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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물이나 배관과 같은 구조물의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속도계나 레이저 측정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

라 영상을 이용하여 진동을 측정하는 연구가 제시되

기도 하였다. 카메라를 이용하면 한번의 촬영으로 

많은 점들의 진동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카메라의 해상도 문제와 측정환경에 

매우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 배관 구조물 

 

  카메라를 이용하여 진동을 측정할 경우 이미지 프

로세싱을 통해 측정부위의 에지(edge)를 구해야 되

는데, 그림 1 과 같이 측정환경이 좋지 못할 경우 에

지를 정확하게 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측정된 변위

는 오차가 많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커브 피팅(curve 

fitting)을 통해 해결하여 측정변위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영상에서 Curve Fitting 을 이용한 진동 측정 

그림 2.는 카메라 영상을 이용한 진동측정의 전
체적인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진동측정 개념도 

 

2.1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한 선택영역 분리 
 

그림 3. 에서와 같이 배관 구조물의 촬영영상을 

이미지 전처리를 거쳐서 에지 영상을 구한다. 

 

   
(a)                      (b) 

그림 3. (a) 배관 원영상, (b) 에지 영상 

 

그림 3. (b)에서 진동 측정을 원하는 에지 영역을 

선택하여 그림 4. 에서와 같이 잡음을 제거하여 

원하는 영역의 에지를 분리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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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잡음제거 및 선택영역분리 

 

2. 2 Curve Fitting 이용한 변위 측정 
 
그림 4 에서 분리한 선택영역의 에지를 Curve 

Fitting 을 이용하여 그림 5. 와 같이 직선을 구한

다음 원하는 영역의 좌표를 얻을 수 있다. 

 
그림 5. Curve Fitting 

 

촬영 영상의 다음 프레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반

복하면서 원하는 영역의 좌표를 구하면 원하는 영

역의 변위를 알 수 있다. 

 

3. 실 험 

제안한 방법의 검증을 위하여 영상의 Curve 
Fitting 을 이용한 변위 측정과 가속도 센서를 이용

한 변위 측정 비교 실험을 하였다.  
 

    
 

그림 6. 가속도 센서와 카메라 비교실험 

 
그림 7. 가속도센서와 기존방법 비교 

 
그림 8. 가속도센서와 Curve Fitting 방법 비교 

 

그림 7. 과 그림 8.에서와 같이 기존의 Curve 
Fitting 을 하지 않고 한 방법보다 Curve Fitting 을 
이용한 방법의 정확도가 우수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9. 기존 방법을 이용한 진동측정 결과 

 
그림 10. Curve Fitting 을 이용한 진동측정 결과 
 

그림 9.와 그림 10.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실제 발
전소의 배관구조물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4. 결  론 

영상 신호에서 Curve Fitting 을 이용하여 구조물

의 진동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영상처리 방법으로 진동을 측정하는 결과 보다 변
위 오차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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