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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리 기법을 이용한 주탑의 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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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cement Measurement of Pylon using Image Process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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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digital image processing(DIP) method as a method for measuring the displacement of 
pylon. The comparison of DIP results and ANSYS analysis results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image processing 
technique. Normalized cross-correlation(NCC) coefficient was used and experiments were performed three times. It 
shows that the displacement difference was 22% and 5% compared to ANSYS results.  Therefore, the image processing 
method is expected to be able to measure the displacement of pylon su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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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 구조물 유지 리 기법은 인력기반으로 검

자의 육안으로 상태를 평가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며, 결과에 한 객 성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의 하나가 디지털 상처리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Son et al. 2015)
최근 비약 인 발 을 하고 있는 디지털 상처리 

기술이 구조물의 유지 리는 물론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지 않고 시편의 변   변형률 측정 등에 활

용되고 있다. 상처리 기술은 방송  화 분야, 

의료산업 분야, 보안응용 분야, 산업 장의 공장 자동

화, 원격탐사 분야, 출   문서 제작 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한, 토목, 

건축 분야에서도 비 괴 구조물 건 성 평가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상처리 기술은 검 상 시설물을 촬 한 

디지털 이미지를 분석하여 균열과 같은 열화 상을 

검출하고, 한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지 않고 시편

의 변   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러

한 이미지 분석기술을 통해 기존 검  조사에 소

요되는 막 한 인력과 비용을 감할 수 있으며, 

검 시기  검 치에 한 제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모형 사장교의 주탑 변 를 측정하는 방법에 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즉,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

한 상으로 주탑의 변 를 측정하고, 이를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디지털 상처리 기

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영상처리 기법 

본 연구에서 디지털 상처리는 Matlab  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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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Processing Toolbox를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

(Matlab, 2014), ANSYS  구조해석 결과와 비교, 분석
하 다.

2.1 대상 모델

실험  해석 모델은 Fig. 1과 같이 돌산 교를 

30:1로 축소한 사장교로, 길이 15.5m , 비 400mm이
다. Fig. 2는 하 재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하 은 

앙에 2000N의 하 을 재하하 다.

      Fig. 1 Test and analysis model

Fig. 2 The 2000N loading at center

2.2 영상처리 기법

변형 후의 상은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

하 으며, 변형  상은 하 이 재하되기 의 

상이고, 변형 후 상은 Fig. 2와 같이 앙에 

2000N의 하 이 재하될 때의 상이다. Fig. 3과 같
이 주탑의 변 를 측정하 다.

Fig. 3과 같이 육안으로 변형 후의 상을 비교

하기란 불가능하다. 육안으로 차이 을 구별하지 못

하는 것을 상호상 (Cross-Correlation) 기법을 이용하
면 두 상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상호상 계수 

은 식(1)과 같다(Lewis, 1995).

 

  
  




   







         

 

   (1)

여기서, 는 원 상의 서  상이고, 는 비교할

(template) 상이다.  한, 와 는 와 의 평균

을 의미한다. 식(1)을 정규화된 상호상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NCC)이라고 한다.

(a) Undeformed image

(b) Deformed image
Fig. 3 Test image

3. ANSYS 구조해석

2장에서 설명한 디지털 상처리의 타당성을 검토

하기 해서 ANSYS  구조해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

를 비교하 다. Fig. 4는 ANSYS의 해석 모델링을 도
시한 것이다. 쉘요소는 SHELL181요소를 사용하 으

며, 이블은 LINK180요소를 사용하 다(ANSY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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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SYS modeling

4. 해석결과 및 분석

본 연구는 주탑의 변 를 측정하기 하여 디지털 

상처리 기법을 이용하 으며, 디지털 캠코더를 이

용하여 Table 1과 같이 촬 하 다. 캠코더 촬 시 

셔터를 를 때 화면이 흔들릴 수 있다. 이것을 보정

하기 해서 기 (Target point)이 필요하다. 화면이 
흔들릴 때 기 을 이용하여 같은 치에서 화면을 

매칭시킬 수 있다.

(a) Target point 1

(b) Target point 2
Fig. 5 Target point

Fig. 6 Pixel coordinates and spatial coordinates

기 은 Table 1   Fig. 5와 같이 2개를 설정하
으나, 기 1은 화면이 체 으로 어두워 결과를 

제 로 도출하기 어려웠고, 반면에 기 2는 결과를 

잘 도출하여 기 을 기 2로 설정하 다. 기  

설정에 해서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상은 픽셀(picture element, pixel)로 구성되어 있
으며, 픽셀 좌표와 공간 좌표를 Fig. 6과 같이 나타내
었다. 술한 바와 같이 수동 촬 시 화면의 흔들림

을 보정해야 된다. Table 2의 결과는 기 2로 화면

을 매칭시킨 경우이다. 촬 은 3번 수행하 다.

Fig. 7 ANSY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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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hotographing of pylon

Undeformed image Deformed image

The left side
of pylon

(P1)

The right side
of pylon

(P2)

Target point 1 
(T1)

Target point 2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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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ixel matching

Test 1

Original pixel coordinate Modified pixel coordinate
(pixel matching)

Undeformed Deformed Undeformed Deformed

       

P1 2576 434 2631 382 2576 434 2575 440

P2 2844 429 2898 376 2844 429 2842 434

T2 3120 2587 3176 2529 3120 2587 3120 2587

Test 2

Original pixel coordinate Modified pixel coordinate
(pixel matching)

Undeformed Deformed Undeformed Deformed

       

P1 2576 441 2634 373 2576 441 2576 446

P2 2846 436 2903 367 2846 436 2845 440

T2 3122 2589 3180 2516 3122 2589 3122 2589

Test 3

Original pixel coordinate Modified pixel coordinate
(pixel matching)

Undeformed Deformed Undeformed Deformed

       

P1 2594 434 2622 379 2594 434 2593 440

P2 2864 429 2892 373 2864 429 2863 434

T2 3142 2579 3171 2518 3142 2579 3142 2579

Table 3. The calculation of displacement

Test 1
Displacement (P1) Displacement (P2)

pixel mm pixel mm

The distance between P1 and P2
268.05 pixel = 100mm
∴ 1 pixel = 0.373mm

6.08 2.27 5.39 2.01

Test 2
Displacement (P1) Displacement (P2)

pixel mm pixel mm

The distance between P1 and P2
270.05 pixel = 100mm
∴ 1 pixel = 0.370mm

5.00 1.87 4.12 1.54

Test 3
Displacement (P1) Displacement (P2)

pixel mm pixel mm

The distance between P1 and P2
270.05 pixel = 100mm
∴ 1 pixel = 0.370mm

6.08 2.27 5.1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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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탑의 변  계산은 Table 3과 같다. 여기서, 픽셀
당 길이는 주탑 P1과 P2  사이의 길이가 100mm임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즉, P1과 P2 사이의 길이는 

P P  P P  이므로 픽셀당 
길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을 토 로 P1, P2
의 변 를 Table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ig. 7은 ANSYS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주탑
의 좌측 변 가 1.76mm로 나타났다.

Table 4는 상처리 결과와 ANSYS  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주탑의 좌측 변 는 22%, 

우측 변 는 5% 정도 ANSYS  결과와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상처리 기법으로 충분히 변 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Table 4. The comparison of DIP and ANSYS

Displacement
(P1)

Displacement
(P2)

Test 1 2.27 2.01

Test 2 1.87 1.54

Test 3 2.27 1.90

Average 2.14 1.82

ANSYS 1.76 1.73

Ratio 1.22 1.05

4. 결 론

본 연구는 모형 사장교 주탑의 변 를 측정하기 

하여 디지털 상처리 기법을 이용하 으며, 

ANSYS  해석결과와 비교, 분석하 다.

상처리 기법은 상호상  계수를 이용하 으며, 3

번 실험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 주탑의 좌측 변

는 22%, 우측 변 는 5% 정도 ANSYS  결과와 차이
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상처리 기법으로 충분히 

변 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는 촬 시 셔터를 를 때 오차를 

이기 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기 의 

선정 한 요한 것으로 단된다. 이런 연구는 향

후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한다. 한, 본 연구결과로 

복합재료로 만들어진 구조물에의 용도 쉽게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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