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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 ABSTRACT

Article history: A smart phone is a multimedia device that is a necessity for modern people. It 

includes a wireless networking system to share information and pictures. However, 

numerous smart phones are discarded every year, since they have a very fast 

technology development cycle.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ment of a telemetry 

algorithm to measure displacement and strain with a discarded smart phone and 

digital image correlation methods. To implement the measurement algorithm, the 

LabVIEW 2010 program development platform was used. In order to verify 

reliability, an open hole tension test was conducted using a smart phone and a 

universal test machine. In addition, the measurement results from the smart phone 

were compared with FEM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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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은 본래의 음성 통화 기능과 카메라 및 무선 통신 기능

을 통합하여 하나의 종합 멀티미디어 기기로서 현대인의 필수품으

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높은 화소와 선명도

를 갖고 있어 기존 카메라 본래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 무선 

통신 기능의 경우,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상에 정보를 접근 또는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른 기술 발전 속도와 유행으로 인하여 

한해 수백만 대의 스마트 폰이 버려지고 있어 개인 정보의 유출 

및 자원 낭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폰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미지 상관법을 이용한 계측 방법은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된 외력에 의한 물체의 변형 전, 후 이미지를 분석하여 외력에 

의한 물체의 변위 및 변형률을 계측하는 비접촉 비전 계측 방법이

다. 영상 분석을 기반의 계측 기술로서 CT, SEM, X-ray 등의 다

양한 영상 촬영 장비와의 연동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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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nciple of the displacement by using the digital image 

correlation

Fig. 2 Image correlation calculation results between the reference

subset image and deformed subset images. The deformed

images separated from each pixel points in the yellow 

square which is the initial guess area to calculate the 

image correlation.

전 면적(full field)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여 결함의 진전 형태 또는 

응력 분포에 대한 계측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및 무선 통신 기능과 이미지 상관

법을 영상 분석 기술과 접목하여 원격으로 변위 및 변형률을 측정

하기 위한 알고리즘 및 이를 구현한 영상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스마트폰을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제어하여 외력에 

의한 물체의 변형 전, 후 이미지를 촬영하여 이를 이미지 상관법

의 영상 분석 기술이 접목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위 및 변형률

을 계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 및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또한 개발된 알고리즘 및 영상 분석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원공 주변의 응력 분포를 계측하는 원공 인장시험

을 수행하였다. 원공 인장시편의 경우, 알루미늄 6061-T6를 이용

하여 인장시험 규격인 KS B 0801의 제 5호 인장시편을 제작하

였으며, 시편의 중앙에 ASTM D 5014 규격을 참조하여 원공 

가공하였다. 또한 만능 시험기를 이용하여 단계 하중을 주어 원공 

주변을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하여 외력에 의한 변형 전, 후 

영상을 획득하였다. 획득한 영상을 이미지 상관법이 적용된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공 주변의 변위 및 변형률을 계측하

였으며, 이를 유한 유소 해석 방법과 비교하여 신뢰성을 검증 하

였다. 

2. 이미지 상관법

2.1 이미지 상관법 변위 측정 원리 

이미지 상관법을 이용한 계측 방법은 물체 표면에 반사된 명암 

분포를 추적하여 변위 및 변형률을 계측하는 일종의 패턴 분석 기

술이다. Fig. 1은 이미지 상관법의 변위 측정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

다. 그림에서 
은 기준 이미지에서 분리한 명암 패턴을 기

준 서브셋 이미지라 하며, 
′

′ 는 외력에 의한 물체의 변형 이

미지에서 분리한 명암 패턴을 변형 후 서브 셋 이미지라 한다. 서브 

셋 이미지의 크기는 (2M+1) * (2M+1)의 정사각형의 부분 이미지

를 말하며, 기준 서브 셋 이미지와 변형 후 서브 셋 이미지 상관관

계를 분석하여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형 후 서브셋 이미지의 좌

표를 검출함으로서 변위의 측정이 가능하다. 이 때 각 서브 셋 이미

지의 좌표는 영상 촬영 장비의 이미지 소자 좌표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측정값이 픽셀 단위의 값을 갖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1-4]

.

2.2 이미지 상관관계 분석 방법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상호 상관관계 비교 

방법과 제곱 합 상관관계 비교 방법으로 구분된다. 상호 상관관계 

비교 방법은 기준 서브 셋 이미지와 변형 후 서브 셋 이미지와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상관관계 계산 결과 값이 최대 값을 갖게 된

다. 이와 반대로 제곱합 상관관계 비교 방법은 상관계가 높을 수록 

최소 값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식 (1)은 이미지 상관법의 상관

관계 분석을 위한 제곱합 상관관계 수식을 나타낸 표로서, 


와 
′

′ 는 기준 서브 셋 이미지와 변형 후 서브 셋 이미지를 

나타낸다. 수식에서 M은 서브 셋 이미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Fig. 

2는 제곱 합 상관관계 비교 방법 중 SSD(sum of squared 

difference) 방법을 이용하여 기준 서브 셋 이미지와 변형 후 서브 

셋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

서 X, Y 좌표는 CCD 카메라의 이미지 소자 좌표계를 말하며, Z 

방향 값은 기준 서브 셋 이미지와 초기 추측 영역(initial guess 

area)의 각 좌표에 분리한 변형 후 이미지들과의 상관 계수 값을 

나타낸다. 초기 추측 영역 중심 지점은 변형 전 서브 셋 이미지의 

좌표 지점과 일치하게 되며, 가장 상관관계 높은 변형 후 서브 셋 

이미지의 좌표를 검출하여 외력에 의한 물체의 변위를 측정하게 

된다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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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converting pixel to mm

Fig. 4 The green grid points are the center of the reference sub

set images to measure the displacement by using the 

digital image correlation method

Fig. 5 Telemetering measurement algorithm to measure the 

displacement and strain map by using the smart phone 

and digital image correlation method




 
 









 

′
′  (1)

2.3 실제 거리 환산 방법

이미지 상관법을 이용한 계측 방법은 CCD 카메라의 이미지 소

자 좌표계를 이용하여 변위를 계측하기 때문에 모든 측정값이 픽셀 

단위를 갖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실제 변위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선 픽셀 단위를 실제 거리로 변화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림 3은 CCD 카메라를 이용한 계측 방법의 픽셀 단위 거리를 실제 

거리로 변환하는 방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 나타낸 것과 같

이 측정 물체와 CCD 카메라의 렌즈까지의 거리(R)과 CCD 카메

라 렌즈에서 이미지 소자 시이의 거리(ieff)와의 비율을 이용하거

나 물체의 실제 크기(dobject)를 물체를 나타내는 이미지 화소수

(dimage)를 이용하여 픽셀단위의 변위를 실제 길이 단위 변위로 

환산할 수 있다
[1,8]

. 

2.4 이미지 상관법의 변형률 측정 원리

이미지 상관법을 이용한 계측 방법의 경우, 격자 지점을 생성하

여 각 격자점의 변위를 취적한다. Fig. 4는 이미지 상관법을 이용한 

계측 방법의 변위 추적 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각 격자점

이 변위 추적을 위한 기준 서브 셋 이미지의 분리 지점을 말한다. 

따라서 변위 결과 값을 이용하여 각 격자 점 사이에서 발생한 픽셀 

단위의 변형량의 계측이 가능하다. 또한 변형량의 경우, 무차원 계

수임으로 픽셀 단위의 변형량을 픽셀 단위의 게이지 길이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변위 측정 방법과 달리 픽셀 단위 값을 실제 거리로 

변환하는 단계가 불필요하게 된다. 이미지 상관법을 이용한 계측 

방법의 경우, 최소 1픽셀단위 게이지 길이 설정이 가능하다
[1,7]

.

3. 스마트 폰 원격계측 알고리즘 개발

스마트 폰의 경우, 와이파이 또는 LTE 등의 다양한 무선 네트워

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접속 

또는 업로드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자신의 컴퓨

터에서 스마트 폰을 무선 접속하여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

케이션 들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외력에 의한 물체의 변형 전, 후 이미

지를 측정하여 이미지 상관법이 적용된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변위 및 변형률을 계측할 수 있는 원격 측정 모델이 개발이 

가능하다. 

Fig. 5는 스마트 폰의 카메라 및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과 이미지 

상관법을 이용한 계측 방법을 접목하여 개발한 원격 측정 알고리즘

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듯 제어 컴퓨터에서 스마트 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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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mension of the open hole tension specimen 

Table 1 Load step to measure the displacement strain

Step Load (N/kgf) Step Load (N/kgf)

0 0/0 13 19600/2000

1 1960/200 14 20580/2100

2 5880/600 15 21560/2200

3 9800/1000 16 22540/2300

4 10780/1100 17 23520/2400

5 11760/1200 18 24500/2500

6 12740/1300 19 25480/2600

7 13720/1400 20 26460/2700

8 14700/1500 21 27440/2800

9 15680/1600 22 28420/2900

10 16660/1700 23 29400/3000

11 17640/1800 24 30380/3100

12 18620/1900 25 31360/3200

 

Fig. 7 Schematic diagram of the telemetering measurement 

system by using the smart phone and digital image 

correlation 

Table 2 FEM analysis conditions

Mesh type Hexa mesh

Mesh size 1 mm

Nodes 165,786

Elements 35,748

카메라를 무선으로 제어하여 변형 전, 후 이미지를 촬영한 후, 두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변위 및 변형률을 계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스마트 폰에 장착된 카메라의 경우, 컬러 

영상을 촬영하며, 화소수가 일반 산업용 카메라보다 큰 특징을 갖

고 있다. 따라서 컬러 이미지를 흑백 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기준 이미지에서 변위 및 변형률

을 측정하기 위한 관심영역(ROI: region of interest) 설정 시 일정 

픽셀 간격을 설정하여 해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실 험 방 법

4.1 원공 인장시편

스마트 폰을 이용한 원격 변위 및 변형률 측정 알고리즘의 유효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원공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원공은 볼트 

및 리벳 등을 이용하여 부재 간의 손쉬운 결합 및 교체를 위한 기계

적 결합 방법에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원공 주변의 응력집중현상

이 발생하여 국부적인 변형이 발생하거나 부재의 파손을 야기하기 

때문에 응력 분포의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 Fig. 6은 알루미늄 

6061-T6 재질의 원공 인장시편의 형상 정보를 나타낸 그림이다. 

원공 인장시편은 KS B 0801 규격의 제 5호 인장시편에 중앙에 

복합재료의 원공 시편의 규격인 ASTM D 5766 참고하여 원공을 

가공하였다
[9,10]

. 

4.2 스마트 폰을 이용한 원공 인장시험

이미지 상관법을 적용한 영상 분석 시스템의 경우, 물체 표면에 

반사된 빛의 명암 분포를 이용하여 변위 및 변형률을 계측한다. 따

라서 같은 명암 분포를 갖지 않도록 물체의 표면에 검은 색과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밝고 어두운 무늬가 무질서하게 나타낸 스페클 

형태의 생성하였다. 또한 물체의 변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만능 시

험기를 이용하였으며, Table 1과 같은 단계 하중에 의한 물체의 

변형을 스마트 폰의 카메라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촬영하였다. Fig. 

7은 스마트 폰의 카메라와 무선 인터넷 기능을 이용하여 변위 및 

변형률을 원격으로 계측하는 장치의 구성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4.3 FEM 해석 방법 및 결과

스마트 폰을 이용한 원격 변위 및 변형률 측정 결과의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해석법을 이용하여 원공 인장시편

의 변위 및 변형률을 해석 하였다. Table 2는 유한요소 해석에 

사용된 질점 및 요소 정보를 나타낸다. Fig. 8은 3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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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hotography of the ROI and the reference subset image 

separating points 

Table 3 CCD camera specification of the smart phone

Image sensor type CMOS

Resolution 4,128 * 3,096 Pixel

Remark 1 pixel to 0.027 mm

     

(a) X-direction strain       (b) Y-direction strain

Fig. 8 FEM analysis result under the 31,360 N

(a) 11760 N (b) 16660 N (c) 20580 N

(d) 26460 N (e) 30380 N (f) 31360 N

Fig. 10 Displacement measurement results using the digital image correlation

N(=3,200 kgf)의 인장 하중에 의하여 X와 Y 방향으로 분리된 

변형률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인장 하중에 의

하여 원공 주변의 국부적인 변형으로 인하여 변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5. 실 험 결 과

5.1 스마트 폰을 이용한 무선 측정 결과

이미지 상관법이 적용된 영상 분석 시스템의 경우, 모든 측정값

이 픽셀 단위를 갖게 되며, 측정 분해능 역시 카메라의 화소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Table 3은 스마트 폰 카메라의 

기본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 CMOS 이미지 센서 타입

의 12 Mega 픽셀의 화수를 갖고 있다. 또한 실험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1픽셀이 표현하는 실제 거리의 경우, 약 0.027 mm가 측정

되었다.

따라서 원공 인장시편의 국부적인 변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원

공 주변에 관심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가로와 세로로 5픽셀단위

로 가상의 격자를 생성하여 격자점에 기준 서브 셋 이미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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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6460 N (b) 30380 N (c) 31360 N

Fig. 11 Strain measurement results using the digital image correlation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약 28,000지점의 변형 추적 

지점이 설정 되었으며, 변형률 측정을 위한 게이지 길이는 약 

0.135 mm가 설정 되었다. Fig. 9는 이미지 상관법을 이용하여 

설정한 관심 영역 및 기준 서브 셋 이미지의 분리 지점을 표시한 

것이다.

Fig. 10과 11은 스마트 폰을 이용한 원격 계측 방법을 통하여 

측정한 원공 주변의 변위 및 변형률 측정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각 그래프의 X와 Y 축은 기준 서브 셋 이미지가 분리된 지점의 

좌표를 나타내며, 색으로 표현된 Z축은 X와 Y로 분리된 변위 및 

변형률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FEM 해석 결과와 스마트 폰을 이용

한 원격 계측 방법의 경우, 원공 주변의 국부적인 변형으로 인하여 

변위 및 변형률이 크게 발생한 양상이 같다. 그러나 두 결과 값의 

변형률 측정 결과 값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원인은 FEM 

해석의 경우, 질점 사이의 거리가 1 mm로 설정되어 있으나, 원격 

계측 방법의 경우, 변형률 측정을 위한 게이지 길이가 0.135 mm로 

설정되어 원공 주변의 국부적인 변형에 의하여 변형률 측정값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6. 결 론

스마트 폰의 경우, 현대인의 필수품으로서 하나의 종합 멀티미디

어 기기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빠른 기술의 발전 속도와 유행으

로 인하여 한해 수백만 대의 스마트 폰이 버려지고 있다. 본 논문은 

버려진 스마트 폰의 카메라와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이미지 상관법

의 영상 분석 기술과 접목하여 무선 원격 측정 알고리즘을 개발하

였다. 또한 원공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측정 알고리즘을 FEM 해석

결과와 비교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스마트 폰의 카메라와 무선 네트워크 기능과 이미지 상관법

을 적용한 영상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 변위 및 변형률 측정

이 가능하였다. 

(2) 원공 인장시험을 통하여 원공 주변에 발생하는 국부적인 변

형에 의한 변위 및 변형률 분포의 계측이 가능하였으며, 기존 산업

용 카메라에 비하여 높은 유효 화소수를 갖고 있어 측정 분해능이 

향상 되었다.

(3) 이미지 상관법을 적용한 계측 시스템의 경우, 재질에 관계없

이 측정이 가능함으로 탄소 섬유 또는 유리 섬유를 이용한 복합재

료의 물성 평가 및 결함 진전 양상 등의 계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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