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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near detectors composed of several modules have been widely used in industrial in-line inspection. Two 

dimensional image obtained from the linear detector shows line artifact at the connection part of each module.  

In this study, we proposed a method to remove the line artifact using the flat-field correction and a wedge 

phantom image. Conventional flat-field correction has been applied to remove the artifact, however there are still 

line artifacts even after applying correction. It was found that two edge pixels at the connection part of two 

modules were over-corrected after the flat-field correction. Those edge pixels was corrected by using the 

correction factor obtained from an image of the wedge phantom, and images removed line artifacts were obtain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ethod obtained manually the correction factor from the image of the wedge 

phan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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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산업 및 농산물 분야에서 제품 또는 상품의 이상 

유무를 표본(sampling) 검사로 수행하다가 최근부터

는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배터리(battery) 분야

에서 표본 검사로 인한 불량품의 폭발사고 발생과 

이물질이 포함된 통조림, 과자, 냉동식품 등의 제품 

출시로 인한 국민 먹거리 불안 이유가 그 중심에 

있다.

컨베이어(conveyor) 장치를 따라 이동하는 제품

의 전수검사를 위해서는 2차원 엑스선 영상 검출기

를 이용한 장치보다는 1차원 선형 검출기(linear 

detector)를[1,2] 이용한 검사 장치가 가격 경쟁력 측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1차원 선형 검출기는 

작은 크기로 제작된 모듈(module)을 직선 형태로 

여러 개 부착하여 필요한 길이를 갖도록 제작하고 

있다[3]. 컨베이어 장치를 따라 이동하는 제품이 선

형 검출기를 통과할 때 선형 검출기로부터 영상신

호를 얻고 이것을 연속적으로 획득하여 배치하면 2

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4]. 이것은 제품의 이동 

속도보다 선형 검출기의 신호 획득 속도가 훨씬 빠

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모듈 형태의 선형 검출기는 주로 간접방식의 검

출 형태를 갖는다. 엑스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하

는 신틸레이터(scintillator)가 있고 그 하단에 가시광

선을 전자로 변환하는 포토다이오드(photodiode)가 

위치하는 형태이다[5]. 여러 모듈을 연결하여 필요

한 길이의 검출기를 제작하기 때문에 모듈의 연결

부위는 모듈 중간에 위치한 픽셀(pixel)과 다른 특

성을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6]. 모듈 연결부분

에서 광자 검출 효율이 낮아지게 되어 2차원 영상

에서 강한 줄 또는 선 허상(artifact)이 발생한다. 선

형 검출기를 이용한 인라인(in-line) 검사 장치에서 

발생하는 선 허상을 제거하기 위해 선형 검출기로 

만든 2차원 영상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Flat-Field 

Correction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선명한 선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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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7-10]. 이것은 검

출기에 도달하는 광자량에 의존하여 선 허상의 강

도가 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러 모듈을 연결하여 제작한 선형 검

출기에서 발생하는 선 허상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

운 보정 방법을 제시한다. Flat-Field Correction 방법

을 적용한 후 일정 두께를 갖는 Wedge 팬텀의 영

상을 이용하여 선 허상을 제거하였다.

Ⅱ. MATERIAL AND METHODS

1. 선형 검출기 및 영상 획득

실험을 위해 5개의 모듈을 직선으로 부착한 선형 

검출기(㈜아이스트, 대한한국)를 사용하였다. 한 개

의 모듈은 0.4 mm 크기의 포토다이오드 128개를 

갖는다. 검출기의 연결부위는 Fig. 1에 표시된 점선

과 같이 A와 B 모듈 사이에 빈 공간이 발생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segmented linear 

detector.

엑스선관(ThermoFisher, USA)과 선형 검출기 사

이의 거리는 400 mm이고 영상 획득을 위해 플라스

틱으로 만든 샘플(sample) 스테이지(stage)에 테이프

를 이용하여 시료를 고정하고 컨베이어 장치를 이

용하여 샘플 스테이지를 이동시켰다. 검출기와 샘

플 스테이지까지의 거리는 50 mm가 되도록 조정하

였다. 100 kV 관전압에서 266 μA의 관전류 조건으

로 엑스선을 연속으로 조사하면서 선형 검출기에

서 영상을 획득하였다. 시료는 포장된 과자와 2 

mm 두께의 알루미늄판을 10개 겹친 Wedge 팬텀을 

사용하였다. 

영상 뷰어(viewer)를 제작하여 1차원 선형 검출기

의 신호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16비트 640 × 800 

크기의 2차원 영상을 획득하였다. 샘플 스테이지에 

원형 모양의 얇은 금속 시료를 부착하여 영상에서 

시료가 원형으로 나타나도록 컨베이어 장치의 속

도를 5 m/min으로 조절하였고 컨베이어 장치는 연

속 회전을 통해 왕복운동을 하도록 제작되었다. 

2. Field-Field Correction

영상 뷰어로 획득된 영상 데이터를 Eq. (1)에 의

해 Flat-Field Correction을 수행하였다.

I 
Ion  Iof f

Avg
Iraw Iof f  (1)

여기서 Ion과 Ioff는 엑스선관과 검출기 사이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엑스선을 조사했을 때의 영상

(white 영상)과 엑스선관을 off 했을 때의 영상(dark 

영상)이고 Iraw는 샘플 영상이다. Avg는 상수값으로 

여기서는 Ion 영상의 평균 픽셀값을 사용하였다. 

Eq. (1)을 각 픽셀에 적용하면 Flat-Field Correction된 

영상을 획득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Ion 영

상을 획득할 때 Iraw 영상을 획득하는 엑스선 조사 

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영상을 획득해야 한다.

3. Wedge 팬텀을 이용한 영상보정 방법

Wedge 팬텀을 대상으로 획득한 영상을 Flat-Field 

Correction 수행하더라도 선 허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두께가 동일한 부분에서는 잡음 수준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대조도를 보여야 

하지만 모듈의 경계 부분에서 피크와 비슷한 형태

의 불연속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동일 두께 내에서 

Wedge의 영상이 일정한 값을 갖도록 엣지(edge) 부

분의 픽셀값을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공기 부분을 0으로 두고 팬텀의 두께가 두꺼워질

수록 1, 2, ·····, 10의 인덱스를 부여하면 인덱스 위

치에서 정상 픽셀값의 평균 대비 선 허상을 나타내

는 픽셀의 값을 상대적으로 얼마로 조정해야 하는

지 알아낼 수 있다. 이 보정값을 과자 시료의 엣지 

부분에 적용하여 선 허상이 완전히 제거된 영상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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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ESULT

1. Flat-Field Correction 수행

5개의 모듈이 연결된 선형 검출기에서 얻어지는 

영상은 모듈 내부에 위치한 픽셀과 경계의 픽셀은 

다른 검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선 허상이 나타났

다. Fig. 2는 white 영상을 나타낸 것으로 모듈 사이

에 강한 선 허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동일 모듈 내

에서도 검출 특성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Fig. 2. White image obtained with the segmented 

linear detector.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Flat-Field Correction을 수행

하면 선 허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미세하게 남

는다. Fig. 3과 같이 픽셀값이 크게 나타난 부분(밝

은 회색 부분)은 선 허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

이나 픽셀값이 낮은 부분(검은 회색 부분)에서는 

선 허상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타원으로 

표시된 부분과 긴 직사각형으로 표시된 영역은 제

거되어야 할 선 허상이 나타나고 있다.

Flat-Field Correction으로 인해 영상의 모든 픽셀

이 바르게 보정되지 못하고 경계 부분에 위치한 픽

셀들은 과도하게 보정되었다. Fig. 4는 보정 전의 

모듈 연결부분의 픽셀값과 같은 부분의 Flat-Field 

Correction 수행 후의 픽셀값을 나타낸 것이다. 왼쪽 

모듈의 끝 픽셀(A로 표시)과 오른쪽 모듈의 시작 

픽셀(B로 표시)은 피크 형태로 나타나 다른 픽셀보

다 과도하게 보정(a와 b로 표시)되었음을 나타낸다.

(a) Original image

(b) Magnification of line artifacts

Fig. 3. Image after the flat-field correction. Line 

artifacts by abnormal-edge pixels are not removed 

with the correction method. Line artifact are shown in 

(b) the magnified parts of line artifact.

Fig. 4. Top (○) and bottom (□) data show before 

and after the flat-field correction, respectively. Two 

edge pixels (denoted by A and B) shows abnormal 

properties after the flat-field correction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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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dge 팬텀을 이용한 추가적인 보정

두께가 서로 다른 Wedge 팬텀을 이용하여 영상

을 획득하였다. Fig. 5에서 모듈의 엣지 부분에 선 

허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모듈의 경계 부분이 

Flat-Field Correction에 의해 완전히 처리되지 못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5. Wedge phantom image after the flat-field 

correction. Lines which are removed are shown 

clearly.

Fig. 6은 인덱스 0부터 10까지에 대한 평균 픽셀

값의 로그에 대한 값으로 비정상적인 엣지 픽셀의 

보정인자를 나타낸 것이다. 

Fig. 6. Correction factors for two edge pixels.

픽셀값이 낮을수록 모듈의 엣지 픽셀은 더 큰 값

을 나타내어 보정인자를 낮은 값으로 보정해 주어

야 한다. 보정인자를 적용한 이후의 샘플 영상은 

Fig. 7과 같이 선 허상이 제거되어 바르게 보정되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Image after applying correction factors.

Ⅳ. DISCUSSION

보통의 Flat-Field Correction의 방법만을 적용하면 

모듈 연결부분의 엣지 픽셀에 대해서는 보정이 제

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보통 Flat-Field Correction 이

후 엣지 픽셀의 선형보간을 통해 그 차이를 최소화 

한다. 픽셀값의 차이가 대략 200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대조도 차이가 큰 경우는 선 허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제품 및 농산물 인라인 

검사에는 단순한 선형보간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줄 허상의 영상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나타나

지 않는다. 그러나 Fig. 5와 같은 거의 일정한 두께

를 갖는 시료 예를 들면 팩(pack)형 배터리 같은 경

우는 선 허상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하게 된다. 제시된 2단계 보정 방법(Flat-Field 

Correction과 Wedge Phantom 영상을 이용한 보정)

은 수동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정인자

를 구하는 절차가 대표적이다. 관전압이나 관전류 

바꾸어 영상을 촬영할 경우 기존의 보정인자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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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여전히 불필요한 선 허상들이 나타난다. 영

상 획득 조건을 바꿈에 따라 보정인자를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Ⅴ. CONCLUSION

여러 모듈을 연결하여 제작한 선형 검출기의 영

상보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Flat-Field Correction만

을 적용하면 모듈 연결부위 엣지에 위치한 픽셀이 

정상적으로 보정되지 않고 과도하게 보정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Wedge 팬텀의 영상을 이용하여 추

가적인 보정인자를 산출하고 적용하여 온전히 보

정된 영상을 획득하였다. 보정인자를 산출하는 수

동적인 방식을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추가적

인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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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로 구성된 선형 검출기의 상보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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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러 모듈을 선형으로 배치하여 제작한 선형 검출기가 산업의 전수검사에 활용되고 있으나 선형 검출기

로 획득한 2차원 영상에서 연결부위에 선 허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Flat-Field Correction 이후에 Wedge 

팬텀 영상을 이용하여 선 허상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통상적인 Flat-Field Correction을 수행하더라

도 모듈의 연결부분에서 발생하는 선 허상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모듈의 연결부위에 위치한 양 엣지의 픽

셀들이 Flat-Field Correction 이후 과도하게 보정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픽셀들의 추가적인 보정을 위해 

Wedge 영상을 이용하여 보정인자를 구하여 적용함으로써 선 허상이 완전히 제거된 영상을 획득하였다. 보

정인자를 구하는 수동적인 절차를 자동화하여 산업에서 선 허상 제거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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