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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of a Digital Image Correlation (DIC) method was investigated by 
measuring the displacement and vibration of rock pillar due to underground mining blasting. When 
combined with a high speed photography technology, the DIC method provides an excellent photographic 
image processing ability that can be used to convert the evolving full-field surface properties of structures 
to 2D or 3D set of coordinate values. The measured coordinate sets are then used to calculate the 
displacement, strain, and velocity of the target structure. This technique is widely used in science and 
engineering, and continuously finds its new application areas. In this study, the DIC system and the 
conventional seismograph were compared for their ability to measure the displacement and vibration 
produced by blasting. In the field test both methods showed similar results. Thus, it is concluded that the 
DIC method is feasible to measure the ground displacements and vibrations from blasting.

Key words Digital image correlation (DIC), Rock pillar, Underground blasting, Displacement, Vibration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지하채광 발파에 따른 암반광주에서의 변위 및 진동을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 디지털 이미

지 영상상관 기법(DIC)이라는 기술의 적용성을 시험하였다. 디지털 이미지 영상상관 기법은 고속 사진촬영 기술

과 접목하면 구조물 또는 상물의 전면변화 속성을 2차원 또는 3차원 좌표로 변환할 수 있는 우수한 광학영상 

처리능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측정된 좌표들은 구조물이나 상물의 변위, 변형률, 속도 등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다. 이 기술은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밖의 많은 분야로도 적용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DIC 시스템과 기존의 진동계측기를 사용하여 발파로 발생된 변위와 진동을 측정함

으로써 그 성능을 서로 비교하였다. 현장시험 결과, 두 방법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로부터 DIC 시스템을 이

용한 발파 진동 및 변위 측정에 한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디지털 영상상관법(DIC), 암반 광주, 지하발파, 변위,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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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컴퓨터 및 광학기술의 발달로 디지털영상상

관 기법(Digital Image Correlation Method; DIC)을 

다양한 공학적인 분야에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디지털 영상상관(DIC)의 기본측정원리

는 상물의 변화 이전과 이후의 이미지 패턴 비교를 

통해 물체의 변화를 수치로 표현 할 수 있는 기술로

서 변형 및 변형되지 않은 이미지 사이의 최 상관관

계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영상상관 기법

을 적용한 변위계측방법의 최  장점은 측정지점에 어

떠한 부착형 계측센서의 설치가 없어도 카메라를 통해 

비접촉 방식으로 지점 또는 넓은 면의 변위측정이 가

능하다는 점이다. 측정게이지를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 

및 환경에서도 영상 촬영만 가능한 환경이라면 얼마든

지 고정밀도 수준의 측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디지털 

영상상관 기법은 재료실험 및 기계류의 변형해석에 국

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었지만 근래에는 토목분야를 포

함하여 다른 많은 분야로도 점차 확 되고 있다. 

디지털 영상상관 기법을 발파공학적 연구에 적용

한 사례 또한 최근 몇 년 전부터 발표된 바 있다. 발

파공 전색 조건에 따른 주변 암반의 동적응답해석을 

위한 실내실험에서 디지털 영상상관 기법을 적용한 

바 있으며(Yang and Yu, 2018), Xu는 고속카메라로 

구성된 스테레오 시스템으로 발파하중을 받는 원통형 

콘크리트 시편의 균열전파 과정을 3차원 디지털 영상

상관 기법으로 균열전파 특성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

(Xu, 2016). 

지하 주방식 광산에서 채광을 위한 지속적인 발파

작업에 의해 채광갱도 주변에 위치한 광주의 변형 및 

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채굴공동의 붕락 

및 광주에서의 암반돌출 현상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이미지 영상상관 기법이라

는 기술을 채택하여 지하광산 채광발파에 따른 암반

광주에서의 변위/진동 측정 데이터를 발파 계측기와 

서로 비교하였다. 스테레오 카메라 DIC 기법과 초고

속 카메라를 적용한 영상상관 분석방법의 실현성 확

인을 통해 기존 접촉식 지점측정 방식보다 진보된 형

태의 비접촉식 전면측정 시스템으로써 발파 변위/진

동 측정을 수행하는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DIC를 통한 발파변위 및 진동 측정실험 

2.1 디지털 영상 상관 기법

디지털 영상 상관 기법은 구조물 또는 시편의 변

형 전 이미지와 변형 후의 이미지를 서로 비교하여 

구조물 전체 영역의 변위, 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이다(Fig. 1). Sutton 등이 재료 물성 측정을 위하

여 시편의 변형을 카메라로 측정하고 디지털화하여 

시편의 변형률을 측정한 사례가 그 시초이다(Sutton 

et al., 1983). 이동 경로를 쉽게 이미지로 인식하기 위

해서 흰색 바탕에 검은색 패턴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다. 이때 DIC 측정용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정지 상태에서 촬영하여 서로 다른 이미지의 픽셀을 

비교하여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DIC의 계산은 식 (1)과 같은 SSD(Sum 

of Squared Difference correlation)방법을 주로 사용하

며 주변의 밝기 변화와 표면의 국부적인 패턴의 선명

도에 따라 응용하여 계산한다. 분석 상 영역의 국부

적인부분에 한 변형 전의 이미지 패턴(facet)이 변형

된 이미지에서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

여기서 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이

고, 는 변형된 이미지의 그레이 스케일 값이며 는 

기준 이미지의 그레이 스케일 값이며 ′  와 ′는 

변형된 이미지의 픽셀좌표이며 와 는 기준 이미

지의 픽셀 좌푯값이다.

Sutton 등은 DIC 기법을 업그레이드하여 측정 정

밀도를 서브 픽셀(sub-pixel)까지 높이는 연구를 하였

다(Sutton, 1986). 서브 픽셀 단위 정밀도 측정은 DIC 

기법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Chao and Sutton(1994)은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과 

DIC 기법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구조 실험에 적용 가

능한 3D-DIC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3D-DIC 시스템

은 시편 또는 구조물의 면내 변위와 면외 변위를 모

두 측정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물리적 시험에 DIC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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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적용 광산

실험적용 광산은 연간 100만 톤 규모의 석회석 광

산으로 노천에서 갱내개발로 전환된 광산이며 현재 

12편까지 개발되고 있다. 매년 10 m 정도씩 지하 심

부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채산성 악화 부분을, 기

존 채광 완료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부족한 생산량을 

보충하고 있다. 천반을 회수하는 과정과 기존 채광 

갱도에 한 추가 발파 등으로 인해 국부적으로 과도

한 암반 변위가 발생할 여지가 큰 현장이며, 그와 수

반된 천반의 붕락, 필라 측벽에서의 암반돌출 등의 

현상도 종종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파 막장에서 각선으로 약 40 m 

지점의 암반필라 벽면을 측정영역으로 설정하였다

(Fig. 2). 측정 당시의 발파계획은 Table 1과 같다. 

Charge per delay

(kg/delay)

Charge hole diameter

(mm)

Charge density

(g/cm3)

Charge hole length 

(m)

Charge length

(m)

Total Charge explosives

(kg)

25 51 0.8 (ANFO) 3.8 2.5 95.8

Table 1. Blasting design of experiments

Fig. 1. Schematic diagram for for correlating the images of a reference subset before deformation and 

a target (or deformed) subset after deformation. 

Fig. 2. Layout of blasting face and measuremen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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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시스템 구성 

채광발파에 따른 근접 암반 광주에서의 변위 및 

진동을 측정하기 위한 영상방식 DIC 전면측정 실험 

시스템 구성은 다음 Fig. 3과 같다. 스테레오 카메라 

및 초고속카메라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PC, 이미지 

추출과 결과 모니터링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 00사가 제공하는 3D 디지털 영상 상관법 

시스템인 3D ARAMIS를 적용하였으며, 발파진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독일 00사의 CR-S3500, 4000 fps 

HD 초고속 카메라를 적용하였다. 또한 암반 광주 벽

면에서 관심영역을 1.1 × 1.2 m 로 한정하여 구성하

였고, 비교용 데이터 산출을 위하여 관심영역 중앙에 

발파계측기를 벽면에 부착하여 실험하였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 발파 변위 및 진동의 측정은 이미지 

상관 기법에 의한 관심영역 내부에서 이동경로를 쉽게 

이미지로 인식하기 위한 스페클 패턴(speckle pattern)

의 특이점 변화들을 통해 측정하게 된다. 스페클 패

턴은 상 평가물의 표면에서의 변형을 영상으로 획

득된 이미지에서의 측정 표면에 한 그레이 강도

(grey intensity) 변화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측

정하고자 하는 평가 상물 표면의 변형은 평가 알고

리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레이 강도의 변화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반

적으로 상물의 해석하고자 하는 표면영역에 인공적

인 랜덤한 패턴을 형성한다. 패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Fig. 3. Installation of DIC System and high speed camera for experiment.

Fig. 4. Speckle pattern in interested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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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와 같이 암반광주 벽면의 관심영역에 스페클 패

턴을 만들어 이미지의 이동을 변위 및 진동으로 계산

하여 측정하였다. 

3.1 발파변위 측정

채광갱도 막장에서의 발파에 따른 맞은편 암반광

주 벽면의 관심영역에 한 DIC 변위측정 결과는 

Fig. 5와 같다. 8∼9 s 이후 맞은편 암반광주 벽면 측

정영역에서 최 변위(peak displacement)가 관찰되었

으며(Fig. 6). 관심영역 내의 여러 특징 포인트 중 최

변위는 0.078 mm정도이고, 이때의 10개의 특징 포

인트들의 변위범위는 0.03∼0.078을 나타냈다. 이후 약 

10 s 간 관심영역에서 변위가 지속되다 감소하였다. 

3.2 발파진동 측정

고속카메라의 데이터 샘플링은 수많은 저장용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물의 변화 시점을 예측하여 영

상취득 시점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Fig. 5 및 Fig. 6의 

최 변위 시간을 참고하여 데이터 취득 시점을 발파 

후 약 10 s 후 샘플링으로 설정하였다. 채광갱도 막장

에서의 발파에 따른 맞은편 암반광주 벽면의 관심영

역에서의 진동측정 결과는 Fig. 7과 같다. 데이터 취

득시간은 0.4∼0.9 s로 약 0.5초 동안 샘플링되었으며, 

이때의 관심영역 내 특징 포인트 중 최 진동속도

(peak particle velocity)는 35 mm/s를 나타냈다. 10개의 

특징 포인트에 한 0.88 s 시간에서의 최 진동속도의 

범위는 약 16∼35 mm/s 범위였다. Fig. 8은 특징 포인트 

Fig. 5. Blasting displacement curves of rock pillars ROI (D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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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Displacement of rock pillars ROI after blasting.

Fig. 7. Vibration of rock pillars ROI after blasting. 



고영훈⋅서승환⋅임현성⋅김태렬⋅정문경 7

위치 및 시간에 따른 관심영역 내에서의 진동속도 변

화를 나타낸다.  

3.3 발파 계측기 변위/진동 측정

디지털 이미지 영상상관 시스템과 발파 계측기와의 

변위/진동 측정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발파진동의 직

접 계측은 동일지점에서 3회에 걸쳐 측정하였으며, 각

각 최 진동속도는(PPV) 32, 36, 30 mm/s으로 측정되

었다. Fig. 9는 계측 결과 중 하나의 FFT (fast Fourier 

transform)을 나타낸 그림이다. 최 진동속도는 폭원

방향 진동성분에서 36.8 mm/s이었으며, 이때의 주주

파수 범위는 248 Hz 정도였다. Table 2는 방향성분에 

따른 최 변위를 나타낸다.  

3.4 측정결과 비교 

디지털 이미지 영상상관 기법을 활용한 계측 시스

템과 발파 계측기와의 변위/진동 측정 데이터를 최댓

값 기준으로 비교하였다(Table 3). 실제 계측데이터의 

최 변위 및 최 진동속도를 평균으로 하여 DIC 

system의 관심영역 내 최댓값과 비교한 결과 실제 계

측 값 비 최 변위는 86%, 최 진동속도는 93%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Fig. 8. Vibration of rock pillars ROI after experimental blasting.

No Tran(T) Vert(V) Long(L)

1 0.066 0.007 0.015

2 0.073 0.008 0.017

3 0.065 0.029 0.011

PPV (mm/s) 20.6 17.4 36.8

Table 2. Measured peak displacement (mm)

Type blast sensor DIC system Similarity(%)

Mean of peak displacement (mm)(T) 0.068 0.078 86

Mean of peak particle velocity(mm/s) 32.6 35 93

Table 3. Comparison of measurement results with D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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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광산 채광발파에 따른 암반광

주에서의 변위 및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이미

지 영상상관 기법(DIC)이라는 기술을 채택하였다. 디

지털 영상상관 기법을 적용한 측정방식은 기존의 접

촉식 센서에 비하여 측정 상의 형상, 표면 상태, 온

도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으며, 상으

로 하는 물체에서 지점 부분의 측정만이 아니라 전체 

영역 또는 넓은 영역에 해 다중포인트 변위 및 진

동을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발파에 의한 암

반 및 구조물의 피해 정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

는데 매우 적합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적용실험

을 통해 DIC 시스템과 발파 계측기와의 진동/변위 측

정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제 계측데이터와 DIC를 통한 측정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실제 계측 값 비 최 변위, 최

진동속도 모두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2)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과 초고속 카메라를 적

용한 디지털 영상상관 기법 방식의 발파 변위/

진동 측정 시스템에 한 실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DIC를 통해 진동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진동주파수의 해당 주기보다 10∼20

배 빠른 촬영속도를 보유한 카메라가 요구된다. 

현장마다 발파 고유주파수가 다르겠지만 보다 

정밀한 발파진동 파형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 

3,000 fps 정도의 HD 초고속 카메라 성능이 요

구될 수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관심영역에 하여 실험

을 적용하였지만, 넓은 관심영역에 해 측정이 

Fig. 9. FFT result of real vibratio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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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스테레오 디지털 영상상관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근접 터널굴착 시 굴진장의 안정성 

및 발파인접 암반광주의 실시간 안정성 평가, 

각종 원거리에서의 관심 상에 한 다중 발파

변위 모니터링 등 여러 발파공학 분야로의 적용 

및 활용성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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