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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론 

구조물의 변위, 속도와 가속도를 계측하는 

방법으로는 가속도계, 스트레인 게이지, 지진계 

등과 같이 구조물에 감지기를 부착하여 물리량을 

계측하는 접촉식 방법과 레이저를 이용하는 

비접촉식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저주파수로 

진동하는 지진이나 대형 구조물 진동의 경우는 

지진계나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진동을 계측하게 

되는데, 감지기의 설치 및 계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댐, 다리, 송전탑, 고층 건물, 

원전구조물과 같은 대형 구조물의 장시간에 걸친 

정적 변위량 또는 큰 변위를 가지고 진동하는 

경우에 대해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해 진동변위를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영상계측시스템의 구성 

영상 처리의 응용 분야는 영화의 특수 효과, 

얼굴이나 지문 인식을 통한 보안, 공장 자동화 

시스템, 의학, 로봇 등과 같은 분야이다. 영상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메라와 이미지 그래버 

(Image Grabber)는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규약에 맞추어서 초당 30 또는 60 
프레임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범용 영상처리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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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추출율(sampling rate)은 일반적으로 30Hz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구조물이 3Hz 이하 정도의 

저주파수로 진동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변위 계측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계측 변위의 정밀도는 

화상의 화소(pixel) 수와 렌즈의 배율에 의해 

결정된다. 

개발된 영상 계측 시스템은 CCD, 줌-렌즈, 팬/틸

트 시스템, 제진대, 컴퓨터로 구성된다. CCD와 컴퓨

터는 IEEE 1394로 연결되며, 컴퓨터의 사용자 프로

그램은 National Instrument의 LabView로 작성되었다. 

Fig. 1과 Fig. 2는 계측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보여준

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Image Processing System 

 
Fig. 2 Main Program by LabView 

3. 영상계측시스템을 이용한 실험 

Fig. 3은 실험에 이용한 타겟을 보여준다. 흰색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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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의 보드에 검정색 원을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밑

단에 마이크로 미터가 부착되어 있어 정적인 움직

임에 대한 변위계측 결과를 영상처리 결과와 비교

할 수 있다. 

 
Fig. 3 Target 

Fig. 3에서는 타겟을 부착한 마이크로 미터를 

이용하여 0.1mm 단위로 0~1mm까지 이동시킨 후, 

1mm 단위로 1~4 mm까지 이동시켰다.  

Fig. 4는 영상으로 계측된 변위 결과와 마이크로미

터의 이동거리를 비교한 것이다. 

 
Fig. 4 Static displacement by IP and Micrometer 

Fig. 5는 실험실내에서 2m 길이의 외팔보에 10mm 

지름의 타겟을 부착하여 영상계측을 수행하였다. 또

한, 저주파용 가속도계(10V/g)와 레이저 변위 계측 

장비를 이용하여 계측된 변위와 가속도를 영상계측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5 Experimental setup 

Fig. 6은 레이저 변위 계측기와 IP에 의해 계측된 

동적변위 계측결과를 보여준다. 변위계측은 CCD의 

해상도 및 프레임을 고려한 범위내에서 충분히 실

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Fig. 6 Dynamic displacement curves by Laser vs. IP 

 
Fig. 7 Range vs. Resolution  

Fig. 7은 제작된 표지판을 이용하여 150 mm원형 타

겟을 렌즈로부터 거리가 50m까지는 0m에서 시작하

여 10m 간격으로 타겟을 배치하였다. 이후100~300m
까지 100m간격으로 타겟을 배치하여 영상처리 시스

템을 이용하여 분해능을 계측하였다. 100m까지는 

2/100mm/pixel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영상 처리 계측 시스템은 

원형의 타겟을 CCD를 이용하여 화소 계산을 수행

하고 이 결과를 분해능으로 환산하여 변위를 추출

한다. 계측된 변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속도, 가속도, 

PSD 에 대한 계산을 통하여 사용자가 한 화면에서 

그래프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검증 실

험을 통하여 상당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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