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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확장하는 3D 엑스레이 이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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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영상 촬영은 1895년 빌헬름 뢴트겐이 엑스레이를 발견 및 

확인한 이래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 왔습니다. 2D 엑스레이 이미

징(방사선촬영)은 그 이후로 의학 및 산업 검사에서 공항 보안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CT) 방법의 출현으로 3 D 엑스레이 이미징은 엑스레이 이미징의 힘

을 더욱 확장하여 물체를 가상으로 잘라 내고 관심 대상을 물리적으

로 절단하지 않고도 내부를 시각화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의학, 

과학 연구 및 산업 검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널리 적용되고 있으

며, 이를 고안한 발명가는 1979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최신 컴

퓨터 인프라 및 데이터 처리 기능의 발전으로 이 기술의 가용성, 사

용 및 성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일루

미네이션스폿을 생성하는 엑스레이 기술의 발전으로 마이크로 컴퓨

터 단층촬영(microCT) 방법을 사용해 점점 더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

을 수 있게 되면서 연구자들은 비파괴로 더 정확하게 물체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 현미경

microCT를 뛰어넘는 기술 발전으로 고유한 기능과 microCT보다 

더 높은 영상 해상도를 제공하는 엑스레이 현미경(XRM)이 개발되

었습니다. 이는 본래 엑스레이를 가시광선으로 변환하는 신틸레이터 

(scintillator)가 기존 광학현미경 대물 렌즈와 결합된 기술로싱크로트

론 빔라인에서 개발되어 2000년대 중반에 실험실 환경에 맞게 적용

되었으며, 최첨단 ZEISS Xradia Versa 엑스레이 현미경 제품군으로 

발전했습니다.  XRM과 기존 microCT의 차이점은 사과 내부를 이미

징하는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의 표준 microCT 구성에서 샘플은 마이크로 포커스 엑스레

이 소스와 비교적 큰 평면 패널 엑스레이 검출기 사이에 위치합니

다. 원뿔 모양으로 소스에서 퍼져나가는 엑스레이 빔이 사과를 투과

하여 검출기로 확대하는데, 이 방법을을 기하학적 확대(geometric  

magnification)라고 합니다. 샘플을 소스에 가깝게 이동하면 배율이 

증가하고, 샘플을 검출기에 가깝게 이동하면 배율이 줄어 들고 시야

가 더 넓은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고해상도 영상 촬영에는 한

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예시에서 사과 씨의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하려면 사과를 엑스레이 소스에최대한 가깝게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사과의 크기 때문에 배율을 늘릴 수 없

습니다. 사과 씨를 엑스레이 소스에 가깝게 이동하여 고해상도 영상

을 촬영하려면 사과를 잘라서 꺼낸 씨를 사과와 별도로 장착하여 촬

영해야 합니다.

사과는 잘라서 씨를 꺼내서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CT 활용 분야 및 샘플 유형에서는 고해상도 이미징을 위해 샘플을 자

른 뒤 내부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선호되지 않거나 불가능할 수 있

습니다. 배터리 연구 분야가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배

터리는 내부의 구조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분

석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내부를 드러내면 배터리 내부 재료가 

공기와 반응하여 오염되거나, 파괴되며 혹은 폭발로 연구자의 건강 및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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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이크로 포커스 엑스레이 소스. 샘플 및 상대적으로 큰 픽셀화 평면 패널 엑스레이 

검출기로 이루어진 표준 microCT 이미징 구성.

자르지 않은 샘플
(사과)

소스

평면 패널 
검출기

기하학적 배율 = (a + b) / a



3

그림 2의 XRM은 2단계 확대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해상도와 샘플 크

기 사이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기하학적 확대 단계 이후 두 번째 광학 

확대 단계에서 투과된 엑스레이가 신틸레이터(scintillator) 의해 가시

광선으로 변환되어 ZEISS 독점 광학으로 확대됩니다. 이 2단계 확대

에서는 광학 배율을 변경하여 샘플을 자르지 않고도 내부 샘플 구조

(사과 씨)의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을 원거리 해

상도(Resolution at a Distance, RaaD)라고 합니다. RaaD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기능입니다.

 • 절단과 같은 파괴를 하는 샘플 전처리 최소화

 • 물체의 내부 구조를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해상도로 촬영

 • 다양한 샘플 유형 및 크기에서 고해상도 영상 수집

 • 조건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미세구조 조사(예: in situ)

 • 샘플을 절단, 재고정 또는 조작할 필요 없이 개요(Overview) 스캔에서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세부 구조로 원활하게 이동

ZEISS Xradia Versa 엑스레이 현미경에는 여러 광학 세트가 포함되

어 있어 지름이 밀리미터 이하부터 최대 300밀리미터에 이르는 전체 

샘플 크기에 맞게 최적화된 해상도와 대비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림 2  2단계 확대를 통해 원거리 해상도(RaaD)를 지원하는 ZEISS Xradia Versa

의 엑스레이 현미경 이미징 구성. 기하학적 확대 외에도 ZIESS 독점 광학으로 

신틸레이터에서 형성된 가시광선 영상을 CCD 검출기로 확대합니다.

그림 3  상용 스마트 워치 파우치 셀 배터리의 XRM 영상 촬영. 0.4× 검출기를 사용한 고대비 개요 영상 촬영을 통해 관심 있는 내부 영역을 확인하여 4× 및 20× 검출기로 고해상도 

영상을 추가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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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인기 있는 상용 스마트 워치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우치 셀 

배터리를 ZEISS Xradia Versa를 사용해 촬영한 예시입니다. 기구 내

에 있는 사용 가능한 검출기 범위에 따라 지원되는 RaaD는 0.4× 검

출기를 사용해 전체 배터리의 고대비 개요 영상을 촬영하고, 4× 및 

20× 검출기를 사용해 배터리 양극 및 음극의 개별 층을 구성하는 내

부 입자의 고해상도 이미징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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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연구자는 배터리가 완전히 조립된 작동 상태에서도 내부 미

세구조를 상세히 조사할 수 있으며, 미세구조가충방전 주기에 따라 진

화하면서 발생하는 배터리 노화 과정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에 반면기존 microCT 이미징으로는 그림 4와 같이 XRM과 동일한 

수준의 배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양극층과 음극층은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내부 미세구조는 볼 수 없어 microCT로 얻을 수 있는 정보

가 크게 제한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XRM과 microCT의 방출원에

서 샘플까지의 작동 거리(샘플 반경과 유사)에 따라 달성 가능한 해상

도가 나와 있는 그림 5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작동 거리 또는 

샘플 크기가 증가하면 microCT의 달성 가능한 해상도가 급감하지만 

XRM은 광범위한 작동 거리 및 샘플 크기에 대해 고해상도 영상 촬

영 기능을 유지합니다.

기존 엑스레이 microCT

ZEISS Xradia Versa

그림 4  microCT와 XRM을 사용해 상용 스마트 워치 배터리에서 

달성할 수 있는 미세구조 비교.

그림 5  XRM과 기하학적 배율 기반 microCT의 달성 가능한 공간 해상도. XRM은 광범위한 샘플 크기에 대해 고해상도 영상 촬영 기능을 유지하지만 microCT의 달성 가능한 

해상도는 샘플 크기가 증가하면서 급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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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ZEISS SmartShield 보호 시스템은 안정한 사용환경을 제공하므로 사용자가 

ZEISS Xradia Versa 엑스레이 현미경을 자신 있게 셋업할 수 있습니다.

RaaD 활용 – ZEISS Xradia 515 Versa

RaaD는 ZEISS Xradia Versa 엑스레이 현미경의 핵심 기능으로, 

ZEISS Xradia 515 Versa에도 포함되어서 연구를 쉽고 편리하게 수

행하기 위한 XRM으로 구체화됩니다. 실제 공간 해상도가 500nm에 

이르는 분해능과 absorption 및 phase contrast 기능이 모두 포함

된 ZEISS Xradia 515 Versa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파괴 3D 영

상 촬영 기능을 갖춘 동급 최고 수준의 XRM입니다. 515 Versa는 검

증된 ZEISS Xradia 5XX 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ZEISS Xradia 

플랫폼의 안정성 및 다기능성을 포함하고, 최고 수준의 해상도 및 수

년간에 걸친 엑스레이 현미경 개발에 따라 개선된 최신 소프트웨어 

및 유용성과 결합했습니다. 이제 모든 ZEISS Xradia를가동하는 직관

적인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하는 ZEISS Scout-and-Scan(그림 6)

에 ZEISS SmartShield 자동 보호 시스템(그림 7)이 포함 할 수 있어 

사용자가 샘플과 기구 부품을 자신 있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Python API가 장비의 기능을 확장하고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외부 스크립트 및 프로그램을 통해 현미경을 작동하고,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in situ 실험과 같은 활용분야에 새로운 차

원의 자동화 및 실험 셋업을 제공합니다.

1) 샘플 세부 사항 입력

4) 스캔 매개변수 설정

2) 샘플 로드 및 중앙 배치

5) 영상 촬영 실행 및 모니터링

3) 관심 있는 영역 위치 지정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인터페이스

그림 6  Scout-and-Scan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직관적인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 방식을 통해 ZEISS Xradia Versa 엑스레이 현미경을 빠르고 쉽게 셋업할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Python API를 사용하면 복잡한 실험을 위해 쉽게 확장하고 고급 현미경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ZEISS Xradia Versa에서 새롭게 지원하는 Python API

"비정상적인" 영상 캡처 스크립팅, 고유한 스캐닝 전략, 

메타데이터 및 기구 상태 엑세스, 자동화된 고급 in situ 

실험 지원

샘플 샘플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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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M의 최신 혁신 – 6XX 시리즈 Xradia Versa

RaaD와 ZEISS Xradia 5XX Versa 엑스레이 현미경 시리즈는 해상

도와 샘플 크기를 연결하여 기술적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최신 ZEISS 

Xradia 6XX Versa 엑스레이 현미경은 이러한 기능을 기반으로 최신 

기술을 더해해상도와 처리량 또는 스캔 속도와 연결하여 또 다른 장

벽을 제거합니다. 기존 microCT의 해상도 및 스캔 속도는 방출원에

서 생성된 엑스레이 스폿 크기에 따라 연결됩니다. 그림 8과 같이 처

리량이 많은 적용 분야에는 고전력이 필요하므로 스폿 크기가 증가합

니다. 반면에 microCT의 고해상도 적용 분야에는 저전력으로만 생성

할 수 있는 매우 작은 스폿 크기가 필요하므로 처리량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기존 microCT 사용자는 느린 고해상도 영상 촬영 또는 빠

른 저해상도 영상 촬영 중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ZEISS Xradia 6XX 

Versa 엑스레이 현미경은 이러한 종속성을 타파하고 ZEISS Xradia 

Versa에서 유명한 최고의 고해상도 성능을 유지하면서 ZEISS 

Xradia 5XX Versa 기구로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최대 2배나 빠른 

스캔 속도를 제공합니다. 혁신적인 고전력(25W) 엑스레이 방출원 기

술과 열 관리, 방출원 제어 시스템 및 검출기 기능 향상을 통해 이러

한 큰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실제로 이 기능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 불량 분석(FA) 실험실 및/또는 학술 관련 핵심 시설에서는 하

루에 샘플 또는 부품을 더 많이 촬영하여 서비스 수익을 극대화하거

나 사용자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in situ 영상 촬영 

실험에서는 테스트 지점을 더 많이 포함하여 실험의 정확도와 성공률

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향상된 엑스레이 세기는 동일한 스캔시간을 기준으로 CT와 비

교하면 더 많은 신호를 수집할 수 있게하여서 이미지 품질이 향상 시

킵니다. 

그림 9는 엑스레이 현미경의 다양한 응용 분야와 ZEISS Xradia 6XX 

Versa를 통해 향상되는 처리량을 보여줍니다.

그림 9  다양한 샘플 크기 및 유형에 대한 ZEISS Xradia 6XX Versa 엑스레이 현미경의 차세대 XRM 기술에 따른 처리량 향상.

그림 8  XRM과 microCT의 엑스레이 방출원 전력 또는 처리량과 기구 해상도 사이의 

관계 비교. microCT는 높은 처리량 또는 고해상도 중에 선택해야 하지만 ZEISS  

Xradia 6XX Versa XRM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향상된 처리량을 지원하면서 최고 

수준의 고해상도 기능을 유지합니다.

낮음

XRM기존 microCT

스폿 크기

전
력

 /
 처

리
량

 • Small Bones (<5 mm)
 • Insects
 • Small Rocks (1 mm)
 • Polymers, Wood
 • Smartphone Camera Lens

 • Medium Rocks or Bones 
(5-10 mm)

 • Fiber Composites
 • Microelectronics 
Packages

 • Battery Electrodes

 • Large Bones
 • Large Rocks (25 mm)
 • Concrete
 • Ceramics
 • Multi-layer PCB

 • Fossils
 • Rock Cores (100 mm)
 • Full Batteries
 • Metals
 • Full Electronic Devices

처
리

량
 향

상

샘플 크기 / 밀도

높음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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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획기적인 처리량 향상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차세대 향상 기능

을 제공합니다. 설계상 신뢰성을 향상하여 소유 비용을 절감하고 기

구 가동 시간을 극대화합니다. 즉각적인 엑스레이 소스의 활성화로 

작업자의 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샘플 실행을 더 빠르게 셋업 및 최

적화하여 작업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ZEISS Xradia 

6XX Versa 기구는 고성능 컴퓨팅 3D 재구성을 더 빠르게 수행하는 

듀얼 GPU 워크스테이션과 함께 제공되므로 결과를 도출하는 데 걸리

는 전체 시간이 단축됩니다. 즉, 학술 관련 핵심 시설 및 산업 FA 실험

실과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는 더 생산적으로 작동하고 신뢰성이 높은 

고품질 결과를 내며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요약

엑스레이 이미징은 발명 이래로 의학,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큰 발전

을 이루어냈습니다. 2D 기법으로 시작하여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촬

영(CT)의 3D 영상 촬영 기법으로 발전했으며 microCT를 통해 고해

상도 기능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Xradia 엑스레이 현미경 구조

가 등장하면서 획기적인 원거리 해상도(RaaD)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콘트라스트 최적화와 관련된 여러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으로 최신 XRM 기술 발전으로 해상도를 저하시키지 않고도 훨씬 더 

빠르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ZEISS Xradia 엑스레이 현미경은 

이러한 기능을 고유한 방식으로 제공하여 오늘날의 선진 연구 솔루션

을 지원합니다. 그림 10과 같이 ZEISS Xradia 515 Versa는 최신 해상

도 기능과 현대적인 소프트웨어 발전과 함께 ZEISS Xradia XRM 플

랫폼의 구조, 안정성 및 평판을 기반으로 합니다. ZEISS Xradia 6XX 

Versa는 ZEISS Xradia 515 Versa의 기능을 기반으로 스캔 처리량

을 가속화하고 신뢰성과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여 시장에서 사용 가

능한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차세대 엑스레이 현미경을 제공합니다.

그림 10  ZEISS Xradia Versa XRM 제품군 요약. ZEISS Xradia Versa 플랫폼은 가장 광범위한 샘플 유형에 대해 RaaD 기능, 최적화된 대비 및 우수한 이미지 품질을 

제공합니다. ZEISS Xradia 515 Versa는 이 플랫폼에 최신 해상도 기능과 현대적인 사용 편의성 및 유연성을 추가합니다. ZEISS Xradia 6XX Versa는 최고성능의 차세대 3D 

엑스레이 현미경으로 이러한 기능에 처리량 증가, 사용자 경험 향상, 신뢰성 향상 및 소유 비용 절감을 추가합니다.

ZEISS
Xradia

6XX Versa

•  처리량 증가 
  •  사용자 경험 향상
    •  신뢰성 향상
       •  소유 비용 절감

•  최고의 분해능
  •  현대적인 사용 편의성 및 유연성

•  고유한 원거리 영상 해상도(RaaD)
   •  동급 최고 수준의 대비 및 영상 품질
     •  샘플 유형 및 크기의 다양성

ZEISS
Xradia 515 Versa

ZEISS Xradia Versa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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