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특허 10-1838839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2018년03월14일
10-1838839
2018년03월08일

(73) 특허권자
눅테크 컴퍼니 리미티드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6T 19/20 (2011.01) G01V 5/00 (2006.01)
G06K 9/46 (2006.01) G06K 9/52 (2006.01)
G06K 9/62 (2006.01) G06T 11/20 (2006.01)
G06T 15/00 (2006.01) G06T 7/00 (2017.01)
G06T 7/60 (2017.01)
(52) CPC특허분류
G06T 19/20 (2013.01)
G01V 5/0008 (2013.01)
(21) 출원번호
10-2016-7028259
(22) 출원일자(국제) 2015년06월24일
심사청구일자
2016년10월11일
(85) 번역문제출일자 2016년10월11일
(65) 공개번호
10-2016-0132096
(43) 공개일자
2016년11월16일
(86) 국제출원번호
PCT/CN2015/082202
(87) 국제공개번호
WO 2015/196992
국제공개일자
2015년12월30일
(30) 우선권주장
201410290133.7 2014년06월25일 중국(CN)

중국 100084 베이징 하이디안 디스트릭트 슈앙칭
루 통팡 빌딩 블록 에이 2층
(72) 발명자
천, 즈창
중국 100084 베이징 하이뎬 디스트릭트 솽칭루 퉁
팡 빌딩 블록 에이 2층
장, 리
중국 100084 베이징 하이뎬 디스트릭트 솽칭루 퉁
팡 빌딩 블록 에이 2층

(뒷면에 계속)
(74) 대리인
양영준, 백만기

(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20080253653 A1*
US20100046704 A1*
Fully automatic 3D Threat Image Projection:
Application to densely cluttered 3D Computed
Tomography baggage images, Image Processing
Theory, Tools and Applications (2012.10.15.)*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전체 청구항 수 : 총

14

항

심사관 :

장석환

(54) 발명의 명칭 보안 검사 CT 시스템 및 그 방법

(57) 요 약
보안 검사 CT 시스템의 방법에 있어서, 피검사체의 검사 데이터를 읽는 단계(S401); 피검사체의 검사 데이터로부
터 얻은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 (Fictional Threat Image)을 삽입하는 단계
(S402);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3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 또는 3D 가상 금지품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1-

등록특허 10-1838839

영상에 대응되는 2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2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을
수신하는데, 상기 2D 검사 영상은 상기 3D 검사 영상으로부터 얻은 것이나 검사 데이터로부터 얻은 단계(S403);
및 이 선택에 응답하여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에 관련되는 피드백
을 제공하는 단계(S404); 를 포함한다. 상술한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CT 영상 중의 의심물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표기하도록 하고 가상 위험품 영상을 포함하는지에 관한 피드백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보
안 검사 CT 시스템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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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피검사체의 검사 데이터를 읽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Fictional Threat Image)을, 상기 피검사체의 상기 검사 데이터로부터 얻은
3D 검사 영상으로 삽입하는 단계;
상기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3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 또는 상기 3D 가상 금지
품 영상에 대응되는 2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2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을 수신하
는 단계; 및
상기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에 관련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2D 검사 영상은 상기 3D 검사 영상으로부터 얻은 것이거나 상기 검사 데이터로부터 얻은 것이고,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은, 표시된 3D 검사 영상 중의 일부에 대한 복수개의 상이한 화각하에서의 선택을
포함하고,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은, 표시된 3D 검사 영상 중의 일부에 대한 두개의 상이한 화각하에서의 선택을 포
함하고, 상기 두개의 상이한 화각은 기본적으로 서로 직교되며, 여기서, 상기 검사 데이터에 대해 투명 영역 제
거를 행하여 상기 검사 데이터 중의 불투명 영역의 계층적 바운딩 박스를 얻은 후, 상기 계층적 바운딩 박스에
대해 신 깊이를 렌더링 하여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을 얻으며, 상기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3D 검사 영상
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에 관련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는,
사용자가 제1 화각하에서 선택한 영역에 따라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에서 각각 검색을 행하여, 제1 바운
딩 박스를 생성하는 단계;
생성된 제1 바운딩 박스를 텍스처 매개체로 하여 광선을 투사하는 단계;
사용자가 제1 화각과 기본적으로 직교하는 제2 화각하에서 선택한 영역에 따라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에
서 각각 검색을 행하여, 제2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 단계;
영상 공간에서 제1 바운딩 박스와 제2 바운딩 박스에 대해 부울리안 교집합 연산을 행하여, 3차원 공간 중의 표
기 영역을 얻어,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영역으로 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영역 중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보안 검사 CT 시스템의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3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 또는 상기 3D 가상 금지
품 영상에 대응되는 2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2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을 수신하
는 단계는,
상기 3D 검사 영상 또는 2D 검사 영상 중 상기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의 좌표 위치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검사 CT 시스템의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에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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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선택한 적어도 일 영역 중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다이얼로그 박스를 띄워 상기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
화면 상에 문자로 상기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을 제
시하는 단계;
상기 3D 검사 영상 또는 2D 검사 영상 중 상기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을 돌출되게 표시하는 단계;
상기 3D 검사 영상 또는 2D 검사 영상 중 상기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을 표기하는 단계, 및
특정 컬러 또는 도형으로 상기 3D 검사 영상 또는 2D 검사 영상 중 상기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을 채우는 단계;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보안 검사 CT 시스템의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사 데이터에 의해 상기 피검사체의 적어도 하나의 공간 특징 파라미터를 산출하며, 상기 공간 특징 파라
미터에 의해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보안 검사 CT
시스템의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 특징 파라미터는, 삽입하려고 하는 3D 가상 금지품 영상의 위치, 크기, 및 방향 중의 적어도 하나와
관련되는 보안 검사 CT 시스템의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은, 표시된 3D 검사 영상 중의 일부에 대한 일 화각하에서의 선택을 포함하는 보안
검사 CT 시스템의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3D 검사 영상의 3D 렌더링 과정에 있어서, 피검사체를 특징화한 점구름 정보를 기록하고, 상기 선택에 응
답하여, 상기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에 관련되는 피드백을 제공하
는 단계는,
분할을 통하여 피검사체 중의 상이한 물체의 점구름 정보 클러스터 시퀀스를 얻는 단계;
소정의 기준에 따라 상이한 물체의 점구름 정보 클러스터 시퀀스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영역을 특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영역 중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보안 검사 CT 시스템의 방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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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단계는,
상기 3D 피검사 영상을 분할하여 피검사체의 복수개의 3D 서브 영상을 얻는 단계;
상기 복수개의 3D 서브 영상 사이의 거리와 위치를 산출하는 단계; 및
산출하여 얻은 거리와 위치에 따라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보안 검사 CT 시스템의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단계는,
복셀의 불투명도 값에 따라 피검사체의 볼륨 데이터 중의 투명 부분과 불투명 부분을 특정하는 단계;
볼륨 데이터의 불투명 부분으로부터 피검사체 케이스의 위치와 사이즈를 특정하는 단계;
케이스 범위 내에서 투명 영역 중의 후보 삽입 위치를 특정하는 단계; 및
소정의 표준에 따라 후보 삽입 위치에서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여 적어도 하나의 3D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보안 검사 CT 시스템의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단계는,
2D 검사 영상 중의 배경 영상을 제거하여 2D 전경 영상을 얻는 단계;
2D 가상 금지품 영상의 2D 전경 영상 중에서의 2D 삽입 위치를 특정하는 단계;
상기 2D삽입 위치의 깊이 방향에 따라 3D 가상 금지품 영상의 3D 검사 영상 중에서의 위치를 특정하는 단계; 및
특정된 위치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보안 검사 CT 시스템의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검사체의 2D 검사 영상으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에 대응되는 2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보안 검사 CT 시스템의 방법.
청구항 14
피검사체의 검사 데이터를 취득하는 CT 스캔 장치;
상기 검사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 및/또는 2D 검사 영상을 표시하는 표시 장치;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Fictional Threat Image)을 삽입하는 데
이터 처리기; 및
상기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3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 또는 상기 3D 가상 금지
품 영상에 대응되는 2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2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을 수신하
는 입력 장치; 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3D 검사 영상은 상기 검사 데이터로부터 얻은 것이고, 상기 2D 검사 영상은 상기 3D 검사 영상으로부터 얻
은 것이거나 상기 검사 데이터로부터 얻은 것이고,
상기 데이터 처리기는 상기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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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에 관련되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은, 표시된 3D 검사 영상 중의 일부에 대한 복수개의 상이한 화각하에서의 선택을
포함하고,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은, 표시된 3D 검사 영상 중의 일부에 대한 두개의 상이한 화각하에서의 선택을 포
함하고, 상기 두개의 상이한 화각은 기본적으로 서로 직교되며, 여기서, 상기 검사 데이터에 대해 투명 영역 제
거를 행하여 상기 검사 데이터 중의 불투명 영역의 계층적 바운딩 박스를 얻은 후, 상기 계층적 바운딩 박스에
대해 신 깊이를 렌더링 하여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을 얻으며, 상기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3D 검사 영상
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에 관련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가 제1 화각하에서 선택한 영역에 따라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에서 각각 검색을 행하여, 제1 바운
딩 박스를 생성하는 것;
생성된 제1 바운딩 박스를 텍스처 매개체로 하여 광선을 투사하는 것;
사용자가 제1 화각과 기본적으로 직교하는 제2 화각하에서 선택한 영역에 따라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에
서 각각 검색을 행하여, 제2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 것;
영상 공간에서 제1 바운딩 박스와 제2 바운딩 박스에 대해 부울리안 교집합 연산을 행하여, 3차원 공간 중의 표
기 영역을 얻어,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영역으로 하는 것;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영역 중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
을 포함하는 보안 검사 CT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기는 상기 검사 데이터에 의해 상기 피검사체의 적어도 하나의 공간 특징 파라미터를
산출하며, 상기 공간 특징 파라미터에 의해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보안 검사 CT 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 특징 파라미터는, 삽입하려고 하는 3D 가상 금지품 영상의 위치, 크기, 및 방향 중의 적어도 하나와
관련되는 보안 검사 CT 시스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출원은 보안 검사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안 검사 CT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멀티 에너지 X선 보안 검사 시스템은 싱글 에너지 X선 보안 검사 시스템을 토대로 개발한 새로운 보안 검사 시
스템이다. 멀티 에너지 X선 보안 검사 시스템은 피검사체의 형상과 내용물을 제공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피
검사체의 유효 원자번호를 반영하는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 피검사체가 유기물인지 무기물인지를 구분할 수 있
으며, 컬러 모니터에서 상이한 컬러로 표시하여, 검사요원이 판별하도록 서포트 할 수 있다.

[0003]

보안 검사 분야에 있어서, TIP(Threat Image Projection)는 중요한 수단인데, 여기서 TIP란 수화물 영상 중에
미리 수집된 위험품 영상을 삽입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가상 위험품 영상(Fictional Threat Image)을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안검사요원의 트레이닝 및 작업 효율의 평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 X선 보안
검사 시스템의 2차원 TIP는 이미 성숙된 기술을 가지며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안 검사 CT의 3차
원 TIP는 현재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메이커가 없는 것이 그 실정이다.

발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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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려는 과제
[0004]

종래 기술 중의 하나 또는 복수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보안 검사 CT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CT 영상 중의 의심물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표기하도록 하고 가상 위험품 영상을 포함하는
지에 관한 피드백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

[0005]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보안 검사 CT 시스템의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피검사체의 검사 데이터를
읽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Fictional Threat Image)을, 상기 피검사체의 상기 검사 데이터
로부터 얻은 3D 검사 영상으로 삽입하는 단계; 상기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3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 또는 상기 3D 가상 금지품 영상에 대응되는 2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2D 검사 영
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에 관련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여기서,상기
2D 검사 영상은 상기 3D 검사 영상으로부터 얻은 것이거나 상기 검사 데이터로부터 얻은 것이다.

[0006]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3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
또는 상기 3D 가상 금지품 영상에 대응되는 2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2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
에 대한 선택을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3D 검사 영상 또는 2D 검사 영상 중 상기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의 좌표
위치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07]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
된다는 것에 관련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선택한 적어도 일 영역 중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가
상 금지품 영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다이얼로그 박스를 띄워 상기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 화면 상에 문자로 상기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을 제시하는 단계; 상기 3D 검사 영상 또는 2D 검사 영상 중 상
기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을 돌출되게 표시하는 단계; 상기 3D 검사 영상 또는 2D 검사 영상 중 상기 선택과 관
련되는 부분을 표기하는 단계, 및 특정 컬러 또는 도형으로 상기 3D 검사 영상 또는 2D 검사 영상 중 상기 선택
과 관련되는 부분을 채우는 단계;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0008]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검사 데이터에 의해 상기 피검사체의 적어도 하나의 공간 특징 파라미터를 산출하
며, 상기 공간 특징 파라미터에 의해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한다.

[0009]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공간 특징 파라미터는, 삽입하려고 하는 3D 가상 금지품 영상의 위치, 크기, 및 방
향 중의 적어도 하나와 관련된다.

[0010]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은, 표시된 3D 검사 영상 중의 일부에 대한 일 화각하에서의
선택을 포함한다.

[0011]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3D 검사 영상의 3D 렌더링 과정에 있어서, 피검사체를 특징화한 점구름 정보를 기
록하고, 상기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에 관
련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는, 분할을 통하여 피검사체 중의 상이한 물체의 점구름 정보 클러스터 시퀀스를
얻는 단계; 소정의 기준에 따라 상이한 물체의 점구름 정보 클러스터 시퀀스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영역
을 특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영역 중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존재하
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한다.

[0012]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은, 표시된 3D 검사 영상 중의 일부에 대한 복수개의 상이한
화각하에서의 선택을 포함한다.

[0013]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은, 표시된 3D 검사 영상 중의 일부에 대한 두개의 상이한
화각하에서의 선택을 포함하고, 상기 두개의 상이한 화각은 기본적으로 서로 직교되며, 여기서, 상기 검사 데이
터에 대해 투명 영역 제거를 행하여 상기 검사 데이터 중의 불투명 영역의 계층적 바운딩 박스를 얻은 후, 상기
계층적 바운딩 박스에 대해 신 깊이를 렌더링 하여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을 얻으며, 상기 선택에 응답하
여, 상기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에 관련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는, 사용자가 제1 화각하에서 선택한 영역에 따라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에서 각각 검색을 행하여,
제1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 단계; 생성된 제1 바운딩 박스를 텍스처 매개체로 하여 광선을 투사하는 단계; 사
용자가 제1 화각과 기본적으로 직교하는 제2 화각하에서 선택한 영역에 따라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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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검색을 행하여, 제2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 단계; 영상 공간에서 제1 바운딩 박스와 제2 바운딩 박스에
대해 부울리안 교집합 연산을 행하여, 3차원 공간 중의 표기 영역을 얻어,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영역으로 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영역 중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
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0014]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단계
는, 상기 3D 피검사 영상을 분할하여 피검사체의 복수개의 3D 서브 영상을 얻는 단계; 상기 복수개의 3D 서브
영상 사이의 거리와 위치를 산출하는 단계; 및 산출하여 얻은 거리와 위치에 따라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
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0015]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단계
는, 복셀의 불투명도 값에 따라 피검사체의 볼륨 데이터 중의 투명 부분과 불투명 부분을 특정하는 단계; 볼륨
데이터의 불투명 부분으로부터 피검사체 케이스의 위치와 사이즈를 특정하는 단계; 케이스 범위 내에서 투명 영
역 중의 후보 삽입 위치를 특정하는 단계; 및 소정의 표준에 따라 후보 삽입 위치에서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여
적어도 하나의 3D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0016]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단계
는, 2D 검사 영상 중의 배경 영상을 제거하여 2D 전경 영상을 얻는 단계; 2D 가상 금지품 영상의 2D 전경 영상
중에서의 2D 삽입 위치를 특정하는 단계; 기 2D삽입 위치의 깊이 방향에 따라 3D 가상 금지품 영상의 3D 검사
영상 중에서의 위치를 특정하는 단계; 및 특정된 위치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0017]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상술한 방법은, 상기 피검사체의 2D 검사 영상으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에 대응되는 2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0018]

본 발명의 다른 일 측면에 따르면, 보안 검사 CT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보안 검사 CT 시스템은, 피검사체의
검사 데이터를 취득하는 CT 스캔 장치; 상기 검사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
및/또는 2D 검사 영상을 표시하는 표시 장치;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Fictional Threat Image)을 삽입하는 데이터 처리기; 및 상기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3D 검사 영
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 또는 상기 3D 가상 금지품 영상에 대응되는 2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
하는 2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을 수신하는 입력 장치; 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3D 검
사 영상은 상기 검사 데이터로부터 얻은 것이고, 상기 2D 검사 영상은 상기 3D 검사 영상으로부터 얻은 것이거
나 상기 검사 데이터로부터 얻은 것이고, 상기 데이터 처리기는 상기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3D 검사 영상에 적
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에 관련되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0019]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데이터 처리기는 상기 검사 데이터에 의해 상기 피검사체의 적어도 하나의 공간 특
징 파라미터를 산출하며, 상기 공간 특징 파라미터에 의해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한다.

[0020]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공간 특징 파라미터는, 삽입하려고 하는 3D 가상 금지품 영상의 위치, 크기, 및 방
향 중의 적어도 하나와 관련된다.

[0021]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보안 검사 CT 시스템에서 의심물품을 표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상기 방법은,
보안 검사 CT 시스템이 얻은 CT 데이터에서 투명 영역을 제거하여, 상기 CT 데이터 중의 불투명 영역의 계층적
바운딩 박스를 얻는 단계; 상기 계층적 바운딩 박스에 대해 신 깊이를 렌더링 하여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을 얻는 단계; 사용자가 시선 방향에서 행한 표기를 이용하여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에서 각각 검색을
행하여, 제1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 단계; 생성된 제1 바운딩 박스를 텍스처 매개체로 하여 광선을 투사하는
단계; 사용자가 시선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에서 행한 표기를 이용하여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에서 각각
검색을 행하여, 제2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 단계; 영상 공간에서 제1 바운딩 박스와 제2 바운딩 박스에 대해
부울리안 교집합 연산을 행하여, 3차원 공간에서의 표기 영역을 취득하는 단계; 및 3차원 공간의 표기 영역을
CT 데이터에 융합하여 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0022]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투명 영역을 제거하는 단계는, 시선 방향을 따라 CT 데이터에 대해 샘플링 하는 단계;
불투명도에 의해 사전 적분 룩업 테이블을 이용하여 각각의 두개 샘플링 포인트 사이의 선분에 대하여 볼륨 렌
더링 적분을 행하여, 그 선분에 대응되는 불투명도를 얻는 단계; 및 옥트리 엔코딩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투명
영역을 세부분할하여 제거하여, 불투명 데이터 영역에 대응되는 계층적 바운딩 박스를 얻는 단계;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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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신 깊이를 렌더링하는 단계는, 깊이 값 비교에서 값이 비교적 큰 슬라이스를 제거하여
정면 깊이 맵을 얻는 단계; 및 깊이 값 비교에서 값이 비교적 작은 슬라이스를 제거하여, 배면 깊이 맵을 얻는
단계; 를 포함한다.

[0024]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제1 바운딩 박스와 제2 바운딩 박스는 임의의 방향에서의 바운딩 박스이다.

[0025]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공간 제약 전달 함수에 따라 3차원 공간의 표기 영역을 CT 데이터에 융합하여 표시한다.

[0026]

본 발명의 다른 일 측면에 의하면, 보안 검사 CT 시스템에서 의심물품을 표기하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상기 장
치는, 보안 검사 CT 시스템이 얻은 CT 데이터로부터 투명 영역을 제거하여, 상기 CT 데이터 중의 불투명 영역의
계층적 바운딩 박스를 얻는 장치; 상기 계층적 바운딩 박스에 대해 신 깊이를 렌더링 하여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을 얻는 장치; 사용자가 시선 방향에서 행한 표기를 이용하여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에서 각각 검
색을 행하여, 제1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 장치; 생성된 제1 바운딩 박스를 텍스처 매개체로 하여 광선을 투사
하는 장치; 사용자가 시선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에서 행한 표기를 이용하여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에서
각각 검색을 행하여, 제2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 장치; 영상 공간에서 제1 바운딩 박스와 제2 바운딩 박스에
대해 부울리안 교집합 연산을 행하여, 3차원 공간 중의 표기 영역을 취득하는 장치; 및 3차원 공간의 표기 영역
을 CT 데이터에 융합하여 표시하는 장치;를 포함한다.

[0027]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투명 영역을 제거하는 장치는, 시선 방향을 따라 CT 데이터에 대해 샘플링 하는 장치;
룩업 테이블 방법을 이용하여 매 두개 샘플링 포인트 사이의 선분에 대하여 볼륨 렌더링 적분을 행하여, 대응되
는 선분의 불투명도를 얻는 장치; 및 옥트리 엔코딩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투명 영역을 세부분할하여 제거하여,
계층적 바운딩 박스를 얻는 장치;를 포함한다.

[0028]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신 깊이를 렌더링하는 장치는, 깊이 값 비교에서 값이 비교적 큰 슬라이스를 제거하여
정면 깊이 맵을 얻는 장치; 및 깊이 값 비교에서 값이 비교적 작은 슬라이스를 제거하여, 배면 깊이 맵을 얻는
장치; 를 포함한다.

[0029]

상술한 기술 방안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CT 영상 중의 의심물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표기하도록 하고 가상 위
험품 영상을 포함하는지에 관한 피드백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30]

본 발명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안 검사 CT 시스템의 구조 개략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컴퓨터 데이터 처리기의 구조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른 제어기의 구조 블록도이다.
도 4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안 검사 시스템의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 흐름도이다.
도 4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CT 시스템에서 의심물품을 표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5는 옥트리 세부분할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옥트리 세부분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얻은 계층적 바운딩 박스를 나타내는개략도
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얻은 정면 깊이 맵을 나타내는개략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얻은 배면 깊이 맵을 나타내는개략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채용하는 X선의 투과 과정을 나나내는 개략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표기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11은 사용자의 표기를 이용하여 정면 검색과 배면 검색을 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정면 검색과 배면 검색을 행하여 얻은 결과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얻은 표기 점 열의 OBB 바운딩 박스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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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전회 표기의 결과를 토대로 갱신하여 얻은 새로운 광선 투사 범위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직교되는 방향에서 두번 째 표기를 행하여 얻은 결과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두번 째 표기를 이용하여 정면 검색과 배면 검색을 행하여 얻은 결과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얻은 표기 점 열의 OBB 바운딩 박스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채용하는, 영상 공간에서 두 물체에 대하여 부울리안 교집합 연산을 행하는 과정
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최종 의심물품을 얻은 3차원 표기 영역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2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표기된 의심물품을 근원 자료(original data)에 융합하여 표시하는 것을 나
타내는 개략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31]

아래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는 예시적인 것일 뿐, 본
발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아래의 설명에 있어서, 본 발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많은 부분에 대
해 특정적으로 설명하나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들은 이러한 특정적인 부분을 사용하지 않아도 본 발명을 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취지를 흐리지 않도록, 공지
구조, 재료, 또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0032]

명세서에 있어서, "일 실시예", "실시예", "하나의 예", 또는 "예"에 대한 언급은, 그 실시예 또는 예와 결합하
여 설명하는 특정적인 특징, 구조, 또는 특성들이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세서의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단축 용어, "일 실시예에 있어서", "실시예에서", "일 예에
있어서" 또는 "예"는 동일한 실시예 또는 예시적인 예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임의의 적절한 조합 및/또는
서브 조합들은 특정적인 특징, 구조 또는 특성들을 하나 또는 복수개의 실시예 또는 예시로부터 조합하여 사용
될 수 있다. 또한,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들은,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또는"은 하나 또는 복수개의 관
련 항목의 임의의 조합 및 모든 조합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0033]

종래 기술 중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빠르게 삽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피검사
체를 읽은 검사 데이터를 제공한다.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
(Fictional Threat Image)을 삽입하는데, 이 3D 검사 영상은 검사 데이터로부터 얻은 것이다. 상기 3D 가상 금
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3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 또는 상기 3D 가상 금지품 영상에 대응
되는 2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2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을 수신하는데, 여기서 2D
검사 영상은 상기 3D 검사 영상으로부터 얻은 것이거나 검사 데이터로부터 얻은 것이다. 상기 선택에 응답하여,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에 관련되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상술한 기
술안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CT 영상 중의 의심물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표기하도록 하여 가상 위험품 영상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0034]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른 CT 시스템의 구조 개략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에 따
른 CT 설비는, 랙(20), 탑재기구(40), 제어기(50), 컴퓨터 데이터 처리기(60) 등을 포함한다. 랙(20)은, X선 발
생 장치와 같은 검사용 X선을 투사하는 복사선원(10), 및 탐측/수집 장치(30)를 포함한다. 탑재기구(40)는 피검
사수화물(70)을 탑재하여 랙(20)의 복사선원(10)과 탐측/수집 장치(30) 사이의 스캔 영역을 통과함과 동시에,
랙(20)은 피검사수화물(70)의 전진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이로써, 복사선원(10)으로부터 복사되는 X선이
피검사수화물(70)을 투과하여, 피검사수화물(70)에 대해 CT 스캔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0035]

탐측/수집 장치(30)는, 예를 들면 전체적인 모듈 구조를 가지는 탐측기 및 데이터 수집기 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피검사물품을 투과한 복사선을 탐측하기 위한 평판형 탐측기 일 수 있으며, 아날로그 신호를 취득하고,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여, 피검사수화물(70)의 X선에 의한 투영 데이터를 출력한다. 제어
기(50)는 시스템 전체의 각 부분이 동기화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컴퓨터 데이터 처리기(60)
는 데이터 수집기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를 처리 및 재구성하여 그 결과를 출력
한다.

[0036]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사선원(10)은 피검사체 물체를 배치할 수 있는 탑재기구의 일측에 설치되고, 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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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장치(30)는 피검사수화물(70)의 타측에 설치되며 피검사수화물(70)의 다각도 투영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탐측기와 데이터 수집기를 포함한다. 데이터 수집기에는 데이터 증폭 성형 회로가 포함되는데, 이는 (전류)적분
방식 또는 펄스(카운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탐측/수집 장치(30)의 데이터 출력 케이블은, 제어기(50) 및
컴퓨터 데이터 처리기(60)에 연결되어, 수집된 데이터를 트리거 명령에 따라 컴퓨터 데이터 처리기(60)에 저장
한다.
[0037]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컴퓨터 데이터 처리기(60)의 구조 블록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수집기
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는 인터페이스 유닛(68)과 버스(64)를 통하여 저장 장치(61)에 저장된다. 읽기 전용 저장
장치(ROM, 62)에는 컴퓨터 데이터 처리기의 환경 설정 정보 및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 랜덤 액세스 저장 장
치(RAM, 63)는 프로세서(66)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각종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저장 장치
(61)에는 데이터 처리를 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장되어 있다. 내부 버스(64)는 상술한 저장 장치
(61), 읽기 전용 저장 장치(62), 랜덤 액세스 저장 장치(63), 입력 장치(65), 프로세서(66), 표시 장치(67), 및
인터페이스 유닛(68)을 연결한다.

[0038]

사용자가 키보드 및 마우스 등과 같은 입력 장치(65)를 통하여 작동 명령을 입력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
코드는 프로세서(66)가 소정의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행하도록 명령하고, 데이터 처리 결과를 취득한 후, 이
를 LCD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표시 장치(67)에 표시하거나, 직접 프린팅 등과 같은 하드카피의 형식으로 처리
결과를 출력한다.

[0039]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른 제어기의 구조 블록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기(50)는, 컴퓨터
(60)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복사선원(10), 탑재기구(40), 및 탐측/수집 장치(30)를 제어하는 제어 유닛(51); 제
어 유닛의 제어하에 복사선원(10), 탐측/수집 장치(30)및 탑재기구(40)의 동작을 트리거링 시키기 위한 트리거
명령을 생성하기 위한 트리거 신호 생성 유닛(52); 트리거 신호 생성 유닛(52)이 제어 유닛(51)의 제어 하에 생
성한 트리거 명령에 따라 탑재기구(40)를 구동하여 피검사수화물(70)을 전송하는 제1 구동 설비(53); 및 트리거
신호 생성 유닛(52)이 제어 유닛(51)의 제어 하에 생성한 트리거 명령에 따라 랙(20)을 회전시키는 제2 구동 설
비(54); 를 포함한다. 탐측/수집 장치(30)에 의해 취득된 투영 데이터는, 컴퓨터(60)에 저장되어 CT 단층 영상
재구성에 이용되어, 피검사수화물(70)의 단층 영상 데이터를 취득한다. 그 후, 컴퓨터(60)는, 예를 들면 소프트
웨어를 실행함으로써 단층 영상 데이터로부터 피검사수화물(70)의 적어도 일 화각(angle of view) 하에서의 DR
영상을 취득하여, 재구성된 3차원 영상과 함께 표시한다. 이로써, 검사요원이 편리하게 보안 검사를 행하도록
한다.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술한 CT 촬상 시스템은 듀얼 에너지 CT 시스템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랙
(20)의 복사선원(10)은 고에너지와 저에너지의 두가지 복사선을 복사할 수 있으며, 탐측/수집 장치(30)가 상이
한 에너지 레벨 하에서의 투영 데이터를 탐측한 후, 컴퓨터 데이터 처리기(60)를 통해 듀얼 에너지 CT 재구성을
행하여, 피검사수화물(70)의 각 단층의 등가 원자번호와 전자 밀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0040]

도 4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안 검사 시스템의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 흐름도이다.

[0041]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S401)에서, 피검사체의 검사 데이터를 읽는다.

[0042]

단계(S402)에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Fictional Threat Image)을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
상으로 삽입하는데, 여기서 3D 검사 영상은 상기 검사 데이터로부터 얻은 것이다. 예를 들면, 데이터 처리기는
가상 위험품 영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하나 또는 복수개의 3D 영상을 선택하여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삽
입한다.

[0043]

단계(S403)에서, 상기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3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 또는
상기 3D 가상 금지품 영상에 대응되는 2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2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
한 선택을 수신하는데, 여기서, 상기 2D 검사 영상은 상기 3D 검사 영상으로부터 얻은 것이거나 상기 검사 데이
터로부터 얻은 것이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입력 장치를 조작하여 스크린에 표시된 영상 중에서 모 영상을 클
릭하여 선택하거나, 원을 그려 모 영역을 표기한다.

[0044]

단계(S404)에서, 상기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에 관련되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0045]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3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
또는 상기 3D 가상 금지품 영상에 대응되는 2D 가상 금지품 영상을 포함하는 2D 검사 영상 중의 적어도 일 영역
에 대한 선택을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3D 검사 영상 또는 2D 검사 영상 중 상기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의 좌표
위치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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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6]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
된다는 것에 관련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는,

[0047]

상기 선택된 적어도 일 영역 중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0048]

다이얼로그 박스를 띄워 상기 3D 검사 영상 중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

[0049]

화면 상에 문자로 상기 3D 검사 영상 중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음을 제시하는 단계;

[0050]

상기 3D 검사 영상 또는 2D 검사 영상 중 상기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을 돌출되게 표시하는 단계;

[0051]

상기 3D 검사 영상 또는 2D 검사 영상 중 상기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을 표기하는 단계; 및

[0052]

특정 컬러 또는 도형으로 상기 3D 검사 영상 또는 2D 검사 영상 중 상기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을 채우는 단계；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0053]

예를 들면, 상기 검사 데이터에 의해 상기 피검사체의 적어도 하나의 공간 특징 파라미터를 산출하며, 상기 공
간 특징 파라미터에 의해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한다.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공간 특징 파라미터는, 삽입하려고 하는 3D 가상 금지품 영상의 위치, 크기, 및 방
향 중의 적어도 하나와 관련된다. 또한, 여기서,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은, 표시된 3D 검사 영상 중의 일
부에 대한 일 화각하에서의 선택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상기 3D 검사 영상의 3D 렌더링 과정에 있어서, 피검
사체를 나타내는 점구름 정보를 기록하고, 상기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에 관련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는, 분할을 통하여 피검사체 중의 상이한 물체
의 점구름 정보 클러스터 시퀀스(sequence of point cloud information clusters)를 얻는 단계; 소정의 기준에
따라 상이한 물체의 점구름 정보 클러스터 시퀀스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영역을 특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영역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
한다.

[0054]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은, 표시된 3D 검사 영상 중의 일부에 대한 복수개의 상이한
화각하에서의 선택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적어도 일 영역에 대한 선택은, 표시된 3D 검사 영상 중의 일부에
대한 두개의 상이한 화각하에서의 선택을 포함하고, 상기 두개의 상이한 화각은 기본적으로 서로 직교되며, 상
기 검사 데이터에서 투명 영역을 제거하여 상기 검사 데이터 중의 불투명 영역의 계층적 바운딩 박스
(hierarchical bounding box)를 얻은 후, 상기 계층적 바운딩 박스에 대해 신 깊이(scene depth)를 렌더링하여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을 얻는다. 상기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3D 검사 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
지품 영상이 포함된다는 것에 관련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는, 사용자가 제1 화각하에서 선택한 영역에 따
라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에서 각각 검색을 행하여, 제1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 단계; 생성된 제1 바운
딩 박스를 텍스처 매개체로 하여 광선을 투사하는 단계; 사용자가 제1 화각과 기본적으로 직교하는 제2 화각하
에서 선택한 영역에 따라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에서 각각 검색을 행하여, 제2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
단계; 영상 공간에서 제1 바운딩 박스와 제2 바운딩 박스에 대해 부울리안 교집합 연산(Boolean intersection
operation)을 행하여, 3차원 공간의 표기 영역을 얻으며, 이를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영역으로 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영역 중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0055]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단계
는, 상기 3D 피검사 영상을 분할하여 피검사체의 복수개의 3D 서브 영상을 얻는 단계; 상기 복수개의 3D 서브
영상 사이의 거리와 위치를 산출하는 단계; 및 산출하여 얻은 거리와 위치에 의해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
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0056]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단계
는, 복셀의 불투명도 값에 따라 피검사체의 볼륨 데이터 중의 투명 부분과 불투명 부분을 특정하는 단계; 볼륨
데이터의 불투명 부분으로부터 피검사체인 케이스의 위치와 사이즈를 특정하는 단계; 케이스 범위 내에서 투명
영역 중의 후보 삽입 위치를 특정하는 단계; 소정의 표준에 따라 후보 삽입 위치로부터, 적어도 하나가 선택된
영역을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영역 중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이 존
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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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7]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피검사체의 3D 검사 영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단계
는, 2D 검사 영상 중의 배경 영상을 제거하여 2D 전경 영상(2D foreground image)을 얻는 단계; 2D 가상 금지품
영상의 2D 전경 영상 중에서의 2D 삽입 위치를 특정하는 단계; 상기 2D 삽입 위치의 깊이 방향에 따라 3D 가상
금지품 영상의 3D 검사 영상 중에서의 위치를 특정하는 단계; 및 특정된 위치에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0058]

이상, 3D 가상 위험품 영상을 삽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피
검사체의 2D 검사 영상으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가상 금지품 영상에 대응되는 2D 가상 금지품 영상을 삽입할
수도 있다.

[0059]

또한, 종래 기술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서는 의심물품을 보다 빨리 표기하는 기술
을 제공한다. 데이터의 투명 영역을 빠르게 제거한 후, 투사 광선의 새로운 입사 및 출사 위치를 취득하고, 이
를 깊이 맵이라 기록한다. 이를 토대로, 2차원 표기를 복셀 공간에서의 깊이 정보로 환원시킨다. 두차례에 걸쳐
취득한 기하체에 대하여 영상 공간에서 부울리안 교집합 연산을 행하여, 최종적으로 3차원 공간의 표기 영역을
얻는다.

[0060]

예를 들면,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우선 투명 영역을 제거하여, 데이터 중 불투명 영역의 콤팩트형 계층적 바운
딩 박스를 보다 빨리 취득한 후, 상기 생성된 계층적 바운딩 박스를 렌더링 하여, 정면 및 배면 깊이 맵을 얻는
데, 이는 바로 조절을 거친 투사 광선의 입사 및 출사 위치이다. 다음, 현재 시선 방향에서 첫번 째 픽업
(pickup)을 행하여, 표기 점 열을 이용하여 정면 및 배면 깊이 맵에서 각각 검색을 행하여, 예를 들면
OBB(Orientated Bounding Box) 바운딩 박스와 같은 바운딩 박스를 생성한다. 다음, 상기 생성된 OBB 바운딩 박
스에 의해, 광선의 투사 범위를 갱신하며, 사용자는 자동으로 회전한 직교되는 화각 하에서 두번 째 픽업을 행
하여, 새로운 OBB 바운딩 박스를 생성한다. 영상 공간에서 앞 두개 단계에서 얻은 OBB 바운딩 박스에 대하여 부
울리안 교집합 연산을 행하여, 최종 표기 영역을 취득한다. 마지막으로, 공간 제약(space constraint)에 따른
전달 함수(transfer function)를 이용하여, 의심 영역을 근원 자료에 융합하여 표시한다. 본 발명의 표기 방법
을 이용하면, CT 데이터 중의 투명 영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어, 사용자로 하여금 우호적인 작업 방
식으로 신속하게 의심 영역 표기 임무를 완성하도록 할 수 있다.

[0061]

도 4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CT 시스템에서 의심물품을 표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CT 설
비는 CT 데이터를 취득한 후, 우선 CT 데이터 중의 투명 영역을 취득한다. 데이터의 투명 영역을 보다 빨리 제
거한 후, 광선의 새로운 입사 및 출사 위치를 깊이 맵으로 기록한다. 픽업 과정에 있어서, 깊이 맵으로부터 2차
원 표기를 검색하여, 복셀 공간에서의 그 깊이 정보를 환원시킨다. 두차례에 걸쳐 취득한 기하체에 대하여 영상
공간에서 부울리안 교집합 연산을 행하여, 최종적으로 3차원 공간의 표기 영역을 얻는다.

[0062]

단계(S411)에 있어서, 보안 검사 CT 시스템이 취득한 CT 데이터에 대하여 사전 적분을 토대로 하는 투명 영역
제거를 행하여, 상기 CT 데이터 중의 불투명 영역의 계층적 바운딩 박스를 얻는다.

[0063]

1) 불투명도를 토대로 하는 사전 적분 룩업 테이블(lookup table)의 생성

[0064]

볼륨 렌더링(volume rendering)에서 처리되는 3차원 데이터 필드는 3차원 공간에서 정의된 이산 데이터로서, 데
이터 필드 전체는 이산된 3차원 행렬로 표시된다. 3차원 공간 중의 각각의 격자(small box)는 스칼라 값을 대표
하는데 이를 복셀이라 한다. 실제 계산에 있어서, 복셀은 3차원 데이터 필드의 하나의 샘플링 포인트로 될 수
있는데, 샘플링을 통해 얻은 스칼라 값은 S이다. 데이터 필드 S(x)에 대하여, 우선 볼륨 데이터를 분류하여 컬
러와 감쇠 계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달 함수를 도입하여, 볼륨 데이터 강도 S를 컬러 I(S)와 감쇠 계수
로 맵핑한다.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달 함수는 듀얼 에너지 CT의 그레이 레벨 데이터와 재료 데이터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되며, 또한 2차원 컬러 정의표라고도 부른다.

[0065]

볼륨 렌더링에 있어서, 3차원 스칼라장 S(x)에 대하여 샘플링 할 때, 불투명도 함수
플링 빈도는,

의 Nyquist 샘

의 최대 Nyquist 샘플링 빈도와 스칼라 값 S(x)의 Nyquist 샘플링 빈도를 곱셈하여 얻은 적

과 같다. 감쇠 계수는 비선형 특징을 가지므로, Nyquist 샘플링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전달 함수의 비선형 특징으로 인하여 샘플링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 적분 방법
을 이용한다. 이와 동시에, 사전 적분 방법을 이용하면, 일 블록의 CT 데이터가 투명한지 아닌지를 보다 빠르게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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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6]

사전 적분은 주로 두개 단계로 나뉜다. 첫번 째 단계는, 시선 방향을 따라, 연속적인 스칼라장 S(x)에 대하여
샘플링 하는데, 이때 샘플링 빈도는 전달 함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번 째 단계는, 룩업 테이블 방법을 통
하여 매 두개 샘플링 포인트 사이의 선분에 대하여 볼륨 렌더링 적분을 행한다.

[0067]

S(x)에 대한 샘플링이 완료된 후, 계속하여 각각의 선분에 대하여 볼륨 렌더링 적분을 행하는데, 이는 룩업 테
이블 방식을 통하여 완성된다. 룩업 테이블에는 세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 선분의 시작점
, 선분의 끝점
테이블 계산을 행할 때 두개의 파라미터

[0068]

Sf및 Sb만 고려하면 된다.

제 i번째 불투명도는 아래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

[0069]

[0070]

, 및 선분의 길이 d이다. 선분의 길이 d를 상수라 하면, 룩업

(1)

이 식에 적분 함수를 대입하여 가속하면, 대입한 후의 불투명도

는 아래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

[0071]

(2)

[0072]

여기서,

[0073]

2) 옥트리(octree)에 의한 투명 영역 제거

[0074]

옥트리는 3차원 공간의 트리형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도 5는 옥트리 세부분할 알고리즘(octree

이다.

subdivision algorithm)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옥트리의 각 노드는 하나의 정육면체의 부피 요소를 나타낸다.
각 노드는 여덟개의 서브 노드를 가지는데, 상기 여덟개의 서브 노드가 나타내는 부피 요소를 합하면 부모 노드
의 부피와 동일하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옥트리는 여덟개의 노드(ulf, urf, ulb, urb, llf, lrf, llb,
및 lrb)를 포함한다. 옥트리 엔코딩 알고리즘을 통하여 공간 데이터를 세부분할화 할 때, 표시하려는 형체 V를
충분히 큰 정육면체

C내에 놓을 수 있다고 하면, 정육면체 C에 대한 형체 V의 옥트리는 아래의 순환적 방법을

통하여 정의할 수 있다. 옥트리의 각 노드는 C내의 일 서브 정육면체에 대응되며, 근 노드는 정육면체 C에 대응
된다.

라면, V의 옥트리는 트리 노드 만을 가진다.

라면, C를 여덟개의 서브 정육면체로 분할하

는데, 각각의 서브 정육면체는 근 노드의 일 서브 노드와 서로 대응된다. 모 서브 정육면체가 완전히 공백이거
나 완전히 V에 의해 점령되지 않는 한, 8분할되므로, 대응되는 노드도 여덟개의 서브 노드를 가진다. 이러한 순
환적 판단, 분할은, 노드에 대응되는 정육면체가 완전히 공백이거나 완전히 V에 의해 점령되거나 또는 그 크기
가 예정된 서브 정육면체의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0075]

설정된 잎 노드의 사이즈에 따라, 볼륨 데이터를 층마다 세부분할하는데, 데이터 필드를 순회할 때, 잎 노드에
대응되는 서브 블록 내의 모든 복셀의 최대값 Smax과 최소값 Smin, 서브 블록에 대응되는 축방향의 바운딩 박스
및 용적 값을 통계한다. 그리고 윗층으로 차례로 노드를 병합하여 옥트리를 구축하여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옥트리 세부분할을 얻을 수 있다.

[0076]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옥트리를 순회하여, 순환적인 방식으로 각 층 노드의 가시성 상태를 설정한다.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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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가 아닌 노드에는 투명, 일부 투명, 및 불투명의 세가지 상태가 존재한다. 노드의 상태는 그 노드가 포함하
는 서브 노드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서브 노드가 투명하다면 그 노드는 투명한 것이고, 모든 서브 노드
가 불투명하다면 그 노드는 불투명한 것이며, 일부 서브 노드가 투명하다면 그 노드는 반투명한 것이다. 잎 노
드에는 투명 및 불투명의 두가지 상태만 존재한다. 잎 노드의 가시성 상태는 불투명도 조회(query of
opaqueness)를 통하여 얻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옥트리를 구축할 때, 각각의 서브 블록의 그레이 레벨의
최소값 및 최대값 (Smin, Smax)은 이미 저장되고, 상술한 불투명도 조회 함수
의 불투명도

를 보다 빨리 취득하는데,

를 통하여 현재 서브 블록

이면, 현재 잎 노드는 불투명한 것이다. 여기서,

는 설정

된 불투명도의 문턱값이다. 도 6에는, 투명 블록을 제거한 후의 나머지 불투명 부분이 도시되었는데, 여기서 큰
육면체 윤곽은 근원 자료의 사이즈를 나타낸다.
[0077]

단계(S412)에서, 상기 계층적 바운딩 박스에 대해 신 깊이를 렌더링 하여,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을 얻는
다. 단계(S413)에서, 사용자가 시선 방향에서 행한 표기를 이용하여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에서 각각 검
색을 행하여, 제1 바운딩 박스를 생성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얻은 정면 깊이 맵을 나타내는 개략도
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얻은 배면 깊이 맵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0078]

볼륨 렌더링에서는 하나의 3차원 모델을 볼륨 텍스처의 매개체로 하여야 한다. 볼륨 텍스처는 텍스처 좌표를 통
하여 모델과의 대응을 행한 후, 시점(viewpoint)으로부터 모델 상의 점으로 복사선을 안내하는데, 이 복사선이
모델 공간을 통과하는 것은, 복사선이 볼륨 텍스처를 통과한 것과 동등하다. 이로써, 투사 광선의 입사 및 출사
위치의 확정을, 광선과 볼륨 텍스처 매개체의 교집합을 구하는 문제로 전환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
기 얻은 계층적 바운딩 박스에 대하여 신 깊이 맵을 렌더링 하여, 깊이 값이 비교적 큰 슬라이스를 제거하여 정
면 깊이 맵을 얻는데, 이 때 정면 깊이 맵 상의 각 픽셀의 컬러 값은 모 방향에서의, 시점에 가장 가까운 점의
거리를 나타낸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깊이 값이 비교적 작은 슬라이스를 제거하고, 신 깊이 맵을 렌더링
하여 배면 깊이 맵을 얻으면, 배면 깊이 맵 상의 각 픽셀의 컬러 값은 모 방향에서의, 시점에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의 거리를 나타낸다.

[0079]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이용하는 복사선의 투과 과정을 나나내는 개략도이다. 광선을 투사하는 기본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다. 영상의 각 픽셀로부터 고정 방향을 따라 한 갈래의 광선을 투사하고, 광선은 전체 영상 시
퀀스를 통과하며, 이 과정에서 영상 시퀀스에 대해 샘플링과 분류를 행하여 컬러 값을 얻음과 동시에, 광선이
전체 영상 시퀀스를 통과할 때 까지 광선 흡수 모델에 따라 컬러 값을 누적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얻은 컬러 값
이 바로 렌더링 영상의 컬러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은 투사 평면이 바로 상술한 "영상"이다.

[0080]

광선을 투사하여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한 장의 2차원 이미지인데, 이는 투사 광선이 픽셀을 따라 경과하는 복
셀의 깊이 정보를 환원시킬 수 없다. 복셀 공간에서의 영역 픽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투사 평면에서 의심 영역을 클릭하여 선택하는 바, 표기 결과는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다. 표기 결과로
부터 복셀 공간에서의 깊이 정보를 환원시키기 위하여, 표기 이벤트를 점 열(columns of points)로 이산시키고,
정면 및 배면 깊이 맵에서 각각 검색을 행하여, 깊이 맵 상에서의 표기 영역의 투영 결과를 얻는다. 도 12는 사
용자의 표기를 이용하여 정면 검색과 배면 검색을 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이 때, 스크린 영상에서
의 한차례의 2차원 표기 조작을, 복셀 공간에서의 3차원 표기로 환원시킨다.

[0081]

한차례의 표기가 완료되어도, 의심 영역이 포함하는 범위는 여전히 비교적 크다. 이 의심 영역을 계속하여 자르
기 위하여, 복셀 공간의 표기 점 열에 대응되는 OBB 계층적 바운딩 박스를 산출하여야 한다.

[0082]

바운딩 박스 방법의 기본적인 사상은, 간단한 기하체로 복잡한 여러 종류의 기하체를 대체하여, 우선 물체의 바
운딩 박스에 대하여 대체적인 검출을 행하는데, 바운딩 박스가 사귀는 경우에만 그가 둘러싸는 기하체가 사귈
가능성이 있으며; 바운딩 박스가 사귀지 않는 경우, 그가 둘러싸는 기하체는 절대 사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사귈 가능성이 없는 대량의 기하체와 기하적 부위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사귀는 기하적 부위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다. 바운딩 박스의 종류는, 좌표축을 따르는 바운딩 박스 AABB(Axis-Aligned Bounding Box), 바운딩 구
(bounding sphere), 임의의 방향을 따르는 바운딩 박스 OBB, 및 더욱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는 k-dop 바운딩 박
스와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 각종 바운딩 박스의 포락선 콤팩트성(envelope compactness)과 운산 코스트
(computational costs)를 고려하여, OBB 바운딩 박스를 선택하여 표기 점 열을 산출한다. OBB 바운딩 박스의 산
출에 있어서 관건적인 요소는 최적 방향을 찾고, 그 방향에서의 포위 대상의 바운딩 박스의 최소 사이즈를 확정
하는 것이다. 1차 모멘트(평균 값)와 2차 모멘트(공분산 행렬)의 통계량을 이용하여 바운딩 박스의 위치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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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출한다. 제i번째 정점을

i

p 라 하고, 바운딩 박스에 포위되는 정점의 량을 n이라 하면, 바운딩 박스의 중

심 위치는 아래와 같다.

[0083]
[0084]

(3)
공분산 행렬이 아래와 같다면,

[0085]
[0086]

(4)
공분산 행렬요소는,

[0087]

(5)

[0088]

여기서,

[0089]

수치 계산법을 이용하여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를 산출하여 단위화한다.

, 3 X 1벡터로,

이다.

C는 실대칭 행렬이므로, 행렬 C의

고유 벡터는 서로 수직되는 바, 바운딩 박스의 방향축으로 할 수 있다. 둘러싸려고 하는 기하체의 정점을 방향
축으로 투영하여, 각 방향축의 투영 구간을 찾으면, 각 투영 구간의 길이가 바로 구하려고 하는 바운딩 박스에
대응되는 사이즈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얻은 표기 점 열의 OBB 바운딩 박스를 나타내는 개략도이
다.
[0090]

단계(S414)에서, 생성된 제1 바운딩 박스를 텍스처 매개체로 하여 광선을 투사한다. 단계(S415)에서, 사용자가
시선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에서 행한 표기를 이용하여 정면 깊이 맵과 배면 깊이 맵에서 각각 검색을 행하여,
제2 바운딩 박스를 생성한다.

[0091]

1) 광선의 투사 범위에 대한 갱신

[0092]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의심 영역 범위를 하나 확정한 후, 영역외의 부분을 표시에서 제거하여 생성된 OBB
바운딩 박스를 새로운 볼륨 텍스처 매개체로 사용하여 광선을 투사한다.

[0093]

2) 화각을 회전한 후의 두번 째 픽업

[0094]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직교되는 방향에서 두번 째 표기를 행하여 얻은 결과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두번 째 표기를 이용하여 정면 검색과 배면 검색을 행하여 얻은 결과를 나타내는 도
면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얻은 표기 점 열의 OBB 바운딩 박스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단계(S41
6)에서, 영상 공간에서 제1 바운딩 박스와 제2 바운딩 박스에 대해 부울리안 교집합 연산을 행하여, 3차원 공간
에서의 표기 영역을 취득한다.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이용하는, 영상 공간에서 두 물체에 대하여 부울
리안 교집합 연산을 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0095]

두개의 OBB 바운딩 박스가 사귀는 영역을 보다 빨리 얻기 위하여, CSG(Constructive Solid Geometry) 방법을
통하여 산출한다. OpenGL를 이용하여 CSG 모델에 대하여 렌더링을 행하는데는 두개 방향이 있다. 하나는 물체
공간(object space)를 토대로 하는 것으로, CSG 모델을 직접 일 그룹의 다각형 집합으로 전환한 후 OpenGL를 이
용하여 렌더링을 행하는 것으로, B-rep 모델로 전환하는 것은 이 기술안의 전형적인 방법이나, 모델 전환은 효
율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동적인 수정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다. 다른 하나는 영상 공간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본 발명에서 이용하는 방법이다.

[0096]

영상 공간에서 교집합 운산을 행하여, 모델에 대하여 그 어떤 수정도 행하지 않고 프레임마다 동적 운산을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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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떤 표면을 표시하여야 하고 어떤 표면을 숨기거나 잘라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OpenGL의 스텐실 버퍼
(Stencil Buffer)를 이용하여 CSG의 교집합 운산을 실현한다. 광선 투사 사상을 참조하여, 실체 표면을 스크린
으로 투영할 때, 그 표면의 픽셀과 기타 표면이 서로 사귀는 회수를 산출한다.
[0097]

앞단계에서의 조작을 통하여, 이미 두개의 정육면체를 얻었다. 양자의 교집합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정
육면체의 표면의 다른 정육면체 부피 내부에서의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교집합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
의로 지정한 하나의 어셈블리 실체는 전표면과 뒤표면으로 나뉘어 각자의 채널에서 각각 렌더링 된다. 구체적으
로, 매차례의 렌더링 과정은, 우선 현재 표면을 깊이 버퍼(Depth Buffer)로 렌더링 한 후, 스텐실 프레인 조작
(stencil plane operation)과 결합하여, 다른 실체를 이용하여 현재 표면의 다른 실체 내에서의 부분을 결정한
다.

[0098]

여기에서는 패리티 검사(parity check) 방법을 이용하여 어느 한 점이 소정의 실체 공간 내부에 있는지를 판단
하는데, 이론 상으로는 패리티 검사 방법을 통하여 공간 내의 임의의 점이 소정 부피의 내부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나, OpenGL 깊이 버퍼가 픽셀 포인트 하나에 대하여 깊이 값을 하나밖에 저장할 수 없으므로, 실체 A와
B의 교집합을 렌디링 하는 데에 대한 패리티 검사 과정은 아래와 같다. 우선 B중에 있는 A의 부분을 찾아내어
렌더링 한 후, A중에 있는 B의 부분을 찾아내어 렌더링 한다. 이 때, B중에 있는 A의 정면은 이미 렌더링 되어
있다. A중에 있는 B의 정면을 얻기 위하여, 우선 깊이 버퍼에서 B의 정면에 의해 덮여있는 픽셀을 다시 렌더링
한다. 이는, 앞단계에서의 조작을 통하여, A의 모든 부분이 이미 깊이 버퍼 내에 있으며, B 밖에 있는 A가 B 원
래의 가시적인 부분을 차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깊이 버퍼에서 B의 깊이 값을 정확하게 조절한 후, A 중에 있
는 B의 정면 부분을 찾아내서 렌더링 하는데, 이는 상술한 방법과 유사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9는 본 발
명의 실시에 있어서 최종적인 의심물품을 얻은 3차원 표기 영역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0099]

단계(S417)에서, 3차원 공간의 표기 영역을 CT 데이터에 융합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면, 픽업한 의심 영역을 얻
은 후, 그 의심 영역을 비교적 높은 시각 우선도에 따라 근원 자료에 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도 18로부터
알 수 있듯이, 최종적인 의심 영역은 규칙적인 육면체 형상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공간 제약에 따
른 전달 함수를 이용한다. 스캔선 알고리즘을 통하여, 볼륨 데이터 차원(dimension)에 따라 1차원 룩업 텍스처
를 하나 생성하는데, 각 텍스처에는, 대응되는 공간 위치가 의심 영역 포위망 안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저장
된다. 최종적인 융합 렌더링 효과는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다.

[0100]

또한, CT 데이터로 TIP 삽입을 행하는데, 삽입되는 위험품 영상이 케이스 범위 내에 있도록 확보하여야 하고,
삽입되는 영상이 케이스 내의 원래의 물품을 덮지 않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알고리즘의 실시간 특성도 고려하여
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일부 실시예에 의하면, 불투명도에 따라 볼륨 데이터의 투명 및 불투명 영역을 확정하
는 바, 케이스의 공백 영역에서 용적이 요구를 만족시키는 부분을 선택하여 이를 후보 삽입 위치로 하고, 이 위
치로부터 시평면까지의 거리 및 그 주위 물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은폐 정도를 지정한 삽입 위치를 하나 최종
적으로 결정한다.

[0101]

예를 들면, 우선 불투명도를 토대로 사전 적분 룩업 테이블을 생성하는데, 이는 볼륨 데이터의 투명 및 불투명
영역을 보다 빨리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후, 볼륨 데이터의 불투명 옥트리를 구축하는데, 이는 CT 데이터
중에서의 케이스의 위치와 사이즈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후, 볼륨 데이터의 투명 옥트리를 구축하는데,
투명 옥트리는 데이터 영역 내의 투명 부분만 통계하고, 불투명 부분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케이스 중 삽입할
수 있는 영역을 얻는다. 투명 영역 중에서 용적이 삽입 요구에 부합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후보 삽입 위치로 한
다. 지정된 삽입 은폐 정도에 따라, 최종적인 삽입 위치를 결정한다.

[0102]

상술한 실시예의 기술안에 의하면, CT 데이터로 위험품 영상을 보다 빨리 삽입할 수 있으며 그 삽입 위치가 케
이스 내에 위치하도록 확보할 수 있으며; 삽입된 영상은 케이스 내의 원래의 물품을 덮지 않으며; 삽입된 은폐
정도는 파라미터에 의하여 설정될 수 있으며; 알고리즘의 실시간 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

[0103]

이상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조도, 흐름도 및/또는 예시적인 예를 통하여, 보안 검사 CT 시스템에서 의심물품을
표기하는 방법 및 장치의 여러 실시예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개략도, 흐름도 및/또는 예시가 하나 또는 복수 개
의 기능 및/또는 조작을 포함하는 경우, 본 분야의 기술자들은, 이러한 개략도, 흐름도, 또는 예시 중의 각 기
능 및/또는 조작은 여러가지 구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 웨어 또는 실질적으로 이들의 임의 조합으로 개별
적으로 및/또는 공통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설명한 상기 주요 과제의 일부는 주문형 반도체(ASIC),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FPGA), 디지털
신호 처리 프로세서(DSP) 또는 기타 집적 포맷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야의 기술자들은 여기에서
개시된 실시예의 일부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집적 회로에 의해 동등하게 실현 가능하고, 하나 또는 복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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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하나 또는 복수 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예를 들면, 하나 또는 복수 개의 컴퓨터 시스템
에서 운행되는 하나 또는 복수 개의 프로그램)에 의해 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복수 개의 프로세서에서 운
행되는 하나 또는 복수 개의 프로그램(예를 들면, 하나 또는 복수 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운행되는 하나
또는 복수 개의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될 수도 있으며, 펌 웨어에 의해 실현될 수도 있으며, 또는 실제로 상술
한 방식의 임의의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본 분야의 기술자들은 본
개시를 기초로 회로 설계 및/또는 소프트웨어 기입 및/또는 펌 웨어 코딩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분야의 기술자들은, 본 개시의 상술한 과제의 메커니즘은 여러가지 형태의 프로그램 제품으로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행된 신호를 실제 저장하는 매체의 구체적인 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본 개시의 상술한 과제의
예시적인 실시예가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호를 저장하는 매체는 예를 들면, 플로피
디스켓,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콤팩트 디스크(CD),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디지털 자기 테이프, 컴퓨터
저장 장치 등과 같은 기록 가능형 매체; 및, 디지털 및/또는 아날로그 통신 매체(예를 들면, 광 파이버 케이블,
도파관, 유선 통신 링크, 무선 통신 링크 등)와 같은 운반형 매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0104]

비록 일부 전형적인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으나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설명을 위한 예시
적인 것으로 본 발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발명은, 발명의 취지 및 사상을 벗어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상술한 실시예들은 상술한 상세
부분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한정되는 사상 및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그 등가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변경 및 수정은 모두 본 특허
청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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