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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곡판을  제작하는  작업을  수반

한다 . 곡판의  가공  과정은  크게  냉간가공과  열간가공으로  나눌  수  있

는데  냉간가공은  곡이  가장  큰  방향으로  70%정도  작업자의  판단에  

의해  진행되며 , 열간가공은  숙련된  작업자의  시행착오와  반복  작업을  

통해  제작된다 .  

 

현재의  곡판제작  과정은  앞서  설명한  이유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작업통제가  매우  어렵다 . 또한  작업자의  판단에  의존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하며  작업자의  업무  부담  또한  높

다 . 작업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작업통제가  가능하도록  곡판제작을  

위한  가열정보를  산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  

 

정확한  가열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냉간  곡판의  정확한  형상  

파악이  필요하다 . 하지만  곡판  제작  시에는  냉간가공  과정  이후  정성

적인  측정만  진행되고  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간가공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거나  계측을  통해  냉간가공  결과를  가열정보  산

출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 하지만  류철호(2002)에  의하면  냉간가공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 예측하는  과정에서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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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냉간  곡판의  형상을  파악하기  위해  냉간  곡판

의  정량적인  계측을  제안하였다 . 적합한  냉간  곡판  계측기술의  선정

을  위해  냉간  곡판의  특성을  분석하고  3 차원  계측방법을  조사하여  

적합한  계측방법으로  스테레오  비전을  도출하였다 .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를  구현하고  계측실험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계측실험에  앞서  계측에  영향을주는  조선소  환경적  제약

으로  조도 , 촬영  각도 , 곡판  및  정반  색상을  선정하였다 . 기존의  특

징점  검출  방법은  조선소  환경적  제약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 이에  조선소  환경적  제약에  대응이  가능한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 제안한  방법을  바탕으로  평

면  및  곡판  계측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곡판  계측  가능성을  확인한  스테레오  비전을  바탕으로  4m × 4m  크

기의  정반이  계측  가능한  냉간  곡판  계측시스템을  구현하였다 . 구현

한  냉간  곡판  계측시스템으로  3.7 × 2.1m  크기의  대형평면을  조선소  

환경을  고려한  계측실험을  진행하였다 . 이를  통해  실제  조선소  환경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주  요  어  : 냉간  곡판(Roll-formed Plate), 스테레오  비전(Stereo 

Vision), 계측시스템(Measuring System), Color Feature Detection, , 

삼각화(Triangulation) 

 

학   번  : 2014-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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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서  론 

1.1 연구 배경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곡판을  제작하는  작업을  수반

한다 . 곡판은  선박의  구조적인  이유나  성능적인  이유로  선종에  따라  

약  30~70% 정도  선택된다 . 곡판의  제작과정은  크게  냉간가공과  열간

가공으로  나눌  수  있다 . 냉간가공은  롤  머신을  통해  기계적  힘으로  

단순  판을  굽히는  가공방식이며 , 열간가공은  가열 /냉각  시  발생하는  

팽창력과  수축력을  통해  판을  변형시키는  가공방식이다 .  

 

현재의  냉간가공은  곡이  가장  큰  방향으로  70% 정도  작업자의  판

단에  의해  진행되며 , 열간가공은  숙련된  작업자의  시행착오와  반복  

작업을  통해  제작된다 . 현재의  곡판  제작과정은  아래  Fig. 1 과  같다 . 

 

Fig. 1 현재 곡판 가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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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곡판  제작  과정은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작

업  통제가  매우  어렵다 . 또한  작업자의  판단에  의존하여  진행되기  때

문에  매우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하며  작업자의  업무  부담  또한  높다 .  

 

작업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작업통제가  가능하도록  곡판  제작을  

위한  가열정보를  산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 곡판  제작을  위한  

가공정보  산출  결과는  이미  그  정확도와  유용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

어져있다 . 하지만  평판을  기준으로  가열정보는  산출되는데 , 곡판  제

작은  냉간가공이  열간가공에  앞서  진행된다 . 

 

선행되는  냉간가공  결과는  목형과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정석적인  

측정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냉간  곡판의  형상을  파악할  

수  없다 . 냉간가공량은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며  역학적  해석을  적

용하기  어려워  냉간가공  후의  곡판의  형상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 

 

이러한  곡판  가공정보의  적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간  

곡판의  계측이  필요하다 . 냉간  곡판의  정량적인  계측을  통해  냉간가

공  결과를  반영하여  가열정보를  산출하고  산출된  가열정보를  바탕으

로  정략적인  곡판가공이  가능하다 . 냉간  곡판  계측이  추가된  곡판  가

공과정은  아래  Fig. 2 와  같다 . 

Fig. 2 계측이 추가된 곡판 가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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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연구 현황 

 

곡판의  완성도  평가를  위해  곡판의  계측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진

행되어왔다 . 계측  기술로는  비접촉식  계측기술인  레이저  스캐닝 , CCD

카메라  그리고  목형  및  템플레이트가  사용되었다 . 

 

이종무(2002)에서는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가공형상의  계측  및  

목적곡면과의  비교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측  데이터로  모

델링하여  획득한  곡면과  목적곡면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박

정서(2009)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형  템플레이트와  레이저  

계측장비  비교하고  여러  개의  레이저  계측  장비를  중첩하여  계측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  

 

김병창과  이세한(2013)은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곡

판의  형상  특징을  측정할  수  있는  3 차원  머신  비전  측정장비  개발하

고  측정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스템에  적용할  2 차원  및  3

차원  보정법  제시하였다 . 김형수  외(2014)는  스팟  클라우드를  이용

한  곡판  형상  측정기를  개발하였고  형상  복원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수식유도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 

 

심휘강(2016)은  접촉  방식의  곡형을  통한  목적  곡면을  확인  및  

계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 곡형  제작  및  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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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계측의  경우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는  냉간  곡판  계측에도  

적용  가능하지만  그  가격이  높고  측정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며 , 

곡형을  통한  계측의  경우  형상에  대한  측정을  통해  완성도를  평가하

기  때문에  냉간  곡판의  형상을  파악하는  것에는  부적합하다 . 또한  기

존의  연구에서는  냉간  곡판에  대한  계측  시도가  없었으며 , 냉간가공  

계측과  열간가공  계측은  목적이  다르다 . 냉간가공의  경우  가공정보  

산출을  위한  대략적인  형상파악의  목적을  가지지만  열간가공  계측의  

경우  곡판의  완성도  평가를  위한  정밀한  계측을  목적으로  한다 . 냉간

가공  계측의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계측  방법의  선택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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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 구성 

 

본  논문은  전체적으로  5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장에서는  연구배경 , 관련  연구현황 , 연구범위에  대해  기술하였다 . 

 

2 장에서는  3 차원  계측  기술의  선정을  위해  계측목적 , 계측기술의  

특성을  고려하고  스테레오  비전(Stereo vision)을  선택하였다 . 또한  

선택한  스테레오  비전을  구현하였다 . 

. 

3 장에서는  스테레오  비전의  기존  Feature Detection 방벙을  이용

하여  곡판  계측실험을  하였으며 , 기존의  방법이  곡판  계측에  적절하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이에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였으며 , 이  방법을  통해  조선소  환경을  고려한  곡판  계측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 

 

4 장에서는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한  냉간  곡판계측  시스템을  개발

하고 ,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형  평판의  계측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  

 

5 장에서는  실험  내용  및  그  결과를  정리하고  결론을  서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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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원 계측 기술의 선정 및 구현 
2. 3 차원 계측 기술의 선정 및  구현 

2.1 냉간 곡판의 특성 분석 

 

냉간가공  곡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냉간가공  방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냉간가공은  아래  Fig. 3 과  같이  중앙  롤러

와  측면  롤러  2 개  사이에서  판을  이동시키며  판을  굽혀  제작한다 . 

롤러에  의한  가공으로  중앙롤러를  중심으로  국부적인  대칭  곡이  형성

되기  때문에  열간가공을  통해  제작된  곡판과  달리  3 차원형상의  국부

적인  굽힘이  없다 . 이렇게  제작된  곡판은  실린더형태를  가지게  되는

데  냉간  곡판을  이러한  이유로  실린더형  곡판이라  부르기도  한다 .  

 

 Fig. 3 냉냉간가공 장비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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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간  곡판은  실린더의  일부분을  절단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곡

면의  내부점  정보  없이  외곽점만을  이용하여  모델링이  가능하다 . 또

한  가공  방향과  수직한  두변의  경우에는  직선을  유지하게  된다 . 이를  

통해  곡면의  모델링을  위해서는  곡이  존재하는  변의  외곽점과  꼭지점

에  해당하는  점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 모델링에  필요

한  최소한의  점들이  곧  계측점이  되기  때문에  계측점  또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내부점  정보를  포함한  곡면과  외곽점  정보만으로  만든  곡면의  모

델링  결과  비교를  위해  120°각도의  실린더형  곡면을  생성하였고  Fig. 

4 와  같다 . 또한  생성한  실린더형  곡면의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 

 

𝒙=𝟓𝟎∙𝒄𝒐𝒔𝜽                  …………………………(1) 

𝒚=𝟓𝟎∙𝒔𝒊𝒏𝜽                  …………………………(2)  

𝟎≤𝒛≤𝟐𝟎𝟎                  …………………………(3)   

𝟑𝟎≤𝜽≤𝟏𝟓𝟎                  …………………………(4) 

Fig. 4 계측점 비교를 위한 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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𝜽 는  0°~ 120°를  10°도  단위로  나누어  13 개의  𝜽방향  기준을  만

들고 , z 는  0 ~ 190까지를  10 단위로  나누어  20 개의  z 방향  기준을  만

들었다 . 이후  𝜽 와  z 의  곱인  총  260 개의  격자형  곡면  좌표를  만들

어  내부점  정보를  포함한  곡면을  생성하였고 , 동일한  데이터에서  내

부점을  모두  제거한  62 개의  외곽점  정보만을  통해  곡면을  생성하였

다 .  

 

생성한  두  곡면의  모델링  비교를  위해  𝜽 는  0°~ 120°를  4°도  단

위로  나누어 31 개의  𝜽방향  기준을  만들고  , z 는  0 ~ 190까지를  5 단

위로  나누어  40 개의  z 방향  기준을  만들었다 . 이후  𝜽 와  z 의  곱인  

총  1240 개의  격자형  비교  데이터를  생성하여  곡면의  완성도를  평가

한  결과  소수점  14 번째  자리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수준의  정확한  

곡면이  모델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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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 차원 계측 기술의 비교분석 및 선정  

3 차원  계측  기술의  선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비교하였다 . 손승혁(2014)에서는  3 차원  계측  기술을  크게  계측대상

과  계측센서의  접촉  여부로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구분하였다 . 또한   

추가적으로  구조형태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다 .  

 

지중조의  연구를  바탕으로  계측  기술을  분류하면  비접촉식  계측  

기술의  경우  센서방식으로  기계식  프로브 , 스위칭  프로브 , 압접식  프

로브가  있으며 , 구조형태에  따라  캔틸레버(Cantilever)타입 , 다리

(Moving Bridge)타입 , 캔트리(Gantry)타입 , 수평팔(Horizontal Arm)

타입 , L-Shape 타입 , 기둥(Column)타입 , 로봇팔(Robot Arm)타입으

로  나눌  수  있다 . 각  센서방식의  각각의  구조형태에  접목이  가능하다 . 

 

접촉식  계측  기술로는  전자파식 , 광학식 , 음향식 , 전자기유도식 , 스

테레오비전  등이  있으며 , 스테레오  비전을  제외한  나머지  비접촉식  

계측  기술은  1 차원  비접촉식 , 2 차원  비접촉식 , 멀티센서  형태의  구

조를  가질  수  있다 .  

 

 다양한  계측  기술의  비교를  위해  비교항목을  도출하였다 . 첫  번째로  

계측  목적을  고려하여  냉간가공  곡판의  외곽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정

도의  계측  정밀도를  선정하였으며 , 두  번째로  현재  조선소에  적용하

기  위한  장비의  크기를  고려한  설치가능성을  선정하였다 . 세  번째로  

계측기술의  고유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계측속도와  설비  비용을  선

정하여  총  4 가지의  비교  항목을  선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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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 음향식과  전자기유도식의  3 차원  

계측  기술은  빙하의  두께나  사물간의  거리  파악등에  사용되었으며 , 3

차원  객체를  계측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 

 

접촉식  센서방식의  경우  충분한  정밀도를  가지지만  계측  설비의  비

용이  매우  비싸고 , 설비의  크기가  선체  외판보다  커야  하는  특성으로  

공간의  제약에  의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 비접촉식  센서  방식중

전자파식 , 광학식  방법의  경우에는  선체  외판의  계측에  적용을  위한  

연구  사례를  통해  적합한  계측속도 , 정밀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하지만  설비  비용이  비싸고 , 계측  시간의  문제로  공정의  지

연을  유발할  수  있다 .  

 

비접촉식  센서  방식  중  스테레오  비전의  경우  다소  정밀도가  낮지

만  냉간  곡판계측이  가능한  수준이며  설비의  비용이  저렴하고 , 공간

의  제약이  없다 . 이를  통해  스테레오  비전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

였다 . 

 

Table 1 계측 기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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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의 구현 

2.3.1 스테레오 비전의 원리 

스테레오  비전은  3 차원  공간상의  한  점이  서로  다른  영상에  투영

될  때  발생하는  시차(위상  차이)를  이용  하여  거리를  추론하는  방법

이다 . 

 

Bradski &  Kaehler (2008)을  참고하면  Fig. 5 와  같이  특징점 P

를  촬영하게  되면  두  영상에서  PR , PL 점으로  맺히게  되는데 ,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시차(Disparity, d)로  정의한다 . 그리고  카메라와  

영상까지의  거리는  초점거리(Focal Length, f)에  해당하며  카메라  기

종에  따라  값이  정해진다 . 마지막으로  카메라  카메라  OR , OL 사이의  

거리를  카메라  거리(Baseline, B)로  정의한다 .  

 

위와  같이  정의한  결과를  통해  시차와  카메라거리의  비는  초점거

리와  실제  특징점 P 와의  비로  나타나게  된다 . 이를  통해  3 차원  공간  

상의  한  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 

Fig. 5 스테레오 비전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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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스테레오 비전의 구현방식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한 계측을 위해서는 카메라 보정(Camera Calibration), 

카메라 조정(Camera Rectify), 특징점 검출(Feature Detection), 스테레오 매

칭(Stereo Matching), 삼각화(Triangulation)의 다섯 단계가 필요한데 스테레

오 비전의 구현방식을 카메라의 위치정보를 설정하고 입력하는 시점인 카메라 

보정, 조정 단계의 시점을 기준으로 2 가지로 분류하였다. 

 

Uncalibrated 스테레오 비전의 경우 계측 대상의 촬영 후 카메라의 보정과 

조정 단계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한대의 카메라로 다양한 각도에서 계측 대상을 

촬영하여 3 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며 Fig. 6 과 같다. Uncalibrated 스테

레오 비전의 특징으로는 계측 대상의 특징점 파악이 가능한 수준의 카메라만 

있으면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카메라의 보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다수

의 영상을 촬영해야 하며,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는 1m 거리의 30cm 객체인지 

10m 거리의 3m 객체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획득한 3 차원 정보를 실제 

공간상의 3 차원 정보로 변환하기 위한 변수를 입력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다. 

1 

 

                                                           
1 비전테크, http://3dsystems.co.kr/product/product_3.php?idx=41 

Fig. 6 Uncalibrated 스테레오 비전의 촬영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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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ed 스테레오  비전의  경우  계측  대상을  촬영하기  전에  카

메라의  보정 , 조정을  적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조정이  진

행되어진  2 대의  카메라  혹은  2 개의  렌즈를  가진  1 대의  카메라로  

구성되며  Fig. 7 과  같다 . Calibrated 스테레오  비전은  객체의  촬영  

횟수가  적고 , 촬영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카메라  보정 , 조정이  

된  카메라(스테레오  비전  카메라)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단점

이  있다 . 

 

Uncalibrated 방법의  경우  곡판의  계측을  위해  다수의  촬영을  할  

경우  곡판의  크기로  인해  계측  시간이  늘어나고  계측의  어려움이  따

른다 . 또한  반복적인  계측작업을  고려하여  Calibrated 스테레오  비전  

방식이  냉간  곡판  계측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1 

 

 

 

 

                                                           
1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 http://shop.leopardimaging.com/product.sc?productId=209 

Fig. 7 Calibrated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 및 촬영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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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의 구현 

Hatley & Zisserman(2003)에서는 카메라 보정(Camera Calibration) 단계

를 카메라의 정보 및 카메라 간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각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인 초점 거리, 주점과 카메라의 외부 파라미터인 회

전 행렬 및 이동 벡터를 구하는 단계로 카메라 모델에서 초점거리는 렌즈중심

과 이미지센서와의 거리(Focal Length, fx, fy ), 렌즈의 중심에서 이미지 센서

에 내린 수선의 발의 픽셀좌표인 주점(Principal Point, cx, cy), 객체 좌표계를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하기 위한 파라미터인 회전행렬 R 과 이동벡터 t 가 해당

된다. 

 

카메라 보정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규칙적인 패턴을 가진 규칙적인 패턴을 

가진 체스보드를 입력하여 카메라 보정 단계를 OpenCV 라이브러리 1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실제 체스보드 한 칸의 크기와 체스보드의 가로, 세로 개수를 입

력하고 총 60쌍의 좌,우 영상을 입력하였다. 입력한 체스보드 영상과 카메라 

보정 결과는 다음 Fig. 8 과 같다. 

 

                                                           
1 OpenCV manual, (http://docs.opencv.org/3.0-beta/doc/_tutorials/py_feature2d/py_features_harris/py 

_features_harris.html ,harris-corners) 8. OpenCV manual, (http://    docs.opencv.org/trunk/df/d9d/ 

tutorial_py_colorspaces.html) 

Fig. 8 카메라 보정을 위한 체스보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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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거리(Focal length , fx, fy):  

[ 540.819  541.082 ]  ± [ 2.242  2.256 ] 

 

 주점(Principal point, cx, cy):  

 [ 328.859  249.046 ]  ± [ 0.997  0.939 ] 

 

 회전 행렬 ∶ 

[
0.9999 0.0083 -0.0070

-0.0084  0.9998 -0.0197  
0.0069 0.0198 0.9998  

] 

 

 이동 벡터:  

 (−11.8605,0.0811, −0.0899 ) 

 

카메라 조정 단계는 카메라 보정 단계에서 도출한 파라미터를 통해 왜곡 제

거 및 호모그래피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Bouguet(2004)에서는 카메라 보정을 

Fig. 9 와 같이 3 개의 단계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로 왜곡 제거 단계에서는 추

출한 내부 파라미터를 통해 카메라 제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제거하고 

두 번째로 두 카메라의 입력 영상에서 특징점을 찾아 서로 매칭하고 호모그래

피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스테레오 카메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두 영상을 평

행하게 설정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두 카메라를 평행하게 구성하는 것은 한계

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잘라내기 단계는 구면 렌즈에 의해 발생하는 어

안 왜곡(방사 왜곡, Radial Distortion) 영역을 제거한다. 도출한 파라미터를 입

력하여 카메라 조정단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이 스테오 카메라를 구현하였으

며, OpenCV 라이브러리1를 참고하였다. 

                                                           
1 OpenCV manual, (http://docs.opencv.org/trunk/df/d9d/ tutorial_py_colorspac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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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비전 카메라의 제원 

 

 제품 ∶  Logitech Webcam C930e, 2 대 

 최대출력 크기 ∶  1920 x 1080  

 카메라 간 거리(Baseline) ∶  95mm 

 오토 포커싱 기능 off 

 OpenCV(Open source Computer Vision) 라이브러리 v2.4.10 사용 

Fig. 9 카메라 조정 순서도[Bradski(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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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한 곡판 계측실험 

3. 조선소 생산 계획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정의 

3.1 기존 Feature Detection 방법을 적용한 곡판 

계측실험 

 

3.1.1 특징점 검출(Feature Detection) 방법 

 Kaempchen et al. (2002)에서는  스테레오  비전의  3 차원  정보  

획득  순서는  스테레오  카메라로  대상을  촬영한  후  획득한  영상에서  

3 차원  좌표를  추출하고자  하는  특징점을  획득하는  특징점  검출

(Feature Detection), 획득한  특징점  중  좌 ,우  영상  속에서  동일한  

점을  쌍으로  추출하는  스테레오  매칭(Stereo Matching), 스테레오비

전의  원리를  이용하여  특징점  쌍의  3 차원  정보를  계산하는  삼각화

(Triangulation)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 

 

냉간  곡판을  계측하기  위해  곡판의  모델링에  필요한  적합한  특징

점  검출방법이  필요하다 . 영상에서  곡판의  곡이  존재하는  변에  특징

점을  잘  검출할  수  있어야  하며 , 좌우  영상에서  동일한  3 차원상의  

픽셀을  인식해야  한다 . 또한  조선소의  환경요소  중에서  영상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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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이에  앞

서  특징점  검출에  영향을  주는  조선소의  환경요소를  정의하였다 . 정

의한  조선소  환경요소는  아래  Table 2 와  같이  정의하였다 .  

 

 

기존의  다양한  특징점  검출  방법은  스테레오  매칭을  위한  과정으

로써  삼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  프로세싱(Image Processing)

을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연구  및  적용  사례에서는  곡판과  같은  객

체의  3 차원  좌표  추출에  사용된  예가  없다 .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특징점  검출  방법을  적용하여  곡판  계측  실

험을  진행하였고 , 실험을  통해  기존  특징점  검출  방법의  조선소  환경

요소에  대한  검증과  곡판  계측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실험에  사용된  

특징점  검출  방법은  Lowe (2004), Bay et al. (2006) 그리고  Harris 

and Stephens (1988)를  참고하여  4 가지로  정의하였으며 , 본  논문에

서  선정한  기존의  특징점  검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Table 2 특징점 검출에 영향을 주는 조선소 환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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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SIFT)  

: 영상의  크기를  여러  가지로  조정하여  스케일  변화에도  불

변하는  특징점을  검출하는  방법   

 

 Speeded Up Robust Features(SURF)  

: Grey 필터를  이용하여  스케일 , 조명 , 시점  등의  환경  변

화에  불변하는  특징점을  찾는  알고리즘  

 

 Harris Corner Detection 

: 특정  영역을  이동하며  영상  변화가  큰  부분을  찾아내는  

방법  

 

 Edge Detection 

:영상의  명암의  변화가  큰  지점을  파악하여  객체의  경계를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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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곡판 계측 실험 모델의 정의  

곡판  계측  실험에  앞서  실험  모델을  제작하였다 . 원통형  PVC 파

이프를  절단하여  제작하였다 . 곡량이  큰  냉간  곡판의  형상을  가지는  

Model 1 과  곡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냉간  곡판의  형상을  가지는  

Model 2 를  제작하였다 . 제작한  모델의  상세내용은  Table 3 과  같다 . 

  

 

 

 

 

 

Table 3 모의 계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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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곡판 특징점 검출 실험 및 실험결과 

실험은 앞서 도출한 조선소 환경요소 3 가지에 대한 실험과 기존의 특징점 

검출 방법의 비교를 위한 실험으로 총 4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조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3 가지의 환경에 대한 각각

의 조도를 계측하였다. 가정한 환경은 다수의 형광등이 켜진 실내, 약간의 태양

광만이 있는 실내, 어두운 실내로 각각 600, 325, 24 lx(럭스)의 조도를 가졌다. 

이외의 곡판 촬영 각도, 실험모델, 계측 배경은 동일하게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 결과는 아래 Table 4 와 같다. 

 

 

본 실험을 통해 기존 특징점 검출 방법에 있어 조도의 영향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조도에 비례하여 계측점 간의 비례 혹은 반비례 등의 특정 관

계는 없었으며, 조선소 환경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Table 4 기존 특징점 검출 방법의 조도 영향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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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촬영 각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조도 실험과 동일한 조

건에서 촬영각도만 변경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도는 약 30°, 60°, 90°로 

정의하였다. 실험 결과는 아래 Table 5 와 같다. 

 

 

본 실험을 통해 기존 특징점 검출 방법에 있어 조도의 영향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촬영된 객체의 형상을 바탕으로 특징점을 검출하기 때문에 직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계측되는 촬영각도 90°에서는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

분에서만 특징점이 검출되었고, 촬영각도 30°에서는 곡판의 곡이 잘 나타나 

곡이 존재하는 변에서 특징점이 다수 계측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특징점 검

출 방법의 경우 각도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계측 대상과 배경의 색상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진

행한 조도 계측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계측 

배경이 되는 색상만을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계측 배경 색상은 곡판과 

대비가 잘되는 검은색, 곡판과 유사한 회색과 흰색 그리고 격자 눈금이 있는 

Table 5 기존 특징점 검출 방법의 촬영 각도 영향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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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배경에서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아래 Table 6 과 같다.  

 

 

본 실험을 통해 기존 특징점 검출 방법에 있어 계측 배경의 색상 영향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측 대상과 색상의 대비가 잘 되는 검은색의 배경

에서 계측이 잘 진행되어 다수의 계측점을 검출하였다. 하지만 조선소의 경우 

정반의 색상과 곡판의 색상을 임의 조정할 수 없는 환경으로 기존 특징점 방법

의 개선 또는 새로운 특징점 검출 방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징점 검출 방법간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

다. 동일한 조건에서 특징점 검출 방법만을 변경하며 조도는600 lx(럭스), 촬영

각도는 약 90°에서 검은색 계측배경으로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아래 Table 

7, Table 8 과 같다. 

 

Table 6 기존 특징점 검출 방법의 색상 영향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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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에서  SIFT, SURF 방법으로는  외곽선  위의  특징점이  효율적

으로  계측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Corner Detection 과  Edge 

Detection 방법에서는  외곽선  위의  특징점이  잘  계측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하지만  이  두가지  방법에서  계측된  특징점은  좌우  영

Table 8 기존 특징점 검출 방법간의 비교 결과 2 

Table 7 기존 특징점 검출 방법간의 비교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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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서로  다른  특징점이었으며 , 스테레오  매칭을  진행할  수  없음

을  확인하였다 .  

 

진행한  4 가지의  실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특징점  검출  방법을  이용

하여  곡판을  계측하고  삼각화를  통해  실제  3 차원  공간상의  곡판의  

좌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촬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 

이를  통해서는  효율적인  곡판  계측  공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도출한  3 가지의  조선소환경에  대응이  가능하며 , 보다  효율적으로  

곡판을  계측하고  특징점을  검출할  방법이  필요하여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을  제안하였다 . 제안한  특징점  검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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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의 특징점 계측실험 

 

3.2.1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은 기존의 영상처리 방법 중 Color 

Detection 이라는 영상처리(Image Processing) 방법에서 착안하여 개발하였다. 

특징점을 획득하는 특징점 검출(Feature Detection), 획득한 특징점 중 좌,우 

영상 속에서 동일한 점을 쌍으로 추출하는 스테레오 매칭(Stereo Matching) 

단계를 통합하여 색 특징점(Color Feature)를 곡판에 설정하고, 이를 계측한 

뒤 매칭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곡판 모델링에 중요한 특징점만을 사용자

가 임의 지정할 수 있어 특징점 검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스테레오 

매칭 단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의 구성은 Color Detection 방법

을 적용하여 계측 각도, 계측 배경이나 계측 대상의 색상의 영향에 대해 대응

할 수 있으며, 카메라의 자동밝기 조절기능을 사용하여 다양한 조선소의 조도

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자동밝기 조절기능으로 인

해 색상 인식이 설정한 색 특징점의 색상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을 해

결하기 위해 HSV 필터를 적용하였다. 

 

 RGB 필터의 경우에는 원하는 색상을 정확히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만 자동밝기 조절기능으로 인해 실제 색상이 영상 속에서는 다른 RGB 값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HSV 1  필터를 적용하며 색상

(Hue) 값만을 설정하고 채도(Saturation)값과 명도(Value)값을 전범위로 설

                                                           
1 HSV(Hue, Saturation, Value) : 색상(H), 채도(S), 명도(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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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자동밝기 조절기능에 의해 다르게 인식되는 색상에 대해 대응할 수 있

다. 아래의 Fig. 10 를 참고하면 색상만을 지정하고 채도와 명도를 전범위로 

설정하게 되면 하나의 면의 값을 가지게 된다. 

 

제안한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의 적용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앞서 

진행한 기존의 특징점 검출 방법을 이용한 곡판 계측실험과 동일한 실험을 진

행하였다. 실험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Fig. 10 RGB 필터와 HSV 필터[Kothar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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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Color Feature Detection 을 이용한 곡판 계측 가능

성 확인 실험 

3.1.1 에서 도출한 조선소 환경요소 3 가지에 대해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의 곡판 계측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에는 붉은색의 색 특징점(Color Feature)과 초록색상의 색 특징점이 사용되었

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색 특징점을 생성하여 특징점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

다. 

 

첫 번째로 조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600, 325, 24 lx(럭스)로 조도

를 구분하고 나머지 곡판 촬영 각도, 실험모델, 계측 배경은 동일하게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아래 Table 9 와 같다. 

 

Table 9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의 조도 영향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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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을 통해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으로 계측 시 조도와 상

관없이 특징점 검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밝기 조절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였고, 그 결과 조도에 따라 배경의 색상과 함께 설정한 색  

특징점이  다소  밝거나  매우  어둡게  나타났지만  HSV 필터에서  정확

히  검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  

 

두  번째로  촬영  각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조도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각도만  변경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 각도는  약  

30° , 60° , 90°로  정의하였다 . 실험  결과는  아래  Table 10 과  같다 . 

 

 

본 실험을 통해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으로 계측 시 각도와 상

관없이 특징점 검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밝기 조절기능으

Table 10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의 각도 영향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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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붉은색의  색  특징점이  노란색에  가깝게  밝게  나타났지만  이

와  무관하게  특징점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세  번째로  계측  대상과  배경의  색상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 

계측  배경  색상은  곡판과  대비가  잘되는  검은색 , 곡판과  유사한  회색

과  흰색  그리고  격자  눈금이  있는  흰색  배경에서  진행하였다 . 실험  

결과는  아래  Table 11 와  같다 . 

 

본 실험을 통해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으로 계측 시 배경 색상과 상

관없이 특징점 검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은색 배경에서 매우 

밝은 색상으로 인식되었지만 정확히 특징점을 검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빔 프로젝트, 레이저포인트와 같은 색 특징점의 검출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Table 12 와 같다. 빔 프로젝트나 레이저포인

트 등은 광원을 통한 색 특징점을 생성하는 것으로 실제 조선소 적용시에 마커

Table 11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의 색상 영향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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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착이나 제거 등과 같은 작업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작업들을 감소시킬 수 

있어 효율적인 계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Table 12 의 결과를 보면 Case 1 은 빨간색 마커와 레이저포인트, 초록색 

마커와 레이저 포인트에 대한 계측 결과로 색을 가져서 주변과 구분되도록 촬

영만 되면 특징점 검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2 의 경우에는 빔 

프로젝트로 초록색 색 특징점을 만든 것이고 역시 정확히 색 특징점이 검출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행한  4 가지의  실험을  통해  조선소  환경요소인  조도 , 색상 , 촬영

각도에  대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곡판을  계측

할  수  있는  특징점  검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 이  방법을  통해  검출

한  특징점과  스테레오  매칭  결과를  통해  평면  및  곡판  모델의  계측

을  수행하고  곡판  계측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Table 12 다양한 색 특징점 설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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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을 적용한 평면 

및 곡판 계측실험 분석  

 

3.3.1 평면 계측 실험 및 결과 분석 

3.1.1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확한 3 차원 좌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특

징점 검출, 스테레오 매칭, 삼각화의 단계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앞서 3.2.2 

에서 진행한 실험을 통해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이 특징점 검출 단계

를 수행하는 데에는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본 실험에서는 특징점 검출 단계 이

후 스테레오 매칭과 삼각화를 수행하여 평면 및 곡판 계측의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첫 번째 실험은 동일한 평면상에 위해 4 개의 색 특징점을 설정하고 설정된 

색 특징점 중 3 개를 선택하여 평면을 생성하고 나머지 점과의 거리를 계산하

여 평면을 얼마나 정확히 평면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결과와 색 특징점 사이

의 거리를 얼마나 정확히 계산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점들의 거리는 10cm로 설

정하였다. 

 

본 실험의 계측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점간의 거리와 대각선 길이에 대해

계측평균, 중앙값(Median), 표준편차, 계측오차를 산출하였다. 대각선 길이와 

계측점 사이 거리의 정의는 Fig. 11 과 같다. 계측오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

다. 실제 길이는 판에 부착한 색 특징점 간의 거리를 측정한 실제 값이고, 계측 

길이는 계측을 통해 마커 간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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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오차 =  (실제 길이 –  계측 길이) / 실제 길이 × 𝟏𝟎𝟎      ….………..(5) 

실제 계측한 결과값은 하나의 평면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총 20 회를 진

행하여 데이터를 산출하였고 결과는 Table 13, Table 14 와 같다. 

  

1 2 3 4 5 6 7 8 9 10

0.461141 0.08003 0.099926 0.019949 0.099923 0.389658 0.208129 0.396346 0.499214 0.310071

0.457075 0.079282 0.098889 0.019826 0.098886 0.388329 0.204671 0.392967 0.49762 0.307304

0.464748 0.080491 0.1005 0.020048 0.100495 0.394063 0.209527 0.400823 0.501516 0.312969

0.460608 0.079735 0.099451 0.019924 0.099446 0.392699 0.206022 0.397363 0.499902 0.31014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499962 0.09577 0.259902 0.449546 0.5105 0.269595 0.089382 0.257584 0.100066 0.200329

0.499658 0.093072 0.260697 0.446967 0.510842 0.269018 0.088444 0.254259 0.099134 0.197847

0.505957 0.096417 0.260529 0.448719 0.514889 0.26919 0.090258 0.256073 0.100637 0.200831

0.50563 0.093682 0.261327 0.446149 0.515218 0.268613 0.089301 0.252787 0.099694 0.198337

계측점 사이 거리

Fig. 11 대각선 길이와 계측점 사이 거리의 정의 

Table 13 10cm 평면의 계측점 사이 거리의 계측값 

Table 14 10cm 평면의 색 특징점 계측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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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점간의 거리를 15cm 로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아래 Table 15, Table 16 와 같다. 

 

 

 계측 결과값은 1.7 ~ 3.4%로 다소 높은 값이 나왔지만 오차 값을 실제 길이

를 기준으로 하여 짧은 길이에서 발생한 1cm 이하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값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면을 평면으로 인식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3 점을 포함한 평면과 다른 한 점 사이의 거리가 3mm 이하로 

도출되었다.  

 

1 2 3 4 5 6 7 8 9 10

0.312071 0.080826 0.5115 0.019949 0.499962 0.498374 0.259902 0.449546 0.099787 0.396346

0.317304 0.075738 0.508377 0.019827 0.499658 0.49762 0.260697 0.446967 0.098845 0.392967

0.311969 0.080491 0.504889 0.020048 0.505957 0.503753 0.260529 0.448719 0.100435 0.400823

0.350147 0.079853 0.513218 0.019924 0.50563 0.499902 0.261327 0.446149 0.099452 0.39736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099926 0.257553 0.087382 0.454633 0.110066 0.315655 0.444547 0.296346 0.208129 0.257584

0.098889 0.254285 0.087444 0.457769 0.199134 0.307256 0.446827 0.292345 0.204671 0.254259

0.1005 0.256073 0.090258 0.464346 0.100637 0.312969 0.444525 0.380823 0.209527 0.256073

0.099451 0.252253 0.089301 0.460608 0.199694 0.365875 0.446135 0.372763 0.206022 0.252787

계측점 사이 거리

Table 15 15cm 평면의 계측점 사이 거리의 계측값 

Table 16 15cm 평면의 색 특징점 계측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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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곡판 계측 실험 및 결과 분석 

카메라로부터 거리가 다른 각 점간의 거리를 비교할 수 있는 실험으로 

3.1.2 에서 정의한 Model 1 과 Model 2 에 색 특징점을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Model 1 의 경우에는 곡이 있는 변에 5 개씩 총 10 개의 색 특징점을 

설정하였고, Model 2 의 경우에는 곡이 있는 변에 4 개씩 총 8 개의 색 특징점

을 성정하였다. 설정한 폭거리와 끝점간의 거리는 Fig. 12 와 같다. 진행한 실

험의 결과 데이터는 아래 Model 1 의 경우 Table 17, Table 18 과 같으며 

Table 19 에서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Model 2 에 대한 결과는 Table 20, 

Table 21 와 같고, Table 22 에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Fig. 12 판의 끝점간 거리 및 폭거리의 정의 

1 2 3 4 5 6 7 8 9 10

5.075116 5.047626 5.107066 4.904415 5.061578 5.119186 5.059493 5.070912 5.048018 8.588557

5.778416 4.863888 4.951467 4.919359 4.868506 4.897402 4.861787 4.891545 4.886421 8.804469

5.080406 4.910291 4.976674 4.919359 4.88486 4.899885 4.921403 4.907148 4.904018 8.458648

4.888153 4.783599 4.88719 4.878302 4.843475 4.863782 4.828102 4.818166 4.87225 8.50348

4.520356 4.751364 4.835102 4.808599 4.771208 4.778444 4.753225 4.743412 4.770115 8.37745

판의 폭 거리

Table 17 Model 1 곡판의 폭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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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0.67691 10.72927 10.65985 9.733921 10.72833 10.67749 10.65493 10.74503 10.65332 10.73242

10.62192 9.568857 10.7334 10.75542 10.69742 10.69406 10.6118 10.74105 10.66954 10.67799

판의 끝점간 거리

1 2 3 4 5 6 7 8 9 10

27.2597 27.21587 27.54025 27.76011 27.19725 27.16823 27.64089 27.45631 27.40569 27.20359

26.29789 26.84912 26.36631 26.6098 26.40036 26.51741 26.50606 26.72543 26.73062 26.60383

26.95024 26.88476 26.92519 27.29827 26.39213 26.81719 26.71294 26.94356 26.84924 26.94356

26.82758 26.26898 26.69775 26.72752 26.81352 26.22436 26.81352 26.82052 26.72307 26.61308

판의 폭 거리

Table 18 Model 1 곡판의 끝점간 거리 

1 2 3 4 5 6 7 8 9 10

13.52631 12.73142 12.95034 12.28743 13.31974 12.75302 13.21379 12.55135 13.31977 12.59631

12.96605 12.56178 13.23883 12.41873 13.17971 12.20425 13.14557 12.59631 13.31977 12.44541

판의 끝점간 거리 

Table 19 Model 1 곡판의 결과분석  

Table 21 Model 2 곡판의 끝점간 거리  

Table 20 Model 2 곡판의 폭 거리 

Table 22 Model 2 곡판의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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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과 Model 2 의 계측결과를 보면 다소 실제 길이에 비해 작게 계측

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오차가 4% 이하로 발생하였지만 앞서 평면에 대한 

계측 실험에서 발생한 오차와 유사하며 스테레오비전을 이용한 계측에서 발생

하는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계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준 편차가 0.4 이하

이고 색 특징점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하여 계측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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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간 곡판 계측시스템의 개발 
4. 냉간 곡판 계측시스템의 개발 

4.1 스테레오 비전의 구성 

Lee & Kang(2010)에서는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를  구현할  때에는  

카메라의  화소 , 카메라의  화각 , 계측  대상의  크기 , 계측  대상과의  거

리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 이를  고려하여  카메라  거리

(Baseline)을  적절히  조절하여  카메라를  구성하게  되는데 , 카메라  거

리가  큰  경우  투영된  영상상의  시차가  증가하게  되고  정밀한  거리정

보  파악이  가능하다 . 또한  David Gallup et al. (2008) 을  참고하면

Fig. 13 와  같이  카메라  거리가  큰  경우  객체와  깊이  해상도가  높아

져  원거리  계측이  가능해지지만 ,  Fig. 14 처럼  객체와  카메라  간의  

거리가  멀어져  영상의  해상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Fig. 14 카메라거리와 촬영 거리의 관계  Fig. 13 카메라거리와 깊이해상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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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에서  구현한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의  화각이  폭

방향  90° , 높이방향  60°이며 , 1920 × 1080  의  화소를  가진다 . 또한  

카메라  거리는  9.5cm 이다 . 실험을  통해  좌우  영상간의  시차가  최소  

50 픽셀이상이어야  삼각화를  통해  정확한  좌표를  계산할  수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 이렇게  도출된  최소한의  시차  값을  시차  한계값으로  

정의하였다 . 시차  한계값은  카메라의  성능에  의존하는  값으로  본  실

험에  사용된  카메라에  한해서  동일한  값을  가진다 .  

 

 

도출된  시차  한계값에  대한  그래프는  Fig. 1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로축인  오차는  3 장에  식(5)번에서  정의한  오차값을  사용하였으며 , 

세로축은  시차를  픽셀단위로  나타냈다 .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50픽셀

부터  오차가  급격히  상승하여  20~30 픽셀  사이의  오차에서는  50%가  

넘는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냉간  곡판  계측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반의  크기를  4m × 4m  

Fig. 15 시차 한계값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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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정하였다 . 가정한  정반의  크기를  현재  카메라의  화각을  고려하

여  계측  거리를  산출하였다 . 높이방향의  화각이  폭방향  화각보다  작

기  때문에  높이방향  화각을  고려하고  왜곡  제거를  감안한  마진을  부

여  하여  수직  계측  거리를  산출하였다 . 수직이며  4m  정반의  정중앙

에서  촬영을  가정하면  화각의  절반의  탄젠트  값이  정반의  정중앙에서  

2m 거리가  되므로  산출에  사용된  식은  아래와  같다 . 

 

계측거리(𝐜𝐦) =
 계측대상의크기(𝐜𝐦)

𝟐 ×𝐭𝐚𝐧(
화각

𝟐
)

× (𝟏𝟎𝟎 + 마진 )(%)      …………(6) 

 

계측거리(𝐜𝐦) =
𝟒𝟎𝟎𝐜𝐦

𝟐 ×𝐭𝐚𝐧 𝟑𝟎
×  𝟏. 𝟎𝟏 = 𝟑𝟒𝟗𝐜𝐦                 …………(7) 

 

계산을  통하여  현재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4m × 4m  정반을  계측하

기  위해서는  약  3.5m의  촬영거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3.5m  촬영

거리에서  9.5cm  카메라거리를  가지는  스테레오비전  카메라는  시차가  

10픽셀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 시차한계값을  고려하여  시차가  

50 픽셀이상  발생하도록  카메라거리를  조절해야  한다 .  

 

카메라  거리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조절을  통해  수정할  

수도  있지만  픽셀  크기를  계산하여  정확히  조절할  수  있다 . 픽셀  거

리는  초점거리와  촬영대상과의  거리의  비와  실제  사물의  크기와  영상

에  맺힌  사물의  크기의  비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 하지만  산출  과정

에서  오차로  범위로  산출하였으며 , 픽셀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식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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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거리(𝒎𝒎)

실제거리(𝒎𝒎)
=

영상에 맺힌 사물크기(𝒑𝒊𝒙𝒆𝒍)× 픽셀크기(𝒎𝒎)

실제크기
  ………….…(8) 

 

 

𝟓.𝟒(𝒎𝒎)

𝟖𝟎𝟎(𝒎𝒎)
=

𝟒𝟎(𝒑𝒊𝒙𝒆𝒍)× 𝒑𝒊𝒙𝒆𝒍 𝒔𝒊𝒛𝒆(𝒎𝒎)

𝟒𝟎𝟎
  <  𝒑𝒊𝒙𝒆𝒍 𝒔𝒊𝒛𝒆 <   𝟓.𝟒(𝒎𝒎)

𝟏𝟎𝟎𝟎(𝒎𝒎)
= 𝟔𝟎(𝒑𝒊𝒙𝒆𝒍) × 𝒑𝒊𝒙𝒆𝒍 𝒔𝒊𝒛𝒆(𝒎𝒎)

𝟔𝟎𝟎(𝒎𝒎)
              

………….…(9) 

 

계산을  통해  픽셀  크기는  0.045cm ~ 0.054cm 범위를  가지는  것을  확

인했다 . 0.05 cm 크기를  반영하여  최소  시차이를  만족하도록  40`픽셀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거리를  기존의  9.5cm 에서  2cm  추가하여  

11.5cm  이상의  카메라  거리가  필요함을  계산했다 . 이렇게  계산된  

11.5cm 이상의  카메라  거리를  가지도록  12cm 의  스테레오비전  카메라

를  바탕으로  냉간  곡판  계측시스템을  구현하였고  구성도는  아래  Fig. 

16 과  같다 . 

 

Fig. 16 냉간 곡판 계측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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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냉간 곡판 계측시스템을 이용한 대형평면 계측

실험 

 

 4.1 에서  구현한  냉간  곡판  계측시스템의  실제  곡판  계측  가능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 가로  370cm ×  세로  210cm  의  

평면을  가정하여  색  특징점을  설정하였다 . 조선소  환경에서는  정반과  

곡판외에  주변에  다양한  계측  방해  요소들이  존재하기떄문에  이를  고

려한  다양한  주변요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 설정

한  대형  평면  및  계측  환경은  아래  Fig. 17 과  같고  실제  계측  결과

와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23, Table 24 와  같다 . 

 

 

대형  평면은  직사각형  형태로  두  개의  가로길이 , 세로길이 , 대각선  

길이를  총  13 회  반복  계측하였으며 ,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  

Table 23 대형 평면 계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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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한  냉간  곡판  계측시스템을  통해  대형평면을  계측한  결과  다

양한  장애물  요소가  존재함에도  정확하게  색  특징점을  검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삼각화를  통한  3 차원  정보를  추출한  결과  

0.1%  이하의  오차와  5 이하의  표준편차가  발생하였다 .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히  냉간  곡판  계측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

며 , 이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냉간  곡판  형상을  파악하고  정확한  가열

정보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Table 24 대형 평면 계측 결과분석 

Fig. 17 대형 평면 및 조선소 장애물요소 계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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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5. 결 론 

곡판의  정량적  가공을  위한  가열정보  산출을  위해서는  정량적인  

냉간  곡판의  형상  파악이  필요하다 . 하지만  현재  냉간  곡판은  정성적

인  측정만  진행되고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냉간  곡판의  3 차원  

계측을  제안하였다 . 적합한  3 차원  계측  기술을  선정하기  위해  기존

의  계측기술을  설비  크기 , 가격 , 계측  속도  그리고  설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교하고  스테레오  비전(Stereo vision)을  이용한  계측  방

안을  도출하였다 .  

 

곡판  계측에  스테레오  비전을  적용하기에  앞서  조선소  환경제약으

로  조도 , 촬영  각도 , 곡판  및  정반  색상을  선정하고 , 카메라  거리

(Beaseline)가  9.5cm 인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를  구축하였다 . 스테

레오  비전의  기존  특징점  검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선소  환경에  대한  

대응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 기존의  방법으로는  조선소  환경에  대응하

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  

 

이에  조선소  환경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상처리  기술인 Color 

Detection 과  카메라의  자동밝기  조절기능 , HSV 필터를  이용한  

Color Feature Detection 방법을  제안하였다 .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



제  5 장  결    론   

 

 52 

여  조선소  환경제약에서도  특징점이  원활히  검출되는  것을  실험을  통

해  확인하고 , 이를  바탕으로  평면  및  곡판  계측실험을  진행하였다 . 

계측  결과의  삼각화를  통해  3 차원  정보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하여  계측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계측  가능성을  확인한  스테레오  비전을  바탕으로  Color Feature 

Detection 적용하여  4m × 4m 크기의  정반이  계측  가능한  냉간  곡판  

계측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개발한  계측시스템을  통해  3.7m × 2.1m  크

기의  대형평면을  조선소  환경을  가정하여  계측하였으며 , 이를  통해  

현업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실제  곡판  계측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진행한  실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현업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 또한  개발한  냉간  곡판  

계측시스템을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가열정보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

도  예상하며 , 곡판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던  작업자의  업무부담이  감

소하고 , 작업의  통제가  보다  원활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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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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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on the calculation of the heating information for the 

production of the curved plate was carried out to reduce the work load 

and to control the work.  In order to calculate the heating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exact shape of the roll-formed plate. 

However, only the qualitative measurement is performed after the 

bending process in the production of the curved plat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predict the result of the 

bending However, according to Ryu(2002), it is almost impossible to 

predict the result of bending process.  

 

In this study, quantitative measurement was proposed to measure the 

shape of roll-formed plate. To characterize the appropriate roll-

formed plate measurement technique, I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oll-formed plate. A 3-dimensional measurement method wa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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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d and stereo vision was derived as a suitable measurement 

method. 

 

 By creating the derived stereo vision camera, it was confirmed 

through experiments that difficulty to cope with the environmental 

constraints of the shipyard, such as roughness and angle of view. 

Therefore, a Color Feature Detection method is proposed. The method 

can cope with environmental constraints of the shipyard.  In order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measuring the curvature of the proposed 

method, the measurement of the plate and the curved plate was carried 

out and the possibility of measurement was confirmed.  

 

Based on the stereo vision that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measurement, a roll-

formed plate measurement system is implemented for measuring large objects. 

Alos, the measurement experiments are conducted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shipyard through the constructed system.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e possibility of large bending 

measurements in actual shipyard environments. 

 

Keywords : Roll-formed plate, Stereo vision, Measuring system, Color 

Feature Detection, Trian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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