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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비행시간법 거리 측정기술은 펨토초 레

이저의 높은 첨두 출력 특성 및 균형 잡힌 광상호상관기(balanced 
optical cross-correlator)를 이용하여 약 1 km의 거리에서 150 
nm 수준의 분해능과 우주와 같은 진공환경에서는 1.1 nm 수준의 

분해능을 모호성 없이 구현할 수 있는 절대거리측정 원리이다[1]. 
이는 펨토초 레이저의 기준펄스와 측정 펄스 간의 시간 간격을 펄

스 반복률 제어를 통해 고정(lock-in)하고 이때의 펄스 반복률 값

을 주파수 측정기를 통해 측정한 후 이를 거리 값으로 도출하게 

된다[2]. 이러한 비행시간법 기반 절대거리측정원리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및 광학계 소형화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출

력되는 다양한 신호를 분석하기 위한 레이저 제어 및 데이터 획득

을 위한 전자 제어부의 소형화 및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주파수 측정기의 경우 레이저의 펄스 반복률 값을 거리 값으

로 도출하기 위한 핵심 전자제어부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파수 측정기를 가격경쟁력 확보와 시스

템의 소형화를 위해 16 MHz의 최대 내부 클럭을 가지는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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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장시간 높은 주파수 측정 

안정도 확보를 위해 루비듐 원자시계에 참조된 기준주파수를 내부

클럭으로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파수 측정 성능을 기존의 고

가의 주파수 측정기와 비교 분석하였다. 

2. 기본 이론 및 실험장치
기기존의 비행시간법 기반의 절대거리측정기술에서 1 nm 수준

의 분해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Fig. 1(a) 그래프와 같이 100 
MHz 내외의 펄스 반복률 주파수를 0.06 Hz 수준의 분해능으로 

측정해야 한다[1-2]. 이러한 100 MHz의 주파수를 정밀하게 측정하

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측정 주파수(target frequency)를 저주파

수 대역으로 하향변환(down conversion)하기 위한 슈퍼헤테로다

인(superheterodyne) 기법이 적용된다[3].
이때 슈퍼헤테로다인 회로에 인가되는 중간주파수(intermediate 

frequency)에 따라 수 kHz - 수십 kHz 대역으로 주파수 하향변환

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주파수 측정 분해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3]. 16비트 타이머와 6.4 MHz의 클럭을 가지는 마이

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할 경우 0.06 Hz 분해능 구현을 위해서는 

Fig. 1(b)의 그래프와 같이 측정하고자 하는 주파수가 약 1 kHz 
미만이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수 kHz에서 수십 mHz 수준의 분해능을 구현하기 위

한 주파수 측정기의 기본 원리에는 Fig. 2와 같이 직접 측정(direct 
counting)과 역수 측정(reciprocal counting) 방법이 있다. 직접 측

정은 Fig. 2(a)와 같이 측정주파수의 1초당 진동하는 횟수를 카운트 

하여 주파수를 측정하는 원리이고 역수 측정은 Fig. 2(b)와 같이 측

정하고자 하는 신호의 한 주기에 해당하는 시간을 고속 클럭을 이용

하여 측정한 후 해당 주기의 역수를 주파수로 도출하는 원리이다[4]. 

직접 측정의 경우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가 1초당 진동하는 횟수

를 측정하기 때문에 구현 가능한 주파수 측정 분해능은 1 Hz을 넘을 

수 없다. 반면 역수 측정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컨트롤러 내의 고속 

클럭의 주파수에 따라 직접측정방식 대비 높은 분해능의 주파수 측

정이 가능하다. 만약 6.4 MHz 클럭을 사용하여 250 Hz 신호의 주

파수를 측정한다고 하면 250 Hz 한주기 내의 클럭의 카운트 횟수는 

25,600 (= 6.4 MHz /250 Hz)이다. 이때 해당 주파수 측정기가 

검출 가능한 최소 주파수의 변화는 클럭의 카운트 횟수가 25,601 
또는 25,599일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구현 가능한 주파수 측

정 분해능은 약 10 mHz (≒ 250 Hz – 6.4 MHz/25,601)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측정 분해능이 월등한 역수 측정방식을 

기반으로 주파수 측정기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역수 측정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신

호의 한주기 내 클럭의 횟수를 카운팅하기 위한 타이머(timer) 기
능,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의 하강 엣지 시점을 정확히 도출할 수 

있는 입력 캡쳐(input capture) 기능, 그리고, 외부주파수를 마이

크로컨트롤러 내 기준주파수(reference frequency)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모두 내장된 

Mirochips의 ATmega128 기반의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하

였다[5-6]. 
해당 마이크로컨트롤러는 8비트, 16비트 두 가지 타이머를 제

공하며 타이머/카운터 제어 레지스터(Timer/Counter Control 
Register n, TCCRn)를 통해 설정된 클럭 주파수를 이용하여 각각 

최대 255와 65535까지 클럭을 카운팅할 수 있다[6]. 이와 같이 사

용하는 타이머에 따라 최대 카운팅 가능한 횟수는 측정 가능한 최

Fig. 1 (a) Requirement of frequency counting for nanometer 
distance measurement resolution. (b) Limitation of target 
frequency using 6.4 MHz clock of a microcontorller. 

Fig. 2 Principle of frequency counting methods. (a) Direct 
frequency counting method, (b) Reciprocal frequency 
coun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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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주파수의 제한이 된다. 예를 들어 6.4 MHz의 클럭 주파수를 

이용하는 8비트 타이머의 경우 최소 측정 가능한 주파수는 2.5 
kHz (≒ 1/(256 × 1/6.4 MHz)) 그리고 16비트 타이머의 경우에

는 97 Hz (≒ 1/(65536 × 1/6.4 MHz))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앞서 저주파수 대역으로 하향 변환된 1 kHz 미만의 주파수 측

정을 위해 16비트 타이머를 이용하였다.
16비트 타이머를 통해 카운팅한 횟수는 Fig. 3(a) 그래프의 세로

축과 같이 시간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증가하는 동시에 TCNT1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이때 Fig. 3(b)와 같이 측정하고자 하는 주

파수의 한주기에 해당하는 하강 엣지(falling-edge) 시점의 

TCNT1 값을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하강 엣지 시점의 TCNT1 값을 정확히 읽어

올 수 있는 입력 캡쳐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ATmega128의 ICP1 
포트에 연결된 측정 하고자 하는 주파수 신호의 하강 엣지 지점에

서의 TCNT1 레지스터의 값을 ICR1 레지스터에 전달한다[6]. 따
라서 ICR1에 저장된 값과 사용한 클럭의 주파수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의 주기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제안된 마이크로컨트롤러 기반의 주파수 측정기를 구현하기 위

한 실험 장치를 Fig. 4와 같이 구성하였다. 펨토초 레이저로부터 

생성된 100 MHz 내외의 측정 주파수는 중간주파수 및 슈퍼헤테로

다인 회로를 통해 저주파수 대역으로 하향 변환되며 본 연구에서는 

1 kHz와 10 kHz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변환하였다. 하향 변환된 

주파수는 슈미트트리거(schmitt trigger) 회로를 통해 정현파에서 

구형파로 변환되며 이때 구형파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신호 입력

단에 호환되도록 최대전압 +5 V, 최소전압 GND가 되도록 변환하

였다. 변환된 구형파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입력캡쳐 기능을 사용

하기 위한 ICP1 포트에 연결되며 앞서 기술된 역수 측정방식의 

알고리즘을 마이크로컨트롤러에 구현하여 측정주파수의 한주기에 

해당하는 시간을 ICR1 레지스터에 저장하였다. 이때 분해능 향상 

및 장시간 알란 편차(allan deviation) 평가를 위해 1초 동안 측정

된 주파수 값을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저장한 후 이에 대한 평균값

을 USART (Universal Synchronous/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를 통해 PC로 전송하였다. 이때 주파수 측정을 위한 

클럭의 경우 Fig. 4(a)과 같이 루비듐시계에 참조된 함수발생기를 

이용하여 인가하는 방식과 Fig. 4(b)와 같이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인 수정발진기(crystal oscillator, 
XTAL oscillator)를 이용하는 방식을 각각 이용한 후 장시간 안정

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마이크로컨트롤러 기반의 주파수 
측정기의 정확도 평가를 위해 상용주파수 측정기(HP53132A)와 

측정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3. 실험 결과
구축된 마이크로컨트롤러 기반의 주파수 측정기 및 성능비교를 

위한 상용 주파수 측정기를 이용하여 Fig. 5와 같이 10 kHz 신호

의 주파수를 1초 간격으로 1시간 동안 측정 하였다. 수정발진기를 

클럭으로 이용한 마이크로컨트롤러 주파수 측정기의 경우 측정결

Fig. 3 Principle of reciprocal frequency counting method using 
16 bits timer/counter and input capture interrupt function 
in microcontroller. Abbreviations are; OCR1A : Output 
Compare Register 1 A, ICR1 : Input Capture Register 1, 
TNCT1 : Timer/Counter 1, CLK : Clock

Fig. 4 Frequency counter using ATmega128 MCU. (a) External 
reference frequency connection. (b) Crystal oscillator 
connection. Abbreviations are; MCU : Micro Controller Unit, 
ISP : In-system Programming, C1, 2: capacitor, XTAL1 
: Input to the inverting oscillator amplifier, XTAL2 : Output 
from the inverting oscillator amplifier, T1 : Timer/Counter1 
clock input, ICP1 : Timer/Counter1 Input Capture Pin, 
USART : Universal Synchronous/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 N. C : Non-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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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평균 오차와 표준편차가 각각 3.0 Hz, 6.2 mHz 수준이었고 

루비듐시계에 참조된 함수발생기를 클럭으로 사용할 경우 평균오

차와 표준편차가 각각 0.65 Hz, 6.0 mHz 수준이었다. 수정발진기

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오차는 6.4 MHz의 클럭을 이용하여 10 
kHz 신호의 주기 측정 시 총 640번의 클럭을 카운팅(6.4 MHz/10 
kHz = 640)하게 되는데 이때 클럭 한 번 또는 두 번을 지속적으로 

잘못 카운팅하는 ±1카운팅오차(±1 counting error) 또는 저가의 

수정발진기의 기준주파수 오차(time base error)에서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7]. 루비듐시계에 참조된 함수발생기를 클럭으로 사용

할 경우 0.65 Hz 수준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수정발진기 

대비 개선된 수준의 오차이나 이는 비행시간법 거리측정 시 10 
nm 수준의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이 10 kHz의 신호의 주파수 측정 시 발생하는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Fig. 4의 슈퍼헤테로다인 회로에서 중간주파수 조

정을 통해 측정 주파수를 1 kHz 대역으로 하향변환한 후 Fig. 6과 

같이 10 kHz와 동일한 조건에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이때 수정

발진기를 클럭으로 이용한 마이크로컨트롤러 기반 주파수 측정기

의 경우 측정결과의 평균 오차와 표준편차가 각각 0.30 Hz, 0.48 
mHz 수준이었고 루비듐시계에 참조된 함수발생기를 클럭으로 사

용할 경우 평균오차와 표준편차가 각각 0.020 Hz, 0.60 mHz 수준

이었다. 루비듐시계에 참조된 함수 발생기를 클럭으로 이용할 경

우 0.02 Hz 수준의 매우 낮은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측정주파

수가 1 kHz로 낮아짐에 따라 클럭이 해당 신호의 주기를 카운팅하

는 횟수는 10 kHz 대비 10배 늘어났으므로 한 두 번의 카운팅 

횟수 오차에 따른 주파수 측정오차가 낮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차는 비행시간법 거리측정 시 1 nm의 분해능 구현을 위

해 요구되는 주파수 측정 분해능 0.06 Hz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해

당 거리측정원리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주파수 측정 정확도로 판

단된다. 
Fig. 5, 6과 같이 획득한 주파수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Fig. 7과 

같이 알란 편차(allan deviation)를 이용하여 평균 시간(averaging 
time)에 따른 주파수 안정도 특성을 평가하였다.

1초 평균시간의 경우 1 kHz 주파수 측정 결과가 두 가지 클럭

을 이용하였을 때 10-3 Hz 수준으로 유사한 안정도를 보이고 있으

며 10 kHz 주파수 측정결과 역시 10-2 Hz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

 Ref
Signal

Xtal oscillator Frequency generator
Error SD Error SD

1 kHz 0.30 Hz 0.48 mHz 0.020 Hz 0.60 mHz
10 kHz 3.0 Hz 6.2 mHz 0.65 Hz 6.0 mHz

Table 1 Frequency measurement results of each signal and 
reference. Abbreviations are; Ref : Clock reference, 
Xtal : Crystal, SD : Standard Deviation.

Fig. 5 10 kHz frequency measurement results using a 
microcontroller based frequency counter and commercial 
frequency counter (green). Rb-clock referenced clock 
(Red) or crystal oscillator referenced clock (Black) were 
exploited to MCU based frequency counter.

Fig. 6 1 kHz frequency measurement results using a microcontroller 
based frequency counter and commercial frequency counter.

Fig. 7 Allan deviation of measurement versus averag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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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하지만 평균시간을 증가시킨 500초 평균시간에서는 수정발

진기를 이용할 경우 안정도가 저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루비듐시계에 참조된 함수발생기를 이용할 경우 대비 100배 수준

으로 안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5와 Fig. 
6의 시간에 따른 주파수 측정결과에서의 수정발진기를 이용할 경

우 발생하는 측정결과의 천이(drift)에 의한 것으로 장시간 측정 

시 정확도가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루비듐시계에 참조

된 함수발생기를 이용하여 측정된 안정도의 경우 평균시간을 증

가시킴에 따라 알란 편차 값이 향상되며 이는 상용주파수 측정기

의 알란 편차가 향상되는 기울기와 유사하다. 즉, 현재 개발된 마

이크로컨트롤러 기반의 주파수 측정기에서는 장시간 측정 시 발

생하는 시스템 오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용주파수 측정기

와 유사한 고속 클럭을 사용할 경우 이와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비행시간법 기반 절대거리원리에서 광

원의 반복률 주파수 측정을 위한 주파수 측정기를 저가의 소형 8비

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해당 마이크로컨트

롤러에서 제공하는 16비트 타이머, 입력 캡쳐 기능을 이용하여 주

파수 측정분해능이 월등한 역수 측정방식을 구현하고 주파수 측정

성능을 상용 주파수 측정기와 비교하였다. 또한, 기존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널리 이용되는 수정발진기를 클럭으로 이용할 경우

와 주파수 표준에 소급하는 루비듐시계에 참조된 함수발생기를 클

럭으로 이용할 경우에 대해 주파수 측정 정확도 및 안정도를 비교 

평가 하였다. 이를 통해 1 kHz 수준의 주파수에 대해 0.02 Hz 
수준의 측정 오차를 보이고 6 × 10-4 (@ 1 s), 5 × 10-6 Hz (@ 
100 s) 수준의 측정 안정도를 보였다. 이는 기존의 마이크로컨트롤

러에서 널리 이용되는 수정발진기를 이용한 주파수 측정성능보다 

장시간 측정 시 100배 이상 높은 안정도를 보였으며 비행시간법 

기반 절대거리측정원리에 적용 시 1 nm 수준의 분해능을 내기 위

한 충분한 성능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저가의 소형 마이크로컨트

롤러를 이용하여 비행시간법 기반 절대거리측정원리의 핵심전자

제어부에 해당하는 상용 주파수 측정기를 대체 가능할 경우 해당 

절대거리측정기술의 상용화 및 제품화에 있어서 시스템 소형화 및 

가격경쟁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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