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각종 기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기

계설비류에 발생되는 균열의 측정 및 기계적 특성 평

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기계적 특성에 대한 평가는 대

상 구조물의 재료 및 균열 발생에 따라 적절한 변형율 

측정이 수반된다1). 특히 미소균열이 발생되는 경우에

는 구조물의 안전 측면에서 그 평가 방법이 매우 중요

하다. 변형율과 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기 저항식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일반적

이며 광탄성 실험, 모아레 간섭법 및 역문제 수치해석

법 등이 있다2). 최근에는 주변 환경의 제약이 적고 비

접촉적인 방법으로 평가 대상물의 전체 영역에 대하여 

변형 및 운동을 평가하는 수법인 디지털 이미지 상관

법(Digital Image Correlation: 이하 DIC)을 이용하는 실

험기법이 확대되고 있다. DIC 기법은 1980년대 초 

South Carolina 대학의 Sutton3) 연구그룹에서 출발하여 

현재 다양한 실험평가에 응용되어지고 있다. 이 기법

은 대상 평가물의 표면에서의 변형을 영상으로 획득된 

이미지에서의 측정 표면에 대한 그레이 세기(grey 

intensity) 변화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측정하고

자 하는 평가 대상물 표면의 변형은 평가 알고리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레이 강도의 변화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대상물의 해석하고자 하는 영역에 인공적인 랜덤한 패

턴(즉, 스펙클 패턴)을 형성한다. 스펙클 패턴(speckle 

pattern)은 에어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해석 평가 표면

에 임의의 크고 작은 형상을 페인팅함으로써 실현되고 

있다. 보다 명확한 스펙클 패턴을 얻기 위하여 필요시 

백색 페인팅을 배경으로 하여 흑색 패턴을 구현한다. 

요구되는 스펙클 패턴의 결과는 사용되는 페인트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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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of various machinery,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 technique for accurately and quickly measuring the cracks generated in the 
mechanical equipment and evaluating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The evaluation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is accompanied by an appropriate strain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material and crack occurrence of the target structure. Especially, when 
micro cracks are generated, the evaluation method is very important. Digital image 
correlation is an optical full field displacement measuring method which is using 
currently with speckles in the interested area. However the evaluation method and 
conditions of image distributions have to be considered carefully to measure the crack 
occurrence because the images of the speckle patterns affect the quality of 
displacement results. In this study, the speckle pattern density is characteriz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measurement method. And also the micro crack initiation 
is detected by the measured displacement in the adopted speckle pattern distribution.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method is useful to determine the density pattern 
distribution for the accurate measurement and crack detection.

Key Words : crack measurement, digital image correlation, displacement, gray level 
co-occurrence matrix, speckl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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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른 성질 및 건조 속도, 노즐의 분사거리 및 각

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얻어진다. 또한 DIC 평가의 결

과에는 실험에 사용되는 라이트의 조도 및 영상을 획

득하는 CCD 카메라의 렌즈에도 영향을 가진다.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스프레이 페인팅기법을 이용한 변형

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다. Sutton 

등4), Dekiff 등5)은 2차원 면외 변형 및 3차원 변형에 

관한 연구로 확장하였으며, Kwon 등6-7)은 Al 및 CFRP

복합재료의 파괴손상해석을 위하여 AE측정기법과의 

관계에 DIC를 적용시켰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

럼 스프레이 페인트분사에 의한 랜덤한 스펙클 패턴의 

구성과 해석기법의 기준에 따라 DIC측정결과에 다수

의 오차 및 편차를 수반하게 된다. 이것은 발생되는 

변형의 크기 및 균열의 성장이 미소할 때 더욱 가중된

다. 이와 같은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스펙

클 패턴의 형성기법으로 전산에 의한 최적화된 패턴형

상의 구현 및 표면의 엣칭 수법, 레이저빔 식각법, 포

토 리지스트법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져 왔다8-10). 또

한 패턴의 형성수법 뿐만 아니라 패턴체적 조건 및 해

석조건의 적정성에 대하여 계속 연구되어져 오고 있으

나11-13) 아직까지 명확한 평가수법 및 조건의 제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펙클 

패턴에 있어서 형상과 농도의 차이가 DIC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펙클 패

턴을 처리하는 기법을 제시하며, 이를 이용하여 재료

의 변형율 측정을 위한 효율적 처리수법을 도출하고 

미소균열 발생측정을 평가하고자 한다.

2. DIC의 기본 이론 및 평가방법

DIC는 변위와 변형의 구배장을 얻기 위하여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기본 서브셋

(subset)을 기준으로 하는 DIC의 원리는 서론에 제시한 

다양한 참고문헌에 다수 설명이 되어 있음으로 여기서

는 간략히 Fig. 1과 같이 나타낸다. 즉 변형 전 기준 이

미지와 변형된 이미지 사이에서 동일한 물리적 지점을 

추적하여 찾는 방법이다. 초기 이미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위치를 포함하는 ROI(Region of Interest)를 N×N 

픽셀의 사각 서브셋을 선택하고, 상관계수 값의 최댓

값을 계산함으로써 변형된 이미지에서의 동일위치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기준 서브셋의 중심과 변형 서브

셋 중심사이에 주어지는 벡터는 관심 위치 Pxy가 

가지는 변위벡터를 나타낸다. 상관관계 계수분포는 연

속적으로 기준 서브셋을 찾고자 하는 서브셋으로 이동

시킨 후 각 위치에서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얻게 된다. 

Fig. 1. Schematic of correlation analysis in reference(undeformed) 
and deformed subsets.

상관계수분포에 대한 평가 식은 다음 식 (1)과 같은 

ZNCC14)를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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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 ′ 는 기준 서브셋의   

에서와 대상 서브셋의 
′ ′ 에서의 그레이 세기(grey 

intensity)의 값을 나타낸다. 또한,  는  방향에서의 

각각의 변위이며,  
′    ′ 는 기준 및 대상 

서브셋에서 평균 그레이세기를 의미한다. 은 기준 서

브셋에 포함된 픽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된 서브셋의 스펙클 패턴이 최적

의 상관관계 조건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GLCM(Grey level co-occurrence matrix)기법15)을 적용하

였다. 패턴의 명암 세기 히스토그램 (intensity histogram)

은 명암대비와 분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평균 세기

구배에 따른 패턴의 질적 평가를 얻을 수 있으나 공간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8). 그레이 레벨 픽셀의 공간배치 

정보는 패턴 조직형태를 나타내며, GLCM에 의하여 얻

어진다. Fig. 2는 GLCM 적용의 예를 나타낸다. 

Fig. 2에서처럼 서브셋 이미지가 4×4 픽셀을 가지고 

있는 경우, GLCM matrix는 GLCM()=p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p는 이미지에서  세기를 가진 픽셀에서 정

Fig. 2. Example of GLCM calculation at 4x4 pixel image 
fragment and its GLCM and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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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거리만큼 떨어진 픽셀이 세기를 가지는 경우의 

수를 나타낸다. 즉 GLCM() matrix에서의 값으로 주

어진다. 이러한 GLCM의 통계 데이터를 평가하는 척도

가 명암대비(contrast)와 엔트로피(entropy)값이다. 명암

대비 값은 다음 식 (2)로 주어진다.

  




GLCM (2)

엔트로피는 이미지의 그레이 레벨의 랜덤성을 부여

한다16). 즉 명암분포의 임의성을 나타내며 이미지가 조

직면에서 균일하지 않을 때 GLCM 요소는 작은 값을 

가지며 엔트로피는 크게 된다. × 서브셋 S내 픽셀 

P의 엔트로피 를 얻는 식은 Yaofeng16)에 의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3)

여기서 는 P 세기(intensity), 는 P 주변 8 픽셀중 

하나의 세기를 나타낸다. 는 픽셀깊이이다.

주어진 식 (2) 및 식 (3)을 이용하여 적용된 스펙클 

패턴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3. 시험편 및 실험방법

3.1 DIC 스펙클 패턴 및 시험편 제작

시험에 사용된 무작위 스펙클 패턴은 Python을 이용

한 Processing Java로 242×42 픽셀 내에서 반지름 1픽셀

을 가지는 랜덤한 원으로 작성되었다. 스펙클 패턴의 

농도는 15~65% 이내에서 총 17가지를 선택하였다(Fig. 

3 참조). 농도 값의 확인은 Image-J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결정하였다.

Fig. 3. The random speckle patterns in accordance with the 
density.

Fig. 4. The dimension of specimen and ROI for DIC.

작성된 스펙클 패턴은 타투 전사필름에 레이저 프린팅

하여 시험편 표면에 랜덤한 DIC패턴을 제작하였다. 농

도에 따른 가장 최적화된 스펙클 패턴을 선정하기 위

하여 선택된 17가지의 농도에 따른 GLCM을 R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평가한 후 식 (2) 및 식 (3)의 명암대비

와 엔트로피를 구하였다. 사용된 시험편은 황동(KS 

D5201)으로 제작된 인장시험편을 기준으로 하였다. 인

장시험편의 규격은 Fig. 4에 나타낸다. 

3.2 스펙클 패턴 전사수법

DIC 실험을 위한 요구된 농도와 크기로 디자인된 

스펙클 패턴을 시험편 표면에 형성하기 위하여 WTP 

(Water Transfer Printing)17)기법을 차용하였다. 형성과정

은 다음과 같다. 우선 DIC 평가를 위한 ROI영역을 아

세톤으로 깨끗이 세척한 후, 백색 프라이머를 스프레

이 도포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스펙클 패턴을 레이저 

프린트를 이용하여 WCP(Water Clear Paper)에 정밀히 

프린트한다. WCP의 이형지는 제거한 후, 타투용 점착

지의 필름에 완전히 부착시키고 고무판 스크래퍼등을 

이용하여 5차례 이상 평면을 유지한다. 이후 점착지의 

필름을 제거하고 스펙클 패턴이 고착된 WCP를 시험편 

ROI에 부착한다. 다음에 물을 브러쉬나 부드러운 천으

로 표면에 부드럽게 흡수시킨다. 충분히 수분을 흡수

시킨 후 천천히 WCP를 제거하면 시험편 표면에 스펙

클 패턴이 형성된다. 이후 실온에서 수분이 완전히 증

발할 때까지 유지한 후 드라이기로 건조 고착시키면 

DIC 평가를 위한 스펙클 패턴이 형성된다.

4. 결과 및 고찰

4.1 스펙클 패턴 농도에 따른 GLCM평가

Fig. 5는 ROI 내 스펙클 패턴의 농도에 따라 얻어지

는 명암대비 값을 GLCM을 이용하여 평가한 것을 나

타낸다. 명암대비 값은 약 35%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 약 50% 수준 까지는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

다. 이것은 35~50% 사이가 패턴의 질적 수준이 가장 

적절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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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variation of the contrast by GLCM evaluation 
according to the density of grey level.

Fig. 6. The variation of the entropy by GLCM evaluation 
according to the density of grey level.

Fig. 6은 생성된 스펙클 패턴의 랜덤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GLCM평가에 의하여 얻어진 엔트로피 값의 결

과이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부터 약 35% 정도

까지는 서서히 엔트로피는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정체

되고 있다. 따라서 약 35% 이상의 농도를 가진 스펙클 

패턴이 요구되며, 명암대비값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재의 경우 35~60% 정도가 최적의 질적 조건으로 간

주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작된 17개의 패턴 중에서 

23.32%, 45.02% 및 61.78%의 농도를 가진 스펙클 패턴

을 가진 인장시험편을 이용하여 인장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4.2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Fig. 4에 나타낸 황동시험편 중앙에 DIC 

스펙클 패턴을 23.32%, 45.02% 및 61.78%의 3가지 농

Fig. 7. The captured images and distributed histogram of 3 
kinds of speckle patterns by 0-255 the grey level of the 

density((a) 23.3% (b) 45.02% (c) 61.78%).

도로 형성하고, 하중속도 2 mm/min로 중형 인장시험기

(Tinus Olsen H50KS)에서 수행되었다. 사용된 CCD 카

메라 및 렌즈는 1360×1036 픽셀 해상도의 QICAM 

(8bit, IEEE1394) 및 캐논 50 mm 표준렌즈이며 인장시

험도중 10초마다 시험편 중앙의 DIC ROI 영역의 변형

영상을 획득하였다. DIC평가는 서브셋 크기 17픽셀 및 

서브셋거리 9픽셀에서 이루어 졌으며, GOM Correlate 

2D-DIC Code18)를 사용하였다. 또한 DIC 평가의 비교

를 위하여 ROI 뒷면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변

형율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변형율은 전용 변형율 해

석 프로그램(Strain Smart System)을 이용하여 분석되었

다. Fig. 7에는 사용된 스펙클 패턴의 이미지에 대하여 

얻어진 intensity histogram을 나타낸다.

Fig. 8에는 3가지 패턴에 의해 DIC평가로 얻어진 변

율을 이용하여 얻어진 응력-변형율 곡선을 나타낸다. 

각 경우에 있어서 얻어진 탄성계수는 각각 31.957 GPa, 

91.805 GPa 및 62.830 GPa이며, 인장장도는 353.31 MPa, 

368.94 MPa 및 357.53 MPa이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인장강도의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미미하지만 탄성계

수의 경우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Fig. 9에서는 Fig. 8의 결과를 이용하여 스트레인게

이지와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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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stress-strain curves by DIC evaluation under 3 
kinds of different grey level density of speckle patterns.

Fig. 9. The comparison of the elastic modulus of between DIC 
and strain gage measurement.

스트레인 게이지부착에 의하여 얻어진 탄성계수는 

91.383 GPa로 측정되었다. 이 값은 DIC평가에서 스펙

클 패턴의 농도가 45.02%의 91.805 GPa의 경우와 비교

하여 볼 때 단지 0.46% 정도 낮게 측정되었으며, 문헌19)

에 의한 115 GPa와 비교하여도 매우 근사한 값이 측정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약 45% 정도의 스펙클 패턴의 

농도가 DIC평가에 매우 적절함을 알 수 있다. 

4.3 미소균열측정 평가 

미소 균열 발생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4에 나타낸 

인장시험편의 중앙에 길이 18.8 mm의 편측 노치를 다

이야몬드 휠을 이용하여 정밀하게 삽입하였다. 노치가 

삽입된 시험편(SENT:Single Edge Notch Tension)의 중

심에서 시험편 길이 방향 상하 12 mm씩 24 mm의 영

역에 백색 프라이머를 스프레이한 후 농도 45%, 스펙

클 사이즈 0.05 mm로 랜덤한 패턴을 작성한 후 3.2절

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DIC 패턴을 형성하였다. Fig. 10

에 노치 인장시험편에서의 DIC 패턴을 나타낸다. 

인장시험은 0.2 mm/min로 수행하였고, DIC 평가를 

위하여 10초마다 1매의 변형상태를 촬영하여 저장하였

Fig. 10. A microscope DIC pattern at a SENT specimen.

Fig. 11. The relationship of the force and displacement at the 
SENT specimen for a micro crack estimation by DIC.

다. Fig. 11은 변위와 하중 그래프를 나타낸다. 

하중점 변위 0.421 mm(ⓐ)에서 하중증가의 기울기

가 감소되는 지점이 나타난다. 이것은 노치단에서 소

성변형이 발생되기 시작함을 나타내며 최대하중점

(ⓓ)의 98.3% 위치(ⓒ)에서 초기 미소균열이 발생되었

다. Fig. 12는 각 하중 단계에서의 변형율 변화를 

GOM Correlate 프로그램으로 평가한 축방향 DIC 변

형율 등고선을 나타낸다. Fig. 12(ⓑ)에서의 분포는 하

중단계 91.78%에서의 값을 나타내며, 이미 상당량의 

소성변형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이후 최대하중의 

98.3%의 값(ⓒ)까지 증가되었을 때 초기 미소균열의 

생성이 관찰되었다. 이때 노치단에서의 변형율은 Fig. 

1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12.13%에서 26.35%로 급

격히 상승함을 알 수 있다. 

Fig. 13은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치단에서 부터 리

가멘트의 가장자리로 x축 방향을 따라 얻어지는 변형

율을 나타낸다. 최대하중 직전의 하중점 (d)에서 변형

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미소균열이 생성된후

는 오히려 최대하중점에서 변형율이 다소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고 균열성장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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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strain contours in y direction by DIC evaluation 
on the SENT specimen at each loading step.

Fig. 13. The variation of strain according to the distance from 

the notch tip at each loading step.

5. 결 론

본 연구는 미소균열에 대한 DIC평가를 위하여 스펙

클 패턴에 대한 유효성을 검정하고 노치시험편의 미소

균열측정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DIC 스펙클 패턴의 농도에 따른 GLCM평가를 

통하여 명암대비가 약 35~50%에서 최댓값을 나타내었

으며 엔트로피의 최대치는 약 35% 이후에 일정 값을 

유지하였다.

(2) 인장시험을 통한 DIC평가결과는 약 45%의 스펙

클패턴 농도를 가진 경우에 전기저항성 스트레인 게이

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탄성계수 및 인장강도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3) 편측 노치시험편에서 발생되는 미소균열의 측정

을 최적화 된 스펙클 패턴 농도에 의한 DIC평가를 수

행하여 최대하중의 98.3% 하중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얻어졌다.

감사의 글 : 본 연구는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

구비(2017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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