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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사핵연료봉의 직경방향에 대한 2차원적 핵분열 생성물의 분포를 비파괴적인 방

법으로 결정하고 이를 영상재구성 하기위한 컴퓨터 tomography 방법을 검토하였다. 

주요 내용은 Radon 변환, Fourier Central slice 정리 및 역 Fourier 변환과 이에 

수반되는 FBP(Filtered Back Projection) 와 BPF(Back Projection Filtering)과 같

은 해석적인 방법을 검토하였다. 또한 다른 방법인 대수적인 영상재구성 방법에 대

해서도 개략적인 개념을 검토하였다. 이 내용을 근거로 현재 사용 중인 감마 스캐

닝 장비를 이용, 2차원적인 핵분열 생성물의 분포 결정 방법의 실험장비 구성을 고

안하였다. 기술검토 결과 상기 언급한 알고리즘들을 컴퓨터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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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omography algorithm is reviewed in order to determine radial 2-dimensional 

fission product distribution of irradiated fuel rod and to reconstruct it's 

image using computer. Main contents are Radon transformation, Fourier central 

slice theorem, inverse Fourier transform, accompanied FBP(Filtered Back 

Projection) and BPB(Back Projection Filtering). In addition, another 

tomography reconstruction algorithm, namely, ART(Algebraic Reconstruction 

Technique) is reviewed briefly. According to reviewed results, We devise 

equipment for determining of 2-dimensional distribution of irradiated nuclear 

fuel using existing gamma scanning apparatus. On results of review,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mputer program of reconstruction algorithm for 

determining of object function and image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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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사핵연료봉내 핵분열 생성물의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감마

스캐닝 방법을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여 왔다. 1970년을 전후로 절단한 핵연료봉의 

단면 감마스캐닝(sectional gamma scanning) 기술을 이용하여 핵분열 생성물의 2차

원적 분포의 결정을 시도하였다. 1971년 미국 LANL(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의 Barne 및 Phillips[1, 2] 등은 길이 방향 핵연료봉의 임의의 위치에

서 핵분열 생성물의 2차원분포를 비파괴적인 감마스캐닝 방법으로 결정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몇 개의 각도에서 직경방향으로 감마스캐닝을 수행

하여 얻은 자료를 단층 영상재구성 알고리즘에 의해 2차원 분포로 환원시키는 것이

었다. 이 기술보고서는 조사재시험시설에서의 핵연료봉내 핵분열생성물의 3차원 분

포 결정 기술을 확립 하기위해서 기존의 방법 즉 핵연료봉의 반경 방향으로의 감마

선 주사를 수행하지 않고 기존의 시험 장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비파괴적인 방법으

로 특정 핵종의 3차원 분포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근래에 많이 사용되는 기술인 

CAT(Computer Aided Tomography) 기본이론의 연구와 이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

다. 핵분열생성물의 분포는 확산 운동 연구와 과열된 연료의 거동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다발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조사후 시험에 관련되어 실험적인 

연구가 행해져왔다.[3,4] 연료봉의 단면 내의 핵분열생성물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한 단계로는 연료봉의 작은 조각(픽셀)에서 방출하는 감마선을 측정하여 

측정된 감마선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임의의 단일 피크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연

료봉의 각각의 픽셀에 대한 방사능 값을 재구성 알고리즘으로 영상을 구현하는 것

이다. 단층촬영의 관점에서 측정은 감마 방사능 분포의 적분을 의미하며, 이것을 

투영요소라 의미하고 있다. 투영 요소들의 집합은 시준기 전면에 위치한 연료봉의 

동일한 변위와 연속적인 측정에 의해 구할 수 있으며, 연료봉의 다른 회전 방향에

서 측정된 투영의 집합으로부터 이차원적인 분포를 재구성하는 것이 단층촬영의 중

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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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1.Computer Aided Tomography 개요 

  CT는 1885년 Roentgen이 X-선을 발견한 이래, 영상 진단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근대적인 CAT의 발달과정을 순수한 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투영된 자

료로부터 영상을 재구성하기 위한 함수를 구하는 문제를 논의한 1917년 Radon의 논

문으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스트리아의 수학자인 J. 라돈에 의해서 증명된 

“2차원 또는 3차원 물체는 그것의 투영들을 모두 모아놓은 무한집합으로부터 2차

원 또는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정리가 CAT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

다. 그 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가 계속되다가 1968년에 이르러 쿨과 에드워

즈가 핵의 영상을 찍기 위한 기계주사기(mechanical scanner)를 성공적으로 만들었

다. 그러나 CAT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69년부터 영국 EMI사의 하운스필드에 의

해 시작되어 1972년에 단층영상 촬영기가 개발되었다. 

  Sir Godfrey Newbold Hounsfield는 영국의 전기공학자로 전산화단층촬영(CAT)이

라는 중요한 진단 기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1979년 A. 코맥과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공군에 복무했고 런던의 패러데이 

하우스 전기공학 칼리지에서 전자공학과 전파탐지기를 연구한 뒤 1951년 EMI사의 

연구원이 되었다. 1958~59년 영국 최초로 트랜지스터 컴퓨터인 에미덱(EMIDEC)1100

을 제작한 설계 팀을 이끌었다. 후에 형상인식 문제를 연구하던 중 CAT의 기본 개

념을 발전시켰다. 다양한 원형(proto-type) 주사장치는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1972년 CAT 주사에 대한 최초의 임상실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로 노

벨상 외에도 여러 상을 받았고, 1981년 기사작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개발한 방

법은 투영 데이터의 변환에 근거한 해석적(analytical)방법이 아닌 대수적

(algebraic) 방법이었다. 반면 Allan MacLeod Cormack[5,6]이라는 남아프리카공화

국 태생의 미국 물리학자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정식화함으로써 해석적인 방법의 전

산화 단층 촬영술(CAT)이라는 X선 영상 단면 영상화 방식을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공로로 1979년 G. 하운스필드와 함께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코맥은 

케이프타운대학교 물리학 강사 시절이던 1955년 의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의학적 

진단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으나 암 치료에 필요한 방사능의 양 계산은 훈련받은 물

리학자가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케이프타운의 그루트 슈어 병원에 나가 시간제

로 일한 적이 있었다. 이 때 그는 X선 기술의 부족으로 정밀한 영상을 얻지 못해 

진단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X선 촬영의 정밀도가 높아진다면 같은 

신체 부위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촬영을 한 다음 그것들을 종합하여 단일한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제의 핵심이 근본적으로 수학에 있음을 깨달은 

그는 1963~1964년, 자신의 연구 성과를 논문 2편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의 X선 

촬영 방식을 크게 개선해 한층 정밀한 신체 연(軟)조직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

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고안한 기술을 증명해 줄 단층촬영기를 만들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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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논문들은 거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다 1970년대에 영국 EMI사의 G. 하운

스필드가 CAT를 만들어 전 세계의 관심을 끌면서 그의 연구는 재조명을 받았고 두 

사람은 노벨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현재 CT의 응용분야는 의료 영상 진단에서부터 물리학의 여러분야로 급속하게 확

장되고 있으며. 개발 초기 진단의학에서 이 기술의 영향력은 과히 혁명적이었다. 

이 기술은 의사나 시험자가 환자의 내부 장기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최초의 의학적 응용분야는 X-선 감쇄계수에 기초한 신체조직의 영상화에 

사용되었다. 현재에는 비의학적인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CAT(computer Aided 

Tomography)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일예로 지질탐사에서 시추공을 통해 지하자원

의 분포 가시화에 적용되며, 다른 경우는 비파괴 시험을 위해 시험체 관심부위 단

면 영상 관찰에 이용되기도 하고, 천문학에서 천공(celestial sphere)의 명도

(brightness) 분포를 결정짓는 곳에 사용되기도 하고, 전자현미경 분야에서는 3차

원 영상화를 구현하기 위해 CAT 기술이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X-선 CT의 원리는 

원자로 코어의 결함을 찾는데서 부터 생산 라인의 자동차 타이어를 신속히 검사하

는데 까지 여러 방면에 널리 적용되어 왔다. NMR-CT의 원리는 현재 유체역학에서 

유체의 속도를 재는데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

다. CT의 미래 응용분야는 끝이 없는데, 예를 들면, 석유탐사에서부터 피라미드에

서 발굴된 미라의 연구에 까지 응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3차원 영상의 CT가 개발

됨에 따라 인간의 시각이 2차원을 넘어서 3차원까지 확장되었다.

  근본적으로 단층영상화(tomographic image) 기술은 투영(projection)으로부터 영

상을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엄밀히 말하면 어떤 주어진 각도에서의 투영은 그 각도 

방향의 영상의 총합이다.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면, 투영은 시험체가 특정각도로 조

사되었을 때 투영된 에너지로부터 유도된 정보를 의미한다. 한편 컴퓨터단층촬영

(Computer Aid Tomography)은 상기의 단층영상화 기술을 데이터 처리의 신속함과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떤 물체의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도

록 하는 기술이며, 이 역시 기본 데이터는 대부분 투영 데이터이다. 이 투영 데이

터로부터 3차원 영상을 재구성하는 것을 기초로 한 여러 가지 응용기술이 개발되었

다. 이러한 것들에는 X-선 CT, 방출형 CT,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핵자기공명(NMR) 

CT 등이 있다. 투영 데이터의 기본 형태들은 X-선, 감마선과 광자, 초음파, 또는 

강한 자장에서 여기된 핵스핀 등으로부터 얻어진다. 이렇게 얻어진 투영 데이터는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한 수학적 영상 재구성 방법을 사용하여 한 장 또는 한 세트

의 영상을 만들어 내는데, 여기에서 한 장의 영상은 물체의 한 단면의 영상을 말한

다. 영상 재구성 방법에는 NMR-CT와 같이 직접 푸리에 변환 영상 재구성(direct 

Fourier transform image reconstruction)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종류

의 CT는 투영 재구성(projection reconstruction)방법을 이용한다.

  3차원 영상 재구성을 위한 이러한 수학적 방법이 여기서 설명하는 CAT의 이론적

인 배경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수학적으로 재구성된 영상은 TV스크린이나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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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나타내어지고, 이 재구성된 영상은 디지털 영상자료로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

할 수 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CT가 X-선 CT인데 방출형 CT(Emission 

CT : ECT)는 현재 두 가지가 개발 중인데 그 하나는 단광자 방출형 CT(single 

Photon Emission CT : SPECT)이고 다른 하나는 양전자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PET)이다. 비록 방출형 CT가 X-선 CT와 많이 비슷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서로 다르다. X-선 CT가 물체의 해부학적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반해, 방

출형 CT는 물체의 기능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초음파 CT는 X-선 CT와 상

당히 비슷한데 이는 횡단면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초음파 CT는 산란

이나 회절 때문에 영상 촬영에 어려움이 많아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었다. CT분야

에서 가장 최근에 괄목할 만한 개발이 이루어진 분야가 NMR-CT이다. 이는 수소(H), 

나트륨(Na), 인(P)같은 원소의 원자핵의 분포를 3차원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한 것

인데. 생리학적, 화학적 변화까지 살필 수 있어, 가장 전망이 좋은 의학적 영상진

단 장치이다.

2. CAT 의 영상 재구성을 위한 알고리즘 종류

  현재까지 CAT의 많은 수학적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었다. 이 알고리즘

들은 데이터 처리 방법에 따라 크게 해석적(analytical) 영상 재구성방법과  대수

적(algebraic) 영상 재구성 방법으로 나누워진다. 해석적 방법은 Radon 변환에 기

초한 투영 데이터들을 적당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2차원 또는 3차원 영상으로 재

구성한다. 원래는 한 단면의 2차원 영상재구성을 연속적으로 단면 영상을 쌓아올려

서 3차원 영상을 재구성 하였으나 연산시간 절약 및 컴퓨터의 계산 부하를 줄이기 

위해 입력 선원의 형태 및 검출기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여 투영 데이터를 얻은 후 

이 투영 데이터를 직접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원리

상으로 동일한 Radon 변환을 이용한다. 반면 대수적인 영상 재구성방법은 전혀 다

른 개념으로 투영 단면이 미지(未知)의 배열(미소 격자)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고 

단면에 대한 투영 값을 근거로 미지의 배열에 대한 대수적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므로 대수적 방법이라 한다. 그러나 이 대수적인 해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상함수 추정 값을 반복적 추정방법(iterative method)을 사용하여 대상함수를 필

요한 정밀도 한도 내로 추정하여 영상을 재구성해내므로 반복적 방법이라 불려진

다. 영상 재구성을 위한 알고리즘의 종류를 다음 표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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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AT 영상재구성을 위한 Algorithm 종류[7]

내  용 비 고

해석적 방법

2차원

 ․ Filtered Back-projection(FB)
1. parallel beam mode

2. Fan beam mode

 ․ Back-projection Filtering(BF)

3차원

 ․ True 3-D reconstruction(TTR)
1.parallel beam mode

2.Con beam mode

 ․ Generalized TTR
 ․ Planar integral PR(PPR)

기타
 ․ Direct Fourier Reconstruction(DFR)
 ․ Direct Fourier Imaging in NMR(DFI) 극좌표 

대수적 방법
 ․ Algebraic reconstruction Technique(ART)
 ․ Maximum Likelihood Reconstruction(MLR)

  대수적 영상재구성 알고리즘은 Hounsfield가 개발한 EMI회사 제품의 Head 

scanner에 처음 사용된 방법이다. 이 알고리즘은 원리적으로는 간단하지만 투영 데

이터를 전부 받은 다음에 반복 추정계산이 수행되므로 비효율적이고, 또한 역행렬 

계산상의 많은 연산을 수행하므로 계산속도가 느려서 현재 의학용으로는 잘 사용되

지 않고 있다. 반면 대상물체가 비균질한 대상이든가 입력신호에 대해 산란이나 굴

절과 같은 신호응답을 나타낼 때에는 물리적인 세밀한 모델링을 연산에 반영할 수 

있어서 다른 적합한 용도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한편 Fourier 영상재구성 방법

은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영상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극좌표에서 얻

어진 투영 데이터를 내삽법(interpolation)에 의해 푸리에 평면 데이터로 변환시켜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다. 여기서 영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내삽의 정도이

다. 이 방법은 투영재구성 방법보다는 계산시간이 적어 효율적이다. 

3. Radon 변환/ 투영(Projection)

  1917년 오스트리아의 수학자인 J. 라돈에 의해서 증명된 '2차원 또는 3차원 물체

는 그것의 투영들을 모두 모아놓은 무한집합으로부터 2차원 또는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정리가 CAT의 수학적인 근거가 되었다. 그 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가 계속되다가 1968년에 이르러 쿨과 에드워즈가 핵의 영상을 찍기 위

한 기계주사기(mechanical scanner)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CAT에 관한 본

격적인 연구는 1969년부터 영국 EMI사의 하운스필드에 의해 시작되어 1972년에 개

발되었으며, 앰브로즈에 의해 비로소 임상에 응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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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Radon 변환을 알아보기 위해 직각 좌표계의 회전에 의한 좌표변환을 생각해

보자. 어떤 단층평면(slice)을 통과하는 투영(projection)을 설명하기위해 2차원적

인 (x,y) 동일평면 좌표계를 가정한다. 

그림 1. 대상 함수 와 그 투영.

  이 평면은 시험 대상체에 대해 고정 좌표계이고, 이 좌표계에 대해 각도 φ만큼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킨 (xr, yr)좌표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x, y를 극

좌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x=rcos(θ),  y=rsin(θ)                    (3-1)

                   

x r=r rcos(θ r) =r rcos(θ-φ)=xcos(φ)+ysin(φ)

where  rr=r, θr=θ-φ
         (3-2)

                   y r=r rsin(θ r) =r rsin(θ-φ)=-x sin(φ)+ycos(φ)       (3-3)

  상기 식의 표현을 간결히 하기위해 x r=x'  그리고  y r=y' 라 놓고  매트릭스 

표현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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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y' =( )   cosφ  sinφ
-sinφ cosφ ( )

x
y                            (3-4)

또는 이의 역 행렬(inverse matrix)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xy = ( )cosφ   -sinφ
sinφ    cosφ ( )

x'
y'                            (3-5)

  일반적으로 대상함수(object function) f(x,y)의 Radon 변환은 투영 Pφ(x')로 표

시하며, φ 각도만큼 회전된 회전좌표의 원점으로부터 x'떨어진 지점에서 y'축에 평

행한 선을 따라 y'방향으로 선 적분 한 것으로 정의된다(그림1 참조). 어떤 주어진 

대상함수의 Radon 변환 연산자는 ℛ(f)라 표시하고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과 같다.

                     

P φ(x')≡ℛ[f (x,y)]                                          (3-6)

=dint
∞

-∞f(x,y)δ(x cosφ+y sinφ-x')dxdy                       (3-7)

=
⌠
⌡

∞

-∞
f(x'cosφ-y'sinφ,x'sinφ+y'cosφ)dy'                    (3-8)      

    

  상기 식 중 정의대로 표현한 식은 식(3-8)이 정의에 부합되지만 많은 수학적인 

표현의 Radon 변환 관련 서적들은 식(3-7)을 많이 사용한다. 그 의미는 Dirac의 

delta 함수를 이용한 x'에서의 샘플링이란 의미를 강하게 표현 하고 있다.

상기 식에서 보듯 함수 Pφ(x')는 좌표 회전각 φ에서의 대상함수 f(x,y) 1차원 투영

이다. 따라서 Radon 변환 연산자는 2차원 영상자료를 y'축을 따라 선 적분을 수행

한다. 이 투영 자료는 영상 재구성의 기본 자료가 된다.

  Radon 변환/투영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1. 투영은 주기 2π로 주기적이며, 대칭성을 갖는다, P φ(x') =P φ±π(-x')

2. Radon 변환은 투영(projection)을 의미하며 2차원, 3차원 Fourier 변환을 통해  

   central slice 정리 의 한 요소로 이용된다.

3. Radon 변환 정의역(domain) 자료는 sinogram를 제공한다.

  이제 Radon 변환의 물리적 의미를 알기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림 1에서 보듯이 μ(r) 은 위치 vector r 의 위치에서의 선형감쇄 계수의 일반화 

표현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서 방사선에 의한 선형감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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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는 좌표에 무관한 스칼라 양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μ( r)≡μ(x,y)≡μ r(x r, y r)≡μ(r, θ)≡μ r(r r,θ r)        (3-9)

  단일 에너지 스펙트럼을 갖는 직선형 빔(pencil beam)의 x-선을 가정하고 선형 

감쇄계수 μ인 매질을 x거리만큼 x-선이 진행한다면 Beer의 법칙에 의해 x-선 선속

이 다음식과 같이 감쇄 될 것이다.

                           

Φ = Φ 0exp(-μx)

where  Φ :통과 광자 선속
      Φ 0 :입사광자선속                   (3-10)

  만일 매질이 불 균질하다면 x-선 흡수 경로를 따라 선적분을 해 주어야 한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Φ=Φ0exp(-⌠⌡lμ( r)dl)                      (3-11)

                         Φφ(x r)=Φ0exp(-⌠⌡lμ( r)dyr)                     (3-12)

                         P φ(x r) = -ln(
Φφ(xr)

Φ0 ) =⌠⌡lμ(r)dyr                (3-13)

  상기 (3-13)식이 물리적의미를 고찰한 Radon 변환의 표현이다[8]. 이식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함수 f(x,y) 는 여기서 선형감쇄계수 함수로 표현되고 있다. 실제 

방사선 감쇄를 이용한 수동형(passive) 방사선 CAT에서는  상기 식이 사용되어 각 

지점에서의 선형감쇄계수 값을 찾는 것이 영상재구성 방법이다. 즉 매질의 밀도가 

높아 방사선 투과가 어려워지면 검출기 측에서의 방사선 양은 감소되고 선량이 적

어질 것이고 반대로 밀도가 작아 방사선이 투과가 용이하면 선량이 증대되어 나타

나게 될 것이다. 이것의 투영 값으로 대상함수 즉 선형감쇄계수의 공간분포를 찾아

내는 방법이 CAT의 근본원리이다.

4. Back projection

4.1 Back projection의 의미

  원래 의미는 Radon 변환된 투영을 뜻한다. 즉 원래의 좌표에서 φ각 만큼 회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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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에서의 투영 즉 Radon 변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문헌과 논문에

서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합산된 투영을 의미한다. 즉 back projection은 원 좌표

에서 φ각도만큼 회전한 좌표의 임의의점 M(x,y)에 통과하는 모든 방사선의 Radon 

transformation 총합을 전방 180°(원주각 π)에 대해 적분한 것으로 표현한다. 여

기서 0 라이안 과 π 라디안 사이에서 획득된 투영의 대칭성 때문에 π 라디안과 2

π 라디안 각도 사이에서 획득된 투영은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대칭관계 

때문에). 따라서 정의의 적분 범위가 0 라디안에서 π 라디안까지의 경로만 수행되

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관련하여 back projection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x r, φ) =
⌠
⌡

π

0
P φdφ =

⌠
⌡

π

0
P(x r,φ)dφ                 (4-1)

  이 back projection은 차후 back projection filtering algorithm 방식 또는 

filtered back projection algorithm 방식을 논할 때 기본지식으로 적용된다. 이는 

필터링과 back projection 간의 적용순서를 어떻게 적용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

라지며, BPF(Back Projection Filtering)은 각각의 projection을 back projection 

하여 필터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FBP(Filtered Back Projection)는 각각의 

projection을 필터링 하여 back projection 을 수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4.2 Sinogram

  대상함수 공간 (x,y)로부터 Radon 변환된 값이 Radon 공간 (xr,φ) 상으로 사상

(mapping) 되는 관계를 sinogram 이라한다. 대상함수 공간 (x,y)  또는 (r,φ) 상의 

임의의 점q는 투영 공간상의 모든 점들과 일대일 대응(one-to-one correspondence)

하며  x r=rcos(φ-θ) 관계를 갖는다. 이 사인 형태의 함수는 (r,φ) 좌표상의 임의

의 점 q는 투영 공간 (xr,φ) 상에서 사인 형태의 궤적을 그리게 된다. 이러한 도식

적인 관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3.은  실제 물체에 적용된 sinogram를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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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llustrative Figure of Sinogram.

그림 3. (a)Phantom with several distinct 

objects at various positions

(b) corresponding sin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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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ourier 변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어떤 함수를 주파수 영역(domain)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때가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문제해

결을 용이하게 한다. 일예로 신호처리(signal processing)에서 시간영역 함수의 중

첩적분(convolution integral)시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하면 단순히 곱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CAT 문제에서도 결국은 시험대상체에 입력량(impulse)을 주어서 

시스템이 반응한 출력치(impulse response)를 처리하는 즉, 다시 말해 정보신호처

리에 의해 Radon 변환된 투영들의 집합(back projection)을 Fourier 변환하고 이를 

다시 시험대상체의 원 함수로 Fourier 역 변환하여 시험대상체의 원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CAT 방식의 한부분인 해석적(analytical)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5.1 Fourier 급수[9]

  주기가 T인 주기함수 F(t)를 가정하면 정의에 의해 F(t+T) = F(t) 라 표현 된다 

만약 이 함수가 Dirichlet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함수 F(t)는 정의역 t=-∞ 및 t=+

∞에서 단순 조화 함수의 급수로 표현 가능하다. 여기서 Derichlet 조건은 진동주

기 T 내에서 유한한 불연속점을 갖고 또한 유한한 극치(extremum value)을 갖으며 

또한 단가함수(single valued function)을 갖는 조건을 말한다. 이 결과는 이 개념

을  처음 발견한 업적을 기려 Fourier 급수라 불리어진다. 한편 F(t)의 불연속점에

서의 값은 불연속점 양단의 F(t)값의 평균값으로 정의한다. 이 내용을 복소수 형식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t) = a0+a1e
iωt
+a2e

2iωt
......ane

inωt
+a-1e

-iωt
+a-2e

-2iωt
.....a-ne

-inωt

=∑
n=∞

n=-∞
ane
inωt
.......................................................................

where  ω=
2π

T
 : angular  frequency         (5-1)

  또한 각 계수의 값은 Forirer 급수의 양변에  e  ( -inωt)을 곱하여 적분영역 t=0 로

부터 t = T = π/ω에 대하여 적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T

0
F(t)e

-inωt
dt =a nT                         (5-2)

또는

                          a n= 
1
T
⌠
⌡

T

0
F(t)e

-inωt
dt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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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Fourier 적분[10]

  기본주기 T가 유한할 경우는 앞서 표현되었던 F(t)의 함수값이 Fourier 급수로 

표현되었지만 기본 주기 T가 무한대인 경우는 Fourier 적분으로 표현된다. 수학적

으로 엄밀한 유도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므로 여기서 생략하고 참조문헌을 참고하

길 바란다. 단지 발견적 학습방법으로 각 개인이 그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한주기 T인 경우 앞에서 보았듯이 F(t)는 식(5-1)과 

같다. an 은 표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t를 u로 변수 변경하여 표현하고 또한 원 

함수와 e  ( -inωt) 함수의 주기성으로 인해 적분 영역을 0에서 T 까지를 -T/2에서 T/2

로 변경하여 적분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n= 
1
T
⌠
⌡

T
2

- T
2

F(u)e -i nωudu     ω= 2π
T                  (5-4)

이 계수 an 를 식 (5-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5-5)

여기서 
1
T
=Δs 라고 놓으면 

                                      (5-6)

  여기서 Δs 가 0 에 접근한다면 T는 무한대로 접근한다. 따라서 기본주기가 유한

하지 않고 무한주기로 변경된다. 여기서 적분의 기본 정의를 되돌아보면 다음과 같

다.

                        ∑
∞

n=0
φ(nΔs)Δs ⇒⌠⌡

∞

0
φ(s)ds                       (5-7)

  여기서 무한수열 합 내의 nΔs= s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적분정의를 이용하여 상

기 식 (5-6)을 다시 표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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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와 같다 이것이 Fourier 적분이라 불리어 진다. 이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앞서의 

Fourier 급수처럼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F(t)는 t가 -∞ < t<∞ 영역 내에서 단가 함수이며 유한한 불연속점을 가져  

     야 한다.

  2) 불연속 점 t0 에서 함수 값은 다음과 같은 평균값으로 주어진다.

                         F(t 0) =
1
2
[F(t 0+0)+F(t 0-0)]

  3) 적분값 
⌠
⌡

∞

-∞
|F(t)|dt 은 항상 존재해야한다.

5.3 Fourier 변환[11]

  통신 이론이나 파동전파 또는 많은 응용 수학분야에 적용하기위해 식 (5-8)의 표

현을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바꾸어 나타내보자. 여기서 새로운 변수 

ω=2πs 라 놓고 식 (5-8)를 ω로 변환 하면 다음과 같은 식 으로 표현된다.

                    F (t) =
1
2
π⌠⌡

∞

-∞
e
iωt
dω  ⌠⌡

∞

-∞
F (u)e

-iωu
du              (5-9)

여기서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g(ω) =
1
2π
⌠
⌡

∞

-∞
F(u)e

-iωu
du                      (5-10)

식 (5-9)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t) =
⌠
⌡

∞

-∞
g(ω)e

iωt
dω                           (5-11)

식 (5-10)에서 부정적분의 변수 기호 표현은 임의적이므로 u 대신 t로 바꾸어 사용

해도 무방하고 이를 다시 표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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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ω) =
1
2π
⌠
⌡

∞

-∞
F(t)e

-iωu
dt                    (5-12)

이 두개 쌍의 함수 가 Fourier 변환 쌍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환을 

Fourier 변환이라고 부른다.

5.4 Fourier 변환의 특성[12]

5.4.1 분리성(Separability)

  만약 함수 f(x,y) 가 공간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

다.

                            f(x,y) = f x(x) f y(y)                         (5-13)

유사하게 Fourier 영역(domain)에서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ω x, ω y) = F(ω x)F(ω y)

where F (ω x) : f(x)1차원Fourier변환
      F(ω y) : f(y)1차원 Forier변환             (5-14)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isomorphism을 갖고 있다.

5.4.2 선형성(Linearity)

  Fourier 변환의 정의에 따라 적분을 수행하면 Fourier 변환은 선형성을 갖는다. 

따라서 함수의 합은 Fourier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환함수의 합의 형태로 표현

된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ℱ2{af 1(x,y)+bf 2(x,y)} =aF1(ω x,ω y)+bF2(ω x,ω y)

where  a,b  : constants
           (5-15)

5.4.3 신축성(Scaling)

  공간변수의 선형 신축은 Fourier 영역의 역 신축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ℱ2{f(ax,by)}= 
1
|ab|
F(
ωx
a
,
ωy
b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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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은 공간영역에서 한 축 방향에서의 신장은 그에 대응되는 Fourier 영역의 

축에서 축소로 나타난다. 즉 신장은 역으로 축소로 변환되어 나타난다.

5.4.4 천이성(Shifting)

  공간영역에서의 위치 천이는 Fourier 영역에서 위상 천이로 나타난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ℱ2{f(x-a,y-b)} =F(ω x,ω y) exp{-i(aω x+bω y)}             (5-17)

역으로 Fourier 영역에서의 진동수 천이는 공간영역에서의 위상 천이로 나타난다. 

              ℱ2{F(ω x-a x,ω y-b y) = f(x,y)exp{i(a xx+b yy)}             (5-18)

상기 식에서 exp{-i(aω x+bω y)}와 exp{i(a x+b yy)}는 위상요소(phase factor)이다.

5.4.5 중첩적분 정리(Fourier-Convolution Theorem)

  공간 영역내의 두 함수 곱의 중첩적분(convolution)에 대한 2차원 Fourier 변환

은 Fourier 영역 내 2 함수의 Fourier 변환의 곱과 같다. 이 정리를 수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ℱ2{f(x,y)＊ h(x,y)} = F (ω x,ω y)H(ω x,ω y)               (5-19)

여기에서 중첩적분(convolution)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f(x,y)＊h(x,y) = dint

∞

-∞
f(x,y)h(x,y)dxdy

              (5-20)

  이 정리는 신호를 처리하는데 중첩적분을 구하는 것보다는 신호의 곱을 다루게 

하므로 매우 편리하고 중요한 도구이다. 선형시불변 시스템(Linear Time-Invariant 

System)의 출력신호는 시스템 입력신호와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 와의 중첩적

분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호처리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5.5.6 Parseval 정리

  공간영역 내에서의 에너지와 Fourier 영역 내에서의 에너지 사이의 관계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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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t
∞
-∞|f(x,y)|

2
dxdy = 

1

4π
2 dint

∞
-∞|F(ωx,ωy)|

2
dωxdωy          (5-21)

상기 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dint
∞
-∞f(x,y)f

＊
(x,y)dxdy = 

1
4π
dint

∞
-∞F(ω x,ω y)F

＊
(ω x,ω y)dω xdω y     (5-22)

 

 여기서 f ＊및F ＊ 는 복소공액(complex conjugate)을 말한다. 상기 식은 공간 영

역 내에서의 총 에너지는 Fourier 영역 내에서의 총 에너지와 동일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5.5.7 미분의 Fourier 변환(Fourier Transformation of Derivatives)

  대상 함수 의 방향 미분(directional derivatives)에 대한 Fourier 변환은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ℱ2{ ∂f(x,y)∂x
+
∂f(x,y)
∂y }  = i(ωx+ω y)F(ω x,ω y)              (5-23)

5.5 변환의 종류

  일반적으로 연속 Fourier변환은 이론적 해석을 할 때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실

제 응용을 위한 실 신호는 컴퓨터 처리를 위해 주기적인 신호 샘플링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는 다른 Fourier 변환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샘플

링은 연속신호 함수에서부터 시간/또는 공간 및 주파수 데이터로부터 샘플링을 수

행하므로 크게 4가지의 Fourier 변환방식이 존재한다. 이 방식을 표1에 정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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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Fourier 변환 종류[13]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Continuous

Frequency

Name Fourier Transform Discrete Fourier Transform

Forward G(ω)= ⌠⌡

∞

-∞
F(t)e

-iωt
dt G(ω)= ∑

∞

n=-∞
F(nT)e

-i nωt

Inverse F(t) =
1
2π
⌠
⌡

∞

-∞
G(ω)e

iωt
dw F(nT) = T

2π
⌠
⌡

 π
T

- π
T

G(ω)e iωnTdω

Periodicity None G(ω) =G(ω+i(2π/T))

Discrete

Frequency

Name Fourier Series Finite Fourier Transform

Forward Gn=
1
T
⌠
⌡

T

0
F(t)e

-in(2π/T)t
dt Gk= 1/N ∑

N

n=0
Fne

- i( 2π/N)kn

Inverse F(t) = ∑
∞

n=-∞
Gne

in( 2π/T)t
Fk= ∑

N

n=0
Gne

i(2π/N)kn

Periodicity F(t)=F(t+iT) Fk=F k+iN and Gk=Gk=G k+iN

6.Central Slice Theorem/Fourier Slice Theorem

  이 정리는 대상 함수(object function) f(x,y) 의 2차원 Fourier 변환과 그 대상 

함수의 Radon 변환(투영 데이터 Pφ(x))의 1차원 Fourier 변환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CAT의 기본 정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기 내용은 동일하다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투영 data의 1차원 Fourier 변환을 Fourier 1차원 

변환 연산자를 사용하여 표시하면 다음식과 같다. 

                              ℙφ(ωx')≡ℱ1[Pφ(x')]                       (6-1)

  Fourier 변환 정리 및 Radon 변환 정의에 의해 식(3-8)을 Pφ(x') 대신 대입하여 

재정리하면 다음식과 같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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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ωx' ,ωy') 와(x',y') 는 Fourier 공간에서의 변수와 이에 해당되는 Fourier 

공액쌍(conjugate) 들이다. 상기 식(6-2)는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

              
ℙφ(ωx') =dint

∞

-∞f(x,y)exp[-i(ωx'x'+ωy'y')]dx'dy'|□ω y'=0
□
         (6-3)

상기 식(6-3)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ℱ2[f(x,y)] ω y'=0                          (6-4)

  이 수식결과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Radon 변환(대상함수 의 투영)의 

1차원 Fourier 변환은 특정 단면에서 대상함수를 Fourier 2차원 변환 한 것과 동일

하다”. 그 특정 단면은 x' 과 공액쌍을 이루는 ω x 을 의미한다. 이것이 Central 

Slice 정리이다. 여기서 중심이란 단어는 ωy 가 원점을 지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투영이 φ 각도에서 수행되어 이 결과를 Fourier 1차원 변환을 수행한 결

과는 대상함수의 2차원 Fourier 변환한 Fourier 공간상에서 같은 각도 φ를 이루며 

원점을 지난다. 만약 대상함수 에 대해 무수히 많은 각도로 φ를 변화시키면서 투

영을 수행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서 1차원 Fourier 변환을 시도하면 ℙ(ωx,ωy) 값을 

구할 수 있고 무한히 많은 각도에서 수행되었다면 공간내의 모든 점에 대해서 

ℙ(ωx,ωy) 값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알려진 ℙ(ωx,ωy) 값을 2차원 역 Fourier 

변환을 수행하면 대상 함수 f(x,y)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점이 

Central slice 정리의 핵심이 된다. CAT에서 모든 해석적 방법(analytical method)

은 이 정리에 바탕을 두고 이론이 전개된다. 아래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Fourier slice 정리의 도식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부록 1.에는 일반적인 N차

원 Fourier slice 정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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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he Fourier slice theorem relates the Fourier transform of the object 

        along a radial line

7. 해석적(Analytical) 영상 재구성 연산(Algorithm)

  Fourier slice 정리에서 언급하였듯이 한 단면에 대해 무수히 많은 각도로 φ를 

변화시키면서 투영을 수행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서 1차원 Fourier 변환을 시도하면 

ℙ(ωx,ωy) 값을 구할 수 있고 무한히 많은 각도에서 수행되었다면 공간내의 모든 점

에 대해서 ℙ(ωx,ωy) 값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알려진 ℙ(ωx,ωy) 값을 2차원 역 

Fourier 변환을 수행하면 대상 함수 f(x,y)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는 

무한히 많은 측정을 수행 할 수 없으므로 Fourier 에 공간상에서는 유한한 데이터 

집합으로 변환이 시도되고 많은 공간에서 미지의 값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미지의 

점을 CAT에서는 내삽법(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계산하고 필요한 정도

의 정밀도를 얻었을 시 이들의 값을 이용하여 Fourier 2차원 역변환을 수행하여 추

정 대상 함수 f̂(x,y) 을 구한다. 그러므로 추정값은  다음과 같이 표시 할 수 있

다.

                

f̂(x,y) = ℱ
-1

2[ℙ(ω x,ω y)]

= dint
∞

-∞ℙ(　 x,ω y)exp[i(xω x+yω y)]dω xdω y           (7-1)

  만약 직각 좌표의(rectangular coordinate) Fourier 영역의 변수 (ωx,ωy)를 극좌

표(polar coordinate)의 변수 (ω,θ) 로 변환하면 변환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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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x = ωcos(φ)

ωy = ωsin(φ)
                          (7-2)

미분 형태는 상기 식(7-2)을 미분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dω xdω y= ωdωdφ

where  

ω = ω
2
x+ω

2
y

φ = tan
-1
[ωy/ωx]

                     (7-3)

따라서 상기 식(7-1)을 극좌표 형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x, y) =
⌠
⌡

π

0

⌠
⌡

∞

-∞
ℙ(ω, φ)exp[iω(x cosφ+ y sinφ)]|J |dωdφ         (7-4)

  상기 식(7-4) 중 |J |는 Jacobian을 뜻하며 좌표 변화에 대한 일반식을 표현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며 극좌표에 대한 변환은 상기 식(7-3)으로 표현 가능 하다. 세부 

내용은 부록 1을 참조 바란다. 여기서 |J |를 다시 상기 식에 대해 확인한다면 다음

과 같다. 

                        

|J |̀  =  

︳

︳

︳︳︳︳︳︳︳︳︳︳︳

︳

︳

︳︳︳︳︳︳︳︳︳︳︳

∂ω x
∂ω

∂ωy
∂ω

∂ω x
∂φ

∂ωy
∂φ

                             =  | |cosφ sinφ
-ωsinφ ωcosφ                        (7-5)

                             =  ω cos 2φ+ωsin 2φ

                             =  |ω|

  여기서 식(7-4)에 2차원 Fourier 변환 ℙ(ω,φ) 대신 1차원 Fourier slice 변환 

ℙφ(ω) 으로 대입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x,y) =⌠⌡

π

0

⌠
⌡

∞

-∞
|ω|ℙφ(ω)exp[iω(xcosφ+ysinφ)]|J |dωdφ

=⌠⌡

π

0
P
＊
φ(x')dφ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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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 중 xcosφ+ysinφ= x' 으로 대입되었고 또한  ＊는 1차원 convolution 연

산자이며 다음식과 같다. 

                        

P
＊
φ(x') =

⌠
⌡

∞

-∞
|ω|ℙφ(ω)exp(iωx')dω

=ℱ
-1
1 [ |ω|ℙφ(ω)]

=ℱ
-1
1 [ |ω|]＊Pφ(x')

                 (7-7)

  상기 식 중 마지막 부분의 convolution의 1차원 Fourier 변환관계식은 식(5-17)

을 사용하였다. 식(7-6)을 관찰하면 이식은 식(4-1)과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 따

라서 P＊φ(x')는 back projection을 구성하는 여러 다른 각도에서의  filtered 

projection 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filtering 은 주파수 공간에

서의 주파수 filtering을 의미할 뿐 잡음(noise) filtering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것이 Filtered Back Projection의 연산 이론이다. 다음 그림5.는 여러 필터 즉 |ω|

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특성을 나타낸다. 이들은 여러 주파수 범위에 대해 필터

에 의해서 투영 값들이 수정된다. 특별히 ramp 필터를 제외하고는 고주파 영역과 

저주파영역에서 성분 값이 감소되도록 설계되어졌다. 즉 고주파영역 에서는 잡음을 

제거하고 저주파 영역에서는 투영합산에 의한 경계면 불분명효과(blur)를 완화시키

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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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ome filters currently used in FBP.

 

8. Point spread function[14]

  영상의 선형연산 분석에서 점원(point source)의 개념은 매우 유용하다. 만약 임

의의 영상 함수 f가 점원의 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입력 점원에 대한 출력 연산

의 지식은  영상함수 f의 출력을 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영상처리 분야에서 

입력점원(point source input)에 대한 응답을 point spread function 이라 부른다.  

만약  PSF이 점원의 위치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이 연산은 시스템 응답 연산에 대해 

공간불변이라고 불리어진다. 점원(point source)은 공간적으로 한 점을 향해 강도

(strength)가 점증적으로 증가되어 집중되는 무한수렴 수열로 간주된다. 이것을 수

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Dirac delta 함수이다.

  back projection 과 대상함수 f(x,y)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간단한 특

별한 형태의 대상함수를 가정한다면, 그것은 원점에 존재하는 점(point) 대상함수

이다. 식(4-1) 및 식(3-8)을 점 분산 대상함수(point spread function)에 적용하면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아래 식은 1차원 back projection 관계식이다. 

                  B( r) =
1
π
⌠
⌡

π

0
P φdφ =

1
π
⌠
⌡

π

0
dφ⌠⌡

∞

-∞
f( r)dy'                (8-1)

대상 함수가 점원인 특별한 경우에는 상기 식을 적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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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oint(r) =
1

π
⌠
⌡

π

0
dφ
⌠
⌡

∞

-∞
δ(x')δ(y')dy'

=
1

π

⌠
⌡

π

0
δ(x')dφ

=
1

π
⌠
⌡

π

0
δ(rcos(θ-φ))dφ                       (8-2)

               

이 계산을 수행하기위해 부록3의 식(17)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δ[f(x)] =∑
i |
df

dx |
-1

x=x i

δ(x-x i)

where  f(x i) =0                    (8-3)

위 식에서 f(φ)=rcos(θ-φ)  이고 적분 영역 내에서는 φ=φi 에서만 단근(single 

root)을 갖는다. 따라서 상기 식(8-2)는 다음과 같다.

                     

Bpoint(r) =
1

π|rsin(θ-φ i)|

⌠
⌡

π

0
δ(θ-φ i)dφ

=
1

π

1

 | rsin(θ-φ i)|

=
1

πr                  (8-4)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점원에 의해 형성된 합산 영상은 중심을 

통과하는 delta 함수의 많은 수의 선으로 형성된다. 즉 물리학의 벡터 속(flux) 분

포와 유사하다. 원점을 향한 선의 밀도 증가는 PSF를 나타내며 거리에 역비례 분포

를 나타낸다. 식(8-4)는 합산 영상과 대상함수 사이의 선명도 관계를 보여주는 매

우 중요한 결과이다. 즉 어떤 위치에서의 blur(경계면 불분명 효과)는 점원과의 거

리 r에 따라 증가(vector flux 강도가 약해짐)한다. 일반적으로 대상함수 f(x,y)의 

back projection filtering을 PSF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B( r) = f( r)＊＊Bpoint( r) = f( r)＊＊(1/πr)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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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 기호는 2차원 convolution 기호이다. 이 표현은 다음에서 얘기하는 

back projection filtering 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9. back projection filtering and FBP[15]

  영상 재구성시 필터링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주파수(spatial frequency)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상의 공간주파수 개념은 음성의 주파수 개

념과 유사하다. 소리(음성)가 높은 주파수일 경우 주어진 주기 동안에 빠르게 진폭

이 변화할 때 잘 들린다. 마찬가지로 영상의 공간주파수도 주어진 거리에서 공간진

폭이 빠르게 변화할 때 잘 보여 진다. 이러한 이유로 공간주파수라 불리어진다.    

  back projection을 Fourier 변환을 하였을 시 back projection의 공간좌표가 

Fourier 주파수 공간좌표로 변환되므로 영상은 통상적으로 여러 주파수를 포함한

다. 따라서 영상은 여러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기위해 단

지 2가지 주파수 성분 즉, 저주파와 고주파수 성분으로만 구성되었다고 가정하면 

이 2성분을 간단히 더하여 원래 영상을 재현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성분을 더하기 

전에 2성분에 해당되는 상대적인 가중치를 부과하여 성분값을 변화시켜 더하면 새

로운 원래 영상을 재현할 수 있다. 일예로 저주파수 성분을 5로 나눈 값을 사용한

다면 통상적으로 저주파성분에 존재하는 blur(경계면 불분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주파 성분의 진폭을 감쇄시켜 영상을 필터링 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재현 영상은 영상의 주변부가 명확히 구분되게 되어 소위 분해

능이 향상되게 된다. 다시 부연한다면 blur를 감소시키기 위해 back projection을 

필터링하고 이결과를 가산 algorithm을 이용하여 영상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back projection filtering algorithm 기술이다. 실제에 있어서 영상은  많은 주파

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filtering은 각각의 주파수 성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법이다. 한편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FBP algorithm의 개념도입

은  1963년 Comack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다르

게 back projection과 filtering 순서를 바꾸어 적용한다. 즉, 먼저 back 

projection을 구성하는 각각의 투영을 먼저 filtering 한 후 이 filtering 된 투영

들을 적분하여 back projection을 구한다. 

  여기서 상기해야할 점은 저주파 성분의 진폭은 back projection 되기 전에 

sinogram(회전각φ 및 측정위치 x′에서 측정된 projection) 상에서 열별(x′위치

에서 측정된 projection)로 감소되고 이를 회전각 φ에 대하여 적분함으로서 back 

projection을 구하게 된다. 

  FBP에서 filtering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즉 ramp filter 함수

를 사용하였을 경우 filtering 한 일부 projection들은 음수 값을 갖게 되고 이는 

다른 양수 값의 projection 들과 함께 영상의 가장자리 부근에서 서로 값이 상쇄되

어 blur(경계면 불분명효과)가 감소되고 영상의 가장자리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진

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상의 분해능은 향상되어도 고주파 영역에 존재하는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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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폭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고주파 성분의 가중치를 감소시키는 적절한 필터 

함수로 대체하여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현재 많이 사용되는 

filter 함수들의 특성곡선은 앞전의 그림.5에 제시하였었다. 그러나 항상 양면성이 

존재하여 잡음의 감소는 공간 분해능의 손실로 귀착되고 또한 공간 분해능의 향상

은 잡음의 증가를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계산에서 FBP algorithm이 

iterative algorithm 보다 빠르게 계산이 수행되는 장점 때문에 많은 의학용 CAT에

서 이를 채택하고 있지만 몇 가지 단점도 수반된다. 즉 평활화 filtering은 통상적

으로 잡음(noise)이 적은 저주파를 감소시키고 잡음이 많이 존재하는 고주파영역의 

잡음이 증폭되므로 그 결과로서 분해능 저하가 야기된다. 따라서 영상 잡음과 영상 

분해능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filter 함수 선정이 요구된다.

10. 대수적 영상 재구성

  단층촬영 재구성 알고리즘의 두 가지 주요한 형태로는 해석적인(analytical 

method)방법과 대수적인(algebraic method) 방법이 있다. 해석적인 방법은 앞에서 

소개한 1917년 Johann Radon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후방투영으로부터 Fourier 

역 변환을 거쳐 대상함수(object function)를 재구성하는 방법이 근간을 이룬다. 

반면 대수적인 알고리즘은 투영 단면이 미지(未知)의 배열(미소 격자)로 구성되었

다고 가정하고 단면에 대한 투영 값을 근거로 미지의 배열에 대한 대수적인 방정식

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많은 의학 응용에서는 해석적인 기술이 빠르고 

정확한 재구성을 제공한다. 반면 대수적인 재구성 기술은 해석적인 방법보다 더 큰 

범위에서 물리적인 모델링이 고려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영

상 재구성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 사용하는 시준기(collimator)의 기하학적 형태와 시험대상체의 경계부분(연

료부분과 피복부분)의 명암 효과가 자세하게 모델링될 수 있다.

    - 핵연료봉 다발 또는 시험대상체의 배치를 고려하여 시험대상체로부터 검출기

에 도달하는 감마선의 기하학적인 감쇠에 대한 모델링을 영상 재구성 기법으로 재

현할 수 있다.

 

10.1 대수적 영상재구성 알고리즘

  측정된 물체의 재구성 단면은 픽셀(미소 격자)과 같은 격자(Grid) 성분들로 나눠

진다. 시험대상체의 고정된 위치에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감마선의 양은 부분적인 

픽셀들의 합으로 이론적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여계수라 부르며, 

시험대상체의 검출기까지의 경로에 따른 기하학적인 배치와 시험대상체에서 감마선

이 일부 흡수되고 나오는 양인 감쇠에 관계된다.

  임의의 위치에서 검출기에 도달한 감마선 세기는 모든 픽셀들의 합으로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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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i  = Σ
j= 1

N

fj wij                            (10-1)

 여기서 wij = 픽셀 j으로부터 위치 i 검출기까지의 기여계수

        f j   = 픽셀 j에서의 감마선원의 농도

        Pi  = 측정 위치 i 에서 세기

 수많은 검출기 위치에서 측정된 세기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얻는다.

                     









w11 w12 w13 w1j
w21 w22 w23 w2j
w31 w32 w33 w3j

wi1 wi2 wi3 wij

        







f1
f2

fj

      =     







P1
P2

Pi

             (10-2)

                              

  위 방정식을 이용하여 시험대상체에서 방출하는 감마선의 세기와 기여계수에 따

른 각각의 픽셀에 대한 값을 알면 각 픽셀에서의 대상함수(f ) 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여 계수는 방출하는 감마선의 감쇠와 기하적인 조건에 의존하는 양이며, 

측정된 물체의 기하적인 조건에 대한 정보는 감마선원 분포에 따른 재구성이 보다 

정확하게 영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값으로 이용되어진다. 

기여 계수(wmn)의 표현을 구하기 위한 몇 가지의 기본적인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 감마선 방출은 등방성(isotropic)이고,

    ․ 산란 감마선은 검출기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모든 감마선들은 픽셀로부터 검출기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 픽셀(미소격자)로부터 방출된 투과 감마선은 모두 검출기에 도달한다.

   

 각각의 기여 계수 wij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wij    =   
Adet,ij

4πR 2
ij

e
−Σ

k

µk dk, ij

                      (10-3)

 여기서 Adet, ij = 방출된 감마선이 픽셀 j에서 검출기위치 i 로 도달시 노출된       

                  검출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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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j   =  검출기위치 i 에서 픽셀 j까지의 거리

          µk  = 물질 k의 감쇠계수

          dk,ij = i  검출기위치에서 픽셀 j  내의 감마선의 광로거리

그림 6. 픽셀 기여계수와 투영과의 관계

  식(10-3)에서 첫 번째 인자는 픽셀 j으로부터 시준기 슬릿을 통해 검출기의 노출

된 부분의 입체각으로 설명되고, 두 번째 인자는 물체의 감마선 흡수로 설명된다. 

그러나 시준기 물질을 통과하는 감마선 투과로부터의 어떤 기여도 고려되지 않았

다. 

  식(10-3)을 적용하여 기여계수 wij을 구하면 측정 평면 (x,  y)에서의 단면적인 기

하에만 만족하며, 단지 검출기에 도달하는 감마선 세기에 관계된다. 또한 검출기 

효율은 이 식에서 제외되었다.

  

  대수적인 영상 재구성 기술을 적용한 재구성 절차를 표현하면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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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RT 알고리즘의 Flow Chart.

  재구성 절차는 우선 각각의 픽셀을 지나는 감마선의 광로를 계산하고, 기여계수 

wij와 각각의 픽셀에서 방출된 방사선의 세기를 계산한다. 모든 픽셀에 대상함수의 

초기값 f0을 설정하면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f0           =            
Σ

i

Pi

Σ
i, j

wij

                        (10-4)

여기서 각각  ∆Pi은 측정된 세기 Pi와 계산된 세기의 차이로 계산되었다.

                              ∆Pi   =     Σ
j

fj    wij    −    P meas
i                    (10-5)

  각각의 대상함수 f j에서 측정된 세기 Pi의 값을 맞추기 위해 ∆Pi에 비례하는 인

자인 Rp를 적용하여 교정하였다. 완화 계수 Rp는 통계적인 섭동과 재구성 절차의 

안정화를 위해 감도를 줄이는데 이용되어지고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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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j (new )  =   fj (old )  −   Rp   
wij

Σ
j

(wij )
2 

  ∆Pi                (10-6)

11. 영상재구성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시험장치 개조

  단층촬영 방법의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은 대수적인 알고리즘으로 연료봉 모델 형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스펙트럼)를 이

용하여 각각의 픽셀에서의 대상함수(방사능 값)를 계산하는 것이다. 대수적인 재구

성 방법을 적용하여 개발 중인 Simulation Code는 10 × 10 픽셀에서 방출되는 감마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픽셀내의 대상함수를 모의실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Code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핫셀에 설치된 감마스캐

닝 장치를 보완하여 단층 촬영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수적인 재구성 기술을 적용한 알고리즘은 Code로 계산된 Simulation 결과와 감

마스캐닝 장치를 이용한 스펙트럼 측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Code에 적용시켜 방사성 

물질의 2차원적인 분포를 측정 비교하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이다. 실험에 따른 결

과로 감마스캐닝을 적용한 단층촬영 기술은 Computer code에 기초하며, 질적인 확

증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양적인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매우 높

고, NDT(비파괴 기술)에서 직면하게 되는 주관적인 판단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확

보할 것으로 본다. 추후 해석적인 알고리즘을 동시에 적용하여 두 연산방식의 분해

능을 비교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필요한 투영 데이터를 얻기 위한  단층촬영 시

스템의 도식적인 그림과 장치를 그림 8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 8. 단층촬영 시스템의 도식적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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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료봉 내 각각의 픽셀(10×10)과 장치의 기하하적인 배치.

  Hot Cell 내에 새로 설치될 장비는 기존의 감마스캐닝 장치를 개조 제작하여 3차

원적인 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측정에 이용되어지는 샘플은 연료봉 

모델 형태로 임의의 위치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측정하여 획득한 스펙트럼으로부터 

연료봉 내의 핵분열 생성물의 분포를 개발된 Code에 적용시켜 2차원적인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며, 사용되어지는 연료봉의 단면은 10 × 10과 

20 ×  20로 분할된 픽셀(미소격자)을 적용시킬 계획이다.

  Hot Cell 내에 설치된 시준기는 슬릿 크기가 1× 1× 1 mm와 0.5 × 0.5 × 0.5 mm로 

연료봉 모델 형태를 임의의 위치에서 수평이동으로 10 등분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12°씩 회전하여 15회 반복 측정할 것(10 × 10 픽셀의 경우)이며, 감마선을 검출하

는 검출기는 기존의 HPGe 반도체 검출기를 사용할 것이다. 측정에 사용되는 감쇠계

수는 방출된 감마선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핵분열 생성물 스펙트럼 중 반감기가 

긴  137Cs과  154Eu 핵종을 이용하여 연료봉 모델 형태의 임의의 단면에서의 핵분열 

생성물의 분포를 2차원적인 영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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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조사핵연료봉의 직경방향에 대한 2차원적 핵분열 생성물의 분포를 비파괴적 방법 

으로 결정하고 이를 영상재구성 하기위한 컴퓨터 tomography 방법을 검토하였다. 

주요 내용은 Radon 변환, Fourier Central slice 정리 및 역 Fourier 변환과 이에 

수반되는 FBP(Filtered Back Projection) 와 BPF(Back Projection Filtering)과 같

은 해석적인 방법을 검토하였다. 또한 다른 방법인 대수적인 영상재구성 방법에 대

해서도 개략적인 개념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사용 중인 감마 스캐닝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2차원적인 핵분열 생성

물의 분포 결정 방법의 실험장비는 기존의 감마 스캐닝 장치에 x-방향의 시편 이송

과 시준기(collimator)의 개조만으로 가능하다.

  - 본문에서 언급한 algorithm들을 컴퓨터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algorithm 프로

그램 개발이 필수 요소이다.

  - 조사연료봉내 핵분열생성물 분포결정은 상대적인 값으로 결정되며 해석적인

(analytical) 단층촬영 방법과 대수적인(algebraic) 방법과의 정밀도 비교는 재료

의 특성 때문에 실제 실험에 의해서만 비교 할 수 있다.

  - 현재의 개조 장치로는 단층 투영으로부터 2차원 영상과 핵분열 생성물의 상대

분포를 결정하여 이들 단층면을 쌓아서 3차원적 영상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간 3차원 영상 재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Tomography algorithm이 필요하고 또

한 실험 장치를 개념을 달리한 근본적인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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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rojection-slice theorem in N dimensions

  In mathematics, the projection-slice theorem in two dimensions states that 

the Fourier transform of the projection of a two-dimensional function f(r) 

onto a line is equal to a slice through the origin of the two-dimensional 

Fourier transform of that function which is parallel to the projection line. 

In operator terms:

                                F1P1  =  S1F2

where F1 and F2 are the 1- and 2-dimensional Fourier transform operators, P1

 is the projection operator, which projects a 2-D function onto a 1-D line, 

and S1 is a slice operator which extracts a 1-D central slice from a 

function. This idea can be extended to higher dimensions. This theorem is 

used, for example, in the analysis of medical CAT scans where a "projection" 

is an x-ray image of an internal organ. The Fourier transforms of these 

images are seen to be slices through the Fourier transform of the 

3-dimensional density of the internal organ, and these slice can be 

interpolated to build up a complete Fourier transform of that density. The 

inverse Fourier transform is then used to recover the 3-dimensional density 

of the object.

  In N dimensions, the projection-slice theorem states that the Fourier 

transform of the projection of an N-dimensional function f(r) onto an 

m-dimensional linear sub manifold is equal to an m-dimensional slice of the 

N-dimensional Fourier transform of that function consisting of an 

m-dimensional linear sub manifold through the origin in the Fourier space 

which is parallel to the projection sub manifold. In operator terms:

                                 FmPm  = Sm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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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Dirac Delta Function

1. Definitions

  Fundamentally, the delta function, introduced by Dirac in quantum 

mechanics, is defined by its action within an integral. If f(x) is any 

function that is continuous at the point x0, then

                                (1)

  This equation is sometimes called the shifting property of the delta 

function - the point x0 shifted out from the interval (a, b) Since f(x) can 

be any continuous function, equation (1) can be satisfied only if 

                        δ(x- x 0) = 0  if  x≠x 0                       (2)

  On the other hand, for the integral in equation (1) to be finite, δ(x-x 0) 

must be infinite at the point x0 (or at least somewhere in an infinitesimal 

neighborhood around x0). The delta function thus satisfies

                        δ(x- x 0) = ∞  if  x=x 0                      (3)

                        
⌠
⌡

∞

-∞
δ(x-x 0)dx  = 1                              (4)

The delta function may be regarded as the limit of a function with a very 

sharp peak at x0, whose integral over all x remains unity.

2. Properties of the Delta Function

  Various important properties of the delta function can be derived basic 

definition or from one of the limiting forms. By change of variables, we can 

show that 

                              δ(-x) = δ(x)                                (5)

                               δ(ax) =|a| -1δ(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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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δ(ax-x 0) = |a|
-1δ{(x-(x 0/a)}                       (7)

Direct use of equation (1) show that

                         xδ(x) =0                                        (8)

                    xδ(x-x 0) = x 0δ(x -x 0)                               (9)

                 f(x) δ(x-x 0) = f(x 0)δ(x-x0)                            (10)

An extension of equation (10) allows us to treat products of delta function:

                   δ(x-x 1)δ(x-x 0) =0                                 (11)

Note that δ(x-x 0)δ(x-x 0) is not defined, but 

              
⌠
⌡

∞

-∞
 δ(x-x 1)δ(x-x 0)dx = δ(x 1-x 0)                        (12)

Convolution with a delta function is particularly easy. The definition of a 

convolution is 

                   u(x)＊v(x) = 
⌠
⌡

∞

-∞
u(x')v(x-x')dx'                      (13)

Therefore, using equation (1),

               u(x)＊δ(x-x0) = 
⌠
⌡

∞

-∞
u(x')δ(x-x0-x')dx' = u(x-x0)         (14)

 It often happens that the argument of a delta function is itself some 

relatively complicated function g(x). Suppose g(x) vanishes at only one point 

x=x 0 in the range of integration. Since δ[g(x)] vanishes except in an 

infinitesimal neighborhood around x0, we may expand g(x) in a Taylor series 

and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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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g(x)] = δ[g(x0) +(x-x0)

dg

dx |x0]                     (15)

Higher terms in the expansion are unnecessary since the neighborhood is 

arbitrarily small. Then, since g(x 0) =0, 

                     
δ[g(x)] =  

δ(x-x0)

|dg/dx|x0
   

dg

dx |x0
≠0

                (16)

where we have used equation (6) with a=(dg/dx) x 0. A generalization of (16) to 

the case where g(x) has N roots in the range of integration is 

                      

  δ[g(x)] = ∑
N

n=1

δ(x-x 0)

|dg/dx| x n

g(xn) =0    
dg

dx
| x n≠0                             (17)

  For purpose of dimensional analysis, the delta function must be assigned 

the dimensions of the reciprocal of its argument. For example, if x is a 

length, δ(x) must have dimensions of reciprocal of length. Only in this way 

can ⌠
⌡δ(x)dx =1

, with 1 being dimensionless. Similarly, the dimensions of 

δ[g(x)] are the same those of 1/g(x) since we could write ⌠⌡δ(g)dg=1
 Thus 

equation (17) is dimensionally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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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acobian

  In vector calculus, the Jacobian is shorthand for either the Jacobian 

matrix or its determinant, the Jacobian determinant. Also, in algebraic 

geometry the Jacobian of a curve means the Jacobian variety: a group variety 

associated to the curve, in which the curve can be embedded.

  They are all named after the mathematician Carl Gustav Jacobi; the term 

"Jacobian" may be pronounced as [ja ˈko bi ən] or [ʤə ˈko bi ən].

Jacobian matrix

  The Jacobian matrix is the matrix of all first-order partial derivatives 

of a vector-valued function. Its importance lies in the fact that it 

represents the best linear approximation to a differentiable function near a 

given point. In this sense, the Jacobian is akin to a derivative of a 

multivariate function.

  Suppose F : Rn → Rm is a function from Euclidean n-space to Euclidean 

m-space. Such a function is given by m real-valued component functions, 

y1(x1,...,xn), ..., ym(x1,...,xn). The partial derivatives of all these 

functions (if they exist) can be organized in an m-by-n matrix, the Jacobian 

matrix of F, as follows:

ꀌ

ꀘ

︳︳︳︳︳︳︳︳︳︳︳︳︳︳︳

∂y 1
∂x 1

…
∂y 1
∂xn

⋅ ⋅ ⋅
∂ym
∂xn

⋅
∂ym
∂xn

ꀍ

ꀙ

︳︳︳︳︳︳︳︳︳︳︳︳︳︳︳

                        

This matrix is denoted by

                     JF (x1, …, xn)    or by
∂(y1, …,yn)

∂(x1, …,xn)

                     

The ith row of this matrix is given by the gradient of the function yi for 

i=1,...,m.

  If p is a point in Rn and F is differentiable at p, then its derivative is 

given by JF(p) (and this is the easiest way to compute the derivative ).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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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ase, the linear map described by JF(p) is the best linear 

approximation of F near the point p, in the sense that

                         F(x)  ≈  F(p) + JF(p)⋅(x - p)

 

for x close to p.

Example

The Jacobian matrix of the function F : R3 → R4 with components:

       y1  =  x1

 y2  =  5x3

 y3  =  4x
2
2  -  2x3

 y4  =  x3 sin(x1) 

 

is:

 

Jacobian determinant

  If m = n, then F is a function from n-space to n-space and the Jacobi 

matrix is a square matrix. We can then form its determinant, known as the 

Jacobian determinant. The Jacobian determinant is also called the "Jacobian" 

in some sources.

  The Jacobian determinant at a given point gives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behavior of F near that point. For instance, the continuously 

differentiable function F is invertible near p if the Jacobian determinant 

at p is non-zero. This is the inverse function theorem. Furthermore, if the 

Jacobian determinant at p is positive, then F preserves orientation near p; 

if it is negative, F reverses orientation. The absolute value of the 

Jacobian determinant at p gives us the factor by which the function F 

expands or shrinks volumes near p; this is why it occurs in the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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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itution rule.

Example

  The Jacobian determinant of the function F : R3 → R3 with components

      y1  =  5x2

y2  =  4x
2
1  -  2 sin(x2x3) 

y3  =  x2x3 

 

is:

 

  From this we see that F reverses orientation near those points where x1 

and x2 have the same sign; the function is locally invertible everywhere 

except near points where x1=0 or x2=0. If you start with a tiny object around 

the point (1,1,1) and apply F to that object, you will get an object set 

with about 40 times the volume of the original one.

Uses

  The Jacobian determinant is used when making a change of variables when 

integrating a function over it's domain. To accomodate for the change of 

basis the jacobian determinant arises as a multiplicative factor within the 

integral. Normally it is required that the change of basis is done in a 

manner which maintains a injectivity between the coordinates that determine 

the domain. The Jacobian determinant, as a result, is usually well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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