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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OF type LADAR is utilized for unmanned systems(UGV, UAV, USV, etc.), precision digital elevation maps, 

and electronic fences. Electronical and optical signal processing techniques are melted in LADAR sensor systems. 

In this study important factors are examined for high reliability sensor development. By considering those factors, 

hardwares and softwares of a test LADAR is developed and tested, We report the practical design tips, test results, 

and future works for better LADAR system development.

Key Words : LADAR(라이다), LIDAR(라이다), LADAR Design(라이다 설계), LADAR Accuracy, Laser Radar(레이저 

레이다), Laser Scanner(레이저 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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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LADAR는 1935년 독일군에 의해 처음 개발된 RADAR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의 기술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1938년 지면에서 구름까지의 높이를 측정하

는데 Pulsed light source와 optical detector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953년 부터는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지금 널리 

사용되는 LADAR(LAser Detection And Ranging)라는 용

어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레이저 기반의 레이

더 타입 시스템에 적용하면서 사용되었다. 그 이후에도 

레이저 기반의 거리측정센서 및 시스템에는 LADAR

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측정하는 대상체에 따라 LIDAR, 

LADAR를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Hard 

target을 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센서는 LADAR라

고 하고, Soft target인 환경상태 측정용으로 사용되는 

센서는 LIDAR라고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LADAR는 일반적으로 TOF(Time Of Flight)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는데, PLD(Pulsed Laser Diode)를 수 ns 

(nano second)(3~15 ns)내의 시간내에 고출력 고속으로 

발사하고, 대상체에 맞고 돌아오는 레이저의 이동시간

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LADAR는 일반적인 거

리측정기 광학메커니즘에 종방향, 횡방향에 대한 거리

측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반영된 스캐닝 

메커니즘이 추가된다. 종방향, 횡방향 모두 측정이 가

능한 LADAR를 3D LADAR라고 하며, 횡 또는 종방향

중 하나의 방향만 측정가능한 LADAR를 2D LADAR

라고 한다. 많은 LADAR 제조회사들은 거리측정성능

이 효과적인 스캐닝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LADAR는 현재 UGV(Unmanned Ground Vehicle)/UAV 

(Unmanned Aerial Vehicle)/USV(Unmanned Surface 

Vehicle)와 같은 무인시스템에서는 충돌방지용 센서 및 

주변환경 모델링용으로 활용되며, 정밀 디지털 지도

(DEM/DSM) 생성, 문화재 복원, 건축, 경비시스템(전자

펜스)등 많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무인시스템

에 그 활용도가 높아 다른 센서와 융합하여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LADAR는 응

용분야에 따라 적합한 LADAR의 요구성능이 다르므

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LADAR의 사

전 선정작업이 꼭 필요하다. LADAR는 기본적으로 거

리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보니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되

는 성능이 거리측정 정확도와 반사율 기준에 따른 최

대측정거리, 스캐닝 주파수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LADAR 제품들도 위에서 언급한 성능을 제시하기 위

하여 조건부 성능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무인시스템에서 많이 활용되는 

LADAR 센서 설계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

한 설계안을 제시하고, 그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LADAR가 설계/제작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다룬다. 또한, 무인시스템에 활용가능한 

2D LADAR 센서의 새로운 설계안 및 제작된 시제를 

이용한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2. LADAR 센서 시스템 개요

  LADAR 센서 시스템은 크게 전자부, 광학부, 기구부

로 나눌수 있는데, 전자부는 PLD를 구동하는 레이저 

송신부, APD(Avalanche Photo Diode)를 구동하는 레이

저 수신부, 레이저의 이동시간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

정하는 거리측정부로 구성된다. 광학부는 PLD의 빔을 

원하는 발산각(보통 12~15 mrad)으로 집광하기 위한 

Collimation 렌즈, 타겟에 맞고 람버시안 반사(lambertian 

reflection)된 레이저의 미약한 빔을 APD의 유효영역으

로 집광하기 위한 Collimation 렌즈, 관심파장대의 레

이저를 통과시키고, 비관심 파장대의 빛은 차단시킬 

수 있는 밴드패스필터, PLD의 빔을 스캐닝하기 위한 

Mirror, 외부 먼지 및 유입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고 

가시광선대의 파장은 차단하는 윈도우로 구성된다. 기

구부에는 LADAR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케이

스와 스캐닝 Mirror를 회전시키기 위한 모터, 광학계

가 정밀하고 견고하게 조립할 수 있는 구조물로 구성

된다. LADAR센서 특성상 광학계 정렬 작업이 필수이

므로, 정렬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LADAR의 기본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PLD 구동용 Trigger신호 발생

2. PLD 레이저 빔 발사 & TDC Start 입력

3. 스캐닝 미러를 이용한 레이저 빔 조향

4. 레이저 빔 람버시안(Lambertian) 반사

5. 스캐닝미러 레이저 빔 수신 및 반사

6. APD Collimation 렌즈로 집광

7. APD 레이저 빔 검출 & TDC Stop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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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DC(Time to Digital Converter)에서 레이저 빔 이동

시간 측정

9. 이동시간 거리 환산 및 신호처리

APD

레이저 수신부

레이저 송신부

통합 처리부구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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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asic structure and appearance of LADAR

  통합처리부에서는 TDC에서 최종 측정된 시간지연 

데이터를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정밀하지 않은 

일반 거리 측정기는 일반적으로 거리측정을 할 때 빛

의 속도를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거리측

정을 수행한다. 하지만, 실제로 LADAR에서 많이 사용

되는 반도체타입의 PLD를 통해 출력되는 레이저 빔은 

이상적인 형태의 빔의 형상을 가지지 않으며, 가우시

안 형상과 유사한 빔으로 출력된다. 출력된 빔은 거리

측정 하고자 하는 대상체에 맞고 람버시안(lambertian) 

반사되어 돌아오는데, Fig. 2와 같이 가우시안 형상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며 돌아오게 된다.

  LADAR에서 거리데이터를 계산하고자 때는 전통적

인 방법인  × 을 단순히 적용하기보다는, 실

질적인 지연요소인 LADAR 내부 지연요소를 식 (1)과 

같이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거리계산법이다.

 ×  (1)

Fig. 2. Illustration of gaussian shape laser beam signal

  요즘에는 LADAR 센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타겟

에 맞고 반사된 첫 번째 레이저 빔까지의 이동시간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뿐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타겟에 맞고 반사된 신호까지 검출하여 거리를 측정하

는 센서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기능이 있을 경우, 첫 

번째 타겟에 많이 가려 잘 보이지 않는 타겟까지의 정

보도 확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첫 번째 타겟이 비관

심 타겟이고 두 번째 타겟이 관심 타겟일 경우 선택하

여 사용가능하다. 더불어 target의 intensity 정보도 함께 

제공되는데, intensity정보는 인식할 때도 활용 가능하

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노이즈(비, 눈, 안개, 먼지 

등)를 필터링 할 때도 유용하다.

3. LADAR 센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요소

  LADAR 센서의 성능은 대개 거리측정 분해능, 정확

도로 결정된다. 물론 스캔주파수, 최대측정거리 등도 

LADAR의 주요성능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모든 성능 

요인들이 서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최대 측정

거리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광학부의 수신면적 증대, 

APD의 증폭성능 향상, PLD의 출력향상이 뒤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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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광학부의 수신면적 증대는 센서의 크기

를 키우는 단점이 있고, APD의 증폭성능 향상은 

Background Noise도 함께 증폭시키는 문제점이, PLD의 

출력향상은 Pulse Width, PRR(Pulse Repetition Rate)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PRR의 제약은 곧 스캔 

주파수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따름을 의미한다. 이처

럼 LADAR는 광학과 전기전자 기술의 융합체이기 때

문에 물리,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설계만이 최적화된 성능의 LADAR 센서를 개발할 

수 있게 한다. LADAR 설계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예로, 무인자동

차에 장착되는 LADAR 센서를 신규로 설계하려면 센

서가 탑재되는 공간이 우선 결정된다. 할당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센서의 최대크기에 따라 스캐닝 메커

니즘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광학계의 최대크기가 결정

된다. 이후 최대측정거리(특정 반사율 기준, 예를 들

면 50 m@10 %)에 따른 PLD, APD를 선정하는데, 최

대 측정거리가 기본적으로 PLD와 APD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파장, 대역폭, NEP, Eye Safety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cos

  (2)

  이후 측정하고자 하는 기준 반사체에 따른 반사율

을 바탕으로 PLD, APD 구동 회로를 설계한다. 이후 

시간지연을 계산할 TDC 파트를 추가한다. PLD 구동 

드라이버는 첨두치 파워(Peak Power), 펄스폭, 펄스반

복률(PRR)등을 고려하여 설계 진행하고, APD 드라이

버는 신호대잡음비, 증폭 이득, 노이즈 필터 등을 고

려하여 설계한다. 사실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설계이

며, 이외에도 윈도우 내부 광학계간 난반사에 따른 간

섭, 자체 발열 및 외부온도 변화에 따른 소자의 성능

변화, 전자소자의 전달지연시간, Jitter, 태양광 유입에 

따른 노이즈 차단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점

들이 산재해 있다.

  본 장에서는 모든 문제점들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LADAR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한다.

3.1 TDC(Time to Digital Converter) Jitter

  TDC는 일반적으로 시간지연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

환해주는 소자로, TOF LADAR에서는 레이저 빔의 이

동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산출하는데 사용한다. TDC

소자는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자 자체 

Jitter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TDC의 Jitter를 고정밀도

의 Delay Generator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LADAR 거

리측정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Delay : 100ns 
PRR : 18KHz 

Setting 

Trigger 
Signal 

A 
Signal 

Start 
Signal 

Stop1 
Signal 

Display 
Monitor 

TDC EVM 
ATMD-GP2 

Delay Generator 
DG535 

Fig. 3. Measuring environment for TDC performace

Table 1. TDC EVM Specification

Device AM-GP2

측정 범위
Mode1 : 0 ns(0.3 m) ~ 1.8 us(270 m)
Mode2 : 500 ns(75 m) ~ 4 ms(600 km)

Resolution 50 ps

Trigger Rising and/or Falling Edge

Interface
PC supported system;
communication via PCI interface

Table 2. Delay generator specification

Delay

Channels
Four independent delay outputs : 
A, B, C and D

Range 0 to 999.999,999,999,995 seconds

Resolution 5 ps

Accuracy 1500 ps + timebase error x delay

Trig Delay Ext Trig to T0 output : 85 ns

Output

Load 50 Ω or high impedance

Risetime 2 to 3 ns (typical)

Slew Rate 1 Volt/ ns

Levels TTL: 0 to 4 Vdc, normal or inverted

Accuracy 50 mV + 3 % of pulse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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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C 성능측정을 위하여 Fig. 3과 같은 구성으로 분

해능이 높고 low jitter 성능을 보유한 Delay Generator

를 이용하여 레이저 빔의 이동시간을 모의하였으며, 

TDC는 독일 ACAM사의 TDC EVM(ATMD-GP2)을 이

용하였다.

  펄스간 지연시간을 100 ns(거리측정값 : 약 15 m), 

펄스반복률(PRR; Pulse Rapetition Rate)은 18 kHz로 세

팅하여 TDC의 출력 결과를 확인하였다. 총 16,000개

의 샘플을 로깅하였고, Fig. 4에서 보듯이 측정값의 

범위는 99.571 ns ~ 99.792 ns로 나타났으며, Fig. 5와 

같은 데이터 분포를 보였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가 0.221 ns으로, 거리로 환산하면 약 3.3 cm에 이르는 

값이다. 이는 LADAR가 반사체의 상태(반사율, 타겟의 

각도)와는 무관하게 ±1.65 cm의 최대 거리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 평균값은 99.687 ns

으로 획득되었고, 실제 LADAR에 적용할때는 0.313 ns

의 offset을 소프트웨어에서 반영하여 보정후 사용한다. 

이는 LADAR의 최소 측정거리에 영향을 준다. 또한, 

표준편차는 0.0342 ns로 확인되었으며, 거리 정확도로 

환산하면 0.5 cm에 해당한다.

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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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DC output result as a function of tim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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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원부 그라운드 분리에 따른 Jitter 변화

  - LD, APD 구동전원 그라운드 분리에 따른 Jitter

  LADAR에서 사용되는 Pulsed LD는 보통 수십~수백

Volt 전압으로 10 ns 이내의 Pulse width로 고속 구동된

다. 본 연구에서는 18 kHz로 구동하였으며, LD가 구동

될 때마다 발생하는 그라운드 신호의 변동(fluctuation)

은 저전압으로 동작하는 APD Preamp, Post Amp, 비교

기에 영향을 미치며, Fig. 6과 같이 APD구동회로 최종 

출력은 수 ns의 Jitter로 나타나게 된다.

약 1.4ns

약 2.8ns

LD, APD 구동전원 Ground Common

LD, APD 구동전원 Ground Isolation

Fig. 6. Jitter variation by PLD, APD operating power 

separation

  그라운드 분리로 Jitter의 범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실제로 LD/APD 구동전원 Ground 분리전과 

후의 APD구동 회로 최종 출력신호를 Time to Digital 

Converting해보면, 전원의 분리가 LADAR의 거리측정 

성능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전원분리

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Isolated DC/DC Converter와 bead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전원분리를 하고, Pulsed LD Driver로 인한 EMI를 최

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알루미늄 케이스 쉴드와 차폐

제(Fig. 7, Fig. 8)를 이용한 이중 쉴드를 수행한다.

Fig. 7. Case shield

 

Fig. 8. Aluminum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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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DC result before & after ground separation

  위 Fig. 9에서 보듯이 그라운드 분리 전/후 TDC결과 

값에 많은 향상을 보였으며, 그라운드 분리 전에는 표

준편차가 0.56 ns(8.4 cm), 분리후에는 0.35 ns(5.24 cm)

로 확인되었다.

  LADAR는 노이즈원이 많은 Pulsed LD Driver를 포

함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EMI/EMC 대책은 

LADAR의 거리 측정 성능에 큰 영향을 주므로 항상 

염두에 두고 전원을 설계하여야 한다.

3.3 반사율에 따른 거리 정확도 변화와 대책

  송수신된 레이저 빔은 대기의 특성에 의해 감쇄되

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Target의 특성(Reflectivity, 

Roughness)에 따라 신호의 세기가 다르다. 본 논문에서

는 알루미늄 반사체와 위장무늬가 있는 국방색 천을 

이용하여 거리별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국방색 천은 

905 nm 중심파장에서 25 %, 알루미늄은 85 % 반사율

을 가지며, 같은 거리에 Target이 있지만, 각기 다른 거

리측정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APD가 돌아오는 레

이저의 세기에 따라 다른 반응성을 보이기 때문에 발

생하는데, 비교기로 문턱치 이상의 빔을 검출하기 때

문에, 빔의 세기가 약할수록 느리게 반응하고, 세기가 

강하면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오차가 또 

하나의 거리 측정 오차로 발생한다. 거리가 멀어질수

록 반사체에 의한 영향이 커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알루미늄 Target과 국방색 천 Target은 

거리별로 Fig. 10과 같은 거리에 대한 오차를 보여 주

었다. 10 m Target은 16 cm, 20 m Target은 55 cm, 30 

m Target은 76 cm, 40 m Target은 102 cm의 반사체에 

대한 거리측정 오차가 존재하였다.

10 20 30 40

Min Dist. 10.13 19.41 29.21 39.28

Max Dist. 10.17 19.47 29.30 39.40

Average 
Dist. 10.15 19.44 29.25 39.34

[단위 : m]

10 20 30 40

Min Dist. 10.28 19.93 29.96 40.29

Max Dist. 10.34 20.04 30.10 40.43

Average
Dist.

10.31 19.99 30.01 40.36

[단위 : m]Military fabric Target

Aluminuim Target

0.16 0.55 0.76 1.02

  Fig. 10. Distance measurement error by reflection 

target

  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Target에서 맞고 돌아오는 

빛의 세기 변화에도 동일한 시점에 신호를 발생시키

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때 CFD(Constant Fraction 

Discriminator)를 활용한다. 기본원리는 Target에 맞고 

들어오는 레이저 빔이 가우시안 형태라면, 신호 최대

값의 1/2이 되는 시간은 Target의 반사율에 따라 맞

고 들어오는 빔의 세기와는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것

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입력된 신호를 지연, 

감쇄시켜 비교후 신호의 세기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

를 최소화하는 기법이다. 많이 활용되는 CFD는 TCF 

(True-Constant-Fraction)와 ARC(Amplitude-and-Rise-time- 

Compensated discriminator) 이다.

3.4 전자부품 소자 자체 지연시간과 Jitter

  APD에 수신된 레이저 빔은 수신부의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APD output → preamp → postamp → CFD 

→ Level Shifter → Digital Isolator를 거쳐 TDC Stop에 

전달된다(Fig. 11). 전자부품 소자에 의한 지연시간과 

Jitter는 물리적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이를 예측하여 

LADAR센서 설계에 반영할 수는 있다.

  APD수신후 TDC Stop 입력핀에 최종 신호가 입력되

기 까지 최대 40 ns(Digital isolator 지연시간: 13.6 ns, 

Comparator 지연시간:, 8 ns, 그 외 수동필터, CFD등 

지연시간 : 18.4 ns) 정도의 지연시간이 발생할 수 있

다. 물론 절연을 위한 소자를 최적화 설계한다면, 이 

수치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40 ns는 거리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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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하면 6 m 정도에 해당한다. 이는 소프트웨어로 

보정하여 거리 계산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자부품에

서 발생하는 Jitter는 기준 주파수에 따른 데이터(eg. 

ISO7240 Jitter : 1 ns@150 MHz)  제공한다. ISO7240 

전자부품은 Digital isolator인데, 데이터시트상 1 ns의 

Jitter를 가지고 있다. 이는 거리측정시 ±7.5 cm 정도의 

거리정확도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부

품이 통합되는 시스템에서는 Jitter의 합을 총 Jitter로 

표현할 수 없다. 이 값은 온도, 주파수등의 외부 요인

에 의해 항시 변할 수 있는 값이다.

Fig. 11. Diagram example of delay time analysis by 

electronic parts

4. 실험환경 및 실험결과

  2D LADAR 성능측정실험은 Fig. 12와 같이 LOS(Line 

Of Sight)가 확보되는 잔디밭에서 수행하였으며, Target

을 5 m 단위로 이동시키면서 거리측정을 하였다.

   Fig. 12. 2D LADAR test environment and sensor 

appearance

  아래 Fig. 13는 5 m 거리별로 타겟을 이동시키면서 

LADAR로 거리측정을 한 결과 데이터이다. 소프트웨

어는 파란색 동심원이 5 m 단위로 그려져 있어, 데이

터 분석에 용이하며, Target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거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3. 2D LADAR measurement result by distance

  위 Fig. 13은 거리별 보정을 하지 않은 측정치이며, 

거리별 Offset 보정 테이블을 적용하면 Fig. 14와 같

이 10 m 이하 거리에 대한 센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거리(단위:m)

실거리(단위:m)

이상적인 데이터 측정 데이터

  Fig. 14. LADAR measurement vs. actual distance 

(<10 m)

  Fig. 14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제거리와 2D LADAR

에서 측정한 거리값에는 거리별 Offset을 적용하여 보

정하더라도 TDC오차(0.5 cm), 전원부 품질에 의한 

Jitter(5.24 cm), 전자부품 Jitter의 영향에 의하여 오차

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된 LADAR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거리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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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후 차량에 탑재하여 Fig. 15와 같은 실 도로에

서 거리 측정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획득된 LADAR 

데이터는 50 Hz 스캔주파수, 1도 분해능으로 실 도로

환경에서 스캐닝한 거리데이터이며.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 우측에 존재하는 가로수와 좌측에 있는 중앙

분리대용 가로수를 정확하게 검출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가끔 검은색 차량을 정확하게 검출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함을 본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5. LADAR sensor performance test result in real 

road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ADAR 설계/제작시 성능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강조

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주요소자인 TDC에 

대한 에러요소를 파악하고, 전원부 품질유지를 위한 

그라운드 분리에 따른 중요성과 실험데이터로 그라운

드 분리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거리 측정

하고자 하는 반사체의 반사율에 따른 거리정확도의 

오차를 실험데이터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자부품 소자 

자체의 에러요소를 언급하고 부품선정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이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보다는 실제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 및 개발결과

를 제시하였으며, 개발된 시제 LADAR를 이용하여 센

서가 고정된 환경 및 센서가 차량에 탑재된 경우에 

대하여 각각 거리측정을 수행하고 성능을 검증하였다.

  LADAR는 전자, 광학이 융합된 장치로 설계/제작시 

고려요소가 다양하고, 상호연관이 존재하며, 외란(태

양광 등) 또한 다양하다. 전자부품 선정부터 시작하여, 

외란에 대한 대책을 실시할 수 있는 설계를 하여야만 

신뢰도 높은 LADAR를 제작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6. 향후 연구방향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시야는 Fig. 16과 같이 속도에 

따라 변화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LADAR 센서는 

각도 분해능을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 가능하지만, 속

도에 따라 수평 스캐닝 각도범위를 조정하거나, 각도 

분해능을 조절하는 기능은 없다. 무인시스템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관심영역에 분해능을 높여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비관심영역은 가능한 분해능을 낮춰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것이 무인시스템의 신뢰도와 실시간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능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무인

수송체에 활용하기에 경제적이고, 효용성이 높은 무인

수송체에 특화된 LADAR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19°

27°

38°

주시점°

110km/h

76km/h

63km/h

운전자

Fig. 16. Driver’s view angle by velocity

후        기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 지원(김민규, 박용운) 및 

충남대학교 자체연구과제의 지원(김민규, 원문철)을 받

아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Richard D. Richmond, Stephen C. Cain, “Direct- 

Detection LADAR Systems,” SPIE, P.O. Box 10 

Bellingham WA 98227-0010 USA, p. 1, 2010.



무인수송체 시스템용 TOF 방식 이차원 라이다 센서 개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9권 제4호(2016년 8월) / 423

[2] ARI, KIKPELA, “Pulsed Time of Flight Laser 

Range Finder Techniques for Fast, High Precision 

Measurement Application,” Oulu University Press, 

P.O. Box 7500 Oulu University LIb., 2004.

[3] William C. Stone, Maris Juberts, Nick Dagalakis, 

Jack Stone, Jason Gorman, “Performance Analysis of 

Next-Generation LADAR for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Mobility,” NIST, May 2004.

[4] Sahapong Kruuapech, Joewono Widjaja, “Laser Range 

Finder using Gaussian Beam Range Equation,” Optics 

   & Laser Technology, Volume 42, Issue 5, pp. 749- 

754, 2010.

[5] Ari Kilpelä, Juha Ylitalo, Juha Kostamovaara  

“Minimizing the Walk Error in Pulsedtof-Laser 

Distance Measurement,” University of Oulu/Electronics 

Laboratory/Finland.

[6] J. H. Kwon, D. S. Choi, M. K. Kim, E. S. Lee, 

“Design of High Power Pulsed Laser Diodes for 2D 

LIDAR of Autonomous Vehicles”, KIMST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