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UJIN LiDAR

Model Type Measurement Range Environment

YRL3-05

3D LiDAR

5m

IndoorYRL3-10 10m

YRL3-20 20m

광학부

바닥부

본서의 내용은 (주)유진로봇의 소유이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해당 내용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오류, 누락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품의 디자인 및 사양은 품질향상을 위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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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L3 시리즈 퀵 매뉴얼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제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면 예기치 못한 위
험이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서 설명한 방법을 따라서 사용하십시오.

구성품
개별 박스에 포장되어 있으며, 제품 도착 시 구성품을 
확인해 주십시오.

설치 시 주의사항

• 시스템 소개에 표시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며, 살
상 용이나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제품은 Safety Sensor가 아닙니다. 본 제품을 사
람의 부상이나 생명의 피해를 혹은 재산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곳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명시된 전압과 전력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화재나 
제품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열과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화재나 제품에 손상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기기를 해체하지 마십시오. 화재나 제품에 손상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연, 폭발, 부식, 가스가 있는 곳이나 잠재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
품의 이상 동작과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용자
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동작 중에 해체하지 마십시오. 화재나 제품에 손상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기기를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쳐다보지 마십
시오. 눈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동작시킬 경우 뜨거울 수 있으니 신체접촉
을 피해주십시오.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레이저 광원간의 간섭 혹은 접촉은 센서의 동
작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기기를 밟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리지 마십시오. 
화재나 제품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먼지나 습기가 많은 곳,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진동이 많은 곳일 경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 주
십시오. 

•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제품 사용 정보 및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yujinrobot.com

경고 주의 알림 중요

1. 시스템 소개

1.1. 시스템 개요
YUJIN LiDAR YRL series는 환경이나 물체를 검출하기 위하여 수평과 수직으로 스캐닝 하는 레이저 센서입니다. 
센서는 하나의 레이저를 (파장: 905nm) 사용하고 미러가 모터를 통해 움직이며 전체 스캔 영역을 감지합니다. 
거리 측정은 ToF (Time of flight) 방식을 사용합니다. ToF 방식이란 LiDAR의 레이저 펄스가 방출된 시점부터 
물체 표면에 반사되어 센서로 돌아오는 시간간격을 측정하여 물체와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 제품 사용

2.3. 사용하기
연결이 성공할 경우 자동으로 뷰어 화면에 YUJIN LiDAR의 데이터들이 나타납니다.
뷰어의 세부 설정 값들을 변경하여 원하는 시각화 화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1.2. 제품의 명칭
제품은 광학부 (Optical)와 바닥부(Bottom)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세 명칭은 아래 이름을 참조 바랍니다.

• 최대 270도 수평, 90도 수직 스캔이 가능한 3D LiDAR (YRL3 series)
• ToF (Time of Flight) 싱글 채널 기술 적용
• 국제 로봇 기술 표준 ROS 지원
• 자율주행을 위한 SLAM, Navigation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제공 (옵션)

1.3. 제품의 특징
YRL 시리즈는 (주)유진로봇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스캔 구동 방식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
고 가벼워 사용성이 확대된 제품입니다.

1.4. 제품 사양

측정결과는 거리, 각도 및 각 포인트 클라우드의 좌표 값으로 제공됩니다. YRL series는 실내에서만 운용이 가능
하며, 안정 장치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YRL3 시리즈는 3D 스캐닝 센서로 수평과 수직을 동시에 스캔하며, YRL2 시리즈는 2D 스캐닝 센서로 하나의 수
직각도에서 수평 스캐닝을 하는 레이저 센서입니다.

레이저를 직접 보지 말고 작동 중에 제품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YRL 시리즈 종류

YUJIN LiDAR Object
측정거리

레이저
다이오드

Light 발신
반사

Optical
System

Light 송신

포토 다이오드
(Avalanche)

시간측정회로

이상 및 불편사항은 구입하신 판매점 또는 당사
로 연락해 주십시오.

네트워크 기본 세팅 값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으며, YUJIN LiDAR 뷰어에서 세팅 값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IP address : 192.168.1.200
• Port number : 1234

① Optical Window
② Middle Cover
③ Bottom Cover
④ LED Label
⑤ Status Display LED

⑥ Power Cable 
⑦ Ethernet Cable
⑧ Power Cable Rubber
⑨ Ethernet Cable Rubber
⑩ Alignment Support Mark(0˚ axis)
⑪ Mounting Tap M3 (Depth:4mm)

1) 깃허브를 통해 컴퓨터 사양에 맞는 제품을 다운로드 합니다.
2) 필요한 제품을 다운로드 후 설치를 진행합니다.
3) 관리자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뷰어는 설치하고자 하는 컴퓨터 운영체제에 맞춰 제품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제품 다운로드는 깃허브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1. YUJIN LiDAR 뷰어 설치

깃허브(github)주소를 참조하여 제품을 다운받으십시오.
https://github.com/yujinrobot/yujin_lidar

Ubuntu의 경우, qt5 설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qt5설치 후 해당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디렉토리로 이동 후 실행하십시오.
설치) sudo apt-get install qt5-default 
실행) sudo ./Yujin_Lidar_Viewer   

2.2. 연결 및 사용하기
1) YRL 제품의 전원을 연결합니다.
2) YRL 제품의 통신케이블 (Ethernet Cable)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3) 컴퓨터 네트워크 IP주소를 192.168.1.12로 설정합니다. (라이다 IP 기본 설정: 192.168.1.200)
4) YUJIN LiDAR 뷰어를 실행합니다.
5) YUJIN LiDAR 뷰어의 IP연결의 연결 버튼을 통해 LiDAR를 연결합니다.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상태 값이 ‘연결됨’으로 변경되며, 시리얼번호, 하드웨어 버전 정보를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라이다 전원, 데이터(이더넷)케이블, 라이다IP주소, 컴퓨터IP 주소를 확인 하십시오.

YRL 시리즈 제품

1m 파워케이블

퀵 매뉴얼

1m 이더넷 케이블

Environment Indoor 

Type 3D LiDAR

Model Name YRL3-05 YRL3-10 YRL3-20

Measurement Range 0.1~5m 0.1~10m 0.1~20m

Collection Angle
Horizontal 270° 

Vertical 90° (-45° ~ +45°)

Laser Class  Class 1, eye safety (IEC 60820-1:2014)

Laser Wavelength 905nm

Scanning  Frequency 
Horizontal 20Hz

Vertical 0.57Hz (1scan 1.76sec.  If vertical 90°)

Range Resolution <10mm

Angular Resolution
Horizontal 0.55°

Vertical 0.35° (257 steps)

Sampling Rate 130,000

Data Packet Rate 13,000

Response Time >50ms per layer

Communication Interface 100Mbps Ethernet

Optical Indicators 1 x LED (Green : Available, Red: Error)

Output Data Horizontal Angle, Vertical Angle, Range, Intensity, Cartesian coordinates (x,y,z)

Electrical Connection 1 x M8 for Power, 1 x M12 for Data

Supply Voltage DC 12V

Power Consumption 6W

Material Top window cover(PC), Bottom cover(AL)

Enclosure rating(IP) IP 67

Weight 400g

Dimension DxWxH  65mm x 85mm x 91.40mm



광학부

바닥부

No part of this manual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Yujin Robot Co., Ltd. 
Yujin Robot Co., Lt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errors or omissions or any damages resulting from the us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it.

* To improve quality, the product’s design and specifications 
may change without prior notice.

 YRL3-05  ㅣ  YRL3-10  ㅣ  YRL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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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L3 Series Quick Manual

Important Safety Instructions
Safe and accurate use of the product can 
help prevent danger or damages. Follow the 
methods described in the instructions below.

Product Components
The product is packaged in individual boxes. 
Please check the components upon arrival.

Installation Safety Guide

• The product should only be used for the 
purpose indicated in the system introduction 
and may not be used as a weapon or for 
military purposes.

• This product is not a safety sensor. Do not use 
this product in a place where human injury, 
loss of life, or property damage may occur.

• Use within the specified voltage and power, 
otherwise fire or damage may occur to the 
product.

• Do not apply heat or pressure as it may cause 
fire or damage to the product.

• Do not disassemble this unit as it may cause 
fire or damage to the product.

• Do not use in areas where flammable, 
explosive, or corrosive gases are present or 
where there may be potential damage.

Operation Safety Guide

• Do not disassemble during operation as it 
may cause fire or damage to the product.

• Do not look at the product for a long time at 
close range during operation as it may cause 
damage to your eyes.

• The product may become hot if operated for 
a long time. Do not touch to avoid burns.

• Interference or contact between different 
laser light sources may cause abnormal 
operation of the sensor.

• Do not step on the unit or place heavy objects 
on it as it may cause abnormal operation of 
the sensor.

• Do not use in dusty or humid places or in 
direct sunlight.

• Fasten the product firmly in places where 
there is a lot of vibration. 

• Do not drop objects on the product or shock it.

All information materials can be found at 
the following website :
http://www.yujinrobot.com

Warning Caution Notice Important

1. About the Product

1.1. Product Description
The YUJIN LiDAR YRL Series is a laser sensor that scans horizontally and vertically to detect objects. 
The sensor uses a single laser (wavelength: 905 nm), and a mirror moves through the motor and 
detects the entire scan area. Distance measurement uses the time of flight (ToF) method. The ToF 
method calculates the distance to an object by measuring the time it takes for a LiDAR laser pulse 
to be reflected from the surface of the object back to the source.

2. Use of the Product

2.3. Using the program
YUJIN LiDAR data appear on the viewer automatically when the connection is made successfully. 
You can also get the visualized screen you want by changing the set values of the viewer.

1.2. Product Diagram
The product is divided into optical and bottom. Please refer to the part names below for details.

• Time of Flight (ToF) Single Channel LiDAR
• Compact Size and Lower Cost
• ROS (Robot Operating System) Compatible
• Quick and Scalable Software Support
• Wider Field of View 

1.3. Features
The YRL Series is developed on the basis of Yujin Robot’s core technology. 
It holds a patent for the scanning type of driving method with extended application availability.

1.4. Specifications

Measurement results are provided as distances, angles, and coordinate values for each point cloud. 
The YRL Series can only be operated indoors and cannot be used as a safety device. 
The YRL3 Series is a 3D scanning sensor that simultaneously scans horizontally and vertically. The 
YRL2 Series is a 2D scanning sensor, which is a laser sensor that performs horizontal scanning at 
one vertical angle.

Please do not look directly at the laser and do not disassemble it during the operation.

YRL Series – Models Classification

YUJIN LiDAR Object
Measuring distance

Laser Diode

Output light
Reflection

Optical
System

Input light

Photo Diode
(Avalanche)

Time measuring circuit

Please contact your dealer or Yujin Robot 
about any problem or inconvenience.

The default network settings are shown 
as below. You can change the settings in 
the YUJIN LiDAR Viewer.

• IP address : 192.168.1.200
• Port number : 1234

① Optical Window
② Middle Cover
③ Bottom Cover
④ LED Label
⑤ Status Display LED

⑥ Power Cable 
⑦ Ethernet Cable
⑧ Power Cable Rubber
⑨ Ethernet Cable Rubber
⑩ Alignment Support Mark(0˚ axis)
⑪ Mounting Tap M3 (Depth:4mm)

1) Download the product from GitHub 
    that matches your computer.
2) Proceed with installing the LiDAR after the required 
     product is downloaded. 
3) Run the program as an administrator.

The viewer can be installed after downloading the product 
according to the OS of the computer where you want to install the 
viewer. The product can be downloaded from GitHub.

2.1. Installing the Viewer

The GitHub download address is given below: 
https://github.com/yujinrobot/yujin_lidar

Run the program where the related software is installed after the qt5 is installed.
Install) sudo apt-get install qt5-default 
Run) sudo ./Yujin_Lidar_Viewer   

2.2. Connection and Use
1) Connect the power of the YRL.
2) Connect the communication cable (Ethernet cable) of YRL to the computer.
3) Set the IP address of the computer network to 192.168.1.12. 
     (The basic setting of the LiDAR IP is 192.168.1.200)
4) Run the YUJIN LiDAR Viewer.
5) Connect LiDAR through the connection button of the YUJIN LiDAR Viewer.

If the connection is made normally, the status value changes to “Connected” and 
you can verify the serial number and hardware version.

If the connection is not made, please check the LiDAR power, data (Ethernet) cable, LiDAR IP 
address and computer IP address. 

YUJIN LiDARPower Cable (1m)

Quick Start Manual

Ethernet Cable (1m)

YUJIN LiDAR

Model Type Measurement Range Environment

YRL3-05

3D LiDAR

5m

IndoorYRL3-10 10m

YRL3-20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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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Indoor 

Type 3D LiDAR

Model Name YRL3-05 YRL3-10 YRL3-20

Measurement Range 0.1~5m 0.1~10m 0.1~20m

Collection Angle
Horizontal 270° 

Vertical 90° (-45° ~ +45°)

Laser Class  Class 1, eye safety (IEC 60820-1:2014)

Laser Wavelength 905nm

Scanning  Frequency 
Horizontal 20Hz

Vertical 0.57Hz (1scan 1.76sec.  If vertical 90°)

Range Resolution <10mm

Angular Resolution
Horizontal 0.55°

Vertical 0.35° (257 steps)

Sampling Rate 130,000

Data Packet Rate 13,000

Response Time >50ms per layer

Communication Interface 100Mbps Ethernet

Optical Indicators 1 x LED (Green : Available, Red: Error)

Output Data Horizontal Angle, Vertical Angle, Range, Intensity, Cartesian coordinates (x,y,z)

Electrical Connection 1 x M8 for Power, 1 x M12 for Data

Supply Voltage DC 12V

Power Consumption 6W

Material Top window cover(PC), Bottom cover(AL)

Enclosure rating(IP) IP 67

Weight 400g

Dimension DxWxH  65mm x 85mm x 91.40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