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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이미지를 활용한 다이캐스팅 제품의 3D 형상 재구성
3D Shape Reconfiguration of Die Casting Products using CT-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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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컴퓨터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영상

이 1967년 개발된 이후로 많은 발전을 통해서 의료

영상기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초기 CT장치는 뇌를 진단하는 단층 영상을 이용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CT장비가 점점 발전하여 

3D형태의 인체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CT영
상의 발전을 통해 인체 내부 질병치료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바이다.
CT장비의 빠른 연산처리 및 촬영이 가능해진 

바, 이 논문에서 촬영대상을 인체 내부에만 한정짓

지 않고 보다 넓게 하여 산업분야를 적용을 시도하

였다.
Die Casting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조를 통한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내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이 부족하다. 이것을 효율적인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GPU연산을 통한 Die Casting을 3D로 형상

화하여 검사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2. CT-Image를 이용한 단층 영상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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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K 알고리즘인 식 (1)에서 f(x,y,z)는 재구성하

고자 하는 피검사체의 내부 정보, Pθ(s,t)는 시스템

이 θ만큼 회전했을 때, 획득한 투과영상이다.  
dso는 엑스선원에서 피검사체의 중심까지 거리, 
dsop는 영상센서와 평행한 임의의 점이 있는 평면

과 엑스선원 사이의 거리이고, h(t)는 투과영상획득

과 재구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의 응답특성으

로서, 투과 영상의 고주파 통과 필터이다.

Fig. 1 (a)CT-Image, (b)Reconstruction Image

이 FDK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Fig 1의 (a)와 같은 

CT 이미지 360장을 통해서 (b)의 단층 영상으로 

복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 상황을 거쳐 만들어진 

영상도 X선 자체의 노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필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은 3절에

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3. 단층 영상 필터링

2절에서 보았듯이 노이즈가 존재하는 영상에서 

Die Casting 제품에 대하여 확실한 검출을 하기 

위해서는 필터링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필터링의 

순서는 Fig 2와 같다.

Fig. 2 Filter Algorithm

Fig 2.에서 처음에 Bilateral Filter를 적용하는 것

은 Die Casting 제품의 외곽선을 강조를 위하여 

사용되어졌다. 이 경우에, 외곽선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차이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 히스

토그램 적용 시에 경계면의 데이터가 보존되게 

된다. 노이즈가 존재하는 영상에서 이러한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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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영상과 거치지 않은 영상은 데이터가 보존에

서 차이를 보이며, 더 많은 원 영상의 데이터를 

보존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필터링을 거쳐 보존된 

데이터에서 다시 침식·팽창 연산으로 통하여, 노이

즈 제거가 되며 누락되게 된 데이터들의 복원을 

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다시 Bilateral 
Filter 적용하여 이진화 된 상태의 단면에서 외곽선

을 강조를 통해 객체 모양을 정확히 형성화시킨다. 
이와 같은 필터링 작업을 적용하였을 때 Fig 3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Fig. 3 (a)Reconstruction Image,
           (b)Filtering Image Result

4. Texture mapping을 활용한 3D 형상 재구성

3절에서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OpenGL을 활

용하여 적층한다. 필터링이 적용된 단면을 적층하

여 만들어진 데이터를 Texture mapping을 통하여 

Fig 4와 같이 Die Casting 제품의 3D 형상을 구현한

다.

Fig. 4 3D Texture mapping Image
of Die Casting Object.

필터링한 단면에 대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보

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에서의 단면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Die Casting 제품의 오류 

검사를 실행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서, 높은 재현성

과 6초의 처리 시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Die Casting 제품에 한하여 오류 검사 및 형상도를 

확인할 수 있는바 제품의 신뢰성 검사에 있어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방법을 보다 발전시켜, 도면과의 매칭을 통한 

제품과의 상관성 비교와 형상제품의 변형률에 대

해 진행하여 Die Casting 제품 검사에 대해 높은 

효율을 얻도록 진행할 것이다.

후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의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

업의 “다이캐스팅 부품검사를 위한 3D 인라인 엑

스레이 검사기술 개발” 과제연구 결과로 수행되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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