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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eveloped an analysis program using the simultaneous algebraic reconstruction technique
(SART) and applied it to projection data constructed using a three-dimensional Shepp–Logan model.
To reduce the memory space and speed up the calculations, we used a compressed expression of the
matrix, which saves only nonzero data. We compared the reconstructed images of SART with those
of the simultaneous iterative reconstruction technique. This SART analysis can be applied to cosmic
muon data and seismic data if the matrix is updated by ray tracing in the ite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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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3차원 투영자료에 대한 SART 분석법을 개발하여 Shepp-Logan 모델 형태의 투영자료에 적용하여
영상재구성을 수행하였다. SART 계산에서 메모리 공간의 절약과 계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렬의
값이 0이 아닌 경우만 메모리에 저장하는 압축표현 방식을 사용하였다. 재구성된 영상은 SIRT 분
석법에 의해 재구성된 영상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SART 분석법은 코스믹 뮤온 탐사
자료뿐 아니라, 반복과정 중 파선추적을 통해 행렬을 갱신하는 경우 탄성파 탐사 자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주요어 : 3차원, SART, 뮤온 토모그래피, 압축표현 행렬, Shepp-Logan 모델

서

론

입자나 파동이 특정 영역을 통과하면서 발생된 파형이나
입자의 변화 및 통과시간 등을 측정하여 관심 영역의 내부
구조나 물성을 구할 수 있다. 지구 내부나 지표 등을 대상체
로 하는 물리탐사 분야에서는 송신원으로 탄성파와 전자기
파 등이 주로 사용된다. 물리탐사에서 광범위한 영역을 탐
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파장이 큰 파동이 사용하는데 반

해, 의학 분야 등에서와 같이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는
X-선 등과 같이 파장이 매우 짧은 파동의 송신원이 주로 사
용되고 있다. 특히 X-선은 물질 내부를 거의 직선으로 지나
기 때문에 굴절이나 회절현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물리탐사에 비해 분석과정이 간단하다. 최근에 우주로부
터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지표면에 도달하는 뮤온(muon,
또는 뮤(µ)입자)이 물리탐사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원자
로 및 핵폐기물 저장소 탐사(Jonkmans et al., 2012),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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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amids 미션 등과 같은 피라미드 내부 조사(Morishima
et al., 2017) 및 화산 활동 모니터링(Bonechi et al., 2020;
Tanaka et al., 2010; Tanaka, 2018; D’Alessandro et al.,
2018; Marteau et al., 2016) 등의 탐사에 활발하게 사용되
고 있으며, 뮤온 검출기가 일반화된다면 더욱 많은 분야의
물리탐사에 뮤온 토모그래피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믹 뮤온의 입사궤적과 출사궤적을 모두 측정하는 경우
에는 두 궤적의 최근접점(PoCA, Point of Closest Approach)
과 충돌각도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 영상
재구성에 이용할 수 있다(Jonkmans et al., 2012; Liu et al.,
2019). 그러나 코스믹 뮤온을 이용한 탐사는 인위적인 송신
원을 사용하는 X-선과는 달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뮤온
을 이용하기 때문에 측정되는 뮤온의 개수가 제한되어, 분
석에 충분한 입자수를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
요하다. 따라서 실시간 영상재구성이 어렵고 또한 진행방
향이 평행하지 않아 전통적인 X-선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기법을 적용하려면 관측된 뮤온 중 동일
평면을 지나는 입자만을 따로 모아서 분석을 하거나 3차원
토모그래피(tomography)를 적용해야 한다.
3차원 대상체를 영상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X-선 단층촬
영 분석법은 송신원으로 평행한 X-선 빔을 사용하며, 이 X선 빔이 지나는 2차원 절편 단면에 대해 각각 2차원 영상을
재구성한 후, 이 영상들을 쌓아서 3차원 영상처럼 보이도
록 한다(Ambrose and Hounsfield, 1973; Comack, 1963;
Comack, 1964). 2차원 함수로 표현되는 물성값은 각도 
와 횡축(transverse) 방향 거리  로 표현된 X-선 빔의 투영
자료들을 분석하여 구할 수 있다. 이를 구하는 해석적인 방
법으로 투영 자료에 푸리에 변환과 역변환을 이용한
FBP(Filtered Back Projection)이 있고(Shepp and Logan,
1974a; Shepp and Logan, 1974b; Rosenfeld and Kak,
1982), 비해석적인 방법으로 투영 자료로부터 선형 연립 방
정식을 구성하고 그 해를 산술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의 변수가 매우 많아 역행
렬을 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 시험해를
시작으로 시험해의 결과와 실제 관측 결과의 차이로부터
차기 시험해를 설정하고, 반복 과정을 통해 그 차이를 점
차 줄여 해에 접근하는 반복적인 방법(iterative method)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전통적으로 켤레기울기법
(Conjugate Gradient) (Hestenes and Stiefel, 1952), ART
(Algebraic Reconstruction Technique) (Gordon et al., 1970),
SIRT(Simultaneous Iterative Reconstruction Technique)
(Dines and Lytle, 1979), SART(Simultaneous Algebraic
Reconstruction Technique) (Andersen and Kak, 1984) 등
이 있고, 이 외에도 MLEM(Maximum-Likelihood Expect-

ation-Maximization) (Dempster et al., 1977) 등 다양한 방
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 재구성 기법은 회절과 굴
절을 고려하면 탄성파 탐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
문에 물리탐사 분야에도 일찍부터 적용되어 왔다(Dines
and Lytle, 1979; Lee, 1990; Hyun et al., 1992).
3차원을 단면으로 잘라 2차원 영상재구성을 하는 방법이
계산 속도에 있어서나 메모리 크기 등에 있어서 유리하고
병렬처리가 쉽기 때문에 2차원 영상 재구성에 비해 3차원
영상 재구성 적용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원뿔형 빔(ConeBeam) CT는 collimation(평행광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
지 않은 X-선 빔을 사용하기 때문에, collimation을 거치면
서 잃어버리는 빔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주사 간격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CT 검사 속도를 줄일 수 있어서 이를 3차원
영상 재구성하는 방법도 많이 연구되어 왔다(Feldkamp et
al., 1984). 탄성파 탐사분야에서도 켤레기울기법에 근간을
둔 LSQR 알고리듬을 적용한 3차원 분석법(Paige and
Sounders, 1982) 등이 개발되어 적용된 바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3차원 빔을 가정하고 이를 3차원
Shepp-Logan 팬텀(phantom) 형태의 모델에 대해 투영 자
료를 구성한 후 영상 재구성을 수행하였다. 영상재구성 방
법은 노이즈 제거나 계산 속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산 블록수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SART를 적용하였
고, SIRT 결과와 이를 비교하였다.

영상재구성 이론 및 토모그래피 분석법
이미지 재구성 방정식
X-선을 물체에 투영(projection)시키면, X-선이 물체를
통과하면서 감쇠되며, 이 감쇠량으로부터 물성을 파악할
수 있다. 감쇠량이 빔 궤적에 따라 선형적으로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감쇠량은 다음과 같은 1차원 적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각 위치에서의 물성을 의미하며, 는 투
사 빔의 측정값을 나타내며, 각 투사 빔마다 하나의 투영식
을 구성하게 된다. 3차원에서 투영된 빔을 직선으로 표현하
기 위해서는 4개의 값(parameters)이 필요한데, 3차원 직선
이    인 단면을 지나는 점의 좌표값  를 나타내는
  와 이 직선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의  값
인   이다. 이 4개의 값을 사용하면 3차원 직선상의 임의
의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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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되며, 3차원 직선을 1개의 매개변수  로 하여 4개의 값
     으로 표현하면, 투영 자료와 물성간의 1차원
적분식인 식 (1)은
     






   ×   × ×   ×  


        





        




   × ×   ×  

(3)

로 나타낼 수 있다. 식 (3)의 적분은 델타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3차원 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4)







        

투사 빔을 구분하는 정수지표가 되고, 는 총 개수
   × × 인 하나의 셀을 구분하는 정수지표가 된
다. 직렬화된 이 두 지표를 사용하여 투사 빔과 셀의 물성간
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투영식은 아래와 같이 된다.
 

×  × 







(8)

식 (8)에서  와  를 열벡터 와  로 나타내고 
를  × 행렬  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 선형 연립방정

이 적분을 수치계산을 위해 이산 합으로 나타내면


(7)

여기서,  는 총 개수    × × × 인 하나의




            


     

의 관계식으로부터, 투사 빔을 구분하는 정수지표는 각도
 와 횡축방향 거리  에 따라 4개의 정수지
표  로 나타낼 수 있다. 만일 투사 빔을 나타
내는 4개의 정수지표와 셀을 나타내는 3개의 정수지표
 를 모두 직렬화(serialize)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면,

식이 된다.


            

(5)

의 꼴이 된다. 여기에서 식 (5)의 우변에 있는      
       는 투사 빔이  번째 셀(cell)을

통과한 길이에 해당되며 빔과 셀에 모두 의존하므로
     의 꼴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값은 빔이

(9)

 

이를 벡터의 성분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

지나간 셀을 제외한 대부분의 셀에 대해 0이 되며
     역시 수치계산을 위해 정수 지표(index)로 구

여기서 행렬  는 실험 조건에 따라 파선 추적이나 기하학
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이고,  의 개수, 즉 투영식의 개수

분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사 빔 벡터의 x, z 성분이 z축
과 이루는 각도를  , 벡터의 y, z 성분이 z축과 이루는 각도

가 충분하다면 원리적으로는 최소제곱법을 적용하여 다음
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를  라 하고, 이 두 각도를 같은 간격으로 나눈 값을 정수지
표로 사용한 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를 이산
화한다면,
  tan 
  tan 

  
cos

  
cos

한국자원공학회지

(6)

     

(11)

이 식에서    는 정사각행렬(square matrix)이기 때문
에 이 행렬의 역행렬로부터 셀의 물성  를 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행렬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행렬을 곱
하거나 역행렬을 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정된 초기 시험해(trial solution)를
시작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해를 갱신하면서 실제해에 접근
하는 반복적 풀이방법(iterative method)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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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풀이방법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개의 성분을 갖는

반복적 풀이방법은 시험해  로부터  와 투영 자료

다. 마찬가지로  가 행렬  의 번째 행벡터라면, 행렬  는

와의 차이(residual)로부터 차기 시험해     을 결정하

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실제해와의 차이를 줄이
는 방법이다. 반복적 풀이방법을 최소제곱 조건을 만족하
는 식 (11)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여기서   는 갱신의 정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의 행렬
로  × 행렬이 되어야 한다.   의 꼴은 두 개의 다른 행
렬 과  으로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식 (13)의 우변의 두 번째 항을 좌변으로 이항한 후  에
대해 나타내면
          

(14)

이 된다. 만일  가 실제해라면 식 (14)가 성립하지만, 반복
적인 풀이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식의 우변의  를 현재 시험
해  로 놓고 좌변의  를 차기 시험해     로 놓으면 갱
신식이 된다.
                     (15)

갱신식은 행렬 과  에 따라 Jacobi 알고리듬, GaussSeidel 알고리듬, Richardson 알고리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orzano et al., 2017). 이 3가지 갱신 알고리듬은
    를 직접 계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를

어떤 형태의 행렬로 대신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이 중
Jacobi 알고리듬에 의한 갱신식은    대신에 대각행렬 
로 대치한 형태로 다음과 같다.
          

(16)

갱신식 (16)에서   는 단순히   의 대각성분의 역수
를 취하면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렬을 열벡터(column
vector)들과 행벡터(row vector)들로도 표현할 수 있으므
로(Sorzano et al., 2017),  가 행렬  의 번째 열벡터라면
행렬  는
    

(17)

  




  


 

(18)

이고 여기서  는  개의 성분을 갖는    
   이다.    를 열벡터  의 내적으로 표현하면
  ⋅   ⋅   ⋅ 





   

    ⋅   ⋅   ⋅ 
   




 ⋅   ⋅   ⋅




 
 

(19)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대각행렬  는   행렬의 대각성분으
로 구성된 행렬이므로, 역행렬    은 다음과 같다.
 
  

 
   



    
 
   












(20)



  
  


또한  를 행벡터  로 나타낸 후, 다시 열벡터  의 내
적으로 나타내면
      ⋅ 







 
 ⋅
    







 
    ⋅ 
  

(21)

가 되고,     는 아래와 같다.
    
    ⋅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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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Jacobi 알고리듬에 의한 갱신식 (16)의 번째 성
분에 대한 식은




 
 
  ⋅


 

     



(23)

가 되며, SIRT류 중의 한 형태이다.
ART
전통적인 ART는 Kaczmarz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차기
시험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한 번 갱신할 때 하나의 투영
식을 이용한다. 투영식이 총  개 있으므로,  번의 갱신
과정을 거쳐야 한 번 반복 과정을 마치게 된다. 번째 투영
식인
 



 



SIRT와 SART
앞에서 설명한 ART법은 1개의 투영식으로 차기 시험해
로 갱신하기 때문에, 1회 반복과정만으로도  회 갱신이
이루어져 해의 수렴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갱
신할 때 사용된 투영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영향이 재구
성된 이미지에 노이즈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투영식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가에 따라 재구성 이미지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투영식
마다 차기 시험해로 갱신하지 않고, 모든 초평면의 수선방
향의 벡터를 다 더해 평균적인 벡터값으로 차기 시험해를
갱신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각 초평면에 수직인 벡터
에 어떤 가중치를 주어 평균을 구하는가에 따라 실제해에
접근하는 수렴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ART에서
적용되었던 초평면에 대한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벡터들을
모두 더해 갱신식을 구성한다면 그 식은 다음과 같다.

(24)

 

   

는 이 공간에서의 초평면(hyper-plane)을 나타내는 식에 해
당되며, 따라서 선형 연립방정식의 실제해는 총 투영식의
수  개의 초평면들이 만나는 교점이다. 번째 시험해인
 는  차원의 수학적 공간상에서 실제해인 초평면들의

교점과 떨어져 있는 임의의 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점에서 번째 초평면에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면 초평면과
한 점     에서 만나게 되는데,  와 초평면 상의 수선의
발     , 그리고 실제해는 직각삼각형을 이루게 되고, 파
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시험해  와 실제해 사이의 거리보
다 차기 시험해     과 실제해 사이의 거리가 항상 가깝
   

는 번째 초평면에 수직인 벡터  로부터 다
게 된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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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데, 식 (29)는 ART를 기반으로 하는 갱신식으로  을
나눈 것을 가중치로 곱한 꼴이고, 식 (23)는 초평면에 수직
인 벡터  에 단순히 시험해와 측정치의 차이만을 가중치로
곱해서 모두 더한 후, 각 셀을 지나는 투사 빔의 길이를 모두
제곱해서 더한   을 나눈다. 이 두 갱신식 모두 SIRT류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SIRT는 여기에 완화계수(relaxation
paramter)  까지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Sorzano
et al., 2017).



      ⋅ 




(26)

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성분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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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특히 이 중 수렴성이 증명된 갱신식의 꼴은
 

 

(27)

(29)

식 (29)와 앞에서 언급한 Jacobi 갱신식 (23)는 형태가 다

  
 
 
  
  ⋅



    
 

  ⋅ 이므로, 식 (25)은

(28)



  









  







(31)

(32)

이며, 여기서,    ≦       이다(Van der Sluis and

뮤온 토모그래피 적용을 위한 3차원 SART 분석법 연구

Van der Vorst, 1990).    인 경우는 Jacobi 갱신식 (23)
에 해당하며,    인 경우는 ART를 기반으로 한 SIRT 갱
신식 (29)으로, 전자현미경분야에서 영상을 재구성할 때
많이 사용된다(Sorzano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인 갱신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Anderson과 Kak의 SART
갱신식에 사용된 형태이다(Andersen and Kak, 1984). 만
일   를 투사 빔이 지나간 실제 길이와 관계없이 지나가는

385

한 후, 이 교점들의 차이로부터 행렬  를 구할 수 있다. 직
선과 격자면의 교점을 각 방향의 격자면의 순서를 따라 차
례로 모으는 경우 추후에 교점을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과
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순서정렬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교점을 모으는 과정에서 교점의 지표를  라 할 때, 
가 최소인 교점을 기준 지표값   로 하여 기
준 지표값과 교점 지표와의 차이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놓는다면,  는 번째 셀을

    의 위치에 교점을 저장하고 교점이 저장되었음

지나가는 투사 빔의 총 개수가 되며, 이는 Dines과 Lytle이
제시한 SIRT 갱신식이 된다(Dines and Lytle, 1979).
SIRT법은 모든 투영식을 반영한 평균값으로 갱신을 수
행하므로 ART의 단점인 노이즈를 줄일 수 있으나 수렴속
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SART는 이 두 방법을 혼합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는데, 투영식을 여러 블록(block)으로 나눈
후 각 블록에 속한 투영식의 평균으로 시험해를 구하여 갱
신하는 방법으로, 수학적으로 블록 Kaczmarz 알고리듬에
해당한다(Sorzano et al, 2017).

을 나타내는 플래그(flag)를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서로 다른 교점이 같은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는 최대 2개가 되므로 2번째 교점 및 플래그를 저장할 별도
의 배열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저장 위치에 플래
그가 모두 설정된 경우인 (2개의 점) 경우에만 2점에 대한
순서정렬을 수행하면 된다.
그런데 행렬  는 3차원 셀들 가운데 각 투사 빔이 지나가
는 셀에만 길이값이 존재하고 대부분 셀의 길이값은 0이다.
이러한 희소행렬(sparse matrix)을 일반적인 배열변수로
다루면 메모리를 과도하게 필요로 하고, 또한 반복계산 시
필요하지 않은 행렬의 곱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계산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린다. 따라서 길이 행렬값을 효
과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희소행렬을 압축행
렬 형태로 저장해야 하는데, 압축행렬을 구성하기 위해서
는 길이가 0이 아닌 값만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 저장된
길이값의 셀 지표도 동시에 저장해야 한다. 2차원 희소행렬
의 경우 행렬값과 2차원 지표  를 모두 저장하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 길이행렬의 첫 번째 지표인 는 투사 빔을 나
타내는 지표로 모든 투영식에 대해 관심영역 내의 셀을 대
부분 하나라도 지나가기 때문에 에 대한 지표는 압축표현
을 사용하지 않고, 셀을 나타내는 지표 에만 압축표현을 사
용하였다. 이처럼 한 지표만 압축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압
축표현 행렬로부터 원래 행렬의 지표를 복원하는 과정이
간단해지고,  의 이중 루프(loop)를 구현하기가 용이해
진다. 압축된 행렬표현과 일반 행렬을 사용하는 경우의 메
모리 차이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투영식의 지표를 위한


 
 









  









 


 

  




  







(33)



여기서  과  는 각 블록의 시작과 마지막에 해당하는 투
영식의 지표이다. 이 식에서 블록을 한 개로 설정하면 블록
내의 투영식의 개수가 투영식의 총 개수와 같기 떄문에
SIRT 갱신식과 같아지며, 만일 블록의 개수를 총 투사 빔의
개수로 설정하면 한 개의 블록에 한 개의 투영식만 있기 때
문에    인 경우는 ART식과 같아진다. 즉 SART식은 블
록의 수에 따라 SIRT와 ART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기 때
문에 재구성될 이미지의 품질과 재구성 시간 등을 동시에
고려해 블록의 개수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블
록을 여러 개로 나누기 때문에 투영식들을 어떻게 블록으
로 나누고 묶는가에 따라 그리고 블록의 계산순서에 따라
재구성 이미지가 영향을 받게 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길이행렬  계산 및 희소행렬의 압축표현 저장
반복 풀이방법으로 영상 재구성을 하려면 각 투사 빔이
각 셀을 지나는 길이행렬  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 값은 투
사 빔이 셀에 들어가는 점과 셀을 나오는 점의 위치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셀을 지나는 길이는 셀 간격으
로 나눈 3차원 격자면과      로 표현되는 3차원 직
선 투사 빔의 모든 교점을 구하여, 이 교점을 순서대로 정렬

배열의 크기는 동일하게   이지만, 일반 행렬배열의 셀에
대한 배열의 크기가   인 것에 반해, 압축표현 행렬의 경우
대략  이므로   배에 가까운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
며, 이 차이가 반복계산 시 행렬 곱 계산에도 그대로 반영되
게 된다.
길이행렬  의 계산을 검증하기 위해, 임의의 투사 빔의
길이와 이 투사 빔이 지나는 행렬  의 값을 비교하였다
(Fig.1). 사용한 투사 빔의  는 55°,  는 30°이며,  는 25,
 는 10인 3차원 직선이다. Fig. 1에서 3차원 투사 빔은 점

선으로 표시하였고, 이 투사 빔이 지나는 각 셀의 길이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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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을 블록의 농도로 나타내었는데, 투사 빔이 지나가는
셀과  값이 0이 아닌 셀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셀의 크기를  × × 로 하였기 때문에 한 셀을 지나는
 보다 작은 값인
최대 농도값이 한 셀의 대각선 길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렬  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는 대상 영역을 들어가고 나가는 두 교점으로
계산된 투사 빔의 총 길이와 투사 빔이 각 셀을 지나가는 길
이의 합을 비교하면 된다. 투사 빔과 대상 영역 전체의 두 교
점은 (18.9962, –25, –13.3013)과 (25, –7.21388, 17.5052)
로 투사 빔의 총 길이는 56.5778이며, 길이행렬  중 이 투
사 빔이 지나는 요소의 합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다른 투
사 빔에 대해서도 두 값이 같음을 확인하여 길이행렬이 잘
계산됨을 알 수 있었다.

Fig. 1. Projection line and the values of matrix A that
belongs to the projection

3차원 Shepp-Logan 모델 구성 및 투영 자료 계산
SART나 SIRT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영 자료가 필요
한데, 주어진 모델로부터 투영 자료를 쉽게 구현하기 위해
서 균일한 물성을 갖는 타원체(ellipsoid) 형태로 구성된 3
차원 Shepp-Logan 모델을 사용하였다. 균일한 물성의 타
원체에 대한 투영 자료는 타원체와 3차원 직선에 만나는 두
교점을 구해 길이를 계산하고 각 타원의 물성을 곱해주면
된다. 중심위치가     이고, 각 축방향의 길이가 
인 타원체와      로 표현되는 3차원 직선과의 교점은
                 








(34)

로 주어지며, 이 식은  에 대한 2차 방정식이므로, 두 해의
차이인  로부터 직선이 타원체를 지나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만일 타원체가 회전된 경우에는 좌표계를 타원체의
회전만큼 회전시킨 후 이 회전된 좌표계에서의 직선 표현
으로 길이를 구하였다. 물성이 균일한 타원체를 여러 개 합
하면 다양한 형태와 물성을 갖는 3차원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CT의 경우 사람의 머리를 모사한 Shepp-Logan형의
모델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2차원과 3차원 SheppLogan형의 모델을 구성하여 투영 자료를 생성하였다. 3차
원 모델의 파라미터는 Table 1과 같으며, 여기서   는
오일러 각(Euler angle)이다. Fig. 2는 Table 1의 파라미터
를 사용한 3차원 모델과 각 축방향의 단면을 그린 그림이다.
각 투사 빔에 대해 계산된 투영 자료는 파일로 저장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투사 빔을  로 표현하는 경우와 대상
영역 위와 아래에 위치한 송신점과 수신점의  위치로
표현하는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 자료로 3차
원 투영 자료를  와  의 정수지표로 하여 계산한 결과를 도

Table 1. Parameters of the three-dimensional Shepp–Logan model (   ≤  ≤  ,   ≤  ≤ , and   ≤  ≤  )
cent_x

cent_y

cent_z

axis_a

axis_b

axis_c

α

β

γ

value

0.0

0.0

0.0

0.69

0.92

0.9

0.0

0.0

0.0

1.0

0.0

0.0

0.0

0.6624

0.874

0.880

0.0

0.0

0.0

-0.8

0.22

0.0

-0.250

0.11

0.31

0.22

-18.0

0.0

0.0

-0.2

-0.22

0.0

-0.250

0.16

0.41

0.21

18.0

0.0

0.0

-0.2

0.0

0.35

-0.250

0.21

0.25

0.50

0.0

0.0

0.0

0.1

0.0

0.1

-0.250

0.046

0.046

0.046

0.0

0.0

0.0

0.1

-0.08

-0.605

-0.250

0.046

0.023

0.020

0.0

0.0

0.0

0.1

0.06

-0.605

-0.250

0.023

0.046

0.020

0.0

0.0

0.0

0.1

0.06

-0.105

0.625

0.040

0.056

0.100

0.0

0.0

0.0

0.1

0.625

0.056

0.056

0.100

0.0

0.0

0.0

-0.1

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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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ree-dimensional Shepp–Logan model (nx = ny = nz
= 256): (a) 3-D shapes of 10 ellipsoids, (b) yz-plane of ix = 100
(x =−0.22), (c) xz-plane of iy = 128 (y = 0), and (d) xy-plane
of iz = 96 (z =−0.25)

시하였다(Fig. 3). 이 그림은 2차원 사이노그램(sinogram)
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로축은 각도  와  를 직렬
화해서 나타낸 지표값이고 세로축은 횡축 거리지표  
를 직렬화한 값이다. 따라서 각 점들은 각각 해당지표에 해
당되는 투영식을 나타내고 명암의 크기가 그 투영식에 대
한 측정값에 해당하는  를 의미한다. 두 번째 자료로 송신
점이    인 평면, 수신점은    인 평면에 2차원 배열
된 경우의 투사 빔 조합에 대한 투영 자료는 Fig. 4에 도시하
였다.

Fig. 4. Calculated projections of the three-dimensional Shepp–
Logan model using the serialized positions of sources and
receivers.

분석결과
2차원 모델
SIRT나 SART법은 행렬로 표현된 선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투사 빔이 각 셀을 지나는 길이를 계
산하는 과정과 셀의 지표를 직렬화하는 과정만 차이가 있
을 뿐, 행렬을 직렬화한 이후의 반복적인 풀이 과정은 2차
원과 3차원이 차이가 없다. 분석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서
먼저 2차원 Shepp-Logan 모델에 적용한 후 분석 결과와 모
델을 비교해 보았다. 10개의 타원으로 만들어진 2차원
Shepp-Logan 모델을 사용하여 투영 자료를 사이노그램 파

Fig. 3. Calculated projections of the three-dimensional Shepp–Logan model using the serialized angles and di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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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저장한 후 이 파일을 읽어서 SIRT법으로 영상을 재구
성한 결과를 도시하였다(Fig. 5). 투사 빔의 각도는 –90°에
서 89°까지 1° 간격으로 총 180개의 각도를 사용하였고, 횡
축방향 거리  는 256개로 나누었다. 재구성된 영상의 화소
수도 횡축방향의 분해능과 유사하게  ×으로 하였다.
(a)는 재구성된 이미지이며 (b)는 재구성된 이미지에서 작
은 타원이 3개가 있는   –    위치에서  방향
의 프로파일로써, 1번, 5번, 30번, 그리고 100번 반복 후 재
구성된 결과들을 그린 것이다. 가는 실선으로 그린 그래프
가 원래 모델의 값이며, 재구성된 이미지는 점선으로 표시
하였는데, 1번 반복 재구성 결과는 절대적인 값과 상대적인
값이 모두 모델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30번 반
복 후 작은 타원 3개가 모두 구분이 되나 절대적인 값은 차
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00번 반복하여 재
구성된 결과는 실제 모델에 접근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계산
에 사용된 컴퓨터의 사양으로, CPU는 Intel Core i7-8550U

이며, clock 속도는 1.99GHz, Ram은 16GB(Gigabyte)이
며, Windows10Pro 64bit 운영 체제이며, OS(Operating
System)는 WSL(Window System for Linux)2에서 작동하
는 Ubuntu 20.04.2 Linux 배포용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동일한 자료에 대해 SART로 영상을 재구성하였으며, 블
록수와 반복회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반복회수와
블록의 개수의 곱이 SART의 갱신횟수가 되므로, 영상 재
구성에 충분한 갱신회수는 SIRT의 수렴 반복회수를 초과
하면 충분하므로 100에서 200 사이의 값이 되도록 하였다.
블록의 수는 투영식의 수를 블록수로 나누었을 때 정수가
되는 임의의 값을 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도의 개수 180이 정수로 나누어지도록 정하여, 블록의 수
를 45로 하였고, 반복회수를 3회로 설정하여 총  ×  
번의 갱신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Fig. 6은 SART의 분석
결과로서 (a)는 재구성된 이미지이다. 전체적인 이미지 형
태는 SIRT와 큰 차이는 없지만, SIRT에 비해 노이즈가 많

Fig. 5. Result of SIRT (2-D Shepp–Logan model, nx = ny = 256): (a) reconstructed image and (b) line plots through three small
ellipses for iy = 50 (iteration=1, 5, 30, and 100).

Fig. 6. Result of SART (2-D Shepp–Logan model, nx = ny = 256): (a) reconstructed image and (b) line plots through three small
ellipses for iy = 50 (iteration=1,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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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재구성된 셀의 최소값은 더 작아지고 최대값은 더 커져
서 물성값의 범위가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b)는 Fig. 5
(b)와 같은 위치의 프로파일로서 첫 번째 반복부터 셀값이
모델값에 근접한 것을 볼 수 있고, 3회 반복한 경우 배경 노
이즈가 다소 증가하지만, 작은 타원 3개는 잘 구분되어
SIRT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압축표현 효과의 유무와 두 영상 재구성 방법의 계산시
간과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
다. SIRT와 SART의 메모리 사용량은 거의 비슷하다. 두
경우 모두 압축표현 행렬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 normal
expression의 메모리 사용량이 압축표현 행렬을 사용하는
경우인 compressed expression의 메모리 사용량의 약 30배
더 많이 필요했다. 계산시간은 SIRT의 경우 100회 반복하

는 데 압축표현 행렬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9분 13.27초
걸렸고, 압축표현 행렬을 사용하면 57.51초가 되어, 321.49
배 빨라졌다. SART의 경우 3회 반복동안 압축표현 행렬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분 36.8초 걸린 반면, 압축표현 행렬
을 사용하면 3.0초가 걸려, 32.27배 빨라졌다. SART가
SIRT에 비해 압축표현 행렬을 사용할 때 시간단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시간에 압축표현
과 상관없는 길이 행렬  를 구하는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
에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3차원 모델
3차원 SART는 2차원과 달리 방대한 메모리를 필요로 하
므로, 배열을 크게 할당하기는 쉽지 않아, 투사 빔의 각도 

Table 2. Comparison of calculation times and used memories of SIRT and SART of 2D Shepp–Logan model (256×256)
SIRT

SART

expression

normal

compressed

normal

compressed

Memory

11.5 GBytes

412 MBytes

11.5 GBytes

404 MBytes

CPU time

309 min 13.27 sec

57.71 sec

1 min 36.8 sec

3.0 sec

Fig. 7. Reconstructed results of SIRT using projections of angles and distances (3-D Shepp–Logan model): (a) yz-plane of ix = 35
(x =−0.22), (b) xz-plane of iy = 45 (y = 0), and (c) xy-plane of iz = 33 (z =−0.25).

Fig. 8. Reconstructed results of SART using projections of angles and distances (3-D Shepp–Logan model): (a) yz-plane of ix =
35 (x =−0.22), (b) xz-plane of iy = 45 (y = 0), and (c) xy-plane of iz = 33 (z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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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0°에서 88°까지 2° 간격으로 총 90개를 사용하였고,
 는 –9°에서 8°까지 1° 간격으로 총 18개를 사용하였다.
각 각도마다 횡축방향 거리인  ,  의 개수를 모두 90개로
설정하였고, 셀의 개수도  × ×으로 하였다. 이 경우
배열의 자료형을 실수(float)로 했을 때 사용된 총메모리가
거의 12GB가 되었다. Fig. 7은 3차원 Shepp-Logan 모델 자
료에 SIRT를 100회 반복하여 각 축 방향의 재구성 영상 단
면을 나타낸 그림이다. (a)는 Table 1의 4번째 타원체의 정
중앙인    를 수직으로 지나는 단면의 재구성 영상
이고, (b)는   를 지나는 단면의 재구성 영상이며, (c)는
Table 1의 3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타원체의 중심의 공통 
값인    를 수직으로 지나는 단면의 영상재구성 결과
이다. 3차원 SIRT의 결과는 2차원 자료보다 각 셀을 지나
는 투영식의 개수와 재구성 영역의 분해능을 작게 했기 때
문에, 2차원 SIRT보다는 선명함이 떨어지지만 각 방향의
이미지 재구성이 잘 수행됨을 알 수 있다.
Fig. 8은 블록 수를 45로 하여 3회 반복한 SART의 재구
성 이미지이며, 사용된 투영 자료는 SIRT의 자료와 같다. 2
차원 SART와 마찬가지로 전체 투영식에 대한 반복은 3회
수행했지만 각 블록마다 갱신이 수행되므로 총  × 회의

갱신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이미 언급된 대로 SART의 경
우 영상 재구성 결과가 한 블록 내에서의 투영식들의 계산
순서 및 블록의 순서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영식의 순
서를 다음과 같이 재조정하였다.
                 ,



여기서   ⋯  .



(35)

이는 전체투영식의 양끝 두 식과 중간 두 식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하나씩 감소 및 증가시켜 공간적인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전체 투영식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순서 재조정 없이 SART를 수행하면, 처음 블록을 사용하
여 생성된 yz 단면에서의 이미지가 특정 방향으로 일그러
졌는데, 이 일그러진 재구성 이미지가 마지막 블록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일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순서 재조
정을 하여 특정 방향으로 이미지가 일그러짐을 피할 수 있
었다. 이 SART 결과(Fig. 8)를 SIRT의 결과(Fig. 7)와 비교
하면 SART의 총 반복횟수가 3회에 불과하지만, 100회 반
복한 SIRT의 이미지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

Fig. 9. Reconstructed results of SIRT using projections of sources and receivers (3-D Shepp–Logan model): (a) yz-plane of ix =
24 (x =−0.22), (b) xz-plane of iy = 31 (y = 0), and (c) xy-plane of iz = 23 (z =−0.25).

Fig. 10. Reconstructed results of SART using projections of sources and receivers (3-D Shepp–Logan model): (a) yz-plane of ix
= 24 (x =−0.22), (b) xz-plane of iy = 31 (y = 0), and (c) xy-plane of iz = 23 (z =−0.25).

한국자원공학회지

뮤온 토모그래피 적용을 위한 3차원 SART 분석법 연구

으로는 최소 한 방향만이라도 각도영역이 충분하다면, 투
영 자료에 SART분석법을 적용하는 경우 3차원 이미지 재
구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차원에서는 압축표현
행렬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방대한 메모리가 필요하여 PC
상에서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차원과 같이 두 경우를
비교할 수 없었다. 압축표현 행렬을 사용한 SIRT의 100회
반복 계산시간은 112분 56.10초이며, SART의 3회 반복 계
산시간은 8분 37.18초가 되어, 비슷한 품질의 영상을 얻는
데에 SART가 13.1배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실험 상황에서는 송신원으로 코스믹 뮤온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모든 각도에 대한 투영 자료를 충분
히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송신점과 수신점이 서
로 다른 높이로 각각 2차원 배열을 이루는 경우, 수평 방향
의 투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방향의 이미지의 분해능이 떨
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Fig. 9와 Fig. 10은 송신점과
수신점이 서로 다른 높이에 2차원 배열로 설치된 경우의 투
영 자료를 사용하여 3차원 SIRT(Fig. 9)와 3차원 SART
(Fig. 10)로 영상을 재구성한 결과이다. 송신점과 수신점의
배열 개수는 모두  × 이고 대상 영역도  × ×로 나
누었다. SIRT는 총 100회의 반복과정을 거쳤으며, SART
의 경우 전체 투영식을 31개의 블록으로 나누었고 4회 반복
하였다. 앞의 경우와 같이 투영식의 순서를 재조정하여 공
간 대칭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영상재구성 결과는 SIRT
와 SART가 유사하며 수평방향에 가까운 각도의 투영 자료
가 없기 때문에,  방향의 분해능이  방향의 분해능에 비
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해능의 저하는
SART나 SIRT의 방법론적 문제라기보다 측정 범위의 제
한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SART나 SIRT와 같이 산술
적인 영상 재구성 방법의 경우, 다른 측정 정보들로부터 산
술식에 제한(constraint)을 주거나 산술식을 추가함으로, 
방향의 분해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SIRT의 100회
반복 계산시간은 112분 30.68초이며, SART의 3회 반복 계
산시간은 8분 46.85초가 되어, 각도 자료를 사용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결

론

3차원 투영 자료를 이용하여 영상을 재구성할 때 선형연
립 방정식을 이루는 행렬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행렬
값을 저장하기 위해 메모리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반복적
인 계산법으로 해를 구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 행렬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값이 0인
희소행렬에 해당되므로, 0이 아닌 값만을 메모리에 저장하
는 행렬의 압축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필요로 하는 메모리
의 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반복 계산과정의 루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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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크게 줄기 때문에 계산 시간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
다. 전체 투영 자료를 모두 계산에 사용하여 셀값을 갱신하
는 SIRT류의 분석법은 재구성된 이미지의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해에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반
복 계산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이미지 재구
성 방법으로 SART분석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실제 이 방법을 적용하여 SIRT와 비교한 결과 노이즈를 어
느 정도 줄이면서 계산 속도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프로그
램 검증을 위하여, 이미 잘 알려진 2차원 Shepp-Logan 모
델로부터 투영 자료를 합성하여, 개발된 SART 분석법을
적용하여 2차원 이미지를 재구성하였고, 프로그램이 잘 작
동함을 확인하였다. SART 분석법을 3차원에 적용하기 위
해, 10개의 타원체로 구성된 3차원 Shepp-Logan 모델로부
터 투사 빔의 각도 범위가 충분한 자료인 각도와 횡축방향
거리에 따라 생성한 자료와, 투사 빔의 각도 범위가 충분치
못한 자료인 송신점과 수신점의 2차원 배열을 가정하여 생
성한 두 투영 자료를 사용하였다. SART 분석법은 계산 루
프를 수행할 때 투영식의 순서와 블록의 순서에 영향을 받
기 때문에 공간적인 대칭이 유지되도록 투영식의 순서를
재조정하였다. 투사 빔의 각도의 범위가 충분한 자료의 경
우  각 방향으로 이미지 재구성이 효과적으로 수행되
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송신점과 수신점의 2차원 배열의 경
우, 수평 방향의 측정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방향의 분
해능이 떨어지지만, SART로 재구성된 이미지가 SIRT로
재구성된 이미지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
로 압축표현 방식의 행렬의 적용과 수렴 속도가 빠른 SART
를 사용함으로써 3차원 영상 재구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압축표현 행렬을 사용한
SART 분석법은 코스믹 뮤온을 이용한 지하구조 탐사뿐 아
니라, 굴절과 회절을 고려하여 행렬을 재계산하면 탄성파
토모그래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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