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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the importance of LIDAR sensors becomes
larger. For sensor selection or algorithm development, it is difficult to test expensive LIDAR sensors
mounted on a vehicle under various driving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simulator that is
generally applicable for various vehicle LIDAR sensors based on the generalized geometric modeling of
the common processes associated with vehicle LIDAR sensors. By configuring this simulator with the
specific sensors being widely used, we performed the data simulation and quality analysis. Also, we
applied the simulation data to obstacle detection and evaluated the applicability of the selected sensor.
The developed simulator enables various experiments and algorithm development in parallel with hardware
implementation prior to the deployment and operation of a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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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에 있어서 라이다 센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센서 선정이나 알고리즘 개

발을 위해 고가의 라이다 센서를 차량에 탑재하여 다양한 주행 환경에 대해 시험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에 본 연구는 다양한 차량용 라이다 센서에 대한 일반화된 기하모델링을 통해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차

량용 라이다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는 특정 센서에 대

하여 데이터 시뮬레이션과 품질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생성된 데이터를 장애물 탐지에 적용함으로써 선

정된 센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처럼 개발된 시뮬레이터는 센서의 도입 및 운용에 앞서서 다양한

실험을 가능하게 하고, 하드웨어 구축과 병행하여 알고리즘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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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는 상황

을 운전자에게 경고하기도 하며, 교통 혼잡 상황에서 운

전자의 조작 없이 선행차량을 추종하는 등 운전자의 편

의와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와 같

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의 최종 진화형은 사람의 조작

없이 목적지까지 스스로 판단하며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자율 주행 자동

차 개발에 있어서 주행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지는 차

량의 탑승자나 도로 주면의 행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매

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인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량

에 다양한 센서들이 장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카메라,

라이다, 레이다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라이다는 레이저 펄스를 주사하고 대상 객체에 반사

되어 돌아오는 펄스를 탐지하여 센서로부터 객체까지

의 방향과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GPS/INS와 같은

항법 시스템과 결합되어 대상 객체에 대한 3차원 절대

좌표를 실시간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에 자율 주행 자동차의 개발에 있어서도 주행 환경에 대

한 입체적이고 즉각적인 인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

용되고 있다. 취득된 라이다 데이터로부터 장애물을 파

악하여 주행 가능한 경로를 도출하거나, 차량 주변의 객

체를 분류하여 객체의 운동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등의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Kim, 2012). 국내의 국민대

학교 무인차량로봇연구센터에서는 SICK사의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무인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하였고(Ahn,

2012),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장애물과 연석, 차

선 등을 탐지하여 자율 주행이 가능한 무인자동차

‘KUVE’를 개발하였다(Chun et al, 2010). 또한 한양대학

교 자동차전자제어연구소에서는 GPS, IMU, AHRS, 라

이다 센서 등의 데이터와 카메라 데이터를 융합하여 차

량의 Behavior and Path Planning 알고리즘을 구축하여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하게끔 한 무인자동차 ‘A1’을 개발

하였다(Kim, et al, 2013). 해외에서는 IT업계의 공룡이라

고 불리우는Google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가장 이

상적인 무인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알려진 Google의

무인자동차 시스템은 2014년에 700,000 마일(약 1.1 만

km)의 주행 기록을 갱신한바 있다. Google car는 라이다

센서(Velodyne HDL-64E), 영상 센서, GPS 등을 통해 차

량의 위치과 주변 객체 인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차

량의 경로 설정으로 무인 자율 주행이 구현된다. 이외

에도 Audi의 Piloted driving 이나 미 육군 전차자율주행

연구개발센터(TARDEC)의AMAS는라이다센서, Stereo

Camera, GPS, IMU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도로 상황 및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주행 여부를 결정하는

차량의 완전 자율제어를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시스

템이다(Bernard, 2011). 세계 무인 자동차 개발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DARPA Challenge에 참가한 무인 자동차

들에 보편적으로 라이다 센서가 장착되고 있는 것으로

도 확인할 수 있다(Miller, 2005; Thrun, 2006).

라이다는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되

고 있으며 사용하는 검출기의 크기와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검출기의 차원에 따라 단일 검출

기와 선형 또는 면적 검출기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

로 검출기의 특성에 따라 입사되는 광자의 개수에 비례

하여 수신된 레이저의 반사강도를 출력하는 선형 모드

(Linear mode)와 하나의 광자가 수신되더라도 포화

(saturation)되는 극민감도의 성능을 지닌 가이거 모드

(Geiger mode)로 나눌 수 있다(Thrun, 2006).

다양한 유형의 라이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활용 목

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에 적합한 센서의 선정이 중

요하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원에 의존하여 센서를 도

입하는 것보다는 실제 시험 운용을 통하여 취득된 데이

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움직이는 차량에 탑재되어 움직이는 객체가 포함

된 주변 상황을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자율 주행 자동차에 적합한 라이다의 선정 문제는 더욱

실제 운용 테스트가 요구된다. 그러나 라이다는 다른 비

전 센서와 비교하여 상당히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다수의 센서를 시험 적용하고 최적의 센서를 선

정하기에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

제 센서 없이 특정 활용 목적을 위한 센서의 성능 평가

를 위하여 센서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Kim, 2008). 시스템 변수의 변화에 따른 출

력물을 분석하는 연구(Blanquer, 2007)는 물론, 활용 목

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시스템 변수를 추정하는 연구

(Lovell et al., 2005; Hutchinson et al., 2003)도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레퍼런스 데이터 구축

연구(Alexandre and Marino, 2005) 등이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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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 센서 시뮬레이션은 실제 라이다의 개발 및 적

용에 앞서 해당 센서를 활용하였을 때 시스템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활용 시스템에 최적화된 센서

디자인을 도출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센

서 및 시스템 변수를 적용함으로써 시스템 운용 환경에

대한 모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 구

축과 병행하여 활용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시스템의 성

능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에 적용 가능한 라이다에 대한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형 라이다 센서의 모델

링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특정 센서의 시뮬레이션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자율 주행 자동차에 적

용하기 적합한 라이다의 제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인지 문제 중 하

나인 장애물 탐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된 데

이터가 적합한지 활용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확인한다.

2. 차량용 라이다 센서의 모델링

본 장에서는 차량용 라이다 시스템에 범용으로 적용

가능한 센서 방정식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하학적 모델

링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범용 센서 방정식에 특정 센

서를 적용하는 일례로써, Velodyne 사의HDL-64와 Ibeo

사의 LUX 8L를 선정하여 이에 적용해 본다.

1) 센서 방정식 수립

라이다는 송출된 레이저 펄스의 Time of Flight (TOF)

를 이용하여 센서로부터 레이저 펄스가 반사된 지점의

거리를 산출한다. 센서의 위치/방향과 레이저 펄스의

송출/검출 방향을 조합하여 최종적으로 반사 지점의 3

차원 위치 좌표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동작을 모

사하기 위해서는 센서 내부에 위치하는 렌즈의 중심, 검

출기의 개별 픽셀과 지상의 객체를 잇는 광선을 정의해

야 한다. 정의된 광선은 차량용 라이다 시스템을 구성

하는 개별 센서인 레이저 스캐너, IMU,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상 절대 좌표계 기준으로 표현될 수 있다.

지상 절대 좌표계 기준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광선은

검출기 좌표계에서 레이저 스캐너 센서 좌표계로 변환,

센서 좌표계에서 차량 좌표계로의 변환, 차량 좌표계에

서NED 좌표계로의 변환, NED 좌표계에서 지상 절대

좌표계로의 변환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절대 좌표계에서 정의되는 차량 라이

다 시스템의 센서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Kim, 2008).

라이다 센서에서 검출기는 레이저 펄스가 송출된 방

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향하며 초점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여 반사된 레이저 펄스를 탐지하게 된다.

센서의 특성별로 상이하지만 단일 검출기의 경우 한 번

의 송출당 1개의 기록이, 배열형 검출기의 경우 한 번의

송출에 대하여 (n × m) 크기의 검출기에 (n ×m) 개수의

레이저 펄스가 기록되며, 여러 쌍의 송출기와 검출기로

이루어진 센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한 번의 송출

로 취득된 데이터는 검출기 좌표계를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검출기 좌표계의 원점은 반사되어 돌아

오는 레이저 펄스가 검출기가 위치하는 초점면(focal

plane)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렌즈의 중심이 되고, 검출

기의 행(row) 방향이 x축, 열(column) 방향이 y축, 광학축

이 z축이 된다. 검출기 좌표계를 기준으로 (n, m)번째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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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로 투영된 지상의 3차원 좌표는 식 (1)과 같이 레이저

펄스의 반사거리 r과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u(n, m)번째 픽

셀로의 방향벡터 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Fig. 1). 이와

같은 수식은 단일, 선형, 면적 등 다양한 차원의 검출기

를 가지는 라이다 센서 모델링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P0 = u(n, m)·r                                 (1)

다음으로 렌즈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광학축을 z

축, z축을 포함하는 스캔면을 x-z면으로 정의하는 라이

다 센서 좌표계를 기준으로 지상의 3차원 좌표는 식 (2)

와 같이 PS로 표현될 수 있다. 라이다 센서는 내부의 스

캐닝 미러 또는 센서 자체가 회전하면서 스캐닝을 수행

하게 되는데, 식 (2)에서 RL
0은 회전을 시작하기 전의 y축

을 기준으로 레이저 펄스가 송출되는 방향에 대한 각,

즉 스캔 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검출기 좌표계에서 라이

다 센서 좌표계로의 회전 변환 행렬이다. 스캐닝을 수

행하지 않는 flash 라이다 센서의 경우 라이다 센서 좌표

계와 검출기 좌표계가 일치한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

이 RL
0가 결정되고 난 후에 송출된 레이저 펄스의 반사

신호가 PS로 결정된다.

                  PS = RL
0·P0 = RL

0·u(n, m)·r                    (2)

차량 좌표계는 바디 좌표계, IMU 좌표계라고 표현하

기도 하며, 좌표계의 원점은 IMU 센서의 중심으로 하

고 각 축의 방향은 Fig. 3과 같이 차량에 탑재된 IMU 상

에 표현된 것을 따른다. 주로 차량의 전방, 즉 진행 방향

과 IMU 좌표계의 x축이 일치하도록 IMU를 차량에 탑

재한다.

차량에 탑재된 라이다와 IMU 센서의 상대적인 위치

자세 관계를 이용하여 PS는 차량 좌표계 기준으로 식 (3)

와 같이 변환한다.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과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라이다와 IMU 센서 좌표계 간의 이격 거리

(lever-arms) CB
L와 라이다 센서 좌표계에서 차량 좌표계

로의 회전 변환 행렬(bore-sights) RB
L을 이용하여 차량 좌

표계 기준의 지상점의 3차원 좌표가 산출된다(Fig. 4).

                  PB = RB
L·RL

0·u(n, m)·r + CB
L                   (3)

IMU는 센서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North, East,

Down (NED) 좌표계 기준으로 IMU 즉, 차량의 자세를

명시하는 3개의 회전각(roll, pitch, yaw)을 측정한다.

NED 좌표계는 센서의 위치에 따라 원점이 움직이는

좌표계이며 x, y, z축의 방향은 현재 센서의 위치에서 각

각 북쪽, 동쪽, 중력 방향과 같다. IMU 센서에서 측정된

회전각을 조합하여 차량 좌표계에서 NED 좌표계로의

회전 변환 행렬 RN
B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 (4)과

같이 지상점의 3차원 좌표를 NED 좌표계를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다.

               PI = RN
B (RB

L RL
0 PBu(n, m)·r + CB

L)                 (4)

마지막으로GPS 수신 데이터를 이용하여NED 좌표

계를 기준으로 표현된 지상점의 3차원 좌표를 지상 절

대 좌표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지도나

영상으로부터 생성된 공간정보는 주로 TM 좌표계를

기준으로 표현된다. 그러나GPS 수신기는WGS84를 기

준으로 수신기의 위치를 제공하기 때문에WGS84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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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ordinates of the target point expressed in the
LIDAR sensor coordinate system.

Fig. 3. IMU sensor coordinate system.



TM 좌표계의 원점의 위치를 이용하여 TM 좌표계로 변

환해야 한다. 또한, TM 좌표계의 각 축의 방향은 고정된

East, North, Up (ENU)이므로 센서의 위치가 바뀔 때마

다 절대적인 방향이 달라지는 NED의 각 축의 방향 간

의 상대적인 관계를 풀어NED 좌표계에서 TM 좌표계

로의 회전 변환 행렬 RG
N을 산출해야 한다. 산출된 TM

좌표계 기준의 GPS 수신기 위치 또는 IMU의 위치 CG
N

와 RG
N을 이용하여 식 (5)와 같이 최종적으로 TM 좌표계

기준의 지상점의 3차원 좌표를 계산할 수 있는 센서 방

정식을 수립하였다(Fig. 5).

        PG = RN
B (RB

L RL
0 PB·u(n, m)·r + CB

L) + CG
N          (5)

2) 특정 센서에 대한 적용

앞서 도출된 차량용 라이다 센서 방정식은 다양한 타

입의 라이다 센서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식이다. 차량

에 동일한 위치에 라이다 센서가 장착된다고 하면, 센

서의 종류에 따라 식 (1)과 식 (2) 부분만 달라질 것이다.

본 절에서는 자율 주행 자동차를 위해 보편적으로 많이

탑재되는 라이다 센서로써, Velodyne의HDL-64와 Ibeo

사의 LUX 8L를 선정하여 이들의 센서 데이터를 시뮬레

이션하기 위하여 센서 방정식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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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among each sensor and the target point.

Fig. 4.  Relationship between the LIDAR and IMU sensor coordinate systems.

Table 1. Specifications of Velodyne HDL-64 and Ibeo Lux 8L
Velodyne HDL-64E Ibeo Lux 8L

Model

Scan rate 10 Hz 50 Hz
Layer 64 8

Horizontal FOV 360° 110°
Horizontal
resolution ~0.33° 0.125°

Vertical FOV -24.8° ~ 2° -3.2° ~ 3.2°
Vertical resolution ~0.41° 0.8°



여주고자 한다. Table 1은HDL-32와 LUX 8L의 주요 제

원이다.

Velodyne HDL-64은 스캐닝 미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64개의 선형 검출기를 10Hz 속도로 360도 회전

하면서 데이터를 취득한다 (Glennie, 2010; Atanacio-

Jiménez, et al, 2011). 한 번의 회전으로 약 130,000개의 점

데이터를 취득하며, 센서로부터 3 m에서 최대 100 m까

지 객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64개의 픽셀로 구성된 선

형 검출기를 갖는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검출기 좌표계

에서의 지상점 좌표에 대한 식 (1)의 u(n, m)은 식 (6)과 같

이 적용될 수 있다. 64개의 선형 검출기를 가지므로 검

출기의 크기는 (64 × 1)로 표현될 수 있다. 렌즈의 중심

으로부터 검출기의 n번째 픽셀로의 방향 벡터인 u(n, 1)는

-z축 방향의 단위벡터를 x축을 중심으로 HDL-64의 수

직 FOV(Field of View)인 +2° ~ -24.8° 범위 내에서 회전

시켜 결정할 수 있다. 식 (6)에서의 θn는 x-z평면을 기준

으로 +2°로부터 수직 해상도인 0.41°씩 감소된 각을 갖

는다. 여기서 0.41°는 수직 FOV인 26.8°를 64분할한 것

과 동일하다. Fig. 6 에서는 각각의 레이저 센서가 수직

FOV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P0 = u(n, 1)·r = ([ ][ ])·r

다음으로 라이다 센서 좌표계에서의 지상점 좌표를

나타내는 식 (2)의 은HDL-64가 y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0.1초마다 360° 회전하면서 스캐닝을 수행하

기 때문에 식 (7)과 같이 적용된다. 식 (7)에서 는 y-z평면

을 기준으로 시간에 따라 0°로부터 수평 해상도인 0.33°

씩 증가된 각을 갖는다. 여기서 0.33°는 수평 FOV인 360°

를 1090분할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0.1초에 1090번 레이

저 펄스를 송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S = [ ] ([ ][ ])·r

Ibeo의 LUX 8L은 HDL-64와 동일한 선형 검출기 사

용하지만, 그 사이즈가 (8 × 1)로 작다. 최대 측정 거리는

80m이고, 데이터 취득 주기는 50Hz이다. 수직 FOV는

6.4°, 수평 FOV는 110°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차량

에 장착할 때 일반적으로 2대 이상을 탑재하여 스캐닝

범위를 확장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고

려하여 차량 전방의 좌·우에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도

록 2대를 탑재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 경우, 좌·우의

센서에 의한 중복 영역에 대해서는 밀도 높은 데이터 취

득이 가능해 진다.

검출기 좌표계를 기준으로 지상점 좌표를 산출하기

위한 식은 선형 검출기를 갖는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HDL-64와 동일하게 식 (6)과 같이 적용된다. 이때 는 -z

축 방향의 단위벡터를 x축을 중심으로 LUX 8L의 수직

FOV인+3.2°~ -3.2° 범위 내에서 회전시켜 결정할 수 있

다. 는 x-z평면을 기준으로+3.2°로부터 0.8°씩 감소된 각

을 갖으며, 이는 HDL-64의 수직 해상도 0.41°와 비교하

였을 때 약 2배 큰 값이다.

라이다 센서 좌표계를 기준으로 지상점 좌표를 산출

하기 위해서 HDL-64와 동일하게 식 (7)을 적용할 수 있

다. 다만, 스캐닝 미러를 활용하여 센서 좌표계의 y축을

중심으로 +55° ~ -55° 범위 내에서 회전하며 스캐닝하

기 때문에, ρt 는 y-z평면을 기준으로 55°로부터 수평 해

상도인 0.125°씩 감소된 각을 갖는다.

LUX 8L 시뮬레이션을 위해 HDL-64와 다르게 특별

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2대의 센서를 탑재하기 때문

에 지상점 좌표를 센서 좌표계에서 차량 좌표계로 변환

하기 위한 식 (3)이 IMU와 각각의 센서 간의 상대적인

위치/자세 관계를 반영하여 두 가지 식이 수립된다는

것이다.

3. 센서 데이터 시뮬레이션 및 분석

기하학적 모델링을 통해 수립된 센서 방정식을 활용

하여 특정하는 센서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0
0_ 1

1 0 0
0 cosθn

_ sinθn

0 sinθn cosθn

1 0 0
0 cosθn

_ sinθn

0 sinθn cosθn

0
0_ 1

cosρt 0 _ sinρt

0 1 0_ sinρt 0 cos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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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aser sensors in a Velodyne LIDAR.

(6)

(7)



과정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차량에 탑재하여 일반적인

도로환경에서 주행 시에 생성될 Velodyne의 HDL-64와

Ibeo의 LUX 8L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3차원 점군 데이터 시뮬레이션 과정 및 입·출력

데이터

시뮬레이션의 주요 과정 및 입·출력은 Fig. 7과 같

이 먼저 데이터를 획득하고자 하는 지역의 3차원 도시

모델을 입력하고 차량의 이동 모형을 설정한다. 기하 모

델링을 통해 결정된 레이저 광선을 정의하고, 광선추적

기법을 사용해 광선과 3차원 입력 모델의 교차점을 탐

색한다. 최종적으로 탐색된 점들의 집합이 3차원 점군

데이터로 출력된다.

시뮬레이션의 입력 데이터로는 대상 공간에 대한 3

차원 모델과 모델 상에서 라이다 센서가 탑재된 플랫폼

의 위치/자세를 포함하는 이동 경로, 라이다 시스템 및

센서 캘리브레이션 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

하는 대상 공간에 대한 3차원 모델은 Fig. 8과 같은 경계

표현(boundary representation, B-rep)방식의 3차원 다면

체 모델이다.

입력 모델은 차량이 주행 가능한 도로 모델을 포함하

도록 하여, 시뮬레이션을 위한 차량 주행 경로를 설정

할 수 있도록 한다. Fig. 9는 본 연구에서 입력으로 사용

하는 3차원 다면체 모델의 일부를 나타낸다. 도로를 중

심으로 양쪽으로 건물, 교통 표지판과 같은 도로 시설

물, 보도, 연석이 존재하며, 도로 상에는 센서가 탑재된

차량 이외에도 동일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동적 객체로 포함하고 있다.

차량은 직선 경로를 따라 주어진 속도로 이동하는 것

으로 설정하였고, HDL-64는 IMU와 같은 수직 선 상에

전방을 바라보도록 차량 지붕에 탑재된 것으로 가정하

였다. LUX 8L의 경우 2대가 IMU와 같은 수직 선 상에

서 전방 180°를 커버하도록 차량 지붕에 탑재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센서 내부 특성 변수는HDL-64와 LUX 8L

의 제원에 따라 설정하였다.

상기 입력을 활용하여, (1) 라이다 센서 외부표정요소

결정, (2) 레이저 펄스의 광선 정의, (3) 대상 영역에 대한

3차원 점 데이터를 생성한다. 우선, (1) 라이다 센서의 외

부표정요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절대 좌표계 상에서의

차량 이동 경로와 속도로부터 라이다 센서 데이터 취득

주기에 따른 차량의 위치/자세 계산한다. 계산된 차량

의 위치/자세와 차량에 탑재된 라이다 센서의 위치와

방향을 고려하여 절대 좌표계 상의 라이다 센서의 외부

표정요소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2) 레이저 펄스의 광선

을 정의하기 위하여 라이다 센서의 내부 특성 변수와 구

동 메커니즘에 따라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검출기의 개

별 픽셀로의 방향 벡터, 즉 레이저 펄스의 송신 방향을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3) 대상 영역에 대한 3차원 점 데

이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ray tracing에 의하여 앞서 정의

된 레이저 펄스의 광선과 입력 모델의 교차하는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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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3D polyhedral models expressed in B-rep.

Fig. 7. Main simulation processes.

Fig. 9. Virtual city models used as the simulation input.



계산한다. 계산된 거리와 레이저 펄스의 송출 위치 및

방향을 센서 방정식에 대입하여 3차원 점 데이터를 산

출하게 된다.

그 결과 생성된 입력 모델에 대한 Velodyne HDL-64

와 Ibeo LUX 8L의 데이터는 각각 Fig. 10, 11와 같다. Fig.

10는Velodyne HDL-64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수직 높

이에 따라 색을 달리하여 가시화한 것으로 이동 경로

100 m에 대하여 60 km/h의 속도로 이동하였을 때, 약

683만개의 점이 생성되었다. 생성된 데이터의 밀도가

높으며, 차량이 선형 이동을 하면서 센서는 360°도 회전

하면서 취득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선형의 패턴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11은 Ibeo LUX 8L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수직

높이에 따라 색을 달리하여 가시화한 것으로 동일한 이

동 거리에 대하여 약 30만개의 점이 생성되었다. HDL-

64 데이터와 비교하여 점밀도가 상당히 낮아졌으며,

110°의 FOV에 대해 스캔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패턴이

부채꼴로 나타난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20° ~ -20°

영역이 중복되며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도록 두 개의

센서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도로 중심 영역의 데이터 밀

도가 바깥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데이터 품질 분석

입력 모델에 대하여 100 m의 도로를 주행하였을 때

취득되는Velodyne HDL-64와 Ibeo LUX 8L의 시뮬레이

션 데이터의 품질을 분석하여 도로 상의 객체를 식별하

기에 적합한 지 판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Fig. 12과 같

이 다양한 크기의 타겟을 도로 상에 위치시키고 타겟으

로부터 검출되는 점의 개수를 확인하였다. 타겟의 크기

는 각각 (1) 성인 남성의 평균 어깨 너비와 키 (0.6 m ×
1.7 m), (2) 일반 승용차의 정면 크기 (2 m × 1.5 m), (3) 임
의의 도로 장애물 크기 (1 m × 1 m)를 고려하여 설정하

였다.

주행 시작 위치로부터 타겟까지 거리에 따라 한 번의

스캔으로 인한 타겟으로부터 검출된 점의 개수를

HDL-64와 LUX 8L의 경우로 나눠서 Table 2와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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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imulation data for LUX 8L.

Fig. 10. Simulation data for HDL-64. Fig. 12. Size of targets (man, vehicle, arbitrary object).

Table 3. Number of detected points from each target in case
of LUX 8L simulation
target

range (1) (2) (3)

80 m 2 10 4
60 m 4 13 6
40 m 8 36 8
20 m 24 81 24
0 m 56 147 44

Table 2. Number of detected points from each target in case
of HDL-64 simulation
target

range (1) (2) (3)

80 m 2 4 2
60 m 4 12 6
40 m 10 32 12
20 m 61 170 65
0 m 2040 5933 1035



에서 정리하고 있다. HDL-64 데이터의 경우 센서와 타

겟 간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타겟으로부터 검출되는

점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타겟의 형상을 인지하기 위하여 최소 20 개 이상

의 점이 검출되어야 하는데 센서로부터 40 ~ 50 m 떨어

진 거리에 있는 타겟에 대해서 이와 같은 요구조건이 충

족될 수 있었다. 반면, LUX 8L 데이터의 경우에는 동일

한 점밀도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센서와 타겟 간의 거리

가 약 20 ~ 30 m까지 가까워져야만 한다.

차량의 이동 속도를 30 km/h, 60 km/h, 90 km/h로 달

리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일반 승용차의 정면 크기를 고

려한 2 m × 1.5 m 크기의 타겟으로부터 검출된 점의 개

수를 Table 4와 Table 5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동일한 주행

시간 동안 검출된 점의 개수는 차량의 이동 속도가 빨

라질수록 많아진다. 속도가 빠를수록 객체와의 거리가

빠르게 가까워지므로, 타겟으로부터 검출된 데이터의

점밀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HDL-64와 LUX 8L 각각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90

km/h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서 4초 이상의 데이터를 취

득할 경우에 대해서만 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60 km/h 이하의 일반 주행에서는 객체 인식에 있어서

두 센서의 성능이 유사하지만, 90 km/h 이상의 고속 주

행 중 미확인 객체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대하여 HDL-

64가 효과적인 대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캔을 반복하는 횟수, 즉 HDL-64의 경

우 수평적으로 360° 회전, LUX 8L의 경우 센서 좌표계

의 y축을 중심으로+ 55°(좌)에서 -55°(우)로 스캔하는 것

을 기준으로 하여, 1번, 5번, 10번 스캔에 대한 데이터를

누적시켜 타켓으로부터 검출된 점의 개수를 확인하였

다. 타겟과의 거리에 따라 검출된 점의 개수를 Table 6과

Table 7에 정리하였다. 스캔 누적 횟수가 많을수록 타겟

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타겟으로부터 많은 점이 검출

되었다. 정밀한 객체 인식을 위해 타겟으로부터 많은 점

이 검출될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획득

된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통하여 객체 인식을 수행해

야 한다는 검을 고려하면 적절한 데이터 누적 횟수나 처

리 주기 산정이 요구된다. 또한 차량의 전방에 타겟을

위치시켰기 때문에 HDL-64와 LUX 8L의 수평 FOV가

크게 차이 나더라도 타겟으로부터 검출된 점의 개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주행영역검출을위한시뮬레이터의적용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뮬레이터를 자율 주행 차량

의 핵심 분야 중의 하나인 장애물 탐지에 적용하여 앞

서 소개된 라이다 센서가 장애물 탐지에 적합한 지 평

가해보고자 한다. 가장 기본적인 장애물 탐지는 도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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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mber of detected points according to the vehicle
speed in case of LUX 8L simulation
speed

duration 30km/h 60km/h 90km/h

0.5 s 9 9 9
1 s 9 10 11
2 s 10 13 34
3 s 11 34 128
4 s 12 80 232

Table 4. Number of detected points according to the vehicle
speed in case of HDL-64 simulation
speed

duration 30km/h 60km/h 90km/h

0.5 s 6 6 6
1 s 6 6 8
2 s 6 16 30
3 s 8 30 164
4 s 16 80 6716

Table 6. Number of detected points according to the data
accumulation frequency in case of HDL-64 simulation
no. of frames

range 1 5 10

80 m 4 20 63
60 m 11 55 142
40 m 32 214 345
20 m 143 860 1265
0 m 5106 13589 11616

Table 7. Number of detected points according to the data
accumulation frequency in case of LUX 8L simulation
no. of frames

range 1 5 10

80 m 8 40 80
60 m 24 52 252
40 m 54 190 514
20 m 144 554 1230
0 m 204 898 1018



역 내에서 지면과 비지면 영역을 구분하여 주행 가능 영

역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특정 영역을 격자

화한 후, 각 셀이 객체에 의하여 점유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점유 격자 지도(occupancy grid map) 생

성하는 알고리즘(Glaser, 2014)을 구현하여 시뮬레이터

에 의하여 생성된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알고리즘 구현

측면에서 주행 가능한 도로 영역은 장애물이 없는 연속

적인 영역이므로 경사가 0에 가까워야 한다고 가정한

다. 반대로 장애물이 존재한다면 경사(gradient)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주행 불가 영역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행 가능 영역을 도출하기 위

한 구체적인 방법은 Fig. 13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x-y 평면과 평행하도록 해당 영

역을 격자화하고 각 셀의 수평범위에 존재하는 라이다

데이터의 z값을 할당한다. 한 셀에 다수의 라이다 점 데

이터가 할당될 경우에는 가장 큰 z값을 대표값으로 할

당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속되는 셀 간의 할당된 z

값을 기준으로 x, y방향으로 각각 경사를 계산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계산된 모든 경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어 장애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도로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각 방향의 경사 범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Fig. 14에서 보이는 것처럼 장애물이 없는 영역의

경사가 대체로 0°에 가까웠다면 임계값을 0°에 가까운

0.5°으로 설정하여 경사의 절대값이 0.5°보다 작을 경우

는 장애물이 없는 지면 영역으로, 0.5°보다 클 경우 장애

물이 있을 비지면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마지막으로 설정된 임계값을 기준으로 격자의 모

든 셀을 지면과 비지면으로 분류하여 점유 격자 지도를

생성하게 된다.

Velodyne HDL-64E를 탑재한 차량이 서울시 영등포

구 일대를 주행하며 취득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하였

다. 대상 지역의 3차원 입력 모델은 Fig. 15에서 일부 확

인할 수 있으며, 빨간색 선은 차량의 이동 경로이고, 중

간의 점은 데이터 취득 시점을 나타낸다.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 중 특정 프레임 데이터는 Fig.

16과 같으며, 해당 프레임의 점 개수는 약 11만개로 경

사가 0°에 가까운 도로면으로부터 취득된 점과 건물 옆

면에서 취득된 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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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bstacle detection technique based on an occupancy
grid map.

Fig. 15. 3D city model and driving path used as the simulation
input (Yeongdeungpo-gu).

Fig. 14. Cross section of simulation data.



도로 내에는 차량, 각종 시설물, 보행자 등 다양한 객

체가 존재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에 따라 좁은 영역

에서도 빠른 변화가 발생한다. 자율 주행 차량 측면에

서 급작스럽게 이동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인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과 사람

의 폭을 고려하여 크기가 10 cm인 격자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격자의 모든 셀에 상응하는 시뮬레이션 데이터

의 z값을 할당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접 셀 간의 x, y 방

향으로의 경사를 계산하였다.

히스토그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0°에 가까운 경사

를 나타내었고, 그 수는 총 21,370개의 셀 중 약 19,000 개

에 이른다. 육안으로 지면점과 비지면점에서의 경사값

을 확인하여 비지면점 분류를 위한 임계값으로 1°를 설

정하여 경사가 ±1° 이상의 셀들은 비지면 영역으로 분

류하였다. 여기서 ±1°라는 임계값은 10 cm의 수평거리

에서 17 mm 이내의 높이 변화만을 지면 영역으로 분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이내의 경사를 갖는 셀들은

지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점유되지 않은 셀 (non-

occupied cells)로 인덱싱하고 나머지 셀들은 점유된 셀

(occupied cells)로 인덱싱하여 최종적으로 점유 격자 지

도를 생성하였다. Fig. 16에서 보여진 시뮬레이션 데이

터를 입력으로 점유 격자 지도를 생성한 결과는 Fig. 17

과 같다. 총 21,370 개의 셀에서 파란색으로 표현된 지면

셀은 총 18,900개, 빨간색으로 표현된 장애물셀은 총

2,142개였으며, 그 밖의 셀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셀이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장애물 탐지 실험이기

때문에 정확히 참값을 알고 있고, 장애물 탐지 결과의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를 시뮬

레이션 할 때, 이미 지면점인지 비지면점인지 알 수 있

기에 이를 이용하여 기준 점유 격자 지도를 생성하였다

(Fig. 18). 그 결과 기준 데이터에 대하여 총 21,370개 셀

중 비지면으로 인덱싱된 셀이 20,133개, 지면으로 인덱

싱된 셀이 1,237개였다.

이렇게 생성된 기준 데이터와 장애물 탐지 실험 결과

생성된 점유 격자 지도의 개별 셀마다 할당된 인덱스를

비교하여 정량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장애물 탐지 알고

리즘에 의하여 비지면점이 지면점으로 오탐지된 확률

을 α, 지면점이 비지면점으로 오탐지된 확률을 β로 하

여 Table 8과 같이 정리하였다. 여기서 장애물 탐지 알고

리즘의 성능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는 비지면점을 비지

면점으로 탐지하는 확률 1-α라고 할 수 있으며, 약 96%

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Table 9에서는 지

면, 비지면의정탐지, 오탐지격자의수, producer’s accuracy,

user’s accuracy로 구성된 error matrix를 나타내었다.

Development of a General Purpose Simulator for Evaluation of Vehicle LIDAR Sensors and its Application

–277–

Fig. 16. Simulated data from the Yeongdeungpo-gu model.

Fig. 17. Obstacle detection results using the simulated data.

Fig. 18. Reference data for the validation of obstacle detection
(ground: blue, non-ground: red).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차량용 라이다 시스템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센서의 기하 모델링을 수행하고 수신된

레이저 펄스로부터 대상 객체의 3차원 좌표를 계산하

는 센서 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수립된 센서 방정식을 기

반으로 다양한 시스템 변수로도 동작할 수 있는 시뮬레

이터를 개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3차원 다면체 모델

을 입력으로 하여 라이다 데이터를 모의 생성하고, 활

용 목적에 적합한지 다각적으로 데이터의 품질을 분석

하였다. 또한 시뮬레이터를 장애물 탐지 알고리즘 개발

에 적용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지면과 비지면으로 분류

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향후 개발 시뮬레이터에 의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다

양한 알고리즘 개발에 적용해 봄으로써, 개발 알고리즘

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

의 시스템 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능형

자율 주행 자동차 분야의 라이다 데이터 활용 연구에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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