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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D  DIC 랫폼의 변 계측용 상품질 분석  

Analysis of DIC Platform and Image Quality with FHD for Displacement 
Measurement

박 종 배1      강 민 구2

Jongbae Park  Mingoo Kang

요    약

건축 구조물의 상 인 변  계측을 하여 2메가 픽셀 Full HD(FHD) 해상도의 카메라와  디지털 상상 (DIC, Digital Image 

Correlation) 랫폼을 설계하고, 계측에 향을 주는 상 품질을 분석하 다. DIC 랫폼은 Freescale사의 I.MX6를 기반으로 설계하

다. 상 상 을 이용한 계측은 상의 품질에 따라 계측 정 도에 향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 품질 요인으로 상의 밝기

(brightness), 조(contrast), 신호  잡음비(SNR, Signal to Noise Ratio)를 분석하 다.

심 역(ROI, Region Of Interest)으로 설정한 부분에서 추출한 상을 기  상으로 삼고, 일정 시간 경과 후 디지털 상 상

(DIC)을 이용하여 기  상의 이동을 화소  부화소 단 로 추  계산하여 변 를 측정하 다. 더불어 DIC 기반의 비  원격 계

측의 유효성을 악하기 하여 25m, 35m, 50m의 계측 거리에서, 상 품질 요인   ROI 의 크기를 조정하여 측정을 하고 정 도를 
분석하 다.

☞ 주제어 : 디지털 상상 (DIC). 변  측정 카메라 랫폼, 상 해상도, 밝기(brightness), 조(contrast), SNR[dB]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analysis of image quality with FHD(Full HD) resolution camera equipped DIC(Digital Image Correlation) 

platform for the measurement of the architectural structure’s relative displacement. DIC platform was designed based on i.MX6 of 

Freescale. Displacement measurement based on DIC method, the error is affected by image quality factors as pixel number, brightness, 

contrast, and SNR[dB](Signal to Noise Ratio). The effect were analyzed.

The displacement of ROI(Region Of Interest) area within the image was measured by sub-pixel units based on DIC method. The 

non-contact telemetry property of DIC method, it can be used to long distance non-contact measurement. The various displacement 

results was measured and analyzed with the image quality factor adjustment according to the distance(25m, 35m, 50m).

☞ keyword : Digital image correlation(DIC). displacement measurement camera platform, resolution, brightness, contrast, SNR[dB], 

1. 서   론 

다양한 요인에 의한 건축 구조물의 쳐짐, 기울어짐  

틈새와 같은 변이로 인해 구조물에 응력이 쌓이거나 결함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변이를 검출하기 한 방법으로 수평 

1920화소, 수직 1080화소의 2메가  해상도FHD(Full HD) 

상 기반의 디지털 상상 (DIC, Digital Image Correlation) 

분석방법을 제안한다[1].

DIC는 비 , 단일 측정에 상 으로 넓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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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변 를 측정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압력, 온도 등에 

한 물체의 변형  생물, 기계, 재료, 유체, 토목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연구  사용 되고 있다[1-7].

DIC는 상을 이용한 측정 방법이기 때문에 DIC기법

에서의 측정 정 도는 이미지 센서(Image Sensor) 의 화소 

크기와 즈(Lens)를 표함하는 학계의 배율과 직 인 

련이 있다. (그림 1)은 측정할 상물(Object)이 즈를 

통해 상 센서에 응되는 계를 나타낸다.

(그림 1) DIC 상 획득을 한 학계 구성 설계

(Figure 1) Optical design of DIC Images 

ISSN 1598-0170 (Print)
ISSN 2287-1136 (Onine)
http://www.jksii.or.kr

http://dx.doi.org/10.7472/jksii.2018.19.1.105



FHD  DIC 랫폼의 변 계측용 상품질 분석  

106 2018. 2

(그림 1)에서 측정할 상물의 크기, 즈로부터의 거

리  측정 정 도에 따라 이미지 센서의 화소 크기, 해상

도 와 즈의  거리를 조합하여 학계를 구성할 수 

있다[8].  

측정 상물에서 변 가 일어날 경우 변 의 양은 

학계의 변환 행렬에 따라 이미지 센서 에 투사

(projection)되므로, 상내 심 역(ROI)에서의 상의 

변 를 알 수 있다면, 역으로 측정 상물의 변 를 계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  원격 측정이 가능한 DIC기반의 

측정 랫폼을 설계하여 측정에 용하고, 학계 이외에 

측정 정 도에 향을 미치는 상 품질 요인들, 즉 DIC 

랫폼에서의 ROI 상의 평균 밝기(bright), 조(contrast), 

SNR[dB](Signal to Noise Ratio, 신호 잡음비)을 품질 지표

로 하여 측정 결과를 분석하 다. 이를 통해 DIC기법을 

통한 변 측정 시, 특히 조명 등 환경  요인을 통제하여 

고품질의 상 신호를 얻기 어려운 원거리 자연 조명 환

경에서 상 품질 지표를 통해, 측정 정 도  측정 신뢰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DIC 카메라 랫폼 설계와 상특성 분석

2.1 FHD 센서 용 학계 분석 

이미지 센서는 많은 분야에서 CCD 타입으로 부터 

CMOS 타입으로 환이 되며, 해상도에 격한 증가가 이

루어져, FHD, UHD(Ultra High Resolution, 수평 3840화소, 

수직 2160화소), 30메가 화소, 100메가 화소등 고해상도의 

센서가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CCTV 부분에서 가장 

일반 인 FHD 해상도의 1/2.8“ 형 이미지 센서를 기 으

로 학계의 정 도를 검토해 보았다. 계측 상물과의 

거리 50m이고 계측 정 도 1mm를 가정하 다. FHD 

1/2.8” 이미지 센서의 화소 크기는 2.9um(SONY IMX 291 

센서 기 )이므로 (그림 1)], (그림 2)  (식1)에서, 화소 

한 개의 크기를 계측 정 도로 가정하면, 필요한 즈의 

 거리는 145mm 가 된다. 이때 측 상물의 시야크

기(FOV, Field Of View)는 수평, 수직 각각 1.92m, 1.08m 

가 된다. 계측 거리를 늘이거나, 계측 정 도를 높이거나 

는 FOV를 키우는 것은 즈의  거리, 이미지 센서

의 크기  해상도에 따라 조합 가능함을 알 수 있다[8]. 

DIC 기반의 방법은 부화소 단 의 측정이 가능 하므로, 

일 로  거리를 1/3로 여 FOV를 3배로 키우고도 

동일한 1mm 정 도를 얻을 수도 있다[9].

      (식1)

(그림 2)  즈의 피사체와 상의 계

(Figure 2) Lens and Imaging relation

2.2 3D 변 검출 한 DIC 랫폼 설계

상 상 을 기반으로 한 계측에서 거리에 한 계측 

정 도 측면에서 보면, 상 평면과 수평인 방향(x,y축)의 

정 도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반면, 상 평면에 수직인 

방향(z축) 즉, 축 방향의 계측 정 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하게 됨을 (식1)로 부터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격 

계측의 경우 거리 방향의 계측은 측정 불가능하게 작아져 

다른 계측 수단을 필요로 한다. 스테 오 이미징을 사용

한 방법도 원거리 계측에서는 정 도를 얻을 수 없다. 따

라서 상 상 을 기반으로 한 계측은 원거리일 경우 2D 

변  계측만 가능하므로, 거리 방향 변  측정을 하여 

이 를 사용한 거리 측정 모듈을 도입, 3D DIC 계측 

랫폼을 설계하 다. (그림 3)에 3D DIC 상변  계측 

랫폼을 보 다.

 

(그림 3) 3D DIC 상변  계측 랫폼 설계

(Figure 3) Design of 3D DIC displacement measurement 

platform

 

카메라 모듈은 단  화소 크기 2.9um, 1920 x 1080 화

소, FHD해상도의 센서(SONY IMX291)를 사용하여 구성

하 으며 (그림 4)에 나타 내었다. 카메라 모듈에서는  

상의 밝기, 조특성, SNR에 해 통신 블록을 통하여 일

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연산 모듈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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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 나타내었다. 연산 모듈은 거리 측정 모듈을 통

하여 거리 정보를 얻고, 거리 정보를 2D DIC를 통한 2D 

변  검출과 결합하여 3D 변 를 계산 처리하는 모듈이

다. 엠베디드(Embedded) 처리를 하여 Freescale 사의 

iMX6 Quad-Core를 기반으로 설계하 다[10].

  

(그림 4) 카메라 모듈 (밝기, 조,SNR 제어)

(Figure 4) Camera Module(Brightness, Contrast, 

SNR Control)

(그림 5) 3D DIC용 연산 모듈

(Figure 5) Computing Module for 3D DIC

2차원 상 상 을 이용한 계측에서 핵심 인 요소들

은 다음과 같다.

- 2 개의 상

- 2개 성분의 평면상 치벡터(Position vector)

- 2개 성분 평면상 변 벡터(Displacement vector)

디지털 상 상 은 2개의 상 즉, 기본이 되는 상

과 비교를 한 상으로부터 평면상 치  변 를 검

출하여 실세계에서의 변 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검출에 

합한 상을 필요로 한다.

- 높은 명암 비 (High Contrast)

- 비 반복 (Non repeatitive, Non homogeneous)

- 등방성(Isotropic) 

2.3 2D 변 검출 알고리즘

(그림 6)에 변  계측 알고리듬의 실행 과정을 보 다. 

FHD 해상도의 DIC 랫폼에서 처음 획득한 기  상에 

해 측정하고 싶은 역으로 ROI 설정을 해 놓고, 비교 

상에서 기  상의 ROI 에 응되는 역을 상 상

법으로 차이를 분석한다[1].이러한 DIC 알고리듬으로 변

형과 변   왜곡 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6) 괸심 역의 설정과 계측 알고리듬  

(Figure 6) Measurement algorithm for ROI displacement 

(그림 7)에 DIC 변 계측 알고리즘을 세분화하여 다시 

보 다. 2차원 ROI 상을 나타내는 (그림 6)의 함수 f와 

목표함수 g사이의 참조 서 셋(subset)은 화소 단   부

분 화소 단 로 이동된다. 목표 서  셋의 좌표값과 정합 

되는 최 의 상 계를 찾기 해 이 두 이미지는 1차

으로 픽셀 단 로 비교한 후 최 의 치에서 2차로 부분 

화소 단 의 비교 알고리듬을 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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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IC 세부 알고리즘

(Figure 7) Detailed DIC algorithm

 

2.4 DIC 상 상  기반의 3D 변  검출

3D 변 측정 에서의 거리정보를 얻기 해, (그림 3)과 

같이 거리측정 모듈을 통합하 다. 거리 측정 모듈은 

이 를 사용한 상천이(Phase Shift) 검출 방식의 거리계

로 150m의 측정 범 와 +/-1mm 의 측정 정 도를 가진다. 

(그림 8)에 2D DIC 와 거리계를 결합한 3D 변  계측 

랫폼의 3D 변  측정 알고리즘을 보 다. 

(그림 8) 3차원 DIC변 / 상품질 측정/보간 알고리듬 흐름도

(Figure 8) Algorithm of 3D DIC displacement 

거리계의 거리 측정 시각과 비교 상의 획득 시각을 

동기 시켜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측정 시간 간격  동

기화 설정이 추가 되었다.  

3. 3차원 치변이 측정 랫폼의 변  측정

성능 고찰

본 에서는 제안한 2D DIC 상상  기반의 3차원 

치변이 측정 랫폼을 사용한 측정 오차와 상 품질의 

계를 단계 별로 분석하 다. 이  거리계를 통한 거

리 방향 변 는 거리계 자체의 성능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을 확인 하 다(+/-1 mm 오차내). 따라서 거리 방향의 변

는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거리계를 통한 거리 정보만을 

2D DIC 기법을 이용한 변  측정에 사용하 다.

1단계에는 변  상측정에 향을 미치는 상 품질 

련 지표에 해 하드웨어 설정을 통해 상 품질을 조

하고 그에 따른 변  오차를 분석하 다. 측정은 5.5m 

거리에서  거리 8mm의 즈를 사용하 고 9cm x 

9cm 의 측정용 피사체를 제작하여 견본으로 사용하 다. 

3축으로 마이크로 미터를 장착한 미세 조  기구에 견본 

피사체를 장착하여 0.05mm, 0.1mm, 0.2mm 등의 단 로 

변 를 부과한 후 측정 값과 비교하여 오차를 계산하 다.

2단계로는 상품질 지표를 반 한 10미터 이상의 거

리에서 측정 오차를 분석하 다. 계측용 상은 8bit 255

단계의 흑백 상을 사용하 다. 

3.1 SNR에 따른 변  오차의 분석 

상품질 요소  SNR과 상 밝기(Brightness), 조

(Contrast) 특성, 상 선명도 등이 변  오차 는 상 상

 DIC 정 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측정 정 도

는 한 서  셋 표본 상의 크기에 따라 향을 받으므

로, 크기에 따른 오차 향도 분석하 다. 

(그림 9)는 SNR 16.8dB로 설정된 상에서, (그림 10)

은 SNR32.7dB로 설정된 상에서, 표본 상의 크기로 

13x13 화소부터 수평, 수직 각각 6화소씩 증가시켜 31x31 

(그림 9) SNR 16.8dB 변 상의 표본크기별 측정 오차

(Figure 9) Measurement error at SNR 16.8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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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NR 32.7dB 변 상의 표본크기별 측정 오차

(Figure 10) Measurement error at SNR 32.7dB

화소 크기까지 4개 크기의 표본 상에 한 측정오차를 

비교  분석하 다. SNR 16.8dB 상의 경우 13x13 화소

일 때 측정 오차가 표시 범 를 벗어나도록 심하여 표기

에서 제외하 다.

아울러, 측  상의 밝기와 조가 측정 오차에 향

을 미치지 않도록 상밝기(Brightness) 60이상, 상 조

(Contrast) 15 이상이 되도록 설정 하 다. 상의 밝기 값

은 8bit 흑백 상의 255단계 그 이 스 일(Grey Scale) 

값을 기 으로 표본 크기 ROI 역내 화소의 평균 밝기값

으로 정의하 다. 상 조 값은 8bit 255단계 흑백 상을 

기 으로 (식2)와 같이 정의한 값으로 한다. 여기서 M,N 

은 표본 상의 수평, 수직 화소수,  I 는 상 밝기  평

균을 나타낸다.

  



 










  


    (식2)

SNR이 16.8dB의 경우 견본크기 31x31에서도 약 0.2mm 

의 변  오차를 보이는 반면, SNR 32.7dB 상에서는 

13x13에서도 변  오차가 0.1mm 이내 임을 볼수 있다.

3.2 상 밝기에 따른 변 오차의 분석 

(그림 11)에 상 밝기에 한 변  측정  측정 오차

를 나타내었다. 

밝기 63.1일 때 SNR은 28dB 가 측정되었고, 견본 상

의 크기는 31x31로 설정 하여 측정을 하 다. 밝기 값이 

63.1의 경우 0.1mm 의 오차를 보이다 밝기가 낮아짐에 

따라 밝기값 4.5의 경우 변 오차가 0.2mm 로 커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11) 상 밝기(Brightness)에 한 변  측정 오차분석

(Figure 11) Measurement error vs brightness

3.3 상 조 값에 따른 변 오차의 분석 

(그림 12)에서 상 조(Contrast)는 (식2)와 같이 ROI 

상 역내의 밝기 차이에 의한 RMS Contrast 로 정의된

다. 이때 상 조 값이 높을 수록 변  측정 오차가 작아

짐을 볼 수 있다. 정한 상 조 값을 얻는 데, 카메라 

모듈의 하드웨어 설정 만으로는 부족하여 견본 피사체의 

배경 부분의 밝기와 무늬 부분의 밝기 비를 변경해 가면

서 피사체를 제작하여 측정하 다.

(그림 12) 조(Contrast) 값에 한 변  측정 오차분석 

(Figure 12) Measurement error vs contrast

조 값이 28일 때 변  측정 오차는 0.05mm  인데 

비하여 조 값이 3.2로 낮아지면 0.15mm 로 오차가 증

가함을 볼 수 있다.

3.4 원거리 측정시 상 품질  변 오차 고찰  

거리 25m, 35m, 50m 에 해,  거리 50mm 의 즈

를 사용, 상 품질을 조 하여 거리별로 (표 1)과 같은 

상 품질 상태에서  변 를 측정하여 (그림 13)에 보



FHD  DIC 랫폼의 변 계측용 상품질 분석  

110 2018. 2

다. 변  오차는 0.25mm ~ 0.4 mm 로 (표 1)의 품질 지

표로 볼 때 3.1~3.3 의 품질 지표에 따른 오차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측

정함에 따라  진동에 의한 향 등이 복합된 것으로 추측

되며,  더 정 한 실험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13) 측정 거리에 한 변  오차 

(Figure 13) Measurement error vs object distance

(표 1) 원거리 측시의 상 품질 설정

(Table 1) Image quality of long distance measurement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IC기반의 3차원 변 계측용 상 랫

폼을 설계 하 고 SNR, 상밝기  상 조를 상 품

질 지표로 선정하여 변  오차에 한 향을 분석하

다. 아울러 원거리 계측 시에 품질 지표를 상에 반 함

으로써 변  오차를 50m 거리에서 +/-0.4mm 로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향후 건축 구조물 등의 DIC 변  상의 계측을 통해 

건축 구조물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 비 으로 원거리에

서 감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하 을 때, 이미 설치된 일반 CCTV의 상을 

통해서도 계측을 하여 허용범 를 넘어서는 변 에 한 

경고를 할 수 있도록 랫폼을 발 시키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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