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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IDAR 는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간섭계, time-of-flight(TOF), 삼각측량으로 

나뉜다 1. 간섭계 방식은 수 마이크로 미터의 

매우 정밀한 분해능을 갖지만 다른 방식에 

비해 비교적 짧은 거리측정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삼각측량 방식은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수 미터 거리에서 수 밀리미터 

분해능을 요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TOF 방식에서 레이저 펄스를 이용한 측정 

방식은 측정가능거리가 길지만 분해능이 수 

cm 정도라는 단점이 있다. 

TOF 방식에서 다른 원리를 이용한 Amplitude 

modulated continuous wave(AMCW) LIDAR 는 

수십 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LIDAR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분해능(수 밀리미터)을 갖는 장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AMCW 

LIDAR 는 헤테로다인식 작동을 많이 

사용한다 2. 이 방식은 진폭이 일정 주파수로 

변조된 레이저 신호를 물체에 조사하고 산란된 

신호를 수집하여 오실레이터로부터 생성된 

다른 주파수로 변조된 신호와 혼합시켜 

물체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높은 대역폭을 가지는 소자가 필요하고 신호를 

혼합시켜야 하기 때문에 회로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AMCW LIDAR 시스템의 다른 

방식으로는 호모다인식 작동을 하는 것이 있다. 

이 방식은 헤테로다인식과 달리 하나의 주파수 

변조만을 사용하여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높은 대역폭을 

가지는 소자가 필요치 않고 회로도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호모다인식의 동작을 적용한 

AMCW LIDAR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고 변조 주파수와 거리 정밀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기본이론 
 

AMCW LIDAR 는 레이저의 진폭을 일정 주

파수의 sine 파로 변조하여 물체에 조사한다. 

그림 1 은 AMCW LIDAR 에서 reference  신호

(transmitted signal)과 수집된 신호(received 

signal)를 보여주고 있다. 물체에 맞고 산란된 

신호는 위상이 지연되어 있고 수집된 신호와 

reference 신호와의 위상차이를 구해 물체까지

의 거리를 구한다. 

  

 

Fig. 1 Transmitted signal and received signal 

 

이 때 물체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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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R 은 물체까지의 거리, c 는 빛의 속

도, f 는 변조 주파수, Δφ 는 reference 신호와 수

집된 신호의 위상차를 나타낸다. 

수집된 신호의 위상은 위상이 π/2 씩 차이

가 나는 4 개 intensity 를 측정하고 이를 식(2)

에 대입하면 구할 수 있다. 

 

            (2) 
 

여기서 φ 는 위상, V1~V4 는 위상이 π/2 씩 

차이가 나는 지점의 전압값이다. 수집된 신호

의 위상을 구하고 이를 reference 신호의 위상

과 차이를 구해 물체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3. 실험 장치 구성 및 결과 
 

 

Fig. 2 Experimental set-up 

 

실험 배치는 그림 2 과 같다. Waveform 

generator 는 레이저와 오실로스코프에 일정 변

조 주파수를 갖는 sine 파 신호로 보낸다. 이 

신호는 오실로스코프에는 reference 신호가 되

고 레이저에서는 레이저의 진폭을 변조시킨다. 

진폭이 변조된 레이저(λ=830 nm)는 물체에 조

사되어 산란되고 이를 렌즈로 수집하여 linear 

mode avalanche photodiode(LmAPD)로 신호를 읽

는다. 오실로스코프는 LmAPD 의 신호를 읽어

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된다. 변조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거리 정밀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3 은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검은

색 그래프는 변조 주파수에 따른 거리의 표준

편차 값을 나타낸다. 검은색 그래프와 같이 변

조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거리의 표준편차 값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변조 주파수

가 증가할수록 시간에 따른 레이저 진폭의 변

화율이 커지고 그에 따라 분해능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빨간색 점은 변조 주파수에 따른 최

대 측정가능 거리를 나타낸다. 그래프와 같이 

변조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최대 측정가능 거리

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변조 주

파수를 증가하면 거리 정밀도가 좋아지지만  

Fig. 3 Result 

최대 측정가능 거리는 감소하는 단점도 있

다. 따라서 변조 주파수를 정할 때 정밀도와 

측정가능거리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호모다인식 동작을 적용한 

AMCW LIDAR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또한 

변조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거리 정밀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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