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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속 이동 컨테이  화물을 효율 으로 검색하기 한 스테 오 방사선 상 기반 3차원 형상화 

연구에 하여 기술하 다. 스테 오 방사선 상은 X-선 발생장치, 선형 방사선 센서 그리고 이동 스테이지로 구

성한 일련의 장치로부터 실물을 상으로 획득하 다. 두 개의 방사선 센서는 검색 상체의 정류된 X-선 상을 

얻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스테 오 X-선 상을 이용하여 두 상간의 응 을 찾는 매칭 알고리즘을 구 하

고, 상체의 실제 3차원 형상을 복원과정을 연구하 다. 상체는 컨테이  화물을 모사하기 해 평형 철재 상자 

내부에 넣은 다음 시험하 다. 3가지 상체에 해 스캔시험과 3차원 복원과정을 차례로 진행하 으며, 방사선 

상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에지정보를 기반으로한 상복원을 시도하 다. 시험결과는 제안

한 기술이 컨테이  화물 검색에서 보다 효율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3-D visualization technique using stereo radioactive images to provide efficient inspection of fast moving cargo 

objects. The proposed technique can be used for such objects which CT or MRI cannot inspect due to restricted scan environment. Stereo 

radioactive images are acquired from a specially designed equipment which consists of a X-ray source, linear radioactive sensors, and a 

moving stage. Two radioactive sensors are installed so that rectified stereo X-ray images of objects are acquired. Using the stereo X-ray 

images, we run a matching algorithm to find the correspondences between the images and reconstruct 3-D shapes of real objects. The objects 

are put in a parallelepiped box to simulate cargo inspection. Three real objects are tested and reconstructed. Due to the inherent ambiguity in 

the stereo X-ray images, we reconstruct 3-D shapes of the edges of the object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proposed technique can 

provide efficient visualization for cargo inspection.

키워드

스테 오 상, X-선 상처리, 화물검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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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퀴리 부부가 라듐을 발견한 이후 방사선은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국방, 산업, 농업, 환경 등의 범 한 분야

에서 이용되고 있다. 산업분야에서는 주로 비 괴검사

용 장비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항 출입국 리소의 X-선 

검색 는 표 인 방사선 응용 비 괴 상장비이다.  

최근 미국은 9.11 사태 이후 수출입물류의 보안  안

정성 강화를 해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  물

류의 방사선 검색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 다. 이

로인해 컨테이  물류 검색장치의 수요가 세계 으로 

증함에 따라 미국, 국 등은 물류 검색장치의 개발에 

심 을 기울여 왔고, 최근에는 일부제품의 상품화 단계

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재 개발된 검색장치는 부분 검사 오 젝

트의 방사선 스캔 단면 상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 2차

원(2 Dimension, 2-D) 방사선 상정보만으로는 물류 컨

테이  내부 오 젝트의 형태를 정확히 단하는데 한

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신뢰도 높은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해서는 오 젝트에 한 3차

원(3 Dimension, 3-D) 방사선 검색정보가 필요하게 되었

다. 그러나 완벽한 3차원 내부 형상정보를 제공하는 

CT(Computed Tomography)나 MRI(Magnetic Resonance 

Image)는 검사시간과 설치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고속 

선형 이동성이 요구되는 컨테이  물류용 검사장치에 

용하기엔 한계가 있다.[1-4]

본 논문에서는 기존 2-D 방사선 상에 비해 보다 효

과 인 검색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CT나 MRI로는 불

가능한 고속 이동 컨테이 에 한 용성을 동시에 높

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 ‘방사선 검색 상의 스테 오 

상화’ 즉, 스테 오 X-선 검색장치로 스캔한 두 방사

선 상의 3차원 가시화에 한 연구를 시도하 다. 

연구 진행은 먼  두 의 X-선 라인 디텍터를 이용하

여 축소형 컨테이  내 실물 오 젝트를 상으로 X-선

으로 스캔하여, 두 장의 스테 오 방사선 상을 획득한

다. 이어 상 매칭(Matching)을 통해 스테 오 상간의 

동일 치를 탐색한 다음 이 매칭결과와 스캔장치의 캘

리 이션 (Calibration) 매트릭스 정보를 기반으로 오

젝트의 3-D 데이터를 복원하고, 최종 으로 3차원 복

원정보를 가시화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개발한 스테

오 X-선 상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에 해 설명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 세 개의 오 젝트를 컨테이  박스에 담

은 상태로 스캔하여 스테 오 방사선 상을 획득한 다

음, 각각의 3차원 정보를 추출하고 가시화하는 연구과정

을 상세히 기술하 다. 

실험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사선 스캔

상에 한 스테 오 형상화 기술이 3차원 컨테이  검사

장치로서 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함을 확인하

게 되었다. 

Ⅱ. 스테 오 X-선 검색장치  

구동 알고리즘 

2.1 스테 오 X-선 상 획득장치

그림 1은 설계 제작한 축소형 스테 오 X-선 검색장

치의 그래픽 모델로 X-선 발생장치(X-ray Generator), 검

색 오 젝트 등속 선형 스 용 스테이지(Stage), 방사선 

디텍터(Detector)로 두 (Dual-line)로 구성 되어있다. 

그림 1. 스테 오 X-선 검색장치의 그래픽 모델
Fig. 1. The graphic model of the stereo inspection 

system

장치 구성  X-선 발생장치는 컨테이  내부 오 젝

트의 비 괴 검사용이며, 두 의 디텍터는 X-선 장치로

부터 오 젝트의 깊이에 따른 시차(Disparity)를 가지는 

두 장의 스테 오 상을 획득하기 한 구조로 설계된 

것이다. 

X-선 발생장치는 압이 40kV에서 최  120kV까

지 인가할 수 있고 류는 250uA에서 7,500uA 범 에서 

조정 가능하다. X-선 발생 튜 (Tube)는 장치 면부로

부터 81.75㎜ 안쪽, 면에서 101.6㎜ , 그리고 왼쪽 모

서리로부터 367.05㎜에 치하고 있다. X-선 빔의 방출



듀얼센서 기반 X-선 검색 상 스테 오 가시화 연구

2085

부 에는 0.4㎜ 두께의 알루미늄 필터를 부착하 고, 방

출 X-선 빔은 상하로는 80°, 좌우는 최  10°의 각을 갖도

록 설계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X-선의 에 지는 

129keV이다. 등속 스캔용 선형 스테이지는 AC 모터로 

구동하 고, 모터의 기어비는 9:1, 벨트를 포함한 축의 

직경은 62㎜, 모터의 RPM은 1,550rpm으로 최 속도는 

33 meter/min이며, 실제 실험시 오 젝트 구동 스캔속도

는 5 m/min로 설정하고 방사선 상을 획득하 다.

스테이지 상에 놓인 검사용 오 젝트는 두 개의 라인 

디텍터에서 스캔되어 두 장의 이차원 방사선 상으로 

획득되는데, 두 스테 오 상간의 시차 제어를 해 두 

디텍터 간의 간격을 조 할 수 있도록 하 고 동시에 디

텍터와 방출 X-선의 축 일치(Align)를 해 그림 1에서

와 같이 디텍터 하부에 회  스테이지를 구성하 다. 

듀얼 라인 디텍터는 1차원 선형배열센서(Linear array 

sensors)로 640개의 화소(Pixels) 센서를 수직으로 층한 

구조이다. 각 화소인 포토다이오드 센서는 높이 0.4㎜, 

폭 0.3㎜의 형태로 면에 부착된 신틸 이터(CsI)에서 

변환된 X-선의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한 디텍터 

면에 부착된 콜리메이터(Collimator)는 0.4㎜의 비로 

설계되었고 디텍터의 최소 상 집 시간은 0.5ms이므

로 0.3㎜의 폭을 고려할 경우 최  스캔 속도, 60cm/s로 

오 젝트 검색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X-선 발생 장치로

부터 디텍터까지의 거리는 1,005㎜인데, 디텍터 내부의 

X-선 감지용 포토다이오드 센서가 표면으로부터 내부 

10㎜에 치하고, X-선 발생지 (Spot)이  장치 표면으

로부터 81.75㎜ 안쪽에 놓여있어 X-선 장치와 디텍터 간

의 정확한 거리는 1,096.8㎜로 계산된다.  

 

2.2 장치구동  상획득용 로그램

스테 오 X-선 상을 얻기 한 도우 기반 로그

램을 그림 2와 같이 개발하 다. 이 로그램은 선형 스

테이지를 제어하여 검사용 오 젝트를 등속 이동시키면

서 X-선에 의한 오 젝트 투과 상을 스캔하여 2-D 상

을 획득하도록  구 한 것으로서 다음의 장치 기설정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구동장치의 조정값을 설정하는 

‘Scan Setting’에서는 팝업 도우를 통해 X-선 발생장치

와 이송장치, 그리고 디텍터의 각 변수들을 검색 오 젝

트의 물리  특성에 맞게 설정한다. 그리고 ‘Scan Init.’은 

설정된 변수값을 기 으로 장치에 한 기화를 수행

하고, ‘Scan Start’는 상스캔의 시작을 지시한다. 

그림 2. 장치운용  상획득 로그램
Fig. 2. A System control and acquisition software

이상의 설정이 완료되면 ‘Stereo Image’로 스테 오 

상을 획득하게 되며, 스캔 결과의 상은 그림 2에서

와 같이 두 장의 2-D 이미지로 디스 이 되고, 동시에 

일로 장된다.

 

Ⅲ. X-선 상획득  스테 오 

가시화 시험

3.1 X-선 스테 오 가시화 시험 차

이상에서 설명한 스테 오 X-선 상장치와 상획

득 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제 오 젝트를 상으로 스

테 오 방사선 상을 획득하고 오 젝트의 3차원 형태

를 가시화하는 연구를 그림 3에서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

하 다. 

그림 3. 스테 오 X-선 상획득  3차원가시화과정
Fig. 3. Steps of stereo acquisition and 3D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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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X-선 발생장치와 디텍터를 기화(Initialization)

하고 장치의 기하구조 특성을 캘리 이션(Calibration) 

한다. 체 장치의 기하구조에 한 캘리 이션 과정

은 스캔된 오 젝트의 정확한 3-D 형태복원 과정에 필

수 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다음은 장치구동과 더불어 두 디텍터로부터 스테

오 X-선 상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두 상의 심이 

상 내 동일 수직 좌표축 상에 치하도록 하기 해 

두 디텍터의 심을 일치시켜 진행한다. 이러한 등록

(Registration) 차는  두 상 동일 치 탐색(Search)의 

범 를  일정 범 로 제한할 수 있게되어 신속한 스테

오 매칭(Stereo matching)을 가능하게 해 다. 

획득된 기 방사선 스테 오 상은 많은 잡음신호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잡음 필터링 처리를 통

하여 상 개선(Enhancement)이 필요하며, 그 후에 두 

상에서 동일 치를 찾는 스테 오 매칭과정이 진행된

다. 이 매칭결과에 앞서 구한 장치 캘리 이션 정보를 

보정하여 상 내 해당 화소별 동일 치의 깊이(Depth) 

정보를 계산하고, 최종 도출된 깊이정보를 3-D 그래픽 

모델로 변환하여 가시화함으로서 검사용 오 젝트의 3

차원 정보를 복원하게 된다.

  

 3.2 X-선 스캔 상획득

실제 컨테이  내에 있는 오 젝트의 스테 오 X-선 

상을 얻는 실험을 해 그림 4(a)와 같이 선형 스테이

지에 시험용 오 젝트를 얹은 후 박스로 오 젝트를 

웠다. 철 재질의 박스는 컨테이 를 모사하기 한 것

으로 비, 깊이, 높이가 각각 360mm, 144mm, 144mm이

고, 의 두께는 5mm로 실물 컨테이  1/10 축소 형태

로 제작하 다. 오 젝트는 디텍터에 해 면과 후면

이 서로 다른 깊이(Depth)감을 갖도록 비스듬하게 치

시켰다. 

8mm/sec 등속으로 선형 스테이지를 이동하면서 얻은 

그림 4(a)의 X-선 스테 오 상이 그림 4(b)이다. 이 때 

두 디텍터의 베이스 라인 간격은 150mm로 설정하여 디

텍터 간의 시야각은 약 7.7896°로 계산된다. 그림 4(b)의 

두 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차(Disparity)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두 상의 깊이정보가 서로 달라 발

생된 것이다.

 

(a)

(b)

그림 4. 스테 오 X-선 상의 
(a) 시험용 오 젝트와 덮개 박스
(b) 두 디텍터에서의 X-선 스캔 상

Fig 4. Sample Image of stereo X-ray Images
(a) The test object and the cover box
(b) Example of stereo scan images

3.3 두 X-선 검색 상기반 3차원 검색정보가시화

획득한 스테 오 X-선 상을 이용하여 오 젝트의 3 

차원 형태를 복원하고 가시화하는 방법과 과정은 다음

과 같다. 제작한 X-선 스캐닝 장치는 3차원 좌표로 표

되는 방사선 발생장치와 검사용 오 젝트, 그리고 2차원 

좌표로 나타나는  방사선 스캔 상의 상 계를 근거

로 그림 5와 같이 모델링할 수 있다. 그림에서 오 젝트

상의 임의 3차원 실측 (x,y,z)에 해 두 디텍터에 투

(Projection)되는 좌, 우 각 상의 좌표축은 다음의 수식 

1로 표 된다.[4-6]

 




 





     (1)

여기서, Tk=(Txk,Tyk,Tzk)는 월드(World) 좌표축으로 부

터 카메라 좌표축으로의 이동(Translation), θk 는 y축 방

향에 한 두 디텍터 간의 회 (Rotation) 각도, pv 는 y측 

방향의 디텍터 좌표축의 심 보상(Offset) 값. 그리고 Sk 

는 x-축 방향으로 오 젝트의 이동속도를 나타낸다. 이 

식에서 k는 두 디텍터를 각각 나타내는 변수로 0 과 1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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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 오 X-선 상획득 장치에서 첫 번째 디텍터와 

월드 좌표를 정확히 일치시켜 제작되었고, 두 번째 디

텍터는 y축 방향으로 각 θ로 회 되어 있으므로 θ1 = 0 

and θ2 = θ가 된다. 그리고 두 디텍터의 속도와 거

리는 동일하므로 측 오 젝트 상의 3차원 의 깊이

그림 5. 선형 스캐닝 센서 모델
Fig 5. Linear scanning sensor model

(Depth) 값은 다음 수식 2와 같이 결정된다.

 

 


 
    (2)

여기서, 실측값에 의거 tanθ = (150/1096.8)이다. 월드 

좌표에 한 디텍터 좌표의 이동 백터는 식 3으로 결정

된다.  

  
















  
















      (3)

앞서 획득한 깊이값을 이용하여 임의 의 x, y 값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4)

일반 인 스테 오 상 매칭기술은 좌, 우 상간의 

서로 일치하는 을 찾는 것이다. 오 젝트의 두 스테

오 상이 일반 가시  카메라에 의해 획득되었다고 가

정하면, 그 상은 오 젝트의 외부 표면을 보여주게 되

므로 두 상의 매칭된 두 (Point)은 오 젝트의 표면

상의 한 치를 지시하게 된다. 즉, 두 이차원 상 내 각

각 한 개의 을 이용하여 그 치의 3차원 값이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X-선 스테 오 상 내의 

한 은 이제 더 이상 표면에 해당하는 포인터가 아니다. 

즉, 매칭된 두 은 오 젝트의 내부에 치한 일 수도 

있고, 외부의 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같은 X-선 스테

오 상의 물리  모호함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상

의 모든 픽셀(Pixel)을 사용하는 신 오 젝트의 에지 

특성만을 사용하여 매칭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

젝트가 불균일 특성의 물질로 구성되지 않다고 가정 

하더라도 에지특성은 오 젝트 표면의 을 나타내게 

된다는 아이디어를 용한 것이다. 최종 실험결과에서 

에지 특성은 오 젝트의 3차원 형태에 한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림 6은 실험에 사용된 세 가지 실제 오 젝트(키, 칼, 

자동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 속 성질의 물성으로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X-선 상에서의 오 젝트는 배

경에 비해 선명도가 높아 소벨(Sobel)과 같은 간단한 상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에지 추출이 용이했다. 

그림 7(a)는 제작한 스테 오 X-선 상획득장치를 

통해 획득한 ‘키’ 오 젝트의 X-선 스테 오 상을 보

여주고 있다. 이 오 젝트는 선형 스테이지에 놓인 상태

에서 8mm/sec의 등속으로 월드 좌표계의 x-방향으로 이

동시켰다. 그림 7(b)는 오른쪽 방사선 상의 에지 상

이다. 이 상의 각각 에지  (u2,v2)에 해 왼쪽 상 

(u1,v1)에서의 매칭 을 찾았다. 매칭은 식 5와 같은 좌, 

우 상의 템 릿인 W1 and W2 사이의 정규 교차상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NCC)을 기 으로 진행하

다.[1,2]











     (5)

여기서, Wk 는 템 릿 도우로 심이 (uk,vk)에 치

하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그 크기를 25 픽셀로 설정하

다. 좌 상 내의 검색 역에서 모든 가능한 템 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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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은 오른쪽 템 릿과의 NCC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설정 역내 처리를 완료한 후, 최  NCC 값을 갖는 W2 

템 릿을 좌 상에서의 매칭 으로 결정한다.

그림 6. 세 가지 시험 오 젝트 (‘키’,‘칼’,‘자동차’)
Fig 6. Test Samples ('key', 'knife', 'car')

(a)

(b)

(c)

그림 7. ‘자물쇠’의 3차원 복원 과정  결과
(a) 좌, 우 X-선 상 (b) 우 상의 에지 상

(c) 오 젝트의 3D 형상
Fig. 7 Result and Processing of 3D reconstruction ; Key
(a) Left & Right X-ray Image (b) Right edge image 

(c) Reconstruct 3D image of the object 

그림 7(c)는 ‘키’ 오 젝트의 복원된 3차원 형태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평행육면체 상자는 인 으로 

삽입한 것으로서 오 젝트의 실제 철제 박스를 가시화

하기 한 것이다. 매칭 결과로 에지로 표 된 오 젝트

의 형태가 실제 오 젝트의 3차원 정보를 양호하게 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8. ‘칼’의 3차원 복원 과정  결과
(a) 좌, 우 X-선 상
(b) 오 젝트의 3D 형상

Fig. 8 Result and Processing of 3D reconstruction
; Knife 

(a) Left, Right X-ray Image
(b) Reconstruct 3D image of the object 

그림 8은 ‘칼’의 스테 오 X-선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

는데 ‘칼’ 오 젝트의 날 끝 방향이 디텍터를 향하고 있

는 반면 날의 아래쪽은 종이상자에 꽂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8(b)에서 실루엣 형태로 오 젝트의 3차원 형

태로 복원된 결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 오 젝트는 ‘자동차’로서, 

이 오 젝트의 스테 오 X-선 좌, 우 상이 9(a)이고 그

림 9(b)는 자동차 실물 오 젝트의 3차원 정보를 에지형

태로 복원한 결과 그래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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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 ‘자동차’의 3차원 복원 과정  결과
(a) 좌, 우 X-선 상 
(b) 오 젝트의 3D 형상

Fig. 9 Result and Processing of 3D reconstruction
; Car

(a) Left, Right X-ray Image
(b) Reconstruct 3D image of the object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 상용화된 2-D 방사선 스캔 상

장치에 비해 보다 개선된 검색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

사선 검색 상의 스테 오 상화에 해 국내 최 로 

연구에 해 기술하 다. 먼  X-선 발생장치와 두 의 

X-선 라인 디텍터로 구성된 시험장치를 구성하고, 여기

에서 소형 실물 오 젝트를 X-선으로 스캔하여 두 장의 

스테 오 방사선 상을 얻었다. 획득된 두 상에 한 

상 매칭과 장치의 캘리 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오

젝트의 3-D 데이터를 추출하고 최종 으로 오 젝트

의 3차원 복원정보를 가시화하 다. 

복원된 오 젝트 에지기반의 3차원 방사선  형상화 

정보의 결과는 기존의 2D 방사선 검색장치를 체하여 

효율이 높은 3차원 컨테이  검사장치에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단된다. 향후 스테 오 X-선 상으로부

터 오 젝트 표면정보를 가시화하는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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