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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자 기기가 소형화 되고 생산이 자동화 

됨에 따라 각종 전자 부품들에 대한 정밀한 

검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기존의 

외관 검사의 경우 여러 부품이 조립된 

상태에서 검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내부에 

위치한 부품의 검사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X 선 영상을 

사용한 검사 기법과 물체의 삼차원 형상 

정보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1-4] 

X 선 영상을 이용하여 대상 물체의 형상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모서리나 면적 등의 

특징을 추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서리 추출의 방법으로는 Soble, 

Prewit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카메라 영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X 선 영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X 선 영상의 밝기 

분포도의 곡률값을 이용하여 X 선 영상의 

모서리를 검출 하고 스테레오 영상 기법을 

통해 검출된 X 선 영상의 삼차원 형상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 X선 영상의 특징점 검출 
 

2-1. X선 영상의 밝기 특성 기반 모서리 검출 
 

X 선 영상의 밝기는 대상 물체의 깊이에 

따라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Fig. 1 과 같이 X 선 영상의 밝기 분포도에서 

밝기 값이 급격하게 변화는 부분의 픽셀 

좌표를 추출함으로써 대상 물체의 모서리를 

검출하였다. 

 

 

 

 

 

 

 

 

Fig. 1 Edge detection by intensity characteristic 

 

2-2. 허프변환에 의한 특징점 검출 
 

X 선 영상에서 신뢰성 있는 특징점들을 

추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ig. 2 와 같이 

모서리 영상에 허프변환 기법을 적용하여 

다면체 형상의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선으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나타낸 X 선 

영상의 세 직선간 근사 교점을 X 선 영상의  

특징점으로 정의하였다. 

 

 

 

 

 

 

 

Fig. 2 Feature point dete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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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선 영상의 특징점에 의한 삼차원 

형상 복원 
 

스테레오 영상 기법에서는 두 영상간에 

대응되는 특징점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두 

영상에서의 이상적인 대응점인 경우 이들 점에 

대한 삼차원 공간상의 좌표는 하나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영상에서 추출된 중요 

특징점들 간의 대응관계를 찾기 위해 먼저 Fig. 

3 과 같이 광원으로부터 영상의 특징점들을 

통과하는 직선을 삼차원 공간에 생성하였다. 

이와 같이 생성된 직선들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대응점 후보들을 검출하였다.  

 

 

 

 

 

 

 

 

 

 

 

 

Fig. 3 Corresponding points detection procedure 

 

다음으로 검출된 대응점 후보들의 삼차원 

공간상의 근사 교점을 한쪽의 X 선 영상으로 

역 투영 시켜 오차가 최소가 되는 후보를 

검출함으로써 두 X 선 영상간 대응되는 

특징점들을 검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Fig. 4 와 

같이 삼차원 형상을 복원하였다. 

 

 

 

 

 

 

 

 

 

Fig. 4 3D reconstruction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X 선 영상의 밝기 분포도의 

곡률값을 이용하여 X 선 영상의 모서리를 검출 

하고 이를 기반으로 X 선 영상의 중요 

특징점을 검출하였다. 또한 스테레오 영상 

기법을 사용하여 검출된 특징점들의 

대응관계를 정의하고 X 선 영상으로부터의 

삼차원 형상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추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보다 정확하고 일반적인 방법이 되기 위해 

여러 장의 X 선 영상을 활용하여 특징점들의 

대응관계를 검출할 수 있는 통계적인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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