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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차량을 위한 센서 시스템 개발 및 3차원 월드 모델링 

The Development of Sensor System and 3D World Modeling 

for Autonomous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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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novel sensor system for 3D world modeling of an autonomous vehicle in large-scale outdoor 

environments. When an autonomous vehicle performs path planning and path following, well-constructed 3D world model of target 

environment is very important for analyze the environment and track the determined path. To generate well-construct 3D world 

model, we develop a novel sensor system. The proposed novel sensor system consists of two 2D laser scanners, two single cameras, a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and an IMU (Inertial Measurement System). We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ensor system through experiment in large-scale outdoor environment. 

 

Keywords: autonomous vehicle, sensor system, 3D world model 

 

 

I. 서론 

최근 들어 무인 차량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무인 차량이 주변을 인식하고 자율 주행을 하기 위해서

는 주어진 환경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변 환경에 대한 3차원 월드 모델

을 생성할 필요가 있다. 3차원 월드 모델은 무인 차량에 부착

된 각종 센서를 통해 생성되며, 경로를 생성하거나 주변 물

체를 식별하는데 이용 될 수 있다. 

무인 차량에 대한 많은 연구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

로 무인 차량 경주대회인 the DARPA grand challenge를 들 수 

있다[1]. 스탠포드 레이싱 팀의 스탠리(stanley)는 5대의 레이

저 스캐너 (laser scanner)와 2대의 레이더 (RADAR), 1대의 카

메라 그리고 GPS/IMU 시스템을 이용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

며 자율 주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카네기 멜런 레드 팀의 

샌드스톰(sandstorm)은 총 5대의 레이저 스캐너와 1대의 레이

더 (RADAR), 1대의 스테레오 카메라(stereo camera) 그리고 1

대의 GPS/INS 시스템을 통해 환경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이처럼 무인 차량을 위한 센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무인 

차량의 자율 주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다.  

무인 차량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센서로는 레이저 스

캐너를 들 수 있다. 2차원 레이저 스캐너의 경우, 센서 앞 쪽 

방향의 2차원 평면 상에 존재하는 물체들의 거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다. 3차원 레이저 스캐너의 경우, 센

서 앞에 위치하는 3차원 공간상의 물체들의 거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다. 3차원 센서를 사용할 경우 더 효

과적인 데이터를 획득이 가능하지만 단가가 높은 단점이 있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한다. 

Michael Montemerlo와 Sebastian Thrun은 2차원 레이저 스캐너

를 통해 도시 환경의 3차원 월드 모델을 생성하는 연구를 진

행하였다[2]. 로봇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실내/외 구조물들을 통합하는 방법이 사

용되었다. 또 다른 일반적 센서로 스테레오 카메라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매칭을 통해 상이 맵(disparity 

map)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스테레오 카메라를 일반적인 거

리 센서처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3]. 반면에 상이 공간

(disparity space) 상에서의 직접적인 처리 과정을 통해 직접 월

드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4].  

매 순간 획득된 센서 데이터에 기반해 하나의 통합된 3차

원 월드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각 센서 데이터 획득 시

점에서의 차량 위치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센서 기반 위치 추정 방법들이 사용된다. 위치 

추정을 위한 센서로 비전 센서를 사용하여 영상 기반 위치 

추정을 이용하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5-7]. 그러나 이러한 영

상 기반 위치 추정 알고리즘들은 짧은 시간 동안은 정확하지

만, 긴 시간 동안의 동작에서는 오차가 누적되는 문제가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 기반 위치 추정 알고

리즘과 GPS/IMU를 통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8,9]. 그 외

에 GPS/IMU 센서 시스템을 통해 위치를 추정하고 이를 바

탕으로 월드 모델을 생성하는 연구도 있다[10]. 

본 논문에서는 카이스트 로봇 연구실의 실험 차량 뉴제 

(NewXe)의 3차원 월드 모델링을 위한 센서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을 다루고 있다. 제안된 센서 시스템은 2대의 2차원 

레이저 스캐너와 2대의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 정보를 획

득하고,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와 IMU 

(Inertial Measurement System)를 통해 위치를 추정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센서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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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과 센서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진 실외 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3차원 월드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루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효과적인 센서 

데이터 획득을 위해 제안된 각 센서와 전체 센서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III 장에서는 제안된 센서 시스템을 구

동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IV 장에서는 센서 데이터

로부터 3차원 월드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과 실외 환경에 대

한 실험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V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추후 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II. 센서 시스템 구성 

무인 차량의 주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3차원 월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이때 효과적인 

센서 데이터 획득을 위해, 적합한 센서 선정 및 센서 시스템

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림 1은 카이스트 로봇 연구실의 실험 차량 뉴제(Newxe)

와 뉴제의 3차원 월드 모델링을 위해 제안된 센서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뉴제는 CT&T e-ZONE EV 전기 자동차를 바

탕으로 센서 시스템을 탑재하여 제작되었다. 3차원 월드 모

델링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조밀한 월드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2차원 레이저 스캐너인 SICK LMS200 2대를 차량의 측

면에 배치 하였다. 각각의 레이저 스캐너는 60Hz의 속도로 

지면에 수직한 2차원 평면 상에 존재하는 물체들의 거리 데

이터를 획득하게 된다. 현재는 31Hz의 속도와 0.5도 간격으

로 총 361개의 거리 데이터 획득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러

한 배치는 2차원 레이저 스캐너 기반 월드 모델링에서 조밀

한 데이터를 얻고자 할 때 사용된다[11,12]. 카메라 센서인 

FireFly MV의 배치는 추후에 적용될 스테레오 카메라 기반 3

차원 월드 모델링 및 레이저-카메라 융합 3차원 월드 모델링

에 적합하도록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위치를 달리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각 센서 데이터 획득 시점에서의 차량 위

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DGPS인 HUACE DGPS B20 system

과 IMU인 XSens사의 MTi를 센서 시스템에 장착하여 이를 

통해 차량의 위치와 방향을 알아낸다. DGPS는 경위도 좌표

계에서의 위치를 제공하고 이를 TM 좌표계에서의 위치로 

변환하여 차량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IMU는 차량 초기 

위치에 대한 상대적인 방향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차량 방향을 알아낼 수 있다.  

 

III. 센서 시스템 구동 및 데이터 처리 

앞서 제안된 센서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

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센서간 데이터 통신 및 그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각 센서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퓨

팅 시스템 간의 통신 및 그 데이터의 동기화, 후처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1. 데이터 통신 및 전원 연결 

센서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각 센서에 대한 전

원 공급문제를 들 수 있다. 그림 1(c)에서 볼 수 있는 24V 

DC 배터리는 2차원 레이저 스캐너와 컴퓨팅 시스템 (PC)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때 컴퓨팅 시스템에는 12V로 변환된 DC 

전원 2개가 인가된다. 또한 컴퓨팅 시스템에서는 IEEE1394 

전원으로 2대의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하고 RS-232 전원을 

통해 1대의 IMU에 전원을 공급한다. DGPS의 경우, 자체 배

터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전원 인가 없이 구동 할 수 

있다. 전원 연결에 대한 블록도는 그림 2(a)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a) 

 
(b) 

 
(c) 

그림 1. (a) 제안된 센서 시스템 구성도, (b) 실험 차량 뉴제 

및 센서 시스템, (c) 전원 및 컴퓨팅 시스템. 

Fig.  1. (a) Design of proposed sensor system, (b) Autonomous 

vehicle, NewXe, and sensor system, (c) Power and 

Compu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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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센서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는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 월

드 모델링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센서는 그림 2(b)와 같은 통신 연결 구조를 갖는다. 먼저 2차

원 레이저 스캐너의 경우에는 RS-422 통신을 사용하는데 컴

퓨팅 시스템과의 연결을 위해 USB to RS-422 컨버터를 사용

한다. 2대의 카메라는 IEEE1394를 이용해 영상을 전송한다. 

IMU와 DGPS는 RS-232통신을 사용하는데 컴퓨팅 시스템과

의 연결을 위해 USB to RS-422 컨버터를 사용한다. 

2. 센서 데이터 동기화 

각 센서들은 센서에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업데이트 주

기를 갖는다. 제안된 센서시스템을 통해 월드 모델을 생성하

기 위해서는 주기가 서로 다른 센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센서 데

이터 동기화라 한다. 센서 데이터 동기화를 위해, 각 센서는 

센서 데이터 획득 시 동일한 기준 시간을 갖는 타임스탬프

(timestamp)를 센서 데이터와 함께 기록한다. 동기화된 최종 

센서 데이터 세트(set)는 각 센서 데이터에 부여된 타임스탬

프를 기준으로 생성할 수 있다. 

센서간 데이터 동기화 과정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단

계는 DGPS 데이터와 IMU 데이터의 동기화를 통해 DGPS/ 

IMU 위치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이다. 상대적으로 업데이

트 속도가 빠른 IMU 데이터를 기준으로 업데이트 속도가 느

린 DGPS 데이터를 맞춰주는 과정을 통해 DGPS/IMU 위치 

데이터를 생성해야 한다. DGPS의 업데이트 속도는 다른 센

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조밀한 위치 데이터를 

얻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DGPS로부터 정확한 위치 

데이터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칼만 필

터(Kalman filter)를 통한 위치 추정 방법이다[13]. 칼만 필터를 

이용하면 업데이트 속도가 느리고 부정확하게 들어오는 

DGPS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위치 추정할 수 

 
(a) 

 
(b) 

그림 2. (a) 센서 시스템의 전원 연결, (b) 센서 시스템의 통신

연결. 

Fig.  2. (a) Power connection of sensor system, (b) Communication

connection of sensor system. 

 

 
(a) 

 
(b) 

그림 3. (a) DGPS/IMU 데이터 동기화, (b) DGPS/IMU 데이터

동기화 결과. 

Fig.  3. (a) DGPS/IMU data synchronization, (b) Results of 

DGPS/IMU data synchr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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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DGPS의 오류가 적은 환경의 경

우, DGPS 데이터를 선형 보간(linear interpolation)하여 얻은 결

과와 칼만 필터를 통해 추정한 결과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

다. 따라서 계산의 편의성과 실시간 처리 속도 확보를 위해 

선형 보간을 통한 동기화 방법을 사용한다. IMU 데이터의 타

임스탬프를 기준으로 DGPS 데이터를 선형 보간하는 방법을 

통해 동기화된 조밀한 DGPS/IMU 위치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림 3은 1Hz로 동작하는 DGPS 데이터와 50Hz로 동작하는 

IMU 데이터 사이의 동기화 결과를 보여준다.  

다음 단계로, 위 그림 4와 같이 동기화된 DGPS/IMU 위치 

데이터와 2차원 레이저 스캐너 데이터, 그리고 카메라 영상 

데이터를 각각의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동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된 동기화 방법에서는 2차원 레이저 스캐너의 

타임스탬프를 동기화의 기준 타임스탬프로 설정한다. 그 이

유는 3차원 복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2차원 레이

저 스캐너의 거리 데이터이므로 이 데이터에 대한 손실이 없

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2차원 레이저 스캐너의 타임 스탬

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가장 인접한 타임스탬프 값을 갖는 

카메라 영상 데이터를 이진 검색(binary search)을 통해 찾는다. 

다음으로 DGPS/IMU 위치 데이터 역시 부여된 타임스탬프들 

중 기준 타임스탬프와 가장 인접한 값을 갖는 데이터를 이진 

검색을 통해 찾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찾아진 센서 데이

터들은 하나의 동기화된 데이터 세트로 저장되고, 3차원 월

드 모델을 생성하는 데 이용된다.  

 

IV. 제안된 센서 시스템을 통한 3차원 월드 모델링 

제안된 센서 시스템과 센서 데이터 처리 방법을 검증 하기 

위해 실제 실외 환경을 대상으로 3차원 월드 모델을 생성해 

보았다. 센서 데이터를 획득을 위해서는 2대의 2차원 레이저 

스캐너와 2대의 측면 카메라, 그리고 DGPS/IMU가 사용되었

다. 월드 모델 생성을 위해서는 획득된 센서 데이터를 오프

라인(offline)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5. 카메라 좌표계와 레이저 스캐너 좌표계 사이의 변환. 

Fig.  5. Transformation between camera and laser scanner 

coordinates. 

 

1. 3차원 월드 모델을 생성 방법 

월드 모델을 생성할 때, 동기화된 센서 데이터들은 기준 

월드 좌표계(world coordinates)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차량의 초기 위치를 월드 좌표계로 설정하였다. 매 순간 

획득된 센서 데이터는 차량 중심으로 설정된 차량 좌표계

(vehicle coordinates)로 통합되고, DGPS/IMU 위치 데이터를 바

탕으로 구해진 회전 행렬 R, 평행 이동 벡터 T에 의해 월드 

좌표계로 변환된다.  

 

vehicle vehicle

vehicle sensor sensor sensor

world world

world vehicle vehicel vehicle

X R X T

X R X T

= +

= +

 (1) 

이를 위해, 가장 먼저 2차원 레이저 스캐너 좌표계에서의 

데이터를 카메라 좌표계로 통합해야 한다. 두 센서간의 센서 

좌표계 회전(rotation) 및 평행 이동(translation)은 그림 5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차량 왼쪽의 두 센서 사이에는, Y축을 기

준으로 -90도, Z축을 기준으로 90도 회전하고, X축 방향으로 -

253mm, Y축 방향으로 17.5 mm, Z축 방향으로 -4.155 mm 평행 

이동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차량 오른쪽 두 센서 사이에는, X

축을 기준으로 -90도, Z축을 기준으로 -90도 회전하고, X축 방

향으로 253mm, Y축 방향으로 17.5 mm, Z축 방향으로 -4.155 

mm 이동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다음으로 카메라 좌표계로 통합된 센서 데이터들을 그림 

6과 같이 차량 좌표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좌표계에서 표현

되는 센서 데이터로 나타내야 한다. 최종적으로 DGPS/IMU 

위치 정보를 통해 모든 센서 데이터를 월드 좌표계에 등록할 

수 있다. 차량 왼쪽 카메라와 차량 중심 축 사이에는, X축을 

기준으로 -90도 회전하는 관계가 성립하고, Y축 방향으로 

650 mm 이동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차량 오른쪽 카메

라와 차량 중심 축 사이에는, X축을 기준으로 90도, Z축을 기

준으로 180도 회전하는 관계가 성립하고, Y축 방향으로 -650 

mm 이동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앞서 설명한 방법을 통해서 색상 정보를 갖는 3차원 점군

(point cloud) 형태의 월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intrinsic parameter)와 카메라와 레 

 

그림 4. 센서간 데이터 동기화. 

Fig.  4. Data synchronization between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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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차량 좌표계와 카메라 좌표계 사이의 변환. 

Fig.  6. Transformation between vehicle and camera coordinates. 

 

 

 

그림 7.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Fig.  7. Camera calibration. 

, Φ ∆

 

그림 8. 카메라-레이저 캘리브레이션. 

Fig.  8. Camera-laser calibration. 

 

이저 거리 측정기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카메라 내부 매개변수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14]을 통해 추정해 낼 수 있다. 그림 7과 같이 패턴 평면

(pattern plane)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

한 위치에서 패턴 평면을 찍은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해 스테

레오 카메라의 내/외부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카메라와 2차원 레이저 스캐너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는 

카메라-레이저 캘리브레이션[15]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그

림 8과 같이 레이저 스캐너 좌표계에서 본 패턴 평면의 3차

원 점 Pf 와 카메라 좌표계에서 본 3차원 점 P는 다음의 관계

를 갖는다.  

 fP P= Φ + ∆  (2) 

여기서 Φ는 레이저 스캐너 좌표계에서 카메라 좌표계로의 

회전 행렬, ∆는 스캐너 레이저 좌표계에서 카메라 좌표계로

의 평행 이동 벡터를 나타낸다. Φ와 ∆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

선 그림 8에서의 벡터 N을 구해야 한다. 벡터 N은 패턴 평

면의 수직 벡터와 평행하며, 카메라 좌표계의 원점과 패턴 

평면과의 거리를 크기로 갖는다. 벡터 N은 카메라 캘리브레

이션 결과 중 하나인 외부 파라미터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 )3 3

T
N r r t= − ⋅  (3) 

여기서 r3은 회전 행렬 R의 3번째 열 벡터, t는 카메라 중심을 

나타내는 벡터를 나타낸다. 벡터 N은 카메라 좌표계에서 얻

은 패턴 평면의 점 P에 대해 다음의 관계를 만족시킨다. 

 ( )
21

fN P N P N
−

⋅ = ⋅Φ − ∆ =  (4) 

Φ와 ∆는 위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고, 패턴 평면의 위치

와 각도를 달리하면서 충분히 많은 Pf와 N을 획득함으로써,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위 과정을 통해 얻어진 카메라와 2차원 레이저 스캐너 사

이의 기하학적 관계를 통해 2차원 레이저 스캐너 데이터와 

카메라 영상 데이터를 하나의 좌표계에서 표현 할 수 있다. 

이때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를 통해 레이저 데이터를 영상 좌

표계로 사영(projection) 시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레이

저 데이터에 해당하는 색상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따라서 

색상 정보를 갖는 3차원 점군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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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설정. 

Table 1. Experimental setting. 

 설정 

뉴제 - 평균 30km/h로 주행 

2차원 
레이저 스캐너 

- 업데이트: 31Hz   - 최대 측정 거리: 30m
- 데이터 수: 361개 (0.5도 간격, 180도)

카메라 - 업데이트: 30frame/s   - 영상 크기: 640x480

DGPS - 업데이트: 1Hz 

IMU - 업데이트: 50hz 

 

 

그림 9. 실험 환경: 카이스트 캠퍼스. 

Fig.  9. Experimental environments: KAIST campus. 

 

 

 

 

 

그림 10. 실험 결과: 3차원 월드 모델. 

Fig.  10. Experimental results: 3D world model. 

2. 실외 환경에 대한 실험 및 결과 

제안된 월드 모델링 방법과 센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실외 환경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카이스트 로봇 

연구실의 실험 차량 뉴제에 제안된 센서 시스템을 장착한 후 

카이스트 캠퍼스 (그림 9)를 주행하며, 센서 데이터를 획득하

고 이를 오프라인에서 처리하여 3차원 월드 모델을 생성했

다. 실험을 위한 설정은 표 1과 같다. 

실험을 통해 생성된 3차원 월드 모델은 그림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성된 월드 모델을 실제 실험 환경과 비교

해보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정확하고 조밀한 지형 정보를 복

원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영상 정보와의 융합을 통

해 지형 정보를 좀 더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차원 레이저 스캐너의 측정 범위가 30m 

이내이기 때문에 주행 구간에서 멀리 떨어진 환경에 대해서

는 지형 정보를 복원하지 못 했다.  

 

V. 결론 및 추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무인 차량의 주변 환경 인식을 위한 센서 

시스템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3차원 월드 모델을 생성하

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그림 11). 제안된 센서 시스템은 

2대의 2차원 레이저 스캐너와 2대의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

경 정보를 획득하고, DGPS와 IMU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추

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제안된 센서 시스템은 3차원 월드 모

델을 생성하는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실험을 위해서는 카

이스트 로봇 연구실의 실험 차량 뉴제를 기본 플랫폼으로 사

용하였고, 넓은 실외 환경을 주행하며 센서 데이터를 획득하

고 이를 오프라인에서 처리하여 3차원 월드 모델을 생성하

 

 

그림 11. 전체 알고리즘. 

Fig.  11. Overal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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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무인 차량의 성능은 주변 환경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갖는 월드 모델을 생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월드 모델링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 스테레오 카

메라를 통해 비전 센서 기반 3차원 월드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레이저 센서 기반 3차원 월드 모델과 융합하여, 두 센

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융합 월드 모델

을 생성할 것이다. 또한 센서 시스템의 성능 보완을 위해 2

대의 측면 2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측정 범위가 넓은 센서로 

교체하여 현재 시스템에서는 얻지 못하는 원거리 정보를 얻

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전방에 2차원 레이저 스캐너 2대를 

추가하여 센서 시스템의 측정 범위 및 성능을 향상 시킬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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