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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화상관련법(digital image correlation 

technique; DIC)은 구조물 표면의 무질서한 

패턴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처음 

영상과 이후의 모든 영상을 비교하여 구조물의 

변위와 변형을 계산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3 차원 

측정 역시 가능하다 [1, 2]. 이 기법을 이용한 

구조물의 변형 측정은 변형이전의 영상에서의 

국소 관심 영역들과 변형 후 영상을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관심영역들간의 상대적인 

변위 차이(변형량)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에 구조물의 강체의 이동 변위 측정은 

획득된 각각의 영상을 서로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상의 

절대적인 변위값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측정환경에 의하여 외부의 진동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경우, 카메라의 

흔들림으로 인해 글로벌관점에서 영상좌표계의 

위치와 방향등이 변하게 되며, 변위 측정 

결과에는 이러한 외부진동에 의한 오차가 

그대로 전파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정보를 이용한 3 차원 변위 

계측에서 카메라의 흔들림으로 인한 변위 

측정오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2. 알고리즘 

 

카메라의 흔들림으로 인한 변위측정결과의 

오차는 그림 1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의 

영상 안에 측정 기준이 될 수 있는 패턴이 

입혀진 추가적인 구조물(Reference target, RT)과 

변위 측정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Estimation 

target, ET)을 위치시키고, RT 내부의 임의로 

지정된 세 포인트 (A, B, C)로 부터 생성된 

기준 좌표계 {R}을 이용하여 개선될 수 있다. 

즉, 카메라좌표계 {C}에서 평가된 내부의 모든 

평가 점들을 기준 좌표계 {R}로 변환하는 

것이다.  

 

 

Fig. 1 Example for proposed algorithm 

 

그림 2 와 3 은 세 포인트를 이용하여 

영상내부에 기준 좌표계를 생성시키는 방법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기준 좌표계의 각 

축 방향의 단위벡터는 식(1)부터 식(3)처럼 

카메라 좌표계에서 표현 될 수 있다. 이 

단위벡터들을 이용하여, {C}와 {R}의 

변환관계가 식(4)와 같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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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axis of reference 

 

Fig. 3 y-axis of reference 

 

3. 실험 및 결과 

 

 

Fig. 4 Stereo camera and experimental setup 

 

제안된 알고리즘의 검증실험에서, 세 개의 

기준 포인트 (A, B, C)와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9 개의 평가 포인트(P1~P9)의 3 차원 위치 

값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림 4 에 나타낸 상용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 (Gom, 2M) 을 사용 

하였으며, 시스템의 특성을 표 1 에 나타내었다.      

그림 5 는 알고리즘 적용 전과 후의 

평가포인트의 변위 측정결과를 타나낸다. 

그림에서 검은색 라인은 알고리즘 적용 이전의 

결과이며, 붉은색 라인은 알고리즘 적용 

이후의 개선된 측정 결과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영상보정 기법과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3 차원 변위 

계측에서 카메라의 흔들림으로 인한 오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Table 1 System specification 
 

 Specifications  

Camera sensor (Baumer, TXG20) 

Number of pixel 1624 × 1236 

Scan area 7.15 mm × 5.44 

Pixel size 4.40 μm × 4.40 μm 

Stereo camera after calibration 

Focal length 75.00mm 

Camera angle 26.9° 

Measuring volume 25 mm × 15 mm × 5 mm 

 

 
Fig. 5 Estim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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