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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방사선의 개요

 화력발전소 용접부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법은 방사선을 용접부에 투과하

여 투과된 방사선이 필름을 감광시켜 잠상을 얻게 하고, 그 필름을 암실에서 

현상하여 용접부에 결함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시험공정이 복잡하여 이제 차츰 사라져

가는 전환기에 서 있으며, 이를 대체할 시험법으로 디지털 방사선투과검사법이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방사선투과검사(Digital radiography inspection)는 반도체형 어레이 

픽셀센서(Array pixel sensor)나 광자극성 인광물질의 영상판을 이용하여 방사

선투과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방사선투과영상을 컴퓨터나 디스크에 보관

하고, 온라인으로도 공유를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방사선투과검사는 필름 

현상작업이 필요 없어 검사비용과 공정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방사선 노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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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존의 1/10로 대폭 줄일 수 있어 방사선투과검사

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고 있다. 

디지털 방사선은 처음에 우주, 항공, 의료 분야 등에

서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일반 산업 분야로까지 적용범

위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방사선투과영상을 기존의 필름에 

의한 투과영상과 비교평가함으로서 산업설비에 대한 

디지털 방사선투과검사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2. 디지털 방사선투과검사의 원리 및 장점

가. 디지털 방사선의 원리

디지털 방사선투과영상을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직

접방식과 간접방식으로 구분된다. 직접방식(Directed 

digital radiography)은 Ar-Si, Ar-Se, CMOS 등과 같

은 반도체형 센서에 의해 투과영상을 획득하는 방식으

로 그림 2는 직접방식의 디지털 방사선 센서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에서 신티레이터(Scintillator)는 방사선이 센서

에 조사될 때 방사선을 빛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물

질이고, 매트릭스 형태의 미소한 반도체 센서들은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전기적 신호

를 증폭한 후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거치면서 디

지털 투과영상으로 표현하게 된다. 직접방식은 센서와 

운용 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투과시험을 

그림 1. 아날로그 및 디지털 영상획득 시스템 비교

그림 2. 직접방식 디지털 방사선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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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하는 즉시 투과영상을 모니터에서 관찰할 수 있다. 

간접방식(Computed radiography)은 시험체를 투과

한 방사선이 광자극성 인광물질(PSP Photostimulable 

phosphor)이 도포된 IP(Imaging plate)를 감광시키고 

IP에 방사선의 에너지가 저장된다. 방사선투과 에너지

가 축적된 IP에 680㎚ 파장의 적색 레이저를 노출하게 

되면 방사선에 노출된 량에 비례하는 세기의 형광 빛을 

발하며, 포획된 전자를 방출시켜 Eu+3를 Eu+2로 환

원시킨다. 이때, PSP에서 약 300~500㎚의 녹색 빛을 

발생하며, 이 빛을 PMT(Photo multiplier tube)에서 

전기신호로 변환시킨다. 그 후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기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영상 정보로서 기록

된다. 그림 3은 간접방사선영상시스템(Computed radio 

graphy imaging system)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나. 디지털 방사선 영상의 장점

최근 들어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전체 산업 분야에 활

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생산능률의 향상과 양

질의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등 파급효과가 높게 나타

나고 있다. 비파괴검사 분야에도 디지털 기술의 접목은 

신호처리 및 평가기술의 향상으로 검사 신뢰도가 높아

지고 검사비용이 절감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 방사선투과검사 기술은 검사영상

을 컴퓨터나 디스크에 보관이 가능하고, 검사영상 및 자

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방사선투과검사는 필름을 사용하는 아날로그형 

검사법과는 달리 방사선에 대해 감도가 높은 디지털 방

사선 센서를 이용하여 투과영상을 취득함으로서 검사시

간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 필름을 현상처리하지 않으므

로 검사비용 및 검사공정을 줄일 수 있어, 방사선투과 검

사 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미세한 신호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영상처리 기

법으로 선명한 투과영상으로 변환하여 평가를 할 수가 

그림 3. 간접방사선영상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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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보다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아날로그 영상인 필름은 항온항습 상태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디지털 영상은 컴퓨터나 CD로 보관

할 수가 있으므로 보관 비용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필요시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방사선

영상은 방사선투과검사 영상 취득시 방사선 노출 조건 

부적절로 발생한 문제들을 디지털 영상 개선 프로그램

에 의해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 디지털 방사선 영상 개선 

디지털 영상은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을 개선

할 수 있다. 히스토그램은 영상 내에 얼마나 많은 픽셀

(pixel)값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는 원주형 알루미늄 부품의 디지털 방사선 영상과 히스

토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히스토그램 x축은 0(좌측)에서 4096(우측)까지 디지

털화된 픽셀값을 표현한 것이며, 방사선투과 영상 내에

서 얼마나 많은 픽셀값을 가지는가를 나타낸다. 그림 4

에서는 어두운 ①과 밝은② 밝은 배경③의 3개의 구역

으로 나눌 수 있다. 

히스토그램에서 두 개의 Peak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는 피사체의 영상으로

서 피사체 영상은 대부분 어둡게 표현되며, 히스토그램

에서 낯은 값을 가지고 있다. 즉 Peak ①은 어두운 영

상, Peak ②는 중앙 부분의 약간 밝은 영상을 나타내

고 있다. 또한 히스토그램의 오른쪽 Peak③은 투과영

상의 밝은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알루미늄 부품의 디지털 방사선 영상은 ①번과 ②번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경인 ③은 관심의 영역이 아

니다. 따라서 히스토그램에서 관심 영역인 ①번과 ②

번 영역에서만 Grey level을 선택하면 ①번과 ②번 사

이에서 흑과 백이 표현되면서 방사선투과영상의 콘트

라스트(Contrast)가 개선된다. 

아래의 영상은 고고학 유물에 대해 방사선투과시험 

결과에 대한 히스토그램의 Grey level을 조절함으로서 

콘트라스트를 개선한 사례이다.

그림 4. 디지털 방사선 영상과 히스토그램 

그림 5. grey level 개선 전

그림 6. grey level 개선 후

1

1

2

2

3

3



Special contribution특별기고

94  계장기술

3. 디지털 방사선의 산업적 이용 

선진국에서 디지털 방사선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

고 있는 곳은 2차원 엑스선 진단으로 적용율이 약 71%

이며, 3차원 영상 CT에 이용되는 엑스선, 그리고 생리

학적 정보를 보여주는 감마선을 이용하는 감마카메라, 

단일광자방출 단층촬영(SPE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디지털 방사선 Array Sensor 기술의 발전으

로 인해 우주 및 항공산업 분야 설비의 안전성 확보, 반

도체와 PCB 품질 확인을 위한 단층 촬영, 공항의 보안검

색, 항만의 밀수방지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7. 디지털 방사선투과법에 의해 촬영된 
오토바이의 영상

그림 8. 케이블 커넥터 투과영상

그림 9. 디지털 방사선에 의한 트레일러 영상취득 및 화물검색

(a) 투과영상 (b) 투과영상의 확대

그림 10.  용접부 디지털 방사선투과영상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