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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을 이용한 홍삼 내부조직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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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d ginseng is classified according to outer form and the quality of internal tissue, and red ginseng below third
grade can't be sold. Also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price according to grade. So if inferior Red ginseng is sold, eco-
nomic loss and claim take place. This research is don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the non-destruction
internal tissue investigation of red ginseng. It is observed and compared that MR image after getting MR image agrees
with real cutting side in 10-13% water content of red ginseng. The MR image can be obtained to see the internal section
of red ginseng with equal condition of time, temperature and slice thickness in spin echo pulse sequence. The MR signal
of red ginseng is very weak, because it contains low water density. So it takes about 30 minutes with the measurement of
single point image (SPI). But the suitable time to distinguish internal tissues is about 9 seconds in TE (Echo Time) 2.23
ms, TR (Repetition Time) 150ms. The image to discriminate internal tissues in 9 seconds can be obtained when slice
thickness is 10 mm with changes of 3, 5, 10 mm. The image obtained after 30 minutes' boiling of 55 degrees has clearer
image than that of normal temperature. It is thought that MR signal is stronger through active motion of water particles as
temperature increases. With this method MR image of red ginseng can be obtained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al tissues
can be observed in such a short time.

Key words : internal structure, Korean red ginseng, magnetic resonance image(MRI), spin echo pulse sequence, slice
thickness

서 론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핵자기공명)은 시료를

강한 자기장 내에 위치시키고 시료의 수소핵의 Zeeman

energy 차에 해당하는 rf 에너지를 가해서 나오는 공명신호를

검출하는 실험기법이다.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법)는 NMR 실험에 경사자기장을 추가로 가하여

신호를 공간 위치함수로 영상화 시켜서 시료의 내부조직의 특

성을 비파괴적으로 영상화하는 방법이다.1) 

이 분야는 의학적 진단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었

으나2) 컴퓨터 기술 발달과 저가 장비 개발에 의하여 과일 야

채류와 같이 수분함량이 많은 시료뿐 아니라 곡물 등의 농산

물 비 파괴 내부품질 평가에도 활용되고 있어 홍삼의 내부

조직 품질 판정의 활용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3-6)

홍삼은 외부형태 및 내부조직품질에 의하여 등급이 분류되

고, 3등급이하의 홍삼은 본삼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또한 등

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매우 큼으로 저급홍삼에 고급홍삼이 혼

입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고급 등급의 홍삼에 하위등

급의 홍삼이 혼입되면 클레임이 발생된다. 정상 홍삼과 불량

홍삼의 화학적 특성 연구에서 김7) 등이 화학적 특성에 대하여

보고 하였고, 이8) 등이 조직학적 특성에 관하여 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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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홍삼의 내부조직 품질 판정은 가시부 광의 투광

정도를 이용하여 육안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이 방법의 장점

은, 간단한 기구로 선별(암실에서 램프의 빛이 slit을 통하여

나오도록 하고 이 slit에 홍삼을 비추어 내부품질을 선별함)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점은 오랜 숙련과정을 거쳐야 하며 숙련

자라 하더라도 실수 할 가능성이 10-20%에 달한다. 또한 장

시간 암실작업으로 시력저하 및 피로를 동반한다. 또 다른 문

제는 암실투광방법으로는 선별 불가능시료가 있다. 예를 들어

홍삼의 수분이 많을 경우나, 표피가 다공성으로 되어있을 경

우나 표피에 적변 등의 물질이 있어 투광이 안될 경우에 발

생한다. 이러한 경우 표피를 절개하고 내부를 봄으로써 표피

에 심한 상처가 생겨 제품의 품질을 떨어트린다. 또한 판정기

준이 주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X-선 촬

영의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홍삼의 굵기에 따라 농도곡

선의 폭이 변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홍삼의 형태는 공업제

품과 달리 일정한 원통형이 아님으로 오 판정이 발생하여 사

용될 수 없었다. 또한 X-선 촬영은 방사선에 대한 소비자들

의 혐오로 식품에 품위를 떨어뜨린다.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홍삼의 내

부조직의 NMR image를 얻어 내부품질을 판별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2002년 수확된 6년근 홍삼 사용하

였다. 뇌두로부터 1.5 cm 이하에서 길이를 약 3.0 ± 0.5 cm로

절단 후 조직 특성별로 정상, 내공 및 내백 홍삼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내부 조직 특성별로 MR image 측정 후 측정부위

를 절단하여 절단면 영상과 MR image를 대조 비교하였다.

2. 방법

·기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대전)가 보유하고 있는 NMR/
MRI system (Bruker DMX 600, resonator diameter = 10

mm)로 직경 8 mm의 홍삼을 측정하였다.

·MR image 펄스 

MR image를 얻기 위하여 Spin-echo pulse sequence중

Proton density 강조영상을 이용하여 image를 측정하였다. 

·변수

영상방향(Image direction)은 횡단면(axial), 영상 크기

(Image size) 64 * 64 픽셀(pixel)이었다. 영상영역(Field of

view, FOV)은 25 mm * 25 mm, 평균 회수(NEX)는 1, 슬라이

스 두께(slice thickness)는 조건별로 3 mm, 5 mm, 10 mm로

측정하였다. 그 외의 변수(parameter)는 각 시료에 따라 상이

하다.

·홍삼의 수분측정

같은 조건에서 제조된 홍삼을 잘게 분쇄하여 상압 가열건

조법으로 수분을 측정하였다.10) 홍삼 시료 내 평균 수분 함량

은 10 ± 0.5%로 측정되었다.

3. 홍삼의 자기공명영상

MRI 영상을 얻을 때 영상 변수인 TR(Repetition time)과

TE(echo time)을 조절하여 시험 시간을 단축시켜 image를

획득하였다. 온도변화에 따른 시험도 병행하여 대조 비교하였

다. image에서 어두운 부분이 신호가 약한 것이고, 밝은 부

분은 강한 신호이다.

결과 및 고찰

1. Single point image (SPI)에 의한 측정

3차원 SPI (single point image) 실험 방법11)을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홍삼은 정상조직(normal), 내부 백

색조직(inside white), 내부 공극을 가지고 있는 조직 (inside

cavity)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세 가지 종류의

내부 구조가 측징별로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어 내부조직의

특성을 구분 할 수 있었다(Fig. 1). 본 실험시간은 좋은 해상

도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각각에 대해 20분 정도가 소요되

었으나 세 가지의 내부구조 특성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5-

10분 정도의 실험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

한 결과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기는 시간과 경비가 너

무 요구되어 활용하기곤란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위하여 TR(Repetition time) 따른 MR image의 비교

시험이 필요하였다.

2. TR(Repetition time)에 따른 MR image 

내부 조직의 MR image를 이용하여 홍삼의 내부조직선별

의 가능성 확인 및 판별시간 단축을 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

다. 다음 image는 TE 2.23ms, TR은 각각 50 ms, 100 ms,

150ms로 측정한 것이다. Total time은 좌측에서부터 3초, 6

초, 9초가 소요되었다(Fig. 2).

MR image 영상 변수인 TE(echo time)은 일정한 값으로

고정시키고, TR(repetition time)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영상

을 얻었다. 측정 결과 TR이 50 ms 일때는 신호가 아주 미

약한 상태이고, 100 ms에서는 신호가 부족하여 선명한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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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을 수 없었지만 최소 150 ms이상에서는 image가 왜곡

됨이 없이 내부 조직을 측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활용을 위

한 만족한 Image를 얻지 못했다.

3. 절편두께(Slice Thickness)에 따른 MR image 

절편두께는 검사하고자 하는 단면에 신호가 발생된 화적소

의 폭을 말한다. 절편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화적소의 크기가

증가하며 강한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절편두께는 경사자장의

기울기와 RF pulse 주파수의 폭에 의해 변화되고 영상의 공

간 해상력과 신호대비 잡음비에 큰 영향을 준다. 절편두께는

MR image가 측정되는 단면으로부터 평균 범위이므로 절편두

께가 얇을수록 그 절단면에 대하여 더 정확한 값을 나타내지

만, 홍삼의 경우 수분이 적어 같은 시간에서 단위 면적 당

양성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image획득 시간이 길어진다. 같

은 시간의 TR에서 절편두께가 두꺼울수록 단시간에 image를

얻을 수 있었고, 절편두께가 얇으면 총 실험 시간(평균회수)을

길게 해야 했다.

절편두께가 MR image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같은 조건 하에서 절편두께를 3 mm, 5 mm, 10 mm로

측정하여 image를 획득하였다. 절편두께가 10 mm 일 때 9

초에서 내부 조직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image를 얻

을 수 있었다(Fig. 3). 

그러나 절편두께가 두꺼울수록 측정 이미지에 대한 정확도

는 떨어지게 되고, 두께평균에 의한 영상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단점이며, 이러한 원인에 따라

조직의 오판을 가저올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다행이 홍

삼의 불량요인이 되는 내백, 내공 조직은 시료 내에서 횡 방

향이 아닌 종 방향으로 형성되므로 절편두께가 10 mm의 측

정 구간내의 미세 부위에 대한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불량 유

무의 측정이 가능하다. 이로서 시간을 단축하여 내부조직선별

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온도에 따른 MR image 측정

상온에서 측정한 MR image(Fig. 4)와 온도 55로 약 30

분간 가온 하여 측정한 MR image(Fig. 5)이다. 

온도 변화별로 내부조직을 관찰한 결과, 조직의 속이 비어

있는 부위(내공)는 상온 또는, 가온 처리에서도 내공조직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정상부위와 내백부의 비교에 있어서 상온

에서는 정상조직도 내백 조직처럼 중심부위의 신호가 약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시편을 가온 후에 측정된 image를 가온 전

Fig. 1. Single point image of red ginseng.

Fig. 2. MR image of red ginseng by horizontal section. (Sample condition : temperature 25oC, slice thickness 10 mm).

(a) The section picture of the area on acquired MR image
(b) The MR image were acquired by TR/TE 50ms/2.23 ms, total time 3 second 
(c) The MR image were acquired by TR/TE 100ms/2.23 ms, total time 6 second
(d) The MR image were acquired by TR/TE 150ms/2.23 ms, total time 9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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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정상홍삼은 내부조직이 신호가 증가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내백 조직은 내부의 다공성12)

에 의하여 신호가 미약하게 측정되었다. 정상홍삼과 내백 홍

삼의 내부조직 차이를 시편의 온도를 승온시킨 효과로 짧은

시간 내에 구별 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MR image와 수분활성(water activity)이 image 측

정에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

다. 시료의 수분은 순수한 물의 성질을 가지는 자유수(free

water)와 고체적 성질을 가지는 결합수(bound water) 및 온

도 조건에 의하여 상 전이가 가능한 중간성질을 갖는 수분으

로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시간 가온 시키면 자유수로 있던 수분이 증발하여 더 건

조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절한 온溯윳동Õ 시

간을 조절하면 Van der Waals force에 따른 자유수와 결합수

의 중간 형태의 수분이 자유수의 형태로 변화되어 Magnetic

Resonance에 의한 MR 신호를 더 강하게 할 것이므로 단시

간 내의 MR image 측정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된다.

요 약

홍삼은 외부형태 및 내부조직품질에 의하여 등급이 분류되

고, 3등급이하의 홍삼은 본삼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또한 등

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매우 큼으로 저급홍삼에 고급홍삼이 혼

입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고급 등급의 홍삼에 하위등

Fig. 3. MR image of red ginseng by horizontal section (Sample condition : temperature 25oC, time : TR/TE 150 ms/2.23 ms(total time : 9
second).

(a) The section picture of the area on acquired MR image
(b) The MR image were acquired by slice thickness 3 mm
(c) The MR image were acquired by slice thickness 5 mm
(d) The MR image were acquired by slice thickness 10 mm

Fig. 4. 25oC at acquired MR image of red ginseng (Sample condition : Slice thickness 10mm, time : TR/TE 150 ms/2.23 ms(total time
9 second), left : the section picture of the area on acquired MR image, right : MR image).

Fig. 5. 55oC, 30 minutes heat after acquired MR image of red ginseng (Sample condition : Slice thickness 10 mm, time : TR/TE 150 ms/
2.23 ms(total time 9 second), left : the section picture of the area on acquired MR image, right : M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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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홍삼이 혼입되면 클레임이 발생된다.

현재 슬êü을 이용한 육안검사는 검사자에 따라 기준이 통

일되기 어렵고, 오차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홍삼의 비 파괴

내부조직검사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

였다. 홍삼시료의 수분함량은 10~13%에서 MR image를 획

득 후 절단하여 MR image가 실제 절단면과 일치하는지 비

교 관찰하였다. 

홍삼 내부조직의 단면을 보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의 Spin

echo pulse sequence에서 시간, slice thickness, 온도별로

MR image를 얻었다. 홍삼은 수분함량이 낮기 때문에 MR

신호가 매우 미약하여 single point image(SPI) 측정방법으

로는 약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spin echo

pulse sequence에서 내부조직을 구분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

은 TE(Echo Time) 2.23 ms, TR(Repetition Time) 150 ms

에서 약 9초 동안 측정으로 내부조직판별이 가능하였다.

Slice thickness를 3, 5, 10 mm로 변화를 주어 측정한 결과

10 mm로 하였을 때 9초 이내에 내부조직 판별이 충분히 가

능한 image를 얻을 수 있었다. 55로 약 30분간 시료를 가온

후 얻은 image가 상온에서 얻은 것보다 더 선명하였다. 이러

한 원인은 온도를 가함으로서 수분의 활성이 높아져 MR 신

호가 더 강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서 짧은 시간에 홍삼

의 MR Image를 획득하여 내부조직 특성을 비교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홍삼의 내부조직 평가에 활용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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