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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물류,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는 AMR(Autonomous Mobile Robot)의 LiDAR 고
장 시 교체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LiDAR 교체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퀵-체
인지 기구에 기반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실험은 자동차 제조 기업 공장 내 적용을 위해 개발된 AMR을 활용해 수행하였으며, 새로운 프로세스 적용 시 24
분 내 LiDAR 교체가 가능하며 일반적 프로세스 대비 약 76% 이상 단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제안된 

프로세스의 적용을 통해 AMR의 비가동 및 전체적인 공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research, a method for minimizing the replacement time of AMR (Autonomous Mobile Robot), which is used 
in various industrial groups such as logistics and manufacturing, was studied in the event of a LiDAR failure. In this 
regard, a general LiDAR exchange process was defined and a new exchange process based on the newly designed jig, 
which is mounted on the AMR, for the quick change of LiDAR was proposed.

The experiment is conducted using commercialized AMR which was developed for application in the factory of an 
automobile manufacturing company. It was confirmed that LiDAR can be replaced and aligned within 24 minutes when 
the new exchange process is employed, which is about 76% or more shorter than the general LiDAR exchange process. 
As a result, we can minimize AMR downtime and overall process delays by applying the propose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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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조업 현장 전반에서 생산 공정 내 부품의 반복적인 

공급이나 완성품, 반제품의 공정간 이송을 위해 

AGV(Automated Guided Vehicle)[1-5]의 활용은 꾸준

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송물에 대한 단순한 A to B 위
주의 운영 형태로 무인 이송 관련 분야 기술의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기술 동향에 큰 패러다임을 제공한 미국의 국

제적 전자 상업 회사인 아마존(Amazon Inc.)은 자체 물

류센터 FC(Fulfillment Center)에 활용하기 위해 단순한 

A to B가 아닌 N to N의 이송이 가능한 창고 물류 전용 

로봇 플랫폼 KIVA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AGV의 기술발전에 대한 요구와 활용범위의 증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6]. 이는 AMR(Autonomous Mobile Robot) 
[7-9] 이라는 자율주행 기반의 모바일 로봇 개발로 이어

졌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 물류산업,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AMR은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술을 기반으로 주행한다[10]. 사전에 작성

된 지도를 기반으로 로봇이 스스로 현재 위치를 측정하

고, 해당 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목적지까지 스스로 경로

를 생성하여 이동하며, 이동 중 장애물을 만나면 빠르게 

경로를 재갱신하여 장애물을 회피하고 목적지까지 자

율주행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 
AMR의 자율주행은 카메라 또는 영상센서를 활용하

는 방법과 거리를 측정하는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환경과 요

구사항에 따라 이 두 가지 기술을 병행하여 적용하는 방

법도 있다. 주로 산업용 옥내환경에 적용되는 AMR은 

상대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적은 LiDAR를 이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AMR에 부착되는 LiDAR는 주행 시 장애물 감지는 

물론 로봇이 사용되는 환경에서 지도를 생성하고, 생성

된 지도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LiDAR의 고장 등으로 인한 

교체 시 교체 전 생성해놓은 맵과 동일하게 시각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LiDAR 교체 시 미

세정렬 과정을 거치는데 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전

문성이 없는 현장인력이 즉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이는 전체 설비 가동률을 저해하게 되므로 미세정렬

이 필요 없고, 현장 인력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LiDAR 
교체 프로세스가 요구된다. 현재는 주로 LiDAR의 인식

율이나 depth resolution 등 자체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

가 이뤄지고 있으며[11-13], 산업 제조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정렬 관련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본 논문에서는 쉽고 빠르게 LiDAR를 교체할 수 있음

은 물론 산업 제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퀵-체
인지 프로세스를 통해 방법을 제안하였다.

Ⅱ. 일반적인 LiDAR 교체 프로세스

2.1. AMR의 구성

<그림 1>에는 실험을 위해 사용된 AMR이 나타나 있

다. AMR은 캐나다 Clearpath社의 OTTO-1500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SICK社의 Microscan-3 LiDAR가 전후면

에 각 1개씩 지면으로부터 145mm 높이에 설치되어 있

다. 또한 <그림 1>의 우측과 같이 AMR 주행을 통해 공

장 내부 공간의 SLAM map을 확보하였다. 구간의 코너

까지 LiDAR에 의해 감지되어 매핑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Fig. 1 Schematic of AMR with Microscan-3 LiDARs 

전·후진을 위해 LiDAR는 AMR 전·후면 동일한 높이

와 위치에 부착되며 각 LiDAR는 M5 볼트 4개로 조립된

다. 이 때, 볼트 구멍의 직경은 5.3 mm이다. LiDAR는 

볼트 4개 및 내부의 통신선과 전원선을 제거하여 분해

된다. LiDAR의 고정을 위한 브라켓은 AMR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볼트로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LiDAR 
교체 시, AMR의 구조상 분해가 불가능하며 LiDAR 고
정 볼트의 제거를 통해 교체가 가능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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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iDAR 교체 프로세스 및 소요시간 측정 

LiDAR 교체를 위해 분해 작업을 <그림 2>와 같은 순

서로 진행하였으며 재조립은 역순으로 진행하였다.

Fig. 2 Conventional process for Lidar disassembly 

또한 LiDAR 분해 후 <그림 3> 과 같이 재조립 후 미

세정렬을 진행하였다.
LiDAR의 미세정렬은 LiDAR 수평도와 SLAM map 

구현의 재현성 확인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진다. 미세정

렬을 위해 SICK社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 Safety 
Designer를 활용하여 LiDAR가 감지하는 구간이 분해 

전과 동일한지 우선 확인 후 보정을 시행한다. 또한 분

해 전과 재조립 후 SLAM map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 

ROS (Robot Operation System) 환경에서 AMR을 운용

하며 보정을 시행한다. 
<표 1>에는 AMR의 LiDAR 교체 프로세스별 소요 

시간 및 해당 프로세스가 전체 소요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타나 있다. Leadtime은 전문가가 10회에 걸쳐 

교체를 진행한 시간의 평균값이다. 특히 미세정렬 및 파

라미터 로딩을 위해 전체 소요시간의 76.7%가 할애되

며, 이는 전문성이 없는 공장 현장 인력이 진행할 수 없

는 프로세스이다.

Table. 1 Lead time for the replacement of LiDAR

2.3. 미세 정렬 실패에 따른 LiDAR 재현성 오류 측정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 프로세스를 통해 LiDAR를 교

체할 경우 미세정렬 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mapping의 최대 오차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LiDAR를 

볼트 유격만큼 최대한 비틀어 설치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LiDAR 는 전방 최대 감지 거리 50 m 에서 감지 높이

가 1 m 인데 <그림 3>과 같이 Safety Designer 상에서 감

지 높이가 1m 미만이 될 경우 LiDAR 정렬 실패로 판단

한다.

Fig. 3 Mapping error of LiDAR after poor alignment 

Ⅲ. 신규 LiDAR 교체 프로세스

3.1. 퀵-체인지 안착지그의 설계 및 모델링

LiDAR를 단순 볼트 체결로 조립하는 구조에서 미세

정렬 실패 시 발생하는 편차를 시각화하면 <그림 4>와 

같다.
볼트 체결 과정에서 X, Y, Z 방향으로 최대 ±5°정도 

유격이 발생하는데, 이는 볼트 크기에 따라 혹은 구멍의 

가공 정도에 따라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iDAR 조립시 발생할 수 

있는 미세정렬 오차를 최소화하고 전문성이 없는 현장 

인력도 쉽게 교체가 가능한 안착지그를 <그림 5>와 같

No. Process Lead time Note

1 Disassembling 
Robot Hardware 7’ 45’’ 7.6%

2 Disassembling 
LiDAR 1’ 20’’ 1.3%

3 Assembling 
LiDAR 2’ 58’’ 2.9%

No. Process Lead time Note

4
LiDAR Alignment 

and Loading 
Parameters

78’ 24’’ 76.7%
Safety 

Designer 
USED

5 Assembling Robot 
Hardware 11’ 58’’ 11.7%

Total 1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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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계하였다. 안착지그는 AMR본체에 고정되어 있으

며 틀어짐 방지 홈과 위치결정핀이 있어 별도의 LiDAR 
정렬을 위한 수작업 없이 LiDAR의 탈부착만으로 교체 

프로세스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LiDAR는 틀어짐에 대해 규제

할 수 있는 규제면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LiDAR
에 설치된 기계 가공면을 활용하여 재조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베이스 지

그와 위치 결정핀을 사용하여 조립하는 구조를 통해 쉽

게 교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LiDAR 교체 시 볼트 2
개소 해체만으로 즉시 교체가 가능하며 직각도 0.02 mm
의 베이스 지그와 분리형으로 전·후방 기울어짐 오차도 

최소화할 수 있다.

Fig. 5 Schematic of newly designed jig for LiDAR 
assembly

3.2. 안착지그를 사용한 LiDAR 교체 소요시간 측정

설계된 안착지그를 AMR에 적용하고 LiDAR를 교체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통한 LiDAR 교체시 필수

로 활용해야 했던 Safety Desig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지 않고도 제안된 프로세스를 통해 미세 정렬이 가능한

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림 6>과 같이 분해 전과 재조립 후 전방 

최대 감지 거리 50m에서 감지 높이가 1m로 동일한 상

태에서 SLAM map 데이터를 확보하여 즉시 AMR의 운

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표 2> 에는 제안된 프로세스를 통한 LiDAR 교체 소

요 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Leadtime은 전문가가 아닌 현

장 인력이 10회에 걸쳐 교체를 진행한 시간의 평균값이

다. 전체 소요 시간이 기존 1시간 42분 25초에서 24분 

01초로 약 76% 감소하였으며 특히 미세 정렬 및 파라미

터 로딩 소요 시간은 전문성이 없는 현장 인력이 진행했

음에도 1시간 18분 24초에서 3분 30초로 단축되었다. 

Fig. 6 SLAM map data before (top) and after (bottom) 
LiDAR replacement

Fig. 4 Misalignment of LiDAR due to bolt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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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ad time for the replacement of LiDAR

No. Process Lead time Note

1 Disassembling 
Robot Hardware 7’ 50’’ 31.5%

2 Disassembling 
LiDAR 1’ 30’’ 6.0%

3 Assembling 
LiDAR 3’ 02’’ 12.2%

4
LiDAR Alignment 

and Loading 
Parameters

3’ 30’’ 14.1%
Safety 

Designer 
NOT USED

5 Assembling Robot 
Hardware 9’ 00’‘ 32.6%

Total 24’ 01’’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MR의 핵심 부품인 LiDAR의 고장 

등으로 인한 교체시 장시간이 소요되어 공정 지연이 증

가하는 원인을 찾고 이의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인 프로세스 대비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

축하기 위해 현장 인력에 의해 즉시 LiDAR 교체가 가능

한 퀵-체인지 안착지그를 설계, 개발하여 교체 프로세스

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교체작업 시간의 76.7%
를 차지하던 LiDAR 미세 정렬 시간을 14.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소요시간 역시 기존 1시간 42분 25초에서 

23분 56초로 줄어 약 76%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AMR 비가동의 개선 및 공전 지연의 최소화로 이

어진다. 또한 별도의 교체 전문 외부 인력이 필요 없어 

연간 1억원 이상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임의 공간이 아닌 제조 공장 내 실제 운영을 통

해 LiDAR의 고장에 따른 교체율을 지표화하여 저감된 

교체 공수를 설비 종합 가동률 향상과 연계하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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