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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D 온도

 : PLD 구동 전압

 : 송신된 PLD 파워

 : 타겟에서 맞고 돌아오는 레이저 파워

 : APD(Avalanche Photo Diode) 광학계 면적

 : APD 양자 효율성(@중심파장)

 : 측정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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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DARs are used for important sensors in various applications, for example, terrain information sensors in self 

driving cars, safety sensors for factory automation, and 3D map constructions. This study develop important 

component technologi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a LADAR system under development in Korea. The 

component technologies include diode temperature regulation, reducing distance error in outdoor environment, and 

signal processing technique for better detection of distant objects. This paper explains the suggested component 

technologies and experimental results of the developed LADAR system. Also, the developed system is operated and 

tested an a single axis driving platform to acquire 3D information from 2D LADAR.

Key Words : LADAR(라이다), LIDAR(라이다), Laser Scanner(레이저 스캐너), Time-Of-Flight(비행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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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LADAR(LAser Detection And Ranging)는 독일에서 

처음 개발된 RADAR(RAdio Detection And Ranging)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RADAR는 무선탐지와 거

리측정의 약어로 전자기파를 물체로 발사시켜 물체에

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전자피를 수신하여 물체와의 

거리와 방향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LADAR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여 물체와의 거리 및 방향을 측정한다. 

레이저는 통신용으로 처음 개발되었지만 통신뿐만 아

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레이저를 

이용한 기상 측정으로 관측할 수 없는 분야도 관측되

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1].

  자율주행 차량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주변 정보를 빠

르게 획득하고, 해석하여 자율주행을 판단하는 핵심 기

술로 인식되고 있다. 구글은 자율주행차량에 라이다의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구글

의 자율주행차량에는 벨로다인(Veldyne)의 3D LADAR

의 사용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지금은 가격이 저렴하

고 크기도 작은 쿼너지(Quanergy)의 라이다 제품을 사

용하여 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

직 LADAR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 LADAR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

고 있으나, 주로 LADAR 제품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

동차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다양한 환

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LADAR의 설계와 제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2].

  본 논문에서는 무인 수송체 시스템용 TOF(Time Of 

Flight) 방식 이차원 라이다 센서 개발의 연구결과 논

문[1]에서 발표된 LADAR 시스템보다 성능이 개량된 

LADAR의 연구 개발과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무인자율주행차량에서 LADAR를 이용하여 지형정보 

검출과 장애물 회피로 운용하기 위한 별도의 1축 구동

장치를 제작하고 성능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개발된 LADAR 시스템 개요 및 개선점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지형정보 및 장애물 검출을 위한 

LADAR 운용방안, 4장에서는 LADAR의 성능개선을 위

하여 적용된 요소기술, 5장에서는 실험환경 및 실험결

과, 6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개발된 LADAR 시스템 개요 및 개선점

  LADAR는 레이저 송신기부, 레이저 수신기부, 신호

처리기부, 광학기부, 기구부로 구성된다. 레이저 송신

기부는 PLD(Pulsed Laser Diode)를 사용하여 수 ns로 

발진하기 위한 PLD 구동보드와 PLD 온도를 안정화하

기 위한 온도 안정화보드로 구성된다. 레이저 수신기

부는 APD(Avalanche Photo Diode)를 사용하여 target으

로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레이저 파워를 측정하여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APD 구동 보드와 APD 온도를 

안정화 하기 위한 온도 안정화 보드로 구성된다. 신호

처리기부는 송신기부의 PLD의 발생 시점에서 부터 레

이저 수신기부의 APD에 수신된 레이저 신호간의 시

간을 측정하는 TDC(Time to Digital Converter)보드와 

LADAR 내부에서 생성된 신호 처리를 위한 디지털신

호처리 보드로 구성된다. 광학기부는 레이저 송기부에

서 생성된 레이저를 집광하기 위한 PLD 집광렌즈, 레

이저 수신기부에 수신된 레이저를 APD의 유효영역으

로 집광하기 위한 APD 집광렌즈, LADAR에서 발생되

는 레이저 파장 대역만을 통과시키고 다른 파장은 차

단하기 위한 밴드 패스 필터로 구성된다. Fig. 1은 위

에서 언급한 레이저 송신기부, 레이저 수신기부, 신호

처리기부, 광학기부의 위치와 구성을 보여준다.

Fig. 1. Appearance of L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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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et al. [1]이 제작한 LADAR에서 거리오차와 외

부 운용 환경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PLD와 APD의 

온도 안정화, 태양광 간섭에 대한 신호처리, 원거리검

출을 위한 신호처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PLD와 

APD의 온도 변화에 따라 LADAR의 성능 변화가 발

생하기 때문에 온도 안정화가 필요하다. PLD는 온도

가 감소하는 경우에 출력이 높아지고 온도가 증가하

면 출력이 낮아진다. 그리고 PLD의 파장도 변화하게 

되어 거리 오차로 발생한다. APD는 온도에 따라 반응

성이 변화하게 되며 반응성의 변화는 신호 처리 오차

를 발생시켜 거리 오차가 발생한다. 태양광에 대한 신

호처리는 LADAR에서 사용하는 905 nm의 파장의 에

너지만 검출하고 태양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는 제거해

야 된다. 거리측정을 위한 APD에 태양광이 지속적으

로 에너지가 검출될 수 있어서 태양광의 에너지를 제

거하지 않으면 태양광에 의한 거리가 검출될 수 있다. 

원거리 검출을 위한 신호처리는 측정 거리가 증가하

면 APD에 수신 파워는 감소하여 일정 거리 이상을 

측정할 수 없다. APD에 수신되는 작은 파워를 STC 

(Sensitivity Time Control)를 통하여 증폭하여 TDC에 

전달되어야 한다. Fig. 2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항목

에 대한 신호 흐름을 보여준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LADAR

3. 지형정보 및 장애물 검출을 위한 LADAR 운용

방안

  LADAR는 장애물감지 및 회피, 지면 기울기 인식, 

도로 연석 인식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나 고정된 형

태로 장착하여 운용할 경우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

기 어렵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LADAR

를 추가로 장착하거나 3D LADAR를 사용해야 한다. 

LADAR의 외부에 1축 구동장치를 추가로 장착하면 하

나의 LADAR를 이용하여 장애물 검출과 회피, 지형정

보 인식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7]. Fig. 

3은 LADAR에 1축 구동장치를 장착한 형상과 1축 구

동장치를 활용하여 지형정보를 측정하고 장애물을 판

단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Fig. 3. LADAR system of obstacle detection

  지형정보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1축 구동장치를 정의

된 구동 프로 파일로 구동하여 지형정보를 지속해서 

획득하여 지형을 모델링 할 수 있다. 구동 프로 파일

은 사용자에 의해 속도별 균일한 거리 간격으로 측정

하거나 관심 영역을 중복으로 측정하는 등으로 다양하

게 활용할 수 있다. Fig. 4와 같이 LADAR를 구동하여 

지형을 획득하기 위해 등 간격으로 거리정보를 획득하

기 위한 구동 프로 파일(a)에 대한 거리별 레이저 측

정 빔의 수(b), 관심 영역이 근거리를 중복 측정하기 

위한 구동하는 프로 파일(c)에 대한 거리에 대한 레이

저 측정 빔의 수(d)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의 

자세 변화에 대하여 자세를 안정화해 자세의 변화가 

발생하여도 지면과 장애물을 검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4와 같은 구동 프로 파일을 적용

한 1축 구동장치를 설계/제작하고 제작된 1축 구동장

치를 LADAR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Fig. 4. Driving profile for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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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축 구동장치는 저온(-31 ℃) 동작을 위해 200 W에 

최대 16200 rpm인 EC-4pole BLDC(Brushless DC) 모터

와 1회전당 500 펄스가 출력되는 HEDL-5540 엔코더

를 적용하였다. 정확한 위치제어를 위해 100:1 기어비

의 하모닉 드라이브를 적용하였다. LADAR에 위치정

학도 0.001°, 구동 범위는 40°, 구동속도 2 Hz의 구동

장치를 적용하여 지형정보 인식과 검출로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량된 LADAR와 구동장치를 결

합하여 구동장치를 실험한 결과 양호하며 5.4절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4. LADAR 성능개선을 위하여 적용된 요소기술

  본 4장에서는 성능 개선을 위해 PLD 및 APD의 온

도 안정화, 실외 환경에서 거리오차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 및 영향, 원거리 검출을 위한 APD 신호처리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4.1 PLD 및 APD 온도안정화

  온도제어 회로를 이용하여 PLD 및 APD의 온도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 온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PLD에서는 소모 전류가 증가하고 레이저의 파장 변화

가 발생하여 측정 물체와의 거리 오차가 증가한다. 식 

(1)에서 는 PLD의 전류 변화량, 는 온도의 변화

량, 은 PLD의 내부 저항, 는 PLD의 구동 전압이

다. 온도 변화에 따라 PLD의 소모 전류가 변화하게 되

며 이는 출력파워의 변화로 나타난다. PLD의 출력 파

워와 파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TEC(Thermo Electric 

Cooling)가 필요하다[3].

  

∙






  (1)

  PLD에 적용되는 TEC와 방열구조의 적합성을 분석

을 위해 열 해석을 수행(Fig. 5)하였다. Fig. 5에서 대기 

온도 60 ℃ 환경에서 TEC에 3.84 W를 공급했을 경우

에 PLD의 온도가 48 ℃로 안정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PD는 PLD보다 자체 발생 열이 낮아서 

PLD의 분석 결과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PLD의 열 해석은 3개의 온도에 대하여 진행하였으

며 결과를 대기 온도, PLD온도, TEC 전류 및 전력에 

관련된 결과를 획득하였다.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31 ℃ ~ 43 ℃의 범위에서 PLD 온도를 제어하기 위

해서는 TEC를 6.4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고, 대기 온

도 60 ℃에서의 TEC의 냉각 부분과 방열 부분의 온도 

차인 는 최대 70 ℃로 확인되었다.

Fig. 5. TEC module thermal analysis

Fig. 6. TEC module correlation

  PLD의 온도 안정화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Fig. 

7과 같이 최대 전력 8 W, 최대 온도차() 80 ℃의 

TEC를 적용하여 단품으로 온도 안정화 성능을 확인

하는 실험을 하였다.

Fig. 7. LD temperature control performance test

  Fig. 8은 TEC를 동작한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하여 PLD의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데이터이다. 

TEC를 동작하지 않은 경우에 PLD의 평균 파워는 

1.14 mW에서 1.01 mW로 감소하였다. TEC의 제어 온

도를 20 ℃, 25 ℃, 30 ℃로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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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13 mW, 25 ℃에서 1.06 mW, 30 ℃에서 0.99 

mW를 유지하였다. 25 ℃에서 측정된 1.06 mW를 피

크 파워로 변환하면 12 W가 출력되며 이는 제시된 

PLD의 성능과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Fig. 8. TEC control performance

  PLD 및 APD의 온도 안정화 관련하여 LADAR에 적

용한 실험결과는 5.1절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4.2 실외 환경에서 거리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요

소기술

  LADAR는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구분된다. 실내용의 

경우에는 공장자동화와 같은 내부 시설에 적용할 수 

있고, 실외용은 항만과 같은 외부의 고정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구분한 

이유는 태양에서 발산되는 에너지의 영향에서도 APD

의 신호를 검출하여 거리측정이 가능한 경우를 실외

용이라 한다.

  



 cos

  (2)

  식 (2)에서 APD에 수신되는 에너지의 양()은 APD

의 광학계 면적(), PLD의 송신 파워(),대기 감쇠

률(), 측정물체와의 거리(), 측정물체의 반사율(), 

측정물체에 레이저가 입사되는 각()으로 계산된다. 계

산된 파워에 태양광의 입사량()를 더하여 APD 양자 

효율성()에 의해서 최종 수신파워가 결정된다. 태양광

의 입사량이 변화게 되면 APD의 수신되는 에너지의 

양도 변화게 되어 APD의 신호를 크게 만들어 거리 오

차가 증가하게 되어 태양광의 입사량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5].

Fig. 9. APD dirver coupling(L) BFP performance(R)

  본 연구에서는 Fig. 9와 같이 태양광의 간섭을 제거

하기 위해 커플링 커패시터(L)와 밴드 패스 필터(R)을 

적용하였다. 커플링 커패시터는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성분은 제거하고 LADAR에서 생성된 905 nm

의 고주파 성분만 통과시켜 태양광의 영향을 최소화한

다. 밴드패스 필터는 905 nm을 중심으로 ±10 nm 이외

의 파장의 에너지를 제거하여 실외 환경에 강인하게 

하였다. 태양광의 영향에 대한 실험한 결과는 양호하

며 5.2절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4.3 원거리 검출을 위한 신호 처리 기술

  수신부의 신호처리는 APD에 입력된 레이저의 파워

를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후에 1차 증폭을 위한 전

치 증폭기로 전달한다. 전치 증폭기를 통과한 신호는 

STC/AGC(Automatic Gain Control)를 통하여 거리와 온

도에 대하여 신호를 증폭시킨다. 증폭된 신호는 CFD 

(Constant Fraction Discriminator)를 통하여 거리오차를 

최소화한 후에 비교기에 전달된다. 비교기에서 출력된 

신호는 TDC의 Stop으로 입력되어 시간을 측정한다. 

Fig. 10은 위에서 언급한 APD의 신호 처리 흐름을 보

여준다.

Fig. 10. Receiver analog system of 2D LADAR

  식 (3)에서와 같이 APD에서 출력되는 전압값( )은 

APD에 수신되는 레이저의 파워()와 측정 물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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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전치 증폭기의 이

득 값(), 증폭기의 전압 이득 값()으로 결정된다[4]. 

측정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은 감소하게 되어서 

은 일정한 값을 출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거리

가 증가함에 따라서 을 변화시켜 일정한 을 발

생시킬 수 있다. 원거리 물체를 검출하기 위해서 

를 변화하기 위한 STC가 필요하다.

  ∙∙∙ (3)

  Fig. 11과 같이 STC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비교기의 

기준값을 적용할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반사되는 6~8 

% 레이저 파워가 APD에 수신되어 TDC의 stop 신호로 

검출된다. 윈도우에서 반사되는 파워보다 높게 비교기

의 기준값을 설정할 경우에는 20 m 이상의 거리에서

는 반사되는 에너지가 감소하여 물체를 검출할 수 없

음을 확인하였다.

Fig. 11. LADAR window signal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증폭기의 전압 이득 값을 설

정해야 한다. 윈도우에서 반사되는 파워도 고려해야 

한다. 거리에 대한 이득 값은 SICK사 제품과 유사한 

조건인 측정 물체의 반사율 10 %, 측정 거리 50 m를 

기준으로 거리에 대한 이득 값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Fig. 12와 같이 거리의 변화에 따라 수신되는 

파워의 변화를 기준으로 STC의 증폭률을 결정하여 원

거리 검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원거리 검출을 위한 STC는 LADAR에 적용하여 거

리 측정을 실험한 결과 양호하며 5.3절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Fig. 12. LADAR receiver gain as a function of time

5. 실험환경 및 실험결과

  본 5장에서는 PLD 및 APD 온도 안정화, 태양광에 

의한 거리오차 분석, 원거리검출을 위한 신호처리와 

관련하여 최종 실험환경과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5.1 PLD 및 APD 온도안정화 실험결과

  LADAR의 PLD와 APD의 온도 안정화가 LADAR에 

미치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13과 같은 구성

으로 온도 제어가 가능한 온도 챔버에 LADAR를 설

치하여 실험하였다.

Fig. 13. LADAR temperature performance test

  Fig. 14, 15는 각각 저온(-31 ℃) 및 고온(+43 ℃)에

서 LADAR의 운용할 경우의 성능이다. Fig. 14는 상온

(+20 ℃)에서 사전에 동작 성능을 확인 후에, 저온(-31 

℃)에서 LADAR에 전원을 공급 후에 1~10분 동안 동

작 성능을 확인하였다. Fig. 15의 고온(+43 ℃)에서 같

은 방법으로 동작 성능을 확인하였다. 고온에서 초기

에 동작할 경우에 거리 오차는 22 mm로 발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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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를 동작한 경우에는 3 mm로 감소 한 것을 확인하

였다. 저온에서 초기에 동작할 경우의 거리 오차는 50 

mm로 발생했으며, TEC를 동작한 경우에는 8 mm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14. High temperature test(+43 ℃)

Fig. 15. Low temperature test(-31 ℃)

  본 연구에서는 PLD와 APD의 온도 안정화를 적용한 

경우에 저온에서 730 %, 고온에서 625 %의 성능이 개

선됨을 확인하였다.

5.2 실외 환경에서 거리오차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 

및 영향 실험결과

  태양광의 간섭 때문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에는 측정 

물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에 분포된 905 nm의 

에너지가 APD에 검출되어 거리 데이터가 불규칙적으

로 측정된다. Fig. 16은 커플링 커패시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태양광의 파워가 증폭되어 측정물체와의 

다른 거리에서도 거리가 인식된다. Fig. 17은 커플링 

커패시터와 밴드 패스 필터를 적용하여 태양에 의한 

저주파 성분과 905 nm@±10 nm 이외의 파장을 제거한 

경우에 50 m에 위치한 물체와의 거리 측정이 가능하

였다.

Fig. 16. Measuring 50 m without DC cap & filter

Fig. 17. Measuring 50 m with DC cap & filter

  Fig. 18과 같이 실내 및 실외에 대한 거리측정 비교 

실험을 하였다. 실험은 구름 많은 환경, 그늘진 환경, 

아주 맑은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실내와 실외의 오차

는 12.12cm로 확인되었으며 거리와 태양광의 밝기에 

따라 오차도 증가한다. 일부 오차가 존재하는 부분은 

태양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서 태양광 차단을 위

한 기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Fig 18. (a) Indoor & outdoor result by distance, 

(b) Indoor & outdoor error by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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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통합 성능 시험 결과

  PLD 및 APD의 온도 안정화와 태양광에 간섭에 대

한 실험을 통하여 확인된 결과에 장거리 검출을 위한 

STC를 추가로 적용하여 LADAR의 최종 성능측정실험

을 진행하였다. 성능 측정실험은 Fig. 19와 같이 LOS 

(Line of Sight)가 확보된 공간에서 진행하였으며 측정

물체를 10~50 m의 구간에서 반사율 10 %의 측정 물

체를 10 m 간격으로 이동하며 LADAR의 정면(90º) 거

리정보를 약 10000개(200 sec)를 누적하며 실험을 진

행하였다.

Fig. 19. 2D LADAR performance test

  Fig. 20은 측정물체를 10 m 간격으로 측정한 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거리 오차를 표시하였다. 거리 오차 

데이터는 정규 분포 형태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Fig. 20. LADAR normal distribution result by distance 

error

  Table 1은 측정물체를 기준으로 10~50 m 거리를 측

정한 결과이다. 50 m 거리에서 측정된 최대거리오차는 

±21.20 cm이고 표준 편차는 6.77 cm@1 sigma이다. 측

정물체와의 거리가 증가하면서 APD에서 검출되는 신

호의 세기가 감소하고 jitter가 증폭되면서 거리 오차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Table 1. 2D LADAR result by distance(cm@10 %)

제 원 10 m 20 m 30 m 40 m 50 m

Mean distance 994.6 2012.0 3017.0 3996.5 4983.7

Standard error 0.011 0.025 0.068 0.073 0.123

Standard deviation 0.653 1.374 3.735 4.016 6.770

Minimum value 992.0 2007.0 3007.0 3983.1 4963.4

Maximum value 997.0 2018.0 3028.0 4010.0 5004.9

Max Distance err 2.67 5.91 10.93 13.45 21.20

  Kim et al. [1]이 제작한 LADAR의 거리오차는 10 m 

거리에서 TDC오차(0.50 cm), 전원부 품질에 의한 jitter 

(5.24 cm)이였다. 개량된 LADAR의 최대 거리오차는 

10 m 거리에서 최대 2.67 cm로 확인되었다. 개량된 

LADAR는 Kim et al. [1]이 제작한 LADAR 보다 거리 

오차 기준으로 247 %의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5.4 LADAR와 1축 구동장치의 운용성 실험

  LADAR를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해 1축 구

동장치를 LADAR에 별도로 적용하였다. 구동장치는 

Pitch를 구동하게 제작되었으며 LADAR의 광축과 같은 

지점을 구동축으로 하여 기구적으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Fig. 21과 같이 실험 환경을 구성하여 구동장치의 성

능과 LADAR의 실시간 지형정보 획득을 확인하였다. 

좌측에는 구동장치의 위치 및 속도 정보를 전시하고 

우측에는 LADAR의 거리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시한다. 

실험은 구동장치를 스캔 모드로 설정하고 LADAR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실내 지형정보를 획득하여 전시

한다. 구동장치는 위치 모드와 스캔 모드로 구성된다. 

위치 모드는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구동각도를 유지하

여 긴급장애물 검출과 회피로 사용할 수다 있다. 스캔 

모드는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구동 범위 및 주파수에 

맞추어 구동하여 지형정보를 인식하여 자율주행 판단

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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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2D LADAR 1Axis control device

  Fig. 22와 같이 좌측의 그림은 1축 구동장치의 각도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30° ~ +10°의 구동 범위를 

1Hz 구동한 경우에 구동장치의 각도 정보이다. Fig. 

(a-1)과 (a-2)의 거리정보는 구동장치의 구동 위치가 

(a-3)과 (a-4)일 경우에 LADAR의 지형정보를 실시간으

로 획득하여 나타내고 있다. Fig. (b-1)과 (b-2)의 거리

정보는 구동장치의 구동 위치가 (b-3)과 (b-4)일 경우

에 LADAR의 지형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여 나타

내고 있다. 이와 같이 1축 구동장치를 1Hz로 구동하

면서 실시간으로 주변 지형 정보를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22. LADAR control devide performance

  1축 구동장치는 0.001°의 각도 정확도를 가지며 구동 

범위는 -30° ~ +10°, 응답성은 10 ms 이내, 최대 구동 

속도는 2.0 Hz, 각도 정보 전송은 LADAR의 50 Hz보

다 2배 빠른 100 Hz로 전송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지

형정보를 획득하여 3D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LADAR

와 구동장치의 동기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동기화 

기능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같은 절대 시

간을 기준으로 각 장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시간을 

부착하여 전송하고 각 장치의 데이터를 융합할 때 시

간 정보를 활용하여 융합한다. 동기화 기능은 데이터 

융합 시에 정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동기화 기능을 

추가하여 다음에 지형정보 분석 실험이 필요하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인 수송체 시스템용 TOF 방식 이

차원 라이다 센서 개발에서 제작된 LADAR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주요 요소 기술을 확인하고 그 기술에 

대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성능 

개선을 위한 주요 요소인 PLD와 APD의 온도 안정화

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온도제어를 적용할 경우에 성

능이 개선되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태양광 영

향으로 거리정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

고, 대책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개선되는 것을 실험으

로 확인하였다. 원거리 측정을 위한 APD의 신호처리

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실험 결과를 통하여 원거리 

측정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주요 요소를 적용하여 통합 성능 시험을 진행하

였다. Kim et al. [1]이 제작한 LADAR는 10 m에서 

TDC오차(5 mm), 전원부 품질에 의한 jitter(52.4 mm), 

전자부품 jitter의 영향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였다. Kim 

et al. [1]이 제작한 LADAR의 최대 거리 오차는 57.4 

mm보다 감소한 26.7 mm으로 확인되었다. 개량된 

LADAR는 최대 거리 오차를 기준으로 247 %의 성능

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50 m 측정 거리 기준으로 최

대 거리오차는 212 mm이고 표준편차는 67.7 mm로 확

인되었다. 또한, 1축 구동장치를 적용하여 자율주행차

량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제

작하였으며 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성능 개량을 위한 주요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하면 우수한 성능의 LADAR를 제작 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1축 구동장치를 제작하여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1

축 구동장치와 LADAR의 동기화 기능을 추가하여 자

율주행차량에 적용할 경우에 다양한 지형정보 판단에 

필요한 장비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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