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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low-cost dynamic measurement system using the RGB-depth camera, Microsoft Kinect® v2, is proposed for 

measuring time-varying free surface motion of liquid dampers used in building vibration mitigation. Various experimental studies are 

conducted consecutively: performance evaluation and validation of the Kinect® v2, real-time monitoring using the Kinect® v2 

SDK(software development kits), point cloud acquisition of liquid free surface in the 3D space,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video 

sensing technology. Utilizing the proposed Kinect® v2-based measurement system in this study, dynamic behavior of liquid in a 

laboratory-scaled small tank under a wide frequency range of input excitation is experimentally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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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등 자연 재해에 

한 사회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다. 구조물은 지진과 같은 

동 하 에 민감하며, 특히 고층 구조물의 진동응답은 구조물 

설계, 시공, 사용단계에서 사용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유체를 사용한 구조물 제어분야 등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구조물의 동  거동을 측정  제어하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 

등과 같은 유체의 유동성을 제어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구조물의 기 부에 지진에 의한 진동을 흡수하는 면진시스템과 

더불어 풍하 에 의한 상시진동을 제어할 수 있는 동조액체

감쇠기(tuned liquid damper)가 표 이며(Lee et al., 

2012; Kim et al., 2015) 이러한 제어시스템은 유체를 사용

해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유체의 동  거동 측정  제어 시스템 구축을 한 센서로 

기용량식 고계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계와 

같은 식 센서는 유체와의 직 으로 인한 측정 물리량 

변화, 센서 내구성 하와 다  측정의 한계 등이 두되며, 

기존의 식 센서의 단 을 극복하는 3차원 이미지를 활용한 

계측 기술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체의 비 식 

거동측정에 한 표 인 연구로 비디오 카메라의 활용이 

활발하다(Sawada et al., 2005; Kim et al., 2016). 2차원 

면내방향 이미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비디오 센싱의 경우 

하드웨어가 간단하여 사용성이 우수하지만, 투명한 용기에 담

겨있는 유체의 거동 측정에 사용성이 한정되고, 면외방향 거동

측정이 불가능하여 유체의 자유표면 거동계측에 어려움이 있다. 

3차원 공간상의 동  거동인 유체의 자유표면 계측을 해 

면외방향 계측기술의 용이 긴요하며, 이를 해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와 같은 정  이 센서의 

활용이 안이 될 수 있으나 고가의 가격으로 활발한 용에 

제한이 되고 있다. 2010년 Microsoft사에서 출시한 가정용 

게임기인 Xbox의 인체 동작감지를 한 Kinect는 최  22만

개의 공간정보 데이터(3차원 좌표  색상)를 취득할 수 있는 

가의 RGB-depth 센서이다. 뛰어난 경제성과 정 성으로 

인해 가정용 게임기의 활용범 를 넘어 구조물 상태 모니터링

을 한 구조물의 비틀림을 측정하는 3D 동  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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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Pixel)

Field of View

(°)

Frame Rate 

(Hz)

Color 1920×1080 84.1°×53.8° 30

Depth 512×424 70.6°×60° 30

Infrared 512×424 70.6°×60° 30

Fig. 1 Kinect v2 configuration

Table 1 Kinect v2 information

(Abdelbarr et al., 2017)과 콘크리트 보의 수직 동  처짐 

측정(Qi et al., 2014), 근거리 3D 모델링(Lachat et al., 

2015), 실내외 공간 정보 모델 획득(Kim et al., 2018) 등 

강체와 같은 구조물의 정 , 동  측정을 한 용성이 검토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m 등(2018)의 최근 연구를 발 시켜 

유체의 자유표면의 동  거동 측정을 한 RGB-depth Kinect 

v2 센서의 용성을 확인하 다. Kinect v2 센서의 성능 검토 

 실효성 확인, 3D 공간상에서의 유체의 자유표면 정보를 

취득하 으며, 기존의 비디오 센싱 기법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체의 동  거동 계측 시스템의 정확성  타당성을 

검증하 다.

2. RGB-D Kinect sensor

Kinect v2 센서는 RGB-D(depth) 센서(Fig. 1)로 RGB 

카메라와 IR(infrared) 카메라로 구성된 비 식 센서이다. 

RGB 카메라는 1920×1080 픽셀 해상도로 색상 정보를 획득

하며 IR 카메라는 512×424 픽셀 해상도로 IR 데이터와 깊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다(Table 1).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Kinect v2의 측정 가능한 거리는 최소 0.5m에서 

최  4.5m로서 0.5m에서 픽셀의 크기는 1.4mm이며 4.5m 

일 때 픽셀의 크기는 12mm까지 변화한다(Lachat et al., 

2015). Kinect v2를 사용해 색상 정보와 깊이 정보를 융합하기 

해서는 RGB 카메라와 IR 카메라의 FOV(field of view) 

차이를 보정해 주는 보정계수를 필요로 한다(Smisek et al., 

2011). 한, TOF(time of flight) 방식과 스테 오 비  

시스템을 통해 깊이 정보를 추출하며 3차원 공간을 이미지 

평면으로 2차원 투 시키기 해 각 카메라의 내부 변수  

외부 변수를 추정해 얻는 데이터를 토 로 2차원 배열에 한 

각 픽셀 정보를 구성한다(Chen et al., 2017; Kim et al., 

2018).

Kinect v2 센서의 카메라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는 다양한 

치와 각도로 촬 된 체커보드(checkerborad) 실험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Fig. 2). 총 21장의 체커보드 이미지의 1,134

개의 좌표를 토 로 Matlab의 calib_gui, stero_gui 함수를 

사용해 카메라 내 , 외  변수 값들을 추정하 으며(Branko. 

2013) 추정된 변수 값은 Table 2와 같다.

Fig. 2 Checkerboard experiment

Intrinsic 

parameter

RGB Camrea IR Camera

 1056.54 356.57

 957.21 253.66

 538.46 210.12

Extrinsic 

parameter






  

  
 




,

   

Table 2 Kinect parameter

3. 실험  검증

Kinect v2 센서를 사용해 유체의 동  거동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체의 자유표면 정보 데이터 수집 시 안정 인 샘 링 

속도(30Hz)로 측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해 수행하 다. 

정량 인 Kienct v2 센서 데이터와의 비교를 해 비디오 

센싱을 통한 측면 계측을 수행하 으며 본 연구에서 비디오 

센싱의 계측값을 기 치(reference)로 설정하 다. Kinect 

v2 센서를 사용해 300×200×200mm 크기의 두께 10mm 

실험실 수 의 소형수조에 담긴 색 염료를 혼합한 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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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op view of experimental container

(single measurement point)

(a) 10mm height of fluid

(b) 25mm height of fluid

(c) 40mm height of fluid

Fig. 5 Response of fluid surface

1m 거리에서 측정하 다(Fig. 3). 실험에 사용한 비디오카메

라는 삼성사의 HMX-QF20로 Kinect v2 센서보다 2배 많은 

당 임 수를 취득할 수 있으며(60fps) Kinect v2 센서의 

색상 이미지의 픽셀과 동일한 1920×1080의 풀HD 상을 

취득할 수 있다. 

Fig. 3 Experimental set-up

3.1 단일  거동 측정 검증

유체의 정확한 동  거동 측정을 해 유체의 높이에 따른 

고유진동수를 악하여 해당 주 수의 sine 를 AC서보모터로 

구동되는 1축 진동 테이블(shake table)로 가진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유체의 높이에 따른 고유진동수는 다음 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Mattias, 1998).

 

 






      ⋯ (1)

Kinect v2 센서의 측정가능한 주 수 역  진폭을 확인

하기 해 유체의 높이는 각각 10mm, 25mm, 40mm로 변화

시켜 측정하 으며 식 (1)을 통해 얻은 유체의 높이별 고유

진동수 이론값과 실험값을 비교하 다.

각 유체 높이별 측정한 데이터  실험실 수 의 소형 수조

의 가운데 단일 을 추출해 비교하 으며(Fig. 4) 식 (1)을 

통해 얻은 유체의 높이별 1차 모드 고유진동수는 각각 10mm 

일 때 0.51Hz, 25mm 일 때 0.83Hz, 40mm 일 때 1.02Hz

이다. 이를 토 로 유체의 높이별 1차 모드 고유진동수를 가진 

하 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5의 (a)는 유체의 높이가 10mm 일 때 최  변 가 

10mm 이내로 두 측정 장치의 RMS 오차 값은 0.71mm이다. 

이 때 1차 모드 고유진동수는 0.53Hz이다. (b)는 유체의 

높이가 25mm 일 때 최  변 가 12mm 이내로 측정 RMS 

오차 값은 1.32mm이며 1차 모드 고유 진동수는 0.86Hz이다. 

(c)는 40mm의 유체 높이로 최  변 가 25mm 이내로 측

정 RMS 오차 값은 2.33mm이며 1차 모드 고유진동수는 

1.06Hz이다. 두 측정 장치의 RMS 오차 값은 유체의 높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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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t point

(b) 2nd point

(c) 3rd point

(d) 4th point

Fig. 7 Response of fluid surface

고유주 수에 따라 증가하 지만 여 히 유체의 동  거동 측정 

성능의 우수함을 확인하 다. 한, 실험 결과와 비교한 유체 

높이별 1차 모드 고유진동수는 평균 3%의 오차를 확인하 으며 

비디오 센싱 데이터와 매우 근사함을 확인하 다.

3.2 다  거동 측정 검증

Kinect v2 센서의 유체의 단일  측정 성능의 우수성을 

토 로 Fig. 6과 같이 유체의 실시간 다  거동 측정 실험을 

진행하 다. 유체의 높이는 25mm로 실험에 사용한 신호는 

10mm 진폭의 sine (0.8Hz)와 변조주  신호(chirp signal) 

(0.5~3.5Hz)이다.

Fig. 6 Top view of experimental container

(multiple measurement point)

3.2.1 Sine 를 활용한 다  거동 측정

25mm 유체의 다  거동 측정 실험은 0.8Hz의 sine 를 

가진해 진행하 다. 실험실 수  수조의 4개의 지 에 한 

유체의 동  거동을 측정하 으며 각 지 의 측정 장치에 따른 

RMS 오차를 비교하 다. 변 가 큰 양 끝단 지  유체의 두 

측정 장치의 RMS 오차 값은 1.33mm, 1.42mm로 유체의 

앙부 RMS 오차 값 0.78mm, 0.80mm보다 큰 것을 확인

하 다. 25mm의 유체에 한 Kinect v2 센서의 단일  측정 

성능과 비교했을 때 두 측정 장치의 RMS 오차 값이 근사하

으며 해당 진폭보다 반 수 의 진폭을 나타내는 유체의 앙부 

RMS 오차 값은 양 끝단 벽체의 유체보다 약 0.6배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 다.

Kinect v2 센서로 취득한 유체의 동  변 는 비디오 센싱 

데이터 비 약 2% 이내의 오차 범 로 매우 근사함을 확인하

으며 동일한 주 수(0.8Hz)에서 상이한 진폭에 한 Kinect 

v2 센서의 유체의 단일  동  거동 계측성능을 검증하 다.

3.2.2 변조주 를 활용한 다  거동 측정

일정 주 수로 거동하는 유체에 한 Kienct v2 센서의 계측

성능 검증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 수에 한 성능 범 를 검증

하기 해 0.5Hz에서 3.5Hz의 변조주  신호를 가진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Fig. 8은 변조주  신호 가진 시 Kinect v2와 비디오 센싱 

데이터의 4 에서 거동하는 유체의 데이터를 각각 추출하여 

비교한 그래 이다. 140  동안 두 데이터의 4 에서 2번의 

큰 출 임이 발생하 으며 체 인 유체 거동의 트 드가 

같음을 확인한 후 첫 번째 측정 지  데이터를 확 하여 비교

하 다.

Fig. 9는 첫 번째 측정 지 의 데이터  큰 출 임이 발생한 

0 ~30 , 45 ~75  부분을 확 한 그래 다. Fig. 9(a)의 

4  부근부터 첫 번째 출 임이 시작되었다. 출 임의 크기는 

 증가되어 14  부근에서 8.2mm의 피크값을 보 으며 

그 이후 감소하 다. 그 이후 일정한 크기의 작은 출 임이 

반복 으로 발생하다 45  이후부터 Fig. 9(b)와 같이 두 번째 

큰 출 임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큰 출 임과 동일하게 출

임의 크기가  증가되어 58  부근에서 7.3mm의 피크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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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t point

(b) 2nd point

(c) 3rd point

(d) 4th point

Fig. 8 Fluid motion excited by chirp signal

(a)

(b)

Fig. 9 Zoom-in of 3rd point

보 고 그 이후 다시 감소하 다. 식 (1)을 통하여 두 번의 

피크 이 발생한 14 , 58 는 유체의 고유진동수(0.82Hz, 

2.21Hz) 발생시간임을 확인하 고 고유진동수 , 후로 진

으로 증가, 감소하는 출 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유체의 좌측 끝단 지 의 두 측정 장치의 RMS 오차 값은 

Fig. 9(a)와 Fig. 9(b)의 30  동안의 RMS 오차는 각각 

0.32mm, 0.68mm이다. Fig. 9(b)의 피크값이 Fig. 9(a)

보다 작지만 유체의 거동 속도가 더 빨라 RMS 오차가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 다. 본 실험으로 서로 다른 진폭과 다양한 

주 수 범 에서 유체의 연속 인 변화에 한 Kinect v2 

센서의 유체의 다  동  거동 계측성능  정확성을 확인하 다.

3.3 연속 자유표면 측정 검증

Kinect v2 센서를 사용한 유체의 단일   다  거동 측정 

성능 검증을 바탕으로 유체의 자유표면을 연속 으로 획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비디오 센싱을 통해 얻은 2차원 이미지와 

Kinect v2 센서의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사

용해 취득한 표면정보를 바탕으로 Kinect v2 센서로 취득한 

유체의 자유표면 정보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 다. 비디오 센

싱을 통해 얻은 25mm 유체의 시간별 1차 모드 이미지는 이미지 

로세싱의 가변 이진화(locally adaptive thresholding) 

변환을 통해 Fig. 10과 같이 2차원 이미지로 변환하 다.

Fig. 10 Video sensing images

Kinect v2 센서의 SDK를 사용해 취득한 25mm 유체의 1차 

모드의 표면정보는 Fig. 11과 같다. 실시간으로 유체의 표면

정보를 획득하기 해서는 유체 표면 기포 등의 반사로 인해 

생기는 Kinect v2 센서의 노이즈를 제거해야 한다.

Kinect v2 센서로 취득한 데이터는 비디오 센싱을 통해 얻은 

2차원 이미지와 Kinect v2 센서의 SDK를 사용해 얻은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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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Kinect v2 SDK images

Fig. 12 Consecutive 3D surface plots of Kinect 

measurement

원 표면정보를 바탕으로 Matlab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고 

유체 자유표면에 한 체 정보를 3차원 point cloud 이미지로 

획득하 다.

Kinect v2 센서를 사용해 획득한 3차원 point cloud 이미

지는 Fig. 12와 같이 유체의 최 과 최고  표 이 가능하며 

최  30Hz의 샘 링 속도로 유체 자유표면의 모든 변화를 실

시간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한, 비디오 센싱을 통해 얻은 2차원 

이미지와 Kinect v2 센서의 SDK를 통해 얻은 표면정보와 

비교한 3차원 point cloud 이미지는 입면도와 평면도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유체의 동  거동에 한 제어를 보다 효과 으로 할 수 

있다. 한, 3차원 point cloud의 360° 회 을 통해 유체의 

거동 특성을 보다 정 히 분석할 수 있으며 2차원 이미지 정보 

비 Kinect v2 센서에 의한 3차원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물 

진동 감을 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상

된다. 이를 바탕으로 Kinect v2 센서의 실시간 유체의 동  거동 

계측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4. 결    론

슬로싱과 같은 유체 자유표면의 동  거동 계측에 가형 

RGB-depth 센서인 Microsoft사의 Kinect v2의 용성 

검증을 통해 유체 자유표면의 동  거동을 실험 으로 분석하

다. 사용된 Kinect v2 센서는 유체의 동  거동을 측정에 해 

편리하고, 실  가능하며 비용 효율 인이라는 것을 확인하 다. 

Kinect v2 센서의 주요 장 은 센서의 넓은 시야(유체의 일부

분이 아닌 표면 체)와 22만개 포인트를 사용해 보다 정확한 

자유표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이다. 

실험실 수 의 소형 수조내 유체를 측정하기 해 진동  

가진 신호를 변화하여 각 유체의 높이에 따른 고유진동수를 

악하 으며, Kinect v2 센서의 SDK와 비디오 센싱을 통해 

Kinect v2 센서의 동  거동 계측성능을 정량 으로 검증하 다. 

다양한 유체의 동 실험을 바탕으로 유체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1차 모드 고유진동수, 유체의 진폭 크기  RMS 값이 

증가함을 확인하 다. 한, 0.8Hz의 sine  가진 시 진폭의 

변화가 큰 양 끝단의 유체 움직임이 앙 부분의 움직임 비 

RMS 값이 약 2배 이상 컸으며 변조주  신호 가진을 통한 

진동수 변화에 따른 유체의 동  거동 계측 실험에서는 유체의 

1, 3차 고유진동수의 주 수에서 가장 큰 출 임 확인을 통해 

Kinect v2 센서의 측정성능을 검증하 다.

제안된 유체 자유표면의 동  거동 계측 시스템은 소형 수조 

내 투명한 유체는 측정할 수 없는 문제 이 있다. Kinect v2 

센서는 측정 상의 색상의 변화에 따른 반사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을 가진 유체 자유표면의 동  거동 계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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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 진동 감장치에 용되는 액체감쇠기 내 유체 자유표면의 동  거동 계측을 해 가형 RGB-depth

센서인 Microsoft사 Kinect® v2의 활용과 계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Kinect® v2의 성능검토  실효성 확

인,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사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3D 공간상에서 유체의 표면 정보 취득, 기존 비디오 센싱기

법과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체의 동  거동 계측 시스템의 정확성과 우수성을 검증하 다. 제안된 계측시스

템을 활용하여 소형 수조 내 액체에 한 동  거동 정 계측을 수행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범 한 가진입력에 한 유

체 자유표면의 동  거동 특징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RGB-depth센서의 건축물 진동 감 용을 통해 

정 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 화된 액체감쇠기의 설계  운용을 기 할 수 있다.

핵심용어 : 마이크로소 트 키넥트, 깊이-색상 카메라, 유체 동  거동, 비디오센싱, 슬로싱

한 추가 연구를 통해 최 의 유체 색상을 결정할 수 있다. 

1축 면외방향 정보를 포함한 2축 면외방향에 한 추가 연구를 

통해 구조물 최상층에 설치된 동조액체감쇠기(TLD. tuned 

liquid damper)  동조주 감쇠기(TLCD. tuned liquid 

column damper)의 제어에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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