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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속도 기반 정확도 제어를 통한 차량용 LiDAR 

센서의 효율적 전력 절감 기법

(Efficient Power Reduction Technique of LiDAR Sensor for 

Controlling Detection Accuracy Based on Vehicle Speed)

이 상 훈, 이 동 규, 최 평, 박 대 진*

(Sanghoon Lee, Dongkyu Lee, Pyung Choi, Daejin Park)

Abstract: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sensors detect the distance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objects. Conventional LiDAR sensors require a certain amount of a power 

because they detect objects by transmitting lasers at a regular interval depending on a constant 

resolution. The constant power consumption from operating multiple LiDAR sensors is detrimental 

to autonomous and electric vehicles using battery power. In this paper, we propose two 

algorithms that improve the inefficient power consumption during the constant operation of LiDAR 

sensors. LiDAR sensors with algorithms efficiently reduce the power consumption in two ways: 

(a) controlling the resolution to vary the laser transmission period () of a laser diode (LD) 

depending on the vehicle’s speed and (b) reducing the static power consumption using a sleep 

mode depending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 proposed LiDAR sensor with a resolution 

control algorithm reduces the power consumption of the LD by 6.92% to 32.43% depending on 

the vehicle’s speed, compared to the maximum number of laser transmissions (  ). The sleep 

mode with a surrounding environment-sensing algorithm reduces the power consumption by 

61.09%. The proposed LiDAR sensor has a risk factor for 4-cycles that does not detect objects 

in the sleep mode, but we consider it to be negligible because it immediately switches to an 

active mode when a change in surrounding conditions occurs. The proposed LiDAR sensor was 

tested on a commercial processor chip with the algorithm controlling the resolution according to 

the vehicle’s speed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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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및 관련 연구

차량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차량에 장착되는 센

서의 종류와 수량이 점차 증가하고, 센서의 양적, 

질적 향상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한다 [1]. 최근 이슈가 되는 자율주행 차량은 

다양하고 많은 센서들의 사용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고, 사용되는 다수의 센서들 간의 융합 신

호처리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 특히, 

안전과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센서들 중 LiDAR는 

송광된 레이저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와 센서에 

수광되는 레이저의 비행시간 (time-of-flight, ToF)

을 거리 값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물체와

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3]. 차량과 

차량, 차량과 물체와의 거리 측정으로 차량의 주변 

환경 감지가 필요한 자율주행 차량에 가장 필수적

인 핵심 센서로 인식되고 있다 [4].

일반적인 단채널 LiDAR 센서는 laser diode 

(LD), avalanche photo diode (APD), 

time-to-digital converter (TDC), 신호처리부로 

구성된다. LiDAR 센서는 LD에서 레이저가 발광된 

시간과 물체에 반사되어 되돌아온 레이저가 APD에 

수광된 시간의 시간 차이를 TDC에서 ToF로 측정

된다. 신호처리부는 TDC로부터 ToF 데이터를 수

신한 후 빛의 속도, ×,를 적용하여 물

체와의 거리를 측정 한다 [5]. 

LiDAR 센서는 구조와 송․수광 방식에 따라 스캐

닝 (scanning) 센서, 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 (MEMS) 센서, 플래시 (flash) 센서, 그리고 

optical phased array (OPA) 센서로 구분한다. 스

캐닝과 MEMS 센서는 다방면 감지를 위하여 송광 

레이저를 반사시키는 미러 (mirror)를 사용한다. 스

캐닝 센서는 모터를 이용하여 미러를 회전시켜 레

이저가 반사되는 각도를 바꾸어 방사하고, MEMS 

센서는 스캐닝 센서와 같이 미러를 이용하여 레이

저를 방사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미러의 다축 회

전을 이용하여 상하, 좌우 또는 사방으로 레이저를 

방사한다. 플래시 센서는 디지털 카메라와 같이 하

나의 큰 면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고 물체에 반사

된 레이저를 어레이 센서로 수광하여 하나의 프레

임으로 표현한다. OPA 센서는 광학 위상 모듈레이

터 (modulator)가 렌즈 (lens)를 통과하는 레이저의 

위상을 제어하여, 레이저를 여러 방향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에 요구되는 광시

야각과 원거리 (≥100m) 감지에 가장 적합한 스캐

닝 LiDAR 센서를 사용한다 [6]. 

현재 상용화된 모든 LiDAR 센서는 정해진 수직‧

수평 해상도로 구동하므로 일정한 전력을 소모하는 

상시 구동 방식이다. 배터리 전원 기반의 차량은 

LiDAR 센서의 상시 구동으로 인하여 제한된 용량

의 배터리 소모에 대한 취약점을 초래한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은 다수의 센서들이 장착 및 사용되

므로 제한된 전력 사용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기 때

문에 구동 방식에 따른 전력 소모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는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위하여 

전력이 제한된 임베디드 시스템에 전용 신호처리 

하드웨어를 적용하여 구조 변경과 기능 분리 방식

으로 전력 소모를 줄이고, 전용 구동 알고리즘 적용 

및 특정 이벤트를 추출하여 신호처리를 하는 방식

의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로 전력 소모를 줄이는 추

세이다 [7,8]. 

LiDAR 센서와 유사한 RADAR 센서는 오랫동안 

개발되어 여러 분야에 적용되었고, 몇 년 전부터 차

량에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다. RADAR 센서는 계속

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RADAR 센서의 저전력 

소모에 대한 연구도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9]. 

하지만, 다채널 LiDAR 센서는 RADAR 센서에 비하

여 연구 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동향 측면으로 감지 거리 개선, 포인트 

클라우드 신호처리 방법, 정확도 및 객체 인식 등에 

대한 성능 개선 위주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다 [10]. 다채널 LiDAR 센서가 상용화되었지만, 저

전력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LiDAR 센서의 비효율적인 전력 소모는 다수의 센

서가 장착되는 자율주행차량과 배터리를 전력원으

로 사용하는 전기차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LiDAR 센서의 성능 고도화에 따라 전력 소모에 대

한 해결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한다. 

우리는 LiDAR 센서의 정확도와 전력의 상관관

계에 따른 효율적인 전력 소모를 위하여 온칩 펌웨

어 (on-chip firmware)를 적용한 3D 물체 감지용 

실리콘 기반 칩을 구현하여 LiDAR 프로세서에 대

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차량의 속도와 주변 환경에 

따라 수평 해상도를 결정하는 레이저 발광 주기 

()를 가변시키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전력 소모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1].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일반적인 

LiDAR 센서의 동작 원리와 제안하는 LiDAR 센서

의 전력 소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전력 소모를 줄인 LiDAR 센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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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채널 스캐닝 LiDAR 센서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multi-channel scanning 

LiDAR sensor 

실험을 통해 검증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고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Ⅱ. 제안하는 구조

1. 일반적인 다채널 스캐닝 LiDAR 센서

다채널 스캐닝 LiDAR 센서는 단채널 LiDAR 센

서의 구조에 미러를 회전 시키는 모터 (brushless 

direct current motor, BLDC motor)와 엔코더 

(encoder)가 추가되어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엔코더는 미러를 회전시키는 모터의 각도 정보

를 추출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전송한다. 마이크

로프로세서는 각도 정보로 모터의 회전 각도를 계

산하고, 일정한 회전 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모

터 회전 신호인 PWM의 듀티 사이클 (duty cycle)

을 모니터링하고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도록 듀티 

사이클을 제어한다. 미러의 각도가 감지 범위인 수

평 화각 (horizontal field-of-view, HFoV)의 시작

점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START 신호를 송광부

로 전송하고, START 신호를 수신한 송광부는 LD

의 레이저 발광과 동시에 STOP1 신호를 TDC로 

전송한다. STOP1 신호를 수신한 TDC는 APD의 

각 채널에서 물체에 반사된 레이저를 수신한 

STOP2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내부 타이머 (timer, 

TMR)를 이용하여 카운팅한다. TDC는 STOP1 신

호부터 다채널의 STOP2 신호까지 카운팅된 ToF 

데이터를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전송하고, ToF 데이

터를 수신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빛의 속도를 기반

으로 거리 값으로 환산한다. 다채널 스캐닝 LiDAR 

센서는 HFoV의 마다 위 과정을 반복하여 하나

의 프레임을 구현한다.

2. LiDAR 센서의 전력 소모

LD가 한 번 발광될 때, LiDAR 센서의 각 파트

의 전력 소모를 그림 2와 같이 표현한다.

그림 2. LiDAR 센서의 전력 소모

Fig. 2 Power consumption of LiDAR sensor

그림 3. TDC의 타이머 전력 소모

Fig. 3 Power consumption of TDC’s timer

LD를 포함한 송광부의 에너지 소모 ( )는 

레이저 발광 시점인 0부터 발광 종료 시점 까

지의 동적 전력 소모 ( )로 표현하고, 0에서 

까지 의 적분으로 식 (1)과 같이 표현한

다.

 



  (1)

APD의 각 채널은 물체에 반사된 레이저를 인식

하기 위하여 정적으로 전력을 소모한다. APD의 한 

채널의 전력 소모 ( )는 수신이 시작되는 시

점 0부터 각 채널의 수신이 완료되는 까지 

 의 적분으로 표현하고, APD의 총 에너지 

소모 ( )는 식 (2)와 같이 전체 채널의 전력 소

모 합이다.

 
  

 







 





 (2)

TDC에 내장된 오실레이터 (oscilloator, OSC)의 

전력 소모 ( )는 타이머가 카운팅하는 동안 0부

터 데이터 수신이 완료되는 시간 까지의 적분

하여 표현하고, 그림 3과 같이 각 타이머는 LD의 

STOP1 수신 시간인 부터 APD의 각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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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2 수신 시간인  까지 타이머의 카운팅 

전력 소모 ( )를 각 채널별 합으로 표현한다.

TDC의 에너지 소모 ( )는 식 (3)과 같이 

의 적분한 값과 각 타이머의  를 적분한 

값의 합으로 표현한다.

 



 

  

 




 

 
 





 (3)

마이크로프로세서가 SPI 통신을 이용하여 TDC

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때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신호처리할 때의 에너지 소모 ()는 식 (4)와 같

이 표현한다. TDC와 마이크로프로세서 간의 SPI 

통신에 대한 전력 소모는 SPI 통신이 시작되는 

부터 전송이 끝나는 까지 를 적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데이터가 TDC로부터 전송되는 0부터 신

호처리가 완료되는 까지 마이크로프로세서 순

간 전력 소모 ()의 적분이다.

 








  (4)

LiDAR 센서의 전체 전력 소모 ()는 앞서 

정의된 각 파트의 에너지 소모를 합한 식 5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5)

일반적인 LiDAR 센서는 일정한 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물체를 감지하기 때문에 만큼의 일

정한 에너지를 소모한다. 하지만, 를 가변시킬 경

우, 그림 4와 같이  가변에 의한 의 변화는 

LiDAR 센서의 수신 에너지 소모  , TDC의 타

이머 카운팅 시 에너지 소모  , 마이크로프로세

서의 연산 및 통신의 에너지 소모 들과 연관성

을 가지므로, 전체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LiDAR 센서의 감지 정확도는 에 따라 감지 

간격이 변하므로 감지 정확도도 비례적으로 변한다. 

그림 5와 같이 가 0.25°일 경우, 전방 100 m에

서의 레이저 간격은 43.64 cm이다. 

하지만, 가 두 배인 0.5°일 경우, 87.28 cm로 

0.25°에서 감지되는 물체가 0.5°에서는 감지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를 좁혀 수평 해

그림 4. 전력 소모와 정확도의 관계

Fig. 4 Relation of power 

consumption and accuracy

그림 5. 에 따른 물체 감지 정확도

Fig. 5 Accuracy of object detection

상도를 높일 경우, LiDAR 센서는 물체 감지의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력 소모가 커진다. 반면

에, 를 넓혀 수평 해상도를 낮출 경우, 정확도가 

낮아짐에 따라 수평 해상도가 높을 경우에 비하여 

동일한 시간 동안 소모되는 전력이 줄어든다.

3. 제안하는 LiDAR 센서

본 논문에서는 16채널 스캐닝 LiDAR 센서의 수

평 해상도를 가변시켜 효율적으로 전력 소모를 줄

이는 방법들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LiDAR 센서의 

LD는 콜리메이션 (collimation) 렌즈를 이용하여 

9.6°의 수직 화각 (vertical field-of-view, VFoV) 

을 가지는 단일 빔 레이저를 조사한다. 수직 해상도

는 16개의 감지 셀로 이루어진 단일 16채널 APD

에 의하여 0.6°로 결정되고, 수평 해상도는 HFoV 

내의 레이저 전송 횟수 ( )에 의하여 결정된다. 모

터는 초당 30 Hz (30-cycles)로 회전시키고, 1 회

전 (1-cycle, 360°) 시 33.33 ms가 소요된다. 매 

회전마다 감지 각도인 145°의 HFoV에서 33.33 

ms 중 13.43 ms동안만 레이저를 조사하여 감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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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iDAR 센서의 포인트 클라우드

Fig. 6 Point cloud of LiDAR sensor‘s FoV

HFoV(°) Resolution(°)  Term(㎲)

145

0.25 580 11.57

0.3 483 13.89

0.35 414 16.21

0.4 362 18.54

0.45 322 20.84

0.5 290 23.14

표 1. 수평 해상도에 따른 레이저 조사 횟수

Table 1.  depending on horizontal resolution

다. 그림 6과 같이, 수평 해상도가 0.25°인 경우, 

13.43 ms동안 11.57 ㎲마다 레이저를 580회 조사

하여 9.6°의 VFoV와 145°의 HFoV로 하나의 프레

임을 구현한다.

가변시키는 수평 해상도에 따라 13.43 ms의 감

지 시간 동안 조사되는 와 조사 간격 (term)을 

표 1과 같이 표현한다. 또한, 가변시키는 수평 해상

도를 이용하여 LiDAR 센서는 차량 속도와 주변 환

경 상태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전력 소모를 줄인다. 

첫째, 차량 속도 측면에서 동적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수평 해상도를 가변시켜 제어한다. 둘째, 주변 

환경의 관점에서 sleep mode를 적용하여 정적 전

력 소모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전력 소모를 줄

인다.

3.1 차량 속도 기반 LiDAR 센서 제어

LiDAR 센서의 수평 해상도에 따라 원거리보다 

근거리일 때, 물체 감지가 더 정확하다. 그림 5와 

같이, 근거리에서는 레이저의 수평 해상도가 낮아도 

레이저 간격이 넓지 않으므로 물체 감지가 가능하

다. 원거리에서는 레이저의 수평 해상도가 높을수록

원거리의 물체 감지 정확도가 높아진다. 차량 속도

의 관점에서, 고속이면, 원거리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므로 원거리의 감지 정확도가 높아야하고, 저속

그림 7. 차량 속도 기반  가변 알고리즘

Fig. 7 Algorithm of variable 

Speed(㎞/h) Resolution(°)   rate(%)

S≥100 0.25(-) 580(-) 100(-)

100>S≥80 0.3(+0.05) 483(-97) 83.23(-16.73)

80>S≥60 0.35(+0.1) 414(-166) 71.38(-28.62)

60>S≥40 0.4(+0.15) 362(-218) 62.41(-37.56)

40≥S>0 0.45(+0.2) 322(-258) 55.52(-44.48)

표 2. 차량 속도에 따른 

Table 2.  of vehicle’s speed

일 경우, 도달 시간이 고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

리므로 원거리의 감지 정확도가 낮아도 된다. 그림 

7과 같이 매 cycle마다 LD의 를 차량 속도에 따

라 가변시키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제어한다. 

차량의 속도가 100 km/h보다 고속일 경우, 

LiDAR 센서는 최대 수평 해상도를 사용하여 멀리 

있는 물체를 감지한다. 차량의 속도가 100 km/h보

다 저속인 경우, 전력 소모 감소를 위해 가 단계

적으로 감소된다. 표 2와 같이, 차량 속도가 100 

km/h보다 고속일 경우, 0.25°의 수평 해상도로 최

대 레이저 발광 횟수 (  )인 580회 조사한다. 

차량이 중고속 (100 km/h - 80 km/h)으로 주

행할 경우, 0.3°의 수평 해상도로 레이저를 483회 

조사하므로  보다 16.73% 줄인다. 차량 속도

가 중속 (80 km/h - 60 km/h)인 경우, 레이저를 

414회의 조사하고, 0.35°의 수평 해상도를 가지므

로 28.62% 감소한다. 중저속 (60 km/h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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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차량 속도 감지 기반 제어의 전력 소모

Fig. 8 Power consumption of vehicle’s speed detection-based control

그림 9. 주변 환경 감지 기반 제어의 전력 소모

Fig. 9 Power consumption of surrounding environment sensing-based control

km/h)의 경우, 수평 해상도는 0.4°로 LD는 레이

저를 362회 조사하고 37.56% 감소시킨다. 차량 속

도가 40 km/h보다 저속이면, 0.45°의 수평 해상도

로 최소 레이저 발광 횟수 ( )인 322회 조사

하고 44.48% 감소한다. 

그림 8은 LD의 에 따른 TDC와 마이크로프

로세서의 전력 소모를 보여준다. 차량 속도에 따라 

가 감소하고 TDC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필

요한 전력과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데이터를 처리

하는데 필요한 전력의 합인 유효 전력 소비가 감소

한다. 센서가 차량 속도 기반으로 동작할 때, 정적 

전력 소모는 만 가변시키므로 전력 소모 제어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3.2 환경 감지 기반 LiDAR 센서 제어

LiDAR 센서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매우 먼 거리

까지 물체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 빠르게 고해상도

로 주변을 감지할 필요가 없다. 환경 감지 결과에 

따라 마이크로프로세서는 LiDAR 센서를 휴면하도

록 제어하는 sleep mode로 전환하여 전력 소모를 

줄인다. 그림 9와 같이, sleep mode에서 LD는 

5-cycles 중에 1-cycle만 조사하므로 를 

Speed(㎞/h) Resloution(°)   rate(%)

S≥100 0.25(-) 580(-) 100(-)

100>S≥80 0.3(+0.05) 483(-97) 83.23(-16.73)

80>S≥60 0.35(+0.1) 414(-166) 71.38(-28.62)

60>S≥40 0.4(+0.15) 362(-218) 62.41(-37.56)

40≥S≥0 0.45(+0.2) 322(-258) 55.52(-44.48)

Sleep mode 0.50(+0.25) 290(-290) 50(-50.00)

표 3. 환경 감지에 따른 

Table 3.  of surrounding environment

가변시킬뿐만 아니라 정적 전력도 감소시킨다. 또

한, sleep mode는  의 50%인 0.5°의 수평 

해상도를 가지고 레이저를 290회 조사하는 것을 표 

3과 같이 표현한다.

환경 감지 기반 LiDAR 센서 제어는 그림 10의 

알고리즘처럼, 두 경우로 전력 소비를 줄인다. 차량

이 운행 중일 경우, 차량 속도 기반 제어에 따라 

를 가변시켜 제어한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센서에 감지되는 물체가 

없으면, LiDAR 센서는 차량 주변에 물체가 없는 것

으로 판단하고 sleep mode를 적용하여 감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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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환경 감지 기반 sleep mode 알고리즘

Fig. 10 Algorithm of sleep mode 

그림 11. LiDAR 검증 실험 시스템

Fig. 11 Verification implemented LiDAR system 

를 최소화한다. 차량이 정지하거나 신호 대기 중일 

경우, 주변 물체가 일정 시간 동안 고정되어 있으

면, LiDAR 센서가 sleep mode로 전환되고, LiDAR 

센서가 주기적으로 감지하는 환경이 변경되거나 차

량이 움직이는 경우, LiDAR 센서는 sleep mode에

서 빠져나와 차량 속도 기반 제어 모드로 돌아가 

정상적인 로 주변 환경을 다시 감지한다.

Ⅲ. 실험 및 결과

제안된 LiDAR 센서의 실험을 위해 Zynq7020 

기반으로 전용 하드웨어를 설계 및 구성하여 모듈

을 제작하였다. LiDAR 센서의 전력 소모 검증 시스

템은 그림 11과 같이, Smart Power Debugg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은 두 가지로 진행하였다. 먼저, LiDAR 센

서의 구동에 대하여 수평 해상도 가변에 따른 

변화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그리고, 제

안한 알고리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평 해

상도 가변 및 sleep mode를 적용하고 전력 소모를 

측정하여 수평 해상도에 따른 전력 소모 변화를 검

증한다. 표 1을 기반으로 LiDAR 센서의 수평 해상

도 가변에 따른  변화를 그림 12와 같이 나타낸

다.  의 수평 해상도가 0.25°일 때, LD가 

11.57 ㎲마다 레이저가 조사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림 12. 수평 해상도에 따른  비교

Fig. 12 Comparison of  depending on horizontal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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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 일반 동작과 (b) sleep mode의 

Fig. 13  in (a) normal and (b) sleep mode

그림 14. 평균 전력 소모 비교

Fig. 14 Comparison of APC

동일한 방법으로 0.3°부터 sleep mode의 0.5°까지

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수평 해상도가 낮아질수

록 가 늘어남을 검증하였다. 차량 속도 기반 제

어 모드에서 매 cycle마다 수평 해상도를 가변시켜 

레이저를 조사하였다. 

환경 감지 기반 제어 모드인 sleep mode는 

5-cycles에 1-cycle만 레이저를 조사되는 것을 그

림 13처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가변에 따른 LiDAR 센서의 전력소모를 그림 

14와 같이 측정하였다.

정상동작 구간의 유효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표

4와 같이 표현하였다. LD를 구동시키지 않은 부하

가 없는 상태 (no-load)의 전력으로 평균 6.971 W

와 LD가 포함된 송광부를 장착한 상태의  max에

서  min까지 평균 7.442 W ~ 7.154 W의 전력을 

소모한다.

이와 같이 차량 속도에 따른  가변 실험을 통

하여 평균 전류 (average current, AC)와 평균 전

력 소모 (average power consumption, APC)의 

개선과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차량 속도 변화에 따

라 수평 해상도가 가변되므로 가 줄어들기 때문

에 전력 소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Supply(V) AC(A) APC(W) PRR(%)

No-load 12.05 0.578 6.971 -

580 12.05 0.617 7.442 100(-)

483 12.05 0.615 7.409 99.56(-0.44)

414 12.05 0.609 7.347 98.72(-1.28)

362 12.05 0.606 7.308 98.21(-1.79)

322 12.05 0.605 7.289 97.95(-2.05)

Sleep mode 12.05 0.593 7.154 96.14(-3.86)

표 4. 평균 전력 소모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APC

 DAC(mA) DAPC(mW) PRR(%)

580 39.0 470.4 100(-)

483 36.6 437.8 93.08(-6.92)

414 31.1 375.4 79.80(-20.20)

362 27.9 337.1 71.67(-28.33)

322 26.3 317.9 67.57(-32.43)

Sleep mode 15.1 183.0 38.91(-61.09)

표 5. LD 평균 전력 소모의 차이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LD’s DAPC

그림 15. 송광부의 평균 전력 소모 차이 비교

Fig. 15 Comparison of transmitter’s DAPC

sleep mode는 에 비하여 전력 감소 비율 

(power reduction rate, PRR)이 3.86% 감소되었

고, 전체 전력 소모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LD의 관점에서, no-load 상태의 APC 6.971 W

를 제외한 에서 까지 LD만의 전력 소

모 차이는 표 5와 그림 15로 표현된다.

LD의 가 580회일 경우, 평균 전류의 차이 

(differential in average current, DAC)는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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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이고, 의 APC에서 LD를 제외한 no-load 

상태의 APC를 뺀 평균 전력의 차이 (differential 

in average power consumption, DAPC)는 470.4 

mW이다.

또한 을 가지는 sleep mode일 경우, 

DAPC는 183.0 mW이고,  에 비하여 61.09% 

감소된다. Sleep mode의 DAPC는 차량 속도 기반 

가변 알고리즘의 가 322 회의 32.43% 감소하는 

비율과는 약 1.8배 차이난다. 결과적으로 PRR이 증

가하는 이유는, sleep mode는 매 cycle 마다 레이

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5-cycles 중 1-cycle

만 조사하기 때문에 DAPC가 적어진다. 따라서, 속

도 감지 알고리즘 적용으로 차량 속도 기반  가

변 및 수평 해상도 조절을 검증하였고, 환경 감지 

알고리즘을 추가로 적용하여 LiDAR 센서의 전력 

감소를 실험 결과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기존 LiDAR 센서의 상시 구동에 따

른 비효율적인 전력 소모를 개선하기 위한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LiDAR 센서는 전용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전력 소모가 제한적

인 전기 차량 및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수평 해상도 가변을 통한 효율적인 전력 

소모 감소를 검증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차량 속

도와 주변 환경의 두 가지 관점에서 동작한다. 첫

째, LiDAR 센서의 차량 속도에 따라 레이저의 수평 

해상도를 제어하여 유효 전력 소비를 줄인다. 둘째, 

주변 환경이 일정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경우 제

안된 LiDAR 센서는 sleep mode로 불필요한 감지

를 최소화하여 정적 전력 소비를 줄인다. 제안된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차량 속도 기반 제어 모드는 

DAPC가 최대 32.43% 감소하고, sleep mode가 적

용된 환경 감지 기반 제어 모드의 DAPC는 

5-cycles 중에서 1-cycle만 구동시키므로 최대 

61.09% 감소한다. LD의 송광부 전력 감소에 비하

여, LiDAR 센서의 전체 전력 감소는 최대 3.86% 

감소하였다. 하지만, 3.86%를 지속적으로 절감할 

경우, 누적 절감 전력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제안한 LiDAR 센서는 검증 시스템을 통하

여 성공적으로 실험되었고, 의 가변을 통하여 수

평 해상도를 제어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전력 소모를 

줄였다. 또한, 알고리즘의 적용으로 차량의 다양한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력 소모

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논문은 송광부만 제어하여 전력 감소를 확인하지만, 

향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송광부 외에 다른 부

분을 제어하여 더욱 더 효율적으로 전력 소모를 줄

이는 연구가 필요하고, 차량뿐만 아니라 로봇 및 드

론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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