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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上用地上用地上用地上用 3333 次元次元次元次元レーザスキャナレーザスキャナレーザスキャナレーザスキャナ開発開発開発開発    
地上用 3 次元レーザスキャナは、産業用検査および測量はもちろん、バーチャルリアリティなどのグラフ

ィックから医療分野にまで、応用分野が急速に拡大している。また、文化財、建築、考古学などの多様な学

問、技術分野で 3 次元スキャニング技術を必要としている。特に韓国の場合、国土空間の効率的な活用およ

び管理の重要性が大きくなっており、3次元地形空間情報の取得は国土計画および管理、土木の側面におい

て必要不可欠なものである。 

地上用 3 次元レーザスキャナは、機構的に上部フレームと下部フレームとして構成されている。下部フレ

ームは 360°スキャン領域の確保のため、方位角モータと方位角サーボモータ制御部となっている。上部フ

レームは、270°スキャン領域確保のための仰角モータ、仰角サーボモータ制御部、距離測定のための

EDM(Electronic Distance Measurement)部、レーザ送信駆動部および 3 次元レーザスキャナ全体のシステム制

御を担当する MPU(Main Processor Unit)で構成されている。また MPU 部は外部ホストのコンピュータと通信

を行い、ユーザの指令を処理する。以下に、地上用 3次元レーザスキャナの構造の概念図を示す。 

 

 
地上用 3 次元レーザスキャナの構造 

 

 

上部フレームの距離測定 EDM 部は、距離を測定する役割を持っている。今回の設計では、TOF(Time Of 

Flight)方式を利用してレーザスキャナから測定対象物までのレーザパルス往復時間を測定する。測定された

往復時間に光速を掛けて距離を算出し、測定対象物から反射されたレーザの反射強度も EDM部でリアルタ

イムに測定される。 

MPU 部はサーボモータとの通信を通して、ユーザが測定しようとするスキャン範囲を制御するためにサ

ーボモータの動作を管理する。そして、EDM 部から測定された距離データと反射強度データを処理する。

また、外部画像とのマッピングのためのカメラ情報データも同時に処理される。最終的には、このように収

録されたデータを後処理し、ホストコンピュータで有線または無線で転送し、ユーザに情報を提供する。 

Field S/W 部は地上用 3次元レーザスキャナを運用し、スキャン作業のため使用されるソフトウェアであ

る。スキャン領域およびスキャン密度の指定、スキャンデータの確認および保存、簡易測量機能などを有し、

スキャン作業の効率性を上げるツールとして使われる。以下に、開発中のスキャナの仕様を示す。 

 



地上用3次元レーザスキャナの設計仕様 

項目項目項目項目    仕様仕様仕様仕様    

測定距離 300m@90% 

スキャニング速度 50,000point/sec 

距離精度 3mm 

位置精度 5mm 

ビーム広がり角 0.25mrad 

測定角度範囲 
Horizontal : 360 

Vertical : 270 

角度分解能

(Horizontal/Vertical) 
60urad / 60urad 

レーザ 
Microchip 

Laser 

電源 24V DC 

使用環境 -20℃ ~ 40℃  
 

지상용지상용지상용지상용 3 3 3 3 차원차원차원차원    레이저레이저레이저레이저    스캐너스캐너스캐너스캐너    개발개발개발개발    
지상용 3 차원 레이저 스캐너는 산업용 검사 및 측량은 물론 가상현실 등 그래픽에서 의료 분야까지 

응용 분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 건축, 고고학 등의 다양한 학문, 기술 분야에서 

3 차원 스캐닝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토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3 차원 지형 공간 정보의 획득은 국토 계획 및 관리, 토목 측면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  

지상용 3 차원 레이저 스캐너는 기구적으로 상부 프레임과 하부 프레임 두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이 

된다. 하부 프레임에는 360 ﾟ 스캔 영역 확보를 위해 방위각 모터와 방위각 서보 모터 제어부로 

구성이 된다. 상부 프레임에는 270 ﾟ 스캔 영역 확보를 위한 고도각 모터, 고도각 서보 모터 제어부, 

거리 측정을 위한 EDM(Electronic Distance Measurement)부, 레이저 송신 구동부 및 3 차원 레이저 

스캐너의 전체 시스템 제어를 담당하는 MPU(Main Processor Unit)부로 구성이 된다. 또한 MPU 부는 

외부 호스트 컴퓨터와 통신을 하며 사용자의 명령을 처리 하게 된다. 아래 그림은 지상용 3 차원 

레이저 스캐너의 간략한 구조를 보여 준다. 

 

 
지상용 3 차원 레이저 

스캐너의 구조 

상부 프레임에 있는 거리측정 EDM 부는 거리를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설계에서는 TOF(Time Of 

Flight) 방식을 이용하여 레이저 스캐너로부터 측정 목표물까지의 레이저 펄스의 왕복 시간을 

측정한다. 측정된 왕복 시간에 빛의 속도를 곱하여 거리를 산출하며 측정 목표물에서 반사되어온 

레이저의 반사 강도 또한 EDM 부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MPU 부는 서보모터와 통신을 통해 사용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스캔 범위를 제어하기 위해서 서보 



모터의 동작을 관리한다. 그리고 EDM 부에서 측정된 거리 정보 데이터와 반사 강도 데이터를 

처리하며 외부 영상과의 매핑을 위한 카메라 정보 데이터도 같이 처리한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취합된 

데이터를 후처리 하여 호스트 컴퓨터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Field S/W 부는 지상용 3 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운용하여 스캔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 되는 소프트  

웨어로써, 스캔 영역 및 스캔 밀도의 지정, 스캔 데이터의 확인 및 저장, 간이 측량 기능 등을 

보유하여, 스캔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도구로 호스트 컴퓨터에 설치되어 사용된다. 아래 표는 개발 

진행 중인 스캐너의 사양을 나타낸다.  

 

지상용 3 차원 레이저 

스캐너의 설계 사양 

항항항항        목목목목    사사사사        양양양양    

측정 거리 300m@90% 

스캐닝 속도 50,000point/sec 

거리 정밀도 3mm 

위치 정밀도 5mm 

Beam divergence 0.25mrad 

측정 각도 범위 
Horizontal : 360 

Vertical : 270 

각도분해능 

(Horizontal/Vertical) 
60urad / 60urad 

레이저 
Microchip 

Laser 

전원 24V DC 

사용 환경 -20℃ ~ 40℃  
 

 

 

The development of terrestrial 3D laser scanner 
The utilization of terrestrial 3D laser scanner has expanded rapidly in industrial inspection, surveying, a 

virtual reality, graphic applications and medical fields. In addition, cultural properties, architectural, 
archaeological and diverse fields required 3D scanning technology. Especially in Korea importance of 
management and efficient use of land space is growing and the acquisition of three-dimensional geospatial 
information is required in terms of land planning and management, civil engineering. 
Terrestrial 3D laser scanner consists of an upper frame and a lower frame. The lower frame consists of 

azimuth servo motor and its controller for the measurement of horizontal angle. The upper frame is 
comprised of elevation servo motor and its controller for the measurement of vertical angle, EDM(Electronic 
Distance Measurement) module, laser transmission controller unit, MPU(Main Processor Unit) for overall 
system control of 3D laser scanner. In addition, an external host computer communicates with MPU module 
and handles commands of the user. The figure below shows a brief structure of terrestrial 3D laser scanner.  
 
 EDM plays the role of the measurement of the distance. In this design, we use TOF (Time of Flight) method 
for the measurement of round-trip time of laser pulses from a laser scanner to the target. The distance is 
calculated by multiplication of the measured round-trip time and the speed of light, and the strength of 
reflected laser is measured in real time on EDM. 
  MPU module controls servo motor motion in communication with servo motor for scanning. And it 
processed the measured distance information, the reflected strength data measured from EDM, and camera 
information data for mapping with external image. Finally the collected data is transmitted to host computer 
on a wire or a wireless communication after post-processing and then the user receives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3D terrestrial laser 
scanner 

 
 Field Software is a program to operate terrestrial 3D laser scanner, it has functions for the selection of scan 
region and scan resolution, the visualization of scan data, import/export of files and the easy measurement. 
It is installed on the host computer and used for operating the efficient scanning. The table below indicates 
the specif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canner. 

 

Terrestrial 3D Laser Scanner Design 
Specification  

Contents Specification 

Range 300m@90% 

Scan rate 50,000points/sec 

Distance Accuracy 3mm 

Position Accuracy 5mm 

Beam divergence 0.25mrad 

Field of View 

(Horizontal/Vertical) 

Horizontal : 360 

゚ 

Vertical : 270 ゚ 

Angle 

(Horizontal/Vertical) 

60urad / 60urad 

Laser Type Microchip Laser 

Power consumption 24V DC 

Operating Temp. -2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