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10: 1298~1304, Oct. 2019

X-Ray 어레이 검출 모듈 신호처리 시스템 개발

임익찬1·박종원3·김영길4·성소영2*

Development of X-Ray Array Detector Signal Processing System

Ik-Chan Lim1 · Jong-Won Park3 · Young-Kil Kim4 · So-Young Sung2*

1Ph.D Candidate Student, Department of Bio Medical Engineering, Ajou University, Suwon 16499, Korea
2*Senior Researche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Daejeon 34103, Korea
3Principle Researche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Daejeon 34103, Korea
4Professor,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Ajou University, Suwon 16499, Korea

요  약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해운물류 안전 보안체계가 크게 강화되었다. 해운물류의 검색에는 강

력한 방사선을 투과하여 컨테이너의 내부를 확인하는 컨테이너 검색기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는데, 국내에서는 전량 

도입품을 적용하여 운용 중이며 국산화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너 검색기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인 X-Ray 어레이 검출 모듈 신호처리 시스템을 개발

하여 제안한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처리부를 통합형 하드웨어로 제작하였으며, X-선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분석을 위해 FPGA 로직과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여 시험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기존 항만에서 사용되는 도입품 대

비 해상도와 소비전력 면에서 우세하다.

ABSTRACT

Since the 9·11 terror attack in 2001, the Maritime Logistics Security System has been strengthened and required X-ray 
image for every imported cargos from manufacturing countries to United States. For scanning cargos, the container 
inspection systems use high energy X-rays for examination of contents of a container to check the nuclear, explosive, 
dangerous and illegal materials. Nowadays, the X-ray cargo scanners are established and used by global technologies for 
inspection of suspected cargos in the customs agency but these technologies have not been localized and developed 
sufficiently.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X-ray array detector system which is a core component of the container scanning system. 
For implementation of X-ray array detector, the analog and digital signal processing units are fabricated with integrated 
hardware, FPGA logics and GUI software for real-time X-ray images. The implemented system is superior in terms of 
resolution and power consumption compared to the existing products currently used in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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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컨테이너 검색기 시스템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컨테

이너를 개봉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내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장치로 과거에는 주로 밀수 감시용으로 사용되어왔

으나 9.11 테러 이후 폭발물, 핵물질 등 테러 물질을 감

시하는 용도로 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SCAN Act.법[1]에 의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컨

테이너 물량에 대한 전수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에

서 운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검색기의 증설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여러 항만에서 사용되고 있는 컨테

이너 검색기시스템은 전량 외국에서 도입하여 운용 중

이며, 점점 증가하는 물동량과 전수검사 요구에 비해 부

족한 검색속도로 실질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좀 더 

빠르고 정량적인 검색을 할 수 있는 장치와 방법이 필요

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너 검색기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인 X-Ray 어레이 검출 모듈 신호처리 시스템

을 구현하여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크게 아날로

그 및 디지털 신호 처리를 위한 통합형 하드웨어 시스템

과 FPGA 로직, MCU 구동 드라이버로 이루어진 소프트

웨어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하드웨어 시스템은 X-Ray를 투과하면 빛을 방출하

는 섬광체(CdWO4)와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전하 

적분 방식의 아날로그 증폭기를 구현하였으며, 이를 X-
선 펄스와 동기화된 시간 동안 집적한 후 아날로그-디지

털 변환을 수행한다. 
FPGA 로직은 전하 적분기의 적분 시간 및 축전 용량

을 조정하여 변환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한 뒤 인터

럽트를 발생하며, MCU의 읽기 접근 시 외부 메모리 인

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한다.
MCU는 TI-RTOS인 SYS/BIOS 커널을 기반으로 각 

채널의 광량에 비례하는 X-선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송

하는 UDP 소켓과 주변장치의 제어를 위한 UART, 
USB, SD_Card 구동 드라이버를 설계하였다. 

제작된 하나의 어레이 검출 모듈 신호처리 시스템에서 

32채널을 처리하며 X-선 이미지 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32개의 어레이 검출기 보드를 Ethernet으로 연결하여 수

직 해상도 1024픽셀의 영상을 생성하도록 구성하였다.

Ⅱ. 배경 이론

2.1. 컨테이너 검색기 시스템

컨테이너 검색기 시스템은 고에너지 X-선 포톤을 발

생하는 방사선원(X-ray generator, Mi-9, Linatron), X-선
의 빔폭을 제어하기 위한 콜리메이터(Collimator), 검사

대상물을 통과한 X-선을 검출하는 배열 검출기(Array 
detector)와 영상처리 시스템, 정밀 이송장치 및 차폐 시

설 등으로 구성된다[2].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가 

검색동에 진입하면 방사선원에서 6/9MeV의 X-선을 조

사하고 배열검출기의 빔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3단계

의 콜리메이터를 구성한다. 최초 방사선원에서 발생한 

X-선은 발생면(Tungsten)을 기점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전 방향으로 방사되는데, 0차 콜리메이터를 이용하여 

좁은 빔(slit beam)을 생성하고 1차, 2차의 콜리메이터를 

이용하여 피조사체에 X-선을 투과한 후 3차 콜리메이터

를 통과한 X-선을 배열 검출기로 입사되도록 한다[3].
검출기에 도달한 X-선은 섬광체(CdWO4)와 반응하

여 광자를 생성하고 이 광자가 포토다이오드 센서를 통

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후 중

앙 PC로 전송한다. 검출기는 32채널의 수신부를 갖는 

모듈이 32개 모여 선원을 중심으로 아치형의 구조를 가

지며 총 1024픽셀의 라인 이미지를 생성하여 컨테이너 

내부를 영상으로 표현하게 된다.
컨테이너 검색기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Fig. 1 Scanner system for container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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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레이 검출 모듈 테스트 보드

테스트 보드는 포토다이오드의 신호를 전류 증폭하

는 아날로그 신호처리부, 증폭된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

하는 디지털 신호처리부, 포토 다이오드에 고전압을 인

가하고 주변 보드와의 연동을 위한 이더넷 및 전원공급

부로 이루어졌다. 어레이 검출 신호처리 보드 간의 데이

터 통신은 이더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

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보드 내 이더넷 스위치를 내장하

여 인접한 보드로 신호를 중계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2는 어레이 검출 모듈 테스트 보드의 구성을 나

타낸다[4].

Fig. 2 Block diagram of Array Detector System

Ⅲ. 어레이 검출 모듈 신호처리 시스템

3.1. 통합형 하드웨어 시스템

어레이 검출 모듈 신호처리 시스템의 하드웨어 플랫

폼은 기존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처리부를 통합하

여 개발하였다. 
통합형 하드웨어의 구현으로 보드의 소형화, 저전력

의 이점이 있으며 구현된 하드웨어 시스템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Fig. 3 X-Ray Array Detection Signal Processing Board 

3.1.1. 아날로그 신호처리부

아날로그 신호처리부는 섬광 검출 모듈의 포토다이

오드로부터 입력된 전하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트

랜스임피던스 증폭기[5]와 동상 전압(Common Mode 
Voltage)의 저감을 위한 차동 증폭기를 설계하였다.

Fig. 4 Transimpedance Amplifier[6]

트랜스 임피던스 증폭기의 회로 구조는 그림 4와 같

으며, 출력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1)

위의 수식에서 포토다이오드의 이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므로 이 값을 최대 이득 값과 고려하여 설정

하였다.
ADC의 입력 범위는 –2.5 ~ +2.5V이며 이득은 아래 

수식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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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2)

X-Ray 발생기에서의 X-선 발생 시간은 로 고

정되었으며 신호의 최대 대역폭은 200kHz 일 때, 의 

값은 아래 수식에 의해 계산된다.

 


(3)

위 설계를 기반으로 포토다이오드의  전류에 대해 

선형적으로 출력 전압이 증가하도록 32채널 아날로그 

회로를 구현하였다.

3.1.2. 디지털 신호처리부

Fig. 5 Block Diagram of X-Ray Array Detection Digital 
Signal Processing Board

디지털 신호처리부의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FPGA
와 MCU를 중심으로 로직과 소프트웨어의 빠른 구동을 

위해 플래시 메모리를 선정하였으며, FPGA의 고속 신

호처리를 위해 200Mhz로 발진하는 LVDS 타입의 오실

레이터를 적용하였다.
ADC는 24비트의 분해능과 최대 256ksps의 샘플링 

성능을 가지며, 노이즈 저감을 위해 Anti Aliasing Filter 
및 Decimation Filter를 내장하여 전기적 잡음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7].
포토다이오드는 –100V 바이어스 입력이 요구되며, 

DAC의 출력을 제어하여 –55V ~ -135V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FPGA는 ADC와 DAC를 병렬 제어하며, X-선 32채

널 동시 샘플링을 위해 동기신호를 연결하였다.
상위 제어기와의 연동을 위한 MCU는 ARM-Cortex 

M4 Architecture 기반의 TM4C129를 선정하여 Ethernet 
Switch, RS-232, CAN, USB 장치를 제어하며, ADC 데
이터의 오프셋 및 보정데이터를 Micro SD카드에 저장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PGA와 MCU는 GPIO 신호를 인터럽트로 사용하

며, EPI(External Peripheral Interface) Bus를 통해 FPGA 
내 메모리를 읽어 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8].

3.2. FPGA 로직

Fig. 6 FPGA Logic Block Diagram 

구현된 FPGA 로직의 전체 구조는 그림 6에 나타내었

다. MCU와의 연동을 위한 EPI (External Peripheral 
Interface) Bus모듈을 중심으로 X-선 검출을 위한 기능 

모듈들과 외부에서 입력된 클럭을 분주, 체배하여 각 모

듈에 공급하는 DCM IP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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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 Bus는 Address Decoder 기반의 16비트 레지스터

를 설계하여 MCU에서 ADC, Filter, FIFO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X-선 검출을 위한 AD7768 Controller
는 FSM(Finite State Machine) 방식으로 설계하였으며 

동작 방식은 그림 7과 같다.

Fig. 7 ADC Data Flow Chart 

ADC의 레지스터 설정과 신호들의 초기화 이후 Data 
Ready 신호를 대기한다. Data 변환 완료가 확인되면, 4
개 ADC 칩을 동기 제어하여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을 

시작하고, 변환된 데이터는 직렬화하여 FIFO에 저장한

다. 채널당 32비트 데이터 수신이 모두 완료되면 인터럽

트를 발생시킨 후 MCU의 데이터 획득을 기다린다. 데
이터 전송이 완료되면 인터럽트 및 FIFO를 초기화하고 

종료한다.
Power Control은 고전압 발생기의 출력 제어를 위한 

DAC Controller를 내장하였으며, 데이터의 EPI Bus 크
기에 맞게 분할해주는 AD_MUX, 보드의 상태 확인을 

위한 LED_Control 모듈을 설계하였다.

3.3.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TI사의 RTOS인 SYS/BIOS Kernel을 

기반으로 드라이버와 기능별 Task를 구현하였다.
SYS/BIOS는 독립적인 작업들을 각 각의 Task로 구

성함으로써 한 프로세서가 여러 작업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9]. 또한, 실시간성 보장과 더

불어 검증된 다수의 드라이버와 오픈소스들이 제공되

고 있어 별도의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구현된 소프트웨어는 주변장치의 제어 및 데이터 전

송을 위한 UART와 UDP Task, 인터럽트를 위한 GPIO 
Task, 그리고 ADC RAW 데이터 저장과 보정을 위한 

SD Card, Calibration Task를 Message로 받아 시스템을 

구동하는 Main Task로 모듈화하였다. 구현된 소프트웨

어의 전체 구조는 그림 8에 나타내었다.

Fig. 8 Software Structure

Ⅳ. 시험결과

4.1. 시험환경

Fig. 9 Experimental Environment 

시험환경은 그림 9와 같다. X-Ray 어레이 검출 모듈 

신호처리 보드를 중심으로 파워서플라이, 함수발생기, 
Ethernet Switch, 그리고 에뮬레이터로 구성하였다.

시험은 내장된 DAC 출력 1채널을 ADC 32채널과 단

락시킨 뒤 기준전압을 출력하여 입력된 전압과 비교 대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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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험결과

그림 10은 PC에서의 시험결과 화면이다. 점검 편의

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

험하였다.
점검 프로그램은 최초 통신 연결 버튼을 눌러 어레이 

검출 모듈 신호처리 보드와 UDP 프로토콜을 통해 소켓 

접속한다. 이후 Built-In Test를 누르면 DAC를 통해 

+2.5V에서 -2.5V까지 0.5V 단위 전압이 출력되며, 
ADC 된 결과가 상단의 ADC Data 테이블에 실시간 전

시된다. 전시된 데이터 중 상위 8비트는 헤더를, 하위 24
비트는 데이터 영역을 의미한다. 헤더의 각 비트 상태는 

표 1과 같다.
32채널에 대한 점검을 마치면 결과는 SD Card에 

RAW 데이터로 저장하며 하단의 Channel Select를 누를 

때, 보정을 위한 기준 데이터로 사용한다. 채널별 Offset
과 Gain을 이용한 선형 보정 결과, 보정 전 평균 8.4mV 
오차가 보정 후 평균 4.1mV로 약 51%의 오차 감소 효과

가 확인되었다.
프로그램의 우측은 FPGA에서 32x32 그라데이션 패

턴을 ADC 입력으로 모의 후 점검 프로그램에서 확인한 

결과이다. 패턴의 균일한 변화를 통해, 데이터가 누락 

및 변조 없이 정상 수신됨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모의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대조하

여 시스템 전반의 정상 동작을 검증하였다. 

Bit Bit Name

7 CHIP_ERROR

6 Filter not settled

5 Repeated Data

4 Filter Type

3 Filter Saturated

[2:0] Channel ID[2:0]

Table. 1 Header Status Bits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광양항의 Test Bed에 구축된 Varian 
Medical System CIS9의 대체를 목표로 X-Ray 어레이 

검출 모듈 신호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기존 테스트 보드에서 식별한 보완사항들을 기반으

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처리부를 통합형 하드웨어

로 설계하였으며 FPGA 로직과 탑재 소프트웨어를 구

현하여 시스템의 정합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구현된 시

Fig. 10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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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은 Varian Medical System CIS9의 18비트 Resolution 
대비 24비트로 검출 해상도가 우세하며, Detection 
Technology X-Scan LCS4.6의 5.5W 대비 5.2W로 저전

력으로 설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추후 데이터의 오프

셋 및 게인을 이용한 채널 간 Normalization과 자체 진단

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레이 검출 

모듈 신호처리기의 검출 성능과 신뢰성을 높일 때, 검색

기 시스템의 성능도 더욱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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