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자율 주행 자동차에 있어서 기능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

한 고려 사항과 필수 센서인 모바일 라이다 센서에 대하여 분

석한다. ISO 26262는 인간이 운전할 경우 기능적인 안전을 보

장할 수 있는 신뢰를 제공하는 기능 안전 표준으로서, 자율 주

행 자동차가 운전자의 개입없이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인지

한 후 스스로 판단하여 동작하는 경우 정확하게 수행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주변 환경 센싱, 

처리 및 판단, 동작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자율 주행을 수행한

다. 이 중에서 주변 환경 센싱과 동작 수행의 경우 기존의 자동

차 기능 안전을 개선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자

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기능 안전의 상관성과 자율 주행 자동차

가 주변 환경 센싱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라이다가 사

용하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Ⅰ. 서 론

자동차 기능 안전에 대한 표준을 제정한 ISO 26262는 차량

에 장착되는 전기 및 전자 시스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국내

외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의 노력으로 제정된 것이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에는 운전자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많은 

수의 전기전자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운전보조장치(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들이 장착되고 있다[1][2]

[3]. 운전보조장치의 개수와 복잡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완성차 업체들은 개발 기간 단축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어서 충분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

운 상황이다. ISO 26262에서 제정한 자동차 기능 안전 표준 

(Automotive Functional Safety)은 자동차의 구상 단계부터 

시작하여 개발, 시험, 평가와 검증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거

쳐, 전기전자 시스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위험성을 

사전에 식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ISO 26262는 총 10파트로 구성되어, V 모델을 이용하여 안

전 차량을 위한 모든 요소들을 다루고 있지만, 차량용 전기전자 

시스템이 운전자의 지시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로 만들어져서 운전자가 없는 자율 주행 자동차에 적

용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경우 주

변 환경 센싱, 처리 및 판단, 동작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운전자

의 개입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동작하므로 정확하게 수행되었다

는 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고에서는 ISO 26262에서 

제정한 자동차 기능 안전 표준이 자율 주행 자동차를 위해 부족

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자율 주행 자동차

의 주변 환경 센싱 단계에서 기능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센서

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다(Light Detect and Ranging, LIDAR)

에 대해서 알아 본다.

Ⅱ. 본 론

1. 자율 주행 자동차와 기능 안전

미래 자동차의 모습에 대한 전형적인 예언은 매일매일 반복적

인 통근 운전이나 장거리 운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잠을 자

거나 독서 등의 운전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다. 또한 규칙을 위반하고 이기적이거나 실수 또는 판단 착오

에 의한 교통 사고를 일으키는 불안전한 인간 운전자를 완전 통

제하에 동작하는 상호 협력적인 자동 운전 장치로 대체하여 급

격하게 교통 사고가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 자

율 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안

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

다[4][5]. 자율 주행 자동차가 안전하다는 것은 교통 법규를 준

수하고 예상치 못한 비일상적인 도로 위험에서도 올바르게 동

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율 주행 자동차의 안전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내결함성을 비롯하여 고수준의 기

계 학습, 기존 차량 운전자와 공존, 체계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김건정, 엄정숙, 박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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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시스템 검증, 적절한 규제 완화, 사회적

인 수용 등의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차량용 전기전자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현재까

지 가장 최선의 방법은 ISO 26262과 같은 기능 안전에 관련된 

표준에 대한 준수 여부이다. ISO 26262와 같은 기능 안전 표준

들은 인간이 운전할 경우 기능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

를 제공하는 것이다. 완전 자율 주행 차량은 인간이 운전에 대

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이나 지시가 없는 상

황에서 차량 스스로가 안전을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운전 환경의 변화는 현재 자동차에 장착된 운전보조장

치와 비교할 때 매우 큰 변화이다. 특히 자율 주행 자동차가 새

로운 환경에 동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적응형 시스템인 기계 

학습은 모든 동작이 사전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며, 동일하

게 만들어진 기계 학습 기능도 작동 이력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7][8]. 따라서 능동적인 동

작을 위해 기계 학습 등의 제약을 받지 않은 기능은 차량이 기

능 안전 표준 인증 중에 작동한 것과 다르게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기능 안전 표준들을 자율 주행 자동차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정의할 수 없으며, 기능 안전

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검증 단계까지 모든 가능한 시

스템 동작을 고려할 수도 없다.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자율 

주행 자동차의 기계 학습과 같은 적응형 기능들에 대하여 동작

을 증명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1>은 자율 주행 자동차의 기능적 시스템 아키텍처로서, 

블록은 동작을 위한 모듈이며, 화살표는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다[9]-[12]. 기능적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가장 왼쪽 수직 추상

화 계층은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 및 주행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

에 대한 인지를 나타내며, 중간의 수직 추상화 계층은 주행 환

경 인지 및 자각을 나타내며, 가장 오른쪽 수직 추상화 단계는 

주행 계획 및 제어에 대하여 나타낸다.

<그림 2>는 주행 환경 인지 및 자각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구

조를 표현한 것이다. 자각은 자율 주행 차량 자체에 대한 센서 

정보에 관한 것으로, 차량 자체에 대한 상태를 알기 위하여 엔

진 온도, 배터리 게이지, 연료 게이지, 휠 속도, 가속도, 핸들 

각도와 같은 차량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센

서들로 구성된다. 주행 환경 인지는 우적 센서,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초음파, 레이더, 모바일 라이다와 같이 차량 외부에 관

련된 상태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센서들로 구성된다. 모바일 라

이다는 레이저 신호의 진행방향에 대한 3차원 거리 정보와 공

간에 대한 영상 모델링이 가능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고

도화된 자율 주행 성능을 위하여 차량 주변 환경에 대한 3차원 

거리 영상을 고속으로 획득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라이다는 목표물에 레이저를 송출한 후 수신한 반사파를 이

용하여 목표물까지 거리나 대기 환경 등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다. 지상에서 대기 밀도나 분포 등을 측정하는 지상 라이다, 비

행기에서 지상의 지형과 특성을 측정하는 항공 라이다, 이동중

인 차량이나 로봇에서 주변의 공간 정보를 측정하는 용도로 주

로 사용하는 모바일 라이다가 있다. <그림 3> 및 <그림 4>와 같

이 모바일 라이다는 주변에 대한 고해상도 3차원 영상을 생성

하기 위하여 회전하면서 동시에 다수의 목표에 대한 거리를 측

정하는 다채널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라이다의 기본 동

작 원리는 레이더와 비슷하지만 레이저를 사용하여 매우 세밀

하고 정확하게 주변 환경을 파악한다. <그림 5>에 나타나듯이 

완성차 업체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보조장치인 ACC (Adaptive 

Cruise Control), EBA(Emergency Brake Assist), LKS(Line 

Keep Support), BSD(Blind Spot Detection), RCW(Rear 

Collision Warning), LCA(Lane Change Assist), PA(Park 

Assist) 등에 기능과 크기가 축소된 형태의 모바일 라이다를 적

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그림 1. 자율 주행 자동차의 기능적 시스템 아키텍처

그림 2. 자율 주행 자동차의 주행 환경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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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다 기술 동향

라이다는 레이저를 송출한 후 목표물에서 반사한 신호를 수

신할 때까지 비행 시간(Time-of-Flight, ToF)을 측정하고, 

빛의 속도를 이용하여 목표물까지 거리를 계산한다. 비행 시

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펄스 방식, AMCW(Amplitude-

Modulated Continuous Wave) 방식, FMCW(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방식이 있다[13]. <그림 6>과 

<수식 1>의 두번째 변처럼 펄스 방식의 라이다는 송신부에서 

10ns 미만의 펄스 폭을 가지는 단일 레이저 펄스를 송출한 후 

유휴 대기(Idle Listening)하다가, 수신부에서 반사파를 검출하

면 송출 시간과 반사파 검출 시간 차이를 비행 시간으로 사용

한다. <그림 7>와 <수식 1>의 세번째 변처럼 AMCW 방식의 라

이다는 송신부에서 송출하는 레이저의 세기를 변조하면서 연속

으로 레이저 신호를 송출하며, 수신부에서 반사파를 검출하면 

현재 송출하는 레이저 신호와 수신한 레이저 신호의 위상 차이

를 이용하여 비행 시간을 계산한다. <그림 8>과 <수식 1>의 네

번째 변처럼 FMCW 방식의 라이다는 송신부는 레이저를 송출

하여 만드는 파형의 주파수를 변조하면서 연속으로 레이저 신

호를 송출하며, 수신부는 반사파를 검출하여 현재 송출하는 파

형의 주파수 차이를 이용하여 비행 시간을 계산한다. 펄스 방식

의 라이다는 레이저를 송출하고 유휴 대기하므로 송신하는 레

이저 펄스의 세기에 비례하여 먼 곳에 있는 물체에 맞고 수신한 

반사파를 검출할 수 있어서 실외에서 장거리 측정이 용이하다. 

높은 신호대잡음비 특성으로 InGaAs 기반의 APD(Avalanche 

Photo Diode)처럼 고속의 응답이 가능한 고감도 수신 소자를 

사용할 경우 거리 측정에 있어서 cm급의 정밀도와 정확도가 가

능하다. 집중화된 레이저 펄스를 사용하여 측정 방향(Bearing 

Direction)에 대하여 이산적인 거리 측정이 가능하다. AMCW 

방식과 FMCW 방식은 10MHz ~ 100MHz 정도로 신호 세기

와 주파수를 변조하는 연속파를 사용하여, 변조 가능한 신호 세

기와 주파수 범위에 따라 측정 가능한 거리가 제한되고 레이저

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전력 소비가 많아서 장시간 사용이 어

려워 실내나 근거리 측정에 주로 사용된다. 측정 방향에 대하여 

거리 측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형태로 측정하여 원하는 목표

에 대한 평균적인 특성을 측정과 세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그림 3. Velodyne의 HDL-64e 측정 예시

그림 4. Velodyne HDL-64e를 장착한 구글 로봇카

그림 5. ADAS에 적용된 다양한 센서들

그림 6. 펄스 방식의 라이라에서 송수신 신호에 따른 비행 시간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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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는 송신부에서 레이저 신호를 송출하는 방법에 따라 스

캐닝 라이다(Scanning LIDAR), 플래시 라이다(Flash LIDAR)

로 구분한다[14]-[17]. <그림 9>처럼 스캐닝 라이다는 측정 방

향마다 별도로 레이저 신호를 송출한 후 수신한 반사파를 분석

하여 거리를 측정하며, 측정 방향의 개수에 비례하여 측정 시

간이 증가한다. <그림 10>처럼 플래시 라이다는 카메라의 플래

시처럼 모든 측정 방향의 시야각(Field of View, FoV)에 레이

저 신호를 확산 송출한 후 개별 수신 소자에서 거리 측정이 가

능한 다중 배열 수신 소자인 FPA(Focal Plane Array)를 이

용하므로 측정 방향별로 거리를 측정하여 측정 방향의 개수와 

상관없이 측정 시간이 일정하다. <그림 11>과 <그림 12>와 같

이 FPA는 ㎛ 크기의 PD(Photo Detector)들을 실리콘 반도체

에 집적한 것으로서, 수신한 레이저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ROIC(Readout Integrated Circuit)를 통하여 각각의 PD에 수

신된 신호를 읽을 수 있다. 

그림 7. AMCW 방식의 라이다에서 송수신 신호에 따른 비행 시간 측정 방법

그림 8. FMCW 방식의 라이다에서 송수신 신호에 따른 비행 시간 측정 방법

수식 1. 펄스 방식, AMCW 방식, FMCW 방식의 라이다에서 

비행 시간에 따른 거리 계산

그림 9. 스캐닝 라이다의 동작 개념도

그림 10. 플래시 라이다의 동작 개념도

그림 11. 플래시 방식에서 사용하는 FPA의 구조

그림 12. 스캐닝 라이다와 플래시 라이다의 측정 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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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는 레이저를 원하는 측정 방향이나 측정점(Measuring 

Point)으로 송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플래

시 라이다의 경우 항상 라이다 전방만 측정하며, 스캐닝 라이

다의 경우 기계식 또는 전자식 거울이나 OPA(Optical Phase 

Array)를 이용하여 레이저의 송출 방향을 바꾸어서 측정 방향

을 변경하는 방식과 송수신부가 고정된 헤드 자체를 회전하여 

측정 방향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13>처럼 Velodyne

의 HDL 시리즈는 송신부와 수신부가 고정된 헤드 유닛 자체

를 360°회전하면서 원하는 측정 방향으로 직접 레이저를 송출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18]. 측정 방향과 상관없이 항상 광학 구

조가 동일하여, 송수신하는 레이저 신호의 경로와 특성이 동일

하다. <그림 14>와 같이 송신부와 수신부는 라이다에 고정되

어 움직이지 않고, 모터에 장착된 거울로 송출한 레이저를 반사

하여 진행 방향을 바꾸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모터에 장착

된 거울은 360°회전하지만, 라이다의 내부 구조나 레이저의 송

수신 경로 설계에 따라서 180°정도로 측정 방향을 변경할 수 있

다. 측정 방향을 변경하면 레이저 송출부와 거울의 입사각이 달

라지고, 그에 따라 레이저가 거울에 반사되는 면적이 변경되고 

송수신하는 레이저 신호의 경로가 측정 방향에 따라 바뀌게 되

어 광학적인 특성이 변경된다. <그림 15>에 나타나듯이 모터에 

장착된 회전하는 거울 대신 전자식으로 움직이는 2차원 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방식의 거울을 이용하여 

레이저를 측정 방향으로 반사하여 송출하는 방식이 있다[19]. 2

차원 MEMS 거울의 경우 대부분 시야각이 45°를 넘지못하여 라

이다 전방에 있는 측정 방향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MEMS 

거울을 사용하는 방식도 측정 방향에 따라 입사각이 변경되어 

반사 면적과 레이저 송수신 경로를 비롯한 광학적인 특성이 달

라진다. <그림 16>의 Fraunhofer ISIT에서는 2차원 MEMS 거

울과 함께 무지향성 거울을 동시에 사용하여 송출하는 레이저

를 3번 반사한 후 원하는 측정 방향으로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20]. 이 방식은 MEMS 거울의 좁은 시야각을 무지향성 

거울을 이용하여 증대하였으며, 그 결과 360°전방위로 측정 방

향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방식도 레이저가 측정 방향에 따라 2

개의 거울에 반사되는 입사각이 변경되어 여러가지 광학적인 

특성이 변경된다. <그림 17>과 같이 OPA를 이용하여 측정 방

향을 바꾸는 방법은 레이저 신호를 생성할 때 레이저 펄스들의 

위상차를 조절하여 송출 방향을 변경하고 측정 방향을 변경한

다[21]-[24]. 이 방법은 거울 등을 이용한 레이저 신호의 반사

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측정 방향에 따른 광학적인 특성 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13. 헤드 유닛에 송수신부가 고정되어 회전하는 Velodyne의 라이다

그림 14. 모터에 장착된 거울을 이용하여 레이저를 반사하는 라이다

그림 15. MEMS 거울을 이용한 라이다

그림 16. MEMS 거울과 무지향성 거울을 동시에 이용하는

Fraunhofer ISIT의 라이다

MAY·2017 | 31

주제 | 자동차 기능 안전,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LIDAR



레이저를 이용한 제품들은 노출 방출 한계(Accessible 

Emission Limit, AEL) 또는 최대 허용 노출량(Maximum 

Permissible Exposure, MPE)에 따라 제품 등급이 결정되며, 

자율 주행 자동차나 자율 보행 로봇 등에 사용하는 모바일 라

이다의 경우 사람들과 공존하는 공간에서 동작하므로 인체 노

출 1급의 노출 방출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안전하

게 설계한다. 스캐닝 라이다와 플래시 라이다도 모바일 라이다

에 사용할 경우엔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 최대 측

정 거리의 제한이 발생한다. 스캐닝 라이다는 모든 측정 방향마

다 송출하는 레이저가 노출 방출 한계를 준수하도록 설계가 가

능하여, 측정 방향 개수와 상관없이 모든 측정 방향이 노출 방

출 한계에 따른 레이저 출력에 의하여 최대 측정 거리가 결정되

며 1초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방향 개수는 최대 측정 거리에 반

비례한다. 이에 반하여 플래시 라이다는 한 번에 송출하는 레이

저가 노출 방출 한계를 준수하도록 설계가 되어, 한 번에 측정

하는 모든 방향이 노출 방출 한계에 제한으로 측정 방향의 개수

와 반비례하여 최대 측정 거리가 결정된다. 스캐닝 라이다의 경

우 최대 측정 거리가 250m까지 가능한 제품이 있지만, 플래시 

라이다의 경우 최대 측정 거리가 70m 정도이다.

3. 상용 라이다 제품 동향

Velodyne의 HDL 시리즈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펄스 방식의 스캐닝 라이다 제품이다. 하나

의 측정 방향에 대하여 64개, 32개, 16개의 측정점을 동시에 측

정 가능하고, 송수신부가 고정된 헤드 유닛이 360°회전하면서 전

방위에 대하여 최대 200m까지 거리를 초당 15프레임 측정하여 3

차원 거리 영상을 생성한다. <그림 18>, <그림 19>, <그림 20>에 

나타나듯이 HDL-64e의 경우 16개의 레이저 송출부 2개와 1개의 

레이저 수신부가 송수신부 한 쌍을 이루고 있으며, 2개의 송수신

부 쌍이 상호 독립적인 2개 방향으로 나누어서 레이저를 송수신

하면서 거리를 측정한다. 상용 라이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

을 보유하였고, 인지도도 가장 높고 가격도 가장 비싸다. 플래그

쉽 모델인 HDL-64e를 비롯하여 동시 측정 채널 수와 크기를 줄

인 저가형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SICK의 LMS 시리즈는 송신부와 수신부는 고정하고 회전하는 

모터에 장착된 거울로 레이저를 반사하는 펄스 방식의 스캐닝 라

이다 제품이다. 이들은 동시 측정 가능한 채널의 수가 8개에서 1

개까지 다양하게 라인업이 되어있으며, 최대 250m까지 거리를 

초당 50 프레임 측정이 가능하다.

Spectrolab 은 <그림 21>에서 나타나듯이 송신부와 수신부는 

고정하고 모터에 장착된 회전하는 거울 대신 2차원 MEMS 방식

의 거울을 이용하여 레이저를 반사하는 펄스 방식의 라이다 제품

을 보유하고 있다. 256x128 의 해상도로 최대 20m까지 거리를 

초당 5 프레임 거리 측정이 가능하다.

Fraunhofer ISIT와 SICK는 <그림 22>처럼 2차원 MEMS 거울

과 무지향성 거울을 동시에 사용하여 하나의 레이저 신호가 3번 

반사하여 360°전방위에 대하여 80m까지 거리 측정이 가능한 단

일 펄스 방식의 스캐닝 라이다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Quanergy는 OPA를 이용하여 레이저를 측정 방향으로 송출하

는 펄스 방식의 스캐닝 라이다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림 23>

의 S3는 무회전 방식을 사용하여 순수하게 반도체만으로 구성하

여 저가격화와 소형화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며, 최대 150m까지 

거리를 초당 30프레임 측정이 가능하다.

ASC는 FPA를 이용한 플래시 라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서, DragonEye 3D의 경우 128x128의 수신 소자로 구성된 FPA

를 장착하여 45°의 시야각을 지원한다. 이 제품은 최대 70m까지 

거리를 초당 30 프레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17. OPA를 이용한 레이저 송출 방향 지정

그림 18. Velodyne HDL-64e의 레이저 송수신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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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본고에서는 자율 주행 자동차에 있어서 기능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고려 사항과 필수 센서인 모바일 라이다 센서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현재의 자동차 기능 안전은 운전자의 지

시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져서, 운전자가 없

는 자율 주행 자동차에 적용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다. 자

율 주행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개입없이 주변의 상황을 파악

하고 인지한 후 스스로 판단하여 동작하므로 정확하게 수행되

었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주변 환경 

센싱, 처리 및 판단, 동작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자율 주행을 수

행한다. 이 중에서 주변 환경 센싱과 동작 수행의 경우 기존의 

자동차 기능 안전을 개선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주변 환경 센싱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다는 지상에서 대기를 분석하거나 항공에서 지형 지물을 

측정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다. 모바일 라이다는 자동차의 

운전보조장치인 ACC, EBA, LKS, BSD, RCW, PA 등에 일부 

사용되고 있으며 자율 주행 자동차에 주변 환경 인지용으로 적

용이 되면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라이다는 

상용화 제품 수가 매우 적고 단가가 매우 높아서 자율 주행 자

동차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에서 자

율 주행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한 상태이

다. 모바일 라이다 상용화 업체들은 기존 보유 제품의 기능을 

그림 19. Velodyne HDL-64e의 레이저 송수신부 구조

그림 20. HDL-64e의 레이저 송출부 구성

그림 21. Spectrolab의 라이다 내부 구조

그림 22. Fraunhofer ISIT의 MEMS 거울과 무지향성 거울을 함께 

사용한 라이다 내부 구조

그림 23. Quanergy의 OPA를 이용한 무회전형 라이다 제품인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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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거나 대량 생산과 소형화를 통하여 저가격화 실현에 노

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몇 연구소와 대학교를 비롯하여 일

부 기업에서 라이다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25][26]. 

외국 상용 제품에 비하여 완성도와 기술력이 뒤쳐져 있지만, 다

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우

리의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는 라이

다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면 세계적인 경쟁력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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