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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 정형 농산물  6년근 수삼의 자동 등  분류하기 한 선행연구로, 이를 해 4방향에

서 측정 가능  하는 수삼 측정기를 제작하 으며, 측정된 수삼 상에서 와 몸통부분을 인식하기 

한 알고리즘을 고안하여 용하 다. 용 결과 6년 근 수삼에서 홍삼으로 만들어 졌을 때 가공 후 

상을 추정가능하다는 것을 보 다.  

1. 서론

  한민국은 인삼의 종주국으로 담배인삼공사에서 제조· 

매하는 홍삼  홍삼 제품은 그 품질  신용도에 있어

서 세계 으로 인정받고 있다. 홍삼제조용 수삼 수납시의 

등 정은 사람의 과 그간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

정으로 보다 객 인 품질분류가 필요하다[1]. 수삼의 

음 나 상 등을 이용한 비 괴 검사법들이 과실의 정량

 등  분류에 활용되어 있으며, 수삼에 해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진행된 것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진다

[2]. 그러나, 임피던스를 이용할 경우 상 으로 렴한 

가격에 내부의 특성 악이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특히, 임피던스는 수삼의 크기나 둘  등 외형 인자

에 의해서도 향을 받지만, 내부 수분의 함량과 빈 공간

의 존재에 따라서도 그 값이 달라질 것으로 상된다. 이

에 수삼과 홍삼에 하여 수삼의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수

삼의 분류(정상, 내공, 내백)에 따른 임피던스 특성을 악

한다면, 추후 임피던 값만을 이용하여 수삼의 분류에 활용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찰하고자 연구를 진행하 다.

2. 본론

2-1. 재료  방법

  수삼의 임피던스 측정을 해서 Hioki와 HP의 임피던

스 측정기를 이용 그림 1와 같이 임피던스 측정을 해 

바늘 극을 이용하 다. 표면 극 신 바늘 극을 이

용한 이유는 임피던스의 특성상 표면 극만으로 내부의 

임피던스 특성을 얻기에는 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된

되었다. 임피던스는 측정 거리에 따른 향도 있어 동일 

수삼에 해서 거리에 따른 임피던스 특성도 측정 시도하

다. 

<그림 1> 수삼에 임피던스 측정을 해 바늘을 삽입한 

3. 결론  고찰

3.1 수삼의 임피던스 분석

  그림 2는 동일 수삼에 해서 거리에 따른 임피던스 특

성을 보여 다. 그림 3은 동일 수삼에 해서 세근이 다른 

것들에 한 임피던스 특성을 cole-cole plot으로 보여주고 

있다. 상된 결과지만 세근이 가늘수록 임피던스 값이 크

게 측정됨을 보여 다. 그림 4에서 처럼 측면으로도 임피

던스 측정해본 결과 이 한 굵기에 향을 받음을 확인

하 다. 그림 5은 43개의 수삼에 한 항과 임피던스 데

이터를 보여 다. 그리고, 공백, 내공 등을 확인하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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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측정한 수삼에 하여 홍삼으로 가공 후 다시 임피던

스를 측정해 보았다.

 홍삼으로 가공 후 문가에 의해 공백, 내공, 정상 홍삼

으로 구분하여 분류된 3종류의 그룹간의 임피던스 특성을 

비교 하 으며, 임피던스 특성  상의 경우, 그림 6와 

같이 공백과 내공/정상의 구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거리에 따른 수삼의 임피던스 특성

그림 3. 세근에 따른 수삼의 임피던스 특성

그림 4. 측면 측정에 의한 수삼의 임피던스 특성

그림 5. 수삼의 모든 샘 에 한 임피던스 특성

그림 6. 홍삼의 분류별 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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