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UJIN 3D LiDAR YRL3V2-05/10/25

YUJIN-SLAM YSL-1000

YUJIN-Navigation YNC-1000

YUJIN Robotization Package

사용 설명서

Revision: 1.3
Date: 2023/02

YUJIN-Navigation controller
YNC-1000YSL-1000

YUJIN-SLAM

YRL3V2-05/10/25
YUJIN 3D LiDAR 



Doc. No. RP-R1-KO-V1.3

이 문서의 모든 로고, 상표는 ㈜유진로봇의 지적 재산으로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어떠한 부분도 ㈜
유진로봇의 명시적 서면 없이 어떤 형태로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외관 및 규격은 제품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면책 사항
이 사용 설명서의 정보는 제품 수명주기 동안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의 
인쇄 버전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최근 제품 정보와 비교하여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기술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누락 또는 손상 등에 대해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023 YUJIN ROBOT Co., Ltd. All Rights Reserved.



3

개정 이력

개정 이력
다음 표에서는 이 문서의 버전 정보와 중요한 변경 사항 내역을 보여줍니다. 

버전 작성일 변경 내용

V1.0 2022.3.15 신규 작성

V1.1 2022.12.12

'YUJIN 3D LiDAR' 제품 추가
"3. 제품 설치" 페이지 14 추가
"5. 초기 설정" 페이지 35 수정
"9. Web Tools(파라미터 에디터) 사용" 페이지 80 
추가
'6. 파라미터 에디터(Parameter Editor) 사용하기' 삭제
'7. 로그 수집기(LogAggregator) 사용하기' 삭제

V1.2 2023.02.13 "3.4 제품 설치" 페이지 20 제공 나사 정보 수정

V1.3 2023.02.28
"6. 라이다 뷰어(LiDAR Viewer) 사용" 페이지 47 챕터 
추가
충격 방지 패드 부착 방법 추가 ("3.4.3 유진 SLAM 설치" 
페이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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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 사항

1. 안전 주의 사항

1.1 정의
다음 지침은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시스템을 주의 깊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사용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
경미한 부상 또는 제품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사용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사용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1.2 일반 안전
제품을 구동하기 전에 이 사용 설명서를 읽고 제품의 기능을 숙지하십시오.

1.2.1 설치 시 주의사항
 • 제품 설치 및 전기 설비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만 수행해야 합니다.
 • 고객의 전원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공급 케이블의 배선 단면은 해당 표준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품의 전원 연결부를 부착 또는 분리 작업하기 전에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해야 합니다.
 • 명시된 전압과 전력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화재나 제품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열과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화재나 제품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연, 폭발, 부식, 가스가 있는 곳이나 잠재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이상 

동작과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소개에 표시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며, 살상 용이나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제품은 안전센서(Safety Sensor)가 아닙니다. 본 제품을 사람의 부상, 생명의 피해,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1.2.2 사용 시 주의사항
 • 동작 중에 제품을 해체하지 마십시오. 화재나 제품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오랫동안 동작시킬 경우 뜨거울 수 있으니 신체 접촉을 피해주십시오.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본 기기를 밟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리지 마십시오. 화재나 제품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을 사람의 부상이나 생명의 피해를 혹은 재산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곳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다른 레이저 광원 간의 간섭 혹은 접촉은 센서의 동작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실외 환경, 먼지나 습기가 많은 곳, 태양광이 비치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진동이 많은 곳일 경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 주십시오. 
 • 본 설명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제어, 조정 또는 절차의 사용으로 레이저 방사를 초래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허용된 환경 조건에서만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11. 제품 사양" 페이지 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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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개

2.1 유진 로보타이제이션 패키지 소개
유진 로보타이제이션 패키지(YUJIN Robotization Package)는 유진 3D 라이다(YUJIN 3D LiDAR) 2개, 유진 
SLAM(YUJIN-SLAM) 1개, 유진 네비게이션 컨트롤러(YUJIN-Navigation controller) 1개로 구성된 종합 패키지입니다. 
기존의 수동 장비에 유진 로보타이제이션 패키지를 연동하여 자율 주행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 기존의 수동 장비에 자율 주행 기능을 부여
 • 유진 GoCart를 통한 검증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 제공 및 개발 비용 최소화

YUJIN-Navigation controller
YNC-1000YSL-1000

YUJIN-SLAM

YRL3V2-05/10/25
YUJIN 3D LiDAR 

그림 1: 유진 로보타이제이션 패키지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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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유진	3D	라이다
라이다는 ToF(Time of Flight) 기술이 적용된 싱글 채널 360도 3D 스캐닝 레이저 센서입니다. 라이다는 주변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정밀한 지도 작성을 위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공합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 로봇(AMR)이 매핑(SLAM)
과 주행(Navigation)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4개 스캐닝 모드를 지원합니다.
센서 최대 거리에 따라 아래 3가지 타입의 라이다를 지원합니다.

타입(명칭) 센서 최대 거리
YRL3V2-05 5m

YRL3V2-10 10m

YRL3V2-25 25m

YUJIN LiDAR Object
측정거리

레이저
다이오드

Light 송신
반사

Optical
System

Light 수신

포토�다이오드
(Avalanche)

시간측정회로

그림 2: ToF (Time of Flight) 원리

 • 싱글 채널 360도 3D 스캐닝 거리 측정
 • 자율주행 로봇(AMR)에 최적화된 4개 스캐닝 모드 지원 (최대 360도 수평, 80도 수직)
 • ToF (Time of Flight) 싱글 채널 기술 적용
 • ROS(Robot Operating System) 1/2 지원
 • LiDAR Viewer S/W 제공
 • IP67, RoHS, 국제 인증(CE) 획득

2.1.1.1 제품 활용
 • 주변 물체와의 거리 측정
 • 정밀한 지도 작성
 • 사물 감지 및 장애물 회피
 • 상업용 로봇/서비스 로봇/물류 로봇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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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측정 정보
라이다는 초당 약 30,000개 이상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포인트 클라우드는 아래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Horizontal Angle: 측정된 수평각도 (-180º ~ +180º)
 • Vertical Angle: 측정된 수직각도(-40º ~ +40º, max. 80º)
 • Range: 센서에서 레이저 발신/송신 시간 측정을 통한 물체와의 거리값
 • Intensity: 측정된 반사강도
 • Coordinate Value: 측정된 포인트 클라우드 좌표값 X, Y, Z
 • System Time: OS 기준 절대 시간
 • Time Stamp: 포인트 클라우드 간 상대 시간을 알려주는 time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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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선택 가능한 스캐닝 모드
라이다는 자율주행 로봇(AMR)에 최적화된 4개 스캐닝 모드를 지원합니다. 원하는 스캐닝 모드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각 모드의 수평, 수직 영역(FoV: Horizontal x Vertical)에 따른 스캔 범위를 참고하십시오.

Mode � (General: Default) Mode � (Upward)

Mode � (Downward) Mode � (Narrow)

+��°

-��°

-��°

Center �°

+��°

-�°
Center �°

Upper
Vertical

��°
Vertical

��°
Lower
Vertical

��°

Upper
Vertical

��°

Lower
Vertical

��°

+�°

-��°

-��°

Center �°

+��°

-��°

Center �°

Upper
Horizontal

���°

Horizontal

���°

Horizontal

���°

Lower
Horizontal

���°

Upper
Horizontal

���°

Lower
Horizontal

���°

Vertical

��°

Mode � (General: Default) Mode � (Upward)

Mode � (Downward) Mode � (Narrow)

+��°

-��°

-��°

Center �°

+��°

-�°
Center �°

Upper
Vertical

��°
Vertical

��°
Lower
Vertical

��°

Upper
Vertical

��°

Lower
Vertical

��°

+�°

-��°

-��°

Center �°

+��°

-��°

Center �°

Upper
Horizontal

���°

Horizontal

���°

Horizontal

���°

Lower
Horizontal

���°

Upper
Horizontal

���°

Lower
Horizontal

���°

Vertical

��°

MODE	1(Default)
 • Upper: 360° x 55° (+40° ~ -15°)
 • Lower: 270° x 25° (-15° ~ -40°)

Mode	2
 • 360° x 40° (+35° ~ -5°)

Mode � (General: Default) Mode � (Upward)

Mode � (Downward) Mode � (Narrow)

+��°

-��°

-��°

Center �°

+��°

-�°
Center �°

Upper
Vertical

��°
Vertical

��°
Lower
Vertical

��°

Upper
Vertical

��°

Lower
Vertical

��°

+�°

-��°

-��°

Center �°

+��°

-��°

Center �°

Upper
Horizontal

���°

Horizontal

���°

Horizontal

���°

Lower
Horizontal

���°

Upper
Horizontal

���°

Lower
Horizontal

���°

Vertical

��°

Mode � (General: Default) Mode � (Upward)

Mode � (Downward) Mode � (Narrow)

+��°

-��°

-��°

Center �°

+��°

-�°
Center �°

Upper
Vertical

��°
Vertical

��°
Lower
Vertical

��°

Upper
Vertical

��°

Lower
Vertical

��°

+�°

-��°

-��°

Center �°

+��°

-��°

Center �°

Upper
Horizontal

���°

Horizontal

���°

Horizontal

���°

Lower
Horizontal

���°

Upper
Horizontal

���°

Lower
Horizontal

���°

Vertical

��°

Mode	3
 • Upper: 360° x 20° (+5° ~ -15°),
 • Lower: 270° x 20° (-15° ~ -35°)

Mode	4
 • 360° x 20° (+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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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유진	SLAM
YSL-1000은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시스템 컨트롤러입니다. 다양한 고객 장비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박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정밀한 지도를 생성하고 매핑을 통해 로봇에게 정확한 위치정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YSL-1000은 우분투 운영체제(Ubuntu OS)를 기본 제공하고 유진 3D LiDAR 센서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지도 그리기, 위치 인식 기능 제공
 • 실시간 사용환경에 맞게 지도 편집 기능 제공
 • 쉽고 빠른 테스트를 위한 Simple and Smart Test Tool(Mobile Pendant) 지원

2.1.3 유진 네비게이션 컨트롤러
YNC-1000은 네비게이션(Navigation) 시스템 컨트롤러입니다. 다양한 고객 장비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박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작업 환경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최적의 경로를 탐색해 로봇을 안전하게 목표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다양한 
센서와 연동하여 정밀하고 정확한 환경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장애물 감지를 통한 충돌 방지(유리 감지 가능)
 • 다양한 센서와 연동 가능
 • 정밀하고 정확한 환경 정보 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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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2 시스템 구성도
유진 3D 라이다 2개, 유진 SLAM 1개, 유진 네비게이션 컨트롤러 1개를 아래와 같이 장비에 연결합니다.

Ethernet 1 (RJ45) SBC PowerEthernet Power
DC 21 V ~ 59 V

Navigation Power 
Cable, 1.5m (Supplied)

SLAM Power Cable, 
1.5m (Supplied)

LiDAR Power Cable, 
1 m (Supplied)

LiDAR Power Cable, 
1 m (Supplied)

Portable Monitor

HDMI 
(Signal)

Supports 
Wireless Network

Antenna Set

RS232
FAN Power

Speaker

Antenna 1 Antenna 2

YUJIN-SLAM (YSL-1000) 
Back Panel

YUJIN-Navigation controller (YNC-1000)  
Back Panel Left Panel

Router (HUB)

(Customer Furnished)

Customer Equipment

YUJIN LiDAR (YRL3V2-05/10/25) 
Back Panel

YUJIN LiDAR (YRL3V2-05/10/25) 
Back Panel

Integrated power 
cable, 27cm

Integrated power 
cable, 27cm

Integrated Ethernet 
cable, 27cm

Integrated Ethernet 
cable, 27cm

Mouse/Joystick/Keyboard

Power 
DC 12 V

Power 
DC 12 V

USB 3.0 USB 
(Power)

SBC Power

그림 3: 유진 로보타이제이션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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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설치

3.1 구성품
구성품은 개별 박스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제품 도착 시 구성품을 확인합니다.

3.1.1 유진	3D	라이다
 • 라이다(YRL3V2-05/10/25)
 • 1 m 전원 케이블
 • 1 m 이더넷 케이블

3.1.2 유진	SLAM
 • SLAM(YSL-1000)

3.1.3 유진 네비게이션 컨트롤러
 • 네비게이션 컨트롤러(YNC-1000)

3.1.4 악세사리 키트
 • SLAM 안테나 세트(2개)
 • SLAM 고정 브라켓(USB 이탈 방지용 브라켓 포함)
 • SLAM 브라켓 장착 나사
 • SLAM 충격 방지 패드
 • SLAM 1.5 m 전원 케이블
 • 네비게이션 고정 브라켓
 • 네비게이션 브라켓 장착 나사
 • 네비게이션 1.5 m 전원 케이블
 • 조이스틱(옵션)

참고
구성품 이상 및 불편사항은 구입하신 판매점 또는 당사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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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품 치수

3.2.1 유진	3D	라이다
아래의 제품 치수를 고려하여 유진 3D 라이다를 장비에 설치합니다.

(단위 mm)

44 
(1.73")

85 (3.34")

91.4 
(3.59")

65 (2.55")

그림 4: 유진 3D 라이다 치수

3.2.2 유진	SLAM
아래의 제품 치수를 고려하여 유진 SLAM을 장비에 설치합니다.

89.0 mm 
(3.50")

196.8 mm (7.74")

198.2 mm (7.80")

그림 5: 유진 SLAM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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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유진 네비게이션 컨트롤러
아래의 제품 치수를 고려하여 유진 네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장비에 설치합니다.

85.3 mm 
(3.35")

141.2 mm 

(5.55")

206.5 mm (8.12")

그림 6: 유진 네비게이션 컨트롤러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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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품 명칭

3.3.1 유진	3D	라이다
제품은 광학부 (Optical)와 바닥부(Bottom)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Optical

Bottom

10

1

9

4

2

7

5

8

6

3

그림 7: 라이다 제품 명칭

1 윈도우 6 통신(Ethernet) 케이블
2 케이스 7 전원 케이블 고무
3 LED 라벨 8 통신(Ethernet) 케이블 고무
4 상태 표시등 9 정렬 보조 표시(0° 축)
5 전원 케이블 10 마운팅 탭 M3(깊이: 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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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유진	SLAM
다음 그림은 SLAM 후면 패널을 보여줍니다.

이더넷(RJ45)전원 USB 3.0 HDMI

안테나(2개)

후면 상부 포트

후면 상부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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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

3.3.3 유진 네비게이션 컨트롤러
다음 그림은 네비게이션 컨트롤러의 상부면, 좌측면, 우측면, 후면 패널을 보여줍니다.

전원 DC 21 V ~ 59 V RS485/모터 드라이버

Left Panel Right Panel

상태 표시 LED

RS485 포트

디버그/다운로드 포트

Top Panel

Back Panel

1 32 4 5

910

6

8

7

1 GPIO 2 - Right Angle Type Connector (40 Pin)
2 GPIO 1 - Right Angle Type Connector (40 Pin)
3 Sonar - General Connector (40 Pin)
4 Master - Right Angle Connector (32 Pin)
5 General Power - Push in Type Connector (40 Pin)
6 Brake Power - Push in Type Connector (6 Pin)
7 SBC Power - Push in Type Connector (4 Pin)
8 SBC Power - PWR Connector (2 Pin)
9 SBC Power - PWR Connector (2 Pin)

10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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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품 설치

3.4.1 설치 장소 선정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기위해 제품을 아래의 장소에 설치하기를 권장합니다.
 • 효율적인 열 방출을 위해 열전도율이 높은 재질(알루미늄 합금 권장)에 장착하십시오.
 • 진동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설치될 위치의 표면이 깨끗하고 주위에 파편이 없어야합니다. 만약 표면이 

불규칙할 경우, 제품 하부에 브라켓(고객 공급)을 장착해 고정하십시오.
 • 라이다의 경우, 태양광으로부터 센서를 보호하십시오.

3.4.2 라이다 설치
라이다 바닥면에는 제품 체결을 위한 볼트 구멍(3개)이 있습니다. 적합한 치수의 볼트(M3 x 4 mm)를 사용하여 라이다를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십시오. 라이다 바닥면과 장착면을 고정 시킬 때, 볼트를 과도하게 체결하지 마십시오. 라이다 
바닥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볼트 구멍, M3 x 4 mm

그림 8: 라이다 바닥면 볼트 구멍 위치

주의
라이다 센서 시야의 수평 0° 축(라이다 덮개의 화살표 방향)을 모니터링할 영역의 중심에 맞춰 
설치하십시오. 

수평 0° 축
(화살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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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유진	SLAM	설치
 • 최상의 성능 구현을 위해 장치를 아래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조립 나사를 세게 조여 발생하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제공된 나사(4 개)를 이용해 브라켓을 제품에 장착합니다.

브라켓(1 개)

나사, M3 x 8L(4 개)

2. 브라켓 바닥면에 충격 방지 패드(3개)를 붙입니다.

충격 방지 패드 (3개) 
10 mm x 180 mm x 5t

3. SLAM을 부착할 장착면을 준비합니다. 장착면의 치수는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부착된 충격 방지 패드의 높이를 고려하여 장착면의 지지대를 제작해야합니다.

 • 스탠드 오프(Stand off)를 이용할 경우: M3, 높이 8 mm
 • 스페이서(Spacer)를 이용할 경우: Ø7.5, 높이 6.5 mm

<상면도>

<측면도>

장착면

지지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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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사(4 개, 구매자 공급)를 이용해 브라켓을 장착면에 고정합니다.

나사, M3 
(4 개, 구매자 공급)

5. 모든 케이블을 연결한 후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에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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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유진 네비게이션 컨트롤러 설치
 • 최상의 성능 구현을 위해 장치를 아래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조립 나사를 세게 조여 발생하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제공된 나사(4 개)를 이용해 브라켓을 제품에 장착합니다. 

나사, M3 x 8L(4 개)

브라켓(2 개)

2. 나사(4 개, 구매자 공급)를 이용해 브라켓을 장착면에 고정합니다.

나사, M3 
(4 개, 구매자 공급)

주의
네비게이션 컨트롤러의 후면은 로봇의 주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장착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장착될 경우, 자이로 센서 인식 값에 오차가 발생하여 로봇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로봇 주행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조립

제품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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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케이블 연결

3.5.1 라이다 케이블 연결
라이다의 일체형 케이블(2 개)의 길이는 각 27cm이며, 기본 제공된 전원 케이블(Power Cable, 1 m)과 통신 케이블
(Ethernet Cable, 1 m)을 연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케이블의 길이를 늘려야 하는 경우 유진로봇 기술 지원부에 
문의하십시오.

LiDAR Power Cable, 
1 m (Supplied)

LiDAR Power Cable, 
1 m (Supplied)

(Customer Furnished)

Customer Equipment

YUJIN LiDAR (YRL3V2-05/10/25) 
Back Panel

YUJIN LiDAR (YRL3V2-05/10/25) 
Back Panel

Integrated power 
cable, 27cm

Integrated power 
cable, 27cm

Integrated Ethernet 
cable, 27cm

Integrated Ethernet 
cable, 27cm

Power 
DC 12 V

Power 
DC 12 V

1. 제공된 전원 케이블(Power Cable, 1 m)을 라이다의 일체형 전원 케이블 커넥터와 장비에 연결합니다. 
2. 제공된 통신 케이블(Ethernet Cable, 1 m)을 라이다의 일체형 통신 케이블 커넥터와 장비에 연결합니다. 

주의
제공된 전원 케이블의 접지를 가공하여 장비에 케이블을 연결할 때 케이블의 정보를 확인하여 올바르게 
연결하십시오. "3.5.1.1 라이다 케이블 핀아웃 가이드" 페이지 25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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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라이다 케이블 핀아웃 가이드

 • IP Ethernet EXTENSION Connector

L102-M12-R05A01(Male)

핀 번호 신호
1 TX+

2 TX-

3 RX+
4 RX-
5 GND

 • IP Ethernet Connector

L102-M12-R05A02(Female)

핀 번호 신호
1 TX+

2 TX-

3 RX+
4 RX-
5 GND

 • Ethernet RJ45 Connector

 • IP PWR EXTENSION Connector

 • Power Input Connector

 • IP PWR Connector

RJ45

L102-M8-T0402-01(Female)L102-M8-H0401(Male)

핀 번호 신호
1 TX+

2 TX-

3 RX+
6 RX-

핀 번호 신호
1 +12V

2 +12V

3 GND
4 GND

핀 번호 신호
1 +12V

2 +12V

3 GND
4 GND

1

83

1

12

34

1 2

3 4

MOLEX : 39-01-4030

핀 번호 신호 색상
1 +12V Red & White
3 GND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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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유진	SLAM	케이블	&	유진 네비게이션 컨트롤러 연결

Ethernet 1 (RJ45) SBC PowerEthernet Power
DC 21 V ~ 59 V

Navigation Power 
Cable, 1.5m (Supplied)

SLAM Power Cable, 
1.5m (Supplied)

Portable Monitor

HDMI 
(Signal)

Supports 
Wireless Network

Antenna Set

RS232
FAN Power

Speaker

Antenna 1 Antenna 2

YUJIN-SLAM (YSL-1000) 
Back Panel

YUJIN-Navigation controller (YNC-1000)  
Back Panel Left Panel

Router (HUB)

(Customer Furnished)

Customer Equipment

Mouse/Joystick/Keyboard

USB 3.0 USB 
(Power)

SB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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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유진	SLAM	케이블 핀아웃 가이드
유진 SLAM의 후면 패널에는 상부 포트와 하부 포트가 존재합니다. 상부 포트의 세부 항목은 아래 그림과 표를 
참고하십시오.

후면 상부 포트
18 1416 1217 1315 11 10

9 57 38 46 2 1

그림 9: 유진 SLAM 포트

Pin	
Number Signal Pin	

Number Signal

1 Speaker L+ 10 Speaker L-
2 Speaker R- 11 Speaker R+
3 N/A 12 N/A
4 RS232 - RX 13 RS232 - GND
5 N/A 14 RS232 - TX
6 FAN PWR - GND 15 FAN PWR - 12V
7 N/A 16 N/A
8 SBC PWR - GND 17 SBC PWR - GND
9 SBC PWR - 20V 18 SBC PWR - 2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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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유진 네비게이션 컨트롤러 케이블 핀아웃 가이드
유진 네비게이션 컨트롤러는 후면 패널, 왼쪽면 패널, 오른쪽면 패널, 상부면 패널에 포트가 위치합니다. 각 패널의 세부 
항목은 아래 그림과 표를 참고하십시오.

1. 후면 패널

4. 상부면 패널3. 오른쪽면 패널

2. 왼쪽면 패널

그림 10: 유진 네비게이션 컨트롤러 포트
1. 후면 패널

1 32 4 5

910

6

8

7

1  GPIO 2 - Right Angle Type Connector (40 Pin)
Pin	
Number Signal Pin	

Number Signal

1 EXPAN_INPUT_1A_SIG 21 EXPAN_OUTPUT_4_GND
2 EXPAN_INPUT_1B_SIG 22 EXPAN_OUTPUT_4_24V PULL UP
3 EXPAN_INPUT_2A_SIG 23 EXPAN_OUTPUT_5_SIG
4 EXPAN_INPUT_2B_SIG 24 EXPAN_OUTPUT_5_GND
5 EXPAN_INPUT_3A_SIG 25 EXPAN_OUTPUT_5_24V PULL UP
6 EXPAN_INPUT_3B_SIG 26 EXPAN_OUTPUT_6_SIG
7 EXPAN_INPUT_4A_SIG 27 EXPAN_OUTPUT_6_GND
8 EXPAN_INPUT_4B_SIG 28 EXPAN_OUTPUT_6_24V PULL UP
9 EXPAN_INPUT_5A_SIG 29 ANALOG_OUTPUT_1_VCC
10 EXPAN_INPUT_5B_SIG 30 ANALOG_OUTPUT_1_SIG
11 EXPAN_OUTPUT_1_SIG 31 ANALOG_OUTPUT_1_GND
12 EXPAN_OUTPUT_1_GND 32 ANALOG_OUTPUT_2_VCC
13 EXPAN_OUTPUT_1_24V PULL UP 33 ANALOG_OUTPUT_2_SIG
14 EXPAN_OUTPUT_2_SIG 34 ANALOG_OUTPUT_2_GND
15 EXPAN_OUTPUT_2_GND 35 ANALOG_INPUT_1_VCC
16 EXPAN_OUTPUT_2_24V PULL UP 36 ANALOG_INPUT_1_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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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PAN_OUTPUT_3_SIG 37 ANALOG_INPUT_1_GND
18 EXPAN_OUTPUT_3_GND 38 ANALOG_INPUT_2_VCC
19 EXPAN_OUTPUT_3_24V PULL UP 39 ANALOG_INPUT_2_SIG
20 EXPAN_OUTPUT_4_SIG 40 ANALOG_INPUT_2_GND

2  GPIO 1 - Right Angle Type Connector (40 Pin)
Pin	
Number Signal Pin	

Number Signal

1 LED Strip 1 VCC(5V) 21 EXPAN X Button_SYSTEM_BAT(24V)

2 LED Strip 1 Signal Output 22 EXPAN X Button_LED_CTRL_SIG_
OUTPUT

3 LED Strip 1 GND 23 EXP_3_A_CONTACT_IN
4 LED Strip 2 VCC(5V) 24 EXP_3_B_CONTACT_IN
5 LED Strip 2 Signal Output 25 Manual Charger A Contact Input
6 LED Strip 2 GND 26 Manual Charger B Contact Input
7 O Button A Contact Input 27 Docking 1 A Contact Input
8 O Button B Contact Input 28 Docking 1 B Contact Input
9 O Button_SYSTEM_BAT(24V) 29 Docking 2 A Contact Input
10 O Button_LED_CTRL_SIG_OUTPUT 30 Docking 2 B Contact Input
11 X Button A Contact Input 31 EXPAN_INPUT_1_A_CONTACT
12 X Button B Contact Input 32 EXPAN_INPUT_1_B_CONTACT
13 X Button_SYSTEM_BAT(24V) 33 EXPAN_INPUT_2_A_CONTACT
14 X Button_LED_CTRL_SIG_OUTPUT 34 EXPAN_INPUT_2_B_CONTACT
15 EXPAN O Button A Contact Input 35 EXPAN_OUTPUT_1_A_CONTACT
16 EXPAN O Button B Contact Input 36 EXPAN_OUTPUT_1_B_CONTACT
17 EXPAN O Button_SYSTEM_BAT(24V) 37 EXPAN_INPUT_1A_SIG

18 EXPAN O Button_LED_CTRL_SIG_
OUTPUT 38 EXPAN_INPUT_1B_SIG

19 EXPAN X Button A Contact 39 EXPAN_OUTPUT_1_SIG
20 EXPAN X Button B Contact 40 EXPAN_OUTPUT_1_GND

3  Sonar - General Connector (40 Pin)
Pin	
Number Signal Pin	

Number Signal

1 Sonar Input 0 21 Sonar Input 10
2 Sonar Output 0 22 Sonar Output 10
3 Sonar Input 1 23 Sonar Input 11
4 Sonar Output 1 24 Sonar Output 11
5 Sonar Input 2 25 VCC(5V)
6 Sonar Output 2 26 VCC(5V)
7 Sonar Input 3 27 VCC(5V)
8 Sonar Output 3 28 VCC(5V)
9 Sonar Input 4 29 VCC(5V)
10 Sonar Output 4 30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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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onar Input 5 31 GND
12 Sonar Output 5 32 GND
13 Sonar Input 6 33 GND
14 Sonar Output 6 34 GND
15 Sonar Input 7 35 EXPAN_I2C_SDA
16 Sonar Output 7 36 EXPAN_I2C_SCL
17 Sonar Input 8 37 EXPAN_I2C_GPO_0
18 Sonar Output 8 38 EXPAN_I2C_GPO_1
19 Sonar Input 9 39 EXPAN_I2C_GPO_2
20 Sonar Output 9 40 EXPAN_I2C_GPO_3

4  Master - Right Angle Connector (32 Pin)
Pin	
Number Signal Pin	

Number Signal

1 EXPAN_OUTPUT_1_A_CONTACT 17 EXPAN_SPI_MOSI
2 EXPAN_OUTPUT_1_B_CONTACT 18 EXPAN_SPI_MISO
3 EXPAN_INPUT_2_A_CONTACT 19 EXPAN_SPI_CLK
4 EXPAN_INPUT_2_B_CONTACT 20 EXPAN_SPI_5V
5 EXPAN_INPUT_1_A_CONTACT 21 EXPAN_COMM_UART_GND
6 EXPAN_INPUT_1_B_CONTACT 22 EXPAN_COMM_UART_TX
7 EXPAN_I2C_GND 23 EXPAN_COMM_UART_RX
8 EXPAN_I2C_SCL 24 EXPAN_COMM_UART_GPO
9 EXPAN_I2C_SDA 25 EXPAN_COMM_UART_GPI
10 EXPAN_I2C_GPI 26 GND
11 EXPAN_I2C_GPO 27 EXPAN_COMM_RS232_TX
12 EXPAN_I2C_5V 28 EXPAN_COMM_RS232_RX
13 EXPAN_SPI_GND 29 EXPAN_COMM_RS485_DB
14 EXPAN_SPI_CS_3 30 EXPAN_COMM_RS485_DA
15 EXPAN_SPI_CS_2 31 EXPAN_COMM_CAN_L
16 EXPAN_SPI_CS_1 32 EXPAN_COMM_CAN_H

5  General Power - Push in Type Connector (40 Pin)
Pin	
Number Signal Pin	

Number Signal

1 GND 21 GND
2 5V_PWR 22 9V_PWR
3 GND 23 GND
4 5V_PWR 24 9V_PWR
5 GND 25 GND
6 5V_PWR 26 9V_PWR
7 GND 27 GND
8 5V_PWR 28 9V_PWR
9 GND 29 GND



31

제품 설치

10 5V_PWR 30 12V_PWR
11 GND 31 GND
12 5V_PWR 32 12V_PWR
13 GND 33 GND
14 5V_PWR 34 12V_PWR
15 GND 35 GND
16 5V_PWR 36 12V_PWR
17 GND 37 GND
18 9V_PWR 38 12V_PWR
19 GND 39 GND
20 9V_PWR 40 12V_PWR

6  Brake Power - Push in Type Connector (6 Pin)
Pin	
Number Signal

1 MAIN_BAT
2 GND
3 CONTROL_BRK_PWR
4 MANUAL_BRK_PWR
5 BRK_SW_IN
6 GND

7  SBC Power(Switch) - Push in Type Connector (4 Pin)
Pin	
Number Signal

1 SYSTEM_BAT
2 MAIN_BAT
3 PWR_TRIG_SIG
4 GND

8  SBC Power(SLAM) - PWR Connector (2 Pin)
Pin	
Number Signal

1 SBC_PWR
2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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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BC Power(FuSa) - PWR Connector (2 Pin)
Pin	
Number Signal

1 SYS_BAT
2 GND

10  LAN
Pin	
Number Signal

1 Tx-
2 Tx+
3 Rx-
4 NC
5 NC
6 Rx+
7 NC
8 NC

2. 왼쪽면 패널

1

1  Navi Power
Pin	
Number Signal

1 MAIN_BAT
2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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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른쪽면 패널

1

1  RS485/Motor Driver
Pin	
Number Signal

1 GND
2 RS485_DB
3 RS485_DA
4 VDD

4. 상부면 패널

1

2

3

1  상태 표시 LED: Robot 상태 확인
2  RS485 포트: 통신 기능 설정
3  디버그/다운로드 포트: 개발자 전용

 • Debug Port
Pin	
Number Signal

1 3.3V
2 USART_TX
3 USART_RX
4 GND
 • Download Port
Pin	
Number Signal

1 3.3V
2 SYS_JTMS_SWDIO
3 SYS_JTCK_SWCLK
4 NRST
5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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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원 켜기/끄기

4.1 유진	3D	라이다	

4.2 제품 전면	LED	표시등

유진 3D 라이다 전면의 LED 표시등을 통해 라이다 전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 표시등의 녹색(전원 켜짐)을 
확인합니다.
 • 녹색: 전원 켜짐
 • 불빛 없음: 전원 꺼짐

4.2.1 유진	3D	라이다 전원 켜기/끄기
라이다는 호스트 PC와 통신 연결이 되기전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동작하지 않습니다. 라이다 뷰어 혹은 드라이버를 
통해 통신 연결하고 전원을 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라이다 전원 켜기
 • 라이다 뷰어(소프트웨어)의 'Create IP Connection' 버튼을 클릭해 라이다를 호스트 PC의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2. 라이다 전원 끄기
 • 라이다 뷰어 창 오른쪽 상단의 종료 버튼을 클릭해 라이다 뷰어의 실행을 종료합니다.
 • 뷰어가 실행되고 있는 터미널 창에서 'ctrl + c' 입력해 라이다 뷰어의 실행을 종료합니다.

참고
라이다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1. 라이다의 전원케이블을 분리하고 재연결하여 재부팅합니다.
2. 라이다 뷰어의 실행을 종료하고 재실행합니다.

4.3 유진	SLAM	
장비에서 전원이 공급되면 SLAM 장치의 전원이 켜집니다.
장비에서 전원이 차단되면 SLAM 장치의 전원이 꺼집니다.

4.4 유진 네비게이션 컨트롤러
장비에서 전원이 공급되면 네비게이션 컨트롤러 장치의 전원이 켜집니다.
장비에서 전원이 차단되면 네비게이션 컨트롤러 장치의 전원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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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기 설정

5.1 입출력 장치 연결
1.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SLAM 장치에 입출력 장치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합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휴대용 모니터,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Portable Monitor

HDMI 
(Signal)

YUJIN-SLAM (YSL-1000) 
Back Panel

Mouse/Joystick/Keyboard

USB 3.0 USB 
(Power)

SBC Power



36

YUJIN Robotization Package 사용 설명서

5.2 라이다 사용을 위한 초기 설정
YUJIN 3D LiDAR(2개)를 장비에 연결하여 사용할 때 아래의 과정을 수행해야합니다. 
라이다 뷰어(Lidar Viewer)를 통해 YUJIN LiDAR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 라이다 
뷰어(LiDAR Viewer) 사용" 페이지 47 를 참고하세요.

5.2.1 라이다 뷰어(Lidar	Viewer)	설치하기

유진 SLAM은 우분트 운영체제(Ubuntu OS)를 제공합니다.
 • 명령어 입력 방법: 바탕화면에서 ctrl +alt + t 실행해 터미널(Terminal) 창을 활성화시켜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1. 터미널 창을 열어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Downloads/yujin_lidar_v2-main/viewer_general_ubuntu2004/ubuntu_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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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라이다	IP	설정하기

주의
반드시 1 개의 라이다만 장비에 연결된 상태에서 해당 라이다의 IP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2 개의 
라이다가 장비에 연결된 경우, 한쪽 라이다의 연결 케이블을 분리해 통신을 차단한 후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라이다의 전방(LiDAR 1)과 후방(LiDAR 2)은 아래의 고정 값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전방 라이다: shield_33(고정 값)
 • 후방 라이다: shield_33_rb(고정 값)

라이다의 전방과 후방의 설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아래는 '전방 라이다: shield_33'을 기준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참고
로봇이 '프로그램 자동시작' 상태이면 kill_all_apps.sh 를 실행시켜,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 시킨 후, 재 
시작합니다. 
 • cd	/opt/sword/scripts/run_scripts 로 이동 후, .	kill_all_apps.sh 를 실행

1. Lidal	Viewer를 실행합니다.
2. Configuration > Yujin LiDAR Setting > IP Connection 항목에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방 라이다와 후방 

라이다의 기본 설정 IP 주소는 다릅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전방 라이다: shield_33(IP 기본 설정: 192.168.1.250)
 • 후방 라이다: shield_33_rb(IP 기본 설정: 192.168.1.251)

3. Connect 버튼을 눌러 라이다에 연결합니다.

그림 11: 라이다 뷰어 접속

4.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태 값이 '연결됨(Connected)'으로 변경되며, 시리얼 번호, 하드웨어 버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라이다 전원, 데이터(이더넷) 케이블, 라이다 IP 주소, 컴퓨터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의
2개의 라이다를 연결하는 경우, 라이다의 IP 구분을 위해 IP 주소를 다르게 지정해야합니다. IP	
Connection 항목 오른쪽에 위치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 해당 라이다의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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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라이다 파라미터 설정하기
라이다 파라미터는 파라미터 에디터(Parameter Editor) 프로그램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9. Web 
Tools(파라미터 에디터) 사용" 페이지 80 를 참고하세요.

경고
파라미터 중 일부는 로봇 구동에 매우 중요한 설정값을 저장하고 있으므로, 의미와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파라미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로봇의 동작과 사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고
라이다의 전방과 후방의 설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아래는 '전방 라이다: shield_33'을 기준으로 
설명되었습니다.) 

5.2.3.1 장비에 라이다를 최초 연결한 경우
장비에 라이다를 최초 연결한 경우, 장비의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라이다의 거리 및 각도 파라미터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1. 파라미터 검색 창에 설정할 라이다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 shield_33

2. 파라미터 목록에서 수정할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해 수정 창을 엽니다.
 • x, y, z 값: 장비의 중심 좌표로부터 거리 값(단위 m)
 • rx, ry, rz 값: 장비의 중심 좌표로부터 회전 값(단위 Degree)

2

1

그림 12: 수정할 라이다 파라미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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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dify Value' 항목에 라이다에서 취득할 데이터의 범위와 각도를 입력하고 'Save'버튼을 클릭합니다.

1 2

그림 13: 수정할 라이다 파라미터 값 입력

4. 수정 적용을 확인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14: 라이다 파라미터 값 수정 확인

5. 수정이 완료되면 완료 확인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15: 라이다 파라미터 값 수정 완료



40

YUJIN Robotization Package 사용 설명서

5.2.3.2 장비의 형상이 변경된 경우(선택 사항)
최초 라이다의 파라미터를 설정한 후, 장비의 형상이 변경(모듈 장착 및 제거 등)된 경우 라이다의 거리 값과 각도 값을 재 
설정해야 합니다.

1. 파라미터 검색 창에 설정할 라이다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 shield_33

2. 파라미터 목록에서 수정할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해 수정 창을 엽니다.
 • max_range, min_range: 라이다의 중심 좌표로부터 거리 값(단위 m)

 - min_range: 최소 0.1 ~ 최대 20 (기본값 0.1)
 - max_range: 최소 0.1  ~ 최대 20 (기본값 20)

 • max_horizontal_angle, min_horizontal_angle: 라이다의 중심 좌표로부터 수평각 값(단위 Degree)
 - min_horizontal_angle: -135 ~ 0 (기본값 -120)
 - max_horizontal_angle: 0 ~ 135 (기본값 120)

참고: 라이다의 데이터가 로봇의 구조물에 걸리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 max_vertical_angle, min_vertical_angle: 라이다의 중심 좌표로부터 수직각 값(단위 Degree) 

아래의 고정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 min_vertical_angle: -30 (고정 값)
 - max_vertical_angle: 40 (고정 값)

2

1

그림 16: 수정할 라이다 파라미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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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라이다 위치 보정하기	
공간이 특징이 없거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환경 또는 맵 상에서 로봇의 위치가 실제 공간의 위치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로봇의 위치 추정이 어려우며, 또한 잘못된 위치를 로봇의 현재 위치라고 오인식 할 수 있기에 위치 보정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
로봇에 Yujin 라이다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초기 위치 보정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로봇을 전면 벽과 평행한 3m 지점에 위치시킵니다. 

전면 벽

전방 라이다 (녹색 원)

후방 라이다 (녹색 원)

로봇 (빨간색 박스)

주의
전면 벽과 로봇 주변에 장애물을 두지마십시오. 

2. 터미널(Terminal) 창을 열어,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해, 자동으로 실행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종료 시킵니다.

$ cd /opt/sword/scripts/run_scripts 
$ . kill_all_apps.sh

3. 라이다 드라이버를 실행합니다.

$ cd /opt/libshield/bin/shield_drivers/
$ ./app_shield_33 [lidar name] 0 [lidar ip]
(예, $ ./app_shield_33 shield_33 0 192.168.1.250)

4. 파라미터 목록에서 수정할 파라미터를 검색합니다.
 • Search 메뉴: by name 선택
 • 검색 창: viewer_shield_33 입력

5. 화면 하단의 파라미터 Modify 버튼을 클릭하거나, 수정을 원하는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해 수정 창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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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alue 항목에 실행할 라이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viewer_shield_33	parameter 

 • 1개의 라이다를 단독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 해당 driver를 실행시킨 후, shield_33 또는 shield_33_rb 입력 
 • 2개의 라이다를 동시에 표시하고자 할 때: 각각의 driver를 동시에 실행시킨 후, shield_33,	shield_33_rb 입력

7. Test Viewer (Lidar Raw Data Viewer)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 cd /opt/libshield/bin/shield_drivers/
$ ./test_viewer ~/.yujinrobot/params/params.cfg 0 0

8. Test Viewer 화면에 표시된 라이다의 상태가 제품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Rz	값	확인하기: 

1. Camera View의 Top View를 확인합니다. 
2. 로봇 앞에 위치한 벽이 눈금과 평행한지 확인합니다. 벽과 눈금이 평행하지 않을 경우, 라이다 드라이버와 

라이다 뷰어를 강제 종료합니다. 
3. Parameter	Editor > Basic	Parameter	Setting 에서 설정한 Rz 값을 변경하여 눈금이 평행이 될 때까지 

조정합니다. 벽이 눈금 기준 시계 반대 방향에 위치한 경우, Rz의 값을 감소시킵니다. 벽이 눈금 기준 시계 
방향에 위치한 경우, Rz의 값을 증가시킵니다. 

데이터 출력물

로봇 
(빨간색 박스)

기준 평행선 
(주황색 선)

Test Viewer의 Rz 값 설정 화면 - To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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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x/Ry	값	확인하기:
1. Camera View의 Side View를 확인합니다. 
2. 로봇 아래의 바닥이 눈금과 평행한지 확인합니다. 
3. Parameter Editor > Basic Parameter Setting에서 설정한 Rx/Ry 값을 변경하여 눈금이 평행이 될 때까지 

조정합니다. 벽이 눈금 기준 시계 반대 방향에 위치한 경우, Rx/Ry의 값을 감소시킵니다. 벽이 눈금 기준 시계 
방향에 위치한 경우, Rx/Ry의 값을 증가시킵니다.

Test Viewer 의 Rx/Ry 값 설정 화면 - 정면 Side View

Test Viewer 의 Rx/Ry 값 설정 화면 - 측면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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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새 마스킹 파일 생성하기(선택 항목)
해당 기능은 선택 항목입니다. 

라이다의 시야를 확보한 후, 라이다를 사용자 장비에 장착해야 합니다. 
설치된 라이다 주변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하드웨어 장비 등)이 존재할 경우, Test Viewer 화면에 검은색 점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라이다를 재 장착해야합니다(권장 사항).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새 마스킹 파일을 생성하여 장애물 영역을 가려주어야 합니다.

라이다 1

라이다 2
장애물(검은색 점)

그림 17: 라이다 주변의 장애물 확인

5.2.5.1 기존 마스킹 파일 비활성화 시키기
1. 파라미터 검색 창에 설정할 파라미터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 mask_file_name

2. 파라미터 목록에서 수정할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해 수정 창을 엽니다. 
3. Value 항목에 아래와 같이 입력하여, 기존 생성된 마스킹 파일을 비활성화 시킵니다. 

/home/yujin/.yujinrobot/dev/not_use_mask.pgm



45

초기 설정

5.2.5.2 새 마스킹 파일 생성하기

1. 라이다 드라이버를 실행합니다.
$ cd /opt/libshield/bin/shield_drivers/
$ ./app_shield_33 [lidar name] 0 [lidar ip]
(예, $ ./app_shield_33 shield_33 0 192.168.1.250)

2. 마스킹 프로그램(Intensities 와 Mask)을 실행합니다. 
$ cd /opt/libshield/bin/shield_drivers
$ ./app_shield_33_mask --device= [device name]
(예, $ ./app_shield_33_mask --device=shield_33) 

[	Intensities	프로그램 ] [Mask	프로그램 ]

그림 18: 새 마스킹 파일 생성하기 1

3. 키보드	'G'를 눌러 마스킹 할 새 창을 생성합니다.

새 창 화면

그림 19: 새 마스킹 파일 생성하기 2

4. Intensities 화면에서 가려줄 장애물 영역을 클릭-드래그하여 지정합니다. 지정된 영역은 Mask 화면에 검은색으로 
표시됩니다. 키보드	'C'를 누르면 작성된 모든 내용이 삭제됩니다. 

그림 20: 새 마스킹 파일 생성하기 3

5. 키보드	'S'를 눌러 마스킹한 영역을 저장합니다. 마스킹 파일은 mask_0.pgm 이름으로 기본 저장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	'S'을 다시 누르면 mask_1.pgm, mask_2.pgm....와 같이 마스킹 
파일명이 변경되어 저장됩니다.

6. 파일 저장을 완료 한 후, 'Ctrl	+	c'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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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새 마스킹 파일 복사하기
1. 마스킹 파일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 mv  [mask_0.pgm] mask_[이름].pgm 

 - [mask_0.pgm]:  생성 된 파일 중 최종적으로 사용 하려는 파일
 - [이름]: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

2. 활성화 할 경로로 복사 합니다.
 • cp mask_[이름].pgm ~/.yujinrobot/dev

5.2.5.4 새 마스킹 파일 활성화 시키기
1. 파라미터 검색 창에 설정할 파라미터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 mask_file_name

2. 파라미터 목록에서 수정할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해 수정 창을 엽니다. 
3. Value 항목에 저장된 새 마스킹 파일의 경로를 입력해 새 마스킹 파일을 설정합니다. 
 • 예시) /home/yujin/.yujinrobot/dev/mask_[이름].pgm

참고
새 설정을 수정 전으로 돌리고 싶다면 Value 항목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home/yujin/.yujinrobot/dev/not_use_mask.p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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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라이다 뷰어(LiDAR	Viewer)	사용

6.1 라이다 뷰어 소개
라이다 뷰어 소프트웨어는 YRL3V2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분트 운영체제(Ubuntu OS)에 환경에서 사용하십시오.
 • 우분트 운영체제(Ubuntu OS)에서 명령어 입력 방법: 바탕화면에서 'ctrl +alt + t' 실행해 터미널(Terminal) 창을 

활성화시켜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PC 요구 사항: Ubuntu 20.0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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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네트워크 설정
1. 모니터 화면 오른쪽 상단 네트워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Wired Settings을 선택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Network를 클릭합니다. Wired 메뉴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IPv4를 선택합니다. Manual을 선택하고 설정할 Address, Netmask 정보를 입력합니다. 네트워크 
담당자에게 문의해 해당 정보를 받으십시오. (예시, Address: 192.168.1.37)

192.168.1.37 255.255.255.0

그림 21: 서버 IP 주소 설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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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N/OFF 스위치를 OFF로 설정한 후, 다시 ON으로 설정하여 네트워크를 초기화합니다.

5. 할당된 새 고정 IP주소를 확인합니다.

192.16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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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라이다 뷰어 실행
바탕화면에서 터미널창을 활성화시켜 라이다 뷰어 실행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1. 터미널 창을 실행하고 아래의 명령을 입력해 QT5를 설치합니다.
 • sudo apt-get install qt5-default

2. 제공된 라이다 뷰어 소프트웨어 위치로 이동합니다.
 • 명령어: cd ~/Downloads/viewer_v2_x.x.x/ (사용자가 라이다 뷰어를 설치한 위치입니다.)

3. 라이다 뷰어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 명령어: ./Yujin_Lidar_Viewer.sh

4. 아래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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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라이다	연결

주의
라이다의 네트워크 기본 세팅 값은 192.168.1.250로 설정되어 출하됩니다. 다수의 라이다 연결 시, 각 
각의 라이다를 Host 에 연결한 후 IP 주소를 다르게 할당해야 합니다.

1. 라이다에 전원이 연결되면 라이다 하단 LED가 깜박이고 초록색 불이 점등됩니다. (약 8초 소요)
2. 라이다 뷰어를 실행합니다.
3. IPv4 Network Connection 항목에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방 라이다와 후방 라이다의 기본 설정 IP 주소는 

다릅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전방 라이다: 192.168.1.250
 • 후방 라이다: 192.168.1.251

4. Connect 버튼을 눌러 라이다에 연결합니다. (약 5초 소요)
 • Disconnect 버튼: 라이다와의 연결을 끊습니다. 아래 상황일 경우 '연결 안함(Disconnect)' 버튼을 누른 후 '연결 

함(Connect)'버튼을 누릅니다.
 - 라이다의 전원이 꺼질 경우
 - 라이다의 이더넷 연결이 끊긴 경우
 - 다른 라이다와 연결할 경우

 • Change IP 버튼: 라이다가 연결된 상태에서 신규 IP 주소로 변경합니다. 신규 IP 주소를 입력하고 'IP 변경 
(Change IP)'버튼을 클릭합니다.

5.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태 값이 '연결됨(Connected)'으로 변경되며 모델 번호, 시리얼 번호, MAC, 
펌웨어 버전, Error code(옵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라이다 전원, 데이터(이더넷) 
케이블 연결, 라이다 IP 주소, 컴퓨터 IP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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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용자 인터페이스
라이다 뷰어가 실행되면 다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이 나타납니다. 
YRL3V2와 라이다 뷰어가 연결되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고 설정할수 있습니다.

1
2

3

항목 설명

1 상단 바 펌웨어 업데이트,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메뉴 탭 메뉴 탭을 선택하면 각 기능이 새 창으로 나타납니다.
3 뷰어 화면 메뉴 탭에서 선택한 기능의 상태가 뷰어 화면에 표시됩니다.

6.6 펌웨어 업데이트(FW	Update)
상단 바의 'help' - 'FW update' 버튼을 클릭해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필요한 
펌웨어 파일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십시오.
 • 링크: https://yujinrobot.com/knowledge-resources/downloads/
 • 펌웨어 파일 이름: [Board + 버전 + 날짜] (예: V2_App_Ethernet_V2.5.1_0321.hex, V2_App_Main_

V2.5.1_0321.hex

주의
라이다를 연결하기 전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먼저 진행하십시오. 라이다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이다와의 
연결을 끊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십시오.

https://yujinrobot.com/knowledge-resources/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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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이더넷 보드 펌웨어 업데이트(Ethernet	Board	FW	Update)
1. 라이다 IP 주소를 입력하고 'OK'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이더넷 보드 펌웨어 업데이트의 'Open'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받은 이더넷 보드 펌웨어 파일을 선택합니다.

3. ‘Save’버튼을 클릭해 이더넷 보드 펌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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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메인 보드 펌웨어 업데이트(Main	Board	FW	Update)
1. 메인 보드 펌웨어 업데이트의 'Open'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받은 메인 보드 펌웨어 파일을 선택합니다.

2. ‘Save’버튼을 클릭해 메인 보드 펌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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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센서 구성(Sensor	Configuration)
YRL3V2와 연결하고 라이다 뷰어에 표시할 라이다 센서의 정보를 설정합니다.

메뉴 탭에서 아래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 설정이 가능한 새 창으로 나타납니다.

1

2 5

6

3

4

항목 설명

1
네트워크 연결
(IPv4 Network 
Connection)

사용할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초기값: 192.168.1.250)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태 값이 '연결됨(Connected)'으로 변경되며, 
시리얼 번호, 펌웨어 버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라이다 
전원, 데이터(이더넷) 케이블, 라이다 IP 주소, 컴퓨터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 Create IP Connection: IP 주소를 입력하고 'Create IP Connection'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라이다가 구동을 시작합니다.
 • Change IP : 라이다의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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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2
라이다 위치
(LiDAR Position)

뷰어 화면에 표시되는 라이다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화살표 키 또는 키패드를 사용하여 
설정 값을 조정합니다. 뷰어 화면의 좌표 평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라이다의 상대적 
위치가 표시됩니다.
 • X: 라이다 위치의 X 좌표 값(m)

 - 기본값:0.00, 최솟값:-100, 최댓값:+100
 • Y: 라이다 위치의 Y 좌표 값(m)

 - 기본값:0.00, 최솟값:-100, 최댓값:+100
 • Z: 라이다 위치의 Z 좌표 값(m), 라이다가 지면으로 부터 떨어진 거리(m)  

예시) 바닥에 라이다가 위치할 경우, 센서의 높이는 0.06 m 입니다.
 - 기본값:0.07, 최솟값:-100, 최댓값:+100

확인(OK)버튼을 클릭하면 설정값이 적용됩니다. 취소(Cancel)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값이 취소됩니다.

3
라이다 방향
(LiDAR Orientation)

뷰어 화면에 표시되는 라이다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화살표 키 또는 키패드를 사용하여 
설정 값을 조정합니다. 
 • RX(Roll): 라이다의 X축에 대한 시계 방향 회전 양(degree)

 - 기본값:0.00, 최솟값:-360.00, 최댓값:+360.00
 • RY(Pitch): 라이다의 Y축에 대한 시계 방향 회전 양(degree)

 - 기본값:0.00, 최솟값:-360.00, 최댓값:+360.00
 • RZ(Yaw): 라이다의 Z축에 대한 시계 방향 회전 양(degree), Z축 회전 값은 LiDAR

에 저장됩니다. (초기 RZ값: 0)
 - 기본값:0.00, 최솟값:-360.00, 최댓값:+360.00

확인(OK)버튼을 클릭하면 설정값이 적용됩니다. 취소(Cancel)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값이 취소됩니다.

4
라이다 모드
(LiDAR Mode)

자율주행 로봇(AMR)에 최적화된 4개 스캐닝 모드를 지원합니다.
 • Mode 1: General Mode
 • Mode 2: Upward Mode
 • Mode 3: Downward Mode
 • Mode 4: Narrow Mode

라이다의 FoV, Horizontal scanning speed, vertical scanning speed 값은 4개 
스캐닝 모드로 사전 설정되어 있습니다. 드룹다운 버튼을 클릭해 원하는 스캐닝 모드를 
선택합니다. "9. Web Tools(파라미터 에디터) 사용" 페이지 80를 참고하십시오.
*FoV (Field of View) : LiDAR의 레이저 펄스가 방출된 시점부터 물체 표면에 반사되어 
센서로 돌아오는 시간간격을 측정하여 물체와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라이다가 
감지할 수 있는 수평/수직 범위(degree)입니다. 

5
라이다 데이터 범위
(LiDAR Data Limit)

라이다 뷰어에 표시되는 포인트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화살표 키 또는 키패드를 사용하여 
설정 값을 조정합니다. 
 • Min./Max. Range(m)

 - 최솟값:0, 최댓값:+100
 • Min./Max. X Data, Min./Max. Y Data, Min./Max. Z Data(m)

 - 최솟값:-100, 최댓값:+100
확인(OK)버튼을 클릭하면 설정값이 적용됩니다. 취소(Cancel)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값이 취소됩니다.

6 LiDAR Data Filter
라이다 뷰어에 표시되는 노이즈 포인트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Filter 값이 높을 수록 
데이터를 많이 제거합니다.

 - 기본값: 30, 최솟값: 0, 최댓값: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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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시각화 설정(Visualization	Setting)
라이다 뷰어에 표시되는 포인트 클라우드(데이터)를 설정합니다.

메뉴 탭에서 아래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 설정이 가능한 새 창으로 나타납니다.

1

항목 설명

1
라이다 데이터 시각화
(LiDAR Data 
Visualization)

 • Pointcloud Color Mode: 포인트 클라우드의 컬러 모드 설정합니다.   
참고: 해당 기능은 색상 변화 범위와 수직 데이터 범위를 통해 라이다의 주변상황을  
사용자가 인지를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설정 값을 변화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색상 
세팅을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 Z-axis Coloring: 기본값입니다. 기준축(Z 축)과 색상 범위의 변화를 

표시합니다. 색상은 빨강/주황/노랑/초록/파란/남/보라색으로 구성됩니다. Z
값이 작을수록 빨간색, 클수록 보라색으로 표시됩니다.

 - Intensity Coloring: 반사되는 레이저의 세기에 따라 색상이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색상은 빨강/주황/노랑/초록/파란/남/보라색으로 구성됩니다. 
Intensity가 클수록 빨간색, 작을수록 보라색으로 표시됩니다.

 • Pointcloud Size: 포인트 클라우드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 기본값:1, 최솟값:1.00, 최댓값:10.00

 • Pointcloud Stack(sec): 설정한 시간에 맞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축적하며 
실시간으로 시각화합니다. 스택이(설정 시간) 높을 수록 높은 해상도의 데이터로 
표시됩니다. 
 - 기본값:10, 최솟값:0.05, 최댓값: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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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화면	설정(View	Setting)
라이다 뷰어에 표시되는 화면을 설정합니다.

6.9.1 직교	투영/원근	투영(Orthographic	projection/Perspective	projection)	설정
메뉴 탭에서 라이다 뷰어에 표시되는 투영 모드를 선택합니다.

1 2

항목 설명

1 직교 투영 3차원 환경을 원근감 없도록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라이다 성능 측정시 사용됩니다.

2 원근 투영 기본값입니다. 3차원 환경을 원근감 있도록 표시합니다. 사실감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6.9.2 회전뷰/상단뷰/측면뷰(Rotational	View/Top	View/Side	View)	설정
3차원 좌표 내 포인트 클라우드를 보는 객체인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클릭 또는 스크롤로 화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1 2 3

항목 설명

1 회전뷰 (좌표 0,0,0)의 Z축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뷰

2 상단뷰 (좌표 0, 0, 10)에서 라이다를 위에서 바라보는 탑뷰 

3 측면뷰 (좌표 0, 10, 0) 에서 라이다를 측면에서 바라보는 측면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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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바일 펜던트(Mobile Pendant)로 지도 
생성
로봇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좋은 지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는 작업장 주변을 탐색하는 로봇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설치한 모바일 펜던트(Mobile Pendant)를 사용하여 지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7.1 프로그램 실행
1. 터미널 창을 열어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디렉터리로 이동: 

cd ~/Downloads/mobile_pendant_1.1.1.ubuntu
 • 파일을 실행: 

./mobile_p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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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바일 펜던트에 접속하면 다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이 나타납니다. 

2

3

1

그림 22: 모바일 펜던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항목 설명
1 상단 바 시나리오,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메뉴 탭 메뉴 탭을 선택하면 각 기능의 상태가 아래 상태 화면에 표시됩니다.
3 상태 화면 상단 메뉴 바에서 선택한 기능의 상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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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명령(Command)	메뉴
로봇 운영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1
5

9

4

8

76

10

2 3

그림 23: 명령(Command)

항목 설명

1 Address

입력한 네트워크 주소로 로봇이 연결됩니다
 • Address: 주소 입력창에 IP와 Port 번호를 입력합니다.
 • Connect: 입력한 접속 정보로 로봇에 연결합니다. 로봇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표시창에 색으로 표시됩니다. (연결됨: 녹색/연결 해제됨: 검정)
 • Disconnect: 로봇의 연결이 해제됩니다.
 • Local: 로봇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펜던트가 동일한 PC에서 실행 중이면 Local 

버튼을 눌러 연결 가능합니다.

2 Navi Mode

로봇의 운영 모드를 설정합니다.
 • Explore: 로봇이 지형을 탐색하여 지도를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드에서 생성된 지도는 navigate 모드에서 로봇의 주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좌표는 탐색된 지형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explore 모드에서의 좌표지정 
주행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Navigate: 로봇이 주어진 지도를 기반으로 주행하는 상태입니다. 주어진 지도에 
따라 로봇의 좌표가 결정되므로 안정적으로 좌표지정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모드에서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지도상의 로봇의 좌표를 결정하고, 장애물을 
감지하여 회피하는데 사용됩니다.

3 Save Map
 • Save Map : Explore 모드에서 그린 맵을 저장합니다.
 • Restart Robot: 로봇의 SW를 재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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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4 Motion

로봇의 동작을 설정합니다.
 • Motion (속도 제어): 로봇의 주행 속도를 지정합니다. Motion 창에서 설정할 

수있습니다. 경로 주행과 단순 동작 명령 시 여기서 설정된 속도로 동작합니다.
 - Speed : 전/후진 동작 속도입니다.
 - Acc : 전/후진 동작 가속도입니다.
 - RSpeed : 회전과 커브 동작 속도입니다.
 - RAcc : 회전과 커브 동작 가속도입니다.

참고. 속도 변경 사항은 다음 명령 전송시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동작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X, Y, T/Location (경로 주행 명령): 경로 주행 명령은 격자 지도 상의 특정 

좌표를지정하고, 해당 좌표로 이동 명령을 내립니다. 좌표에 도달할 수 없으면, 
로봇은명령을 중단하고 Failure 결과를 반환합니다. 경로 주행은 좌표 지정 방식과 
지점지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좌표 지정 방식

 > 로봇이 도달할 지점의 X, Y, Theta 좌표를 직접 지정합니다. 좌표는 로봇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 X, Y, T 항목을 설정하고 Go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좌표로 경로 주행 명령을 
지시합니다.

 - 지점 지정 방식
 > Location 파라미터에 지점의 이름을 입력하고 Named Go 버튼을 

클릭하면해당 지점의 좌표로 이동합니다.
 > Go A, Go B, Go C 버튼은 각각 location.txt 파일의 A, B, C로 명명된 등록 

지점으로 이동을 지시합니다. 지점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명령을 전송하지 
않습니다.

 > Go 0 버튼은 원점 위치 (0, 0, 0)로 이동을 지시합니다.
 - 로봇은 도착 지점 까지의 경로 계획을 산출하고 경로 주행으로 

좌표에도달합니다. 다음 결과를 반환합니다.
 > 로봇이 도착 지점에 도달하면 Success 결과를 반환합니다.
 > 로봇이 도착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정지 명령을 받아 정지하면 Cancelled 

결과를 반환합니다.
 > 로봇이 도착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다음 명령을 받으면 Cancelled 결과를 

반환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로봇이 도착 지점에 도달할 수 없을 때 Failure 결과를 반환합니다.

경고. location.txt 파일에 정의되지 않은 지점을 사용할 경우 예기치 않은 좌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지점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Pause/Stop: 로봇의 동작을 멈추기 위한 방법으로 일시정지와 정지 
버튼이제공됩니다.
 > 일시정지/해제: 로봇의 동작을 잠시 멈출 경우 사용합니다. Pause 버튼을 

클릭하면 로봇이 일시정지 상태로 변경됩니다. 버튼 텍스트가 Resume 으로 
변경 되며 일시정지 해제 버튼으로 동작합니다. Resume 버튼을 클릭하면 
로봇이 작업을 재개합니다.

 > 정지: 로봇의 작업을 취소하고 정지합니다. 작업 재개 명령으로 재개할 수 
없습니다.

 • Meter/Degree (단순 동작 명령): 단순 동작 명령으로 로봇의 직진과 제자리회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전진: Forward 버튼과 Backward 버튼으로 전진 또는 후진을 지시합니다. 

속도제어 항목에서 동작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를 Meter 
파라미터로지정합니다. 단위는 meter (미터) 입니다.

 - 제자리 회전: Spin CW 버튼과 Spin CCW 버튼으로 각각 오른쪽 회전, 
왼쪽회전을 지시합니다. 속도 제어 항목에서 동작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각도를 Degree 파라미터로 지정합니다. 단위는 degree (360 = 1 회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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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5 Robot Status

현재 로봇 상태와 운영 상태를 표시합니다. 
 • Status

 - 로봇 OS 상태: 부팅됨/부팅되지 않음
 > 부팅 됨: 파란색(외부 상자)
 > 부팅되지 않음: 노란색(외부 상자)

 - 로봇 실행 상태: 준비/실행 중
 > 준비: 녹색(내부 상자)
 > 실행 중: 노란색(내부 상자)

 • Pose: 지도를 그리기 시작한 원점으로부터의 현재 로봇의 좌표 정보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격자 지도 상에서 로봇이 위치해 있는 x, y, t(theta) 값을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Pose 항목의 값을 이용해 주행 포인트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Velocity: 현재 로봇의 가속도 정보입니다.

6 Map & Localize

로봇이 현재 지도 밖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로봇 내부에 해당 지역의 지도가 
저장되어 있다면 지도 변경 명령을 통해 새로운 지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도 변경 
명령 전송 시 새로운 지도에서 로봇 위치 좌표를 지정하고 변경된 지도의 해당 위치로 
로봇의 좌표를 지정합니다. 로봇의 실제 위치와 지도의 좌표와의 차이로 위치 인식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로봇의 좌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 Copy Current Map As: 변경할 지도의 ID를 입력합니다. Copy 버튼을 눌러 

현재맵의 이름을 변경하여 로봇내부에 복제합니다. 현재 맵을 백업합니다.
 • Old Map Name: 변경할 지도의 기존 ID를 입력합니다.
 • New Map Name: 변경할 지도의 ID를 입력합니다. Rename 버튼을 눌러 

현재맵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 X, Y, T: 변경한 지도 상의 좌표입니다. 로봇의 실제 위치가 지도 상의 좌표와 

차이가있어 위치 인식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 로봇의 좌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X, Y, T 항목에 실제 로봇의 위치에 해당되는 좌표를 입력합니다
 - Relocation: 실제 로봇의 위치에 해당하는 좌표를 입력합니다.
 - Map Clear: 지도 상에 감지된 장애물 정보를 클리어 합니다. 지도 상에 

남은장애물의 잔상으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하거나 경로를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사용합니다. 장애물 정보를 클리어 하더라도, 현재 센서를 통해 감지되고 
있는장애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Current Map Is: 현재 사용중인 지도 이름이 표시됩니다.
 - Get Map: 현재 사용중인 지도 정보를 불러옵니다.
 - Map Info: 지도의 크기, 원점 좌표, 지도의 축척 등이 표시됩니다.

7 TX/RX

펜던트와 로봇 사이에 주고받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command: 펜던트로부터 로봇으로 전송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Result: 로봇으로부터 반환된 Result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ommand 메시지에 

대한 결과만 표시됩니다.
 • Feedback: 로봇으로부터 전송된 Feedback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Signals: 로봇의 충전 상태, 도킹 상태 등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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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8 Docking

로봇의 도킹 동작에 관련된 기능 버튼들입니다. 도킹 명령은 마커 또는 정해진 지표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정지시키는 명령입니다. 도킹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ID : 도킹을 시도하는 마커의 ID를 입력합니다. 주변의 해당 ID의 마커를 

찾아도킹을 시도합니다.
 • Dock dir. : 도킹 방향입니다. forward/backwar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forward : 로봇이 전진 방향으로 진행하여 도킹합니다.
 - backward : 로봇이 후진 방향으로 진행하여 도킹합니다.

 • 도킹 거리
 - Dock 버튼 앞의 수치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도킹 시 마커로부터 정지 

거리를지정합니다.
 - 단위는 meter(미터) 입니다.

 • docker : 도킹 스테이션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체크 여부에 따라 도킹 
유형이달라집니다.
 - 충전 도킹 (도킹)

 > 로봇이 충전을 위해 충전 스테이션에 도킹합니다.
 > 충전 단자에 접촉할 때까지 도킹 방향에 따라 전진 또는 후진합니다.
 > 이때 도킹 거리 파라미터는 무시됩니다.

 - 정위치 도킹 (파킹)
 > 로봇이 작업을 위해 정위치에 정지합니다.
 > 마커로부터 지정된 도킹 거리만큼 접근하고 도킹 동작을 종료합니다.

도킹 해제는 로봇이 도킹 위치로부터 이탈하는 동작입니다. 로봇은 도킹 상태에서 
안전하게 다른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도킹 해제 명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 Undock dir. : 도킹 해제 방향입니다. forward/backwar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forward : 로봇이 전진 방향으로 진행하여 도킹 해제합니다.
 > backward : 로봇이 후진 방향으로 진행하여 도킹 해제합니다.
 > 도킹 해제는 통상적으로 도킹 방향의 반대 방향을 지정해 줍니다.

 • 도킹 해제 거리
 - Undock 버튼 앞의 수치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 도킹 해제 시 현재 위치로부터 전진 또는 후진 할 거리를 지정합니다.
 - 단위는 meter(미터) 입니다.

9 Test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10 Border

아래의 항목을 선택해 가상 경계선을 생성합니다.
 • Start : 가상 경계선 그리기 시작
 • Stop : 현재까지 그려진 가상 경계선을 저장하고 가상 경계선 그리기 중지
 • Delete : 마지막에 그려진 가상 경계선 삭제
 • Reset : 그려진 가상 경계선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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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도 그리기(Mapping)	메뉴
로봇의 지도 제작과 위치 인식을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1
7

6

2

3

4

5

그림 24: 지도 그리기(Mapping)

항목 설명
1 Map Display Control 지도 화면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습니다. (Display On, Display Off)
2 Mode Control 로봇의 운영 모드를 변경합니다. (Explore, Navigation)

3
Map Creation 
Control

해당 기능은 Mode Control - Explore 모드에서 동작합니다. 
지형을 탐색하고 지도를 생성합니다. SaveMap 버튼을 눌러 생성된 지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4 Border Drawing

아래의 항목을 선택해 가상 경계선을 생성합니다.
 • Start : 가상 경계선 그리기 시작
 • Stop : 현재까지 그려진 가상 경계선을 저장하고 가상 경계선 그리기 중지
 • Delete : 마지막에 그려진 가상 경계선 삭제
 • Reset : 그려진 가상 경계선 모두 삭제

5 Zoom Control

 • Zoom In: 지도 화면에 보이는 화면의 크기 확대
 • Reset: 지도 화면을 처음 봤던 크기로 설정
 • Zoom Out: 지도 화면에 보이는 화면의 크기 축소
 • Up/Down: 확대된 지도화면을 위 아래로 이동
 • Left/Right: 확대된 지도화면을 좌 우로 이동
 • F: 로봇을 따라서 지도 화면 맞추기

6 Mapping Info 현재 사용중인 지도 이름이 Current Map 항목에 표시됩니다. 지도의 크기, 원점 좌표, 
지도의 축척이 표시됩니다.

7 지도 화면 현재 사용중인 지도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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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시나리오(Scenario)	메뉴
시나리오의 실행에 대한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작성된 시나리오를 로드하고, 시나리오를 실행시키고 정지하거나 건너 
뛸 수 있습니다.

3

2
1

그림 25: 시나리오 (Scenario)

항목 설명
1 Custom Scenario 시나리오 파일을 선택하면 시나리오 목록에 시나리오가 표시됩니다.

2 시나리오 명령

 • Scenario Runs: 시나리오의 실행 횟수가 표시됩니다.
 • Clear: 현재 진행중인 시나리오를 정지하고 default 상태가 됩니다.
 • Start: 로드된 시나리오가 실행됩니다.
 • Pause: 시나리오를 일시정지 하거나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일시 정지 

시 현재 실행중인 동작은 끝까지 실행합니다. 일시정지 상태가 되면 Resume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 Stop: 시나리오를 정지하고 현재 실행중인 동작을 정지합니다. 로봇은 실행 
중이던위치에서 멈춥니다. 다시 Start 버튼을 누르면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실행합니다.

 • Init: 현재 진행 중인 스텝에서 첫 명령어로 진행 상태를 변경합니다. 
예시) 로봇이 80번째 줄에 해당되는 ‘NGO C’ 명령을 수행 중일 때 init 
버튼을누르게 되면 0번째 줄인 ‘0 START’ 명령부터 순서대로 다시 실행하게 
됩니다.

 • Skip: 현재 실행중인 시나리오 스텝을 건너뛰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3 시나리오 목록 현재 진행중인 시나리오 정보가 표시됩니다.



67

모바일 펜던트(Mobile Pendant)로 지도 생성하기

7.6 정보(Info)	메뉴
로봇 시스템의 이상 현상과 오류 사항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1 2

그림 26: 정보(Info)

항목 설명

1 Error Info 현재 로봇에서 전송하는 에러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rror_state 는 fine/error/
emergency로 표시됩니다. 

2 Log 로봇에서 전송한 에러가 기록됩니다. error_state가 fine이 아닌 경우 Log 창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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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도 생성하기
아래의 경우 새 지도를 생성해야합니다.
 • 로봇을 최초 설치한 경우
 • 로봇의 실제 운영 환경이 크게 바뀌었을 경우 (예시. 구조물의 재 배치) \

7.7.1 로봇에 연결하기
모바일 펜던트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1. [ 1  로봇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시: 'XXX.XXX.X.XX:XXXXX' ('IP 주소:포트 번호'는 사용자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2. 로봇과 연결되면 [ 2  Connect]버튼은 녹색으로 표시되고 [ 3  Status]항목에 [robot_state: ready]가 

표시됩니다.

1 2

3

그림 27: 모바일 펜던트 접속

참고
로컬 호스트(Localhost, Mobile Robot)를 사용할 때 아래 절차를 따르십시오.
 • 로봇 OS가 local network위치에 있는 경우, 먼저 'Address'필드에 IP와 포트를 설정하고 

'Connect'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 Robot OS가 Localhost위치(동일한 PC 또는 SBC에서 실행)에 있는 경우 'Address'필드에 IP 및 

Port를 설정하지 않고 'Local'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IP 및 포트는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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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지도를 그리는 동안 방해가 되는 물체가 로봇주위에 없도록 유지합니다. 사람의 손, 움직이는 물체 

또는 사람, 불필요한 박스 등은 로봇의 전방을 가리고 지도생성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 움직임은 허용)

 • 지도를 그리는 사람은 항상 로봇 뒤에 위치해야합니다.
 • 자율 주행을 위한 경로 생성을위해 가능한 모든 영역을 탐색하고 지도로 생성하는것을 권장 합니다. 
 • 지도를 생성을 완료 후 지도 내부의 구조 변경(e.g. 장애물 배치 변경, 주변환경 변경) 등이 발생하면 

지도를 다시 그려주세요.
 • 지도를 그릴 때와 구조가 크게 다르면 위치 인식 정확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 1  Mapping] 버튼을 클릭합니다.
2. [ 2  Display On]를 클릭합니다. 왼쪽 Map 화면에는 Default 로 저장되어 있는 Map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최초 

사용시 Default Map이 출력되고 이후 가장 최근에 저장된 Map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3. [ 3  Explore]을 클릭하여 지도를 생성합니다. 왼쪽 Map 화면이 초기화 됩니다. 

2

1

3

그림 28: 지도 생성하기

7.7.2 지도	생성하기
[Mapping]메뉴에서 지도를 생성합니다. 
지도 생성 모드로 진입한 당시의 로봇 위치를 원점(0, 0)으로 기준을 잡고, 로봇을 수동으로 이동시켜 원점으로부터의 상대 
좌표를 계산하여 지도를 생성합니다. 지도 생성 모드에서 로봇은 Lidar센서를 통해 주변을 색으로 표시합니다. 
 • 흰색: 구조물이 없는 영역
 • 검정색: 구조물이 있는 영역
 • 회색: 탐색되지 않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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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지도 그리기
1. 사용자 로봇을 활용하여 로봇을 이동시킵니다. 로봇 이동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깔끔한 Map Data 취득을 위해 전방에 유동 장애물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이유로 로봇 주행 시 사용자는 로봇 후방에서 로봇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려고 하는 맵의 바깥쪽으로 돌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맵을 그립니다.
 • 그리려는 방향으로 총 2바퀴 그려줍니다. (1바퀴의 기준은 시작점을 통과하여 최소 2m 가량 더 움직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첫번째 방향과 반대로 1바퀴 그려줍니다.
 • 마지막으로 로봇이 지나가지 않은 부분을 가로질러서 탐색하지 않은 부분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로봇을 이동시키며 

맵을 그려 마무리 합니다.

그림 29: 지도 그리기

3. 약 2m 정도 로봇이 이동하면 생성되는 Map Data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운영 환경에 따라 화면에 보이는 Map의 
크기는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색깔들은 다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 흰색: 로봇이 이동 가능한 공간
 • 회색: 로봇이 미인지한 공간 & 이동이 불가한 공간
 • 짙은 검정색: 벽, 장애물 등 로봇이 통과할 수 없는 공간

그림 30: Mapping을 위한 설정(시작 시점) 그림 31: Mapping을 위한 설정(종료 시점)

참고 
 • 파란 사각형은 로봇의 시작 지점을 의미하며, 빨간 원은 로봇을 의미합니다. 
 • 반드시 Mapping후 시작 지점으로 복귀하여 Map을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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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펜던트(Mobile Pendant)로 지도 생성하기

4. Mapping이 완료되면 Map Creation Control항목의 [SaveMap]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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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맵 에디터(MapEditor)로	지도 편집하기
지도 생성 후 맵 에디터(MapEditor)를 사용하여 지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8.1 프로그램 실행
1. 터미널 창을 열어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디렉터리로 이동: 

cd ~/Downloads/map_editor_v2.2.2.ubuntu
 • 파일을 실행: 

./MapEditor

2. 아래의 맵 에디터 화면이 나타납니다. 맵 에디터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접속을 위한 정보는 
관리자에게 문의합니다.

그림 32: 맵 에디터 접속

참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맵 에디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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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에디터(MapEditor)로 지도 편집하기

8.2 인터페이스 소개
맵 에디터에 접속하면 다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이 나타납니다. 

2

3

4 5
1

그림 33: 맵 에디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항목 설명
1 메뉴 바 메뉴 바를 선택하면 각 기능의 실행 옵션이 나타납니다.
2 되돌기기 버튼 설정한 내용을 되돌립니다. 최종 상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3 지도 정보 목록 지도의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4 지도 화면 현재 편집 중인 지도 화면이 표시됩니다.
5 도구 상자 도구 상자 항목을 이용해 지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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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메뉴(Menu)

2
1

3

2

그림 34: 메뉴(Menu)

항목 설명

1 지도 불러오기(Load) [Load]를 클릭하면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편집할 지도를 불러 올 수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합니다.

2 지도 저장하기(Save)
수정된 내용을 저장합니다. 수정 항목이 발생하면 맵 에디터 화면의 상단에 표시된 
현재 수정 중인 지도 이름 옆에 '*' 마크가 나타납니다. 수정 사항을 저장하면 '*' 마크는 
사라집니다. 

3 되돌리기(Undo/Redo) 설정한 내용을 되돌립니다. 



75

맵 에디터(MapEditor)로 지도 편집하기

8.3.1 지도 불러오기(Load)
지도 목록에서 편집할 지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2

3

그림 35: 지도 불러오기(Load)

1. [ 1  지도 목록]에서 편집할 지도를 선택합니다.
2. [ 2  지도화면]에 현재 사용자가 선택한 지도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3. [ 3  Continue] 버튼을 더블 클릭하여 지도 편집 모드로 진입합니다.

항목 설명
지도 목록 편집 가능한 지도 목록이 표시됩니다.

지도 이름(Name)
 •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지도 이름(지도의 고유 ID)” 포맷으로 구성됩니다. 
 • 지도의 고유 ID는 지도가 생성될 때 부여되는 값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 날짜(Date) 지도에 수정이 진행된 날짜와 시간

지도 화면 현재 사용자가 선택한 지도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만약, 지도의 정보가 비정상적일 경우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도 복사(Copy)

 • 맵 에디터에서 지도를 편집하기 전에 백업할 지도를 복사합니다. 복사할 지도를 선택 후 
[Copy]버튼을 누르면 지도가 복사됩니다. 

 • 새로 생성되는 지도의 이름 규칙은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지도 이름('기존 
지도의 ID'_'현재 시간 정보')”입니다. 복사 대상의 ‘지도 이름’도 동일하게 복사됩니다.

지도 삭제(Delete)
 • 맵 에디터에서 해당 지도를 삭제합니다. 삭제할 지도를 선택한 후, [Delete]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지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된 지도는 복구할 수 없으니 신중히 클릭해야 합니다.

지도 이름 편집
(Rename)

 • 맵 에디터에서 해당 지도의 이름을 수정합니다. 이름을 변경할 지도를 선택한 후, 
[Rename]버튼을 누르면 지도 이름 변경 창이 나타납니다. 

 • 수정할 이름을 작성하고 [OK]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지도 편집 모드
(Continue)

표시되는 지도 항목 중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지도 편집 모드로 진입합니다. 지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편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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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로봇(Robot)

2
1

그림 36: 로봇(Robot) 메뉴

항목 설명

1
로봇에서 지도 
가져오기(Map Editor 
 Robot)

로봇에 있는 지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2
로봇으로 지도 
내보내기(Map Editor 
 Robot)

맵 에디터에서 편집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고 로봇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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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에디터(MapEditor)로 지도 편집하기

8.4.1 로봇에서 지도 가져오기(Map	Editor		Robot)
로봇과 맵 에디터를 실행하는 PC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면, 로봇에 있는 지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3

4

1

그림 37: 로봇에서 지도 가져오기(Map Editor  Robot)

1. 맵 에디터의 왼쪽 상단 [Robot] - [Map Editor  Robot]버튼을 누릅니다.
2. 로봇의 IP를 [ 1  Robot IP Address]창에 입력합니다.
3. [Connect]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가능한 맵의 리스트가 [ 3  Map list]에 나열됩니다.

 • 선택 다운로드
1. [ 3  Map list]에서 다운로드하길 원하는 맵을 선택하고 [ 4  Download]버튼을 누릅니다. 

 - 맵 에디터에 동일 맵이 있을 경우, 파일은 덮어쓰기됩니다.
2. Download 확인창의 [OK]버튼을 누르면 로봇으로부터 지도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 다운로드 중간에는 해당 작업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지도의 크기에 따라 몇 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전체 다운로드
주의. 전체 다운로드시에는 맵 에디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맵들을 삭제하고 새로 가져옵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맵을 백업합니다.
1. 전체 다운로드를 받은 후에 화면에 자동으로 로드될 맵을 선택합니다.
2. [ 4  All Download]버튼을 누릅니다.
3. Download 확인창의 [OK]버튼을 누르면 로봇으로부터 지도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 다운로드 중간에는 해당 작업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지도의 크기에 따라 몇 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완료가 되면 [ 3  Map list]에서 선택했던 맵을 자동으로 로드합니다.
 -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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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 데이터	파일	경로
 - 다운로드 받은 지도 데이터 파일은 아래 경로에 생성됩니다. Tools Installer 설치시 별도로 경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경로에 저장됩니다.
 > Windows OS: C:\YujinRobot\Tools\MapEditor\maps\${다운로드 받은 맵}
 > UbuntuOS: ${맵 에디터를 다운로드 받은 경로}/MapEditor/maps/${다운로드 받은 맵}

 - 로봇에서 생성된 지도 데이터 파일은 grid.png 입니다.

그림 38: 지도 데이터 파일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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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로봇으로 지도 내보내기(Map	Editor		Robot)
로봇과 맵 에디터를 실행하는 PC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면, 맵 에디터에서 로봇에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3

1 4

그림 39: 로봇으로 지도 내보내기(Map Editor  Robot)

1. 맵 에디터의 왼쪽 상단 [Robot] - [Map Editor  Robot]버튼을 누릅니다.
2. Upload a map to robot 창에서 맵을 적용할 로봇의 IP를 [ 1  Robot IP Address]창에 입력합니다.

 • 단일 지도 내보내기
1. 수정한 맵을 [ 2  Map list]에서 선택합니다.

 - 선택한 맵이 정상적일 경우 [ 3  Map image]에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2. [ 4  Upload]버튼을 누릅니다.

 - 맵 에디터에 동일 맵이 있을 경우, 파일은 덮어쓰기됩니다.
3. Upload 확인창의 [OK]버튼을 누르면 로봇으로 지도 내보내기를 시작합니다.

 - 지도의 크기에 따라 몇 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5. 단일 지도 업로드가 완료되고 난 후, 사용자에게 해당 지도를 로봇의 시작 지도로 설정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No: 기존에 로봇에서 사용하고 있던 지도를 그대로 시작 지도로 사용합니다.
 - Yes: 방금 업로드 한 지도를 로봇의 시작 지도로 사용합니다.

 • 전체 지도 내보내기
주의. 전체 업로드시에는 로봇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맵들을 삭제되고 맵 에디터에 있는 맵들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맵을 백업합니다.
1. [ 4  All Upload]버튼을 누릅니다.
2. Upload 확인창의 [OK]버튼을 누르면 로봇으로 지도 내보내기를 시작합니다.

 -  지도의 크기에 따라 몇 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 맵 전체 업로드 후에는 아래와 같은 안내창이 보여지고 [OK]버튼을 누르면 [Set Default]버튼이 활성화됩니다.
5. 로봇의 기본 지도로 설정할 지도를 [Map list]에서 선택한 후, [Set Default]버튼을 누릅니다.

 - “전체 지도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한 후,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종료하면 맵 에디터에서 업로드한 맵 중에 
가장 최신의 지도를 자동으로 로봇의 시작 지도로 적용합니다.

 -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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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eb Tools(파라미터 에디터) 사용
Web Tools을 통해 모바일 로봇의 로봇 파라미터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9.1 접속
1. Web browser(Chrome 권장)의 주소창에 로봇 IP주소를 입력합니다.
 • localhost:43210/

참고
Chrome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9.2 로그인
시스템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다양한 사용자 레벨의 접속 권한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권한 레벨에 따라 제한된 기능이 
허용됩니다. 접속을 위한 세부 정보는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1. ID,	Password,	Name을 입력하고 Login 버튼을 누르십시오. 

사용자	ID 설명
허용 권한

지속	
시간System 

Dashboard
Parameter 

Editor
Software 
Update

Diagnostic Blackbox
Log 

Collector

user 로봇을 운영하는 사용자를 위해 
생성되는 계정 레벨입니다. ✓ N/A N/A ✓ N/A ✓ 30 분

worker
운영 과정에서 로봇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관리자를 위해 생성되는 
계정 레벨입니다. 

✓ ✓ ✓ ✓ N/A ✓ 1 시간

yjsuperdev 로봇을 제어하는 전문 엔지니어를 
위한 계정 ✓ ✓ ✓ ✓ ✓ ✓ -

2. 아래의 로그인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Save ID: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현재 입력한 사용자 ID를 다음 접속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uto Login: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소프트웨어에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40: Web Tools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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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 뷰어(LiDAR Viewer) 사용

9.3 Web Tools 사용자 인터페이스
Web Tools에 접속하면 다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의
로보타이제이션 패키지(Robotization Package)용 Web Tools는 Parameter Editor(파라미터 에디
터) 기능만 제공합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5

1 2 3 4

그림 41: Web Tools 사용자 인터페이스

항목 설명

1 홈 탭 홈 탭을 클릭하면 메뉴 화면과 동일한 구성의 메뉴 목록이 나타납니다.

2 로봇 IP

현재 연결된 로봇의 IP 주소와 접속 상태가 표시됩니다. 상태 표시등을 통해 로봇과의 
접속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녹색: 접속 됨
 • 빨간색: 접속 안됨 

로봇의 IP 주소를 클릭하면 세부 정보 창이 나타납니다.
3 사용자 개정 현재 접속된 사용자 ID와 이름이 표시됩니다. 
4 로그아웃 Web Tools 웹 페이지를 로그아웃합니다.

5 메뉴 화면 Web Tools는 Parameter Editor(파라미터 에디터) 기능만 제공합니다. 나머지 기능
들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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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Parameter Editor(파라미터 에디터)
파라미터 에디터(Parameter Editor)는 로봇 내부에 저장된 설정 파일을 조회하고 수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라미터는 개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이력을 기록합니다. 변경 이력에는 변경 시점과 변경 전후의 설정값, 변경 작업을 
진행한 ID 등이 기록됩니다.

그림 42: 파라미터 에디터 화면

1

6

2 3 4 5

그림 43: 파라미터 에디터 항목

항목 설명

1 항목 필터 각 파라미터 항목을 필터링하여 파라미터 목록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로봇 데이터 패치 버튼 로봇에 저장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화면에 표시합니다.
3 필터 초기화 버튼 필터링 된 항목을 ALL(전체 보기)로 초기화합니다.

4 파라미터 검색 창 검색 창에서 특정 파라미터 단어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파라미터는 목록 
창에 표시됩니다. 

5
Edited Value(수정 
파라미터 조회) 버튼 Edited Value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된 파라미터가 목록 창에 표시됩니다.

6 파라미터 목록 

파라미터 정보가 목록 창에 표시됩니다.
 • Name: 파라미터의 이름 
 • Category: 파라미터의 대분류
 • Kind: 파라미터의 중분류
 • Group: 파라미터의 소분류
 • Value: 파라미터의 설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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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로봇 상태 확인
파라미터 에디터를 사용하려면 아래의 로봇 상태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로봇의 배터리 잔량이 80% 이상을 유지합니다. 
2. 로봇이 Idle 상태 유지합니다.
3. 파라미터 값이 변경된 경우, 로봇을 재시작 해야 합니다. (admin 권한 레벨일 경우만 해당)

9.4.2 파라미터	검색

참고
사용자 권한 레벨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다릅니다.

1. 파라미터 에디터를 실행하면 소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44: 파라미터 에디터 소개 메시지

2. 검색 창에 특정 파라미터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단어가 포함된 파라미터가 목록 창에 표시됩니다.

2

1

그림 45: 파라미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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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파라미터 수정

경고
파라미터 중 일부는 로봇 구동에 매우 중요한 설정값을 저장하고 있으므로, 의미와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파라미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로봇의 동작과 사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선택한 파라미터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파라미터 목록에서 수정을 원하는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하면 수정 창이 활성화됩니다.
2. 항목에 수정할 값을 설정합니다.
 • 항목의 값을 변경할 경우: 

 - 'Modify Value' 항목에 수정할 값을 입력하고 'Save'버튼을 클릭합니다. Value 값은 쉼표로 구분하여 다중 
입력이 가능합니다(단, Type이 'int'와 'float'일 경우 제외). 

1 2

그림 46: 수정할 파라미터 값 입력

 - 수정 적용을 확인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47: 파라미터 값 수정 확인

 - 수정이 완료되면 완료 확인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48: 파라미터 값 수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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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의 활성화/비활성화를 변경할 경우: 
 - 'Modify Value' 항목에서 True(활성화)/False(비활성화) 토글키를 선택하고 'Save'버튼을 클릭합니다. 

1 2

그림 49: 파라미터 활성화/비활성화 토글 선택

 - 수정 적용을 확인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True: 1/False: 0).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50: 파라미터 활성화/비활성화 수정 확인

 - 수정이 완료되면 완료 확인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51: 파라미터 활성화/비활성화 수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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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수정된 파라미터 확인
변경된 파라미터들만 모아서 보고 싶은 경우에는 우측 상단 검색창의 오른쪽에 위치한 Edited Value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Edited Value'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된 파라미터가 목록 창에 표시됩니다. 초기값과 다른 (변경된)파라미터는 
라인이 연노랑색으로 표시 됩니다.

1

2

그림 52: 수정된 파라미터 목록 확인

2. 수정된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하면 파라미터 상세 보기 창이 나타납니다. 'Modifier' 항목에 파라미터를 수정한 
수정자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그림 53: 수정된 파라미터 상세 보기 창

주의
'Modifier' 항목에 robot으로 표시 되는것은 로봇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자체 변경한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를 수정 하지말고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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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파라미터 초기화
수정된 파라미터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1. 파라미터 수정 창에서 'Default' 버튼을 클릭해 해당 파라미터를 초기화합니다.

그림 54: 파라미터 초기화 버튼

2. 수정 적용을 확인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55: 파라미터 초기화 확인

3. 수정이 완료되면 완료 확인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56: 파라미터 초기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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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지보수	및 문제 해결

10.1 청소 및 유지보수
제품은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 활동: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제품 표면의 물과 먼지 제거

 - 라이다 청소시 레이저 커버의 손상(긁힘, 찍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간격: 3개월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10.2 문제 해결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sales@yujinrobot.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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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품	사양

11.1 유진	3D	라이다(YRL3V2-05/10/25)

11.1.1 제품 규격
모델명 YRL3V2-05 YRL3V2-10 YRL3V2-25

감지 거리 5 m 
(90% light remission)

10 m 
(90% light remission)

25 m 
(90% light remission)

크기(길이 x 폭 x 높이) 65 mm x 85 mm x 91.4 mm (2.55" x 3.34" x 3.59")
중량 410 g(0.90 파운드)
전력 소비 6 W
전압 DC 12 V
광원 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 등급 Class 1, eye safe (IEC 60825-1:2014)
레이저 파장 905 nm

11.1.2 성능
스캐닝 모드 모드 1(기본) 모드 2 모드 3 모드 4 

시야각: 수평 x 수직

상방: 360° x 55° 
(+40° ~ -15°)
하방: 270° x 25° 
(-15° ~ -40°)

360° x 40° 
(+35° ~ -5°)

상방: 360° x 20° 
(+5° ~ -15°)
하방: 270° x 20° 
(-15° ~ -35°)

360° x 20° 
(+10° ~ -10°)

수평 스캔 속도 20 Hz
수직 스캔 속도 15.5 Hz 10.7 Hz
수평 각도 분해능 0.24°
수직 각도 분해능 0.1° 0.05°
해상도 <10 mm
데이터 패킷 전송률 30,000
응답 시간 >50 ms per layer
정확도 15 m 이내: ± 50 mm, 15 m 이상: ± 1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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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인터페이스
통신 인터페이스 100 Mbps 이더넷
광학 표시등 LED 1개(녹색: 사용 가능, 적색: 오류)
프로토콜 UDP 패킷
전용 소프트웨어 YUJIN LiDAR Viewer
출력 데이터 수평각, 수직각, 거리, 강도, 데카르트 좌표(x, y, z)
전원 및 데이터 전원용 M8 1개, 데이터용 M12 1개
소재 윈도우(PC), 케이스(AL)
방수/방진 등급 IP67

11.1.4 환경 사양

전자기 호환성(EMC)

KN 61000-6-3, KN 61000-6-1
EN61000-6-1:2007, EN61000-6-3:2007/A1:2011
EN61000-4-2:2009, EN61000-4-3:2006 +A1:2008 +A2:2010
EN61000-4-4:2012, EN61000-4-6:2014, EN61000-4-8:2010

진동 저항 EN60068-2-6:2007(10 to 55Hz, double amplitude 1.5mm each 2 hrs in 
X, Y and Z directions)

충격 저항 EN 60068-2-27:2008 :  908m/s2(100G)  X, Y and Z directions each 3 
times

온도 저항 -10 ~ +50 °C
작동 습도 95 %
보관 온도 -20 ~ +70 °C
보관 습도 0 ~ 85 % RH
주변광 내성 LED light: 100,000 Lux

11.1.5 인증
인증 KC, CE, RoHS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센서를 영하 온도에서 보관한 후 작동 시, 전원을 켠 후 약 15분의 센서 예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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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유진	SLAM(YSL-1000)
입력 데이터 LiDAR 데이터(각도, 거리), Odom 데이터(인코더, IMU)
출력 데이터 맵(PNG 파일, 키 프레임), 조정된 좌표(x, y, 세타)
크기(길이 x 폭 x 높이) 198.2 mm x 196.8 mm x 89.0 mm(7.80" x 7.74" x 3.50")
중량 1.7 kg(3.74 파운드)

주요 부품사양

 • CPU: 인텔 i7-7700
 • 메모리: DDR4 8GB
 • 포트: HDMI(2개), USB 3.0(4개), 이더넷(1개)
 • 슬롯: PCIe, Mini PCIe, mSATA
 • 전원: DC 12 V, 5.5 A

통신 프로토콜
 • 입력 데이터: UDP(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 출력 데이터: WebSocket 또는 PLC

*PLC는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인터페이스 입출력 이더넷 RJ-45
매핑(SLAM) 모드에서 최대 모바일 플랫폼 속도 0.5 m/s ~ 0.6 m/s
로컬라이제이션 모드에서 최대 모바일 플랫폼 
속도 2 m/s

SLAM/로컬라이제이션 정확도 약 ± 10 mm, ± 1도
좌표 업데이트 속도 25 Hz
동작 범위 700 m x 700 m

호환 센서 및 카메라(입력 데이터)

 • 3D LiDAR: Yujin YRL3-Series
 • Structured Light Depth Camera: Orbbec Asta Mini/

Mini S Intel Realsense 450D
 • Stereo Camera: Yujin YSV3
 • Ultrasonic Sensor
 • IMU(RJ45 input)

*호환되는 센서는 다를 수 있음
온도 40 도
습도 70 %

*제품 사양과 디자인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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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유진 네비게이션 컨트롤러(YNC-1000)
기능 로컬라이제이션, 제어, LED/버튼/GPIO 인터페이스
크기(길이 x 폭 x 높이) 141.2 mm x 206.5 mm x 85.3 mm(5.55" x 8.12" x 3.35")
중량 1.1 kg(2.42 파운드)
모션 특성 Differential drive, mecanum driver
최대 속도 2 m/s
정확도 ± 10 mm, ± 1º
로컬라이제이션 속도 25 Hz
장애물 우회 속도 10 Hz
경로 추종 속도 10 Hz

호화되는 레이저 스캐너
 • 2D LiDAR: SiCK TiM 510, 571
 • 3D LiDAR: Yujin YRL3-Series

모터 드라이브 RS485, 이더넷/IP

사용자 구성 입출력
 • 디지털 입력 8개/디지털 출력 8개
 • 아날로그 입력 2개/아날로그 출력 2개

내장 컴퓨터 산업용 파워 PC
입력 전압 DC 24 V, 6 A / DC 48 V, 3 A
소비 전력 30 W
온도 40 도
습도 70 %

*제품 사양과 디자인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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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록

12.1 부록 A. 라이다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API)
라이다 드라이버 설치 후 제공되는 API 를 통해 스캔 데이터를 가공 및 수집할 수 있습니다. 

12.1.1 파라미터
API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 값에 대한 설명입니다.

No. Parameter Name default Explanation
1 mIPAddrParam 192.168.1.250 통신 소켓 생성용 IP 주소. 라이다 주소 입력
2 mPortNumParam 1234 통신 소켓 생성용 port number
3 mMinZParam 0 출력 데이터 가공용 z축 하한 값 (m 단위)
4 mMaxZParam 5 출력 데이터 가공용 z축 상한 값 (m 단위)
5 mMinYParam -35 출력 데이터 가공용 Y축 하한 값 (m 단위)
6 mMaxYParam 35 출력 데이터 가공용 Y축 상한 값 (m 단위)
7 mMinXParam -35 출력 데이터 가공용 X축 하한 값 (m 단위)
8 mMaxXParam 35 출력 데이터 가공용 X축 상한 값 (m 단위)
9 mMinRangeParam 0 출력 데이터 가공용 데이터 범위 하한 값 (m 단위)
10 mMaxRangeParam 35 출력 데이터 가공용 데이터 범위 상한 값 (m 단위)

11 mExtrinsicTransformMatParam
1  0  0  0
0  1  0  0
0  0  1  0.07

출력 데이터 가공용 Transform Matrix

12 mSensorCoordX 0 출력 데이터 가공용 LiDAR X 좌표 (m 단위)
13 mSensorCoordY 0 출력 데이터 가공용 LiDAR Y 좌표 (m 단위)

14 mSensorCoordZ 0.07 출력 데이터 가공용 LiDAR Z 좌표 (=LiDAR 높이. 
제품이 바닥이 있을 경우 높이 기본값 0.07m) (m 단위)

15 mSensorCoordRX 0 출력 데이터 가공용 LiDAR 회전 Roll (degree 단위)
16 mSensorCoordRY 0 출력 데이터 가공용 LiDAR 회전 Pitch (degree 단위)
17 mSensorCoordRZ 0 출력 데이터 가공용 LiDAR 회전 Yaw (degree 단위)
18 mMaxVertiAngleParam pi*2/9 출력 데이터 가공용 수직 각도 상한 값 (radian 단위)
19 mMinVertiAngleParam –pi*2/9 출력 데이터 가공용 수직 각도 하한 값 (radian 단위)
20 mMaxHoriAngleParam pi 출력 데이터 가공용 수평 각도 상한 값 (radian 단위)
21 mMinHoriAngleParam -pi 출력 데이터 가공용 수평 각도 하한 값 (radian 단위)

22 mNoiseFilterLevelParam 30
출력 데이터 가공용 필터 레벨 (degree 단위) 
실제 물체 같지 않은 데이터 제거 
범위: 0 ~ 45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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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파라미터 입/출력 기능
API를 통해 드라이버의 변수 값을 가져오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No. Parameter Name Unit Explanation

1
void SetIPAddrParam (const 
std::string &ipAddr) N/A 통신소켓 생성용 IP 주소 설정하기

string GetIPAddrParam() N/A 통신소켓 생성용 IP 주소 가져오기

2

void SetPortNumParam (const 
unsigned short int portNum) N/A 통신소켓 생성용 port 번호 설정하기

unsigned short int 
GetPortNumParam () N/A 통신소켓 생성용 port 번호 가져오기

3
void SetMinZParam (const float 
z_min) m 출력 데이터 가공용 Z축 하한 값 설정하기

float GetMinZParam () m 출력 데이터 가공용 Z축 하한 값 가져오기

4
void SetMaxZParam (const float 
z_max) m 출력 데이터 가공용 Z축 상한 값 설정하기

float GetMaxZParam () m 출력 데이터 가공용 Z축 상한 값 가져오기

5
void SetMinYParam (const float 
y_min) m 출력 데이터 가공용 Y축 하한 값 설정하기

float GetMinYParam () m 출력 데이터 가공용 Y축 하한 값 가져오기

6
void SetMaxYParam (const float 
y_max) m 출력 데이터 가공용 Y축 상한 값 설정하기

float GetMaxYParam () m 출력 데이터 가공용 Y축 상한 값 가져오기

7
void SetMinXParam (const float 
x_min) m 출력 데이터 가공용 X축 하한 값 설정하기

float GetMinXParam () m 출력 데이터 가공용 X축 하한 값 가져오기

8
void SetMaxXParam (const float 
x_max) m 출력 데이터 가공용 X축 상한 값 설정하기

float GetMaxXParam () m 출력 데이터 가공용 X축 상한 값 가져오기

9
void SetMinRangeParam (const 
float range_min) m 출력 데이터 가공용 데이터 범위 하한 값 설정하기

float GetMinRangeParam () m 출력 데이터 가공용 데이터 범위 하한 값 가져오기

10
void SetMaxRangeParam (const 
float range_max) m 출력 데이터 가공용 데이터 범위 상한 값 설정하기

float GetMaxRangeParam () m 출력 데이터 가공용 데이터 범위 상한 값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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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arameter Name Unit Explanation

11

void SetExtrinsicTransformMatParam 
(const float x,
const float y,
const float z,

const float rx,
const float ry,
const float rz)

m, degree 출력 데이터 가공용 Transform Matrix 설정하기

void GetExtrinsicTransformParam 
(float &x, 
float &y, 
float &z, 

float &rx, 
float &ry, 
float &rz)

m, degree 출력 데이터 가공용 transform matrix 가져오기

12
void SetMaxVertiAngleParam 
(const float verti_angle_max) radian 출력 데이터 가공용 수직 각도 상한 값 설정하기

float GetMaxVertiAngleParam () radian 출력 데이터 가공용 수직 각도 상한 값 가져오기

13
void SetMinVertiAngleParam 
(const float verti_angle_min) radian 출력 데이터 가공용 수직 각도 하한 값 설정하기

float GetMinVertiAngleParam () radian 출력 데이터 가공용 수직 각도 하한 값 가져오기

14
void SetMaxHoriAngleParam 
(const float hori_angle_max) radian 출력 데이터 가공용 수평 각도 상한 값 설정하기

float GetMaxHoriAngleParam () radian 출력 데이터 가공용 수평 각도 상한 값 가져오기

15
void SetMinHoriAngleParam 
(const float hori_angle_min) radian 출력 데이터 가공용 수평 각도 하한 값 설정하기

float GetMinHoriAngleParam () radian 출력 데이터 가공용 수평 각도 하한 값 가져오기

16

void SetNoiseFilterLevelParam 
(const float filter_level) degree 출력 데이터 가공용 필터 레벨 설정하기

float GetNoiseFilterLevelParam 
() degree 출력 데이터 가공용 필터 레벨 가져오기



96

YUJIN Robotization Package 사용 설명서

12.1.3 데이터 출력 기능
API를 통해 라이다의 상태 및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No. Output Function Name Explanation

1

int GetCartesianOutputsWithIntensity(double _SystemTime,
std::vector <float>& _IntensityArray,

std::vector <float>& _XCoordArray, 
std::vector <float>& _YCoordArray, 

std::vector <float>& _ZCoordArray);

레이저 반사 강도 및 3차원 직교 좌표계 
좌표 가져오기

2

int GetSphericalOutputsWithIntensity(double _SystemTime,
std::vector <float>& _IntensityArray,

std::vector <float>& _RangeArray,
std::vector <float>& _HorizontalAngleArray,

std::vector <float>& _VerticalAngleArray);

레이저 반사 강도 및 3차원 구면 좌표계 
좌표 가져오기

3 void GetDPR(float &dpr) Data Packet Rate (초당 데이터 갯수) 
가져오기

No. Output Function Parameter 
Name Unit Explanation

1 _SystemTime sec timestamp
2 _IntensityArray N/A Intensity 값
3 _RangeArray m 거리 값
4 _HorizontalAngleArray radian 수평 각도 값
5 _VerticalAngleArray radian 수직 각도 값
6 _XCoordArray m X 좌표값
7 _YCoordArray m Y 좌표값
8 _ZCoordArray m Z 좌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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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부록	B.	문제 및 해결
로봇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2.2.1 Error	Code
분류 증상 해결 방법 사용자 오류 코드
Error 전원 오류 A/S 문의 A
Error 수평 동작 오류 A/S 문의 B
Error 수직 동작 오류 A/S 문의 C
Error 센서 통신 오류 A/S 문의 D
Warning 동작 온도 이탈 센서 주변 온도를 적정 환경 온도로 변경 E
Warning 사용자 통신 오류 Set 재 진행 F

12.2.2 펌웨어 업데이트 실패 시 대처 방법
증상 오류 메시지 해결 방법
라이다 리셋 실패 'LiDAR reset failed. Save again.' 아래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 수행
펨웨어 파일 읽기 
실패 'Cannot open the file.' 업데이트할 펌웨어 파일을 새로 다운로드 받아 재 

실행
펌웨어 파일을 
라이다에 다운로드 
실패

'No response from lidar. Save again.' 
또는 'Invalid response from LiDAR. 
Save again.'

아래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 수행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
1. 라이다의 전원을 분리해 전원을 끕니다.
2. 라이다 뷰어를 종료(FW update 창 완전히 종료)한 후, 라이다 뷰어를 재 실행합니다.
3. 라이다 뷰어 상단 바의 'help' - 'FW update' 버튼을 클릭해 펌웨어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4. 업데이트 실패한 파일을 선택합니다.
5. 라이다의 전원을 연결해 전원을 켭니다. 라이다에 전원이 들어오면 바로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펌웨어 다운로드 완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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