 절대치 회전각 센서 예[13] 



2.2 정전식 회전각 센서 

정전식 회전각 센서는 축에 따라 회전하는 플레이트와 정지되어 

있는 플레이트 위에 각각 특정한 패턴들을 제작하여 축의 회전에 따라 

두 플레이트 사이의 정전용량 변화를 감지하는 방법이다[16-18]. 정전 

용량 감지 방식의 장점은 감지 구조가 간단하며, 정전 용량 변화가 전체 

플레이트 면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립 오차에 둔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고분해능 회전각 센서에 있어서 정전 용량 감지 방식은 

아직까지 기생 정전 용량과 간섭 문제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는 

추세이다. 정전 용량 감지 방법은 회전각 센서외의 다른 센서들, 터치 

센서나 관성 센서 등, 에서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가장 유망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그림 2.2는 정전식 회전각 센서의 구성 예를 보여준다. 

 

그림 2.2. 정전식 회전각 센서의 구성 예[16] 

 

 



2.3 광학식 회전각 센서 

광학식 회전각 센서는 광원(주로 LED)에서 나온 빛을 패턴이 그려진 

코드 디스크에 통과시켜 이를 패턴이 그려진 수광부 (주로 포토 

다이오드) 로 수신하여 전기적인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다[19]. 측정하고자 

하는 회전자와 같이 회전하는 코드 디스크는 주기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회전에 따라 수광부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를 변화시킨다. 아울러 

코드 디스크 및 수광부는 서로 수직선 상에 정렬된 다수의 트랙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각 트랙은 서로 다른 주기의 신호를 생성하면 회전 

각도에 대한 출력의 분해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광학식 회전각 센서는 

미세 패턴을 이용하여 분해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방식에 비해 고분해능을 달성하기 유리하다. 광학식 회전각 센서는 현재 

모션 제어 분야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 비트 이상의 

고분해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제품군이 소개되고 있다[19-21]. 다음에는 

광학식 회전각 센서의 개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회전각 센서 

개발 업체들의 관련 기술 연구 동향을 통해 회전각 센서 기술의 

핵심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3.1 광학식 회전각 센서 개발 사례 

광학식 회전각 센서는 구현 방법이 직관적이고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고분해능이 필요하지 않은 위치 측정 분야에서도 넓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2.3은 정해진 각도만큼만 회전하는 로봇 손가락 관절의 

회전각을 측정하기 위한 광학식 회전각 센서의 예이다[22]. 여기서 회전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슬릿 폭은 정해진 회전 각도 동안 단순 증가 

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직관적이고 단순한 신호 생성 구성 

방법은 매우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사용 가능한 특수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3. 로봇 손가락 관절 회전각을 측정하기 위한 광학식 회전각 센서 [22] 

 

일반적으로 광학식 회전각 센서에서는 LED 와 같은 단일 광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제한적인 영역 대한 정보만 획득하게 되어 

조립 오차나 기구적인 뒤틀림 등에 의한 영향을 보정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조사되는 빛의 영역을 전 구간으로 

넓히는 방법들도 고안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림 2.4는 일본 Mitsubishi 



Electric 社에서 고안한 오목거울을 이용하여 빛을 코드 디스크 전 

영역으로 조사하여 조립, 조정시의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23]. 

 

그림 2.4. 오목거울을 이용한 광학식 회전각 센서[23] 

 

또한 독일 스테그만 사도 렌즈를 이용한 광학계를 적용하여 전체 

디스크 영역을 조사하는 Mini Disc (MiDi) 회전각 센서 제안하였다[39]. 

그림 2.5는 MiDi 의 구성에 대한 개념도 및 SoC 구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위와 같이 디스크 전 영역을 조사하는 방식은 수광부의 정밀한 

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체 수광부의 원칩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센서 크기에 대한 제약이 생긴다. 따라서 대부분의 광학식 로터리 회전각 



센서는 코드 디스크의 일부분만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코드 디스크의 일부분만 조사하는 방식에서는 조립 오차에 의한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신호 보정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2.5. Stegmann 사의 MiDi encoder [24] 

  



많은 경우 광학식 회전각 센서 개발 업체들의 회전각 센서들은 각 

회사들의 고유한 기술을 통해 정현파 신호를 생성하고 있다. 독일 

HEIDENHAIN 社, 일본 YASKAWA Electric 社, 일본 Mitsubishi Electric 社, 

일본 Panasonic 社 등 유수 업체들이 20비트 급 이상의 자체 고분해능 

광학식 회전각 센서를 개발한 바 있다. 독일 iC-Haus GmbH 社는 자체 

회전각 센서 대신 고분해능 광학식 회전각 센서 솔루션을 개발하여 

회전각 센서를 제작하고자 하는 업체들에 제공하기도 한다[40]. 그림 

2.6은 iC-Haus GmbH 社의 회전각 센서 솔루션의 예시이다. 

 

 

그림 2.6. iC-Haus 의 광학식 회전각 센서 솔류션[25] 



2.3.2 광학식 회전각 센서의 고정밀도 확보를 위한 기술 

광학식 회전각 센서에서 분해능을 높이기 위한 고정밀도 확보 

기술은 주로 회전에 따라 정확한 정현파 신호를 생성하거나 생성된 

정현파 신호를 보정하는 방법과 연관되어 있다. 정밀한 정현파 신호를 

생성할 수 있으면, 그 위상 정보를 이용하여 회전 각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현파 보정 방법은 회전각 센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고분해능 광학식 

회전각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 화낙 사에서는 정현파와 삼각파를 동시에 생성하여 그 차이를 

이용하여 각도 데이터를 보정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26]. 일본 타마가와 

사는 시간 단위로 평균화 하여 정현파에서 측정한 각도 데이터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고안하였다[27]. 또한 일본 미츠토요 사는 위상차 오차를 

리사주 파형을 이용하여 검출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28].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추가적인 보정 수단을 요구하거나 각도 출력을 제한 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YASKAWA Electric 社는 수광창 또는 수광부 형상의 

회전원판 반경방향 길이가 내주측을 기준으로 외주측에 걸쳐 차례로 

짧게 설정하여 회전원판의 반경방향 위치에 상관없이 수광창 또는 

수광부의 면적을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였다[29]. 일본 토요다 

사는 아날로그 정현파 신호를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신호에 대해 최소 

2승법을 적용하여 원 정현파 신호의 진폭 및 위상차를 고정밀도로 

검출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30]. 일본 샤프 사는 다수의 수광부를 

이용하여 정현파 신호를 획득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31]. 미국 AVAGO 사는 주파수 체배를 통해 분해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였다[32]. YASKAWA Electric 社는 정현파에 



포함되어 있는 고조파로 인한 오차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고정밀도 위치 신호에 적용하였다[33]. Panasonic 社는 생성한 

정현파들간의 위상오차를 검출하고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34]. Mitsubishi Electric 社는 단일 트랙에서 위상 변조 신호를 

추가로 발생시킴으로써 위상의 내삽 각도 정밀도를 향상키는 방법을 

고안하였다[35]. 

 

 

그림 2.7. 삼각파를 이용한 정현파 보정 방법[26] 



 

그림 2.8. 다수의 수광부를 이용한 정현파 생성 방법[31] 

 

그림 2.9. 주파수 체배를 이용한 분해능 향상 방법[32] 



 

그림 2.10. 위상 변조를 통한 내삽 각도 정밀도 향상 방법[35] 

 

그 외에도 정현파의 형상을 보정하기 위한 방법들도 고안되었다. 

일본 화낙 사는 정현파 신호의 오차를 보정하고 오프셋 및 진폭차를 

보정하며 파형을 일그러짐을 제거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36]. 이 방법은 

정현파의 주기를 확인하여 한주기 간격의 샘플차이를 이용하여 오차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간의 각도 신호를 보정하는 

방법이다.  독일 하이덴하임사는 둘 이상의 수광부 엘리먼트를 이용하여 

빛의 투영 상태에 따라 이를 취사 선택하여 빛이 빗나가는 경우에도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37]. 마찬가지로 

일본 타마가와사는 복수의 수광부 어레이를 배치하여 광전류의 

불균일성을 보정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38]. 위와 같이 정현파 생성 및 

보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고분해능 

광학식 회전각 센서 개발을 위해서는 정현파 관련 기술이 기반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1. 한주기 샘플을 이용한 절대각도 보정 방법[36] 

 

 

그림 2.12. 수광부 어레이를 이용한 광 보정 방법[37] 



2.3.3 광학식 회전각 센서의 조립에 관한 기술 

고분해능 광학식 회전각 센서들은 일반적으로 정밀한 조립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모듈 구성 및 조립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센서 모듈 및 조립에 관련한 

대표적인 관련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코요 사는 조립시에 

디스크와 회전축의 동심도를 확보하기 위해 동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마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39]. 일본 타마가와 사는 

디스크 갭 간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스크 위치를 회전축 상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체 결합 방법을 고안하였다[40]. 회전각 센서 모듈의 조립 

및 조정 방법은 각 회사 고유한 노하우 기술로 인식되어 외부로 많이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 본 논문에서 개발한 광학식 회전각 센서의 조립도 

다수의 시행착오를 거쳐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한 바 있다.  

 

그림 2.13. 마커를 이용한 코드 디스크 동심도 보정 방법 [39] 



 

그림 2.14. 슬라이딩 고정틀을 이용한 코드 디스크 갭 조정 방법[40] 

 

 

 

 

  



2.4 절대치 회전각 센서 

절대치 회전각 센서는 상대치 회전각 센서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비용이 증가하지만, 최초 또는 특정 시작 점에 대한 각도를 항상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제어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상대치 

회전각 센서 또한 누적하여 사용할 경우 절대치 회전각 센서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경우 상시 전원이 필요해지는 단점이 있다. 절대치 

회전각 센서는 상시 전원이 없더라도 항상 고정된 기준 각도에 대한 

회전각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절대치 회전각 센서는 보통 absolute position 

binary code (APBC) 를 사용하여 구현한다[41]. 초기의 APBC 는 바이너리 

코드나 그레이 코드와 같이 다수의 디지털 코드 트랙을 사용한 직관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달성해야 하는 분해능이 높아지면 다트랙 디지털 

코드 방식은 회전각 센서의 크기의 제약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림 2.15. 바이너리 코드 구성 예 



 

그림 2.16. 그레이 코드 구성 예 

 

그림 2.17. 그레이 코드가 적용된 절대치 회전각 센서 예[42] 

 



다트랙 APBC 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 각도 정보를 소수의 

디지털 코드위에 디스크의 회전 방향으로 기록하는 방식이 고안되었다. 

수도랜덤 (Pseudorandom) 방법[43-46]이나 M 코드 방법[47]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방법은 하나의 디지털 코드 트랙 정보를 트랙을 따라 

배치된 여러 개의 수광부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비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해당 디스크 트랙은 디스크 회전에 따라 1비트씩 

변하는 고유한 디지털 값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수광부만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으면 하나의 트랙으로도 원하는 분해능의 절대 

각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경우 각 수광부가 고유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므로, 조립 오차 또는 공정상의 결점에 대해 매우 취약해 

지는 단점이 있다. 그림 2.18은 수도 랜덤 코드의 구성예를 나타내며, 

그림 2.19는 M 코드 방식에서의 신호 트랙 구성 예를 보여준다.  

 

그림 2.18. 수도랜덤 코드 구성 예[45] 

 



 

그림 2.19. M 코드 트랙의 구성 예[47] 



 

 

 

 

 

 

제 3 장 

버니어 방식 절대 각도 연산 

보정을 위한 DOP 방법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버니어 방식을 이용한 절대 

각도 연산 방법과 중간 비트 오차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DOP 를 

이용한 보정 방법을 제안한다.  

  



3.1 버니어 방식의 개요 

버니어 방식이란 주기가 다른 두 신호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원래 

신호의 분해능보다 더 세분화된 분해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48-50]. 

회전각 센서에서의 절대각도 연산에 버니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회전동안 1주기 차이가 나는 두 신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1회전동안 16주기가 반복되는 16주기 신호와 1회전동안 15 주기가 

반복되는 15주기 신호에 있어서, 두 신호의 위상차는 1회전동안 단순 

증가 또는 단순 감소하는 고유한 신호이다. 

그림 3.1은 1회전 동안에 버니어 방식을 이용한 절대각도 측정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a) 는 16주기 신호이고 (b) 는 15 주기 신호이다. 

각각의 신호들은 10-bit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 (c) 는 (a) 신호와 (b) 

신호에 대한 단순 차이를 도시한 것이다. (c) 를 마찬가지로 10 비트 

신호로 나타내면 (d)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1 회전 동안 단순 

증가하는 고유한 신호가 된다.  

  



 

 

(a) 

 

(b) 

 

(c) 

 

(d) 

그림 3.1 버니어 방식을 이용한 절대 각도 측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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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버니어 방식을 이용한 절대 각도 연산 방법 

버니어 방식을 적용한 고분해능 절대치 회전각 센서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두개의 주기 신호외에 추가적인 신호가 더 필요하다. 고분해능 

절대치 회전각 센서에서 하위 비트 생성용 신호가 1024 주기 신호라고 

하면, 생성해야 하는 절대 각도의 상위 비트 정보는 10 비트 정보가 된다. 

즉 1024 주기 신호와 1023 주기 신호를 이용하여 1회전동안 0 에서 1023 

까지 변하는 주기 신호를 생성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버니어 

방식으로 생성된 상위 비트 신호는 원 신호의 노이즈나 신호간의 왜곡 

문제로 인하여 충분한 분해능, 즉 10 비트, 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통 고분해능 절대치 회전각 센서에서는 3개의 신호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절대 각도의 상위 10 비트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일반적인 버니어 

방식 절대치 회전각 센서는 다음과 같은 세종류의 신호 트랙을 사용한다. 

1. 1024 주기 트랙 (Master 트랙) 

2. 1023 주기 트랙 (Vernier 트랙) 

3. 992 주기 트랙 (Segment 트랙) 

1024 주기와 992 주기 신호의 차이는 1회전동안 32 주기를 가지는 

새로운 신호로 사용된다. 즉 Master 트랙과 Segment 트랙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각도 정보에 대한 차상위 5 bit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경우 버니어 방식으로 생성한 상위 비트 data (Master-Vernier, 

Master-Segment) 들은 각각 5 bit 분해능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두종류의 

신호 트랙만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구현하기가 용이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생성된 상위 비트 data 와 하위 비트 data 간의 비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문제는 연결된 최종 각도 연산 결과에 중간 비트 

오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림 3.2 는 세트랙 신호를 이용한 

버니어 방식 절대각도 연산의 각도 data 구성에 대하여 도시한 것이다. 

 

그림 3.2 세트랙을 이용한 버니어 방식 절대 각도 연산 data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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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igital Opto-electrical Pulse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OP 를 이용한 중간 비트 보정 방법은 

버니어 방식의 절대 각도 연산에서 상위 비트 정보와 하위 비트 정보를 

연결할 때 동기화를 위한 새로운 펄스 신호를 생성하여 이용하는 

것이다[51]. DOP 신호의 생성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며 

여기서는 그림 3.3 과 같은 DOP 신호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3.3 에서 (a) 는 일정한 주기를 가진 하위 비트 신호이며 (b) 는 (a) 

에 상위 비트 신호를 결합할 때 발생하는 중간 비트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DOP 신호 이다. DOP 신호의 주기는 하위 비트 신호의 두배가 

되어야 하며 하위 비트 신호와 일정한 동기를 가진다.  

 

 
(a) 

 

 
(b) 

그림 3.3 하위 비트 각도 신호와 DOP 신호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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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DOP 를 사용하지 않는 중간 비트 오차 보정 방법 

DOP 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중간 비트 오차 문제는 일부 보정이 

가능하다. 3.2에서 설명한 3-트랙 버니어 방식에서 생성한 상위 비트 data 

들은 절대 각도 데이터에 각각 5 비트 정보만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실제 

생성되는 두 신호의 차이 값은, 비록 노이즈나 왜곡에 의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원 신호와 동일한 분해능을 가진다. 즉 상위 비트 정보로 

사용되는 5 비트 외의 나머지 비트 정보는 하위 비트와의 동기화 연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4 에서 DOP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중간 비트 오차의 예를 이용하여 보정방법을 설명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원 신호가 10 비트 값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버니어 

방식으로 구해진 두 신호의 차이값의 상위 5 비트 값을 H5 bits 라고 하고, 

나머지 5 비트 값을 sync bits 라고 칭할 수 있다. 또한 상위 비트와 

연결될 하위 비트 신호의 값 중에 상위 5 비트 값을 다시 L5 bits 라고 

칭할 수 있다. 여기서 sync bits 와 L5 bits 는 서로 겹쳐지는 구간을 

나타낸다. 

그림 3.4 은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 정보가 서로 동기화 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실제 H5 bits 값으 1, L5 값은 4 로 측정이 되었다. 이 

경우 아무런 보정 없이 상위 비트 값과 하위 비트 값을 연결하면 연결된 

절대 각도 정보는 36 이 된다. 하지만 측정된 sync bits 값이 28 으로 L5 

bits 와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버니어 방식으로 계산된 상위 비트 

정보와 하위 비트 정보간에 오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L5 bits 와 sync bits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버니어 신호와 하위 비트 

신호간의 오차가 가장 작게 발생하는 경우를 찾으면, 상위 비트 값이 2로 

보정되게 된다. 이 경우 보정된 최종 절대 각도는 68 이다.  



 

그림 3.4. 중간 비트 오차 예와 DOP 를 적용하지 않은 보정 방법 

  



3.5  DOP 를 사용한 중간 비트 오차 보정 방법 

앞의 예에서 DOP 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보정 결과를 

살펴보았다. 불행히도 DOP 를 사용하지 않는 보정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버니어 방식의 상위 비트 정보와 하위 비트 정보간의 오차가 하위 비트 

신호의 반주기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잘못된 보정 값을 얻게 된다. 그림 

3.5는 DOP 값을 제외하고 3.4 장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측정값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3.4 장에서 기술한 보정 결과에 맞는 DOP 

값은 0 이지만 실제 측정된 DOP 값은 1로 확인되었다. 즉, 버니어 방식의 

상위 비트 신호와 하위 비트 신호간의 오차가 하위 비트 신호의 반주기 

이상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보정 방법으로는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림 3.5. DOP 를 적용하지 않은 보정 방법의 잘못된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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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에서 앞의 예에 대한 DOP 를 적용한 보정 결과를 

도시하였다. DOP 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버니어 방식의 상위 비트 

신호와 하위 비트 신호간의 오차는 3/4 주기이며, 보정된 상위 비트 값은 

1 이다. 따라서 보정 결과 절대 각도 값은 36이 된다. DOP 를 적용하는 

경우 상위 비트 신호와 하위 비트 신호간의 오차 보정 한계는 하위 비트 

신호의 1주기가 된다. 하위 1비트 신호 1주기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bit DOP 로는 보정이 불가능하며 발생되는 오차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재조립 또는 신호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 3.6. DOP 를 적용한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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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DOP 적용을 위한 2단계 버니어 방식 절대각도 연산 

방법 

앞에서 고분해능 절대치 회전각 센서에서는 일반적으로 3 트랙 

방식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3 트랙 버니어 방식에 

대해 DOP 보정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024 주기의 DOP 신호 외에 

32 주기의 DOP 신호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32 주기의 DOP 신호를 

생성하는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는 1024 주기 DOP 신호에 비해 포토 

다이오드간 배치 간격이 32배 더 늘어나야 한다. 즉, 펄스의 주기가 너무 

길어지면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를 한정된 SoC 공간에 배치하기가 어려워 

진다. 또한 DOP 신호를 어레이가 아닌 단일 포토 다이오드로 생성할 

경우 조립 오차에 대한 강인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생긴다. 

따라서 3 트랙 버니어 방식을 사용하되, 각각의 중간 비트 오차에 대해 

DOP 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버니어 신호 생성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2단계 버니어 방식 절대각도 연산 방법을 이용하여 

DOP 구현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2단계 버니어 방식 절대 

각도 연산 방법에서는 다음 세종류의 신호 트랙을 사용한다.  

1. 1024 주기 트랙 (Master 트랙) 

2. 993 주기 트랙 (Nonius 트랙) 

3. 992 주기 트랙 (Segment 트랙) 

새로운 절대 각도 생성 방법에서는 두개의 버니어 신호를 먼저 생성하며 

그 신호는 각각 32 주기 신호 (Master – Segment, MS) 와 31 주기 신호 



(Master-Nonius, MN) 가 된다. MS 신호와 MN 신호를 보정하기 위한 DOP 

신호는 각각 DOPM 신호와 DOPS 신호로, 두개의 DOP 신호는 각각 

Master 신호와 Segment 신호에 동기화 되어 생성된다. 절대 각도의 

최상위 5 비트는 이전과 달리 단순한 아날로그 신호 위상차이로 

생성되지 않고, 버니어 방식으로 먼저 생성된 MS 신호와 MN 신호의 

위상 차이를 이용하여 생성된다. MS 신호와 MN 신호가 DOP 신호를 

이용하여 먼저 보정되기 때문에, 두 신호간의 오차가 줄어들어 별도의 32 

주기 DOP 신호 없이도 최상위 5비트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새로운 

단계 버니어 방식에서의 절대 각도 포멧은 그림 3.7과 같다. 

 

그림 3.7. 2단계 버니어 방식에서의 절대 각도 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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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DOP 를 적용한 초고분해능 버니어 방식 절대치 

회전각 센서 구현 방법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초고분해능 회전각 센서의 개발 

결과를 설명한다. 각 구성 요소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고, DOP 구현 방법 

및 SoC 개발 결과를 설명한다. 또한 회전각 센서 모듈의 구성 및 개발 

결과도 설명한다. 본 장에서 설명하는 포토 다이오드, 신호 처리부의 

회로 구성, SoC 의 설계 및 제작은 마루 LSI 社에서 주관하여 개발한 

것이다. 또한 회전각 센서 시스템의 회로 구성 및 모듈 개발은 RS 

오토메이션에서 주관한 것이다. 



4.1 정현파 생성을 위한 수광부 패턴 

정현파 생성은 광학식 회전각 센서에서 각도 측정을 위한 기본 신호 

생성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정현파 생성을 위한 수광부 패턴 설계 방법은 그림 4.1 과 같다. 

우선 정현파 생성을 위한 기본 단위 수광부는 (a) 와 같이 정편파 형태의 

세로 경계면을 갖는 패턴을 수직으로 번갈아 배치하는 형태를 갖는다. 

수광부에서 생성되는 신호는 수광부 패턴이 빛에 노출되는 면적에 

비례한다. 수광부 패턴 위로 코드 디스크의 격자 패턴이 지나가면 

정현파의 적분값이 출력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현파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수광부 패턴은 원판위의 코드 디스크 트랙을 따라 

배치되어야 하므로, 코드 디스크의 곡률을 고려하여 아래로 갈수록 폭이 

줄어들게 설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림 4.1은 설명을 위하여 디스크 

곡률에 대한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다. (b) 는 기본 단위 수광부를 어레이 

형태로 배치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수광부 어레이는 코드 

디스크의 격자 패턴이 지나갈 때 90도 위상차를 가지는 정현파 신호 

세트들(+sine, -cosine, -sine, +cosine)을 생성하여 각도 연산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배치 가능 면적에 따라 4종의 신호를 생성하는 수광부 

어레이를 연속적으로 배치하면 정렬 오차나 빛의 불균일 등에 의한 

영향을 보상할 수 있다.  



               

(a)                                    (b)  

그림 4.1. 수광부 패턴 설계 방법 

  



4.2 DOP 신호 생성 방법 

4.1 장에서 설명한 정현파 신호 생성 방법에 더불어, 3장에서 설명한 

DOP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림 4.2 는 그림 

4.1의 수광부 패턴에 대한 DOP 생성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설명의 

편이를 위하여 코드 디스크 패턴 및 수광부 패턴이 직사각형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아날로그 포토 다이오드는 하위 

비트 생성을 위한 것이고 DOP 포토 다이오드는 해당 하위 비트 신호에 

상위 비트 신호를 연결할 때 발생하는 중간 비트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DOP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다. DOP 신호는 하위 비트 신호 주기의 

2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DOP 생성용 코드 디스크 트랙의 격자 패턴의 

간격도 아날로그 신호 생성용 코드 디스크 격자 패턴 간격의 2배가 된다. 

단일 포토 다이오드를 이용하여도 DOP 신호 생성이 가능하나, 본 

논문에서는 조립 오차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DOP 신호 

생성에도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를 적용하였다. 또한 2개의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진 펄스 신호를 동시에 생성하여 DOP 신호 자체의 오차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림 4.2. DOP 신호 생성 방법 



그림 4.3은 그림 4.2에서 생성된 신호에 대한 예시를 도시한다. 그림 

4.3 에서 (a) 는 그림 4.2의 a. 단에서 생성된 정현파 신호의 예이다. 4.1 

장의 설명을 참조하면, 실제 생성되는 정현파 신호들은 서로 90도의 

정수배 위상차를 가지는 서로다른 4종의 신호이지만,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0 위상을 가지는 positive sine 신호만을 도시하였다. (b) 는 (a) 

의 위상을 도시한 것으로 하위 비트 각도 신호로 사용된다. (c) 는 그림 

4.2 의 c. positive DOP 신호 출력을 나타낸다. (d) 는 그림 4.2 의 d. negative 

DOP 신호 출력을 나타낸다. (c) 와 (d) 신호를 비교기에 적용하면 (e) 와 

같은 DOP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각각의 DOP 신호 생성하는 DOP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는 보정하고자 하는 하위 비트 신호에 동기화 되도록 

해당 아날로그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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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DOP 적용 버니어 방식 회전각 센서의 생성 신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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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포토 다이오드 구현 방법 

포토 다이오드는 빛을 받아 전류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센싱 

엘리먼트이다. 포토 다이오드의 기본 구성은 그림 4.4와 같다. 포토 

다이오드에서 중요한 요소는 빛에 대한 응답성, 암 전류, 반응 속도 

등이다[52]. 여기서 응답성은 포토 다이오드가 흡수한 빛의 세기에 대한 

광 전류의 민감성을 의미하고 응답성이 클수록 감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이즈에 둔감한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암 전류란 빛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광 전류를 뜻하며 광 전류가 크면 빛 입력에 대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한하게 된다. 또한 반응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신호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각도 연산에 불리하게 된다. 

 

그림 4.4 일반적인 PIN 포토 다이오드의 구성[52] 

 



본 논문에서 설계한 포토 다이오드의 설계 결과는 그림 4.5와 같다. 

구현된 포토 다이오드의 정전 용량이 큰 경우 노이즈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PD 영역 주변을 epi layer 로 처리하였다. 또한 포토 다이오드의 

저항 성분을 줄이기 위해 PD layer 위의 P- 층에 1um 두께의 high doping 

된 저 저항 층을 생성하였다. 본 포토 다이오드는 PD 의 capacitance 를 

30 pF 을 타겟으로 하여 광 전류 신호의 BW 를 200 kHz 까지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 되었다. 제작된 포토 다이오드의 spectral response 및 

광 특선 곡선을 그림 4.6과 그림 4.7에 도시하였다. 측정 결과 제작된 

포토 다이오드는 650~700 nm 영역에서 최대 감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회전각 센서 모듈에 적용할 LED 의 파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림 4.5. 설계된 포토 다이오드의 단면 구성[53] 



 

그림 4.6. 제작된 포토 다이오드의 spectral response [53] 

 

그림 4.7. 제작된 포토 다이오드의 광특성 곡선[53] 

  

 



4.4 수광부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 구성 

앞에서 설명한 포토 다이오드 구성 및 수광부 패턴을 이용하여 전체 

포토다이오드 어레이를 그림 4.8과 같이 설계하였다. 우선, 버니어 방식의 

절대 각도 연산을 위한 세종의 아날로그 트랙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트랙을 구성하는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는 4.1 장의 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Master 트랙과 Segment 트랙과 정렬된 2개의 DOP 

트랙들을 구성하였다. Aline 용 마커들은 향후 활용 가능성을 위하여 포토 

다이오드로 구성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모듈 조립에서 육안 검사 

용으로만 활용되었다.  

 

그림 4.8. 회전각 센서 SoC 의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 설계[53] 

 



4.5 신호 처리부 구조 

포토 다이오드에서 생성한 광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신호 처리부를 설계 하였다. 우선 광 전류를 증폭하기 위한 

Transimpedence amp 부를 설계한다. 그림 4.9는 포토 다이오드 및 TIA 

단의 간략화된 모델 구성이다. TIA 는 Photo-diode 에서 생성된 전하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SoC 회로 system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Photo-Diode 의 Capacitance 가 줄어듬에 따라  

feedback R/C 값의 트리밍 값이 매우 중요하며 잡음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Low pass filter 를 추가하고 gain stage 를 추가하여 TIA 의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TIA 의 Feedback 저항은 250KΩ 에서 4MΩ 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10은 feedback 저항 변경에 따른 TIA 의 

출력 특성이다. 실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Feedback 저항 값에 따라 

출력값이 선형적으로 안정되게 출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9. 포토 다이오드 및 TIA 회로 모델 



 

그림 4.10. Feedback 저항 변경에 따른 TIA 출력 특성[53] 

TIA 단을 거친 신호는 추가적인 컨디셔닝을 위하여 트리밍 블락을 

거치게 된다. 트리밍 블락은 TIA 의 출력신호에 이득, 오프셋, 위상을 

조정하여 보다 정현파에 가까워지도록 처리하는 부분이다. 트리밍 블락의 

보정 가능한 범위를 넓게 설계하여 보다 정확하고 미세한 수준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 트리밍 블락의 상세한 설계 범위는 표 4.1과 

같다. 

표 4.1. 트리밍 블락의 조절 기능 설계 

Correction parameter 
control 

bit 수 
Correction range 

Coarse gain 4 1 배~33 배 

Fine gain 10 1 배~5 배 

Offset 11 -0.746 V ~ 0.746 V 

Phase 10 -10 도 ~ +10 도 

 



4.6  SoC 설계 및 제작 

포토 다이오드 및 신호처리부 설계를 바탕으로 회전각 센서 SoC 를 

설계하였다. 그림 4.11은 회전각 센서 SoC 의 top architecture 를 보여준다. 

개발된 SoC 는 앞에서 설명한 포토 다이오드와 신호처리부를 통합하여 

원칩화함으로써 외부 노이즈 영향을 감소시켰다. 

 

그림 4.11. 회전각 센서 SoC 의 top architecture 구성[53] 



개발된 SoC 에는 특성 향상을 위한 잡음 감소 기술 및 보상 회로가 

추가되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OP 방법을 적용한 포토 

다이오드 구성 및 펄스 신호처리부를 포함하고 있다. 온도센서, LED 

driver 회로를 추가하였다. 생성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ADC 를 적용하였으며, 충분한 샘플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의 트랙 신호에 대한 개별 ADC 를 적용하여 총 3개의 ADC 

블락이 구현되었다. 아날로그 신호 체인 전 단에 low pass filter 를 

구현하여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노이즈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다. 개발된 

SoC 의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구현된 광 SoC 와 신호처리 SoC  

- 매 10μsec (Fast Mode) 또는 20μsec (Safe Mode) 마다의 12MHz 고속 

- 직렬 통신을 이용한 전체 취득 데이터의 출력 

- 병렬 ADC 의 사용 

- Master 트랙 4체배 신호 출력 기능 

- DOP 회로 추가 

- 단순화된 TIA 첫 단 게인 조정 

- ±10°의 페이즈 보정 기능 

- 아날로그 출력 muxing 을 통한 단일채널 monitoring 출력 

- 온도 센서 적용 

- 고주파 잡음 제거용 필터 적용 

- 발진 방지를 위한 OP Amp 고주파 특성 개선 

- LED 구동 전류원 

- 내부 timing generator 및 output buffer 

- Photo IC 단 피드백 Cap./저항 조정 회로 

- Chip Size : 7700 x 5000 um2 

- 사용 공정: 동부 하이텍 0.18um 3.3V cmos image sensor technology 



최종 제작된 회전각 SoC 의 제작결과는 그림 4.12와 같다. 왼쪽에 

보이는 빨간색 점선부가 수광부인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이다. 세개의 

아날로그 신호 트랙과 2개의 DOP 신호 트랙을 확인할 수 있다.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 오른쪽에 각 트랙을 위한 신호처리 블락 및 digital IO 

가 배치되었다. 

 

 

그림 4.12. 회전각 센서 SoC 제작 결과 

  

Nonius track 

Master track 

DOPM track

DOPS track

Segment track 

Photo IC Processor IC I/O



4.7  SoC 패키지 구성 

회전각 센서 용 SoC 는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조립을 

위하여 두께와 외형 또한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PCB 상에 칩을 와이어 본딩한 후 투명 에폭시 처리를 하여 COB 형태로 

제작할 경우, 표면 평탄도나 에폭시 두께의 관리가 불가능하여 양산 

적용에는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제작된 COB 전면에 도포되는 에폭시의 

코팅 두께를 시료마다 검토한 결과 166~402 um 까지 차이가 났고, 이에 

따라 LED 에서 IC 까지 광 path 가 달라 광특성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고 

무엇보다 모듈 조립 시 Air-Gap 의 조정과 정렬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명실리콘 기반의 패키지 금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COB Packaging 을 진행하였다 그림 4.13은 

제작된 CoB 패키지 개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13. SoC 패키지 제작 결과[53] 



개발된 패키지는 양산에 적용을 목표로 제작된 것이다 패키지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Silicon 두께 : 0.5mm 

-  Silicon gap : 0.2mm 

-  PCB 두께 : 1mm 

-  PCB 사양 : HITG, 1T, 무전해 금도금 

-  Wire bonding loop : 0.15mm 

-  Package 높이 : 1.5mm 

  



4.8  회전각 센서 모듈 구조체  

회전각 센서를 개발하기 위한 구조체의 개발 결과는 그림 4.14 와 

같다. 개발된 센서는 모터에 부착할 수 있는 모듈형태로 구현되었다[54]. 

본 센서 모듈에는 저관성 회전축이 적용하였으며, 전체 회전체의 관성은 

0.985 gcm2 이다. 또한 제작된 총 모듈의 직경은 30 mm 로 기존의 다른 

제품군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개발된 센서 모듈은 SoC 를 포함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2개의 PCB 보드, LED 모듈, 코드 디스크, 

회전축 고정용 클램프 및 베어링과 기타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14. 회전각 센서 모듈 개발 결과[53] 

또한 회전각 센서 모듈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림 4.15와 같이 구조 

진동 해석을 실시하였다. FEM 해석결과 설계된 회전각 센서 모듈의 

회전체는 운용 혹은 관심 주파수 영역인 10~2,000Hz 에서 강체 운동을 

하며 떨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1st 모드와 2nd 모드는 



각각 X-방향 Y-방향으로 수평진동을 하고, 3rd Mode 의 경우는 X,Y-

방향으로 복합진동발생하게 된다. 즉 axial 방향 운동보다는 Radial 방향의 

운동에 진동영향을 크게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5. 회전각 센서 모듈 FEM 분석[53] 

  



4.9  회전각 센서 시스템의 회로부 

개발된 회전각 센서의 회로부는 그림 4.16 블록도와 같이 크게 

두개의 회로부로 구성되며 각각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4.16. 회전각 센서 회로부 구조[53] 

1. cSoC Board 는 IR LED 및 디지털 신호처리를 위한 cSoC (FPGA 및 

ARM CPU 가 One-chip 된 CPU), 통신 Driver 로 구성되며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A. IR LED 제어 

B. SoC I/F : SoC 내부 설정 초기화 및 12MHz 고속 직렬 통신을 

통해 SoC 의 출력 획득 



C. SoC 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신호처리, 가공하여 각도 정보 

추출 

D. 상위제어기 통신 I/F : cSoC 에 내장된 FPGA 에 BiSS 및 

Tamagawa Slave Logic 을 개발 이식하여 고속으로 

상위제어기에 추출된 각도 정보를 통신으로 전달 

E. 별도의 RS-232 통신 I/F 기능 : 검사기 I/F 등 양산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신 채널을 구현 

이 채널을 제외한 4개의 통신 채널은 FPGA 에 H/W 

Logic 으로 구현하여 CPU 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고속 통신이 

가능하도록 함 

2. SoC 보드에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SoC 가 장착되며 디스크 

Slit 이 통과한 광으로 부터 생성된 신호를 정현파로 보정하고 AD 

conversion 을 수행한 후 이를 통신을 통해 cSoC CPU 로 전달한다. 

또한 cSoC 내의 FPGA 의 구성은 다음 그림 4.17과 같다. cSoC 내의 

FPGA 에는 다음과 같은 고속 통신을 위한 Logic 을 구현하여 CPU 의 

계산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1. SoC 통신 I/F : SoC 시제품은 내부설정을 위한 채널과 SoC 출력을 

위한 두 가지 통신 채널을 필요로 하며 본 블록은 초기에 SoC 

시제품의 내부 설정을 수행한 후, 매 10μsec 또는 20μsec 마다 

SoC 의 출력을 획득하고 획득이 완료되면 CPU 에 Interrupt 를 

걸어 각도 연산이 시작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 

2. 상위제어기 통신 I/F : 엔코더 출력 프로토콜을 위한 통신 모듈 

로직을 구현하여 상위제어기에서 request 를 넣어주면 cSoC 에 



interrupt 를 걸어서 cSoC 가 이미 계산해 둔 각도 정보를 상위로 

보내주도록 구현. 

 

그림 4.17. cSoC 보드의 구성[53] 

  



 

 

 

 

 

 

제 5 장 

                             초고분해능 광학식 

회전각 센서 모듈 조립 및 실험 환경 

 

본 장에서는 초고분해능 4장에서 기술한 개발 내용을 통해 구현한 

초고분해능 광학식 회전각 센서의 조립 기술 및 평가 환경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장에서 설명하는 조립 지그의 개발 및 평가 시스템은 

RS 오토메이션에서 주관하여 개발한 것이다. 조립 지그를 통하여 4장에서 

설명한 각 소자들을 센서 모듈로 조립하였으며, 조립된 모듈을 실험 

환경을 통해 검증하였다.  

  



5.1 회전각 센서 모듈을 위한 조립 지그  

그림 5.1 은 회전각 센서 모듈 조립을 위한 조립 지그의 구현된 

회전각 센서는 고분해능 달성을 위해 정밀한 조립 기술이 요구된다[55-

56]. 회전각 센서 모듈의 구성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표 5.1은 조립 

지그의 사양을 나타낸다. 또한 실제 개발된 조립 지그의 사진은 그림 5.2 

와 같다.  

 

그림 5.1. 조립 지그 구성[53] 

표 5.1. 조립 지그 시스템 사양 

구분 특징 및 사양 

조립 

정밀도 

Air gap 0.002 mm 

Code disk 

동심도 
0.005 mm 

패턴 정렬 0.002 mm, 0.02 도 

자유도 6 DOF 

센서 300 배 CCD 카메라 



 

그림 5.2. 조립 지그 개발 결과[53] 

 

  



5.2  초고분해능 회전각 센서 모듈 조립  

구현된 회전각 센서는 고분해능 달성을 위해 정밀한 조립 기술이 

요구된다. 회전각 센서 모듈의 조립은 별도로 개발된 조립 지그를 

이용하여 진행된다. 모듈의 조립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조립 및 베어링 압입 

2. 디스크와 회전 축의 동심도 일치 

3. 수광 소자와 디크스 패턴간 정렬 

4. 에어갭 조절 

5. 최종 검증 

 

그림 5.3. 회전각 센서 모듈 조립 과정[53] 



여기서 수광 소자와 디스크 패턴간 정렬은 각도 출력의 품질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매우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 5.4 와 같이 

육안 검사를 통해 수광 소자 패턴과 디스크 패턴을 일치시킨다. 

 

그림 5.4. 수광 소자와 디스크 패턴간 정렬 방법[53] 

 

그림 5.5. 조립이 완료된 회전각 센서 모듈[53] 

  



5.3  조립된 회전각 센서 모듈의 신호 출력 품질 검증  

회전각 센서의 조립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Master 트랙 신호의 

아날로그 출력을 이용하여 검증을 진행한다. 각 트랙은 sine 신호와 

cosine 신호를 동시에 생성하기 때문에 회전각 센서가 회전하는 동안 두 

신호의 리사주를 확인하면 조립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력된 

아날로그 신호의 스팩트럼 분석을 통해 포토 다이오드에서 생성된 

광신호 및 신호 처리 결과에 따른 노이즈 특성도 확인 가능하다. 

아날로그 신호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이 우수한 성능의 조립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측정에는 iC-Haus GmbH 社의 정현파 품질 평가 툴인 

SinCosYzer 를 사용하였다[57]. 

 

그림 5.6. 조립된 회전각 센서 출력 신호 (Master 신호) 



 

그림 5.7. 조립된 회전각 센서 출력 신호 (Master 신호의 리사주 도형) 

 

그림 5.8. 조립된 회전각 센서 출력 신호 (Master 신호의 스펙트럼 분석) 



5.3 회전각 센서 평가 환경 

개발된 회전각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다. 구현된 평가 시스템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과 동일 

축에 연결된 고정밀도의 레퍼런스 회전각 센서를 포함하며, 자체 구동 

시스템 및 데이터 수집 장치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거나 출력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함께 구현하였다. 그림 5. 

9는 개발된 회전각 센서의 평가 환경이며 그림 5.10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시한 것이다. 개발된 평가 환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View 를 이용한 간결한 UI 채용 

2. 반복정밀도 측정 기능 추가 및 결과 리포트 출력 기능 강화 

3. 기준기와 DUT 의 기준 위치 자동 설정 기능을 적용하여 손쉬운 

시험 기능 



 

그림 5.9. 회전각 센서 평가 환경 

 



 

그림 5.10. 회전각 센서 평가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 6 장 

                             초고분해능 광학식 

회전각 센서 평가 결과 

 

본 장에서는 개발된 초고분해능 회전각 센서의 성능 평가 결과를 

기술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OP 방법의 효용성을 설명한다.  

  



6.1 구현한 회전각 센서에서의 중간 비트 오차 문제 

개발된 회전각 센서 모듈은 앞에서 설명한 조립 방법을 통해 

정밀하게 조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 신호에 오차를 내제하고 있다. 

특히 버니어 방식으로 상위 비트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각 트랙간 

출력신호의 오차는 기존의 방식으로 보정하기 어려운 수준이상 (하위 

비트 신호 주기의 1/2 이상) 으로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다음 그림은 

구현된 회전각 센서 모듈에서 측정된 Master 트랙과 Master 트랙 및 

Segment 트랙 신호의 차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6.1. 측정된 Master 트랙과 Master 트랙 및 Segment 트랙 신호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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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에서 빨간색 선은 Master 신호의 상위 5 비트 값들이며 

검은색 점선은 Master 신호와 Segment 신호의 차이의 상위 5 비트 

값들이다. M-S 상위 5 비트와 Master 상위 5 비트는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32 주기 신호를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그림 6.1 에서 

확인되듯이 두 신호는 서로간의 동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연결 

연산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32 주기 신호를 생성할 수 없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sync bits 신호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림 6.1 에서 

파란색 선으로 나타낸 M-S 하위 5 비트 신호이다. 하지만 M-S 하위 5 

비트 신호는 Master 상위 5 비트와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오차 

보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작된 회전각 센서 모듈에서 버니어 방식으로 생성한 상위 비트 신호와 

하위 비트 신호간의 오차가 하위 비트 신호의 1/2 주기 이상인 경우 DOP 

를 사용하지 않은 보정 방법을 적용한 후에도 중간 비트 오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상위 비트 신호와 

하위 비트 신호간의 오차가 하위 비트 신호의 1주기 이내인 경우에는 

DOP 를 이용한 보정 방법 적용시 모든 중간비트 오차가 보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6.2 보정 전 MS 및 MN 신호 측정 결과 

6.1 장에서 보인 오차문제에서 예견되듯, 구현한 회전각 센서 모듈은 

버니어 방식에서 사용되는 원신호들 (Master 신호와 Segment 신호, Master 

신호와 Nonius 신호) 간의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중간 비트 오차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 

실제로 센서 모듈이 1회전하는 동안 100만개의 데이터 샘플을 

연속적으로 저장하여 중간 비트 오차 문제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6.2의 (a) 는 저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된 보정 전 MS 신호의 측정 

결과이고, (b) 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세히 확대한 것이다. 또한 그림 

6.3의 (a) 는 저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된 보정 전 MN 신호의 측정 

결과이고, (b) 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세히 확대한 것이다. 그림 6.2 (a) 

와 그림 6.3 (a) 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듯 MS 신호는 1 회전 당 32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MN 신호는 1회전당 31 주기를 가지게 된다. MS 

와 MN 에서 발생한 중간비트 오차는 각각 1,000,000 샘플 중 256,416 

회와 425,989 회 이다. 

  



 

(a) 

 

(b) 

그림 6.2. 보정 전 MS 신호 측정 결과 (회전각 센서 1회전 동안 32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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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보정 전 MN 신호 측정 결과 (회전각 센서 1회전 동안 31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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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DOP 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MS 및 MN 신호 보정 

결과 

6.2 장에서 발생한 중간 비트 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DOP 

를 사용하지 않고 보정을 시도하였다. 그림 6.4 는 6.2 에 대하여 DOP 를 

사용하지 않는 보정 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MS 신호는 DOP 없는 보정 

방법을 적용하여 중간 비트 오차 발생횟수가 2,550 회로 줄어들었다. 

그림 6.5 는 그림 6.3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DOP 를 사용하지 않는 보정 

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MN 신호는 DOP 없는 보정 방법을 적용하여 

중간 비트 오차 발생횟수가 243,745 로 줄어 들었다. MN 신호가 MS 

신호에 비해 중간 비트 오차 감소 횟수가 적은 것은 MN 의 원신호, 즉 

Master 와 Nonius 신호, 간의 오차가 MS 의 원신호, 즉 Master 와 Segment 

신호, 간의 오차에 비해 분포가 크기 때문이다. DOP 를 사용하지 않은 

보정 방법을 적용한 후에도 중간 비트 오차가 완전히 보정되지 않은 

것은 실험에 사용한 회전각 센서 모듈에서 생성된 상위 비트 신호들과 

하위 비트 신호들간의 오차가 하위 비트 신호의 1/2 주기보다 크기 

때문이다. 

  



 

(a) 

 

(b) 

그림 6.4. DOP 적용 전 MS 신호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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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DOP 적용 전 MN 신호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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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DOP 를 사용한 경우의 MS 및 MN 신호 보정 결과 

여기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OP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설명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개발한 회전각 

센서에서는 중간 비트 오차 문제가 발생하며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를 

완전히 보정할 수 없다. 그림 6.6 는 6.2 에 대하여 DOPM 신호를 사용한 

보정 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DOP 를 사용한 중간 비트 오차 보정 

방법을 적용하여 중간 비트 오차가 없는 32 주기의 MS 신호를 

획득하였다. 그림 6.7 는 그림 6.3에 대하여 DOPS 를 사용한 보정 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림 6.6 과 마찬가지로 중간 비트 오차가 없는 31 

주기의 MN 신호를 획득하였다. 모든 경우에 대하여 중간 비트 오차가 

성공적으로 보정이 된 것을 통해 본 논문에서 개발한 회전각 센서에서 

생성한 상위 비트 신호와 하위 비트 신호간의 오차가 하위 비트 신호의 

1주기 이내에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6.6. DOP 적용 후 MS 신호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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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6.7. DOP 적용 후 MN 신호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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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절대 각도의 최상위 5 비트 신호 

보정된 MS 와 MN 신호는 추가적인 DOP 신호 없이도 최상위 5 

비트를 생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차가 감소하였다. 그림 6.8은 그림 

6.7과 그림 6.6에서 보인 DOP 를 이용하여 보정한 MN 신호와 MS 신호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절대 각도의 최상위 5 비트 값을 생성한 결과를 

보여준다. 비교를 위하여 Nonius 신호(993 주기)와 Segment 신호 (992 

주기) 의 차이를 통해 생성한 절대 각도의 최상위 5비트 값을 함께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본 논문에서 제안한 DOP 신호 및  

2단계 버니어 방식 절대각도 연산 방법(MN-MS, 파란선)은 일반적인 

버니어 방식을 이용한 경우(N-S, 빨간선)에 비해 더 정확하게 절대각도 

최상위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6.8. 절대 각도 상위 5비트 획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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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MS 로  구한  최상위  5 비트

N-S 로  구한  최상위  5비트



그림 6.9는 생성된 최상위 5 비트 값의 하위 비트 신호와의 동기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MS-MN 5 비트 신호를 MS 신호와 단순 연결하여 

구한 절대각도 최상위 10 비트 데이터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일부 

구간에서 중간 비트 오차가 발생하나 이는 3.4장에서 설명한 DOP 를 

사용하지 않는 보정방법으로 보정 가능한 오차이다. 그림 6.10은 DOP 

없이 보정한 절대 각도의 최상위 10 비트 값을 나타낸다. 

 

 

그림 6.9. DOP 로 보정된 MS 및 MN 신호를 단순 연결한 절대각도 상위 10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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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최상위 5 번째 비트 위치에 대한 DOP 적용 없는 중간 비트 오차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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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5 비트 절대 각도 신호 

그림 6.11 은 최종 25 비트 절대 각도 출력이며, 전 구간에서 중간 

비트 오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 비트 절대 

각도 신호의 구성은 3.6장의 그림 3.7 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최상위 5 

비트 보정에는 DOP 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림 6.11. DOP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25 비트 절대 각도 출력 

  

0 1 2 3 4 5 6 7 8 9 10

x 10
5

0

0.5

1

1.5

2

2.5

3

3.5
x 10

7

samples

A
b
s
o
lu

te
 a

n
g
le

 (
2
5
 b

it
s
),

 c
o
u
n
ts



 

 

 

 

 

 

 

 

 

제 7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초고분해능 버니어 형식의 절대치 광학식 로터리 

회전각 센서의 중간 비트 오차 문제를 보상하기 위한 DOP 방법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실제로 DOP 방법이 적용된 25 비트 급 초고분해능 

절대치 광학식 로터리 회전각 센서를 구현하여 그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버니어 방식의 절대 각도 계산 방법은, 상위 비트 정보가 하위 비트 

정보와 정확하게 동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합쳐진 최종 절대각도 



데이터에 중간 비트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보정하기 위한 보정 

방법이 요구된다. 제안된 DOP 방법은 기존의 보정 방법에 비해 보정할 

수 있는 오차 범위가 두배 증가하기 때문에, 회전각 센서 제작시의 허용 

오차를 늘려주며 생산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OP 신호는 디스크 회전 방향으로 배치된 수광부 어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용 수광부 어레이와 마찬가지로 조립 

오차에 둔감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세 트랙을 사용하는 버니어 형식의 절대치 광학식 로터리 회전각 

센서에 DOP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2단계 버니어 절대각도 연산 

방법이 고안되었다. 이에 따라 제작된 회전각 센서에는 세 종의 아날로그 

신호 트랙, 즉, master (1024 주기), segment(992 주기) nonius(993 주기) 들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위한 2종의 DOP 신호 트랙이 함께 적용되었다.  

DOP 신호 생성부가 포함된 광학식 회전각 센서 SoC 를 마루 LSI 

社와의 협업으로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SoC 는 회전각 센서 신호 생성을 

위한 패턴이 구현된 포토 다이오드 수광부 및 이를 신호처리 하기 위한 

회로부, 즉, TIA, 신호 컨디셔닝 블록, 필터부, ADCs, 등이 함께 

설계되었다. 설계된 SoC 는 동부 0.18 us CIS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제작된 SoC 를 회전각 센서 모듈에 적용하기 위해 튜명 

몰딩을 포함한 CoB 패키지가 함께 개발되었다. 

제작된 SoC 를 이용, 알에스오토메이션 社와의 협업을 통하여 실제 

회전각 센서를 구현하였다. 회전각 센서 개발을 위한 기구부, 전체 

시스템 구성을 위한 회로부 및 펌웨어 제작, 정밀한 조립을 위한 조립 

지그 및 개발된 센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이 함께 개발되었다. 

 



개발된 회전각 센서의 성능 평가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OP 

방법을 이용한 중간 비트 보정은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구현된 회전각 센서에서 버니어 방식으로 신호를 생성할 때, 생성된 

상위 비트 신호들과 하위 비트 신호들간의 오차가 해당 하위 비트 

신호의 1 주기 이내로 분포하였기 때문이다. DOPM 및 DOPS 신호를 

이용하여 중간 비트 오차가 없는 MS(32주기) 신호와 MN(31주기) 신호를 

얻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획득한 MS 신호와 MN 신호의 차이는, 

추가적인 DOP 신호 없이 절대 각도의 최상위 5 비트 데이터 생성에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전 회전 구간에 대하여 중간 

비트 오차가 없는 25비트 절대각도 신호를 확보하였다. 

본 논문의 향후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조립 정밀도와 회전각 센서 성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된 회전각 센서는 여전히 정밀한 조립 과정 및 검증 과정을 

필요로 한다. 향후 조립 정밀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좀더 효율적인 

회전각 센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DOP 방법을 보완하여 추가적인 오차 보정이 가능해질 경우, 모듈 

조립에 대한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모션 제어 시스템 적용을 위해서는 현재 개발된 센서에 

대한 소형화 및 저가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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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proposes an error correction method using the digital opto-electrical 

pulse (DOP) method for vernier-type rotary encoders in high-resolution applications. 

Generally, absolute encoder requires several digital code tracks to generate absolute 

angle information. However, using the digital code tracks has disadvantages in 

arrangement or defects because the unit sensing elements of the photo receptor 

generate their own meaningful bits. In contrast, the vernier method is using analog 

signal tracks to generate absolute angle information. The photo receptors of the 

analog signal tracks can be implemented as array structures, which are robust to the 

alignment errors or production defects. In the vernier method, the high-bit data of an 

absolute angle measurement can be obtained using the difference of two periodic 

signals. Complete absolute angle data are obtained by concatenating the high-bit 

data and the low-bit data. However, the high-bit data and the low-bit data are, in 

general, not synchronized. As a result, significant intermediate-bit errors occur at 

the concatenation point. The DOP method is developed in this paper to mitigate 

these intermediate-bit error problems. A system on chip (SoC) that uses the 

proposed method is designed and fabricated using a 0.18-μm CMOS image sensor 

process. A 25-bit absolute encoder is constructed using a SoC that provides absolute 

angle data without intermediate-bit errors. 

Keywords : DOP, Rotary encoder, Optical encoder, Absolute encoder, Vernier 

method, Error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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