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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Time Of Flight Camera의 적절한 사용법과 그 한계 
Proper usage and limitation of 3D Time of flight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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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800년대 Fizeau의 회전 물림기어를 이용한 빛

의 속도 측정에서부터 2013년 현재 화성에서 활동 

중인 화성탐사로봇 큐리오시티 까지 시간비행

(Time of flight)의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거리측정

관련 기술은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일조를 

해왔다. 이 원리는 박쥐나 돌고래의 초음파의 송수

신을 이용하여 먹이를 찾아 검출하고, 추적하는 

것과 동일하며 초고주파를 이용하는 레이다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의 기본원리와도 일

맥상통한다. 
광학적인 비 접촉 3D 측정 방식에는  삼각측량 

방식에 기초한 Stereo 방식, 빛의 간섭특성을 이용

한 광학적 간섭계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

에서 주로 다룰 시간비행(Time of Flight) 방식이 

있다.
기존의 Stereo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두 BaseLine 

즉 2D CCD카메라의 위치 고정에 따른 제한점 및 

외부 광원에 취약점이 있으며, 간섭계의 경우 고 

정밀 파장의 고가의 광원의 필요성 및 광학정렬이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시간비행 3D 카메라는 

위 두 방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광원의 

진폭변조 연속파(Amplitude Modulation Continuous 
Wave) 또는 강한 광학 Pulse를 조사하고 Scattering 
되어 돌아오는 광 신호를 위상 또는 절대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주로 3D 시간

비행 카메라는 AMCW 방식을 이용하며 변조 주파

수에 해당하는 수 MHz의  고속 Frame Rate 획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저 전력 시스템의 구현이 

쉽다. 최종 출력 데이터는 2D Intensity 이미지와 

3D Depth 이미지의 동시 획득이 가능하다. 
3D 시간비행 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Image sensor의 해상도 는 기존 2D 
CMOS Image Sensor 에 비해  QVGA(320 x 240) 

의 해상도로 낮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고해상도 

집적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3D　시간비행 카메라관련 기술은 빠른 발전

을 이루고 있으며,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다. 
이는 근세기 전자회로, 마이크로 옵틱, 다양한 광 

원등의 발달에 따른 덕분이며 미래가 밝은 블루오

션 기술이다. 
이 논문은 최신 3D 시간비행 카메라의 중요파라

미터와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응용해야

할 분야에 적합한지 판단해 보는 좋은 지표를 제공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다양한 센서와의 융합, 
거리 데이터 보정을 통해 높은 분해능과 정확도를 

갖는 3D 이미지 획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한다. 

  
Fig. 1 A variety of 3D Time of Flight Camera

2. 3D 시간비행 카메라의 Key Parameters
아래  Table1은 현재 3D 시간비행 카메라 중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성능에 따른 분류표이

다. 주황색 박스는 각 Parameter 별로 경쟁사 대비 

가장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내용이며,  Field of 
view Parameter의 경우 광학계(Lens, Diffractive op-
tics)등에 의존하므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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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ey parameters of 3D　TOF Camera

2. Difference of reflectance
물체의 반사도 또는 투명도의 차이에 의해서 

거리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래 Fig2
는 PMD사의 CamBoard Nano로 측정한 영상이며 

실제 오른쪽 투명한 물체의 경우 3D Image에서 

왜곡된 정보를 볼 수 있다. 해결책으로는 광 노출 

시간의 조절과 각 반사도 및 투명도에 따른 Curve 
Fitting관련 보상알고리즘이 필요하다.  

   (a) 3D Image         (b) Intensity Image
Fig. 2  Two objects with different reflectance

3. Motion Blurring
3D Image를 얻기 위한 Integration Time의 제한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빠른 움직임 때문에 3D 
데이터의 왜곡이 발생한다. 평행 축으로의 빠른 

움직임은 Fig.3 과 같이 거리의 왜곡된 데이터를 

발생시키며 이는 3차원 이미지로 보았을 때 에러를 

발생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존

의 2D Image의 Edge검출 이미지와의 병합을 통해 

보상하는 방법과, 손의 움직임의 속도 측정을 통한 

Weighted Factor의 보상을 통해서 보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a) Static             (b) Dynamic 
    Fig. 3  Motion Blurring Effect

5. 결론

3D 시간비행 카메라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무인 자동차, 이동형 로봇, 모션 

분석, 보안 시스템, 상품 분류 시스템 등등의 임의의 

물체에 대한 3D Image를 측정하여 검출, 분석, 분류

를 하는 다양한  응용하는 분야에 이용될 수 있다. 
기존의 Stereo 방식의 3D 카메라(낮은 3D Image 
Frame), Microsoft 의 Kinect (실내 사용 제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며 미래 창조

경제를 위한 산업, 연구, 국방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하기 위하여, 3D 시간비

행 카메라의 기본 원리 및 중요 Parameter, 장단 

점 및 한계점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센서와의 융합

을 통해 보완한다면 많은 가치창출을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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