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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presents both system structure analysis to improve performance of 3D laser 

scanner, which has time of flight method, and scheme to minimize distance measurement errors 

during signal process. With the help of reference source, we minimized the instability of electronic 

signal processing time and possibility of distance measurement errors. Furthermore, it helps easy 

alignment and accuracy of system by using fiber delay line and cou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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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 한 거리 측정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이 를 이용하여 정 한 거리정보를 취

득하는 기술들이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장에서 직  작업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건설, 토목 등의 설계  문화재 

복원등의 작업을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좀 더 정 하고 효율 인 작업이 가능하게 하

는 3차원 이  스캐 의 활용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3차원 이  스캐 의 

핵심기술  하나인 거리 측정기의 측정방식  Time of Flight(이하TOF) 방식을 사용

할 경우 이  신호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학 시스템 구성과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이다. 

2. 본 론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거리측정 방식은 이  펄스가 목표물까지 왕복한 시간을 측정

하여 거리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일반 인 거리측정의 개념은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구조에서 거리측정을 한 함수는 식 (1)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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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기서 d는 측정 거리, c는 빛의 속도, Δt는 빛이 진행한 시간 tT와 tR은 이  펄스가 

게이트를  통하여 출발, 도달한 시간이다. 그러나 실제 이 시스템을 구 할 경우 시작 신호

로부터 실제 이  펄스가 방출되기까지의 시간과 목표물로부터 되돌아온 수신부에 도달하

여 펄스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의 자 인 소요시간이 발생한다.     

[그림 1]  [그림 2]  

GT : 송신 게이트

GR : 수신게이트

td : 자신호 처리시간

Δt': 실 거리 측정 시간

그러므로 실제 시스템 구 시 거리측정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신호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림에서 거리측정을 한 함수는 2d=(AC-AB)가 되며 여기서 td는 이  펄스를 자

인 신호로 처리하는 시간으로 구동장비의 내부온도에 따라 변화되는 값을 보여 다. 이와 

같은 오차를 제거하기 해 Δt를 직  측정하는 방식으로 아래 [그림 3]과 같은 시스템을 구

하 다.

[그림 3]  

[그림 4]  

[그림 3]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커 러를 이용한 학계 구성도이다. [그림 

4]에서    로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td가 불안정하므로 별도의  펄스 신호 

처리 모듈을 이용하여 td가 변화하는 시간 r을 매번 측정하여 td에 용하도록 하 다. 이때 

Emitter 2에서 나온 2개의  펄스 신호는 서로 첩되지 않으면서, 일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길도록 제작한다. 그리고 2개의 Emitter에서 발생된 3개의 이  펄스 

신호와 수신된 이  펄스 신호는 하나의 Receiver에 입사하도록 구성하기 해  이버 

커 러 3set을 의 그림과 같이 조합하여 사용한다. 이때 이버를 사용함으로 발생 가

능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비내 온도 변화에 따른 이버의 길이의 변화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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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펄스 간섭 상을 피하기 해 길게 제작한 이버를 같은 곳에 치시켜 온도변

화에 해 동일한 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오차량을 서로 상쇄 시킬 수 있다. 둘째로는 

굴 률 변화로 인한 측정 시간 변화가 있다. 이 경우는 이  펄스 간섭 상을 피하기 

해 제작된 이버의 길이 때문에 발생하므로, 수신부로 제작된 이버 길이와 Emitter 2 에 

사용되는 이버 길이를 같게하여 오차량을 서로 상쇄 시킬 수 있다. 

3. 결 론

이  스캐  구조 분석  거리측정의 정 도 향상을 한 방법으로 임의의 기 신호

를 사용하고 Optical fiber coupler와 Delay line의 용에 한 효과는 결과 으로 자 인 

시간 지연 상을 보상하고 측정의 정 도를 높인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 구 시 외부환경

인 요소에 의해 거리측정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시스템 최 화를 통

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스캐 의 장비개발을 한 기  핵심기술 

 하나인 실시간 TOF측정방식에 한 구성과 오차발생 요인에 해 분석하 으며 추가

인 연구를 통하여 측정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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