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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홍삼 등 정 과정에서 내부 조직 치 도 분석을 해 의료 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외선 상 측정기기를 개발하 다. 기존 홍삼 내부분석방법은 수동으로 암실환경에서 강한 조명을 

홍삼에 투과하여 사람 으로 직  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기존 검사 과정은 작업 비효율성

과 불균일한 검사기 으로 제품 품질 신뢰도 하의 단 을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연구는 외선 조명환경에서 자동 측정이 가능한 홍삼 내부 측정기기를 개발하 다. 개발된 장치는 

홍삼의 빛 투과 특성을 응용한 920nm 장 역의 외선 조명기구, 조명 제어회로, 외선 역 촬

이 가능한 상 측정 카메라 장치, 0.9°의 간격으로 360° 홍삼 상취득이 가능한 회  엑 에이터로 

구성이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홍삼 단층 상분석 방법은, 홍삼을 0.9° 간격으로 회 시키어 

360° 홍삼 내부 상을 취득하여 라돈 변환(Radon transform)을 통해 사이노그램(Sinogram)으로 재구

성 하 으며, 역 라돈 변환(Inverse Radon transform)을 통해 단층 상복원(Back-projection)알고리즘

을 구 하 다. 이 결과 홍삼을 단하지 않고 홍삼 내부 단면 상 획득이 가능하 으며 내공(內空), 

내백(內白)의 유무를 단하고 직경을 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토 로 등  별 공식을 산출하면 신

뢰성 있는 홍삼 등  자동화 측정기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키워드: 홍삼 내부 분석, 의료 단층 상 복원 알고리즘

1. 서론

  6년근 수삼을 홍삼으로 제조 시 내부조직의 치 도에 

따라 천, 지, 양의 등 으로 나뉘고, 3등  이하의 홍삼은 

본삼으로 매하지 않는다. 한 등 에 따라 가격차이가 

매우 큼으로 홍삼에 고 홍삼이 혼입되면 경제  손

실이 발생하고, 고  등 의 홍삼에 하  등 의 홍삼이 

혼입되면 클 임이 발생된다. 최고등 으로 평가 받는 천

삼의 경우에는 체 1~2%로 생산량이 매우 은 것으로 

평가받는데 그에 따라서 홍삼 등 을 별하는 기  한 

매우 까다롭다. 특히, 균열한 정도와 흠집 유무, 내부 조직

의 치 성까지 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 까지 홍삼 내

부를 분석하기 해서 종래 내부조직의 치 도를 홍삼을 

단한 후, 사람 으로 강한 불빛을 투과하여 캄캄한 암

실에서 분류 작업을 진행하 다. 이러한 육안검사는 검사

자에 따라 기 이 통일되기 어렵고, 오차를 일으킬 가능성

이 있으며 생산량의 한계, 작업환경의 열악함, 작업자의 

피로도, 분류 작업의 비용 상승 등 생산 효율의 하 요인

으로 단되고 있다.[1] 

  홍삼 내부 품질의 정 기 은 내부에 존재하는 색택과 

내공, 내백의 유무이다. 내공(內空)은 홍삼 내부가 비어 구

멍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내백(內白)은 홍삼 제조 

과정에서 심부 조직이 갈변되지 않고 백색으로 남아있

는 것을 일컫는다. 수삼에서 홍삼을 만드는 과정  수증

기로 수삼을 는 증삼 공정에서 동체균열, 내공, 내백 등

이 발생하는데 이는 홍삼의 품질을 하시키는 원인이 된

다. 가장 귀한 천삼(天蔘)은 ‘하늘이  삼‘이란 뜻으로 내

부조직이 치 하고 내백이 없어야 하며, 내공은 직경이 

0.5mm 이하로서 그 길이가 10mm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

야 하는 한편 충실하게 발달된 2개 이상의 다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홍삼 등 을 별하기 해서는 다양한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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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을 분류하고 몸통과 다리길이를 악한 후, 내부조직

의 치 도를 분석하여 내공, 내백, 정상 유무를 정확히 

악하는 것이 요하다. [2,3] 

  본 연구의 목 은 홍삼 내부(내공, 내백) 분석 작업 환

경을 개선시키고자, 홍삼 투과율은 높지만 무해하고 사람 

에 보이지 않는 조명 장 역을 조사한 후, 이에 따른 

상 분석 시스템과 객체 내부 분석  측정 시스템을 연

구하고자 한다.

2. 재료  실험

2.1 상 취득 장치

  홍삼 상을 취득하기 에 단층 상 복원 방식을 이

용하여 홍삼 내부 이미지를 검출하기 해서는 홍삼을 

0.9° 간격으로 360°까지 일정하게 회 하며 400개의 이미

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회  액 이터가 필요하다. 홍삼 

상 취득 시 고려해야 할 은 객체의 모든 부분을 검출

할 수 있는 카메라 치와 각도, 취득된 상의 균일한 품

질과 상인식결과를 얻기 한 일정한 조명이 필요하다. 

이를 해 그림 1의 (a)에서 보는 것처럼 외부 조명  자

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폐쇄형 상 취득 장치

를 개발하 다. 개발한 장치는 총 720개의 외선 LED 

조명(그림 1의 (c))과 조명 밝기를 조 하는 제어 보드(그

림 1의 (d)), 회  액 이터(그림 1의 (b)), Full HD  

카메라를 장착하 다.  

  상 취득과 내부 분석 알고리즘에 사용된 로그램은 

C언어 기반의 LabWindow/CVI 2013, CodeWarrior for 

arm developer 개발 툴을 사용하 다. 먼 , CVI Program

은 상 촬 과 단층 상 복원 알고리즘을 구 하는데 

사용하 고, CodeWarrior Program은 회  액 이터를 

제어하는데 사용하 다. 

  그림 2는 상 취득 장치 구상도이다. 회  액 이터

는 Arm Target Board에 모터를 부착하여 제작하 으며, 

LED 조명은 PWM(Pulse With Modulation) 제어를 통하

여 밝기를 조 하고, Personal Computer와 Arm Target 

Board(Micro-Controller), Light Controller, Camera는 직

렬 속 통신으로 연동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a)    (b) 

(c)    (d) 

Fig 1. 개발된 상 취득 장치

(a) 이미지 획득 장치 (b) 회  액 이터

(c) IR(Infra-Red) LED 조명 (d) 조명 제어 보드

Fig 2. 상 취득 장치 구상도

2.2 홍삼 내부 측정

  이미지 촬 에 앞서 홍삼 내부 이미지를 선명하게 획득

하기 해 홍삼 내부 투과율이 높은 외선 빛의 장

역을 악하기 한 실험을 진행한 후, 홍삼을 촬 하여 

내공, 내백, 정상의 유무를 별한다. 이후 홍삼의 내부조

직의 치 도에 따른 천, 지, 양 등 을 별하기 하여 

홍삼 내부 분석을 해 객체 단층 상 복원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단층 분석을 하여 회  액 이터에 홍삼을 

부착하여 1 step당 0.9°간격으로 이동하며 360°까지 총 

400장의 이미지를 촬 하여 획득한다. 촬  된 이미지를 

라돈변환(Radon-transform)하여 사이노그램(Sinogram)으

로 재구성하고, 역 라돈 변환하여 복원(Back-Projection)

하면 객체 내부 단층을 악할 수 있다. 이미지 단층 복원 

결과 내공, 내백의 직경 데이터를 구하여 홍삼 등 을 

별한다. 이 실험을 통하여 단층 상 복원의 원리를 이용

하면 홍삼을 수동으로 별하지 않고, 자동화 기계 시스템

으로 천, 지, 양 등 을 별할 수 있을 것을 기 한다.

2.2.1 내부 투과율

홍삼 내부를 찰하기 해 홍삼 투과율이 높은 외선 

빛의 장 역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그림 1의 

암실 환경 이미지 측정 장치 내부에서 LED 조명 제어 보

드는 일정한 빛의 세기로 고정하 고, 4가지의 빛의 장

역(620, 713, 820, 950nm)에서 홍삼 투과량 변화를 측정

하 다.

  그림 3은 4가지 장 역의 홍삼 투과율을 보여 다.

이를 통해 같은 빛의 세기일 때 장 역이 클수록 홍삼

투과율이 높고 내부가 잘 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

었다.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2017. 4)

- 574 -



 (a)      (b) 

 (c)      (d) 

Fig 3. 장 역 변환에 따른 객체의 밝기 변화

(a) 620nm (b) 713 nm (c) 820nm (d) 950nm

2.2.2 내부 단(내공, 내백, 정상 유무 별)

  홍삼 등 을 별하기 해 내부를 상세히 찰하여 내

부 조직의 치 도와 색깔, 모양을 악하고 내공, 내백, 정

상 여부를 먼  단한 후, 내공이나 내백이 있을 시에는 

홍삼 내부의 내공, 내백 직경 길이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

다. 따라서 내공, 내백, 정상의 유무를 정확히 별할 수 

있어야 한다.  

  앞의 투과율 실험 결과 홍삼 내부 투과율이 가장 좋은

950nm 장 역 외선 LED의 환경에서 샘  홍삼을 

촬 하여 내공, 내백, 정상 투과 실험을 진행하 다.  

          (a)       (b) 

          (c)       (d)

 

          (e)       (f)

Fig 4. 각 증상에 한 홍삼 이미지

(a)내공( ) (b)내공(大) (c)내백( ) (d)내백(大)   

(e) 정상 (f) 정상

 그림 4는 950nm 장 역에서 홍삼 내부를 찰한 이미

지이다. (a)~(f)까지 살펴보면 내공, 내백, 정상의 유무는 

확연히 구분이 가능 한 것을 보여 다.   

2.2.3 라돈 변환(Radon-Transform)

라돈 변환은 x와 y로 구성된 2차원 좌표계의 상을 선 

분하여 (x,y)로 표 되는 라돈 공간에 시킨 다음, 

라돈 공간에서 지역 극값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라돈 변환은 CT(Computed Tomography)단층 상 복

원의 원리가 된다. 단층 상 복원이란 X선 촬 을 하여 

가로로 자른 횡단면상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즉, 물체를 

자르지 않고 내부를 상세히 찰할 수 있는 것이다. 객체

의 내부를 상화하기 해 물체를 0°~360°까지 회 하며 

X선 사진을 는다. 이 게 여러 각도로 X선 사진을 어 

얻은 그래 에서 X선이 흡수된 양을 XY평면에 도시화한 

것을 사이노그램(Sinogram)이라 한다. 사이노그램 이미지

를 다시 역 라돈 변환(Inverse Radon transform)하면 블

러링(blurring)된 객체의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여 내부

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실험 과정으로 획득한 내부 

상을 Back-Projection이라 한다.[4]

  이 원리를 이용하여 홍삼을 단하지 않고 0.9°간격으로 

360°까지 회 시키며 400장의 X선 이미지를 촬 하여 XY 

좌표에 홍삼 내부 이미지를 생성한 후 복원하여 내공, 내

백의 직경을 측정하는 것이 실험 목표이다. 

  먼 , 회  액 이터에 홍삼을 부착하여 1 step당 0.9° 

간격으로 360°까지 총 400 step을 이동하여 400개의 이미

지를 획득하게 된다. 획득한 홍삼 이미지들을 순서 로 라

돈 변환(Radon transform)하여 사이노그램(Sinogram)이미

지로 재구성한다. 그 결과를 다시 역 라돈 변환하여 단층 

상 복원(Back-Projection)하게 되면 홍삼 내부 단면 

상을 획득하게 된다. 복원된 단면 상을 통해 홍삼 내공, 

내백의 직경을 측정하 다.

3. 결과  고찰

  홍삼 내부를 세 히 찰하기 하여 암실 환경에서 

외선 조명으로 홍삼을 투과시켰다. 그 결과 950nm의 장 

역으로 투과 시 홍삼 내부가 잘 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홍삼 내부의 상태를 보고 내공인지 내백인지 

정상인지 별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를 토 로 내공, 내

백, 정상의 차이 에 하여 별 기 을 구축할 수 있었

다. 내공의 단은 홍삼 체 상에서 빛 샘 효과가 나타

남을 알 수 있으며, 내백은 체 으로 빛의 투과율이 낮

으므로 내백이 있는 역에서 반 으로 빛의 투과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정상 홍삼의 경우에는 빛의 투과가 

고르게 분포되므로 쉽게 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홍삼 내부 조직의 치 도와 내공, 내백의 직경을 객체를 

단하지 않고 상 분석으로 측정하기 해 CT 촬  기

술 원리인 단층 상 복원 기술을 도입하여 내부 단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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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획득하 다. 복원된 단층 이미지를 분석하여 결과 

그래 를 산출하 으며 내공, 내백의 직경을 악할 수 있

었다. 

          (a)      (b) 
          

  (c)      (d) 

          (e)      (f) 

Fig 5. 라돈 변환(Radon Transform)

   (a) 원본 이미지       (b) 사이노그램(Sinogram)

   (c,d) 복원(Back Projection)     (e,f) 결과 그래

  그림 5는 샘  홍삼을 단층 상 복원한 결과 이미지를 

나타낸다. 원본 이미지 (a)의 0°~360°까지의 X선 흡수량을 

라돈 변환(Radon Transform)하여 XY 평면에 재구성한 

사이노그램(sinogram)이 (b)에 나타나 있다.  (b)의 역 라

돈 변환 결과 복원(Back-Projection)된  이미지는 (c)와 

(d)에 나타나있다. (c)는 필터링이 되지 않은 복원

(Back-Projection) 결과를 나타내며 (d)는 필터링 된 복원

(Back-Projection) 결과 이미지를 나타낸다. (c)의 결과 이

미지의 내부 분석 데이터를 (e)와 (f)의 결과 그래 를 통

하여 각각 x선이 45°와 172°일 경우의 내부 길이를 나타

내었고, 0°~360°그래 를 총합하여 산출하면 객체 내부 두

께와 내부(내공, 내백)의 직경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홍상등  정기   사람이 수작업으

로 진행하기 힘든 홍삼 내부(내공, 내백) 직경 정보를 

상 분석으로 측정하기 해 내부 촬 에 최 화된 외선 

빛의 장 역을 설정하 다. 설정된 장 역(950nm)으

로 이미지 촬  후, 단층 상 복원 알고리즘을 용하여 

내부 직경을 악하여 그래 로 산출하 으며 내공, 내백

의 직경을 측정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해 기존의 홍삼 

별은 다양한 직경과 내공, 내백 등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시료의 상태에 따라 등 을 별하는 어려움이 있던 것을 

단층 상 복원을 이용하여 내부(내공, 내백) 직경 자동 

측정 시스템을 구  할 수 있었다.

  향후 그림4의 결과 그래 를 토 로 홍삼 내부의 내공, 

내백 직경을 정확하게 집계하고 홍삼 등 을 정확히 별

할 수 있는 있는 공식을 산출할 계획이다. 한 더 다양한 

홍삼에 한 등  별 기 을 추가하고 몸체와 세근을 

좀 더 세 하게 분류하여 정 도를 높이고, 내부 이물질이

나 흠집을 자세하게 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신뢰성 

있는 자동 별 시스템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생산성 

증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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