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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원발명은 일반적으로 영사 검사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본원발명은 단층영상합성 영사기술

을 사용하는 X선 검사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인쇄회로기판(PCB)상에 집적회로(IC)칩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상호접속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지 판정하도록 PCB상

의 상호접속의 검사가 필요하다. IC칩의 복잡성, 성능, 및 배치밀도의 계속적인 증가는 패키지 상호접속의 기능성 및 

밀도를 요구하게 된다. 볼-그리드-어레이(BGA)는 특수 검사기술을 요구하는 상호접속을 갖는 표면실장기술(SMT) 

패키지의 일예이다. PCB 상호접속의 밀도 및 복잡성이 계속 증가함으로 인하여, 상호접속내 또는 상호접속상의 결함

을 검출하기 위한 많은 상호접속 검사기술이 발전되어 왔다.

그러한 상호접속 검사기술의 하나인 단층영상합성법은 3차원 전기적 땜납 접합 접속부를 관통하는 단일 평면을 따라

조각내어진 상의 디지털 영상 표현을 생성함으로써 결함을 검출할 수 있다. 디지털 단층영상합성 시스템은 시각적 방

법 또는 종래의 X선 촬영법에 의해서는 검사될 수 없는 다양한 PCB 땜납 접합부 품질을 검사가능하게 한다.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편입되어 있고 Richard S. Peugeot에게 1987년 8월 18일 특허된 미국특허 No. 4,688,241는 본원출

원의 도 1에 도시된 시스템(10)을 포함하는 많은 단층영상합성 검사시스템을 개시하고 있다. 시스템(10)은 조향식 마

이크로포커스 X선 방사원(12), X선을 영사할 수 있는 대형 영상 검출기(30), 및 방사원과 검출기의 사이에 위치결정

된 검사평면(20)을 포함한다. 본원에서, 방사원(12)에 관하여 '조향식'이라는 용어는 방사원(12)내의 전자선을 타겟 

애노드상의 다양한 위치로 디렉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대조적으로, 정지식 또는 비조향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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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방사원, 즉, 전자선이 타겟 애노드에 단일 위치에서 충돌하는 방사원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영사될 영역(A, B, 및 C)은 검사평면(20)에 놓여 있는 X-Y 테이블(도시되지 않음)상에 놓일 수 있다. 물체가 X-Y 테

이블상에 있을 때, 검사물체는 땜납 접합부와 같은 관심영역이 영사될 수 있도록 X 및 Y 방향을 따라 병진이동될 수 

있다. 방사원(12)은 검사물체를 관통하여 검출기(30)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면서도 결과영상이 관심영

역내에서 콘트라스트를 갖기에 충분히 낮은 에너지를 갖는 X선(50)을 생성한다.

X선 방사원(12) 및 검출기(30)는 대략 2.5mm×2.5mm 내지 대략 25mm×25mm의 범위의 연속 가변 시야가 획득되

게 하는 독립된 수직 구동 메카니즘상에 장착될 수 있다. 특히, X선 방사원(12)은 X선 방사원(12)과 검사평면(20)의 

사이의 거리를 변경하는 프로그래밍가능한 Z축상에 장착되어 있다. 여기서 X선 방사원(12)과 평면(20)의 사이의 거

리는 Z1이라 한다. 검출기도 검사평면(20)과 검출기(30)의 사이의 거리를 변경하는 프로그래밍가능한 Z축상에 장착

되어 있다. 검사평면(20)과 검출기(30)의 사이의 거리는 Z2라 한다. 시야의 변동은 Z1과 Z2 중 어느 것 또는 모두를 

변동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제 도 1의 시스템의 동작이 설명될 것이다. 관심영역(A, B, 및 C)을 갖는 회로기판은 검사평면(20)의 X-Y 테이블

상에 위치결정된다. 그 후 회로기판은 땜납 접합부 또는 컴포넌트와 같은 관심영역(A, B, 및 C)이 영사될 수 있도록 X

및 Y 방향을 따라 병진이동된다. 회로기판이 적절하게 위치결정되고 나면, X선(50)과 같은 방사선은 회로기판상의 

물체를 향하여 투사된다. X선(50)의 일부는 물체를 투과하고 물체에 의해 변조된다.

물체를 관통한 X선(50)의 일부는 그 후 영상 검출기(30)에 충돌한다. 검출기(30)는 검사물체로부터 변조정보를 포함

하고 있는 X선사진을 생성할 수 있다. 검출기(30)의 입력 스크린에 충돌하는 X선은 X선(50)내에 드는 물체의 볼륨의 

가시광 또는 X선 영상을 생성한다. 검출기(30)가 영상 증배기를 포함한다면, 영상 증배기의 출력에서의 영상은 휘도

가 증폭된다.

검출기(30)의 출력면상에 나타난 영상은 비디오 카메라(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미러를 통하여 보여진다. 도 1의 영역

(1, 3, 5, 및 7)과 같은, 검출기(30)의 다양한 영역으로부터의 영상은 미러의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카메라에 순차적으

로 디렉팅될 수 있다.

그 후 결과영상은 비디오 디지털화기로 입력된다. 비디오 디지털화기는 디지털화된 영상 세트를 출력으로서 제공한

다. 세트에서의 각각의 영상은 메모리에 공급되어 기억된다. 그 후 영상은 영상을 조합하여 결과영상을 모니터에 제

공하는 공지된 단층영상합성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단층영상합성 컴퓨터내로 개별적으로 공급될 수 있

다. 디지털화된 영상 세트의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체 검출기(30)에 시야를 두어 단층영상합성용 영상을 획

득하는 것보다는 영역(1, 3, 5, 및 7)과 같은 검출기(30)의 영역으로 카메라의 시야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스템(10)에 대하여, 관심영역의 중심은 X선 방사원의 경로의 중심으로부터 검출기(30)의 중심으로까지 뻗어있는 

선과 일치해야 한다. 도 1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물체(B)의 중심은 검출기(30)의 시야의 중심과 X선(50)의 중

심선과 일치한다.

물체(B)에 대하여 단층영상합성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X선 방사원(12)은 Z축에 직교하는 원형 경로를 

따라 다수 지점(1-8)에 위치결정된다. 원상의 각각의 지점은 Z축에 직교하는 1평면내에 있고 Z축으로부터 등거리 또

는 등각을 유지한다. 각각의 지점에서, X선 방사원(12)은 물체(B)를 향하여, 적어도 일부 통하여, X선(50)을 방출함으

로써, 검출기(30)에서 물체(B)의 영상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물체(B)에 대한 영상(1)을 획득하기 위해서, X선 방사

원(12)은 위치(1)로 조향되고 검출기 시야는 위치(1)로 이동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물체(B)의 영상(2 내지 8)에 대

하여 반복된다. 8개의 영상은 순차적으로 획득되는데 그 이유는 X선 방사원 하우징 내부의 전자선 및 검출기 시야는 

각각의 획득 후에 이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로서, 알려진 소정 각도에서 물체(B)의 8개의 스캐닝된 영상이 캡

처링된다.

물체(B)의 요구된 영상이 취해진 후에, X-Y 테이블은 물체(A)의 중심이 검출기 시야의 중심 및 X선(50)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이동된다. 물체(A)에 대하여 영상(1)을 획득하기 위해서, X선 방사원(12)은 위치(1)로 조향되고 검출기 

시야는 위치(1)로 이동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물체(A)의 영상(2 내지 8)에 대하여 반복된다. 따라서, 물체(A)의 8개

의 스캐닝된 영상이 캡처링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영사될 관심영역 또는 물체의 각각에 대하여 계속된다.

단층영상합성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각도(Phi)는 물체의 유용한 단층영상합성 슬라이스를 생성하도록 수직으로부터 

적어도 25-30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X선 방사원의 직경, 검출기의 직경, 방사원과 물체와의 거리(Z1), 및 물체와 검

출기와의 거리(Z2)의 실용적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각도, 시야, 해상도, 및 시스템의 속도에 대하여 절충이

이뤄진다. 원하는 각도를 달성하여 유용한 단층영상합성 슬라이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가의 X선 방사원 및/또는 검

출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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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Peugeot에 의한 미국특허 No.4,688,241 및 도 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종래의 단층영상합성 기술

은 검출기에서의 시야 및 X선 촛점 위치의 중심선이 영사될 물체의 중심과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배열은 많은

이점을 갖는다. X선이 관심영역의 중심을 관통하게 함으로써 머신의 교정, 영상의 그레이 콜렉션 및 디와핑, 및 물체

의 기계적 위치결정이 단순화된다. 단층영상합성 슬라이스의 성질은 전자선 및 미러의 정확한 위치결정에 의존한다. 

이러한 정확도는 갈보노미터 미러 및 전자기선 조향을 위한 현존 기술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러 나, 종래 시스템의 단

점은 그것들이 대형 검출기 및 조향식 X선 방사원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장비는 고가여서 그 사용은

시스템의 전체 비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그러한 시스템에 있어서는, 8개의 영상의 각각의 하나를 순차적으로 획득하

는 것이 더 느리므로, 시스템의 속도를 하나의 영상을 획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8배로 제한한다.

따라서, 검출기에서의 시야 및 X선 촛점 위치의 중심선이 영사될 물체의 중심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단층영상

합성 영사기술을 사용하는 X선 검사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조향식 X선 방사원 및 대형 검출기를 둘다 요구하지는 않는 단층영상합성 영사기술을 사용하는 X선 검사시스

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전체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시스템의 스루풋을 증가시키는 단층영상합성 영사기술을 사용하는 X선 검사시

스템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원발명은 검출기에서의 시야 및 X선 촛점 위치의 중심선이 영사될 물체의 중심과 일치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

층영상합성(tomosynthesis) 영사기술을 사용하는 X선 검사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종래기술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

킨다. 이러한 요구가 제거되고, 대형 검출기 또는 조향식 X선 방사원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사용이 회피됨으로써 

상당한 비용 및 성능 이점이 실현된다.

이들 이점은 8개의 영상을 동시에 캡처링할 수 있는 X선 검출기와 조합된 비조향식 X선 방사원을 갖는 검사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고가의 조향식 X선 방사원에 대한 요구가 제거되어 전체 시스템이 단순화된다.

또한 시스템의 속도 또는 스루풋이 향상된다.

대안으로 이들 이점은 조향식 X선 방사원 및 소형 고해상도 검출기를 갖는 검사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실현된다. X

선 방사원을 더 편축(off-axis) 조향함으로써, 물체의 영상은 고해상도 소형 검출기상에 투사될 수 있다. 따라서, 더 

소혀이고 더 저가인 검출기를 사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이 달성된다.

전형적으로 X선 검출기 및 조향식 X선 방사원은 검사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고가의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그 중 하나 

또는 모두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시스템 비용은, 요구 성능을 유지하면서, 감소될 것이다.

또한 본원발명은 X선 방사원 또는 검출기 및 타겟 물체를 단층촬영을 위한 위치에 놓도록 요구되는 기계적 재위치결

정 이동의 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본원발명은 더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복잡한 상호접속의 영상이 생성될 수 있게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의 X선 검사시스템의 예시도,

도 2는 본원발명의 X선 검사시스템의 일실시예의 예시도,

도 2a는 도 2의 실시예를 더 예시한 도,

도 3은 본원발명의 X선 검사시스템의 다른 실시예의 예시도,

도 4는 인쇄회로기판상의 영사될 영역의 예시도,

도 5는 도 4와 유사한 도로서, 단층영상합성 슬라이스를 만들도록 모든 필요 한 편축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X선의 중

심선이 위치되어야만 하는 부가 위치를 더 예시한 도,

도 6은 본원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육각형 스캔 패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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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도 2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가 설명된다. 영사될 물체 또는 관심영역의 선택은 임의적이지만, 영사될 

물체는 땜납 접합부를 통하여 회로기판에 접속된 전자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회로기판 또는 전자 어셈블리로 이루어

진 것이 바람직하다.

도 2 및 도 2a에는 본원발명의 제 1 실시예의 원리를 구체화하는 X선 검사시스템(100)이 각각 도시되어 있다. 시스템

(100)은 비조향식 X선 방사원(112) 및 영역 검출기(130)를 포함한다. 적합한 비조향식 X선 방사원은 Nicolet Imagin

g Systems, San Diego, California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방사원(112)은 옮겨져서 검사평면(120)의 중심 및 검출기

(130)의 중심에 대하여 중심맞춰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 1의 시스템에 대하여, 영사될 영역(A, B, 및 C)은 검사평면

(120)에서 기계적으로 지지된다. 지지면은 서포트가 X-Y 테이블인 경우처럼 방사원(112) 및 검출기(130)에 대하여 

영역(A, B, 및 C)을 이동시킬 수 있다. 대안으로 지지면은 방사원(112) 및/또는 검출기(130)에 대하여 영역을 소정 위

치에만 유지할 수도 있다. 여기서 A, B, 및 C는 물체라 불리지만, 당업자는 A, B, 및 C가 동일한 물리적 물체내의 단

지 다른 관심영역일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X선 방사원(112) 및 검출기(130)는 연속 가변 시야를 허용하는 독립된 수직 구동 메카니즘상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직 구동 메카니즘은 X선 방사원(112)과 영사될 물체 사이의 거리(Z1), 및 영사될 물체와 검출기(130) 

사이의 거리(Z2)를 변동시키는데 사용된다. 시스템(100)에 있어서, 거리(Z1)는 대략 0.5˝내지 3.0˝의 범위에서 변

동될 수 있고 거리(Z2)는 대략 0.5˝내지 3.0˝의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 대안으로, 방사원(112) 및 검출기(130) 

중 적어도 하나와 영역(A, B, 및 C)용 기계적 서포트는 Z1 및 Z2가 독립적으로 변동되게 하도록 독립된 수직 구동 메

카니즘상에 장착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시스템은 수직 구동 메카니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고, 방사원(112

) 및 검출기(130)는 고정 Z1 및 Z2 거리에 위치결정될 수 있다. 또한, 도 2에는 방사원(112)은 검사평면(120)의 위에

위치되고 검출기(130)는 평면의 아래에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대안으로 방사원(112)이 검사평면(1

20) 아래에 배치되고 검출기(130)가 평면 위에 배치될 수 있음을 당업자는 인식할 것이다.

시스템(100)에는 플랫 스크린 및 각각의 방향으로 적어도 1000 픽셀을 갖는 X선 검출기(130)가 제공될 수 있다. 바

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검출기(130)는 비정질 실리콘(aSi) 검출기이다. aSi 검출기는 aSi로 만들어지고 세슘 요오드화

물(CsI) 결정으로 코팅된 플랫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한 aSi 검출기의 예는 Trixell, Moirans, France로부

터 입수할 수 있는 Model FlashScan20이다. 이 특정 모델은 일방향으로 1536 픽셀을 갖고 타방향으로 1920 픽셀을

갖고 4 linepairs/mm의 해상도를 갖는다. 그것은 127 미크론 픽셀 사이즈를 갖고 따라서 대략 195mm×244mm의 총

검출기 사이즈를 갖는다.

X선이 aSi 검출기의 스크린에 충돌할 때, X선은 CsI의 층에 흡수된다. CsI는 섬광 물질이기 때문에, 광펄스를 순차적

으로 방출한다. 그 후 이러한 광은 검출기(130)내에서 aSi 광다이오드의 매트릭스내 전기 전하 캐리어로 변환된다. 모

든 광다이오드는 개개의 스위치에 의해 판독회로에 접속되어 있는데, 박막 트랜지스터 또는 다이오드일 수 있다. 출력

신호는 증폭되어 아날로그로부터 디지털로 변환된다. 광섬유 또는 다른 전기적으로 도전적인 링크에 의하여, 영상 데

이터는 영상 정보를 처리하여 영상을 포뮬레이팅하는 실시간 영상 처리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그 후 결과영상은 도 2

a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또는 비디오 모니터(140)상에 보여지거나 추후 검색을 위해 기억될 수 있다.

통상의 단층영상합성에 있어서, 검출기의 출력은 미러에 의해 카메라에 공급되고 순차적으로 비디오 프로세서내로 

공급된다. 상기 검출기(130)의 출력은 그 자체로 X선 영상의 디지털 표현이기 때문에, 미러 및 카메라에 대한 요구가 

제거되고, 검출기의 출력은 직접 영상 처리 시스템으로 제공된다. aSi 검출기(130)는 각각의 영상에서 적어도 512 픽

셀로 편축 영상에 대하여 30도 각도를 달성하기에 충분히 대형이기 때문에, 모든 8개의 영상은 동시에 획득될 수 있

어서, 이하 더 설명될 바와 같이, 검사에 필요한 시간을 비약적으로 감소시킨다.

또한, 시스템(100)에는 제어 시스템이 제공된다. 제어 시스템은 물체, 방사원, 검출기, 또는 상기 것들의 특정 조합을 

이동시킴으로써 검사평면(120)내의 소망 위치에 영사될 물체를 위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시스템은 요구되는 거

리(Z1 및 Z2) 및 이하 상세히 논의되는 본원발명의 영상 스티칭 태양을 변동시키 도록 독립된 수직 구동 메카니즘(이

용되는 경우)의 동작을 제어한다.

도 2a에 도시된 프로세서(150)는 제어 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상기 실시간 영상 처리 기능도 수행할 수 있

다. 따라서, 프로세서(150)는, 당업자에게 알려진 것으로서, 제어 시스템 및 영상 처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

가능한 범용 마이크로프로세서일 수 있다. 대안으로, 제어 기능이 별개의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디바이스 또는 별개

의 제어기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경우에 프로세서(150)는 전용 영상 처리 디바이스일 수 있다.

다시 도 2를 보면, 방사원(112)이 검사평면(120)의 영역을 향하여 X선을 투사할 때, 영역(A)의 편축 영상이 검출기(1

30)상의 위치(5)에서 획득되고, 물체(C)의 편축 영상도 그 상응위치(1)에서 획득될 것이다. 도 2에 도시되지 않은 다

른 영역의 편축 영상도 획득될 수 있다. 이것은 이하의 논의를 통하여 더 잘 이해될 것이다. 더 많은 영상이 단층영상



공개특허 특2003-0055340

- 5 -

합성 복원을 위해 요구될 수 있지만, 단순화를 위해 논의는 4개의 영상으로 제한한다. 전형적인 땜납 접속 검사에 대

하여, 더 많은 영상 또는 더 적은 영상이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통상 8개의 편축 영상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제공

한다는 것을 알았다.

도 4에는 인쇄회로기판상의 영사될 9개의 가능한 관심영역이 도시되어 있다. 관심영역(A)이 검사평면(120)의 중심에

놓이고 X선이 비조향식 방사원(112)으로부터 투사될 때, 검출기 위치(1)에 상응하는 영역(B)의 편축 영상이 획득되

고, 검출기 위치(7)에 상응하는 영역(D)의 편축 영상도 획득될 것이다. 관심영역(B)이 검사평면(120)의 중심에 놓이

고 X선이 비조향식 방사원(112)으로부터 투사될 때, 검 출기 위치(5)에 상응하는 영역(A)의 편축 영상, 검출기 위치(

7)에 상응하는 영역(E)의 편축 영상, 및 검출기 위치(1)에 상응하는 영역(C)의 편축 영상이 획득될 것이다. 관심영역(

C)이 검사평면(120)의 중심에 놓일 때, 검출기 위치(5)에 상응하는 영역(B)의 편축 영상 및 검출기 위치(7)에 상응하

는 영역(F)의 편축 영상이 획득될 것이다. 관심영역(D)이 검사평면(120)의 중심에 놓일 때, 검출기 위치(3)에 상응하

는 영역(A)의 편축 영상, 검출기 위치(1)에 상응하는 영역(E)의 편축 영상, 및 검출기 위치(7)에 상응하는 영역(G)의 

편축 영상이 획득될 것이다. 관심영역(E)이 검사평면(120)의 중심에 놓일 때, 검출기 위치(5)에 상응하는 영역(D)의 

편축 영상, 검출기 위치(1)에 상응하는 영역(F)의 편축 영상, 검출기 위치(3)에 상응하는 영역(B)의 편축 영상, 및 검

출기 위치(7)에 상응하는 영역(H)의 편축 영상이 획득될 것이다. 나머지 관심영역이 위치에 놓이고 상응하는 영상이 

획득된다.

관심영역(A, B, C, D, E, F, G, H, 및 I) 외부에 대하여 영상의 완성 세트를 획득하기 위해서, 도 5에 도시된, 인쇄회로

기판의 액티브 영역의 외부 영역은 검사평면의 중심에 위치결정되어야 하고 상응하는 영상이 취해진다. 실제로, 대부

분의 관심영역은 에지상에보다는, 인쇄회로기판의 에지 내부에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본원발명으로는 수개의 상이 

각각의 위치에서 순차적으로라기보다는 동시에 획득되기 때문에, 공지기술과는 대조적으로 스루풋이 상당히 향상된

다.

검사평면에서 검사될 물체가 그리드 또는 다른 배열(예를 들어, 볼 그리드 어레이로부터의 접합부)이라면, X선 방사

원이 관심영역(B)의 위에서 방사하고 있을 때, B에 인접한 다수의 영역이 동시에 방사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원기술

은 8개 의 인접영역의 8개의 편축 영상을 동시에 획득하도록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전체 그리드를 검사하는데 요구되

는 영사 위치의 총 수를 감소시킨다. 대조적으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종래 방법은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순차적으

로 8개의 편축 영상을 만드는 것이였다. 따라서, N×N 영역의 배열에 대하여, 종래 방법을 사용하는 방사원 위치의 총

수는 8×N  2 일 것이다. 그러나, 본원발명의 실시예의 편축방법하에서는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하나의 위치만이므로,

영역의 경계를 더하여, 방사원 위치의 총 수는 (N+2)(N+2)=(N+2)  2 과 동일하게 된다. 영역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역에 비하여 방사원 위치의 수는 종래기술과는 대조적으로 비약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예를 들어, N=3이면, 종래 

방법에 대하여서는 72개의 방사원 위치가 사용되는 반면, 본원 실시예의 편축 방법에 대하여서는 25개만이 사용된다.

N=10에 대하여서는, 종래 방법에 대하여서는 800개의 방사원 위치가 사용되는 반면, 본원 실시예의 편축 방법에 대

하여서는 144개의 위치만이 사용된다.

모든 편축 영상이 획득되고 나면, 물체의 각각에 대한 영상, 즉 물체(A)에 대한 영상(1-8)을 그룹화함으로써 영상은 

다시 함께 그룹화될 수 있다. 특정 물체에 대한 모든 8개의 영상은 검사평면에 대하여 동일한 기계적 위치에서 획득되

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함께 병합하도록 영상 정렬 기술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픽셀의 정확도내에 영상을 위

치결정하는 매우 정확한 X-Y 테이블이 사용된다면, 영상은 간단히 함께 그룹화될 수 있다. X-Y 테이블이 1픽셀 미만

의 정확도를 갖는다면, '상내(in-view)' 기준(fiducial)의 사용을 통하여 다양한 영상을 정렬시 키거나 또는 인접 경계

에서 매칭하는 영상 사이에 충분한 오버랩을 교대로 가질 필요가 있다.

지점의 정방형 배열의 코너는 그리드 또는 정방형의 사이드보다 방사원의 중심으로부터 타겟까지 더 멀기 때문에, 영

사 시스템의 중심으로부터 각각의 편축 영상의 중심을 고정 반경으로 유지하는 패턴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롭다. 도 6

에는 이러한 요구를 달성하는 육각형 배열의 예가 도시되어 있다. 8개의 편축 영상 대신에, 6개의 편축 영상이 단층영

상합성 슬라이스를 생성하도록 사용될 수 있고, 육각형 패턴은 회로기판상에 임의의 시야에서 대칭적으로 위치결정될

수 있다.

검출기(130)는 방출된 X선을 수신하여 X선을 가시광으로 변환하도록 위치결정된다. 검출기의 디지털 출력은 상기한

바와 같은 프로세서(150) 또는 영상 처리 시스템에 제공된다. 이러한 특징은, 기판이 현존 컴포넌트 피치의 광범위한 

변동을 갖더라도, 사실상 임의의 기판 타입에 대하여 시야, 해상도, 및 스루풋을 최적화하는 것을 허용한다. 영사 시스

템의 이러한 독특한 애플리케이션(즉, 모든 8개의 영상을 동시에 봄)은 검출기가 재위치결정되어야만 할 필요를 제거

하고, 따라서, 시스템의 기계적 복잡성을 감소시키고(즉, 갈보노미터 미러 시스템을 제거함), 시스템 신뢰성 및 결과의

반복성을 향상시키고, 전체 시스템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어프로치는 영상 콜렉션 시스템에 대한 기계적 요구를

단순화하고 동적보다는 정적 영상 트레인 정렬/교정을 허용한다.

대안예에 있어서, 검출기(130)는 예를 들어 렌즈 또는 광섬유 번들을 통하여 CCD 카메라에 의해 보여지는 CsI 결정 

검출기일 수 있다. 카메라의 아날로그(또는 디지털) 출력은 비디오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상에 영상을 포뮬레이팅

하도록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영상 처리 시스템 또는 프로세서에 제공된다. 따라서, 고가의 조향식 X선 방사원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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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회피되고 전체 시스템 비용이 낮아진다.

본원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디지털 캡처를 위한 베이시스로서 박막 트랜지스터의 위에 코팅한 비정질 셀렌 반도체 X

선 흡수기로 이루어진 플랫 패널 검출기를 채용할 수 있다. 그러한 검출기의 하나는 Direct Radiography Corp., New

ark, Delaware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이러한 검출기에 대하여, X선은 전극의 어레이에 의해 콜렉팅되는 전기 전하로

직접 비정질 셀렌에 의해 변환된다. 결과는 비디오 모니터상에 즉시 보여지거나 영상 프로세서로 보내질 수 있는 디

지털 영상이다. X선은 전기 전하로 직접 변환되기 때문에, 광스캐터는 회피되고 영상 선명도의 저하는 제거된다.

도 3에는 본원발명의 대안예의 원리를 구체화하는 다른 X선 검사시스템(200)이 도시되어 있다. 시스템(200)은 조향

식 X선 방사원(212) 및 검출기(230)를 포함한다. 적합한 조향식 X선 방사원은 Nicolet Imaging Systems, San Dieg

o, California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Model MXT-160CR이다. 이 모델은 10 미크론 스폿 사이즈 및 75mm 조향 직경

을 갖는다. 도 1의 시스템에 대하여, 영사될 영역(A, B, 및 C)은 검사평면(220)에 놓인 X-Y 테이블(도시되지 않음)과

같은 서포트상에 놓일 수 있다.

시스템(200)에서 사용된 검출기(230)는 고해상도, X선 고감도인, 플랫 스크린 검출기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검

출기의 예는 세슘 요오드화물(CsI) 결정 검출기이다. CsI 검출기는 CsI로 만들어진 플랫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합한 CsI 결정 검출기는 Hilger Crystals, Margate, Kent, United Kingdom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CsI 결정 검

출기의 총 사이즈는 25mm×25mm 내지 75mm×75mm의 범위를 갖는다. 이들 CsI 결정 검출기에 대하여, 결정내 30

내지 40 linepairs/mm의 해상도가 획득될 수 있다.

X선 방사원(212) 및 검출기(230)는 연속 가변 시야를 허용하는 독립된 수직 구동 메카니즘상에 장착될 수 있다. 수직

구동 메카니즘은 X선 방사원(212)과 영사될 물체 사이의 거리(Z1), 및 영사될 물체와 검출기(230) 사이의 거리(Z2)

를 변동시키는데 사용된다. 시스템(200)에 있어서, 거리(Z1)는 대략 0.5˝내지 3.0˝의 범위에 있을 수 있고 거리(Z2

)는 대략 0.5˝내지 3.0˝의 범위에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시스템은 수직 구동 메카니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고, 방사원(212) 및 검출기(230)는 고정 Z1 및 Z2 거리에 위치결정될 수 있다.

또한, 시스템(200)에는 시스템(100)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제어 시스템이 제공된다. 시스템(100)에 관하여 상기된

기능에 더하여, 시스템(200)의 제어 시스템은 소망의 관심영역에 전자선을 조향한다.

X선을 편축 조향함으로써, 편축 영상이 검출기(230)상에 투사될 수 있다. 시스템(200)에 있어서, 영상은 순차적으로 

획득된다. 예를 들어, 방사원(212)은 위치(1)로부터 물체(A)를 향하여 X선을 투사하여 검출기(230)상의 위치(1)에 물

체(A)의 편축 영상을 생성한 후, 방사원(212)은 위치(5)로 이동되어 검출기(230)상의 위치(5)에서 물체(C)의 편축 영

상을 획득할 수 있다. X선 방사원(212)은 재 위치결정되고 물체의 부가적 영상이 획득된다. 이것은 이하의 논의로 더 

잘 이해될 것이다. 단층영상합성 복원을 위해 더 많은 영상이 요구될 수 있지만, 단순화를 위해, 논의는 4개의 영상만

을 언급한다.

도 5에 도시된 관심영역(A)이 검사평면의 중심에 놓이고 X선이 방사원(212)으로부터 투사될 때, 위치(5)에 상응하는

영역(B)의 영상이 획득될 것이고 그 후 위치(3)에 상응하는 영역(D)의 영상이 획득될 것이다. 관심영역(B)이 검사평

면의 중심에 놓일 때, 위치(1)에 상응하는 영역(A)의 영상, 그 후, 위치(5)에 상응하는 영역(C)의 영상, 최종적으로, 위

치(3)에 상응하는 영역(E)의 영상이 획득될 것이다. 나머지 관심영역이 위치에 놓이고 상응하는 영상이 획득된다.

그 후 검출기(230)의 출력은 CCD 카메라와 같은 카메라에 공급된다. 카메라의 아날로그(또는 디지털) 출력은 디스플

레이 또는 비디오 모니터상에 보여질 수 있는 영상을 포뮬레이팅하도록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영상 처리 시스템 또는

프로세서에 제공된다.

시스템(200)에서의 영상은 시스템(100)에서와 같이 동시에라기보다는 순차적으로 획득되기 때문에, 실현된 스루풋 

이점은 그만큼 크지는 않다. 그러나, 시스템(200)으로는, 대형 검출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 큰 편축 각도(즉, 25-30

도에 비해, 30-35도)가 달성될 수 있다. 대형 검출기의 사용이 회피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비용이 더 낮아진다. 또

한, 시스템(200)에 있어서는, 검출기(230)상의 모든 픽셀이 각각의 영상을 만들도록 사용됨으로써 더 고해상도(즉, 

단위 영역당 더 많은 픽셀)로 된다. PCB 컴포넌트 및 그 피치가 더 작아짐에 따라, 이러한 어프로치 는 CsI 검출기가 

제공하는 더 나은 해상도로 인하여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시스템(100 및 200)의 획득 방법으로 획득된 영상을 영상스티칭하기 위하여, 서포트 예를 들어 X-Y 테이블이 1픽셀

의 사이즈보다 덜 정확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포트가 3픽셀까지 정확하다면, 그 때, '상

내' 기준없이, 영상은 +/- 3픽셀보다 더 정확하게 등록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영상은 단층영상합성 복원을 위해 조

합될 때 블러잉된 단층영상합성 슬라이스를 초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관심영역은 각각의 영상을 적절하게 

정렬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이상의 '상내' 기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형상 인식 알고리즘은 4개의 

편축 영상의 각각에서 동일한 물체를 독특하게 식별하도록 채용될 수 있다. 그 후 이러한 물체는 영상을 정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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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고 따라서 서포트의 기계적 부정확성을 제거한다. 이러한 정렬은 영상을 완벽하게 재정렬하도록 X-Y 정

렬 및 회전 정렬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기준의 형상에 의존하여, 1개, 2개, 또는 3개의 상내 기준이 요

구될 수 있다.

대안예에 있어서, 선형 광학 인코더는 테이블의 정확도를 1픽셀 미만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X-Y 테이블상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전체 시스템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모든 관심영역에 있을 수 있는 물체의 일예는 '비아'라 불리는 원형 홀이다. 인쇄회로기판용 CAD 데이터는 각각의 영

상내 비아를 초기에 찾아내도록 사용될 수 있다. 그 후 각각의 비아의 위치는 땜납 접합부 및 집적회로와 같은 다른 

근처 물체와 비교된다. 각각의 비아는 다른 가능한 어브스큐어링 물체로부터의 그 거리에 의해 랭킹된다. 예를 들어, 

다른 물체로부터 가장 큰 거리인 비아는 가장 높은 랭크를 할당받는다. 다음에, X선 영상이 획득된다. 그 후 형상 인식

알고리즘은 비아가 신뢰할만하게 위치될 수 있는지를 판정하도록 실행된다. 가장 높은 확률로 위치될 수 있는 비아는

그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최종 검사 리스트에서 사용된다.

적합한 형상 인식 알고리즘의 예는 비아 또는 다른 '상내' 기준의 각각의 제네릭 형상(즉, 원형, 정방형, 삼각형, 다이

아몬드, 크로스)에 대하여 템플릿을 사용하는 자기상관 기술일 것이다. 이러한 템플릿은 '상내'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X선 영상에서 실제의 관심영역과 비교된다. 영역에서 각각의 위치에 대한 템플릿의 피트의 양호도를 포함하고 있는 

상관 매트릭스가 생성된다. 가장 높은 상관의 지점은 템플릿이 기준과 가장 잘 매칭하는 곳이다. 그 후 이러한 '상내' 

기준은 다른 편축 영상에서 발견되고, 공통 지점에 편축 영상을 정렬하여 따라서 X-Y 테이블에 의해 야기된 임의의 

미소한 위치결정 에러를 제거하도록 순차적으로 사용된다.

대안으로, 신뢰할만한 '상내' 기준이 관심영역내에 위치될 수 없다면, 그 후 영상을 함께 정렬하기 위해 인접 영상 사

이의 오버랩에 의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출기 위치(5)에 상응하는 영역(A)의 영상 및 검출기 위치(5)에 상응하는 

영역(B)의 영상의 인접하는 에지는 영상을 함께 정렬하도록 형상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검사물체에 대한 전체 스캔 시퀀스는 스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된다. 스캔 최적화에

관한 챌린지는 2개의 사실, 즉 (1)통상 8개의 편축 영상이 '양호한' 단층영상합성 슬라이스를 만들기 위해 요구된다(

상기 4개의 영상 대신)는 사실 및 (2)시야가 완벽하게 균일한 패턴상에 배열될 수는 없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따라서, 

PCB에 대한 시야의 총 수를 최소화하고 외부 에지상의 시야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캔 패턴의 다중-가변 최적

화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원발명이 특정 실시예와 관련하여 상기되었지만, 본원발명을 이들 특정 실시예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야 한다. 오히려, 본원발명의 범위 및 취지내에서 모든 대안, 수정, 및 균등물을 망라하려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관심영역의 편축 X선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방사선을 생성하는 방사원;

복수의 관심영역의 적어도 하나의 서브세트를 지지하는 지지면; 및

복수의 관심영역의 상기 서브세트를 관통한 방사선의 일부를 동시에 수신하도록 위치된 X선 검출기를 포함하고,

상기 X선 검출기는 복수의 관심영역의 상기 서브세트내의 각각의 관심영역에 대한 영상의 전자적 표현을 방사선의 

수신된 일부로부터 생성하고,

방사원, 지지면, 및 검출기 중 적어도 하나는 방사선내에 관심영역을 위치결정하도록 이동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관심영역의 전자적 표현은 관심영역의 영상으로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서로 검출기로부터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결과영상은 디스플레이상에 보여질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공개특허 특2003-0055340

- 8 -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단층영상합성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관심영역의 적어도 2개의 디지털 표현을 조합하는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는 비정질 실리콘 스크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는 세슘 요오드화물의 코팅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는 세슘 요오드화물 스크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는 광영상을 CCD 카메라에 제공하기 위한 렌즈 또는 광섬유 번들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CCD 카메라의 출력은 관심영역의 영상으로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서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원은 비조향식 X선 방사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면은 방사선내에 관심영역을 위치결정하도록 이 동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원 및 상기 검출기는 방사선내에 영역을 위치결정하도록 이동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복수의 관심영역에 대한 편축 X선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일부가 관심영역을 관통하는 방사선내에 복수의 관심영역을 위치시키는 단계;

복수의 관심영역에 대한 방사선의 일부를 동시에 검출하여 관심영역의 각각에 상응하는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

계;

복수의 관심영역의 적어도 하나의 서브세트가 방사선내에 머무르도록 복수의 관심영역의 위치를 조절하는 단계;

동시에 검출하여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상기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 및

관심영역의 단층영상합성 영상을 생성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관심영역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 단계는 각각의 관심영역내에 하나이상의 상내 기준을 위치시킴으로써 각각의 영역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정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 단계는 복수의 관심영역의 위치를 조절하기 위해 서포트와 연관된 인코더 출력을 모니

터링함으로써 각각의 영역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정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복수의 관심영역의 편축 X선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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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을 생성하는 비조향식 방사원;

복수의 관심영역의 적어도 하나의 서브세트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면; 및

서브세트를 관통하는 방사선의 일부를 수신하여 서브세트내의 각각의 관심영역에 대한 영상의 전자적 표현을 동시에

생성하도록 위치된 검출기를 포함하고,

방사원, 지지면, 및 검출기 중 적어도 하나는 방사선내에 관심영역을 위치결정하도록 이동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서포트는 X-Y 테이블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서포트는 X-Y 테이블에 연결된 인코더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인코더는 별개의 영상을 올바르

게 조합하도록 요구되는 위치적 정확도를 X-Y 테이블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테이블의 위치결정 정확도는 약 +/- 2픽셀보다 더 나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 16 항에 있어서, 방사원 및 검출기 중 적어도 하나는 Z축을 따라 이동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는 방사선의 수신된 일부를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신호는 관심영역의 영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영상 처리 시스템으로 검출기로부터 전송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방사선내에 복수의 관심영역을 위치결정하는 것과 관심영역의 영상으로 디지털 영상 신호를 처리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결과영상은 디스플레이상에 보여질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 16 항에 있어서, 지지면은 방사선내에 관심영역을 위치결정하도록 이동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6.
검사물체의 편축 X선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수직축에 직교하는 수평 경로를 따라 수직축으로부터 각각 일정 각도에 있는 많은 다른 위치로부터 조향식 전자선을 

생성하기 위한 X선 방사원; 및

위치의 각각으로부터 검사물체에 대한 적어도 2개의 관심영역을 투과하는 X선을 수신하여 관심영역에 상응하는 획

득된 편축 영상의 전자적 표현을 생성하도록 위치결정된 고해상도 검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제어 시스템은 제 2 전자선을 각각의 위치에 있는 검사물체상의 제 2 관심영역으로 디렉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하나의 위치에 상응하는 제 1 관심영역의 영상 및 다른 하나의 위치에 상응하는 제 2 관심영역의 

영상은 순차적으로 획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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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는 세슘 요오드화물로 만들어진 스크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0.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는 카메라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31.
복수의 편축 X선 영상을 동시에 획득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2개의 관심영역을 갖는 검사물체를 검사평면상에 놓는 단계;

검사평면을 통하여 수직축에 대해 편축 디렉팅되는 X선을 관심영역으로 디렉팅하는 단계;

관심영역을 투과하는 X선을 검출기상에서 수신하는 단계; 및

관심영역에 상응하는 획득된 편축 영상의 전자적 표현을 동시에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디렉팅 단계는 비조향식 방사원으로부터 X선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33.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 단계는 각각의 영역의 각각의 영상내에 하나이상의 상내 기준을 위치시킴으로써 각각

의 관심영역에 대한 획득된 편축 영상을 정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복수의 편축 X선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2개의 관심영역을 갖는 검사물체를 검사평면상에 놓는 단계;

수직축에 직교하는 수평 경로를 따라 많은 다른 위치로부터 조향식 X선을 생 성하는 단계;

X선을 제 1 관심영역으로 디렉팅하는 단계;

제 1 관심영역을 투과하는 X선을 검출기상에서 수신하는 단계;

X선을 제 2 관심영역으로 디렉팅하는 단계;

제 2 관심영역을 투과하는 X선을 검출기상에서 수신하는 단계; 및

관심영역에 상응하는 획득된 편축 영상의 전자적 표현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요약

본원발명은 복수의 관심영역의 편축 X선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원 장치는 방사선을 

생성하는 방사원(112), 복수의 관심영역(A, B, 및 C)의 적어도 하나의 서브세트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면(120), 및 복

수의 관심영역의 서브세트를 관통한 방사선의 일부를 동시에 수신하도록 위치된 X선 검출기(130)를 포함한다. X선 

검출기는 방사선의 수신된 일부로부터 복수의 관심영역의 서브세트내의 각각의 관심영역에 대한 영상의 전자적 표현

을 생성한다. 방사원, 지지면, 검출기의 임의의 조합은 방사선내에 관심영역을 위치결정하도록 이동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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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방사원, 검출기, 편축, X선, 관심영역, 단층영상합성, 조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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