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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율주행자동차의핵심센서인라이다는가우시안펄스 1개를이용하여원하는목적지의거리를측정하지만, 목적지에상관없
이 항상 동일한가우시안펄스를 사용한다. 동시에 여러 개의 펄스를송출하면 목적지에서반사되어수신한 펄스가어느목적
지에서 반사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광통신에서 사용하는 2차원
prime code를 이용하여, 128개의 목적지에 대하여 동시에 거리 측정이 가능한 라이다를 제안한다.

Ⅰ. 서 론

저자들은 라이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MEMS 방식의 거울과 1

차원 prime code를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이 동작하는 라이다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성능을 평가하였다.[1,2] 이 방식의 라

이다는 MEMS 거울의 성능 한계와 1차원 prime code의 송신 시간으로

인하여상용 부품을이용한프로토타입으로원하는 성능을달성하는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림 1. MEMS 거울과 1차원 prime code를 이용한 라이다의 동작

Ⅱ. 본론

본논문에서는 기존방식의문제점을극복하기 위하여 2차원 prime code

방식의 광통신을적용한 128채널 라이다에대하여제안한다.[3] 이 방식은

MEMS 거울에 의한 제약을 없애기 위하여 몸체에 128채널 측정을 위한

광학계가 고정되어 있다. 송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그림 2처럼 채널

마다 3개의 파장을 선택적으로 송출하는 광학계로 구성된 2차원 prime

code를 적용하였다.

그림 2. 채널에서사용하는 3파장기반 2차원 prime code

128개의 채널에 사용하는 레이저의파장은 ITU-T G.692에서 정의한 384

개의 파장을 사용한다. 그림 3과 같이 구성된 제안하는 라이다는 측정을

원하는 각도로 128개의 채널에서 384개의 레이저 펄스가 송출되고, 최대

측정거리에따라일정시간대기한다. 채널마다서로다른파장의레이저

펄스와 2차원 prime code를 사용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반사파가 수신되

어도 어느 채널에서 송출한 펄스의 반사파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 2차원 prime code를 이용한 라이다의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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