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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을 활용하여 3차원 좌표 맵핑을 

통한 공간 모델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ce Modeling Through 

3-Dimensional Coordinates Mapping Using The Laser 

Scanning System 

울산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부

이 수 진

 3차원 스캐너는 도면이 없는 오래된 건물이나 문화재 등 역설계가 필요한 곳, 토목, 측량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Lidar 센서를 사용하였고 Lidar 기술은 1960년대 레이저의 

발명 및 거리 측정기술과 함께 발전되어 1970년대 이후 레이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Lidar 센서로 거리를 측정하고 엔코더 모터를 이용하여 

방위각을 측정하고 서보 모터를 이용하여 고도각을 측정한다. 측정된 각도와 거리를 이용하

여 3차원 좌표를 Mapping한다. RANSA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좌표 값 보정 및 꼭짓점을 

추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내 3차원 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

하여 스캐닝 실험을 수행하였고 원본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적용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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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그림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의 개략도

 3차원 스캐너 기술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필요한 역설계나 품질 관리, 

의료 분야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분야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3차원 스

캐너는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측정 방식이 나뉜다. 접촉식은 장치가 물체의 표면

을 접촉하여 센서의 상대 이동 값으로 3차원의 데이터를 얻고 비접촉식은 빛, 초음

파 등을 사용하여 접촉 없이 3차원 데이터를 얻는다. 비접촉식은 접촉식에 비해 측

정 정 도는 떨어지지만 속도가 빠르고 편리한 장비 이동성으로 원거리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레이저 스캐너는 비접촉식이며 측정원리는 측정대상에 대해 레이저 빔을 방출하여 

되돌아오는 빔의 왕복시간 또는 위상차를 계산하여 X, Y, Z의 3차원 좌표성분의 

Point Clouds로 저장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은 Lidar 센서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

하고 엔코더 모터를 이용하여 방위각을 측정하고 서보 모터를 이용하여 고도각을 

측정한다. 측정된 회전각과 거리 값으로 3차원 좌표를 mapping한다. RANSAC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좌표 값 보정 및 꼭짓점을 추출한다. 이를 통해 3차원 공간 모델

링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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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D Scanner 시장

또한, 세계 3D 스캐너 시장이 CAGR 7.8%로 2017년 시장규모 36억 달러이며 2022

년까지 5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레이저 스캐너를 직접 개발함으로써 고가

의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시장에 기술력 증대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소형으

로 제작되어 이동성이 편하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시중에서 판매되

고 있는 레이저 스캐너보다 많은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1.2 연구 내용 및 범위

Lidar 센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에너지 도와 짧은 주기를 가지는 펄스 신호를 생

성할 수 있는 레이저의 장점을 활용하여 보다 정 한 대기 중의 물성 관측 및 거리 

측정 등에 활용이 된다.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춤으로써 사물까지의 거리를 감지할 

수 있다.

그림 3. 3차원 좌표 Mapping 블록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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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스캐너 System의 최종 목표는 공간을 스캐닝하는데 정 한 3차원 좌표를 

통해 모델링하는 것이다. 따라서 RANSAC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좌표 값의 오차를 

보정하여 정 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점군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점군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아래의 RANSAC 알고리즘을 사용

하였다.   

그림 4. RANSAC Algorithm Model

최소자승법은 데이터들이 일관되지 않고 갑자기 튀어버리는 경우도 고려하여 

residual의 제곱을 최소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상한 데이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다. 그러나 RANSAC 알고리즘은 무작위로 샘플을 뽑아서 만족하는 모델을 구한 후 

많은 데이터들이 지지하는 모델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이상한 데이

터가 많더라도 데이터 근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점군 데이

터의 노이즈를 제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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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좌표계

2.1.1 좌표계의 정의

좌표계는 유클리드 공간과 같은 다양체의 점이나 기타 기하학적 요소를 고유하게 

결정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숫자인 좌표를 사용하는 체계이다. 본 실험에 사용될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은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을 가지므로 이를 변환하기 위해 사

용되는 좌표계들을 정의하고 변환행렬에 대해 알아본다.

2.1.2 직교 좌표계 (Rectangular coordinate system)

직교 좌표계는 극좌표계 등 다른 좌표계와 달리, 임의의 차원으로 쉽게 일반화할  

수 있다. 직교 좌표계는 나타내는 대상이 평행 이동에 대한 대칭을 가질 때 유용하

나, 회전 대칭 등 다른 꼴의 대칭은 쉽게 나타내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유클

리드 공간에 기저와 원점이 주어지면 이를 이용하여 직교 좌표계를 정의할 수 있

다. 가장 흔한 2차원 혹은 3차원의 경우, 직교 좌표를 통상적으로 라틴 문자 x, y, z

로 적는다. 2차원 좌표계는 xy 평면을 이루는 서로 직교하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

진다.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한다. 3차원 좌표계는 xy, xz, yz 세 개

의 평면으로 이루어진다. 세 개의 평면은 서로 직교하며 x축, y축, z축으로 이루어

지고 세 개의 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한다.

그림 5. 직교좌표계

2.1.3 구면 좌표계(Spherical coordinate system)

구면 좌표계는 3차원 공간상의 점들을 나타내는 좌표계이며 (r, θ, ϕ)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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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에서부터 거리 r은 0부터 ∞까지, 양의 방향의 z축과 이루는 각도 θ는 0부터 

까지, z축을 축으로 두고 양의 방향의 x축과 이루는 각도 ϕ는 0부터 2까지의 값

을 갖는다. 세 가지 값을 보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간의 점을 찾을 수 있다. 원

점 (0, 0, 0)에서 r만큼 z축을 따라 가고 그 지점에서 xz 평면 안에 있으면서 z축에

서부터 θ만큼 회전한다. 이 xz 평면 전체를 z축을 축으로 ϕ만큼 반 시계방향(+x축

에서 +y축 방향으로)으로 돌린다.

그림 6. 구면 좌표계

 아래 변환식을 통해 직교 좌표계와 변환이 가능하다.

  - 직교 좌표계 → 구면 좌표계

 

r     

θ arccos



ϕ arccos



  - 구면 좌표계 → 직교 좌표계

x cos

y sin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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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레이저 센서

레이저는 'Light Amplification by the Stimulate Emission of Radiation'의 머리글자

를 딴 것으로 ‘유도방출에 의한 광 증폭’을 의미한다. 태양광과는 달리 레이저는 

색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순수한 단일광으로 만들어진다. 그리

고 빛이 퍼지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위상이 

균일하기 때문에 약간의 장애물에 부딪히면 간섭을 일으킨다.

2.2.1 Radar 센서

레이더는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무선탐지와 거

리측정이라는 뜻이다. 마이크로파(극초단파)정도의 전자기파를 물체에 발사시켜 그 

물체에서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신하여 물체와의 거리, 방향, 고도 등을 알아낸다. 

레이더의 원리는 전파가 목표물에 부딪쳐서 반사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 반사파를 

포착하여 목표물의 존재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 때 반사파가 되돌아올 때, 송신한 

전파와 겹쳐서 구별이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있는 방식은 

전파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송신전파의 주파수를 시간에 따라 변경하는 

방법, 송신전파로서 매우 짧은 시간 계속되는 전파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펄스 레이더(Pulse Radar)는 레이더의 송수신에 펄스신호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림과 같이 송수신을 동일한 시간대에 하지 않고 직사각형 펄스를 연속으로 송신

하고, 각 펄스는 마이크로웨이브 신호의 짧은 버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각 펄스의 

폭은 τ이고, 반복 주기는 Tp = 1/fp이며, fp는 펄스 반복 주파수이다. 송신된 펄스

는 목표물을 맞은 후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시간 tR 후에 레이더로 되돌아온

다. 여기서 tR은 펄스 마이크로웨이브 신호의 왕복 이동시간이다. 따라서 목표물 거

리는 빛의 속도 c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림 7. 펄스 레이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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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피하기 위해 Tp 시간은 최대 tR은 시간을 고려해서 이 보다는 길게 설정

을 해야 하며,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다음과 같다.

max  


 

 (1)

여기서 주기 Tp를 증가시키거나 fp를 줄이면 최대 측정거리 Rmax는 늘어나게 

된다. 보통 fp는 100㎐ ~ 100㎑ 정도로 설정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출력 피크 신

호 대 평균 잡음 파워 비가 최대가 되도록 필터를 설계한다. 수신기의 필터 정합을 

위해 일반적으로 밴드폭 B는 Bτ ≒ 1이 되도록 설계해서 사용한다. 

연속파 레이더(CW Radar)는 도플러 레이더라고 한다. 움직이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체의 속도도 알 수 있다. 도플러 효과가 CW레이더의 기본 

개념이다. 펄스 변조가 없기 때문에 펄스 레이더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송신신호를 시간에 대해 휴지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발사하기 때문에 송신기는 수신

기가 신호를 받는 도중에도 동작을 한다. 송신기의 잡음이 수신기 쪽으로 전이되어 

수신기의 민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거리용으로 사용된다.

 주파수 변조형 연속파 레이더(FWCW Radar)는 CW레이더의 단점을 보완한 것

이다. 거리 측정을 위해 되돌아 온 파의 시간 정보가 필요하다. 송신시간은 송신신

호와 수신신호 사이의 주파수 차이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2.2.2 Lidar 센서

라이다는 ‘Light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자이며 빛으로 탐지하고 거리를 측

정한다는 의미이다.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춤으로써 사물까지의 거리, 방향, 속도, 온

도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이다 센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에너지 도와 

짧은 주기를 가지는 펄스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레이저의 장점을 활용하여 보다 

정 한 대기 중의 물성 관측 및 거리 측정 등에 활용이 된다.

Lidar 센서는 레이저 신호의 변조 방법에 따라 Time-Of-Fligt(TOF) 방식과 

Phase-Shift 방식으로 구분된다. TOF 방식은 레이저가 펄스 신호를 방출하여 측정 

범위 내에 있는 물체들로부터의 반사 펄스 신호들이 수신기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

정함으로써 거리를 측정한다. Phase-Shift 방식은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연속적으

로 변조되는 레이저 빔을 방출하고 측정 범위 내에 있는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되돌

아오는 신호의 위상 변화량을 측정하여 시간 및 거리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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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Lidar 시스템 기본 구성 및 동작 원리

LiDAR 시스템의 성능은 수신기의 측정각도를 나타내는 FoV(Field Of View), 측

정범위를 선택하기 위한 field stop, 레이저 빔과 수신기의 FOV 오버랩 특성 등이 

성능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특히 광속에 대해 단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최소 시간

은 거리 분해능(Range resolution)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1m 이하의 거리 

분해능을 위해서는 수ns 이내의 짧은 초 정 성 데이터 수집 및 처리가 요구된다. 

레이저 광원은 250㎚ ~ 11㎛까지의 파장 영역에서 특정 파장을 가지거나 파장 가

변이 가능한 레이저 광원들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소형, 저 전력이 가능한 SLD가 

많이 사용된다.

TOF Lidar는 다음과 같은 식에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d는 목표물과의 거리, 

∆는 레이저 펄스의 왕복 시간, c는 빛의 속도이다.

   ×

∆ (2)

펄스를 발사하는 시점과 펄스가 되돌아오는 시간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카운터용 

주파수(100㎒)를 사용하고, 수신된 신호를 구형파로 변환하여 발사시점의 트리거 

신호와의 시간차를 다음과 같은 식에서 계산하면 된다. 여기서 tp, t0, tw는 아래 

그림에서 정의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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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OF 방식

FMCW Lidar는 송신부가 RF이면 레이더가 되고, 레이저가 되면 라이다가 된다. 

주파수 변조(FMCW) 방법에서 선형적인 경우와 비선형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그림에서 레퍼런스 신호는 기준신호로써 레이저를 통해 송출된 신호를 의미하고 반

사된 신호는 표적에서 반사된 신호를 의미한다. fB는 비트 주파수로써 두 신호의 

주파수 차이를, 는 레이저 빔의 왕복 시간을 나타내며, ∆는 주파수 변화의 

폭, 그리고 tRAMP는 주파수 변화의 시간을 나타낸다. 표적의 거리 정보는 비트 주

파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레퍼런스 신호와 반사된 신호를 믹서의 입력 신호로 사

용하여 비트 주파수 신호를 획득한 후 푸리에 변환으로 비트 주파수를 얻는다. 따

라서 표적까지의 거리는 다음의 식으로부터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는 수

십미터 정도의 거리만 측정이 가능한 것이 단점이다.

 

 × 
×∆

 × × (3)

그림 10. FMCW 주파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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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Shift Lidar는 위의 두 방법보다 더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이다. 기본적인 개념은 아래 그림과 같이 표적에서 반사되어 온 파형의 주파수 변

화량으로부터 거리를 환산하는 방법이다. 만약 f0를 변조 주파수, 측정된 위상차를 

△Φ라고 하면, 거리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4)

헤테로다인 위상검출법으로 위상차를 측정한다고 하면, 위상차는 다음과 같다.

∆  

 (5)

여기서 TIF는 중간매개 주파수의 주기, TX는 위상차 검출 회로에서 측정된 사각 

파형의 펄스폭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거리는 다음과 같은 식에서 계산을 할 

수 있다.

  





 (6)

그림 11. Phase Shift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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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엔코더 모터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에서 거리 측정값과 방위각을 통해 3차원 좌표를 Mapping 

하기 위해서 엔코더 모터를 사용하였다.

2.3.1 로터리 엔코더

로터리 엔코더는 회전각을 전기 펄스로 출력하는 디지털식 회전 변위 검출기이

다. 출력 방식에 따라 변위를 펄스 수로 나타내는 증분형과 변위를 절대 값으로 나

타내는 절대치형이 있다. 또한, 변환 방식에 따라 자기식과 광학식으로 나누어진다. 

광학식은 발광소자와 수광소자 사이에 회전하는 코드 원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LED에서 나온 빛은 회전판과 고정판의 슬롯을 통과하고 포토 트랜지스터를 거친

다. 이때, 전기 펄스를 발생시키고 이것을 계수하여 회전 위치를 기록한다. 자기식

은 자석과 홀센서를 통해 펄스 신호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림 12. 증분형 엔코더

A의 펼스만을 카운팅하여 각도를 측정할 수 있으나 방향은 알 수 없다. 따라서 

A와 B 모두의 상태를 확인하여 각도와 방향을 알아낼 수 있다. B는 A의 홈보다 

90도 위상 차이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엔코더 모터는 모터의 회전각에 따라 구형파 형태의 펄스를 출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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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펄스의 수를 세어 모터가 몇 바퀴 돌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모터의 회전축

에 엔코더를 설치하여 그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회전각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WM을 통해 모터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2.4 모터의 속도 추정

2.4.1 M 방식에 의한 속도 추정

M 방식은 1초에 펄스가 몇 개인지 세어 1초마다 센 펄스의 수를 이용하여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N은 회전속도(RPM)이며, PPR은 Pulse Per Revolution

이다.

 

  ×

 × (7)

그림 13. RPM 측정 방식 :　M 방식

2.4.2 T 방식에 의한 속도 추정

T 방식은 펄스가 들어오는 간격을 MCU의 카운터 펄스의 개수로 측정하는 방식

이다. 하나의 펄스가 들어올 때 카운터를 증가시키기 시작해서 다음 펄스가 들어올 

때 그 카운터 값을 읽어주면 RPM을 알 수 있다. Tclock은 m2 펄스 하나의 시간이

다.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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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RPM 측정 방식 :　T 방식

2.4.3 M/T 방식에 의한 속도 추정

M/T 방식은 M 방법에 기반을 두고 T 방법을 추가한 것으로 2개의 카운터를 사

용한다. 주파수가 낮은 카운터를 M 방법으로 펄스의 개수를 센다. 그 다음 주파수

가 높은 카운터로 펄스의 개수를 센 순간부터 다음 모터의 펄스가 들어오는 시간을 

측정한다.  Td와 각 카운터의 주파수를 이용하면 정확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f

는 타이머의 주파수, m2는 타이머의 클럭 수, m1은 모터의 클럭 수이다.

 ×

×× (9)

그림 15. RPM 측정 방식 :　M/T 방식

2.5 좌표값 보정을 위한 RANSAC 알고리즘 설계

2.5.1 최소자승법

최소자승법은 데이터에 대한 모델을 결정하고 데이터와의 residual2의 합을 최소화

하도록 모델 파라미터를 구하는 방법이다. residual은 어떤 data가 추정된 모델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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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얼마나 떨어진 값인지 나타낸다.


  




  

  



 
 (10)

측정된 값 yi와 추정된 모델 값 f(xi)간의 차이를 제곱한 결과를 ri로 정의했을 때 이 

값이 최소값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모델을 일차함수로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

다.

그림 16. 일차함수의 최소 자승법

  
  



   (11)

 








⋮






  






 

⋮ ⋮
 





  






 (12)

  ║ ║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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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최소 자승법

2.5.2 RANSAC

측정 오차나 노이즈 등으로 인해 데이터가 깔끔하게 나오기는 힘들다. 조금의 오

차라면 최소자승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큰 노이즈가 생겨 정상적인 분

포에서 벗어난 outlier들이 있으면 최소자승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

서 이럴 경우 RANSAC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RANSAC 알고리즘이란 Random Sample Consensus의 약자이며 무작위로 샘플 데

이터들을 뽑은 다음 최대로 컨센서스가 형성된 모델을 택하는 방식이다. 즉, 가장 

많은 수의 데이터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모델이 최종 모델이 된다. 

먼저, Scan한 데이터의 제일 아래층인 0도일 때 데이터를 가지고 직선을 그어보

았다. x와 y의 데이터가 가장 큰 점과 작은 점 각각 네 점을 뽑아서 꼭짓점으로 두

고 각각의 범위마다 랜덤으로 두 점을 뽑아서 뽑은 점으로 직선 모델을 그렸다. 만

든 모델의 임계값 내에 있는 데이터들의 개수를 저장한다. 이 과정을 N번 반복하여 

최종으로 저장된 모델을 채택한다. 몇 번 반복을 해야 적어도 한번 inlier에서만 샘

플이 뽑히는지 알 수 있는 확률의 식은 다음과 같다.

   (16)
 

log

log (17)

p는 적어도 한번 inlier에서 샘플이 뽑힐 확률이고 x는 inlier의 비율, N은 반복 횟

수, m은 모델을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뽑는 샘플의 개수이다. 그리고 데이터와 

모델 사이의 거리가 임계값 이하이면 그 모델을 consensus한 데이터로 받아들인다. 

임계값 T도 직접 결정을 해야 한다. inlier들의 residual의 표준편차를 이면 일반적

으로 임계값을 2 또는 3로 둔다. 왜냐하면 이때, inlier들의 residual이 정규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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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고 가정하면 2는 97.7%, 3는 99.9%의 inlier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계값을 3로 두었다.

 

    

그림 18. RANSAC 알고리즘 과정 

그림 19. 최소자승법과 RANSAC 비교

2.6 전체 시스템의 구성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3D Scanning System은 좌표를 찍고 길이 데이터를 얻기 위한 

Lidar와 방위각과 고도각 데이터를 이용하여 좌표를 얻기 위해 엔코더 모터와 서보

모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RANSAC 알고리즘을 통해 튀는 값을 막을 수 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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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더 정 한 3D Scanning System을 개발하였다.

그림 20. 3D Scanning System 구성도

  

그림 21. 3D Scanning System 실물 사진

Lidar의 수광부가 회전축에 오도록 구성하였고 아두이노 메가를 메인 MCU로 

사용하였다. 또한, 엔코더 DC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 모터드라이버를 사용하였고 

회전하는 모터를 고정하기 위해 고정판을 설계하여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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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3.1 실험 장비

실험을 위해 사용한 장비는 아두이노 메가, Garmin사의 Lidar Lite v3, 뉴티씨 사

의 엔코더 장착형 DC 기어드 모터, Hi-TEC 사의 서보모터를 시용하였다.

그림 22. Arduino Mega 2560 (R3)

그림 23. LIDAR-Lite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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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엔코더 장착형 DC 기어드 모터

그림 25. HS-422 서보모터

각 시스템의 제원은 아래 표 1~4 와 같다.

Voltage 5V

Input Voltage 

(recommended)
7-12V

Input Voltage (limits) 6-20V

Digital I/O Pin 54개

Analog input 16개

UART 4개

SRAM 8 KB

EEPROM 4 KB

Clock Speed 16 MHz

표 1. Arduino Mega 2560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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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tage DC 4.75–5 V
Accuracy at distances greater than 1m +/- 2.5 cm

Range  0-40 m

Rep Rate 1–500 Hz
Laser Wave Length 905 nm

Peak Power 1.3 watts

Optical Aperture 12.5 mm

표 2. LIDAR-Lite v3

Voltage 12 V

CURRENT at 12V 1.6 mA

REDUCTION Ratio 1/30

NO LOAD SPEED at 12V 185 RPM

MAXIMUM LoadSPEED at 12V 200 RPM

MAXIMUM TORQUE 7,500 gcm

Weight 162.4 g

표 3. 엔코더 장착형 DC 기어드 모터

TORQUE 3.3 / 4.1  (4.8V/6.0V)

SPEED 0.21 / 0.16 (4.8V/6.0V)

SIZE 41 x 20 x 37 mm 

WEIGHT 45.5g 

표 4. HS-422 서보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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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서보모터와 엔코더 모터 고정 그림 27. 엔코더 모터 고정

      

실험을 위해 사용한 3D Printer 출력물은 서보모터와 엔코더 모터를 고정하기위한 

지지대이다. 모터가 움직이는 동안 흔들리게 되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판을 설계하여 사용하였다.

3.2 실험 및 측정

3.2.1 Lidar 거리 측정 실험

Lidar 센서의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실험 방법은 공인 교정 성

적서를 받은 줄자를 이용하여 1m, 2m, 3m, 4m, 5m, 6m, 7m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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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idar 측정 – 1m

그림 28. Lidar 거리 측정1_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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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Lidar 거리 측정2_1m

나) Lidar 측정 – 2m

그림 30. Lidar 거리 측정1_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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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Lidar 거리 측정2_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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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idar 측정 – 3m

그림 32. Lidar 거리 측정1_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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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Lidar 거리 측정2_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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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Lidar 측정 – 4m

그림 34. Lidar 거리 측정1_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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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Lidar 거리 측정2_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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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Lidar 측정 – 5m

그림 36. Lidar 거리 측정1_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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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Lidar 거리 측정2_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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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Lidar 측정 – 6m

그림 38. Lidar 거리 측정1_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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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Lidar 거리 측정2_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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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Lidar 측정 – 7m

그림 40. Lidar 거리 측정1_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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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Lidar 거리 측정2_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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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거리측정 실험 결과

측정거리 100cm 200cm 300cm 400cm 500cm 600cm 700cm

1회 101 202 301 405 505 599 702

2회 101 202 300 405 505 598 702

3회 101 202 300 405 504 599 700

4회 101 202 299 405 504 599 701

5회 101 201 299 405 505 599 701

6회 101 201 298 405 505 599 700

7회 101 203 297 405 504 600 701

8회 102 202 297 406 504 599 701

9회 101 202 297 404 503 599 702

10회 101 203 297 405 504 599 702

11회 102 203 298 405 504 599 702

12회 102 202 297 405 504 598 700

13회 101 203 297 406 505 600 700

14회 102 202 297 406 504 598 702

15회 101 203 297 406 504 600 699

16회 102 202 296 405 503 598 699

17회 101 202 296 405 504 598 700

18회 101 202 296 405 504 598 700

19회 101 202 296 405 503 599 701

20회 101 203 295 404 505 599 699

평균 101.25 202.2 297.5 405.1 504.15 598.85 700.7

표준편차 0.433 0.6 1.533 0.539 0.654 0.654 1.054

표준오차 0.097 0.134 0.343 0.121 0.146 0.146 0.236

측정결과 위 표와 같았다. 100cm일 때 평균 101.25 표준편차 0.433 표준오차 

0.097, 200cm일 때 평균 202.2 표준편차 0.6 표준오차 0.134, 300cm일 때 평균 297.5 

표준편차 1.533 표준오차 0.343, 400cm일 때 평균 405.1 표준편차 0.539 표준오차 

0.121, 500cm일 때 평균 504.15 표준편차 0.654 표준오차 0.146, 600cm일 때 평균 

598.85 표준편차 0.654 표준오차 0.146, 700cm일 때 평균 700.7 표준편차 1.054 표준

오차 0.236로 나타났다. 

3.2.2 서보모터 각도 분해능

서보모터 각도 분해능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아두이노의 서보모터 라이

브러리를 사용하여 서보모터를 구동하였기 때문에 본 실험에 사용된 서보모터와 스

펙 차이가 있다. 따라서 1도를 움직이는 명령을 하였을 때 몇 도가 움직이는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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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하기 위해 각도 분해능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스캐닝 시스템에서 서보모터

의 오차를 감안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42. 서보모터 각도 분해능 실험

표 6. 서보모터 각도 분해능 실험 결과

측정시간 실험값

2초 85.5°

1초 85°

0.9초 86.5°

0.8초 87°

0.7초 86°

0.6초 86°

0.5초 86.5°

평균 85.94°

실험 결과 위의 표와 같았다. 측정시간은 1도씩 증가 시킬 때 각각의 딜레이 시

간을 의미하고 실험값은 90도 증가를 명령하였을 때의 각도이다. 딜레이 시간이 2

초일 때 85.5°, 1초일 때 85°, 0.9초일 때 86.5°, 0.8초일 때 87°, 0.7초일 때 

86°, 0.6초일 때 86°, 0.5초일 때 86.5°로 나타났다. 평균은 85.94°로 90°까지 

스캔을 하면 85.94°까지 스캔이 된다. θ는 z축과 이루는 각도이므로 90°에서 평

균 각도를 뺀 값이 된다. 따라서 90° 움직였을 때 이론적으로 cosθ 값은 1이지만  

0.997로 0.003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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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Scanning System 실험

그림 43. Scanning System 실험 환경 - 1

그림 44. Scanning System 실험 환경 - 2

Scanning System 실험을 하기 위해 우선 박스로 공간을 만들어 실험해보았다. 

Scanning System을 박스 가운데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박스의 가로는 104.5cm이

고 세로는 139c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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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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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Scan Data - 0도

그림 46. Scan Data -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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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Data를 통해 거리를 측정해본 결과 실제 거리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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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Scan Data의 각각의 선분

Scan Data의 x값이 가장 큰 곳, 가장 작은 곳, y값이 가장 큰 곳, 작은 곳을 각각

의 꼭짓점으로 두고 4가지 선분을 추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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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알고리즘이 적용된 각각의 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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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나면 outlier data들이 제거 되고 inlier data들만 존재하게 

되어 직선 data들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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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알고리즘 적용한 Data의 선분 정합

그림 50. 알고리즘 적용 Data1 -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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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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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알고리즘 적용을 위한 두 번째 실험

그림 52. 알고리즘 적용 Data2 -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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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알고리즘 적용 전 후 비교

L1 L2 L3 L4

실제 길이 104.6 149.6 112.3 139.3

Scan data 길이 108.92 153.46 113.75 138.32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1 108.93 149.35 111.42 137.48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2 108.76 148.63 111.78 146.99

실제 길이와 Scan data 
오차/오차율(%) 4.32/3.966 3.86/2.515 1.45/1.275 0.98/0.709

실제 길이와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1 
오차/오차율(%)

4.33/3.975 0.25/0.167 0.88/0.79 1.82/1.324

실제 길이와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2 
오차/오차율(%)

4.16/3.825 0.97/0.653 0.52/0.465 7.69/5.232

측정결과 위 표와 같았다. L1의 실제 길이와 Scan data 길이를 비교하였을 때 

4.32cm의 오차가 발생하였고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1과 비교하였을 때 4.33cm, 알

고리즘 적용된 길이 2와 비교하였을 때 4.16cm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는 하드웨

어의 정확도를 조금 더 높여야 정확도가 올라간다. L2의 실제 길이와 Scan data 길

이를 비교하였을 때 3.86cm의 오차가 발생하였고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1과 비교하

였을 때 0.25cm,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2와 비교하였을 때 0.97cm의 오차가 발생하

였다. L3의 실제 길이와 Scan data 길이를 비교하였을 때 1.45cm의 오차가 발생하

였고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1과 비교하였을 때 0.88cm,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2와 

비교하였을 때 0.52cm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Scan data보다 알고리즘 적용 후의 오

차가 더 적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잘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L4의 실제 길이와 

Scan data 길이를 비교하였을 때 0.98cm의 오차가 발생하였고 알고리즘 적용된 길

이 1과 비교하였을 때 1.82cm,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2와 비교하였을 때 7.69cm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알고리즘 자체가 임의적 선택에 바탕을 두므로 결과가 할 때마다 랜덤이며 원하

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 또한, 반복횟수, 임계값, 샘플을 뽑는 개수를 직접 

선정해야하므로 선정하는 파라미터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여러 실험을 거쳐 최적

의 파라미터를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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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그림 53. Scan Data 30도 Top View

그림 54. Scan Data 30도 Side View

위의 사진은 0도에서 30도까지 Scan한 Data를 위에서 바라볼 때와 옆에서 바라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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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Scanning System 실험 환경 - 3

위의 사진들은 공간 전체를 스캔하기 위해 임의로 박스를 이용하여 제작한 실험 

환경이다. 박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탱하는 힘이 부족하여 윗부분이 처졌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윗부분은 전선을 끼워 위의 사

진처럼 잡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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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Scanning System 실험 환경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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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Scan Data - 전체 박스

위의 그림은 앞서 제작한 박스 내부 가운데에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을 두고 스캔

한 데이터이다. 스캐닝 시스템이 90도에 가까워질수록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제일 윗부분 중앙에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90도 전체를 스캔한 데이터 중에 높이가 0일 때의 값만 뽑아서 RANSAC 알고리

즘에 적용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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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전체 박스 Scan Data의 각각의 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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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Data의 x값이 가장 큰 곳, 가장 작은 곳, y값이 가장 큰 곳, 작은 곳을 각

각의 꼭짓점으로 두고 4가지 선분을 추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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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알고리즘이 적용된 전체 박스 Data1의 각각의 선분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나면 outlier data들이 제거 되고 inlier data들만 존재하게 

되어 직선 data들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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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알고리즘 적용한 전체 박스 Data1의 선분 정합

그림 61. 알고리즘 적용 전체 박스 Data1 -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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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알고리즘이 적용된 전체 박스 Data2의 각각의 선분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나면 outlier data들이 제거 되고 inlier data들만 존재하게 

되어 직선 data들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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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알고리즘 적용한 전체 박스 Data2의 선분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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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알고리즘 적용 전체 박스 Data2 - 길이

표 8. 전체 박스 알고리즘 적용 전 후 비교

L1 L2 L3 L4

실제 길이 209.5 210 208 208.5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1 198.41 205.34 153.83 187.97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2 174.9 205.03 153.56 200.55

실제 길이와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1 
오차/오차율(%)

11.09/5.2
94

4.66/2.21
9

54.17/26.
043

20.53/9.8
47

실제 길이와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2 
오차/오차율(%)

34.6/16.5
16

4.97/2.36
7

54.44/26.
173

7.95/3.81
3

측정결과 위 표와 같았다. L1의 실제 길이와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1과 비교하였

을 때 11.09cm,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2와 비교하였을 때 34.6cm의 오차가 발생

하였다. L2의 실제 길이와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1과 비교하였을 때 4.66cm, 알고

리즘 적용된 길이 2와 비교하였을 때 4.97cm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L3의 실제 길

이와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1과 비교하였을 때 54.17cm,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2

와 비교하였을 때 54.44cm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매우 큰 오차가 발생하였다. 그 

원인은 알고리즘 상의 오류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앞서 작은 박스로 실험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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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L4의 실제 길이와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1과 비교하였을 때 20.53cm,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2와 비교하였을 때 7.95cm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다음은 전체 박스 data를 정수로 만든 후 1/10로 줄인 Data를 알고리즘에 적용한 

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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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전체 박스 1/10 Data의 각각의 선분(높이 0)

그림 66. 알고리즘이 적용된 전체 박스 1/10 Data의 각각의 선분(높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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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알고리즘 적용한 전체 박스 1/10 Data의 선분 정합(높이 0)

그림 68. 알고리즘 적용 전체 박스 1/10 Data - 길이(높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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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체 박스 알고리즘 적용 전 후 비교

L1 L2 L3 L4

실제 길이 209.5 210 208 208.5

전체 박스 
1/10 Scan Data 160.31 220.23 200 212.13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높이 0 170.7 196.81 201 197.52

실제 길이와 Scan Data 
오차/오차율(%)

49.19/23.
48

10.23/4.8
71 8/3.846 3.63/1.74

1

실제 길이와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 높이 0 

오차/오차율(%)

38.8/18.5
2

13.19/6.2
81 7/3.365 10.98/5.2

66

측정결과 위 표와 같았다. L1의 실제 길이와 Scan Data와 비교하였을 때 

49.19cm,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와 비교하였을 때 38.8cm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L2

의 실제 길이와 Scan Data와 비교하였을 때 10.23cm,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와 비

교하였을 때 13.19cm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L3의 실제 길이와 Scan Data와 비교

하였을 때 8cm,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와 비교하였을 때 7cm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L4의 실제 길이와 Scan Data와 비교하였을 때 3.63cm, 알고리즘 적용된 길이와 비

교하였을 때 10.98cm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그림 69. 알고리즘 적용한 전체 박스 1/10 Data - 높이 0과 높이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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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앞서 획득한 data에서 높이가 0일 때와 130일 때의 data만 추출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RANSA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70. 알고리즘 적용한 공간 모델링

위의 그림은 앞서 획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의 공간 모델링

을 진행한 결과 그래프이다. 높이가 0일 때와 130일 때의 네모가 일정하지 않았다. 

원인은 박스 자체가 힘이 없어 정확한 직육면체를 만들지 못하였고 중간 윗부분이 

쳐져 높이가 올라갈수록 데이터가 모이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

캐닝 시스템에 사용한 엔코더 모터가 로터리 엔코더이기 때문에 누적 오차가 크게 

발생하여 높이가 올라갈수록 스캔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이다.

추후에는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RANSAC 알고리즘이 랜덤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마다 값이 변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더 세 하게 알고리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RANSAC 알

고리즘에 필터를 적용하여 오차를 줄이고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려도 항상 유사

한 값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 64 -

3.2.4 실시간 3D Scanning System

그림 71. 실시간 3D Scanning System - 1

그림 72. 실시간 3D Scanning System - 2

위의 사진은 MFC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실시간으로 3D Scanning을 볼 수 있는 

GUI이다. 좌표값과 각 축의 각도와 오른쪽 위에는 실시간으로 Scanning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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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Lidar에 모터를 달아 3D Scanning을 가능하게 하였다. 엔코더 모터와 서보 모

터를 통해 방위각과 고도각을 측정하여 3차원 좌표 Mapping을 하였다. 

둘째, 좌표값을 보정하기 위해 RANSAC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셋째, 실시간으로 3D Scanning System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Scanning System에 RANSAC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기존의 Lidar로만 좌표를 찍었을 때의 중구난방인 data들을 처리하고 

좌표값을 보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알고리즘 자체가 임의적 선택에 바탕을 두므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마다 다른 값이 나와서 알고리즘 상의 보완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시스템에 정확성을 올리기 위해해서는 조금 더 세 한 알고리즘을 연

구하여 적용한다면 정확한 3D Scanning System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해외 고가 제품들과 비교하여 저렴한 기술로 빠르게 데

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제품과는 차별된 새로운 시스템이 여러 산

업현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과제는 조금 더 세 하게 RANSAC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좌표 값을 보정한다. 

또한, 로터리 엔코더 모터를 보정할 수 있도록 리미트 스위치를 달아 하드웨어를 

수정한다. 마지막으로 PID 제어를 통해 모터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정확한 고정  공간 데이터를 획득하여 모델링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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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Dimensional scanner has been used in various field in need of reverse 

engineering of civil engineering, measurement, restoring culture assets etc. In 

1960s, When Lidar sensor was invented, it was developed along with laser and 

range finder. Since 1970s, the Lidar sensor has been applied to various areas. In 

this paper, I measure distance, azimuth and elevation using Lidar sensor, encoder 

motor and servo motor. And then I conduct 3-dimensional coordinates mapping 

using data figured out previously. In additional I extract edge points and 

compensate the data I got with RANSAC algorithm. Based on this, indoor 3D 

modeling is possible. Also, I experiment scanning with suggesting system and 

compare experimental results with original data. Finally I analyse the end 

results and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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