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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ustrially, die-casting products are formed through casting, and so the methods to inspect the defects inside them 

are very restrictive. External inspection methods including visual inspection, sampling judgment, etc. enables 

researchers to inspect possible external defects, but x-ray inspection equipment has been generally used to inspect 

internal ones. Recently, they have been also applying three-dimensional internal inspections using CT equipment. 

However, they have their own limitations in applying to the use of industrial inspection due to limited detection size 

and long calculation time. To overcome the above problems, this paper has suggested a method to inspect internal 

defects by comparing the CAD data of the product to be inspected with the 3D data of the CT image.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ethod for fast and accurate inspection in three dimensions by applying x-ray inspection to find internal 

defects in industrial parts such as aluminum die casting products.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a series of experiments have been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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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컴퓨터 단층 촬영(CT, Computed Tomography)의 시작은 

1900년대 초, 사영 기하학을 활용한 신체 부위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 뒤로, 1960년대에 증가하

는 전력과 컴퓨터의 가용성 연구를 통해서 실제적인 연

구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엑스레이 CT장비가 의료 장비

로 3D형태의 전신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인체 내부 질병치료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CT 장비의 빠른 연산처리 및 촬

                                                                                                          
†
E-mail: jhshim@kpu.ac.kr 

영이 가능하게 되어, 공항 보안, 고장 분석, 결함 검출, 계

측, 어셈블리 분석 및 엔지니어 어플리케이션 분야 등으

로 그 적용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1]. 

산업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의 부품 제조시 많

이 사용되고 있는 다이캐스팅(Die Casting)에 의한 제품 경

우에는 주조를 통한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제품 내부의 

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외부 검사 방

법으로는 육안 평가, 샘플링 판단 등을 활용하여 검사가 

가능하지만, 내부 결함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사장비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CT장비를 활

용한 3차원 내부 검사를 적용하고 있다. 

엑스레이 영상을 이용한 내부 결함(Defects)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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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Bi 등은 2,3차원 선 형태 마스크를 이용한 유한선적

분 변환과 크랙의 외곽선을 검출하는 국부이진 패턴기법

을 통하여 알루미늄 합금의 크랙(Crack)을 검출하였다[2]. 

그러나 선 형태 마스크 크기보다 작은 크랙을 검출하지 

못하며, 선 형태 마스크 크기보다 크면서 크랙과 유사한 

밝기 값을 가진 영역이 검출되는 한계점이 있다. Ehring 등

이 제안한 산업용 CT 볼륨데이터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랙을 검출하기 위해 선 형태 템플릿을 이용한 템플릿 

매칭 기법은 선 형태의 템플릿을 회전시키거나 다양한 

크기로 변환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전체 영상과 매칭

하는 수행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3]. 

위와 같은 검사 방법들은 검출 크기의 한계 및 계산시

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으로 인해 산업용 검사방법으로 적

용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

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엑스레이 기반 CT 이미지

(Image)를 3D로 형상화 시켜 검사하고자 하는 제품의 CAD 

도면과 비교 매칭을 통해서 내부 검출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논문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과 같은 산업용 

부품의 내부 결함을 찾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적용하

여 3차원상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품 내부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 엑스레이 영상에 의

한 3D 복원 이미지와 CAD 데이터간의 비교 매칭을 수행

하여 두 데이터간의 차이점을 내부 결함으로 정의하고 

차이점을 검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알루미늄 다이캐스

팅 제품 내에 존재하는 결함이 일반적으로 기공(Porosity), 

크랙 임을 감안하여 내부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2. 3차원 데이터 획득 방법 
 

2.1 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본 논문에서 사용한 콘빔(Cone-beam) CT 시스템은 Fig. 1

과 같이 X선 발생장치(X-ray Tube)와 평판 디텍터(Flat Panel 

Detector)을 사용하여 물체를 360도 회전시켜 물체의 투과 

영상을 얻게 된다. 이 때, X-선 발생장치는 방사형으로써, 

1회 조사로 시료 물체의 전체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콘빔 CT 시스템에서 디텍터에 맺힌 2차원 영상을 이용

하여 시료 물체의 3차원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식 (1)의 

FDK(Feldkamp, Davis and Kres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영상복

원을 수행하였다[4,5]. 

 , , 	 	 , ∗ 	 (1) 

 

Fig. 1. Cone-Beam CT system. 

 

f(x,y,z)는 재구성하고자 하는 피검체의 내부 정보이고, , 는 시스템이 만큼 회전했을 때, 획득한 투과영상

이다. 또, 는 엑스선원에서 피검사체의 중심까지의 거

리, 는 영상센서와 평행한 임의의 점이 있는 평면과 

엑스선원 사이의 거리이다. h(t)는 투과영상획득과 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의 응답특성으로서, 투과영상의 

고주파 통과 필터이다. 
임의의 점에 대한 정보는 엑스선원과 영상센서가 물체

의 360도를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기준으로 회전하면서, 

수많은 투과 영상을 , 에 누적시키게 된다. 일반적

인 단층영상재구성이란 것은 투과영상의 누적된 정보에

서 역연산을 통해서 구해진다고 할 수 있다. 식 (1)의 적

분부분은 360도 회전을 가정하여 적분을 하고, 투과영상

의 누적이 되기 때문에 가중치인  를 적용한다. 

 

 

Fig. 2. Slice image conversed by the FDK algorithm 

application on the 2D X-ray image.  

 
일반적인 필터는 2차원 형태의 디텍터 (Detector)가 사용

되어지며, 검사체와 엑스선원 측 부분과 디텍터 측 부분

은 서로 다른 확대율을 가지게 되며, 투과 엑스선량도 다

르게 된다. 따라서 요소간 차이점에 대해서 보정이 필요

하게 되며 을 곱한다. 투과영상획득과 재구성 과정에

서 발생하는 장비의 응답특성에 따라 Fig. 3과 같이 단층

영상의 노이즈가 발생되게 된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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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f noise generation of cross-sectional image 
obtained after applying FDK algorithm. 

 

3D 단면 이미지에 대한 양방향 필터(Bilateral Filter)를 사용

하여 노이즈 제거와 같은 전처리 작업을 끝낸 뒤에, 모폴

로지(Morphology) 기법을 활용하여 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

다[8]. Fig. 4는 모폴로지 기법을 거친 뒤에, 다시 양방향 필

터로  흑백의 영역 분리를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필터링 과

정을 마치게 된 3D 단면 이미지 결과이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터링 작업을 거쳤을 경우에, FDK 알고리즘을 

거치면서 생기는 음영에 대한 노이즈, 그리고 그 노이즈와 

섞여 실제 검출되는 영역과의 구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서 경계가 정확히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mage 1 Image 2 

 

After filtering After filtering 

 
 

Fig. 4. Image processing results of two cross sectional images 
by applying of the bilateral filter.  

 

2.2 CAD 파일을 이용한 포인트 클라우드 형성  
   및 형상화 
3D 입체 영상 이미지의 측정(Measurement), 결함 검출 목

적으로 실제 물체의 CAD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 물체

의 CAD 정보를 2.1에서 구한 3D 복원 이미지와 같은 형

식의 이미지 데이터를 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검사 물체에 대한 CAD 데이터를 포인트 클라

우드(Point Cloud)로 변환하여 3D 형성화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CAD 파일에서는 삼각화와 마칭큐브 알고

리즘을 통해서 물체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9-

12], 본 연구에서 진행한 물체의 내부 결함을 1 픽셀 정도

의 해상도 내에서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해서는 물체 전

체 단면의 포인트(Point)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물

체의 CAD 파일 내 삼각화 되어있는 영역의 모든 점들을 

추출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CAD 도면과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물체 내

에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을 CAD 도면에서 삼각화 되어있

는 영역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사용 되

어진다. 이와 같은 경우에 형상이 복잡할수록 구성되는 

폴리곤 (Polygon)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본 연

구에 사용되는 3D 단면 이미지 기준으로 한 장의 이미지 

크기가 512*512 픽셀로 이루어져있고, 3D 영상복원시 적층

에 사용되는 이미지가 총 512장이다. 따라서 확인해야 되

는 픽셀의 개수를 계산하면, 모두 134,217,728 (512*512*512)

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많은 점들에 대해 검사하게 되면 연산에 소

요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산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역으로 삼각화 되어있는 CAD 파일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드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13-14].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CAD 파일은 Fig. 5와 같이 삼각형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조합이다. CAD 파일로부

터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

개의 점으로 이루어지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Fig. 5. Triangular polygon shape of CAD data. 

 

삼각형 폴리곤 상의 3개의 점이 식 (2)와 같이 한 평면

에 있다고 가정한다. 
 

             Ax + By + Cz + D =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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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의 각각의 상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폴리곤을 이

루는 3개의 점을 대입하여, 평면의 방정식을 산출한다. 

 1 2 3 2 3 1 3 1 2  1 2 3 2 3 1 3 1 2  1 2 3 2 3 1 3 1 2  	 1 2 3 3 2 2 3 1 1 3																 3 1 2 2 1 																																																	  (3) 

 

식 (3)은 폴리곤을 이루는 3개의 점을 대입하여 도출한

다. 평면에서 3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영역의 점들

을 추출함으로써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수행할 경우 3차원 공간상에서 한 점에 대한 

판별이 진행되기 때문에, 연산 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된

다. 따라서 역으로 3차원 공간상의 3개의 점을 2차원으로 

사영(Projection)을 시킨 뒤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2차원 

공간상의 점들을 찾는다. 이후, 3개의 점이 존재하는 평면

으로 사영시킴으로써 연산과정을 축소하였다. 

 

 

Fig. 6. Projection to a two-dimensional plane.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영을 시킬 경우에는 사영

하는 XY평면, XZ평면, YZ평면에 대한 구분을 하여 사영을 

시켜야 한다. 

 
 

 

Fig. 7. Triangle region identification process in two dimensions. 

Fig. 7과 같이 3개의 점을 이어주는 각각의 직선을 만들

고, 각각의 영역을 구분지어 2차원 공간상의 삼각형 내부 

점들을 구한다. 이와 같이 구해진 점들을 쌍을 평면의 방

정식에 대입시켜서 다시 풀어줄 경우에, 폴리곤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게 된다. Fig. 8에 CAD 데이터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전체 알고리즘을 나타

내고 있다. 

 

 
Fig. 8. Flowchart of point cloud data generation by using the 

CAD data. 

 

그러나 위와 같이 만들어진 포인트 클라우드들은 물체

에 대한 완전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

면 CAD 도면상의 폴리곤이 이루고 있는 면은 물체의 외

곽 면만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포인트 클라우드를 외곽선으로 인식한 뒤, 내부를 점들로 

채움으로써 물체에 대한 외곽 면과 내부의 정보를 가지

고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완성되게 된다. 

완성된 포인트 클라우드에는 3차원 공간상에서 점들의 좌

표 값을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토대로 OpenGL 라이브러리

를 활용해 Fig. 9와 같이 클라우드 데이터들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색감과 질감을 표현하여, 3D 입체 형상화 하였다. 

 

 

Fig. 9. Result of point cloud formation in 3D CAD. 

 

본 논문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변환 후 텍

스쳐 맵핑을 통해 3D 복원영상 표면에 다양한 컬러 및 질

감효과를 구현하였으며 Fig. 10에 이와 같은 3차원 렌더링

(Rendering)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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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3D rendering results using texture mapping. 

 
 

3. CAD 데이터와 CT 데이터의 비교매칭을 
통한 내부 결함 검출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구한 검사 물체의 3차원 엑스레

이 복원 영상 이미지와 3장에서 구한 동일한 검사물체에 

대한 3차원 CAD 데이터의 포인트 클라우드 이미지를 서

로 비교하여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3

차원 복원 이미지는 복셀 데이터구조, 즉 포인트 클라우

드 데이터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포인트 클라우

드 데이터를 비교매칭(Compare  matching)하기 위해서는 3

차원 공간상에서 기준 축에 대해 동일한 자세를 갖도록 

보정해야 한다[15-16].  

 

 

Fig. 11. Position and attitude correction through trans-

formation matrix in three-dimensional space. 

 

Fig. 11과 같은 물체의 위치 및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3개의 매칭 조합을 가지고 보정을 진행하였다. 위치 A의 

물체 상의 임의의 점 (x,y,z)과 위치 A'에서의 대응되는 점

을 (x',y',z')라 할 때, 주어진 3개의 매칭 조합 p1-p1', p2-p2', p3-

p3'를 이용하여 강체 변환관계를 구한다. 

∅                      (4) 

	cos ∅ ∙‖ ‖	‖ ‖ 			   (5) 

	 ‖ ‖                  (6) 

 

식 (4)~(6)으로부터 Fig. 11에서 A의 한 점 p1이 원점이 

되도록 A를 평행이동 시킨 후에, A'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회전시킨다. 이것을 다시 p1'까지 평행시킴으로써 p1에 대

한 매칭이 완료된다. 

 

            (7) 

 

식 (7)에서 R1은 P1, P2가 p1',p2'가 되도록 회전시킨 후, 

P3와 P3'가 일치하도록 R2를 이용하여 한 번 더 회전하는 

것으로 보정작업을 수행한다. 

 

4. 실험 및 고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한 다이캐스팅 부품의 

3차원 내부 결함 검출을 위하여, Fig. 12와 같이 임의의 기공 

결함을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검사 시편을 제작하

였다. 검사 시편의 최대 크기는 가로 50mm, 세로 50mm, 높

이 50mm를 가지고 있고, 내부 결함의 크기는 10mm 지름의 

10mm 길이를 갖는 원기둥 형태이다. 

검사 시편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장비를 통해 2D 투과영

상을 획득하였으며, 2장에서 서술한 3D 영상 복원 방법을 

통해 Fig. 13과 같이 512장의 3D 단면 이미지를 얻었다. 3D 

단면 이미지의 크기는 512*512 픽셀(pixel)로 이루어져 있다. 

 

 

Fig. 12. Sample parts for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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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3D imaging results via CT processing. 

 

Fig. 13의 검사시편에 대한 3D 단면 이미지에 대해 2장

에서 언급한 이미지 필터링 과정을 거쳐 얻은 단면 슬라

이스 영상이 Fig. 14에 나타나 있다. Fig.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물에 대해서, ①~④수평 방향 직선에 해당되는 단

면 슬라이스 영상을 보여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얻은 

3D 복원 영상은 Fig. 14의 오른 쪽에 제시된  ①~④와 같은 

단면 영상으로 구성되며 검사 대상 물체에 대해 총 512개

의 단면영상에 의해 구성된다. 

 

 

Fig. 14. Results of the cone-beam CT slice images after 

applying the bilateral filter. 

 

Fig. 15는 3장에서 제시한 포인트 클라우드로의 변환행

렬을 적용하여 비교매칭을 하기 위한 CAD 데이터로부터 

형성된 단면 이미지로서 사진에서 보이는 실물에 대해서, 

①~④수평 방향 직선에 해당되는 결과 단면이다. 본 연구

에서 얻은 포인트 클라우드 슬라이스 이미지는 Fig. 15의 

오른쪽에 제시된 ①~④와 같은 단면 영상으로 구성되며 

검사 대상 물체의 CAD 데이터로부터 얻는 단면 슬라이

스 이미지는 엑스레이 영상으로부터 얻은 단면 슬라이스 

영상과 동일한 수인 총 512장의 이미지 결과를 갖는다. 

또한, Fig. 14의 엑스레이 CT 이미지를 통해 형성한 3D 입

체 데이터와 좌표축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5. Converted slice images of DAD data via the Point 

Cloud transformation matrix. 

 

 

Fig. 16. Difference image results between the CT image 

data and the CAD data. 

 

Fig. 16의 경우에는 Fig. 14의 결과와 Fig. 15의 결과에 대

해서 서로의 이미지 차이를 한 결과로, Fig. 15의 ①~④ 순

서처럼 결과 단면의 순서는 0-511장, 총 512장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 대상 물체 테두리 부분이 이미지 데이터가 

남아 있는 이유는 엑스레이 영상결과에 대해 3D 영상복

원(Reconstruction) 작업을 진행할 때, 물체의 직선 면이 약

간의 휨이 발생하게 되어 형상 이미지가 일부 왜곡되게 

된다. 따라서 이후 변환행렬을 적용하여 CAD 데이터로부

터 얻은 이미지와 좌표축의 일치를 시켜도 차영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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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형상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

다. 이러한 이유로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 비교적 연산이 

간단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차영상을 이용한 방법은 영상

의 왜곡으로 인해 정확한 결함검출이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에 3장에서 제시한 비교매칭을 통해 보다 정

확한 결함을 검출하고자 하였다. 

Fig. 17의 경우에는 Fig. 14의 결과와 Fig. 15의 결과에 대

한 비교매칭을 이용한 결과이며, Fig. 15의 ①~④ 순서처럼 

내려오며 나온 결과 단면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교 매칭 방법을 사용할 경우 샘플 

부품의 기공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Fig. 18은 최종적

으로 구한 2개의 기공 결함을 검사 시편 내부 위치에 표

현한 이미지로서, 3차원 복원 이미지 상에서 기공별로 색

을 입혀서 구분 가능하도록 한 결과 화면이다. 

 

 

Fig. 17. Compare matching results using point cloud. 

 

 

Fig. 18. 3D modeling results for pore defects.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과 같은 산업

용 부품의 내부 결함을 찾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적용

하여 3차원 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으로 CT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이캐스팅 물체를 형상화하

고, 이것을 CAD도면과 비교매칭을 통해서 내부 결함을 

판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보

여주기 위해 임의의 기공 결함을 갖고 있는 검사 시편을 

제작하고, 시편에 대한 CT 이미지를 획득한 후 이미지 필

터링과 볼륨 렌더링을 적용하여 3D 입체 형상화하였다. 

또한, 동일 검사 시편에 대한 CAD 도면에서 축출한 포인

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CT 이미지의 3D 형상화 데이터와 

비교매칭을 하여 검사 시편 내부의 결함을 정확하게 검

출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다이캐스팅 부품에는 노이즈(Noise), 균열

(Crack), 기공(Void)와 같은 결함이 존재한다.  이러한 노이

즈, 균열, 기공 등의 결함을 영상 처리만을 통하여 자동으

로 구분하기에는 애매함이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퍼지 법칙 등을 이용하여 물체 내부의 결함 종류를 자동

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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