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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반적으로 밤의 품질은 주로 크기, 무게, 모양, 색상과, 당도나 베타카로틴, 
부패 여부와 같은 내부 품질인자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에서 밤 선별 과정은 밤
을 공급하여 세척하고 육안 1차 선별, 기계에 의한 크기 선별, 육안 2차 선별, 
포장 및 저장이 일반적이다. 특히 육안 선별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데 이 과정
에서 내부 부패가 있는 충해 밤이나 변색 밤을 선별하게 된다. 기계에 의한 크기 
선별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단계에 강도 높은 노동력과 비효율적인 작업
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사용 중인 드럼 방식의 선별시스템은 용량의 밤을 
처리하고 정확한 크기 선별에는 효율적이지만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낙
하에 의한 충격으로 품질 손상을 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밤은 수확 후나 저
장 중에도 곰팡이나 내부 부패가 있는 밤은 다른 밤의 품질에 영향을 미쳐 이를 
미리 선별하지 않으면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 국내 밤의 품질이 세계적으로 우
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공기술 개발과 함께 소비자들의 요구
에 맞는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면, 밤 산업은 내수시장 뿐 아니라 수출에 있어
서도 향후 고부가가치를 지닐 산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
표는 밤의 내부품질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 및 포장 시스템의 개발에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과실선별에 적용되고 있는 비파괴 선별기술들을 이용하여 밤
의 내부 품질을 예측하고 선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가능성을 구명하고, 온라인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이송상태에서 선별 실험을 수행하여 산업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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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주된 연구 성과는 아래와 같다.

1. 가시 및 근적외 영역의 반사 및 투과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밤의 SSC를 예측
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4가지 품종의 밤과 이를 박피한 깐 밤의 스펙트럼을 
획득하였다. 모델의 검증 결과, 투과 스펙트럼보다는 반사 스펙트럼을 이용하였
을 때 우수한 예측 성능을 나타내었다. 박피밤을 이용한 SSC 예측 모델은 검증
의 결정계수(R2)와 검증오차(RMSEP)는 0.65과 1.47 °Brix, 미박피밤을 이용하였
을 때는 0.54 and 1.85 °Brix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미박피 밤의 경우 겉껍질 
때문에 스펙트럼 획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사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밤의 SSC
를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밤의 내부 품질 이상을 비파괴적으로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로, 1.03 테슬라 MRI를 이용하여 TR=2000ms, 
TE=1.7ms의 조건으로 획득한 자기공명영상으로 내부 이상 조직을 검출하는 알
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밤의 슬라이스 영상은 영상 정규화, 이진화 처리, convex 
hull 마스킹, 이미지 침식 및 불림의 과정을 거쳐 밤의 내부 이상조직의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개발된 알고리즘에 의해 실험에 사용한 65개의 
샘플이 정확히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나아가서 다른 농산물의 자기공명 영
상에도 활용이 가능한 MRI viewer를 개발하였다.
  두 번째로, 컬러 및 근적외 필터 영상을 이용하여 밤 표면에 있는 충해 구멍과 
변색 부위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충해 구멍 검출은 근적외 영상을, 
변색 부위 검출은 컬러영상을 이용한 알고리즘 적용이 좀 더 효율적으로 나타났
다. 충해 구멍의 픽셀값은 컬러 및 근적외 영상에서 정상영역 비 비율이 0.6 이하
로서 정상 영역과의 구분이 확연히 되는 것으로 보이나 변색 영역의 경우는 
0.25~0.79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어두운 정상 영역과 범위가 겹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로 인해 밤 영상의 외곽 부분을 변색 부위로 검출하는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외곽 부분에는 상 적으로 조명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둡게 나타나 발생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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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선별 시스템에서는 외곽부분을 제외하고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안
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온라인 이송 상태에서 충해 밤과 변색 밤을 검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선별 
시스템은 밤을 투입하고 이들을 정렬하고 개체화하는 원료 공급 장치로서 진동식 
리니어 피더를 설치하였고, 밤의 이송과 전표면 관찰이 용이하도록 롤러 회전식 
이송장치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밤의 정렬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설치하고 가시
광과 근적외 영상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2-CCD 카메라 두 를 설치하여 결
함과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영상획득부에서 획득된 컬리 및 근적외 
영상으로 결함과라고 판단되는 밤의 위치정보를 배출부로 전송하여 한번이라도 
결함과로 판단되는 밤은 배출장치의 솔레노이드를 동작시켜 이송경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배출장치를 구축하였다.
  근적외 영상을 이용한 충해 밤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은 충해 구멍의 형상의 특
성을 고려하여 검출된 결함 크기의 장/단축 비율이 0.3보다 큰 것만을 결함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삽입하였고, 컬러 영상을 이용한 변색 밤 검출 알고리즘에서는 
연산 속도와 외곽의 어두운 부분을 고려하여 밤 영역의 R, G, B 값의 평균을 활
용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선별 알고리즘 성능을 평가한 결과 충해 밤과 변
색 밤의 기준 문턱치를 100, 55로 하였을 시 각각 87%, 85%의 선별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선별 알고리즘의 분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카메라의 노출 시간과 
영상 획득 횟수를 늘리거나 배출 장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롤러 하나의 직경인 
60mm를 늘려 이송 간에 밤 개체들의 간격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산업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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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밤에 한 명칭은 밤을 이용해온 나라, 민족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
다. 밤나무를 한자로는 율(栗)자를 쓰는데 이는 꽃과 열매가 아래로 드리어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상형문자로서 같은 한자 문화권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는 밤이
라는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밤은 영어로는 
chestnut인데 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단단한 통이라는 의미로 누구도 범
접하기 어려운 가시 밤송이 안에 들어있는 열매(nut)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ood &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통계 자료 
(2012. 02)에 따르면 세계 밤 생산량은 2000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생산량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밤 생산량은 2002년
도와 2003년도에 연속적인 태풍 피해로 생산량이 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
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80,000톤 정도씩 생산하고 있다.
  수확된 농산물은 선별, 포장, 저장 및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데 이중에 선별 및 포장과 관련되는 크기, 품질, 포장에는 각종 규격이 제시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런 규격별로 선별 및 포장을 위한 기계장치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임산물로 분류되는 밤의 경우에는 사과, 배, 감귤 등 타 과실류에 
비교할 때 선별 및 포장과 관련되는 설비나 장치에 한 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회전식 드럼선별기를 이용하여 크기를 선별하
고, 내부 부패로 인해 표면이 변색된 밤(변색 밤)과 충해로 내부에 결함이 발생한 
충해구멍이 있는 밤(충해 밤)은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선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원료투입, 계량, 포장 등 부분의 공정들도 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밤의 
내부 품질과 관계되는 당도, 베타카로틴 함량 등은 온라인 선별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등급선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회전식 드럼선별기는 선별능률은 높지만 선별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밤과 드럼의 
마찰현상으로 인하여 밤 표면에 손상이 발생되며, 선별되어 배출되는 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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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와 충격으로 밤이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밤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중국의 경우 잣이나 땅콩 선별용으로 개발된 색채선
별기를 개량하여 표면이 변색된 밤을 선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밤의 원료 투입 시점부터 크기 선별 및 포장까지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 
중에 있으나 온라인 상태에서 내부 결함이 있는 밤을 선별하는 기술은 아직 보고
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밤의 구조를 살펴보면 바깥쪽의 단단한 외부 껍질과 떫은맛의 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내부 껍질, 그리고 내부의 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렇게 
이중으로 둘러 쌓인 껍질로 인해 타 과실에 비해 비파괴 선별기술을 적용하기 어
려운 면이 있다. 밤의 내부 품질을 비파괴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결과
를 살펴보면, Liu 등(2011)은 미박피 밤과 박피 밤을 상으로 833 nm ~ 2500 
nm의 근적외선 영역에서 측정한 투과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밤의 SSC(soluble 
solids content, °Brix)를 예측하는 PLSR(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모
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박피 밤의 경우 모델의 예측 및 검증 결정계수는 각각 
0.90 및 0.86으로 나타났고, 미박피 밤의 경우 각각 0.89 및 0.59로 나타나 근적
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밤의 SSC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Zhou 등(2011)은 근적외선 분광법에 의해 곰팡이로 오염된 밤을 검출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 근적외선 투과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내부에 곰팡이 결함이 있
는 밤을 92% 정도 검출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Wang 등(2011)은 근적
외선 영상을 획득하여 역전파 신경망 분석을 통해 충해구멍이 있는 밤을 100% 
선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결과에 의하면 근적외선 분광법 또는 근적외
선 영상을 이용하여 밤의 내부품질이나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밤의 개체 하
나 하나를 상으로 스펙트럼과 영상을 획득해야 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들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개체를 이동시키며 스펙트럼 또는 영상을 획득하는 장치 개발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산업화된 등급 선별기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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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과실류의 비파괴 품질판별기술 개발이나 연구에 비교할 때  밤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세계 밤 총 생산량은 값싼 중국산 밤이 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국내 밤
의 품질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공기술 개발
과 함께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면, 밤 산업은 내수시
장 뿐 아니라 수출에 있어서도 향후 고부가가치를 지닐 산업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밤의 내부품질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 및 포장 시
스템의 개발에 있다. 이를 위해서 밤의 등급 표준을 재정비하고 내부 품질에 이
상이 있는 결함과를 선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기존의 과실선별에 적용되고 있는 비파괴 선별기술들을 이용하여 밤의 내부 
품질을 예측하고 선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가능성을 구명하고, 온라인 선별 시스
템을 구축하여 실제 이송상태에서 선별 실험을 수행하고 산업화 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가시/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밤의 투과 및 반사 스펙트럼을 획득하고 이
를 이용하여 밤의 SSC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한다.

2.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내부결함이 있는 밤을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3. 밤의 내부 결함을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결함과를 변색 밤과 
충해 밤으로 규정하고 가시/근적외 영상을 획득하여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알
고리즘을 개발한다.

4.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송상태
에서 결함과를 검출 및 배출할 수 있는 선별 시스템을 개발한다. 개발된 시스
템의 선별 알고리즘의 정확도 및 구축한 시스템의 실용화 가능성을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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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 구 사
  국내외에서 밤에 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주로 이화학적 성분 
분석이나 저장방법, 박피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왔다. 밤 이외에 소비
자들이 선호하는 농산물인 사과, 토마토, 배, 수박, 메론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파괴 계측 기술을 이용한 내부 품질 계측 연구들이 시행되었으나 밤의 내부 품
질 예측에 관한 연구는 2010년에 들어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2.1. 밤의 이화학적 특성

  신선한 밤은 Table 2-1과 같이 식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100 g 당 략 
200kcal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는 다른 견과류들에 비하면 적은 편에 속한
다. 다른 식물성 식품과 마찬가지로 밤 역시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이 거의 없고 존재하는 지방들은 거의 불포화 지방산이며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밤은 감자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전분을 가지고 있으며, 
sucrose, glucose, fructose와 같은 당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적은 양이지만 
stachyose, raffinose를 함유하고 있다. 또한 밤은 견과류 중에 유일하게 
vitamin C를 함유하고 있으며, 100g 당 40 ㎎ 의 vitamin C를 포함하고 있다.

Table 2-1 Ingredients in 100 g chestnut

Energy 820kJ (200kcal)

Carbohydrates 44 g
Sugars 11 g
Fat 1.3 g
Protein 1.6 g
Vitamin C 40 ㎎
Iron 0.94 ㎎
Potassium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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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익기 시작하면 과육은 거의 전분 상태이며, 높은 수분 함유량으로 인해 
단단해지게 된다. 밤이 성숙되면 전분은 천천히 당으로 바뀌게 되고 수분 함유량
은 줄어들게 된다. 이 때 밤의 외피는 팽팽한 상태가 아니며, 과육과 외피 사이
에는 약간의 공간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밤은 익혔을 때 vitamin C 의 함유량
은 40%까지 줄어들게 된다. 신선한 밤은 수분이 무게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저장 과정 중에 증발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USDA Nutrient 
Database, 2011).
   박 등(1982)은 밤 전분의 성상, 호화 양상, 전분 겔의 노화에 한 연구를 수
행하였고, 주 등(1995)은 밤 전분 및 전분 겔의 성질에 관한 연구로 아밀로오스 
함량, X 선 회절도, 팽윤력, 용해도, 전분 겔의 견고성 및 응집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등(1990)은 도토리와 밤 전분의 이화학적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한 바 있
으며, 김 등(1995)은 밤 전분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텍스처 특성에 하여 분석
하였다. 이 등(1982)은 밤의 과육에서 유리지질 및 결합지질을 추출하여 조성 및 
구성 지방산을 분리 정량하였고, 이 등(1983)은 밤 지질의 중성지질, 당지질 및 
인지질의 구성 지질과 구성 지방산을 분석하였다. 밤 과육 표면의 갈변화를 방지
하기 위한 방법에 해 조 등(1988)이 연구 하였으며, 오 등(1987)은 퍼록시다아
제를 분리 정제한 바 있다. 하 등(1982)은 밤의 동결 건조 시 무기질, 지질 등의 
변화를 보고하였으며, 신 등(1981)은 밤 가공 시 열처리 방법이 과육의 성분에 
미치는 영향에 하여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내부성분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
이 수행되었다.

 2.2. 밤 등급 표준 및 현행 선별 기술

  표준규격화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품을 선별 및 등급화하고, 일정한 포장단
위로 포장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간략하게 표준화, 규격 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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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표준규격의 내용에는 포장규격, 크기 규격과 등급 규격을 포함하게 되
는데, 일반적으로 규격출하나 규격거래는 주로 포장의 규격화와 관련하여 사용하
는 경우가 많아서 용어 사용에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포장 규격화에는 
포장의 단량별 크기 규격과 외부표시 사항의 표준화가 포함되며, 등급화에는 상
품의 크기기준과 품질기준에 의한 선별이 포함된다.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밤
의 표준 크기 규격은 Table 2-2와 같이 중량과 크기, 두 가지가 있지만 현장에
서는 크기 위주의 선별만을 하고 있고, 사용되는 선별기기도 크기 선별만 운영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2 The current standard for chestnut sizing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XL L M S

Weight of intact chestnut (g) Over 25 16~25 13~16 Under 13

Diameter of peeled chestnut (mm) Over 38 33~38 27~33 Under 27

  현재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밤 선별 및 포장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충남 공
주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밤 종합유통관리센터인 정안 밤 산지종합유통센터와 부
여에 위치한 밤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밤 선별 및 포장 공정에 한 현황조사
를 실시하였다. 두 곳 모두 다공철판으로 제작된 드럼식 선별장치를 중심으로 원
료투입, 세척, 인력선별, 크기선별, 계량 및 포장, 저장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시
스템을 사용하였고, 1일 처리량은 12톤 정도였으며, 략 14인이 투입되어 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별 투입인원을 보면 밤 투입부에 1인, 세척 및 선별
에 7~8인, 선별된 밤 계량 및 포장에 3~4인, 운반 및 저장에 1~2인이 소요되고 
있었다. 
  병해충과, 기형과, 부패과 등 비상품과를 제거하기 위한 육안 선별작업에 8인 
정도의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Fig. 2-1) 문제점이 있으며, 현행 선별 시스템은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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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경을 중심으로 한 크기 선별만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 표기사항에 특
, , 중, 소의 크기 구분만 표시되고 있다. 그리고 밤 투입 시 통상적으로 40

㎏ 마  포장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노동 강도가 매우 높고 인력에 의존하므로 
작업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2-1 Manual sorting for discolored and worm-eaten chestnuts.

  현재 사용되는 표준 선별 시스템인 회전식 드럼선별기 자체는 분리 효율성이 
좋고 단 시간에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는 있으나 밤 크기별로 선별한 후 수집하
는 단계에서 인력에 의한 포장작업이 비능률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
고 선별되어 배출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 번의 낙하에 의한 충격과 특히 
높이 1.8m 이상에 설치되어있는 회전하는 드럼을 통과하면서 밤과 밤의 마찰 및 
밤과 드럼의 마찰로 인하여 밤 표면이 손상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소비
자가 밤을 구매할 시 외관 품위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쉬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밤 선별 및 포장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문
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품질선별이 가능
한 현 화된 새로운 밤 선별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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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농산물 내부 품질 예측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내부 결함이 있는 상품을 검출하기 위한, 산업화가 가능
한 기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시도되는 방법이 바로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
는 것이다. 미국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Karl 
Norris에 의해 1963년에 개발된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은 곡류나 종자의 수분측정
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700~2400 nm의 근적외선 역
에서 투과스펙트럼을 얻은 것이 최초였는데, 이후 농산물의 품질 검사 분야보다 
식품이나 의약, 화학 분석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성분의 정성, 정량 
분석법의 한 분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회귀모델과 같은 통계 기법과 컴
퓨터 처리 속도의 향상으로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농산물의 내부 품질 인자
를 예측하거나 내부 부패와 같은 결함이 있는 농산물을 선별하는데 널리 이용되
고 있다. 특히 비교적 정밀하지 않은 단점에도 가격이 싸고 온라인 선별라인에 
장착하기 쉬운 이점 때문에 산업화되어 배, 사과, 수박, 감귤, 멜론, 토마토 등의 
비파괴 선별에 활용되고 있다.
  비파괴 측정과 관련한 분광기술은 1970년에 들어와 곡류의 품질판정에 응용되
어 밀의 단백질 함량이나 전분 함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개발되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밀의 공인된 성분분석기로서, 일본에서는 벼 식미계로서 활용되
어 왔다. 청과물의 내부 품질을 비파괴적으로 평가하는 기술로서 1980년  말에 
복숭아의 당도를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판정하는 광센서가 일본에서 개발된 이후
로 실제 선별장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최근 행해진 연구들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Vega 등 (2013)은 사과의 400~1100 nm 역의 투과 스펙트럼을 이용
하여 SSC와 산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고 10% 내의 오차로 예측 가능하
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Zhang 등(2013)은 mandarin의 SSC를 예측검정오차 
0.71 °Brix 로 예측할 수 있는 PLS 모델을 350~1800nm 파장 역의 투과 스펙
트럼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Tian 등(2012)은 멜론의 SSC 함량 예측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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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350~1000 nm 파장 역의 투과 스펙트럼을 이용하였고, Peng 등(2011)등은 
감의 SSC 예측을 위해 570~1848 nm의 투과 스펙트럼을 이용하였다. 
  밤에 한 연구로 Liu 등(2010)은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밤의 내부부패 
정도 예측을 시도하였고 이후 밤의 SSC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PLS 모
델의 예측 성능을 보면, 미박피 밤보다는 박피 밤의 예측 결과가 좋다고 보고하
였고 그 때의 검증식 모델의 결정계수(R2)는 0.59로 나타나 정밀도는 높지 않지
만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 연구들이 과실의 내부 
품질 인자와 관련된 성분을 예측하기 위해 분광학적인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Table 2-3은 PLSR(Partial linear square regression)를 활용하여 다양한 과실
의 내부 품질 예측에 적용된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Table 2-3 Researches related to estimation of internal qualities of farm 
products by using spectroscopic method

Year Methods Samples Measurement
Items

Wavelength
(nm)

1997 Reflectance Apple Sugar 860-1078
1998 Transmittance Orange Acidity 700-1000

1999 Image processing,
Absorbance Apple Sugar, Shape,

Color 770-1070

2000 Transmittance Apple Sugar, Acidity 550-1100
2002 Reflectance Peach Sugar 654-1052
2002 Reflectance Kiwifruit SSC 300-1140
2004 Transmittance Mandarin Sugar, Acidity 650-955

2004 Transmittance Mandarin Maturity,
Internal defect 650-955

2007 Reflectance Apple SSC 700-2100
2008 Absorbance Pear SSC and firmness 600-1800
2010 Absorbance Grapes SSC and pH 340-1100
2010 Transmittance Kiwifruit SSC and pH 400-1000

2013 Transmittance
Reflectance Chestnut SSC 3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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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핵자기공명기술을 이용한 농산물의 내부 품질 판별

  핵자기공명 분광법(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핵들의 핵 스핀 각운동량과 그와 수반되는 자기모멘트와 관련
되어 있다. 스핀각운동량을 지닌 원자핵은 작은 자석처럼 행동하는데 이에 외부
의 강한 정향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핵스핀들은 열평형상태에서 핵스핀들은 이
들 Zeeman 준위에 Boltzmann 통계에 따라 분포하게 된다. 이때 외부 자기장과
의 직각방향으로 진동하는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핵스핀 준위 간에 전이가 일
어나서 특유의 감응(response)를 나타내는 이를 통해 핵스핀계의 여러 가지 정
보를 알아내는 학문이 바로 핵자기공명 분광법이다. 최초의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signal을 관할하였던 Purcell과 Bloch 교수는 공명 신호
를 관찰하는 동안에도 진동 자기장을 중단 없이 걸어주는 CW(continuous 
wave)법을 사용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Hahn에 의해 고안된 펄스 NMR법은 강한 
외부 진동 자기장을 아주 짧은 시간만 걸어주고 반응을 조사하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CW법보다는 펄스 NMR 방법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의학 분야에서 질병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주로 발달한 핵자기 공명의 특성
을 이용하는 NMR 기술은 X-ray, CT와 함께 강력한 비파괴 품질평가 기술로 알
려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핵자기공명 기술을 이용한 농축산물에의 적용연구는 
1950년부터 과실의 내부 생리변화를 검사하는데 사용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 전자, 컴퓨터 공학 등의 발전과 함
께 자기공명영상 관련 장비들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산물의 선별 및 식품의 제
조공정에의 온라인 센서로서 활용이 시작되고 있다(김성민, 1999). 이밖에도 사
과, 오렌지, 배, 감 등과 같은 직접 먹을 수 있는 과실류의 숙성을 모니터링하고 
내부 주요 성분 및 조직을 관찰하는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이 밖에도 올리브, 
치즈, 토마토 등의 조미 식품과 관련된 연구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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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연구를 살펴보면 Cho 등은 1991년에 과실의 sugar content를 핵
자기 공명 신호를 분석하여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1995년~1997년에는 
Chen, Goodman, Belton 등은 각각 아보카도, 딸기, 사과 주스의 당도, 숙도, 
원산지 등의 정보를 NMR 신호 분석을 통해 예측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2000
년도 초반에 들어서는 고자장 NMR 장비를 이용하여 molecular structure 
(Fang et al., 2001)를 찾고 사과의 미세 갈변 여부를 판단하고 (Gonzalez et 
al., 2001), 과실 혹은 과실 주스의 온라인 품질 측정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
다. 그리고 2000년  후반 들어서는 NMR 신호를 3D로 해석하는 MRI 기술과 접
목되고 좀 더 정밀도가 높은 고자장 기술이 개발되어 이를 활용한 과실내부 변화
에 한 꾸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롭게 온라인 품질 측정 센서로 이용
하기 위한 저자장, 고속 측정용 NMR 장비를 활용한 연구도 진행되기 시작하였
다. 아직까지는 NMR 관련 장비의 가격이 높은 편이라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저
자장 장비를 활용한 산업화로의 활로를 꾀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기 시작한 것이
다. Tu 등은 2007년에 CPMG 신호를 분석하여 얻어낸 T2시간을 이용하여 토마
토의 firmness를 예측 가능함을 보고하였고, Zhang 등은 2013년도에 석류의 저
장기간기 길어짐에 따라 NMR 신호를 분석하여 T1, T2 시간이 변화됨을 관찰 하
고 T1/T2를  활용한 CA 저장 조건을 제어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
였다. 이 밖에도 NMR 신호분석을 이용한 과실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력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단층 영상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을 지
닌 MRI는 그 기기 및 관련 영상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1970년  후반부터 영국
의 에버딘 학과 노팅엄 학에서 연구 개발하여 응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CT(computed tomography)에 비해 다양한 장점이 있어 의학적인 쓰임 이외에
도 농산물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거나 특정 화학적 성분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
고 있다. 핵자기 공명을 이용하여 얻은 신호를 영상화하는 기법이므로 자기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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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술은 NMR 신호 분석을 이용한 연구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최근에 이
루어진 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Musse 등(2009)과 Zhang 등(2012)의 저
장 기간 동안 토마토 내부 조직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에서 MR 영상을 활용하여 
내부 미세 조직이 변화되는 것을 관찰하였고 Zhang 등(2012)은 석류 내부에 발
생하는 black heart를 MR 영상을 통해 선별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2.5. 가시/근적외 영상 처리를 통한 농산물 외관 품위 판별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표면에 나타난 결함 검출 연구에서 결함의 색상이 건전
한 표면의 색상과 유사한 경우에 컬러 영상으로 검출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적외 파장 역(780~1100 nm)에서의 광학 특성에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Molto 등(2002)는 오렌지의 결함의 검출을 한 의 
컬러 카메라와 750nm의 파장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카메라를 동시에 구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Bayesian 판정 모델을 이용하여 결함을 94% 정도로 구분해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Kim 등(2000)은 사과의 각종 표면결함의 분광반사 특
성을 조사한 다음, 반사율의 차이가 큰 특정 역의 필터영상을 획득하고 이들 
필터 영상 또는 이들 영상의 차(또는 비)를 이용하여 결함을 검출하는 연구를 수
행한 바 있다. 2 의 흑백 카메라, 1개의 광분할기, 2개의 근적외 광학필터(720, 
970 nm)로 구성되는 카메라 장치를 구성하여 720 nm 필터 영상에서 병반을, 
970 nm 필터영상에서 타상과 자상을 검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병
반 검출율은 77～93%, 타상과 자상의 검출율은 65% 정도였으며, 조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사과의 꼭지와 꽃받침부분이 병반 또는 타상으로 인
식되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는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광범위한 범위의 파장 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초분광 카메라
(hyperspectral camera)를 이용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Yongliang 
등 (2005)은 오이 표면의 good, smooth, 그리고 chilling-injured skin등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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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초분광 카메라를 통하여 획득한 영상 중 700nm에서 850nm까지의 근적외
선영상들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는 근적외선 영역 의 두 
영상의 비율 영상()과 초분광 카메라를 통하여 획득한 영상에

서 733nm에서 848nm사이의 스펙트럼에 해서 PCA(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chilling-injured skin에서 sound skin을 90% 
이상의 구분해 낼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Lee 등(2008)은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
하여 후지사과의 가시 및 근적외선 영역의 사과 스펙트럼과 근적외 필터 영상을 
획득하고 선택된 밴드의 비와 차를 이용하여 표면 결함을 찾아내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그 결과 670nm의 영상과 684nm의 영상의 비를 이용할 경우 91%, 
828nm의 영상과 734nm의 영상의 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79%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고 두 영상의 비를 이용한 결함판별이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결함 
검출에 사용한 파장이 가시광 역의 영상이기 때문에 색상이 다른 사과에 한 
적용가능성은 추가 실험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과실의 표면
결함을 판정하는 경우 가시광 영역 의 영상만을 사용할 때보다 근적외선 영상을 
이용하면 신속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거나 높은 정밀도를 얻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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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밤의 비파괴 내부 품질 계측 기술 개발

 3.1. 분광스펙트럼을 이용한 밤의 SSC 예측 모델 개발

  3.1.1. 서 언

  과실의 내부 품질을 측정하는 초기 연구에서는 반사광이나 투과광을 분석하여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투과광보다는 반사
광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는 반사광의 측정이 투과나 흡수방법 측정보다는 쉽고 
측정 장치의 구성 및 설계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사광의 해석은 과실의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과실의 품질을 측정하기에
는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반면 투과광의 해석은 최근 전기전자 기술의 발
전으로 과거와는 달리 그 측정이 쉽고 장치 구성이 쉬어져 최근에는 수박, 토마
토, 사과 등의 주요 과실의 당도를 예측하는 산업화 장비로의 구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많은 과실에 투과 및 반사 스펙트럼을 획득하여 과실의 내부 
품질 인자를 예측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산업화된 선별 시스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밤의 내부 품질을 예측하는 연구로 최근 진행된 근적외 영역 투
과 및 반사 스펙트럼을 이용한 연구에서 Liu 등(2011)은 833~2500nm의 스펙트
럼을 이용하여 밤의 SSC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가능하고, 박피 밤이 미
박피 밤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밤 내부에 곰팡이에 의
한 피해를 Liu 등(2010)은 1818~2085nm의 근적외 영역 반사 스펙트럼을 분석
하여 92.8% 이상의 선별 성능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또한 Zhou 등(2009)은 
인공신경망 분석을 통해 92.3% 이상으로 곰팡이 피해를 입은 밤을 선별 가능하
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실험실 단위에서 
진행되어 산업화나 온라인 선별 시스템에 장착을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아니
라 이송 중인 밤에 개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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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밤의 주요 내부 품질 인자인 SSC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기 위해 앞에서 고찰한 논문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가시광/근적외선 분광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박피 밤과 미박피 밤을 상으로 투과 및 반사 스
펙트럼을 획득하고 온라인 선별 시스템에 장착이 가능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3.1.2. 이론적 배경

  빛은 전자파의 일부로서 자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자외선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자외선은 생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실생활에서 살
균 소독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 역으로 이는 물체의 표면에 반사되는 파장 역에 해당하는 색상을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역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면 물체의 색상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물체의 색상과 관련 있는 인자를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
게 해준다. 가시광선 영역은 일반적으로 390~780nm 파장 구간을 말하며 이 
역에서 흡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다전자 원자(polyelectron)의 전자에너지 준
위는 Fig. 3-1과 같다. 보어 원자로부터 설명되는 n은 주요에너지 레벨(n = 1, 
2, 3, n)을 의미한다. Fig. 3-1에서 나타난 에너지 준위의 높이는 1s → 2s → 
2p → 3s ...의 순서로 높아진다. 그림에 나타난 간격과 같이 2p와 2s 준위 사이
의 에너지 차이는 2s와 1s 사이의 에너지 차이보다 작고 이런 원리는 2s → 2p
로 1s → 2s로 내려갈수록 에너지 준위 간에 전이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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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chematic of the energy levels of 
poly-electronic atom (Bohr’s  atom).

  적외선처럼 타 역보다 긴 파장의 복사선이 원자에 투사되면 이 영역에서 광
자가 소유한 에너지는 작아서 원자는 3d → 4p이 변화와 같은 가장 약한 전자 
전이도 일으키지 못하게 되어 원자는 이런 광자들을 흡수하지 않고 통과시키게 
된다. 죽, 원자는 한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에너지 준위로 전자 전이를 일으키는
데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만을 흡수하게 된다. 반면 가시광선 영역부터는 
광자가 3s → 4p 전자 전이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므로 원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전자가 3s → 4p 전자 전이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와 해당하는 진동수의 광자가 원자로 흡수되게 된다. 그리고 가시광 영역에서는 
2s → 2p 또는 1s → 2s와 같은 전자 전이는 일어나지 않는데 이는 이들 전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시선 영역의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필요하
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적외선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700~2500nm 역의 빛을 의미하고 가
시광 영역에 비해 좀 더 파장이 커서 물질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는 양이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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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시광 영역에 가까운 근적외선 영역의 빛은 주로 
중적외선에서 유래되는 -CH, -OH, -NH의 작용기 분자진동의 결합 와 배음
로 흡수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전자기복사선을 측정 

상물에 조사한 후 투과 또는 반사된 스펙트럼을 해석하여 측정물의 물리적 화
학적 정량, 정성분석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적외선의 특징은 물질을 투과
할 때 파장이 길어질수록 흡광도는 증가하고 역폭(band width)과 경로 길이
(path length)는 감소한다.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근적외선에서 가시광선 파장

역으로 갈수록 경로길이 및 역폭은 증가하고 흡광도가 작아지므로 시료의 전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산란율이 작아 물리적인 영향을 적게 받고 흡광도가 
작기 때문에 다량의 주성분에 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근적외선에서 
중적외선으로 갈수록 흡광도 및 산란율이 증가하고 경로길이와 역폭은 감소하
므로 미량의 성분을 포함한 시료도 분석이 가능하지만 물리적인 영향을 크게 받
는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 역은 그 물질에 포함된 특정 성분의 작용기가 
그 파장에서 진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질의 화학적 성분의 조성에 따라 다르
다. 따라서 적절한 파장의 근적외선을 이용할 경우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선택
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근적외선은 그 외의 적외선 영역과 비교할 때 여러 장점이 있다. 먼저 중적외
선의 경우 침투　깊이가 수 ㎛이지만 근적외선은 수 ㎜이므로 침투 깊이가 깊은 
편이다. 그리고 흡수 밴드의 폭이 커서 해당 주파수의 이동으로 인한 측정오차가 
적고 추출, 박편, 필터링 등의 시료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
리고 결정적으로 광학 장비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측면 때문에 산업화에 
이로운 장점이 있다. 한편, 근적외선은 특정 분자 결합의 정보가 아닌 복합된 
여러 분자의 결합 정보를 가지고 있어 갖는 단점이 있다. 이는 흡광 스펙트럼
은 서로 다른 여러 분자들의 복합적인 흡수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분자 
결합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역을 찾기 어려워 흡광 스펙트럼의 해석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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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과 같은 분자 결합을 갖는 유사한 화합물의 스펙트럼 역이 겹쳐져 원하는 
분자 결합만의 특성을 해석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예측 모델 개발에 있어서도 
검량식 모델 작성을 위해서 많은 시료를 상으로 한 스펙트럼 데이터가 필요하다. 
근적외선 역은 위와 같이 스펙트럼의 분석과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한 
시료의 전처리 없이 신속하고 비파괴 및 비접촉 방식으로 상 시료의 정량적인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비파괴 내부 품질측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
다.

 3.1.3. 재료 및 방법

  3.1.3.1. 공시 재료

  가시광 및 근적외선 영역의 반사 및 투과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밤의 주요 품질 
인자인 SSC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실험에 사용한 밤은 국내에서 가장 많
이 유통되고 있는 네 가지 품종을 상으로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SSC 
측정에 사용한 품종은 삼조생(183개), 옥광(135개), 보(230개), 은기(140개)였
다. 삼조생 품종 시료는 공주에서 2010년 10월에 수확된 냉장 저장 되지 않은 
샘플을 직거래로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세 품종은 비슷한 시기에 수원에
서 수확하여 2달 정도 냉장 저장되어 있던 샘플을 국립산림과학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였다. Table 3-1에 나타난 실험 시료들은 4가지 품종의 기초적
인 물리적 성질로 품종 간에 무게, 밀도 등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저장 기간과 
품종에 따라 SSC 분포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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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Weight(g) Density(g/cm2) SSC(°Brix)

Samhoseng 25.74±3.69 1.11±0.07 16.61±2.48

Okkwang 20.94±2.34 1.07±0.02 25.47±1.89

Daebo 20.15±1.99 1.07±0.02 22.85±2.95

Enki 23.50±2.68 1.04±0.02 20.11±2.76

Total 21.87±3.83 1.06±0.04 21.14±4.14

Table 3-1 Weight, density, SSC distribution of chestnuts by species 
(mean±standard deviation)

  3.1.3.2. 실험 및 데이터 획득 방법

  데이터 획득과 분석을 위해 Fig. 3-2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에 사용한 냉장 보관된 밤은 상온에서 2시간 이상 상온에서 템퍼링하여 밤 조직
의 온도를 상온에 맞추어 주고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마른 거즈로 제거하였다. 그
리고 무게 측정을 한 후 미 박피 상태의 밤의 투과 및 반사 스펙트럼을 측정하였
다. 부피는 1차 증류수를 이용한 물 치환법으로 측정하고 부피가 측정된 밤은 표면
에 있는 물을 닦고 껍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박피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이 박피된 
밤은 다시 투과 및 반사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두 부분으로 절단하여 절
반은 SSC 측정에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수분함량측정에 이용하였다. 밤의 SSC
는 박피된 밤의 절반을 가정용 그라인더로 분쇄하고 짜낸 즙을 digital 
refractometer(PR-101, ATAGO Co.,Ltd.)로 측정하여 획득하였다. 나머지 절반은 
1mm 이내 두께로 세절하여 drying oven(C-DHD2, Chang shin scientific co.)
에서 수분이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인 105℃에서 6시간 동안 건조를 진행하여 Eq. 
(3-1)과 같이 습량기준 함수율(MC w.b., %)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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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Procedure to measure experimental factors for 
development of PLSR model to predict soluble solid content of 
chestnuts.

  --------------------- Eq. (3-1)

여기서  = 건조 전 시료 무게

        = 건조 후 시료 무게

  밤의 분광 스펙트럼은 Table 3-2에서와 같이 측정파장 역이 서로 다른 세 의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Table 3-3, 4의 측정 조건에 따라 미박피와 박피 상태 밤
의 투과 및 반사 스펙트럼을 각각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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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Specifications of spectrometers

ColorMate USB2000 CDI NIR-128L

Manufacture SCINCO Ocean Optics Control Development Inst.
Wavelength 270nm-1000nm 520nm-1186nm 904nm-1700nm

Light Xenon lamp Tungsten-halogen Tungsten-halogen

Table 3-3 Chestnut samples by variety and spectrometers to measure 
transmittance and reflectance spectra

Species Description
Transmitance Reflectance

Sample 
numbers

Spectrometer
Sample 

numbers
Spectrometer

Samhoseng
Intact 183 CDI-NIR 183 ColorMate

CDI-NIR
Peeled 100 CDI-NIR 183 ColorMate

CDI-NIR

Okkwang
Intact 0 - 135 ColorMate

CDI-NIR
Peeled 0 - 135 ColorMate

CDI-NIR

Daebo

Intact 90 USB2000 230
USB2000

ColorMate
CDI-NIR

Peeled 90 USB2000 230
USB2000

ColorMate
CDI-NIR

Enki

Intact 20 USB2000 140
USB2000

ColorMate
CDI-NIR

Peeled 20 USB2000 140
USB2000

ColorMate
CDI-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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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Setting conditions of spectrometers to measure spectrum data

Spectrometer Sample
Description

Transmittance Reflectance

integration 
time(ms) average boxcar integration 

time(ms) average boxcar

USB2000
Intact 2000 1 5 500 3 5
Peeled 300 1 5 490 3 5

CDI-NIR
Intact 3000 1 - 1000 3 -
Peeled 1000 3 - 1000 3 -

  투과 에너지 스펙트럼은 Fig. 3-3(A)와 같이 3개의 1000w 할로겐 램프를 광원으
로 사용하는 암실을 제작하여 박피 및 미박피 상태의 시료를 상으로 획득하였다. 
가시광영역의 파장 역을 포함하는 520~1186nm의 투과 스펙트럼은 USB2000을 
이용하여 획득하고 근적외선 영역의 파장 역을 포함하는 904~1700nm의 투과 스
펙트럼은 CDI NIR-128L을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반사 스펙트럼은 Fig. 3-3(B)와 
같이 구성된 적분구를 통하여 획득하였다. USB2000, CDI NIR-128L은 광원으로 
tungsten-halogen lamp(LS-1, Ocean Optics)을 사용하였고 ColorMate로는 내
장된 광원을 활용하여 미박피 밤의 갈색 부위 직경 10mm 정도 영역과 박피 밤의 
직경 10mm 정도 영역을 상으로 가시 및 근적외선 역의 반사 스펙트럼을 획득
하였다. 이러한 측정 조건은 추후 개발된 모델이 온라인 선별 시스템에서 한 채널
을 담당할 것을 고려하여 밤의 자세는 물리적인 외부 힘을 가하지 않고 안정된 자
세로 반사 스펙트럼이 획득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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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Experimental apparatus to measure the transmitted 
energy spectra(A) and reflectance spectra(B) from chestnut.

 3.1.3.3. 스펙트럼 전처리 및 PLS 모델 개발

  획득된 밤의 투과 및 반사 스펙트럼에 들어 있는 수분, 무게, SSC의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파장별 상관 계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펙트럼을 통한 SSC 예측을 위
해 스펙트럼 분석소프트웨어 Unscrumbler(Camo Software AS, v9.7, Norway)
를 사용하였으며, PLSR(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분석법을 사용하여 검
량식을 개발하였다. NIPALS(nonLinear iterative partial least squares) 알고리즘
을 이용한 PLSR은 주어진 데이터의 주요인자 값에 따라 고농도의 스펙트럼과 저농
도의 스펙트럼에 각기 다른 가중치를 갖게 하는 기법이다. 이는 다른 회귀분석방법
보다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델 개발하기에 
앞서 모든 스펙트럼은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측정기기와와 실험 환경으로부터 유입
된 노이즈를 제거하고 산란의 효과를 보정하고자 하였다. 전처리 기법으로는 Eq. 
(3-2)와 같이 스펙트럼의 평활화를 위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Eq. (3-3)
에 나타난 MSC (multiplicative scattering correction)기법을 사용하여 i 파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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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보정된 새로운 스펙트럼 값을 구하여 산란 보정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 의 변화를 강조할 수 있는 1차 미분 전처리는 
Savitzky-Golay 방법을 이용하였다.

 
 
 



   ----------------------------------- Eq. (3-2)

여기서 s = 2n+1, 평활화 간격

 

    --------------------------------- Eq.  (3-3)

여기서 y =     

  품종별로 미박피 및 박피 상태에서 측정된 투과 및 반사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검량
식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Calibration 및 validation 결과는 Eq. (3-4~7)과 같이 
결정계수(RC

2, RV
2)와 RMSEC(root mean square error of calibration), 

RMSEP(root mean square error of prediction)로 각각 나타내었고, 측정 상 성
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에 한 상 오차를 나타내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로 개발된 모델을 평가하였다. 예측 성능이 우수할수록 CV 값은 
작아지므로 서로 다른 시료 혹은 한 시료에 해 다양한 스펙트럼이 획득된 경우 
모델 평가에 적합한 지표이다.

 


 



  



 



  


   -------------------------------- Eq. (3-4)

 





 



  


  -------------------------- Eq.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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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q. (3-6)

     ----------------------------- Eq. (3-7)

여기서  = 측정된 y 값 

        = 회귀 모델에 의해 예측된 y 값 

        = y 의 평균 

        = y 의 표준편차

        n = 모델 개발을 위한 시료 수
             m = 모델 검증을 위한 시료 수

 3.1.4. 결과 및 고찰

  3.1.4.1. 스펙트럼과 밤의 무게, SSC, MC와의 상관관계

  스펙트럼을 이용한 밤의 SSC 예측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기에 앞서 밤 개체의 
무게, SSC, MC가 스펙트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은기 품종의 박피 밤을 이용하여 270~990 nm 영역에서 측정한 반
사스펙트럼을 상으로 전처리를 하지 않은 반사스펙트럼 값과 무게, SSC 및 
MC와 각 파장에서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Fig. 3-4와 같이 나타났으며, 1차 미분
한 스펙트럼 값과 이들과의 상관관계는 Fig. 3-5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상관계수 값은 –0.5 ~ +0.5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SSC와 MC의 상관계수 그
래프가 칭으로 나타나며 피크부분의 파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SSC와 MC가 특정 파장영역에서 반비례관계를 나타내지만 흡
수 피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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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Correlation spectra between the raw reflectance 
spectrum values vs. weight, SSC, and MC of peeled 
chestnut of Enki variety in wavelength range of 270 nm 
to 990 nm.

Fig. 3-5 Correlation spectra between the 1st derivative 
spectrum values vs. weight, SSC and MC of peeled 
chestnut of Enki variety in wavelength range of 270 nm 
to 990 nm.

  마찬가지로 은기 품종의 박피 밤의 근적외영역(900~1700 nm)의 투과 스펙트
럼을 상으로 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1차미분한 스펙트럼 값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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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의 무게, SSC 및 MC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Fig. 3-6, 3-7). 반사
스펙트럼에 비해 전반적으로 절  상관계수 값이 작게 나타났으며 SSC와 MC의 
상관계수 그래프는 반사스펙트럼에서와 같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Fig. 3-6 Correlation spectra between the raw transmittance 
spectrum values vs. weight, SSC, and MC of peeled chestnut of 
Enki variety in wavelength range of 900 nm to 1700 nm.

Fig. 3-7 Correlation spectra between the 1st derivative spectrum 
values vs. weight, SSC and MC of peeled chestnut of Enki 
variety in wavelength range of 900 nm to 17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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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2. 밤의 투과 에너지 스펙트럼을 이용한 SSC 예측

  구축된 스펙트럼 획득 시스템을 활용하여 USB2000과 CDI-NIR로 획득한 미박피 
밤과 박피 밤의 투과 에너지 스펙트럼은 Fig. 3-8과 같다. 밤은 개체 특성상 투과에
너지 양이 극히 작아 강한 광원으로 상 적으로 높은 integration time으로 획득해
야만 그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얻은 스펙트럼이라 할지라도 에너지 준
위가 낮은 편이고 노이즈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 3-8에 의하면 미박피 밤이든 박피 밤이든 개체 간에 파장별 투과에너지의 차
이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박피 밤의 경우 밤의 크기, 껍질의 특성 등에 따
라 개체 사이에 투과 에너지 스펙트럼의 강도와 모양이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투
과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내부 성분을 예측하는 검량식을 개발할 경우 이와 같은 물리
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박피 상태
에서와 박피 상태에서는 가시광 영역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만 근적외선 영역에
서는 비슷해 그래프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내부 성분을 예측 하는 데는 밤 
껍질에 영향을 크게 받는 가시광 영역 보다는 근적외선 영역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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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Features of transmittance energy spectra; (a) Intact chestnuts with 
USB2000, (b) Peeled chestnuts with USB2000, (c) Intact chestnuts with CDI-NIR, 
(d) Peeled chestnuts with CDI-NIR.

  투과 에너지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SSC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한 결과 Table 
3-5에서처럼 삼조생 품종의 경우 미박피 밤의 RMSEP가 1.85 °Brix, 박피 밤의 
RMSEP가 2.01 °Brix로 나타나 미박피 밤을 상으로 당도를 예측하는 것이 예
측오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MSEP의 크기를 살펴보면 근적외선 역
을 이용할 경우가 가시광 역을 이용할 때보다 예측오차가 상 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오차의 CV값이 9.3～10.7%로서 정확한 당도 
값을 예측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당도를 2~3등급 정도로 선별하는 데는 사용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온라인 선별기에 적용을 위해서는 개체별 정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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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 가능한 모델 개발과 품종별로 다른 모델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5 PLSR results to estimate SSC of chestnut with transmittance energy 
spectra by species

Species and 
spectrometer

Prepro
cessor

Intact Peeled

RC
2 RMSEC

CV(%)
RC

2 RMSEC
CV(%)

RV
2 RMSEP RV

2 RMSEP

Daebo + Enki
USB2000

(520nm-1186nm)

O
0.30 1.95

10.0
0.42 1.68

9.3
0.21 2.11 0.25 1.95

X
0.60 1.47

9.3
0.29 2.02

10.7
0.31 1.95 0.16 2.25

Samjoseng
CDI-NIR

(904nm-1700nm)

O
0.67 1.54

9.5
0.65 1.68

10.4
0.51 1.90 0.48 2.07

X
0.70 1.50

9.3
0.65 1.68

10.1
0.54 1.85 0.50 2.01

  3.1.4.3. 밤의 반사 스펙트럼을 이용한 SSC 예측

  ColorMate, CDI NIR-128L을 통해 반사스펙트럼을 획득한 결과 품종 간의 스펙
트럼은 큰 차이가 없으나 박피 전후와 사용한 스펙트로미터에 따라 스펙트럼 모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품종에 해당하는 스펙트로미터별 미박피, 박피 시료의 
평균 반사스펙트럼 모습을 Fig. 3-9에 나타냈다. 



- 31 -

Fig. 3-9 The average spectra of peeled and intact chestnuts; Percent 
reflectance spectra with ColorMate (a), Reflected energy spectra with 
CDI-NIR (b).

  반사스펙트럼을 통한 SSC 예측은 분석 결과 중에 결과가 좋지 않은 옥광 품종
에 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세 품종의 결과를 Table 3-6에 나타냈다. 각각의 
품종에 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낸 분석결과는 근적외선 영역의 반사스펙트
럼을 분석에 사용했을 시에 나타나고 미박피 시료보다는 박피 시료를 사용하여 
획득한 반사스펙트럼이 좀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DI NIR-128L 
스펙트로미터외의 다른 두 스펙트로미터로 획득한 미박피 시료의 스펙트럼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RC

2과 RV
2 값이 0.65보다 작고, RMSEC, RMSEP 값들이 1.5

보다 크고, CV값이 6.9～12.3%로서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밤의 정확한 SSC 
값을 예측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밤을 당도별로 2~3 등급 정도로 등급 
선별하는 데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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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PLSR results to estimate SSC of chestnut with reflectance spectra 
by species

Sample description USB2000 ColorMate CDI-NIR

Samjoseng

Intact
RC

2 RV
2

--
0.57 0.54 0.65 0.52

RSC RSP
(CV) 1.62 1.68

(10.1) 1.46 1.71
(10.3)

Peeled
RC

2 RV
2

--
0.55 0.45 0.74 0.65

RSC RSP
(CV) 1.77 1.96

(11.8) 1.26 1.47
(8.8)

Daebo

Intact
RC

2 RV
2 0.39 0.34 0.33 0.23 0.65 0.26

RSC RSP
(CV 2.28 2.36

(10.3) 2.43 2.62
(11.5) 1.69 2.52

(11.0)

Peeled
RC

2 RV
2 0.66 0.42 0.51 0.38 0.58 0.4

RSC RSP
(CV) 1.69 2.21

(9.7) 2.09 2.34
(10.2) 1.74 2.11

(9.2)

Enki

Intact
RC

2 RV
2 0.51 0.21 0.31 0.18 0.44 0.37

RSC RSP
(CV) 1.92 2.46

(12.2) 2.27 2.47
(12.3) 2.06 2.19

(10.9)

Peeled
RC

2 RV
2 0.53 0.26 0.62 0.49 0.43 0.38

RSC RSP
(CV) 1.89 2.40

(11.9) 1.69 1.98
(9.8) 2.06 2.18

(10.8)
-- means “Not measured”, RSC=RMSEC, RSP=RMSEP

  추가적으로 Fig. 3-10의 결과처럼 전체 반사에너지 스펙트럼을 이용한 PLSR 
결과를 살펴보면 단일 품종에 한 SSC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보다 모든 품종
을 아우르는 모델 개발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예측 모델은 CV 값
이 10% 이상으로 품종별로 개발한 모델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이진 않았다. 따
라서 당도 차이는 품종별 또는 저장 기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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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전체 품종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품종별로 
SSC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Fig. 3-10 Cross-validation results of SSC 
predicted with PLSR model using reflectance 
spectra of the all chestnut samples.

 3.1.5. 요약 및 결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밤을 상으로 가시 및 근적외선 역에서 투
과 및 반사 스펙트럼을 획득하고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밤의 주요 선별인자라고 판
단되는 SSC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가시 및 근적외선 역에서 세 가지 스
펙트로미터로 비파괴적으로 획득한 투과 및 반사 에너지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SSC
를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밤의 투과 및 반사 스펙트럼을 이용한 PLSR 모델의 분석 결과 CV값이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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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정도로 나타나 모델의 정확성은 아직 밤 선별에 사용하기에는 오차가 크고 
품종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모델의 성능은 가시광 영역 스펙트
럼보다는 근적외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미박피 밤의 스펙트럼보다는 박피 밤의 스펙
트럼을 이용했을 시 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반사스펙트럼을 이용한 밤의 SSC 예측 결과 미박피 시료의 결과보다는 박피 시
료의 성능이 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RC

2과 RV
2 값이 0.65보

다 작고, RMSEP가 1.5보다 커서 밤의 정확한 SSC 값을 예측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단일 품종의 특 과에서 내부 품질을 계측하여 보다 나은 
고품질 밤을 구분하기 위해 당도별로 2~3 등급 정도로 등급 선별하는 데는 적용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Liu 등(2011)이 발표한 근적외선을 이용한 밤의 SSC 예측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
슷하게 나타났다. 산업화를 위해 노이즈가 많고 상 적으로 오랜 측정 시간이 걸리
는 투과에너지 스펙트럼의 경우는 강한 광원에 의한 밤의 품질 손상이 야기 될 수 
있어 반사스펙트럼을 이용한 모델이 좀 더 이로울 것으로 판단된다. 

4. 추후에 다른 전처리기법과 분석 방법의 적용을 통해 정밀도 향상을 높은 예측 모
델 개발에 성공한다면 크기 및 형상만으로 밤을 선별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더 나아
가 당도가 높은 고품질 밤을 선별할 수 있는 채널을 담당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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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한 밤의 내부 결함 검출 기술 개발

  3.2.1. 서 언 

  산업화 가능한 온라인 선별기기를 개발하고자 가시광 및 근적외선 영역의 반사
/투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밤의 SSC 예측 모델 개발을 시도하였다. 밤의 투과 
스펙트럼을 이용한 SSC 예측 모델은 밤의 단단한 겉껍질로 인하여 신호 획득이 
어렵고 밤의 형상에 따른 신호 변화치가 커서 아직 밤 선별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오차가 크고 품종별로 성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성능
을 나타낸 반사 스펙트럼을 이용한 밤의 SSC 예측 모델은 정밀한 예측에는 무리
가 있어 밤의 SSC를 2~3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을 예측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기 된다. 하지만 용량의 밤을 처리하기엔 개체 하나의 해당하는 스펙트
럼을 획득하는 방식의 기기는 산업화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근
적외 영역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내부 품질을 예측하는 기술은 선별시스템에서 
따로 채널을 꺼내어 샘플링 조사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온라인 
선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선별기 기술을 개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온라인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선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다른 과실
의 선별에 연구되고 있는 비파괴적 선별기술을 고려하여 밤에 적용해 볼 필요성
이 있다.  밤의 내부 품질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자기공명 영
상(MRI)을 이용한 내부 결함 조직 검출 알고리즘에 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자
기공명 영상 기술은 X-ray 단층 영상과 함께 가장 강력한 비파괴 품질평가 기술
로 주로 의학 분야에서 질병 진단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전기, 전자, 컴퓨터 
공학의 발전과 함께 그 관련 장비 가격이 하락하여 최근에 그 이용분야가 식품공
학 및 농학 분야에까지 확 되고 있다. 특히 아직 농산물의 선별 시스템에 적용
되어 산업화되진 않았지만 현재 식품의 제조 공정에 온라인 센서로서 활용이 되
기 시작하여 지금은 상용화 준비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밤과 관련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Donis-González 등(2012)은 computerized tomography(CT)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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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밤의 내부 부패 조직을 Hounsfield Unit (HU)를 이용하여 90.6% 이상의 검
출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고, 반응표면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최적 CT 측정 조건
을 확립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MRI를 이용하여서도 Zhang 등은 2012년과 
2013년도에 석류의 black heart 현상을 검출 가능하고 토마토의 성숙도 예측이 
가능함을 보고하였다.
  방사능 물질인 X-ray를 이용하여 단층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CT에 비해 MRI
는 자기장을 이용하므로 상 적으로 해롭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밤의 
자기공명영상을 결함 조직 판별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획득한 밤의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내부의 부패 및 
결함으로 판단되는 조직 부분을 구별해 낼 수 있는 영상처리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라인 밤 선별 시스템에 적절한 알고리즘으로 개선
하고 타 농산물의 내부 결함 조직을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초점
을 맞추었다.

  3.2.2. 이론적 배경

  핵자기공명영상은 시료로부터 공간위치의 함수로서 NMR 특성을 측정하는 실
험 방법의 총화를 일컫는다. 여러 가지 기술 중의 하나인 spin-warp 영상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MRI 원리를 살펴보면 먼저 균일한 외부자기장(B0)이 시료에 적용
되는 모델을 가정해야 한다. 시료로부터 공간위치에 따라 다른 주파수를 발생시
키기 위해 선형의 자기장의 gradient를 이용하게 된다. 이 때 자기장과 주파수는 
Eq. (3-8)로 설명된다.

       ------------------------------ Eq. (3-8)
여기서  = 라모 주파수 (rad/sec)

 = 선형자기장의 gradient (gauss/cm)
 = 공간상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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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상의 x 방향의 증가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선형자기장 gradient
를 시료에 적용시킨다면 시료 내에 분포하고 있는 proton들은 자기장의 세기 변
화에 다라 서로 다른 주파수로 세차운동을 하게 된다. 이 주파수는 외부에서 가
하는 균일한 자기장(B0)과 선형자기장과 공간위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 (Gx)의 
함수가 된다. 따라서 선형자기장 gradient를 적절히 사용하게 되면 시료 내의 
NMR 신호를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mapping할 수 있게 된다(McCarthy, 
1994). 이 mapping을 이용하여 영상으로 변환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slice selection, phase encoding, frequency encoding 의 세 가지 용어를 이
해해야 한다. Fig. 3-11과 같이 slice selection는 공간 좌표상의 z 방향, phase 
encoding는 y 방향, frequency encoding는 x 방향과 관계가 깊다. 그래서 그
림에 나타난 방향과 같이 z 방향으로 NMR 신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slice 
selection을 행하게 되고 이는 칼로 시료를 얇게 써는 방법과 비슷한 역할을 하
게 한다. 또한 z 방향으로 NMR 신호를 얻을 부위를 원하는 두께 (sl)로 하여 RF 
펄스파와 선형 자기장 gradient를 이용하여 선택하고 phase encoding을 이용하
여 y 방향의 신호를 기록하게 된다. 이 때 신호의 위상 (phase)는 y의 함수로 
Eq. (3-9)와 같이 나타난다. 그리고 NMR 신호의 x 방향으로의 기록은 주파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파수 함수로 나타나는 NMR 신호는 Eq. (3-10)과 같이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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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1 Diagram showing slice selection, phase encoding, 
and frequency encoding gradients, and field of views in 
frequency and phase encode directions,  FOVf, and FOVø. 
Gray volume indicates slice-selected region where thickness  
is sl in  a  cylindrical sample.

    ---------------------------- Eq. (3-9)
     ----------------------------- Eq. (3-10)
여기서  = phase encoding 방향의 선형자기장 gradient 자장 세기

 = frequency encoding 방향의 선형자기장 gradient 자장 세기
 = phase encoding 시간

  설명한 원리에 따라서 다른 x축 선상에 위치한 시료는 다른 주파수의 NMR 신
호를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얻어진 신호를 이용하면 2차원의 영상정보를 얻을 수
가 있다. 2차원의 자기공명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시간 영역의 신호 S(t)를 



- 39 -

k-space상에서 주파수의 신호 S(kx, ky)로 다시 정리해줘야 한다. 이는 Eq. 
(3-11)과 같은 관계식으로 나타낸다(Paul, 1993). 그리고 이를 퓨리에 변환하여 
Eq. (3-12)와 같이 나타내어 2차원 NMR 영상을 얻게 된다.

 exp   -------- Eq. (3-11)

  exp     --------- Eq. (3-12)

 여기서      
     
  = 샘플링 시간

  NMR 2차원 영상의 가시영역(FOV, field of view)는 phase encoding 방향 
(FOVø.)과 frequency encoding 방향 (FOVf)으로 나누어 조절이 가능하다. 이때
의 FOVf과 FOVø는 Eq. (3-13) 및 (3-14)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 크기가 작은 시
료일수록 자기공명영상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FOV를 작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gradient의 성능과 크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 Eq. (3-13)

   
   ---------------------------- Eq. (3-14)

여기서  ∆ = phase encoding 방향으로의 gradient 변화량

  핵자기공명 신호 분석 및 자기공명 영상 기술은 X-ray 단층 영상과 함께 가장 
강력한 비파괴 품질평가 기술로 의학 분야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후 전기, 전
자, 컴퓨터 공학의 발전과 함께 그 관련 장비 가격이 하락하여 최근에 그 이용분
야가 식품공학 및 농학 분야에까지 확 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선별 및 식품
의 제조 공정에 온라인 센서로써 활용이 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상용화 준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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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까지 이르렀다. 일찍이 미국에서는 Zion(1994)은 체리 내부에 씨의 여부를 파
악하는데 활용하는 등의 연구를 시작으로 오렌지, 자두, 아보카도 등의 과일 선
별과 식품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불순물 검출이나 발효과정 중에 일어나는 식품 
내부의 조직 변화 등의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 연구진들도 마찬가지로 복숭아, 홍삼 및 소고기의 품질을 계측하는 연구 
등과 식품 공정에의 활용에 많은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MRI 기술 동향과 전망에 한 보고에 따르면 MRI 장비 세계 시장의 규모는 
2011년에 42억 달러로 2018년까지 연평균 6.1%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국내 MRI 시장규모는 약 99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6.1% 성장했고, 
2015년에는 25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좀 더 다양한 sequence를 
이용하여 정밀 계측이 가능해지고 있어서 단면 영상을 조합하여 얻은 전체 부피
영상을 구성하는 부피 요소인 voxel의 크기가 작아져 상체의 내부 구조와 조직
의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렇듯 국내에서도 
MRI 장비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신속 측정이 가능한 저자장 소규모 MRI 장비의 
활용이 늘수록 농산물의 비파괴 품질 검사의 연구는 더욱더 활발해 질것으로 예
상된다. 아직까지는 종래의 농산물 비파괴 품질 계측에 주로 사용했던 NIR나 
X-ray 센서에 비하면 그 가격이 높아 상용화단계까지는 아직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판단되지만 MR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의 오렌지를 납품하는 한 회사의 경
우 2012년도에 이미 내부에 씨를 가진 오렌지를 선별하는 MRI 장비를 상용화하
기 위해 제품을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도 소규모의 다채널 저자장 MRI 
장비를 이용하여 비교적 고가의 과실의 내부 품질을 평가하는 기기가 조만간 상
용화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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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재료 및 방법

 3.2.3.1. 공시 재료

  밤의 MR 영상 획득을 통한 내부품질 구명에 관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한 실험
에 사용한 시료는 총 3차로 나누어 실험하였고, 총 155개 샘플이었다. 먼저 1차 실
험으로 정상 밤 시료는 옥광 품종 60개를 사용하였고, 2차 실험으로는 인위적으로 
냉장과정 중에 부패시료와 함께 저장하면서 내부 부패를 진행시키거나 충해 구멍이 
있는 은기 품종 30개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옥광과 은기 품종은 국내에서 많이 유
통되고 있는 품종으로 모두 2010년 가을에 수확하여 저온저장 되었던 시료를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두 가지 품종 간에 밀도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품
종에 따라 무게와 SSC 분포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Table 3-7).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부 부패의 진행정도에 따른 MR 영상의 특성을 구명하여 등급에 맞는 내부 결
함 부위 판정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3차 실험군의 부패 시료를 Table 3-8과 같
이 옥광 품종 65개를 준비하였다. 이는 2011년도 가을에 수원에서 수확하여 저
온 저장하였던 시료들을 인위적으로 내부 부패가 진행된 샘플들과 같이 4℃ 냉장
고에서 2달여 정도 밀봉 상태에서 보관하여 만든 시료이다. 실험 시작 전에 겉 
표면에 붙어 있던 이물질과 습기를 제거하였고 정상, 작은 부패, 중간 부패, 큰 
부패의 등급은 영상획득 실험을 마치고 여러 방향으로 내부를 절단한 모습과 MR 
영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Table 3-7 Weight, density and SSC distribution of chestnut samples in the 1st 
and 2nd experiments (mean±standard deviation)

Species Numbers Weight(g) Density(g/cm3)
Moisture 

content(%)
SSC(Brix)

Ok-kwang 60 20.94±2.34 1.04±0.01 61.87±2.63 17.52±2.13

En-ki 30 24.67±2.59 1.04±0.02 Not measured 24.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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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Physical properties of chestnut samples for the 3rd experiment

Classification 
(numbers) Volume(cm3) Weight(g) Density(g/cm3) SSC(°Brix)

Normal (32) 26.85 25.89 1.04 21.59±4.23
Light defect (19) 26.64 26.07 1.02 --

Medium defect (6) 25.92 25.08 1.00 --
Heavy defect (8) 24.58 25.63 0.96 --

-- : Not measured

  MR 영상획득을 위해 사용한 시료들은 모두 자기공명영상을 측정하고 내부 특이사
항을 확인하기 위해 겉껍질을 벗기고 내부 중앙을 세절하여 확인하였다. 내부 이상 
밤의 MRI 측정을 위해 사용한 시료의 외관 모습들을 살펴보면 충해 밤은 시료의 외
피에 구멍이 나있거나 흉터가 남아 있는 모습이 보여 외관 모습으로 판단이 가능하
나 내부 부패가 진행된 시료는 만져 보면 단단하지 않아 내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부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료의 경우 외피의 색상
이 약간 검게 변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Fig. 3-12는 내부 부패가 많이 진행이 되
어 외피의 색상이 검게 나타난 시료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몇몇 샘플의 MR 영상에
서 크랙과 비슷한 검은 실선이 관찰되어 샘플의 내부를 확인한 결과 Fig. 3-13과 같
은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밤의 물리적 상처나 밤바구미가 가해한 부위가 공기와 접
촉하여 생긴 굳어진 전분가루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밤의 가운데에 존재하는 
빈 공간은 수확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에서 진행된 건조로 인하여 생성된 내부 동
공으로 이것은 밤 종자의 떡잎이 벌어져 생긴 것으로 특정 품종에 나타나는 특성인
데 다른 품종에서도 밤의 크기가 크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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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External appearance of  the chestnuts decayed internally.

Fig. 3-13 Internal appearance of chestnuts holding starch powder (red 
dot) and nut cavity (green line).

  3.2.3.2. MRI 장비 및 영상 처리 알고리즘

  자기공명 기술은 다양한 농산물의 화학적 성분이나 내부 구조를 고려한 농산물
의 품질 평가에 아주 유용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밝혀졌다. 자기공명 
기술의 중요한 장점은 비파괴적으로 내부조직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화학적 
성분함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데 있다. 밤의 저자장 MRI를 이용한 MR 영상획득 
실험은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 식품공학연구실에 설치된 1.03 Tesla 
산업용 자기공명영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Fig. 3-14(A)는 본 연구에 
사용된 장치로 영구자석을 이용한 소형의 시스템으로 산업현장에 설치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료 크기는 직경이 최  10 cm 정도까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Fig. 3-15는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의 screen shot
이며 다양한 펄스 시퀀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의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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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MRI acquisition apparatus (A) and schematics of 
slice as a coronal view (B).

Fig. 3-15 Feature of MRI acquisition software.

  MR 영상 획득 시 시료 두께는 1 mm로 총 64개의 분할된 3차원 영상을 얻었
으며 그 중 밤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0~40개 정도의 영상에서 밤의 슬
라이스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밤의 신호를 보다 세밀하고 선명한 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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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기 위해 1차 MR 영상획득 실험에서 기초신호 분석을 통해 측정 조건을 
정하였다. 먼저 repetition time(TR)은 1000ms로 하고 echo time(TE)는 9.7ms
로 설정하고 신호로는 spin-echo sequence를 사용하였다. FOV는 64 mm, 이
미지 해상도는 128x128 픽셀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획득된 60여개의 영상 중에 
가장 넓은 부위 또는 특이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상 슬라이드가 포함되
게 일렬로 10개의 영상 정보를 획득하여 프로파일 분석, 픽셀정보 분석, 히스토
그램 분석을 사용하였다. 획득한 밤의 MR 영상은 눈으로도 쉽게 내부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밤 시료의 
영상에 적용 가능해야 하므로 영상 정규화를 거치고 배경을 제거하여 밤의 조직
부분 영역만을 나타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한 부패영역 판정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정상조직 외에 부패로 나타나는 조직을 원 영상에 표시하였다. 분
석을 위해 matlab(R2012a, Mathworks, USA)를 활용하였고 Fig. 3-16에 소개
한 방법과 같이 원하는 슬라이스 영상만 발췌하여 다양한 컬러맵을 적용해 보고 
특이점이 있는 부분은 프로파일분석이나 영상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는 등의 다양
한 방법으로 내부 결함 조직을 판별하고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하였다.

Fig. 3-16 Extraction of various information from the chestnut MR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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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한 MR 영상을 데이터 처리에 활용하기 위해 거친 영상정규화 전처리는 
Eq. (3-15)와 같이 하였다. 이는 Hong 등(1998)이 지문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할 
당시  활용한 전처리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영상의 픽셀들의 평균과 분산을 원하
는 값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정규화 
영상은 평균은 화소의 중앙값인 128로, 분산은 획득한 영상의 1.5배에 해당하는 
2000으로 되게 그 값을 설정하였다.

   









 




 or   or   

 




 or   or  ≤ 
--- Eq. (3-15)

여기서  or   = i행 j열 위치의 원 영상의 픽셀 값 

  = i행 j열 위치의 정규화 영상의 픽셀 값

,  = 원하는 정규화 영상의 평균 픽셀 값 및 분산 

  = 입력 영상의 평균 픽셀 값 및 분산 

  영상 정규화를 마친 영상은 내부이상조직과 정상조직을 구분하기 위해 문턱값 
비율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Eq. (3-16)과 같이 비율에 전체 화소인 255를 곱해서 
문턱값 미만의 화소값은 0으로, 이상의 화소값은 255로 치환하여 내부이상조직을 
판별하는데 사용하였다.

        
    ≥ 

 ------------------ Eq. (3-16)

 여기서    = 이진화 영상의 화소 값
  = 원 영상의 화소 값
 = 문턱값 비율 ( ≤ ≤ )

  문턱값을 적용한 이진화 처리 후에 나타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침식연산 



- 47 -

처리를 하였고 disk size를 1픽셀로 하였다. 이 모든 영상 처리는 matlab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MRI 획득을 마친 시료는 껍질을 벗기고 
MR 영상을 얻은 슬라이드 모습으로 세절하여 내부 조직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컬러 사진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과육의 절반은 굴절 
당도계(RFM700 Refractometer)를 이용하여 밤의 SSC를 측정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세절 상태로 건조기(National vacuum oven 3640)에서 건조하여 
함수율 측정에 사용하였다. 
  일차적으로 실시한 정상 밤 60개는 MR 측정을 마치고 내부 조직을 확인한 결
과 내부 이상은 내부 동공, 타박상, 내부 부패가 있었다. 그 중 내부 동공으로 판
단되는 시료는 총 14개였고, 외부 충격으로 인한 타박상은 3개였으며, 내부 부패 
시료는 한 개였다. 마찬가지로 충해가 있거나 내부부패가 진행된 은기 품종 시료 
30개를 가지고 오창에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방문하여 MR영상을 Fig. 
3-17에 나타난 MRI (VnmrS, 9.4T, 210mm bore size, 오창 센터 자기공명연
구부)를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1차 MRI 획득 실험과 sequence, TE, TR은 같은 
비슷한 조건으로 하였고 MR 영상은 1mm간격의 30 슬라이드 영상인 밤의 중간 
부분만을 수동으로 선택하여 획득하였으며 영상의 해상도는 260x200으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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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Appearance of 9.4T MRI acquisition system 
used for the 2nd experiment.

  MR 영상을 이용한 내부 결함 조직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Fig. 
3-18과 같은 순서로 밤의 내부 결함 정도를 검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획득한 영
상은 배경을 제거하고 ROI(Region of interest)를 설정한 다음 정규화 과정을 거
쳤다. 그리고 내부 이상 조직과 정상조직을 구분하기 위한 모든 시료의 공통적인 
문턱치를 설정하여 결점부분 검출을 마친 후 실제 내부 단면 모습과의 비교를 통
해 일치 여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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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Image processing procedure to detect the 
disordered tissues in chestnut MR image.

  검출 알고리즘을 거친 MR 영상은 부패 부위가 어둡게 나타난다. 이는 핵자기
공명 특성상 수분이 정상조직보다 상 적으로 적은 부패부위는 intensity 값이 
낮아 어둡게 표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이용하여 1차 MR 영상획득에서 사
용한 이미지처리 기법처럼 matlab을 이용하여 부패 영역만을 검출하는 알고리즘
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부패 여부와 결함 영역을 가늠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Fig. 3-19와 같은 정상 조직과 결함 조직의 
프로파일분석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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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Signal intensity profiles of  the normal (A) and 
abnormal (B) tissues in chestnut MR images.

  일차, 이차 실험에 사용한 시료보다 더 다양한 부패 시료를 이용하여 내부 부
패 조직을 검출하고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정상 밤 60개를 측정하
였던 MR 영상 획득 실험에서 사용했던 UC Davis의 식품공학연구실에 설치된 
1.03 Tesla 산업용 자기공명영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실험은 처
음 측정 실험과 다르게 고속 측정과 선명한 영상 획득을 위해 해상도는 128x128
로 설정하였고, 64슬라이드 영역의 영상을 정상 밤 시료를 상으로 다양한 TR, 
TE로 세팅하여 실험하고 보다 선명하게 내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설정 값으
로 각각 2000ms, 1.7ms로 MR영상을 획득하였다. 이 때 사용한 시퀀스는 3D 
gradient-echo sequence였다. 기존의 획득 방법보다 측정 시간을 단축하고 배
경과 밤 조직부분의 구분이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였다.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판별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Fig. 3-20(B)와 같은 이
미지 마스크를 적용하는 단계를 삽입하였다. 기존의 부패조직 알고리즘 개발에서 
완성된 방법은 과도하게 부패가 진행되어 내부의 부패조직과 배경이 맞닿은 경우
(Fig. 3-20(A)) 판별단계에서 부패조직을 배경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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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새롭게 개발된 알고리즘에서는 각 슬라이드 영상에 해당하는 밤 조직 모양
의 convex hull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는 밤의 영상을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을 시 점들을 잇는 선분 자체가 모두 포함되는 최외각 다각형을 찾는 방식으로 
이를 적용하면 밤 조직의 외곽에서 부패로 인해 상실된 부분을 Fig. 3-20(B)와 
같이 복원할 수 있다.

Fig. 3-20 Image processing results without (A) and with (B) applying the 
convex hull mask. 

 3.2.4. 결과 및 고찰

  3.2.4.1. 밤 내부 조직의 MR 영상 특성 구명

  밤의 1차 MR영상 분석을 위해 획득한 옥광 품종 60개의 시료를 이용해 획득
한 영상은 각 시료마다 64 slice인데 이 중 외곽에서 자기공명신호를 받지 못해 
노이즈로 보이는 몇몇의 슬라이드 영상을 제외하고 내부의 영상 신호를 획득한 
영상 중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영상 위주로 선택하여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
하였다. 내부에 나타난 이상 조직으로 보이는 크랙, 내부 동공, 부패로 의심되어 
검게 측정이 된 영상들의 픽셀을 검출하고자 하였다. 내부 관찰 결과 특이사항이 
보였던 몇몇 샘플의 모습과 MR 영상 MR 영상 모습을 Fig. 3-21에 나타내었다. 
Fig. 3-21(A)의 MR 영상과 절단면의 사진은 내부 동공의 모습이 상이하게 보이
나 이는 중앙 부분은 절단한 내부의 모습과 1~2mm 정도로 어긋난 위치의 MR 
영상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3-21(A, B)의 두 샘플의 MR 영상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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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실선은 밤 외부에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생긴 타박상처 부분이 수분이 증
발하면서 생성된 전분 가루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Fig. 3-21(C, D)의 두 샘플의 
MR 영상에서 가운데 부근에서 검게 나타난 영역은 실제 시료를 절단하여 확인 
한 결과 내부 동공으로 판단되었다. 이렇게 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부 동공과 외부충격에 의해 생겨난 크랙의 판정이 MR영상을 통해 가능한지 확인
하기 위해 영상처리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다른 샘플의 실제 내부 절단면과 MR 
영상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정확하게 내부의 모습을 MR 영상으로 획득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21 MR images of the chestnut samples having starch 
powder (A, B) and nut cavity (C, D).

  일차 영상 획득 실험과 마찬가지로 부패 밤에 해당하는 시료를 따로 2차 실험을 
통하여 MR 영상을 획득하였다. 몇몇 내부 부패가 과도하게 진행된 샘플의 경우 신
호가 잡히지 않아 노이즈처럼 영상이 나타난 것들을 제외하면 그 외에 나타난 MR 
영상의 경우 부패가 많이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약한 신호가 나와 영상이 어둡게 나
타났다. 이는 내부의 조직에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이 된 경우 수분이 없어 
proton 스핀 밀도가 낮아진 것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패가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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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부의 성분이 정상 밤에 비해 큰 차이가 있어 적절한 조건으로 MR 영상을 선명
하게 잡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정상 밤과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료를 측정하
는 3차 실험에서는 MRI 측정 조건을 달리 설정하였다. 

  밤의 내부에서 나타난 부패 조직을 MR 영상을 이용하여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
저 MR 영상에 나타난 부패 조직이 밤의 정상영역 조직과 구분이 명확하게 측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기공명영상을 얻는데 필요한 두 가지 영상 조
작 인자가 있는데 이는 펄스 시퀀스 시작점과 다음 펄스 시퀀스의 간격을 나타내
는 TR 과 펄스 시퀀스의 맨 처음에 입사하는 RF 펄스의 시작점과 echo의 중간
점까지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TE를 말한다. 항상 TR은 TE 값보다 크고 이들 
인자들이 자기공명영상의 픽셀 하나의 농도를 변화시키는 주요인자들이다. 주요
인자들과 시료의 T1, T2 값과의 관계는 Table 3-9와 같다(김성민, 1999). 

Table 3-9 Image contrast source for spin echo MR images

Imaging description TE TR Contrast

Proton density  << T2  >> T1 Proton density

T2 weighted  ≈ T2  >> T1 T2

T1 weighted  << T2  ≈ T1 T1 

  내부 부패가 진행된 시료의 MR 영상을 획득하기 영상측정 인자를 설정하기 위
하여 정상 밤과 내부 부패가 진행이 되고 있는 밤을 상으로 평균 inversion 
recovery sequence와 CPMG를 이용하여 T1, T2 값을 측정하였다. 나타난 정상 
밤의 T1과 T2는 각각 168ms, 2.6ms였고 내부 부패시료의 T1과 T2는 각각 
240ms, 44ms를 나타냈다. 적절한 MR 영상 측정을 위한 인자 조건을 찾아내기 
위하여 TR, TE 조건을  변경하면서 최적 조건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Fig. 3-22
와 같이 획득한 MR 영상을 확인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여 측정 조건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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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ms, 1.7ms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개발할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부패 조직
이 정상 조직 부분의 영상과 구분이 명확하게 되기 위해 설정한 값으로 획득한 
proton density 영상은 정상 밤뿐 만 아니라 내부에 부패가 있는 밤의 경우에도 시
료의 내부 모습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히스토그램 정보를 
확인한 결과 Fig. 3-23과 같이 영상 정규화 등의 전처리를 하지 않은 원 데이터에서 
결함으로 보이는 내부의 검은 부분은 gray level의 분포가 5~20 사이의 값을 나타
냈고, 정상 조직으로 보이는 영역의 픽셀은 90~170 사이의 값을 나타냈다. 이를 활
용하면 결함 조직과 정상 조직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원 영상의 이진화 처리를 통
한 결함 조직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Fig. 3-22 Features of MR image acquired with different 
setting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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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MR slice image and histogram of a 
defective chestnut with setting TR, TE to 2000ms, 
1.7ms.

  Fig. 3-24, 25에 나타난 1-65번의 시료의 MR 영상은 획득한 MRI 데이터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나타낸 밤의 중앙부분의 한 슬라이드를 표 영상으로 나타낸 것
이다. 밤의 절단면 사진과 비교해 보면 체적으로 결함 부분을 잘 나타내고 조직과 
배경 구분이 선명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MRI 측정 조건이 설정이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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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Representative MR images of chestnut samples used for the 3rd 
experiment (No. 1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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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Representative MR images of chestnut samples used for the 3rd 
experiment (No. 31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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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영상의 contrast란 인접한 다른 두 조직 간의 상 적인 영상 신호를 
밝기로써 구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Contrast가 높다는 것은 인접한 두 조직을 
또렷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contrast가 낮다는 것은 인접한 두 조직의 차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자기공명 신호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영
상영역 내 조직이 포함하고 있는 수소원자(proton 1H)의 상 적 밀도(spin density)
로 결정된다. 실제 자기공명영상 신호는 한두 개의 스핀이 아니라 영상의 화소(pixel 
element)또는 화적소(pixel volume element) 안에 있는 수많은 스핀들이 모여서 
한 화소 또는 화적소의 영상신호를 만들어 낸다. 샘플의 표 MR 영상에서 상 적
으로 수소원자의 상 적 밀도가 작아 영상에서 어둡게 표현된 부분은 세절면에서의 
부패 조직과의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밤 조직 MR 영상에서 흰색에 가까운 밝은 부분
은 내부에 수분이 많아 수소원자의 상 적 밀도가 높아 신호가 강하게 나타남을 확
인하였다.

  3.2.4.2. MR 영상을 이용한 밤의 내부 결함 검출 알고리즘 개발

  MR 영상을 이용하여 밤의 이상조직 부분을 판별하기 위하여 Fig. 3-26과 같
은 이미지 처리 과정을 거쳤다. 부패조직을 판별하기 위해 얻어진 MR영상을 영
상 정규화하고 배경을 제거한 다음 픽셀 값들의 분포를 검사하여 결함으로 판단
되는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진화를 통해 ‘0’값으
로 치환하였다. 이진화 처리 과정에서 Fig. 3-27과 같이 문턱치를 10%, 14%로 
하였을 시에는 배경에 존재하는 높은 명암 값을 갖는 몇몇 픽셀들을 밤 조직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었고, 17%로 설정했을 시에는 밤의 부패 영역을 잘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지만 20%의 설정 값으로의 처리했을 때와 결과와 비교하면 그 부
패 영역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3% 이상으로 설정하였을 
시는 부패 영역이 아닌데도 상 적으로 낮은 명암 값을 갖는 밤 조직부분이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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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개발할 이진화 처리를 위한 적절한 문턱치는 
20%로 결정하였다. 이진화 처리를 마치고 노이즈 제거를 위해 침식과정을 거치
고 배경 외에 밤 조직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검출된 부분만을 원 MR영상에 붉은 
색으로 표현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정상조직에 해당하는 부분은 녹색으로 처리하
였다. 표 영상 60개의 1차 실험 샘플의 해당 결과는 Fig. 3-28에 나타내었다. 
내부 동공이 있는 샘플의 경우 Fig. 3-28(A, B, C)의 모습처럼 그 영역을 찾아 
붉게 채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정상 밤(Fig. 3-28(D))의 경우 붉은색으로 채
색된 픽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Fig. 3-28(A) 첫 번째 영상의 모습
은 내부 동공이 상 적으로 크지만 MR 영상에서의 명암값이 충분히 작지 않아 
이진화 처리에서 내부 동공으로 인식하지 못한 오류를 나타냈다. 

Fig. 3-26 Image processing procedure to detect the abnormal tissues in 
chestnut MR images.

Fig. 3-27 Binary images treated by the different threshol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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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Detection results of the disordered 
tissues from one MR image representing each 
chestnut in the 1st experiment: the defective (A, 
B, C) and the sound (D).

  내부 조직을 검사한 결과 내부 동공이 있는 시료가 14개, 타박상이 3개 내부 
부패가 1개로 총 18개 샘플이 내부이상이 있었으나 MR 표 영상을 이용한 판
별에서는 내부 이상이 있는 샘플은 14개가 나타났다. 검출결과는 Table 3-10에 
나타냈다. 정상 밤으로 판단되는 42개 샘플은 모두 정상으로 판단하였고 내부이
상으로 판단되는 18개중에 4개의 샘플을 정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나타냈다. 이
는 상 적으로 크기가 작은 내부 동공을 가진 내부이상 밤의 경우 판별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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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results
Original Sample 

Normal
(42)

Defective
(18)

　Normal 42 4

Abnormal 0 14

정상 밤으로 나왔고 외부 충격으로 인한 타박상처를 내부에 가진 밤의 경우 배경
과 색상의 차이가 크게 없는데다가 배경부분과 맞닿아 있어 이진화 및 레이블링
을 통한 판별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내부 결함 조직이 외피에 붙어 
진행된 경우 나타나는 오류인데 배경을 제거할 시 내부이상 조직도 동시에 제거
가 되어 배경으로 인식이 된 경우이다. 

Table 3-10 Separation results of chestnuts by using MR images

  이차 실험 샘플의 내부이상 판별 역시 이진화 처리의 문턱값 비율이 20%가 아닌 
30%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1차 실험 샘플과 같은 절차로 판별이 이루어졌다. 2차 
MR 영상 획득에 사용한 30개 샘플은 신호가 약하여 영상을 획득하지 못한 7개의 
샘플과 정상으로 나타난 1개의 샘플을 제외하고 영상을 획득한 22개 샘플에 해당하
는 내부 이상조직 검출을 실시하였다. 내부 절단면 조사 결과 비정상 시료에 한 
판별결과는 Fig. 3-29와 같이 20개의 비정상 시료를 판별하였고 과도하게 진행되어 
부패 영역을 찾지 못한 11번과 17번에 검증 오류가 나타났다. 그리고 3번, 4번, 6
번, 7번, 11번, 15번, 16번, 17번 과 같이 부패의 모습이 외곽에 붙어 진행된 경우 
배경을 제거할 시 내부이상 조직도 동시에 제거되어 결함조직으로 판별이 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 따라서 밤의 외피 또는 내피 부분의 신호를 잡기 위하여 MR 영상 
측정 시 주요 변경인자인 TR, TE 조건을 변경하고 MR 영상에서의 외곽선 유실
을 방지할 수 있는 영상처리 기법이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기 
MR 영상으로부터 밤의 형상을 기억하여 밤의 영역 이외의 배경을 따로 제거하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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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거쳐 이와 같은 오류를 없앤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판별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3차 MR 영상획득 실험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패가 진행 중
이거나 다양한 모습의 부패시료를 준비하여 보다 선명한 MR 영상 획득이 가능한 측
정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밤 조직내부에서 부패 조직과 정상조직을 분리해 내
는 알고리즘을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외곽의 부패 영역이 배경과 맞닿아 조직 부분
을 배경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Fig. 3-29 Detection results of the disordered tissues from one MR image 
representing each chestnut in the 2nd experiment.

  세절된 실제 시료의 내부모습과 판별 결과의 일치여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확인하
기 위해 세절면 부분에 측정된 연속 세 MR영상으로 위와 같은 알고리즘을 거쳐 재
판별을 실시하였다. Fig. 3-30~33은 이미지에 도달하는 과정의 원 MR 영상 모습과 
정규화된 영상의 모습, 픽셀값의 30%를 기준으로 이진화하여 침식한 영상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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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된 내부 결함조직 부분을 붉은색으로 채색한 영상을 나타냈고, 맨 위에는 알고
리즘 처리과정과 실제 시료 내부모습과 비교를 위한 세절면의 컬러 영상을 덧붙였
다. 적용된 알고리즘을 통해 부분의 시료가 Fig. 3-30과 같이 모든 슬라이드의 결
과에서 결함과로 판별이 되었으나 Fig. 3-31~33의 모습처럼 특정한 MR 영상만 결
함과로 판정하고 나머지는 정상으로 판별하여서 최종 결과 결함으로 판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Fig. 3-30 Image processing procedure to detect the disordered tissues 
using 3 MR images of a chestnut, which all MR images detected as the 
disor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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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Image processing procedure to detect the disordered tissues using 3 
MR images of a chestnut, which certain MR images detected as the normal 
though it was a defective chest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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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Image processing procedure to detect the disordered tissues using 9 MR 
images of a chest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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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Image processing procedure to detect the disordered tissues 
using 6 MR images of a chestnut.

 
  3.2.4.3. 내부 결함 판별 알고리즘 개선 및 MRI viewer 개발

  MRI 기술을 온라인 밤 선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점이 선행되어
야 한다. 먼저 측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하게 되므로 내부이상 조직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은 고속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슬라이드 영역을 입력받아 
영상처리 하는 것보다는 2차 실험에서 시도했던 표 세 영상만을 추출 하거나 
밤 영역에 해당하는 등 간격의 위치에 해당하는 10장 이하의 슬라이드 영상만을 
선택하여 영상처리 하는 방식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영상 처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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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던 오류를 해결해야 한다. Fig. 3-34에 나타난 것처럼 외곽선이 크게 부
패한 경우에는 MR 영상에서 배경과 맞닿아 배경으로 인식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3차 MR 영상으로 획득된 데이터에서는 사용자가 측정한 MR 64 
슬라이드에 한하여 원하는 범위의 슬라이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배경과 맞닿
아 판별 오류가 나는 샘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슬라이드 위치에 따른 
convex hull 마스크를 적용하여 내부에 포함되는 부패영역을 판별할 수 있게 하
였다. 개선된 알고리즘 연산에 추가된 convex hull 마스크 적용으로 기존의 배
경과 맞닿은 결함 부분을 검출하지 못했던 오류를 Fig. 3-35와 같이 해결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34 The decayed parts near the boundary of  
chestnut which are not detected by the algorithm 
developed orig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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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The decayed parts near the boundary of chestnut which are 
detected by the modified algorithm with convex hull mask.

  획득한 밤의 MR 영상을 이용하여 내부의 부패 지점을 확인하거나 밤 전체 영
역에 해당하는 부패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Fig. 3-36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였다. 이는 밤 MR 영상뿐만 아니라 범용적으로 다른 과실 또는 상의 MRI 
data를 분석하는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먼저 한 시료에 
해당하는 모든 획득 MRI data를 불러 읽어 들인 다음 2D 또는 3D로 그 모습을 
출력할 수 있게 하였고 원하는 특정 한 부분이나 범위를 따로 볼 수 있도록 디자
인되었다. 그리고 부패영역의 정도를 전체 밤 시료 영역 비 어느 정도 %가 해
당하는지 수치화하기 위해 부패영역만을 분리하는 과정을 수동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설정된 범위에 해당하는 gray level 값들은 모두 결함으로 설정하여 전
체 밤 영역 픽셀 개수 비 부패 영역의 픽셀의 %를 결함영역 크기로 수치화하
였다. 전체 2D 모습을 출력하거나 (Fig. 3-37), 2D range view를 Fig. 3-38처
럼 나타내고 2D single view와 이진화 문턱치 설정을 위해 히스토그램을 Fig. 
3-39처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갖게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전
체적인 MR data 모습 혹은 부분적인 3D view를 볼 수 있게 3D view 출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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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도 가지게 개발하였다(Fig. 3-40, 41). 이렇게 개발된 MRI viewer 소프트웨어
는 최종적으로 Fig. 3-42와 같이 부패 영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채색하여 사
용자가 알아볼 수 있게 출력하였다. 전체 MR영상과 그 슬라이드 번호를 출력하
여 보고자 하는 범위 또는 한 슬라이드의 모습을 보거나 특이점을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해준다.

Fig. 3-36 Screenshot of the developed 
MRI viewer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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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Two-D view function from the MRI viewer.

Fig. 3-38 Range view function of the MRI 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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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Histogram and single view function of the 
MRI viewer.

Fig. 3-40 Three-D view function of the MRI 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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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Three-D range view function of the MRI viewer.

Fig. 3-42 Image processing procedure to detect 
the disordered part in MRI.

  MRI viewer를 통해 처리된 MR 영상을 통해 부패가 진행된 65개의 샘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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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description Normal Light defect Medium  defect Heavy  defect

No. of samples 32 19 6 8
Mean 3.18 8.03 17.55 52.13

STDEV 0.99 2.79 2.99 16.42
MAX 4.71 12.95 23.56 69.23
MIN 0.93 5.00 14.52 31.52

상으로 결함 조직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3차 실험에 
사용하였던 샘플들의 MR 영상 중에서 모든 슬라이드 영상에서 나타난 내부 결함 
조직을 전체 밤 영역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를 기준으로 결함 정도를 예측하였
다. 밤의 내부 결함 조직을 절단하여 내부 결함 정도를 판단한 밤들을 모두 MRI 
viewer로 내부 결함조직의 비율을 처리한 결과는 Table 3-11에 나타냈다. MRI 
viewer로 검출된 결함 조직의 비율이 0~5%는 배경조직과 맞닿거나 미세 픽셀 
등의 노이즈가 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정상 밤으로 구분하였고, 5~13%는 작은 
크기의 결함 밤, 13~25%는 중간 크기의 결함 밤, 25~100%는 큰 크기의 결함 
밤으로 구분하였다. 이 기준을 통하여 구분한 밤들은 모두 세절된 부분을 확인하
고 분류한 밤의 분류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Table 3-11 Percentage distribution detected as defective tissues of various 
chestnut samples using MRI viewer

3.2.5 요약 및 결론

  밤의 표 적인 내부 품질 이상으로 판단되는 결함과를 선별해 내는 기술 개발
을 위해 총 155개 밤 시료의 자기공명 영상을 획득하였다. 획득한 영상을 이용하
여 내부의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나타난 주요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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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절한 MR 영상 측정을 위한 인자 조건을 찾아내기 위하여 TR, TE 조건을 
바꿔가며 MR 영상을 확인하면서 측정 조건을 설정하였다. 밤 MR 영상에서 이상
조직의 모습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proton density 영상의 측정 조건으로 
TR, TE를 각각 2000ms, 1.7ms으로 설정하였다. 

2. 밤의 MR 영상을 이용하여 내부 결함 조직을 검출해 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였다.  밤 영상이 배경과 맞닿아 판별 오류가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슬라이드 위치에 따른 convex hull 마스크를 적용하여 마스크 내부에 포함되는 
결함 영역을 판별할 수 있게 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먼저 MR 영상의 배경을 
제거하고 ROI를 설정한 다음 영상 정규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내부 이상 조직
과 정상조직을 구분하기 위한 모든 시료의 공통적인 문턱치를 설정하여 결점부분
을 검출하고 이미지 침식과 불림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개
발하였다.

3.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자기공명영상에 나타난 밤 내부의 결함을 수치화
할 수 있고 나아가서 범용적으로 다양한 농산물의 자기 공명 영상에 적용하여 이
상조직을 검출해 낼 수 있는 MRI viewer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MRI viewer를 
검증하기 위해 65개의 밤 조직에 해당하는 MR 영상을 통해 샘플을 상으로 결
함 조직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샘플들의 MR 영상 중에
서 모든 슬라이스 영상에서 나타난 내부 결함 조직을 전체 밤 영역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를 기준으로 결함 정도를 예측하였다. 밤의 내부 결함 조직을 절단하여 
내부 결함 정도를 판단한 밤들을 모두 MRI viewer로 내부 결함조직의 비율을 처
리한 결과, 결함 조직의 비율이 0~5%는 배경조직과 맞닿거나 미세 픽셀 등 의 
노이즈가 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정상 밤으로 구분하였고, 5~13%는 작은 크기
의 결함 밤, 13~25%는 중간 크기의 결함 밤, 25~100%는 큰 크기의 결함 밤으
로 구분하였다. 이 기준을 통하여 구분한 밤들은 모두 세절된 부분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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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 밤의 분류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4. MRI 장비는 종래의 농산물 비파괴 품질 계측에 주로 사용했던 NIR나 X-ray 
센서에 비하면 그 가격이 높아 상용화단계까지는 아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
단되지만 MR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의 오렌지를 납품하는 한 회사의 경우 2012
년도에 이미 내부에 씨를 가진 오렌지를 선별하는 MRI 장비를 상용화하기 위해 
제품을 설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도 소규모의 다채널 저자장 MRI 장
비를 이용하여 고가의 과실의 내부 품질을 평가하는 기기가 조만간 연구될 것으
로 기 된다.

 3.3. 가시광/근적외 영상을 이용한 밤의 내부 결함 검출

  3.3.1. 서 언

  최근 밤 선별장치로 개발되어 상용화된 기기 중에 중국의 기업체(Anhui 
Huoju Machine-Building CO.,LTD)에서 고성능 컬러카메라를 이용하여 변색된 
밤을 선별하는 온라인 선별 장치가 있다. 이 기기는 원래 변색 땅콩이나 잣을 선
별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충해 밤의 표면에 존재하는 작은 구멍(충해 구멍)을 
검출하고 이들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서는 밤의 원료 투입 시점부터 크기 등급 구분 및 포장까지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 중에 있으나 아직 등급 선별을 위한 비파괴 선별 기술을 적용한 선별 시스
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국내에도 영상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밤의 크기
를 판단하여 선별하는 밤 규격 선별기에 관한 특허(출원번호: 2006-0041942)가 
등록되어 있으나 기존의 드럼식 크기 선별기에 비해 처리능률이 떨어져 보급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회전식 드럼선별기는 크기 선
별만 가능하고 내부결함과의 선별은 불가능하며, 선별과정에서 드럼과의 마찰, 
밤과 밤과의 마찰, 낙하시의 충격 등으로 상품의 2차 손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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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고려할 때 국내 밤 유통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종합유통처리시설에
서 드럼식 규격 선별기를 체할 새로운 선별장치의 개발이 필요하고 밤 원료 투
입에서부터 선별, 포장, 저장까지 모두 자동화된 설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밤 선별을 위해 영상처리를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Wang 등(2011)은 
근적외 영역 영상을 이용하여 외관에 충해 구멍이 있는 내부 결함 밤을 100% 선
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Moscetti 등(2014)은 1100~2300nm 역 중에 6개
의 유효 파장 역의 값을 이용하여 91% 이상의 성능으로 충해 밤을 선별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밤이 아닌 다른 과실의 표면결함을 판정하는 경우 가시
광 영역 의 영상만을 사용할 때보다 근적외선 영상을 이용하면 신속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거나 높은 정밀도를 얻는 효과를 나타내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밤의 가시광 영역의 컬러 영상뿐만 아니라 근적외 영역의 영상
을 이용한다면 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시광 및 근적외 영상을 이용하여 밤의 내부결함을 간접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앞서 MR 영상을 이용하여 내부 부패 
조직 검출 알고리즘 개발에 사용한 부패 시료를 살펴보면 표피의 색상이 검게 그
을린 색으로 변색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변색 밤을 영상 
처리를 통해 검출하고 또 다른 주요 결함으로 판단되는 충해 밤을 외관에 나타난 
충해 구멍을 검출함으로써 변색 밤과 충해 밤을 선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3.3.2. 이론적 배경

  일반 사진기로 촬영하여 얻은 사진 영상은 1800년 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최
근까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흑백으로 된 사진 영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실제 눈에 보이는 그 로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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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로 된 사진 영상을 제공한다. 사진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촬영 상을 표
현하는 방법은 더욱 정교해졌으며, 표현하는 색도 실제와 거의 차이가 없다. 사
진 영상은 물체에 반사되는 빛 신호를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빛 신호는 아날로
그 신호라서 이를 표현한 사진 영상도 당연히 아날로그 신호다. 아날로그 신호는 
조작이 쉽지 않고 영구 보관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사진처럼 아날로그 영상을 조
작해 변형하거나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작업을 할 때는 특수한 장비와 아주 전문
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 장점이 
많고, 아날로그 신호에서도 쉽게 얻을 수 있다. 아날로그 신호로 구성된 사진 영
상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게 바로 디지털 영상이다.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양이 많은 디지털 영상처리도 가능해졌다. 고속 및 용량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는 최신 컴퓨터는 여러 가지 디지털 영상처리 기법을 사용 할 수 있게 
했으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점차 넓어졌다. 디지털 영상은 다음 디지
털 신호의 장점을 그 로 보인다. 디지털 데이터의 값이 명확하므로, 아날로그 
영상보다 화질이 우수하며 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그 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디
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데이터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
다. 또한 데이터 통신을 응용하는 분야에서도 디지털 영상 전송을 가능하게 한
다.
   디지털 영상처리는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획득한 디지털 영상을 원하
는 목적에 맞게 조작하는 것이다. 원래 영상보다 품질이 높은 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오래되거나 전송 중에 변질 또는 훼손된 영상을 복원할 수도 있다. 
또한 디지털 영상 내의 특징을 추출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영상의 일부분만으로
도 새로운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크기를 압축
해 편리하게 저장과 전송을 할 수도 있다. 최근에 등장한 디지털 카메라는 누구
나 조작하기 쉬워 이미 널리 중화되었는데, 소비자의 관심을 디지털 영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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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에 집중시켰다. 점점 더 디지털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에 소비자의 관심은 집중될 것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활용될 것이며, 더 
발전된 영상처리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영상처리 기술은 영상 개선, 영상 복원, 영상 변환, 영상 분석, 영상 
인식, 영상 압축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구현 알고리즘은 화소 점 처리, 영역 처
리, 기하학적 처리, 프레임 처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구조화하면 Fig. 3-43과 같
다.

Fig. 3-43 Classification of digital image processing techniques and 
algorithm.

  컴퓨터를 이용해 디지털 영상을 분류하거나 판독할 수 있다. 이것을 하려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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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영상이 지닌 속성을 수치화하거나 디지털 영상에서 특정 영역 등을 추출하
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을 디지털 영상 분석(Digital Image Analysis; DIA)
이라고 한다. 디지털 영상을 분석하는 데는 디지털 영상의 크기나 특정 영역의 
크기를 알아내는 과정과 디지털 영상의 형태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밖
에 Fig. 3-44와 같이 디지털 영상의 윤곽선을 찾거나, 색상 및 무늬를 구별하며, 
질감을 알아내는 작업도 해야 한다. 이렇듯 디지털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Fig. 3-44 Examples of edge detection in analyzing 
the digital image.

  멀티미디어는 텍스트 미디어, 사운드 미디어, 영상 미디어, 비디오 미디어 등 
여러 미디어를 서로 조합한 것을 말한다. 이 중 영상 미디어(그중에서도 특히 디
지털 영상 미디어)는 멀티미디어의 효율을 극 화시킨다. 멀티미디어는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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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사용되므로 당연히 디지털 영상 미디어와 디지털 영상처리 기술도 많은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디지털 영상처리 기술을 많이 
응용하는데, 이는 일반 사용자도 웹에 디지털 영상을 쉽게 올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좀 더 
활성화되면 디지털 영상 사용과 영상처리 기술에서 사용자의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디지털 영상처리 기술은 방송과 영화 분야 외에도 의료 산업 분야, 보안 
응용 분야, 출판 및 문서 제작 분야, 과학 분야, 군사 분야, 우주 원격탐사 분야 
농업 분야 등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부분의 농업 분야에 활용되는 영상처리는 농산물의 외관판정에 집중되어 있
다. 그 연구들은 부분 NIR 역의 영상보다는 가시광 영역의 컬러 혹은 흑백영
상만을 가지고 표면 결함을 검출하려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외관 선별의 경
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컬러 기계시각장치를 이용하여 표면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지만 결함 검출을 위한 영상의 이치화 과정에서 결함부의 화
소값과 물체영상의 가장자리 부분의 화소값이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출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Yang 등(1994)은 반점 모양의 결함을 검
출하기 위해서 흑백기계시각장치를 이용하였다. 검출하는 방법은 반점 영역의 일
부분을 시작으로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 가는 Watershed 알고리즘을 변형한 
flood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Flooding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반점 
영역의 가능성이 있는 시작점의 선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 작업
은 흑백영상을 이진화 처리를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의 색상을 갖
는 상의 경우 잘못된 선정이 이루어진다. 즉, 단일 색상만 가지고 있는 상의 
경우는 유용하지만, 반점 모양의 결함이 아닌 영역의 서로 다른 색상이 흑백 영
상에서 어둡거나 밝게 나타날 수 있어서 시작점의 선정에 잘못된 판단이 많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Yang과 Marchant(1995)는 변형된 flooding 알
고리즘이 적용된 결과에 반점의 테두리를 검출해 내는 snake 알고리즘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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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영역의 기하하적 정보를 고려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색상 때문에 생기는 시작점의 잘못된 선정에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
였다. 한편 가시광 영역에서 검출이 어려운 결함에 해 획득 영상의 파장 를 
근적외선 영역까지 확 하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근적외 파장 역의 경우 색
상에는 관계없이 상체의 화학적인 성분에 따라 특정 파장 역에서 흡수율이 달
라지기 때문에 과실류의 병반, 타상 등의 미세 영역검출에 이용되고 있다.

 3.3.3. 재료 및 방법

  3.3.3.1. 공시 재료

  내부 이상이 있는 밤의 외부 색상의 특징을 영상으로 확인하고자 밤 시료를 준
비하였다. 인위적인 처리를 가하지 않고 2013년도 9월에 전남 화순에서 바로 수
확한 밤들 중에 외부 표피색상에 검게 변색이 일어난 변색 밤과 밤벌레가 뚫고 
나온 구멍이 남아있는 충해 밤, 그리고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정상 밤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밤 전체 시료는 12개의 정상시료와 30개의 비
정상시료로 이루어졌다. 모든 시료의 모습과 눈에 띄는 변색 위치와 충해 위치는 
Fig. 3-45와 같다. 추후에 개발할 온라인 선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샘플들은 일
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치의 모습을 측정하기 위해 자세를 변형하여 4개씩 한 세
트로 측정에 활용하였다. 나타난 변색 밤의 변색 부위는 샘플 별로 그 크기가 차
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충해 구멍의 크기는 2.86±0.53 mm(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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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 The discolored parts (red dot circles) and  worm-holes (blue circles) 
of chestnut samples.

   3.3.3.2. 다파장 영상획득 장치

  본 실험에 사용한 다파장 영상획득 장치는 Fig. 3-46과 같이 근적외선 영상획
득카메라, 광학필터 교체용 휠, 조명 장치 그리고 시료 측정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적외선 영상획득카메라(Hitachi, KF-F2A, Japan)는 화소의 색 깊이가 8 
bit이며, Fig. 3-47과 같이 400nm에서 1000nm사이의 파장 역에서 유효한 파
장 감응을 보이는 near infrared monochrome CCD를 사용하고 있다. 근적외
선 영상획득 카메라로 입력되는 영상을 파장 역별로 구분하여 획득하기 위하여 
직경 200mm의 원판에 최  6개의 필터를 장착할 수 있는 필터 교체용 휠을 제
작하고 카메라 렌즈 앞단에 장착하였다. 
  조명장치는 100W의 백열등 4개와 60W 백열등을 각각 교차해서 8개의 조명을 
사용하였다. 조명이 너무 강하면 밤의 매끄러운 표면에 거울 반사가 일어나 영상
왜곡이 생길 수 있어 광량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광량을 조절하였고 백색 종이를 
광원 앞에 장착하여 빛을 분산시켰다. 파장 별 필터 영상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
해 780, 820, 860, 880, 920, 960 nm의 NIR 밴드패스 필터를 사용하여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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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였다. 
  그리고 변색 밤 외피에 나타난 변색 위치와 실제 내부의 겸함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획득한 밤의 외부 및 내부 절단면의 컬러영상은 조명의 
빛을 분산시킨 상태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놓인 샘플의 중앙 위쪽 위치
에서 획득하였다. 획득한 외피의 컬러 영상과 내부 절단면 영상에서 변색 위치와 내
부 결함 위치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matlab에서 제공하는 
monte carlo 방법을 이용한 폐곡선의 내부 면적을 구하는 방법으로 채색하여 그 모
습을 비교하였다. 

Fig. 3-46 NIR filter image acquisition 
system composed of NIR camera, filter 
wheel an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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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 Spectral sensitivity of Vis/NIR camera.

  3.3.3.3. 변색 부위 및 충해 구멍 검출 알고리즘 

  밤 시료를 상으로 획득한 컬러 영상 또는 근적외 필터영상을 이용하여 변색 
부위 및 충해 구멍을 검출하기 위한 영상처리 과정은 Fig. 3-48과 같다. 일차적
으로 획득된 영상은 배경을 제거하고 영상을 상으로 평균픽셀 값이 128을 중
심으로 동일한 분산 값을 갖게 분포하도록 Eq. (3-17)을 이용하여 정규화를 하였
다. 그리고 정규화 과정을 거친 모든 영상을 상으로 변색 부위 및 충해구멍을 
검출하기 위해 문턱 값을 설정하여 이진화를 하였다. 이 때 문턱 값은 결함과 분
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에서 95.46%를 차지하
는 평균±2*σ를 고려하여 문턱 값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또한 조명장치의 조명강
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이치화의 범위를 획득한 영상의 정상 영역의 픽셀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율로 표시하였다. 즉 변색 부위 검출을 위해 변색부위의 평
균값과 표준편차, 그리고 정상부위의 평균값을 구하여 Eq. (3-18)과 같이 이진화
의 범위를 구하였다. 이진화 범위를 구하기 위해 matlab를 통해 히스토그램과 1
차원 프로파일 그래프를 그려 변색부분 영상과 충해 구멍 부분 영상의 화소값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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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관찰하였다.

Fig. 3-48 Flow chart to detect defective area from color and NIR images of 
chestnuts.

   









 




 or   or   

 




 or   or  ≤ 
--- Eq. (3-17)

여기서 or   = i행 j열 위치의 원 영상의 픽셀 값 
  = i행 j열 위치의 정규화 영상의 픽셀 값
= 원하는 정규화 영상의 평균 픽셀 값(=128) 
 = 원하는 정규화 영상의 픽셀의 분산(= 2000) 
  = 입력 영상의 평균 픽셀 값 및 분산 

  이진화 처리 이후 나타나는 노이즈 픽셀을 제거하기 위해 영상 침식 과정을 거
쳤다. 영상 침식 처리는 물체에 해 배경을 확장시키고 물체의 크기를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 침식 알고리즘은 검출 상 영역의 둘레로부터 한 픽셀을 없애는 효
과를 가지기 때문에 단일 픽셀로 떨어져 있는 노이즈와 같은 경우 제거되는 효과
를 갖는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침식 연산 시 disk 사이즈는 가장 작은 노이즈인 
한 픽셀을 제거하기 위한 값으로 1을 적용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살펴
보기 위해 정상 시료 10개, 변색 밤 3개 그리고 충해 밤 10개 영상에 해 검출 알
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적용한 후 변색 위치와 충해 구멍의 위치를 검출이 되는지 살
펴보았다.

  

 


 
  ------------------- Eq. (3-18)

여기서    = 이진화를 위한 정상 영역 비 결함 영역 픽셀 값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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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함 영역 픽셀의 평균값
 =  결함 영역 픽셀의 표준편차
  = 정상 영역 픽셀의 평균값

 3.3.4. 결과 및 고찰

  3.3.4.1. 내부 결함과의 외관 특성

  부패가 내부에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샘플의 경우 그 내부부패과정이 진행이 되
면서 외피의 색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밤의 외피색은 원래 지니고 있던 진
갈색보다 그 색상이 짙어져 Fig. 3-49와 같이 눈으로 쉽게 구분이 될 정도로 어두운 
색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난 검은 색상의 표면을 절단하여 그 내부의 상태를 보
면 Fig. 3-50과 같이 내부가 썩거나 충해를 입어 내부이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면에 작은 구멍을 가진 충해 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부의 조직이 밤
벌레에 의해 손상되어 있음을 절단면을 통해 Fig. 3-51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49 Surface color of internally decayed 
chestnut (A) and pin-holes of worm-eaten 
chestnu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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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0 The discolored chestnut hull and 
the internal tissues disordered.

  Fig. 3-51 Internally disordered tissues of the worm-eaten chestnuts.

  변색 밤 외피에 나타난 변색 위치와 실제 내부의 겸함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컬러영상으로 획득한 변색 영역과 절단면에서의 내부 결함 영역을 
비교하였다. Fig. 3-52(A, B, C)에 나타난 것처럼 외피의 컬러 영상, 외피의 변색 부
위를 채색한 영상, 외피를 제거한 후 결함 부분을 채색한 영상을 비교하였다. 이 영
상에서 변색이 부분적으로 진행된 두 개 시료에 해서 변색 위치와 그 아래 내부의 
결함이 어느 정도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게 변색이 된 시
료 3개는 Fig. 3-53에 나타난 예시처럼 모두 내부에 곰팡이가 있거나 부패가 진행되
어 내부 조직이 말라 있었다.  정상 시료 3개의 경우 Fig. 3-54(A, B, C)에 나타난 
것처럼 변색 밤에 비해 정상 밤의 외피는 선명한 갈색을 띄고 검게 변색된 부분을 
찾을 수 없었고 절단면 내부 모습 Fig. 3-54(D, E, F)에서 내부에 결함이 있는 조직
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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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 Surface color images (A) of the chestnuts 
discolored partly, the discolored parts of hull (B) and 
the disordered tissues underneath the hull (C).

Fig. 3-53 Surface (A, B, C) and internal (E, F, G) color 
images of the chestnuts  discolored enti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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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tnut samples No. of sample Correl. Coff.

Sound 6 1.000

Discolored partly 3 0.985

Discolored overall 6 0.917

Fig. 3-54 Surface color images(A, B, C) and the 
corresponding internal color images(E, F, G) of sound 
chestnuts.

  밤 외피에 나타난 변색 영역의 넓이와 변색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박피하여 부
패 결함이 나타난 영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색 
밤과 정상 밤 시료를 상으로 외피의 변색 넓이와 외피 안쪽의 내부 부패 조직의 
넓이를 각각 구하였다. 전체적으로 변색이 이루어진 밤은 6개, 부분적으로 변색이 이
루어진 시료는 3개, 그리고 비교를 위한 정상 시료 6개의 컬러 영상을 이용하여 면적
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시료의 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체 상관 계수는 
0.941로 나타났고 시료의 상태에 따른 상관 계수는 Table 3-12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3-12 Correlation between the discolored area of chestnut hull 
and the decayed area under the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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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밤을 포함하여 부분적으로 변색이 이루어지거나 전체 영역에 걸쳐 변색이 진
행된 변색 밤을 상으로 외부의 변색 위치와 내부의 모습을 살펴 본 결과 변색 밤
의 내부는 변색 위치에 해당하는 내부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로써 
외피에 나타난 변색 위치나 변색 밤을 검출한다면 내부 부패가 있는 밤을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외피의 컬러영상을 획득하고 영상처리 기법을 적용
하면 충분히 외관 영상을 통한 내부 부패를 가진 시료의 선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3.3.4.2. 근적외 필터 영상을 이용한 결함 부위 검출

   먼저 변색 밤의 변색 영역을 살펴보면 컬러영상에서 확인한 변색부위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검은 픽셀들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충해 밤의 근적외 
필터영상을 살펴보면 충해 구멍이 상 적으로 어두운 검은색 원형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이 정규화 처리를 거치면 그 차이를 명확히 볼 수 있는데 
Fig. 3-55는 정규화하지 않은 820nm 필터 영상의 히스토그램과 각 부위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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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 Histograms of chestnuts discolored partly(A) and eaten by worm(B).

  이 밖에도 추가적으로 Fig. 3-56과 같이 근적외선 영역의 필터영상의 1차원 프로
파일을 확인한 결과 밤의 외피 색상에 무관한 충해 영역 구분이 가능하여 이를 활용
하는 것이 충해 구멍을 판별하는데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온라인 선별기 
개발에 영상 전체에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시간의 제약에 의해 불가능할 시 처
리과정을 간단하게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56 One-dimensional profile of pixel values of the 
NIR image of a chestnut having worm-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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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한 근적외 영역의 결함과 영상을 살펴보면 Fig. 3-57 및 3-58과 같이 나타난
다. 820~920nm 역의 필터 영상에서는 변색 부위와 충해 구멍이 컬러 영상에 비해 
정상 부위와 구분이 뚜렷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충해 밤의 구멍 부분은 
그 픽셀 값이 배경 또는 정상 표피 부분과는 구분이 명확하고 형상의 특이성이 
있어 영상처리를 통해 쉽게 판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변색 밤의 경우 변색 
영역의 픽셀 값은 어둡게 나타난 영상의 외곽부분과 비슷한 특성이 있어 배경을 
제거하고 영상 정규화 과정을 거친 후에 변색 부위의 특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명확히 변색 부위와 충해 구멍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
해 픽셀값을 확인하였다. 정규화를 거친 모든 필터 영상 중에서 820nm 필터 영상에
서 변색 부분의 픽셀 값은 62.1±13.6이고, 충해 구멍에 해당하는 픽셀의 픽셀 값은 
28.0±10.4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상 영역의 픽셀값은 141.0±44.2 범위에 분포하
고 있었다. 이러한 범위는 다른 품종이나 다른 조명조건에서 획득한 밤 영상의 
문턱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 비 결함 영역의 픽셀의 비율로써 이치화를 위
한 문턱치를 결정하였다. 설정된 정상 영역 비 변색 영역 비율은 0.25~0.63이
고 정상 영역 비 충해 영역의 비율은 0.05~0.35로 나타났다.

Fig 3-57 Color and NIR filter images of the chestnuts discolored par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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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8 Color and NIR filter images of chestnuts having a worm-hole.

  설정된 비율을 통해 이진화 처리 과정을 거친 영상은 Fig. 3-59, 60과 같다. 
변색 밤은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거친 결과 그림을 보면 공통적으로 밤의 외곽부
분이 변색 부위로 오인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이는 배경 부분을 제거하였지만 조
명을 상 적으로 적게 받는 외곽부분의 모습이 어둡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충해 밤의 경우 충해구멍은 주위에 나타난 어두운 부분보다 더 어둡
게 영상에 나타나 검출 알고리즘을 거친 결과 영상에서 쉽게 판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59 820 nm filter images of the chestnuts discolored partly and the detected 
results of the discolored parts by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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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0 820 nm filter images of the chestnuts having worm-hole 
and  the detected results of the worm-holes by image processing.

  충해 밤을 선별 하는 알고리즘 개발은 근적외 영상을 이용하면 간단한 알고리즘 
처리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색 밤 선별 알고리즘에 적용한 근적
외 영상의 경우 배경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둡게 측정된 밤의 외곽부분의 영상
이 변색부위의 색상과 유사하여 구분이 되지 않아 근적외 영상을 이용한 변색 밤 선
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상시료 10개 충해시료 10개 변색 시료3개의 근적외 
필터 영상에 적용하였다. 충해구멍의 위치와 변색 부위를 모두 정확히 검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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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밤의 외곽부분의 어두운 픽셀들을 변색부분과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나타냈
다. 전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밤 13개의 영상에 해 결함으로 분리하였고 정상 밤 
10개의 외곽부분에 해당하는 픽셀을 변색부분으로 검출하는 오류를 나타냈다. Fig. 
3-61에 나타난 검출처럼 정상 시료 영상의 외곽의 어두운 부분은 모두 결함으로 검
출하는 오류를 나타냈다. 이는 영상 정규화 과정에서 분산 값을 줄이면 나타나는 영
역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나 오류를 전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된다.

Fig. 3-61 820 nm filter images of the normal chestnuts 
and the detected results of defective area by image 
processing.

  3.3.4.3. 컬러 영상을 이용한 결함 부위 검출

  근적외 영상과 마찬가지로 컬러 영상도 알고리즘을 거쳐 충해 밤과 변색 밤의 충
해 구멍과 변색 부위를 검출하였다. 흑백으로 획득한 근적외 영상과 비슷하게 컬러 
영상은 R, G, B의 세 장의 영상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알고리즘 처리를 거쳤다. 
  변색 밤의 변색 부위를 검출하기 위해 배경을 제거한 영상의 픽셀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획득한 컬러영상의 히스토그램을 살펴보았다. Fig. 3-6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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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조직의 위치에 비해 변색 부분은 어두운 색상을 나타낸다. 이는 R, G, B의 픽셀 
값을 각각 70~130, 40~95, 65~115 범위에 해당하는 픽셀들이 변색 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해 밤의 충해 구멍을 검출하기 위해 조사한 충해 구멍의 
R, G, B의 픽셀 값은 각각 0~50, 0~10, 0~10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62 Histograms of R, G, B values of the chestnuts discolored partly (A) 
and overall (B).

  자세한 분포 모습과 이진화 처리를 위한 문턱치를 설정하기 위해 정규화처리를 한 
후에 Table 3-13과 같이 픽셀 정보를 분석하였다. 결함이 나타내는 R, G, B의 범위
는 밤의 품종이나 측정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획득된 영상 
내에서 정상 영역 비 결함의 색상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나타난 각각의 결함의 범위를 정상 영역의 픽셀 평균 Mn(R:149.2, G:136.7, 
B:136.2)으로 나누어 정상 영역 비 결함 부분의 픽셀의 비율로서 이진화 처리의 문
턱치를 설정하였다. 비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충해 구멍은 정상영역 비 비율이 
0.6 이하로서 정상 영역과의 구분이 확연히 되는 것으로 보이나 변색 영역의 경우는 
0.26~0.79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어두운 정상 영역과 범위가 겹치는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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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able 3-13 Color values of the worm-holes and discolored parts of chestnuts after 
normalization process

Color of the worm-hole area Color of the discolored area

R G B R G B

Mean(Md) 35.8 65.9 53.0 79.9 97.9 100.8

STDEV(σ) 11.5 7.0 9.6 20.8 15.2 14.2

[Md-2*σ]/Mn 0.0859 0.3803 0.2487 0.2563 0.4936 0.5314

[Md+2*σ]/Mn 0.3934 0.5845 0.5296 0.7688 0.7874 0.7728

  설정된 각기 다른 범위의 R, G, B의 범위로 이진화 처리를 거친 영상은 일렬의 영
상처리 과정을 거쳤다. 컬러 영상을 통한 변색 밤의 영상처리 알고리즘 적용 모습은 
Fig. 3-63과 같다. 근적외 영상을 이용한 알고리즘 적용 모습에 비해 상 적으로 높
은 판별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조명에 의한 외곽부위의 어두
운 부분을 변색 위치로 판단하고 반사가 되는 매끄러운 부분을 정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나타냈다. 그리고 컬러 영상을 통한 충해 밤의 영상처리 검출 알고리즘 적용 
모습은 Fig. 3-64와 같다. 조명에 의해 반사의 영향이 있어 상당부분의 픽셀이 밝게 
나타났음에도 충해 구멍은 검게 나타나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검출할 수 있었다. 이
는 밝게 나타나는 영역은 충해 구멍 영역과는 상관이 없어 나타난 현상으로 조명에 
의한 반사가 충해 구멍에 나타나더라고 충해 구멍 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충해 구멍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은 근적외 영역 영상뿐만 아
니라 컬러 영상을 이용하여서도 충분히 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획
득한 영상의 배경은 제거하고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나 좀 더 검은 색의 배경
을 사용할 경우 배경에 근접한 외곽부분을 충해 구멍과 같이 검출하는 오류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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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 적용에 사용한 컬러 영상은 배경이 검지 않
아서 충해 구멍만 구분이 잘된 것으로 추후 배경 선택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g. 3-63 Color images (A, D, G) of the 
chestnuts discolored overall and the detected 
area (B, E, H and C, F, I) of the discolored 
parts by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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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 Color images of the worm-holes 
detected by image processing.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정상 밤 10개와 변색 밤 3개, 충해 밤 10개의 
컬러 영상에 적용하였다. 검출결과를 살펴보면 충해 시료의 구멍을 정확히 찾아내고 
변색 밤의 변색 위치에 해 비교적 정확하게 검출하였으나 정상 밤의 시료의 어두
운 부분과 영상의 외곽에 위치한 어두운 부분을 변색 부위로 검출하였다. Fig. 3-65
에 나타난 시료처럼 10개 중에 7개의 해당하는 정상 밤 시료의 외곽부분에 해 변
색 부위로 판단하는 오류를 나타냈다. 이는 외곽 부분에는 상 적으로 조명의 영향으
로 인하여 어둡게 나타나 발생하는 것으로 추후 조명 장치를 개선하거나 밤 영상의 
외곽에 위치한 영역은 제외하고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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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5 Color images of the worm-holes 
detected by image processing.

  3.3.5. 요약 및 결론

  밤의 내부 품질을 계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내부 
이상이 있는 밤의 외부 영상을 활용하여 내부 품질을 계측하기 위하여 밤 시료를 
준비하였다. 내부 부패가 진행된 밤의 경우 외피 안쪽의 수분이 사라져 밤 외피
가 검게 변색이 되는 특성을 이용하고 충해를 입은 충해 밤은 외피나 나타난 구
멍을 이용하여 내부 품질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결함과의 부분을 차지하는 충해 밤과 변색 밤의 외관 결함 특성을 살펴보았
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료를 구입하여 충해 밤의 표면에 있는 구멍의 크
기를 조사한 결과 구멍의 직경이 1∼4.3mm로서, 평균 2.86 mm였다. 그리고 변
색 밤의 변색 부위는 샘플 별로 크기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색 부위의 
면적과 내부 부패정도와의 상관관계 구명하기 위해 외피의 변색부의 넓이와 외피 
안쪽의 내부 부패 조직의 넓이와 상관관계를 구한결과 상관 계수가 0.941로 높게 
나타났다.

2. NIR 역(780∼960nm)의 필터 영상을 이용하여 변색 부위와 충해 구멍을 찾
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근적외 영역의 필터영상을 활용할 경우 각 역
에서 충해 밤의 벌레구멍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820nm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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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상으로 영상 정규화, 이진화 및 영상 침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충해 
부분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같은 영상에서 이진화 문턱값만을 
변경하여 변색 밤의 변색 부분 검출을 시도하였으나 공통적으로 밤의 경계선부분
이 변색 부위로 오인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는 경계선 부분의 조명이 상 적
으로 어둡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컬러 영상을 이용하여 변색 부위와 벌레 구멍에 해당하는 R, G, B영상의 화소
값 분포를 분석하고, 각 색상영상의 교집합을 이용하여 변색부위와 벌레 구멍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나타난 각각의 결함의 범위를 정상 영역의 평균
으로 나누어 정상 영역 비 결함 부분의 픽셀의 비율로서 이진화 처리의 문턱치를 
설정하였다. 비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충해 구멍은 정상영역 비 비율이 0.6 이하
로서 정상 영역과의 구분이 확연히 되는 것으로 보이나 변색 영역의 경우는 
0.26~0.79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어두운 정상 영역과 범위가 겹치는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함과의 컬러영상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통한 결함 부위 검출을 시도한 결과 변
색 부위의 검출은 NIR 필터 영상에 비해 용이하였으나 영상의 외곽 부분을 변색 부
위로 오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정상 밤 시료에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
과 영상의 외곽부분에 해 변색 부위로 판단하는 오류를 나타냈다. 이는 외곽 부분
에는 상 적으로 조명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둡게 나타나 발생하는 것으로 추후 조명 
장치를 개선하거나 밤 영상의 외곽에 위치한 영역은 제외하고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02 -

VI. 온라인 내부 결함과 선별시스템 개발

4.1. 서 언 

  우리나라 과실 유통의 경우 1990년  중반부터 정부지원에 의해 청과물종합처리시
설(APC)이 주요 산지에 보급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를 연결하는 주요 구심점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PC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유통비용의 절감
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로서 보통 전처리, 선별 및 포장, 저장 등
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품화, 품질관리 및 마케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이다. 일반적으로 사과, 배 등 과일의 선별포장 공정은 원료반입, 
원료공급, 무게선별, 등급선별, 포장, 팰릿타이징(palletizing) 등으로 구성되며 부분
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다. 특히 선별공정은 크기 또는 무게 등급을 규정하는 크기
규격과 외관 및 내부 품질을 규정하는 등급규격에 의해 선별되고 정부가 제시하는 
포장규격에 의해 포장되고 출하된다. 
  현재 우리나라 밤 유통시설은 타 과실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선별은 크기
규격만 정해져 있고, 색상, 표면 결함, 당도, 내부 부패 등과 관련되는 등급기준은 제
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주로 드럼식 선별기를 이용하여 크기 선별만
을 수행하고  8인 정도의 선별 인력에 의해 변색 및 충해 구멍을 가진 밤을 선별하
고 있으며, 크기 선별 이외에는 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밤의 크기 선별을 위
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선별기는 회전 드럼방식으로 등급 규격상의 크기 기준인 특

, , 중, 소에 따라 밤을 4등급 정도로 분류한다.
  선진국인 일본에는 이미 밤 선별을 위해 자동공급, 전처리, 개체 무게선별, 자동 
계량 및 포장 등으로 구성되는 선별시스템(Fig. 4-1)이 공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도 밤의 내부 품질과 관계되는 당도 및 주요 성분 
함량, 내부 결함 등의 내부 품질을 판별하는 공정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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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Photo of input (A) and transportation (B) of chestnut for on-line 
sorter in Japan.

  밤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중국의 경우에도 사용되는 색상선별기(Grain color 
sorter)를 이용하여 땅콩, 잣뿐만 아니라 변색된 밤을 선별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선별기(Fig. 4-2)는 1280 x 960 x 3 픽셀의 고해상도 컬러 카메
라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조명방법 및 선별알고리즘이 개발
되어 있다. 이 선별기에 의한 충해 밤의 선별가능성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Fig. 4-2 CCD color sorter for chestnu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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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밤 유통시설의 현 화를 위해 크기뿐만 아니라 당도, 
내부 부패 등을 포함하는 등급선별이 가능한 선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으나, 이 연
구에서는 일차적으로 III 장에서 제시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실용화가 가능한 가시 
및 근적외 영상을 이용하여 현재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변색 밤과 충해 밤을 선별하
는 온라인 선별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현재 변색 밤과 충
해 밤을 선별하는데 사용되는 인력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선별장치를 구축
하고 결함 밤 분리효율 및 선별능률을 평가하며 실용화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4.2. 재료 및 방법

  4.2.1. 선별 시스템의 구성

  앞으로 밤 유통 설비의 핵심 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함과 선별 라인을 개발
하는 것으로서 선별시스템은 Fig. 4-3과 같이 먼저 밤을 선별라인에 투입하는 공급
장치, 공급된 밤을 이송하면서 정렬하고 개체화 시키는 정렬 및 개체화 장치, 변색 
밤과 충해 밤을 판별하는 결함과 판별장치, 판별된 결함과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자동
배출장치 그리고 이들 라인에 한 제어를 담당하는 컨트롤러부로 이루어져 있다. 결
함 검출은 컬러영상과 근적외 영상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2-CCD 카메라를 이용
하여 내부 부패가 있는 변색 밤과 충해 구멍을 가진 충해 밤을 선별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선별라인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장비로 구축되기 보다는 
직접 생산 현장에 투입하여 가동할 장비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최초 설계 
시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보수 및 제작비용까지 고려한 실용적인 장비가 될 수 있도
록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다.

Fig. 4-3 Composition of chestnut sorting system using 2-CCD camera(visible and 
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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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유닛을 설계하기 위해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조건과 가정을 설정하였다. 조사된 선별시스템은 1일(8시간 기준) 처리 물량은 
12톤으로 원료공급 (1인), 인력에 의한 변색 및 충해 밤 선별(7~8 인), 드럼식 크기선
별, 크기별 계량 및 포장(1~2 인). 포장(3~4 인) 등으로 크기 선별을 제외하고는 부
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1) 1일(8시간) 처리량: 12,000 kg 
    (2) 밤 1알의 평균 무게: 25 g
    (3) 밤 1알의 긴 방향 직경: 35.54±4.73mm
    (4) 시간당 소요 처리 개수: 60,000개/시간 혹은 16.67개/초
    (5) 원료 내 결함과 구성비: 5 % 미만
    (6) 기기의 결함과 분리효율: 70% 이상

 4.2.2. 원료 공급 장치

   공급장치의 소요 공급량은 일차적으로 결함 밤 판정부의 처리량과 단위 시간

당 소요 처리량에 의해 결정된다. 목표처리량을 달성하기 위해 초당 20개 이상의 
공급이 가능한 진동식 리니어 피더기를 사용하였다(Fig. 4-4). 진동식 공급장치는 
원료가 산물상태로 피더기에 공급되면 이를 분산시키고 정렬하는 기능을 갖추어
야 하므로 V자형 홈을 가진 철판을 사용하였으며, 결함 밤 판정부의 선별 폭
(60mm*8채널=480mm)을 고려하여 폭 480 mm, 길이 800 mm로 결정하였다. 
원료 공급 장치는 추후 장착될 자동 원료 공급 장치를 고려하여 탈부착이 가능하고 
투입 각도를 조정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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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Vibration feeder for chestnut 
alinement and individuation. 

 4.2.3. 이송 및 개체화 장치

   판별부에서 결함 밤을 검출하고 자동배출부에서 배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면 밤 시료가 카메라 시각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개체화되어야 하고, 또한 밤 전
체 표면이 카메라에 노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 투명 
평벨트, 스크류식 이송장치(Fig. 4-5)등을 고안하여 시도하였으나 기능이 원활하
지 못하고 목표로 한 선별능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Fig. 4-6과 같은 
회전 롤러식 이송장치를 고안하였다.

Fig. 4-5 Screw type convey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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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Roller conveyor revolving in CW and moving forward.

  Fig. 4-7은 자전하는 롤러 이송 장치 위에서 FOV를 촬영하는 측면 모습을 나
타낸 그림이다. 피선별물인 밤은 선별 테이블 위에서 회전을 하며 다음 공정으로 
이송되는데 이때 밤은 롤러의 회전 방향에 따라 롤러 이송 장치의 전진 방향과 
반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설치된 롤러는 체인에 의해 회전하는 방식으로 롤러 
위의 물체는 롤러의 회전과 반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롤러와 물체 사이에 
슬립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롤러와 물체의 원주 속도는 동일하게 된다. 롤러이송
장치가 일정한 거리 (s)를 전진하는 동안 롤러의 회전수(Nr)와 직경(D), 물체의 
회전수 (Np)와 직경(d) 사이에는 각각 Eq. (4-1~3)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Eq. (4-2)에 따르면 단위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물체의 회전수는 롤러의 전진속
도나 직경에는 전혀 관계없이 물체의 직경에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밤
의 직경인 d 값으로 측정한 밤 샘플의 가장 긴 직경인 35.54±4.73mm로 가정하
면 FOV의 전진 거리를 240mm로 가정하면 밤은 영상획득의 가시영역을 지나면
서 평균 2.15회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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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Schematics of a lateral view where a camera takes a 
picture of one channel.

  롤러의 회전수,      ------------------------------ Eq. (4-1)

  밤의 회전 수,     ------------------------------- Eq. (4-2)

  롤러와 밤의 회전 비율,     --------------------- Eq. (4-3)

  롤러 이송장치에서 롤러는 전진을 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롤러 
위에 놓여 있는 밤은 전진을 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롤러의 직경(D), 
롤러 간의 피치(P), 롤러의 원주속도( ), 롤러의 전진속도 , 밤의 원주 속도
() 및 전진속도(), 영상획득 가시영역(FOV, W x H), 카메라의 셔터 노출시
간( ) 사이에는 Eq. (4-4~10)과 같은 관계식이 존재한다.

     = -  [m/sec] 혹은  = 
  [rps]  --------------- Eq. (4-4)

      = -------------------------------------------- Eq. (4-5)
    밤이 거리 s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 Eq.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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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거리 s를 이동하는 동안 밤의 총 회전수,  



  -- Eq. (4-7)

    밤 표면의 상  전진속도 범위, =(-) ~ ( ) ------ Eq. (4-8)
    영상의 한 픽셀의 실제 거리,    ------------------ Eq. (4-9)
    블러링이 일어나는 픽셀 수,      ------------ Eq. (4-10)

  본 연구에서 설치한 롤러의 직경(D)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검정색 단열재를 
감안하여 59mm이고 카메라의 노출 시간 는 1/200초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롤러의 전진속도()는 100∼300 mm/s 사이에서 변속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
다. 시료로 사용된 밤의 장축, 단축 및 등가 직경을 측정한 결과 각각 
35.5±4.7mm, 33.2±3.6mm, 및 2.2±0.8mm였다. 따라서 만약 롤러의 회전속도 
= 1 rps, 롤러의 전진 속도 = 200 mm/sec 가정하고, 밤이 FOV의 전진 
거리인 240mm를 단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이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밤이 카
메라를 지나가는 동안 전체 회전수는 약 2.0회이다. 이와 같은 롤러 회전식은 밤
의 회전이 가능하고, 다채널 구성이 용이하며, 무엇보다 처리량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4.2.4. 가이드라인 설치 및 영상 배경 개선

  원료 투입부에서 이송부로 이동된 밤은 영상획득을 위한 센서부로 이동하는 동
안 정렬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밤의 형상 특성상 앞으로 똑바로 굴러가지 
못하고 전진 방향에서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롤러 컨베이어 위에서 정
렬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였다. 최 외곽 채널 두 개를 포함하여 총 10개
의 채널을 가지도록 구성하였고 영상의 배경이 되는 부위인 가이드라인은 그림자
의 효과를 배재하기 위하여 그 높이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밤 영역의 영상과 혼
돈되지 않도록 양상획득 부위만 검정색 테이프로 덮어 그 색상을 배경과 같게 제
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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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8은 본 연구를 위해 제작한 이송롤러의 모습이다. 이송 시에 밤 회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롤러 표면과 밤사이에 충분한 마찰력이 작용해야 하고, 
영상 획득 시 롤러가 배경으로 잡히기 때문에 배경제거가 용이하도록 이송롤러의 
표면을 무광택 검정색의 고무발포 단열재(HIFLEX, 에이치아이코리아, 내경 
39mm, 두께 10mm)로 감싸주었다.

Fig. 4-8 Appearance of forwarding and 
rotating rollers covered with HIFLEX 
material and guide-line plates installed on 
rollers.

  본 선별 시스템 개발에 채택된 롤러 타입 이송 장치는 밤 크기를 고려하여 한 
채널의 폭을 60mm로 하고, 10개 채널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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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롤러 이송 장치의 크기는 전진 길이를 2000mm, 가로 폭을 770mm로 하
고 높이는 1000mm로 제작하였다. 총 65개의 롤러가 장착되었으며, 30개 정도의 
롤러가 상부 평면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롤러는 전진하면서 롤러 끝 회전축에 설
치되어 있는 체인에 의해 회전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송 장치는 밤 개체의 이송은 
물론 특정 구간에서 밤을 자전하게 함으로서 전 표면의 영상획득을 가능하게 하
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밤 이외의 다른 농산물의 전표면 관찰에 적용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2.5. 결함과 판별 장치

  III 장의 기초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밤의 표면색이 검게 변하거나 조그마한 구
멍이 있는 경우 내부가 부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들을 검출하기 위해 변색부
위는 컬러 영상으로, 작은 벌레구멍은 근적외 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결함과 판별장치를 Fig. 4-9에서와 같이 2 의 2-CCD 카메라, 조명장치 
및 롤러 컨베이어로 구성하였다.

Fig. 4-9 Apparatus to capture color and NIR 
images with two 2-CCD cameras and 
lightening device installed above roller 
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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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CCD 카메라 
  Fig. 4-10은 충해 및 부패 밤 선별을 위해 컬러 및 근적외선 영상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2-CCD 카메라의 개념도이다. 이 카메라는 하나의 광축을 2개의 
프리즘으로 분리하여 가시광과 근적외선 두 가지 CCD 센서에 상이 맺히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이 때 각 센서에 맺히는 컬리 및 근적외 영상은 1~2 픽셀 이내
의 정합도를 가지므로 두 의 독립된 카메라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정합에서의 
오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물리적으로는 한 의 카메라이지만 내부적으로
는 두 의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 

Fig. 4-10 Layout of lens, prisms and CCD sensors of 
the 2-CCD camera to capture simultaneously color 
and NIR images from an object.

   본 연구에 사용된 2-CCD 카메라 모델은 AD-080GE(JAI, Japan)로서 세부 사
양은 table 4-1과 같다. 이 카메라에 설치된 NIR 영상센서의 파장별 감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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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ig. 4-11과 같이 800∼900 nm 역에서 감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카메라는 동일한 광축 사용으로 가시광 및 근적외선 영상을 동시에 
획득하고, 노출 시간을 20μs 에서 33ms 사이에서 조절 가능하여 본 연구의 목
적 달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Feature Specification

Camera Category Area Scan

Display Format 1024 x 768

Image acquisition RGB 24 bit, near-IR 8 bit

Frame per second 30

Scanning Mode: Progressive Scan

Signal System Visible and NIR
Operating temperature and 
humidity

0°C to 40°C, 
RH 90% or less

Dimensions 55 (H) x 55 (W) x 98.3 (L) mm

Table 4-1 Specification of AD-080GE 2-CCD cam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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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Sensitivity of NIR response of AD-080 GE.

  (2) 카메라 해상도와 충해 구멍 검출
  컨베이어 상에 설치된 8 채널의 폭은 480 mm로서 이를 카메라 화소 수 1024
로 나누면 화소당 해상도는 0.469 mm에 해당한다. 충해 밤의 구멍이 1 mm 인 
경우 약 2개 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1 mm 정도의 충해구멍을 검출하기 위해 
해상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카메라 2 를 설치하여 한 의 카메라가 4
개의 채널 즉, 240mm를 담당하도록 하고 화소당 해상도를 0.235 mm로 되게 
설치하였다.

  (3) 조명장치
  2-CCD 카메라는 컬러 영상과 근적외 영역 영상을 동시에 획득하므로 가시광 영역
뿐 아니라 근적외 영역에서도 발광하는 램프를 광원으로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원으로 크립톤 램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크립톤 램프는 파장 750 
~ 900nm 사이에 몇 개의 날카로운 피크를 가진 강한 빛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립톤 램프의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분광광도계 (USB4000, Ocean Op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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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에 의해 광 특성을 조사한 결과, 가시광 영역과 700~950nm 파장 역에서도 
그 쓰임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크립톤 광원은 연색 특성이 우수해 강
도가 아주 강하지 않으면 밤 표면에 거울 반사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0W 전구 8개를 3열로 배치하여 총 24개의 램프를 설치
하였다.

  (4) 영상획득과 시야 면적
  목표로 하였던 시간당 1500kg의 밤을 선별하기 위해 초당 17개의 선별이 필요
하며, 8채널을 사용할 경우 한 채널 당 2개/초 이상의 선별이 요구된다. 또한 밤
이 카메라 시야거리를 통과하는 동안 크기에 관계없이 최소 1.5회 이상의 회전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 표면이 카메라에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식(4-3)에서 롤러의 
전진속도를 200 mm/sec, 밤의 최  크기를 40 mm, 롤러의 직경을 59 mm, 
롤러의 회전속도를 1 rps로 가정하면 최소 시야 거리(S)는 약 200 mm에 해당한
다. 이는 롤러 3.3개의 폭에 해당한다. 밤이 회전하는 동안 슬립을 감안하여 롤
러 4개의 폭, 약 240 mm를 롤러 진행방향의 시야거리로 결정하였다. 결과적으
로 카메라 한 의 시야면적을 320 mm x 240 mm로 하였다. 한편 채널 당 2
개/초의 선별속도를 감안하면 롤러 위에서 개체화된 밤, 즉 롤러와 롤러 사이에 
놓인 밤이 초당 2개 이상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롤러의 전진속도는 최소 
120 mm/sec이상 이어야 한다.
  영상입력 주기는 롤러와 롤러사이를 밤이 놓인 하나의 접시로 생각하고 롤러 1
개가 지나가는 시간을 영상입력 주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영상입력 주기는 (롤
러전진속도/롤러 피치)로 하였으며, 1개의 롤러가 지나가는 동안 1개의 영상이 
입력되도록 하였다. 이는 추후 결함 밤의 자동배출 알고리즘과 관계된다. 그리고 
카메라의 노출시간은 조명강도, 카메라와 물체와의 거리 등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2-CCD 카메라의 노출시간을 조명의 세기와 영상 선명도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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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초로 설정하고 실험하였다.

 4.2.6. 자동 배출 장치

  결함과를 배출하는 배출방식은 공압을 이용하는 기류 배출, 힌지나 바 등을 이
용하는 기계적 배출장치로 구분되며 시료 이송장치의 구조 및 이송방법에 따라 
고안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노즐을 이용하는 기류배출 장치를 고
안하여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솔레노이드에 의한 슈트식 배
출 방법을 구현하였다. 
   이 장치는 시료가 낙하하는 지점에 안내 슈트를 설치하고 슈트로 굴러온 밤을 
솔레노이드로 바를 들어 올려서 이송 경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즉 
정상적인 밤은 기존의 경로로 떨어지게 만들고 비상품 밤은 솔레노이드로 동작시
킨 바를 들어 올려서 기존 경로보다 멀리 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 방식은 채널별로 솔레노이드가 장착될 폭만 구비되면 설치가 가능하므로 다채
널에 적합하며 크기가 큰 밤도 배출이 가능하고 보조 장비가 필요 없이 간단하게 
솔레노이드 전원만 공급하면 작동이 가능한 매우 실용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Fig. 4-12는 밤이 정상과와 결함과로 배출되는 상태인 마그네틱 솔레노이드의 정
지 상태(Fig. 4-12A)와 작동 상태(Fig. 4-12B)의 솔레노이드 슈트 배출 방식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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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Automatic discharging device actuated by magnetic solenoid 
when the disordered chestnuts slide on the middle of the lifting bar.

 4.2.7. 결함과 판별 알고리즘 및 구동 소프트웨어 개발

  (1) 소프트웨어의 구성 및 특징
  두 의 2-CCD 카메라를 이용한 밤의 충해 밤 및 부패 밤 선별을 위한 비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소프트웨어는 1단계로 2-CCD 카메라 1 에 한 것
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한 성능 평가가 확인된 후에 2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검사 소프트웨어는 프레임 그래버에서 제공하는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사용하였으며 윈도우 XP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⓵ 가시광과 근적외 영역의 두 영상 프레임을 동시에 볼 수 있고 저장이 가능
  ⓶ 기기의 캘리브레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 정지 상태에서의 검사 가능
  ⓷ 영상 데이터의 읽기 및 이치화 영상 확인 가능
  ⓸ 간단한 조작으로 원하는 카메라 영역 설정 가능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멀티 채널 카메라의 특징은 마스킹 이미지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근적외선 역에서 만든 마스킹 영상을 컬러 역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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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그 로 적용함으로써 두 카메라 사이의 복잡한 영상 정합 과정이 생략된다
는 점이다. 가시광과 근적외선의 영상 정합을 수행한다면 계산 시간의 증가로 처
리량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충해 밤의 영상 영역과 부패 밤의 영상 영역이 
달라짐에 따라 잘못된 영역을 읽게 되므로 보정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마
스킹 이미지를 사용하여 컬러 역과 근적외선 역을 자유롭게 프레임 연산을 
구현하여 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배출 장치 작동 알고리즘 
  각 카메라의 검사 상 윈도우를 Fig. 4-13에 나타난 것처럼 16개의 작은 가
상 화면(subdivided  image)으로 구분하고 각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영상을 컬러 
영상 16개와 근적외 영상 16개로 간주하여 영상 분석을 실시한 후 각 영상의 결
함 유무를 판별한다. 판별 결과를 저장하는 판별결과 메모리 16개, 판별된 결과
와 비교용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비교한 후 그 결과를 저장하는 저장메모리 16
개, 비교를 위한 비교메모리 16개를 각각 확보하고 모든 메모리에 초기 값으로 
“0”을 입력한다. 결함 유무 판별에 따른 배출 장치의 작동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
다.
  ⓵ 획득한 컬러영상 16개 및 그에 응하는 근적외 영상 16개를 상으로 결
함 유무를 판별하고, 그 결과  두 영상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함으로 판별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를 각 영상에 응하는 위치의 판
별결과 저장메모리(D1)에 입력한다. 
  ⓶ 판별결과 저장메모리 값(D1)과 비교메모리에 저장된 값(C0)을 비교하여 큰 
값을 저장메모리(S1)에 입력하고, 이 메모리에 저장된 배출단 쪽 메모리를 검색
하여 “1”이 있는 경우 그에 응하는 위치에 있는 자동배출 장치의 솔레노이드를 
동작시킨다. 
  ⓷ 저장메모리(S1)에 입력된 값을 한 칸씩 전진방향으로 이동시킨 후 비교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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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C1)에 저장한다. 
  ⓷ 영상을 획득하고 상기 ⓵ ⓶ ⓷을 반복한다.

Fig. 4-13 Change of memory values after every decision of 16 
subdivided images and actuation of the automatic discharger.

  밤의 전체 표면을 상으로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 하나의 밤이 검사영역을 지
나가는 동안 총 4회에 걸쳐 영상이 입력되며 그 중에 한 영상이라고 결함으로 판
정되면 해당하는 채널에 응하는 자동배출장치의 솔레노이드를 동작시키게 된
다. Fig. 4-14은 두 의 2-CCD 카메라에서 받아들인 영상 총 4 프레임을 상
으로 실시간으로 수행되는 판별 알고리즘을 거쳐 변색 밤 및 충해 밤을 선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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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위쪽에 출력되는 컬러 영상과 상응하는 아래쪽의 NIR 영
상에서 동시에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거쳐 밤 개체의 크기와 밝기 정보를 화면에 
출력되게 하였다. 크기 정보는 밤 마스크 영역 안에 있는 픽셀 수를 센 것으로 
추후 밤의 크기 예측에 활용하기 위한 값이다.

Fig. 4-14 Color and NIR images of chestnuts rotating and moving on roller 
conveyer, which are captured by two sets of 2-CCD camera.

  (3) 결함 유무 판별
  결함과를 판별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예비실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개발
하였다. Fig. 4-15와 같이 컬러 영상과 근적외 영상을 획득한 후 근적외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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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이진화 처리를 통해 배경과 밤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밤 영상의 마스
크를 저장하였다. 저장된 이미지 마스크를 컬러 및 근적외 영상에 동시에 적용함
으로써 영상에 나타난 배경을 제거하였다. 배경이 제거된 근적외 영상을 상으
로 이치화를 수행하고 이치화된 잔상들의 면적과 장축, 단축의 길이의 비율을 계
산하여 충해 구멍을 검출하였다. 그리고 변색 밤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은 III 장의 
기초 연구에서와 같이 R, G, B 세 영상을 이용하여 변색부위를 찾는 방법은 연
산시간이 너무 길어 온라인 판별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밤 개체 영상 전체의 평균 
R, G, B 값의 합을 이용하여 판단하였다. Fig. 4-15(E)는 컬러 영상과 근적외 영
역 영상에서 결함 밤의 결함 위치를 붉게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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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Procedures to detect the defective chestnuts 
from color and NIR images: original color and NIR 
images (A), image masks obtained from NIR image (B), 
color and NIR images without background (C), image 
labeling (D) and detection of defective chestnut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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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선별 시스템의 성능 평가

  개발된 온라인 선별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함을 갖은 밤을 분리하는 성능을 평
가하였다. 먼저 두 가지 결함에 한 적절한 문턱치를 결정하기 위해 정상 밤과 
충해 밤, 정상 밤과 변색 밤을 혼합한 시료를 투입하여 분리효율을 각각 살펴보
고 최종 분리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정상 밤과 변색 및 충해 시료를 혼합하여 실
험에 활용하였다. 준비된 샘플은 2013년도 9월에 전라남도 화순에서 수확하여 
저장 기간을 거치지 않은 시료와 같은 시기에 공주에서 수확하여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 중인 시료를 이용하였다. 수확한 밤은 모두 M등급 크기 이상의 밤으
로 충해 밤 20개, 변색 밤 10개, 정상 밤 90개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선별장
에서 수확한 밤을 육안으로 선별할 시에는 결함 밤으로 폐기되는 밤은 5% 미만 
정도이지만 본 실험을 통한 시스템의 성능평가에서는 결함과 분리 효율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그 비율을 높게 샘플을 준비하였다. 
  충해 밤을 검출하기 위한 이진화 문턱값을 결정하기 위해 정상 밤 70개와 충
해 밤 20개의 샘플을 원료투입부에 투입하고 90, 100, 110의 세 가지 문턱치로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정상 밤과 변색 밤을 분리하는 평균 R, G, B의 합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 정상 밤 50개와 변색 밤 10개의 샘플을 투입하여 50, 55, 
60의 문턱치를 이용한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3 반복하여 나타난 분류 
성능은 각각 정상 밤과 결함 밤의 분리 효율을 계산하였고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
였다. 그리고 적절한 밤의 전진 속도를 설정하기 위해 각 채널에서 초당 2개 이
상의 밤을 배출할 수 있는 속도를 감안하여 150, 200, 250 mm/s의 속도로 실
험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근거로 최적 이송 속도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이송 속도에서 충해 밤과 변색 밤을 검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문턱치를 적용하
여 배출 장치의 작동에 한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는 정상 밤 50개와 결함 밤 
30개를 투입하여 알고리즘에 의해 판단된 결함 밤을 배출장치에서 정확히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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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함 밤을 타격하는지 살펴보고 분리된 결함 밤을 중심으로 그 성능을 평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최종 성능평가를 위해 변색 밤 10개와 충해 밤 20
개를 포함한 총 120개의 샘플을 선별 시스템에 투입하여 정상과 결함으로 분리
되는 개수를 세어 그 성능을 3회에 걸쳐 실험하였다.

 4.3. 결과 및 고찰

  4.3.1. 롤러 이송 장치에 의한 밤의 회전

  밤의 성능 평가를 하기에 앞서 컨베이어의 이송 속도를 결정하려고 할 때 롤러 컨
베이어의 전진 속도가 300mm/s 이상일 때 슬립에 의한 밤의 자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롤러 컨베이어 위에서 회전하는 밤의 자전이 적절
한지 확인한 결과, 모든 밤이 영상을 획득하는 영역에서 최소 1.5 회전 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Fig. 4-16은 FOV의 240mm 중에 앞 쪽 120mm를 전진하는 밤의 회전 
영상의 모습을 모아놓은 그림이다. 120mm를 전진하면서 1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NIR 영상에서 두 개의 충해 구멍이 3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16 NIR images of one rotating worm-eaten chest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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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컬러 영상에 의한 변색 밤 검출 알고리즘

  개발된 선별 시스템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획득된 컬러 영상은 NIR 영
상에서 이진화 처리를 통해 구해진 영상의 이미지 마스크를 적용하여 밤 영역만
을 획득하였다. 획득한 밤 개체의 영상의 컬러 정보를 확인한 결과 Table 4-2와 
같은 픽셀 값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변색 밤의 검출은 III 장 기초연구에서 제
시된 밤 하나 영역에 해당하는 R, G, B 색상 값의 교집합을 이용할 경우 영상연
산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평균 R, G, B 값들의 합으로 구분하는 것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한 변색 밤 10개와 정상 밤 20개의 
R, G, B 명암 값의 밝기 평균의 합을 이용하면 변색 밤 1개와 정상 밤 1개를 제
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55라는 수치 값으로 구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 때 
제외된 1개씩의 시료는 표에 나타난 변색 밤의 최 합인 56을 갖는 밤과 정상 
밤의 최소합인 54를 갖는 시료였다. 먼저 오류를 나타냈던 밤의 RGB 평균 밝기
의 합이 54였던 정상 밤은 크기가 상 적으로 작고 가이드라인에 붙어 측정되어 
그림자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밝기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오류를 나타냈던 변색 밤은 R, G, B 평균 밝기의 합이 56으로 변색부위가 밤 전
체 영역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샘플이었다. 이처럼 변색부위의 크기가 작을수
록 정상 밤의 색상에 가까운 영역이 많아 변색 밤으로 검출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2 Color values of color-changed and sound chestnuts
Color-changed chestnuts Sound chestnut

Gray value R G B Sum R G B Sum
Average 21.65 12.50 10.25 44.40 36.90 19.75 13.85 70.50
STDEV. 4.07 1.76 1.48 6.64 9.49 4.64 1.81 15.39

MIN 15 9 8 32 27 15 12 54
MAX 30 16 13 56 61 32 1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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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은 품종 별로 그 형상이 다르고 외피의 색상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색
상이 어두운 품종으로 알려진 미풍 품종은 암갈색을 띄고, 밝은 색상을 띠는 은
기, 보, 옥과 등과 같은 품종은 황갈색 혹은 적갈색을 띄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변색 밤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에서 정상 밤과 구분 짓기 위해 사용한 
컬러 영상의 R, G, B 값의 합으로 된 절  수치 값은 타 품종에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 밤 비 변색 밤의 밝기 정도의 비율
에 따른 판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상 밤의 R, G, B 평균 값의 합이 70.50 으로 나타났고 구분 기준치를 55로 설
정하였기 때문에 정상 밤 비 0.78의 비율 정도로 색상이 어두워지면 변색 밤으
로 판단하는 방식의 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수치는 통계 자료
를 살펴보았을 때 정상 밤의 R, G, B 평균 값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하한값(평
균–1*σ)으로 본 선별 시스템의 분리 성능 목표인 70%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Fig. 4-17(C)와 같이 구동 소프트웨어에의 화면에 밤의 크기와 밝기 정보를 출
력하게 하였다. 획득한 밤의 RGB 평균 밝기의 합이 입력한 기준 밝기 값보다 작
으면 변색 밤으로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거쳤다. 컬러 영상을 구성하는 R, G, B 
의 세장의 영상을 각기 다른 문턱기준을 적용할 시 연산처리 속도의 한계가 있어 
RGB 평균 밝기의 합 정보를 가지고 변색 밤을 구별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Fig. 4-17(B)와 같이 이미징 마스크가 적용된 컬러 영상은 밤 개체 영역의 전체 
밝기정보를 획득하고 설정된 기준치보다 미달할 시 변색 밤으로 판단하고 그 위
치정보를 배출장치에 전송하여 배출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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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Color image (A), mask image (B) and screen shot of color image by 
the developed system software (C).

 4.3.3. 근적외 영상에 의한 충해 밤 검출 알고리즘

   근적외 영상에서 나타난 충해 구멍의 크기 정보를 살펴보고 그 크기와 형상을  
통하여 충해구멍을 판단하기 위하여 획득된 영상에 나타난 충해 구멍 33개를 
상으로 픽셀의 개수와 장/단축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진화 처리 후 검출
된 충해 구멍 영역의 픽셀은 22.6±11.5개(최 : 47개, 최소: 2개)로 나타났다. 그
리고 부분의 충해 구멍의 형상은 원형을 띄고 있어 이를 다른 노이즈로부터 구
분하기 위하여 검출된 영역의 장/단축 비율을 검사한 결과 0.74±0.18로 0.4 ~ 1 
사이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근적외 영역에서 검출된 충
해구멍의 장/단축 비율 값 중에 가장 작은 0.4를 포함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더 
작은 값을 감안하여 0.3 이상의 비율 값은 모두 충해 구멍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삽입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에서 설정한 장/단축 비율 값인 0.3은 가이드라인의 그림자의 
영향이나 밤의 검게 형성된 외피에 의한 영향으로 나타난 부분을 충해구멍과 구
분하기 위한 값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적외 영역 영상으로부터 
검출된 충해 구멍의 최  픽셀 크기는 47을 나타내고 있어 검출된 결함 영역의 
사이즈가 50보다 큰 영역은 충해 구멍으로 판별하지 않았다. Fig. 4-18(C)에 나
타난 두 개의 영역에서는 작은 크기의 충해 구멍은 장/단축 비율이 0.9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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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이드라인이 만든 그림자로 인한 영역 부분은 0.23으로 나타나 0.23의 비율
을 가진 영역은 결함 영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Fig. 4-18(I)에 외피색이 상

적으로 어두워 나타난 영역의 장/단축 비율은 0.24로 역시 결함 영역으로 판단
하지 않았다. 그리고 Fig. 4-18(F)에 나타난 영역은 0.33의 장/단축 비율을 가졌
으나 영역의 픽셀 개수가 65개로 충해 구멍 영역의 최 치인 50을 넘어 결함으
로 판정되지 않았다.

 

Fig. 4-18 Ratio of the short and long sides of 
rectangles containing the blobs in threshold NIR 
images.

   충해 밤을 선별하는데 사용한 근적외 영상은 영상처리를 마치고 결함으로 판
정된 영역을 표시하여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였다. 근적외 영상에서 이치화를 통
해 구해진 영상의 이미지 마스크를 적용하여 밤 영역만을 획득하여 Fig. 4-19(C)
과 같이 설정된 기준 문턱치보다 작고 형상과 영역 크기를 만족하는 영역들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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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 판단하여 화면에 나타냈다. 이렇게 충해 밤으로 판단된 밤의 위치 정보는 
배출부로 전송되게 하였다. 획득된 근적외 영상들의 각각의 이미지에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한번이라도 충해 밤이라고 판단되는 밤은 배출부에서 배출되도록 위치 
정보를 전송하였다.

Fig. 4-19 NIR image (A), imaging mask (B) and screen-shot of NIR image on 
the developed system software (C).

  4.3.4. 자동배출 장치의 배출 성능 평가

  자동 배출 장치의 배출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
다. 밤 시료를 이송장치를 통해 공급하지 않고 영상 획득부에 결함 밤과 충해 밤
을 넣은 다음 정지 영상에 해 선별 알고리즘을 적용시켰다. 그리고 이송시키면
서 선별 알고리즘에서 결함과로 판단한 밤이 배출 장치에서 배출되는 배출률을 
평가하였다. 시료로 건전한 밤 40개, 변색 밤 10개, 충해 밤 20개 등 총 70개를 
사용하였다.
  반복실험에서 선별 알고리즘에 의한 분리 효율은 Table 4-3과 같이 86%, 
94%, 89%로 나타났다. 이는 영상획득부에서 획득한 영상으로 처리를 하여도 시
행에 따라 영상 획득시의 밤의 자세가 바뀌기 때문에 시행 할 때마다 알고리즘에 
의한 판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정확히 어떤 시료가 어떤 자세로 인하여 선
별에 오류를 나타냈는지 검사할 수는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별된 결과를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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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정화하게 배출 장치가 배출해내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선별 알고리즘에 
의한 오류를 고려하지 않고 배출 장치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이렇게 알고리즘 
선별에 의해 결함 밤이라고 판단되는 밤은 배출 장치에서 기억된 위치정보에 따
라 마그네틱 솔레노이드에 의해 배출이 되었다. 배출이 되어 정상 밤과 결함 밤
으로 분류된 밤의 개수를 세고 배출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첫 번째에 투입
된 밤에서 25개의 결함 밤으로 판단된 시료들은 배출 장치에 의해 25번 리프팅 
바를 들어 올리지만 실제 결함 밤으로 선별 밤은 모두 35개로 10개의 밤이 다른 
요인에 의해 결함 밤 칸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실험에서
도 각각 3개, 9개의 더 많은 밤이 결함 밤으로 선별되어 분류되었다. 이들은 분
류된 밤의 개수를 기준으로 배출장치의 오류를 살펴보았을　때 각각 40%, 11.1%, 
34.6%의 오류를 나타냈다.

Table 4-3 Results of the ejecting performance test

Number of 
iteration 

Sorted 
numbers by 
algorithm

Sorted numbers by discharger
Error of 
ejecting 

performance 
(%) as the sound as the 

defective

1
Sound (45) Sound (34) Sound (6)

10/25*100=40
Defective (25) Defective (1) Defective (29)

2
Sound (43) Sound (37) Sound (3)

3/27*100=11.1
Defective (27) Defective (3) Defective (27)

3
Sound (44) Sound (35) Sound (5)

9/26*100=34.6
Defective (26) Defective (0) Defective (30)

  나타난 배출 장치의 오류의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정상 밤으로 분류되어야 할 
밤이 결함 밤으로 배출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밤의 형상이 균일하지 않아 배출 
장치에서 낙하할 때 그 속도와 경로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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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타이밍에 결함과를 타격해야 배출이 되는 방식이므로 작은 시간차이도 정
확한 타격을 방해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 테스트한 밤의 이송속도는 200mm/s이
므로 밤과 밤의 개체 간격을 60mm로 계산하였을시 배출 장치에서 일렬로 낙하
하는 두 밤의 시간 간격은 0.3초가 된다. 하지만 솔레노이드 전자석 방식으로 동
작하는 배출 장치의 경우 배출 신호를 입력받아 솔레노이드를 작동시키고 해제하
는데 0.5초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배출장치의 리프팅 바의 동작 시간은 결
함 밤을 배출할 충분한 시간이지만 뒤따라 낙하하는 정상 밤까지 타격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밤의 형상과 무게 때문에 배출 낙하 부위에 두 개의 
밤이 동시에 배출장치에 공급이 되는 경우도 배출장치의 오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출 장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게 밤이 낙하할 때 타격을 하는 방식이 아닌 선별라인 위에서 타격하여 배
출 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개체의 크기에 의해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경로가 변
경되어 타격을 방해하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부의 가이드라인 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밤의 이송 속도가 빨라 배출을 위한 낙하 
시 두 개 이상의 밤이 겹친다든지 적절한 타격 타이밍을 맞추기 힘든 문제가 발
생하므로 배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롤러 이송장치의 이송 속도를 느리게 하
여 밤이 배출을 위한 낙하 시 밤 개체 간의 간격을 넓혀주는 방법과 현재 롤러 
하나의 직경인 60mm를 늘려 이송 간에 밤 개체들의 간격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3.5. 결함 밤 판별율 및 분리 성능 평가

  밤 선별 실험은 개체에 한 반복 실험과 정상/충해 밤에 한 선별 투입 실
험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실험은 충해 결점 화소의 밝기 값을 90, 100, 110으
로 3수준으로 나누었으며 결점의 형상 특성을 고려하여 장축과 단축의 비율이 
0.3 보다 큰 것을 결점으로 간주하고 그보다 작은 것은 비록 화소가 어둡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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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점으로 판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변색 밤을 검출하기 위한 밤 개체 영역의 평
균 R, G, B의 합은 50, 55, 60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한편 이송 속
도를 세 수준으로 하여 동일 조건하에서 이송 속도에 따른 선별 정확도를 분석하
였다.  개체에 한 반복 실험 결과를 수행한 결과 개별 반복 정확성은 정상 밤
과 충해 밤, 모두 90% 이상의 일치를 보여주어 개체의 반복했을 시 정밀도는 충
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선별을 최적화하기 위한 문턱치를 결정하기 위
한 실험의 결과를 Table 4-4, 5에 나타냈다. 개발된 선별 시스템으로부터 획득
한 근적외 영상을 통한 충해 밤 선별에 있어서 충해 구멍의 크기에 따라 밝기의 
차이가 있었으며 영상 획득 시 구멍의 발생 위치에 따라 결점 화소의 밝기가 다
르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영상 획득 시 보이는 구멍의 위치가 
가운데인 경우와 가장자리인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가운데인 경우에는 비
가 뚜렷하였으나 가장자리인 경우에는 밝기 차이가 기준 이하로 나타나서 결점을 
검출하지 못하고 정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변색 밤을 검출
하는 알고리즘의 경우 컬러영상의 R, G, B 세장의 영상을 처리하는 것에는 처리 
속도의 제약이 있어 개체 밤의 영역의 평균 R, G, B 값의 합을 기준으로 변색 
밤을 선별하였다. 이 역시 조명과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생성된 그림자의 영향으로 
정상 밤을 변색 밤으로 판별하는 오류가 나타났다. 

Table 4-4 Error detection ratio by brightness of defect worm-hole pixel

Brightness of 
defective pixel

Sound 
chestnut (%)

Defective 
chestnut(%)

Average 
error(%) 

90 92 81 13
100 89 84 13
110 83 90 14

Total average error(%) 12 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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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Error detection ratio by summation of average R, G, B values of  
blob

Summation of average 
R, G, B values of  blob

Sound 
chestnut(%)

Defective 
chestnut(%)

Average 
error(%) 

50 70 60 35

55 80 90 15

60 60 60 40

Total average error(%) 30 30 30

  선별 알고리즘 성능평가 결과, 충해 밤과 변색 밤의 기준 문턱치를 100, 55로 
하였을 시 각각 87%, 85%의 분리 효율을 보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 사용한 샘
플에 경우, 충해 구멍을 검출하기 위한 문턱치는 100, 변색 밤을 검출하기 위한 
영역의 평균 R, G, B의 합은 55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밤의 수확 시
기와 품종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질 수 있어 밤을 선별하기 전에 필히 시스템 보정
을 위해 설정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적 이송속도를 결정하기 위해 밤의 전진 속도를 각각 150, 200, 250mm/s
의 속도로 분리 성능과 오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Table 4-6에 나타난 결과
를 보면 이송 속도를 200mm/s로 하였을 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이는 
영상획득영역을 통과하는 밤은 200mm/s 속도로 통과하게 되면 카메라의 노출 
시간이 1/200초이므로 카메라가 셔터를 열었다 닫는 순간에 1mm에 해당하는 
거리만큼을 이동하게 되어 약 4픽셀정도에 해당하는 거리가 된다. 즉, 밤의 전진 
속도가 200mm/s를 초과하게 되면 노출 시간 내에 최소 결함 크기인 1mm 이상
의 거리를 이동하게 되므로 흐릿한 영상이 획득되게 된다. 이 블러링은 영상 연
산 시 그 값이 선명한 픽셀에 비해 명암값이 작게 나타나 결함이 아닌 정상 표면 
영상으로 인식되게 되어 250mm/s의 전진 속도의 분리 오류가 높게 나타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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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된다.

Table 4-6 Error detection ratio by transferring speed

Roller 
transferring speed

Sound 
chestnut (%)

Defect 
chestnut(%)

Average 
error(%) 

150mm/sec 89 84 13

200mm/sec 94 83 11

250mm/sec 90 73 18

Total average error(%) 9 20 14

 성능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결정된 문턱치 값을 구동 소프트웨어에 세팅하고 결
함과의 선별 알고리즘과 배출 장치의 작동에 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120개
의 밤을 투입하는 최종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Table 4-7에 나타난 결과처럼 
같은 샘플 그룹을 투입했을 시에도 분리 성능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선별 
성능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오류는 결함과를 정상 밤으로 판단하는 오류인 
false-positive error(1종 오류) 인데, 세 번 반복한 실험에서 각각 4개, 5개, 3
개의 결함 밤이 정상 밤으로 분리되는 오류를 나타냈다. 오류를 나타냈던 12개의 
시료를 살펴보면 6개는 충해 구멍을 하나씩 가진 충해 밤이었고 6개는 절반 정
도 변색이 진행된 변색 밤이었다. 주로 배출장치로부터 기인한 오류는 정상 밤으
로 분류되어야 할 밤이 결함 밤으로 배출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타
난 오류 12개의 시료는 부분 검출 알고리즘의 오류라고 판단된다. 특히 많이 
오류를 나타낸 변색 밤의 경우 전체적으로 변색이 진행이 된 밤의 경우 높은 분
리 효율을 보였으나 부분적으로 변색이 진행된 샘플의 경우 변색이 된 영역의 크
기가 상 적으로 크지 않고 밤 밑 부분의 밝은 영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결함으로 분리가 된 정상 밤들의 경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
았다. 결함 밤으로 분리되는 오류의 부분은 배출장치의 타격에 의한 오류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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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전체적인 분리 효율은 정상 밤에서 89%, 결함 밤에서 87%를 나타냈고 
전체적인 분리효율은 88%로 나타났다.

Table 4-7 Sorting error on sorting system evaluation test

Number of 

reiteration 
Sample status

Sorted as
Separation 

efficiency(%) Sound 
chestnut

Defective 
chestnut

1
Sound chestnut (90) 78 12 87

Defective chestnut(30) 4 26 87

2
Sound chestnut(90) 80 10 89

Defective chestnut(30) 5 25 83

3
Sound chestnut(90) 81 9 90

Defective chestnut(30) 3 27 90

 
  배출장치가 나타낸 높은 오류를 감안하면 선별 시스템의 분리 오류는 상 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 배출장치의 주된 오류는 리프팅 바의 작동시간이 밤과 밤의 
개체의 낙하시간 보다 길어 나타난 오류였는데 이는 결함과의 비율이 높을수록 
오류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 배출장치의 성능평가에 사용한 시료의 결함과 비
율은 43%였고, 선별 시스템의 분리 효율 성능에 사용한 시료의 결함과 비율은 
25%로써 그 비율이 낮아 상 적으로 배출장치로부터의 오류가 적어 높은 분리성
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래의 선별 시스템의 분리 효율 목표로 설정
했던 70%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선별할 결함 밤은 전체 
밤의 5% 미만으로 좀 더 높은 분리성능을 기 할 수 있어 선별 시스템의 산업화
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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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요약 및 결론

  컬러 및 NIR 필터 영상을 이용한 비상품과 선별 기술을 이용하여 1일 8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1500kg 이상의 밤을 선별하고자 선별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결함과를 내부 부패로 인한 표피 색상이 변색이 된 변
색 밤과 벌레에 의한 피해를 입은 충해 밤을 컬러 및 근적외 영역 영상을 이용하
여 검출해 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먼저 밤을 투입하고 이들을 정렬하
고 개체화하는 원료 공급 장치로서 진동식 리니어 피더를 설치하였고, 밤의 이송
과 전표면 관찰이 용이하도록 롤러 회전식 이송장치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밤의 
정렬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설치하고 가시광과 근적외 영상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2-CCD 카메라 두 를 설치하여 결함과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
다. 영상획득부에서 획득된 컬리 및 근적외 영상으로 결함과라고 판단되는 밤의 
위치정보를 배출부로 전송하여 한번이라도 결함과로 판단되는 밤은 배출장치의 
솔레노이드를 동작시켜 이송경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배출장치를 구축하였다. 
또한 기존의 크기 선별의 기능을 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영상으로
부터 획득한 밤 개체의 크기를 픽셀 개수로 추측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선별 시
스템의 성능 평가에는 추가하지 않았지만 밤 영역 내의 픽셀 개수를 통한 크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선별 시스템을 개선 시에는 영상으
로부터 획득된 밤의 픽셀정보를 이용하여 밤의 크기 선별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한 선별 시스템의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선별 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근적외 영상을 통한 충해 밤을, 컬러영상을 통해 
변색 밤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충해 밤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에는 
가이드라인의 그림자와 조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출된 충해구멍의 장/단축 
비율 값을 계산하여 0.3 이하의 비율 값과 결함 크기가 50 픽셀의 크기를 넘어
서는 영역은 모두 충해 결함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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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색 밤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의 경우 컬러 영상의 R, G ,B 세장의 영상을 처리
하는 것에는 처리 속도의 제약이 있어 전체 밤 영상의 밝기 평균으로 변색 밤을 
선별하였다. 이는 정상 밤의 영역 밝기 합 비 결함 밤의 비율이 0.8에 해당하
는 수치로써 추후 밤 선별에 적용될 시에는 비율 값을 기준으로 선별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배출장치로부터 분류된 밤의 개수를 기준으로 배출장치의 오류를 살펴보았을　
때 각각 40%, 11.1%, 34.6%의 오류를 나타냈다. 밤의 이송속도를 200mm/s로 
설정하였을 시 밤과 밤의 개체 간격을 60mm로 계산하면 배출 장치에서 일렬로 
낙하하는 두 밤의 시간 간격은 0.3초가 된다. 하지만 솔레노이드 전자석 방식으
로 동작하는 배출 장치의 경우 배출 신호를 입력받아 솔레노이드를 작동시키고 
해제하는데 0.5초가 소요된다. 이는 배출장치의 리프팅 바의 동작 시간은 결함 
밤을 배출할 충분한 시간이지만 뒤따라 낙하하는 정상 밤까지 타격하게 되는 오
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배출장치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프팅 바의 동
작을 빠르게 해제하거나 밤 개체 간의 간격을 넓혀주기 위해 롤러 직경을 크게 
하거나 이송 속도를 느리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선별 알고리즘 성능을 평가한 결과, 충해 밤과 변색 밤의 기준 문턱치를 100, 
55로 하였을 시 각각 87%, 85%의 분리 효율을 보였다. 그리고 가장 높은 선별
성능을 나타낸 이송속도인 200mm/s의 속도로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선별 성
능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정상을 결함으로 판별한 오류는 반복 실험에서 각각 4
개, 5개, 3개가 나타났다. 오류를 나타냈던 12개의 시료를 살펴보면 6개는 충해 
구멍을 하나씩 가진 충해 밤이었고 6개는 절반 정도 변색이 진행된 변색 밤이었
다. 오류를 나타냈던 샘플은 충해 구멍을 영상으로 획득하지 못했거나 알고리즘
이 구멍을 검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변색이 된 샘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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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크기가 상 적으로 크지 않고 밤 밑 부분의 밝은 영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
에 변색 밤으로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4. 본 선별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해 조명의 균일도 문제와 가이드라인의 그림
자 생성 문제, 그리고 고속 촬영이 가능하고 고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로 현재 4회 
촬영하는 영상획득부를 좀 더 결점 분석에 용이하도록 더 많은 영상 프레임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충해 구멍을 검출하는 방법은 구멍의 어두운 
특성과 모양 특성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광학적 특
성은 조명 및 영상 획득 프레임 추가 방법으로 해결하고 형태학적인 특성은 현재 
장/단축 비율을 사용해서 일정한 정방형의 모양만을 구멍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원형도(roundness)와 같은 형태학적 모양 분석
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작은 크기이면서 비교적 원형을 이루는 
것을 충해 구멍으로 간주한다면 보다 높은 인식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응답시간이 느린 현재의 배출장치의 리프팅 바의 동작 시간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분리효율을 높일 수 있게 밤 개체 간의 간격을 넓혀주
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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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종합 요약 및 결론 

   최근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종합유통처리시설을 주요 산지에 
보급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를 연결하는 주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
한 종합유통처리시설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
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로서 보통 예냉, 선별, 포장, 세척, 전처리, 가공, 저장 
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거쳐 상품화, 품질관리 및 마케팅 등의 기능을 종합 수행하
는 농업인공동이용시설이다. 선진국인 일본에는 이미 밤 선별을 위한 온라인 선별기
기가 개발되어 사용 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밤 유통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종
합유통처리시설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기 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
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선별 규격과 선별 기술의 표준화로 선별기 운영 표준화 
기준 수립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선별기 기준 수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을 최 한 반영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의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살펴 본 현행 밤 선별장의 모습은 몇 가지 문제점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밤 투입 및 포장 시 통상적으로 마  자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과 인력에 의해 행해지는 외관 선별은 노동 강도가 매우 높고 작업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내에서 밤 선별에 사용하
고 있는 드럼식 선별기는 직경을 중심으로 한 크기 선별만을 시행하고 있어 병해
충과, 기형과, 부패 밤 등의 선별에 부적합하고 선별 과정 중에 발생하는 낙하와 
충격은 밤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앉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밤의 
품질 규격에 맞는 선별 등급을 제정비하고 기존의 드럼식 크기선별기를 체할 
만한 밤 선별 기술 개발을 위해 영상처리 기술과 핵자기 공명 기술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밤의 내부 품질과 관련된 주요성분 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
하고 좀 더 다양한 품종에의 적용을 고려한다면 현재 크기별로만 선별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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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패 밤과 충해 밤과 같은 내부 품질 인자의 추가선별을 통한 등급화로 고부
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과실선별에 적용되고 있는 비파괴 선별기술들을 이용하여 밤
의 내부 품질을 예측하고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온라인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이송상태에서 선별 실험을 수행하여 산업화 가능성
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주된 연구 성과는 아래와 같다.

1. 밤의 당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
고 있는 밤을 상으로 가시 및 근적외선 역에서 투과 및 반사 스펙트럼을 획득
하여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밤의 주요 선별인자라고 판단되는 SSC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가시 및 근적외선 역의 스펙트로미터로 획득한 투과 및 반
사 에너지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SSC를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나타난 모델의 정확성은 아직 밤 선별에 사용하기에는 오차가 크고 품종별로 
차이가 커서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가시광 영역 스펙트럼보다는 근적
외선 영역의 스펙트럼이, 미박피 밤의 스펙트럼보다는 박피 밤의 스펙트럼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노이즈가 많고 상 적으로 오랜 측정 시간이 걸리
는 투과에너지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강한 광원에 의한 밤의 품질 손상이 야기 될 
수 있어 반사스펙트럼을 이용한 모델이 좀 더 산업화에 이로울 것으로 판단된다. 
반사스펙트럼을 이용한 밤의 SSC 예측 결과 미박피 시료의 결과보다는 박피 시
료의 성능이 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RC

2과 RV
2 값이 0.65

보다 작고, RMSEP 값이 1.5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밤을 당도별로 2~3 등
급 정도로 등급 선별하는 데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에 다른 전
처리기법과 분석 방법의 적용을 통해 정밀도를 향상시킨다면 SSC 값이 높은 고품
질 밤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 시스템의 한 채널을 담당할 것으로 기 된다.

2. 밤의 내부 품질 이상을 비파괴적으로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로, 1.03 테슬라 MRI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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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2000ms, TE=1.7ms의 조건으로 획득한 자기공명영상으로 내부 이상 조직
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밤의 슬라이스 영상은 영상 정규화, 이진
화 처리, convex hull 마스킹, 이미지 침식 및 불림의 과정을 거쳐 밤의 내부 
이상조직의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개발된 알고리즘에 의해 
실험에 사용한 65개의 샘플이 정확히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나아가서 다
른 농산물의 자기공명 영상에도 활용이 가능한 MRI viewer를 개발하였다. 두 
번째로, 컬러 및 근적외 필터 영상을 이용하여 밤 표면에 있는 충해 구멍과 변
색 부위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충해 구멍 검출은 근적외 영상을, 
변색 부위 검출은 컬러영상을 이용한 알고리즘 적용이 좀 더 효율적으로 나타
났다. 충해 구멍의 픽셀값은 컬러 및 근적외 영상에서 정상영역 비 비율이 0.6 
이하로서 정상 영역과의 구분이 확연히 되는 것으로 보이나 변색 영역의 경우는 
0.25~0.79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어두운 정상 영역과 범위가 겹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로 인해 밤 영상의 외곽 부분을 변색 부위로 검출하는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외곽 부분에는 상 적으로 조명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둡게 나타나 발생하는 
것으로 온라인 선별 시스템에서는 외곽부분을 제외하고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적용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산업화가 가능한 온라인 선별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충해 밤과 변색 
밤을 이용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선별 시스템은 밤을 투입하고 이들을 정
렬하고 개체화하는 원료 공급 장치로서 진동식 리니어 피더를 설치하였고, 밤
의 이송과 전표면 관찰이 용이하도록 롤러 회전식 이송장치를 구성하였다. 그
리고 밤의 정렬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설치하고 가시광과 근적외 영상을 동시
에 획득할 수 있는 2-CCD 카메라 두 를 설치하여 결함과를 검출하는 알고
리즘을 적용하였다. 영상획득부에서 획득된 컬리 및 근적외 영상으로 결함과라
고 판단되는 밤의 위치정보를 배출부로 전송하여 한번이라도 결함과로 판단되
는 밤은 배출장치의 솔레노이드를 동작시켜 이송경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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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치를 구축하였다.

  선별 알고리즘 성능을 평가한 결과 충해 밤과 변색 밤의 기준 문턱치를 100, 
55로 하였을 시 각각 87%, 85%의 선별 정확도를 보였다. 그리고 가장 높은 
선별성능을 나타낸 이송속도인 200mm/s의 속도로 최종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
과 선별 성능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오류인 결함 밤을 정상 밤으로 인식하는 오
류가 세 번 반복한 실험에서 각각 4개, 5개, 3개가 나타났다. 오류를 나타냈던 
12개의 시료를 살펴보면 6개는 충해 구멍을 하나씩 가진 충해 밤이었고 6개는 
절반 정도 변색이 진행된 변색 밤이었다. 주로 배출장치로부터 기인한 오류는 
정상 밤으로 분류되어야 할 밤이 결함 밤으로 배출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나타난 오류 12개의 시료는 부분 검출 알고리즘의 오류라고 판단된
다. 실제로 오류를 나타냈던 샘플은 부분적으로 변색이 된 샘플인데 그 크기가 
상 적으로 크지 않고 밤 밑 부분의 밝은 영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변색 
밤으로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정상 밤이 결함 밤으로 분리된 
샘플들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오류의 부분은 배출장치의 타격
에 의한 오류로 판단된다.

4. 본 선별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해 조명의 균일도 문제와 가이드라인의 그림
자 생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고성능 카메라로 현재 4회 촬영하는 영상획득을 
좀 더 결점 분석에 용이하도록 더 많은 영상 프레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현재 충해 구멍을 검출하는 방법은 구멍의 어두운 특성과 모양 특성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광학적 특성은 조명 및 영
상 획득 프레임 추가 방법으로 해결하고 형태학적인 특성은 현재 장/단축 비율
을 사용해서 일정한 정방형의 모양만을 구멍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
으나 이와는 별개로 원형도(roundness)와 같은 형태학적 모양 분석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작은 크기이면서 비교적 원형을 이루는 것을 충
해 구멍으로 간주한다면 보다 높은 인식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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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배출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밤의 형상이 균일하지 않아 배출 장
치에서 낙하할 때 그 속도와 경로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분리 효율을 낮게 
만든다. 이는 정확한 타이밍에 결함과를 타격해야 배출이 되는 방식이므로 작
은 시간 차이로 정확한 타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슈트바의 무게가 작아 
무거운 밤 시료의 경우 제 로 타격을 할지라도 멀리 튕겨내지 못하고 정상 밤
으로 배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배출 장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게 밤이 낙하할 때 타격을 하는 방식이 아닌 선별
라인 위에서 타격하여 배출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거나 개체의 
크기에 의해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경로가 변경되어 타격을 방해하는 경우를 해
결하기 위해 배출부의 가이드라인 폭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밤의 이송 속도가 빨라 배출을 위한 낙하 시 두 개 이상의 밤이 겹친다든
지 적절한 타격 타이밍을 맞추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므로 배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롤러 이송장치의 이송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의 노출 시간과 영상 획
득 횟수를 재조정하거나 밤이 배출을 위한 낙하 시 밤 개체 간의 간격을 넓혀
주는 방법과 현재 롤러 하나의 직경인 60mm를 늘려 이송 간에 밤 개체들의 
간격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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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부록 및 기타

7.1. MRI viewer coding
function varargout = MRI_Viewer(varargin)

% MRI_VIEWER MATLAB code for MRI_Viewer.fig

%      MRI_VIEWER, by itself, creates a new MRI_VIEWER or raises the 

existing

%      singleton*.

%

%      H = MRI_VIEWER returns the handle to a new MRI_VIEWER or the 

handle to

%      the existing singleton*.

%

%      MRI_VIEWER('CALLBACK',hObject,eventData,handles,...) calls 

the local

%      function named CALLBACK in MRI_VIEWER.M with the given input 

arguments.

%

%      MRI_VIEWER('Property','Value',...) creates a new MRI_VIEWER or 

raises the

%      existing singleton*.  Starting from the left, property value 

pairs are

%      applied to the GUI before MRI_Viewer_OpeningFcn gets called.  

An

%      unrecognized property name or invalid value makes property 

application

%      stop.  All inputs are passed to MRI_Viewer_OpeningFcn via 

varargin.

%

%      *See GUI Options on GUIDE's Tools menu.  Choose "GUI allows 

only one

%      instance to run (single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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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also: GUIDE, GUIDATA, GUIHANDLES

 

% Edit the above text to modify the response to help MRI_Viewer

 

% Last Modified by GUIDE v2.5 07-Nov-2012 10:41:37

 

% Begin initialization code - DO NOT EDIT Park, SooHyun

gui_Singleton = 1;

gui_State = struct('gui_Name',       mfilename, ...

                   'gui_Singleton',  gui_Singleton, ...

                   'gui_OpeningFcn', @MRI_Viewer_OpeningFcn, ...

                   'gui_OutputFcn',  @MRI_Viewer_OutputFcn, ...

                   'gui_LayoutFcn',  [] , ...

                   'gui_Callback',   []);

if nargin && ischar(varargin{1})

    gui_State.gui_Callback = str2func(varargin{1});

end

 

if nargout

    [varargout{1:nargout}] = gui_mainfcn(gui_State, varargin{:});

else

    gui_mainfcn(gui_State, varargin{:});

end

% End initialization code - DO NOT EDIT

 

 

% --- Executes just before MRI_Viewer is made visible.

function MRI_Viewer_OpeningFcn(hObject, eventdata, handles, 

varargin)

global gel

global slice

global plotnumber1

global plotnumber2

global fn

% This function has no output args, see OutputF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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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bject    handle to figure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 varargin   command line arguments to MRI_Viewer (see VARARGIN)

 

% Choose default command line output for MRI_Viewer

handles.output = hObject;

 

% Update handles structure

guidata(hObject, handles);

 

% UIWAIT makes MRI_Viewer wait for user response (see UIRESUME)

% uiwait(handles.figure1);

 

 

% --- Outputs from this function are returned to the command line.

function varargout = MRI_Viewer_OutputFcn(hObject, eventdata, 

handles) 

% varargout  cell array for returning output args (see VARARGOUT);

% hObject    handle to figure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 Get default command line output from handles structure

varargout{1} = handles.output;

 

 

 

function edit1_Callback(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edit1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 Hints: 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edit1 as text

%        str2double(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edi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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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double

 

 

% --- Executes during object creation, after setting all properties.

function edit1_CreateFcn(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edit1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empty - handles not created until after all CreateFcns 

called

 

% Hint: edit controls usually have a white background on Windows.

%       See ISPC and COMPUTER.

if ispc && isequal(get(hObject,'BackgroundColor'), 

get(0,'defaultUicontrolBackgroundColor'))

    set(hObject,'BackgroundColor','white');

end

 

 

% --- Executes on button press in pushbutton1.

function pushbutton1_Callback(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pushbutton1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global gel

global slice

global plotnumber1

global plotnumber2

global fn

 

 %clear all;

 clc

 %close all;

 

 [fn,pn] = uigetfile( ...

        {'*.IMG', 'NTNMR Image data file (*.IMG)''*.*',  'All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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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a file','MultiSelect','on');

   

 if char(fn(1))=='0'

     plotnumber1=1;

     plotnumber2=1;

     %n=char(fn(i));

     fnp=[pn fn];

     [p f ext] = fileparts(fnp);

     fid=fopen(fnp); 

     f=fread(fid,'int16',0,'l');

     fclose(fid);

     fize=size(f,1);

     nph=sqrt(fize);

     imf=(reshape(f,nph,nph));

     im=abs(squeeze(imf));

     

subplot(plotnumber1,plotnumber2,1),imagesc(imrotate(im(:,:),270)),i

mprofile

 else    

 

 if size(fn,2)==2   

     

     plotnumber1=1;

     plotnumber2=3;

 end    

    

 if size(fn,2)==4  

     

     plotnumber1=2;

     plotnumber2=2;

 end    

 

 if size(f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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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otnumber1=2;

     plotnumber2=3;

 end    

 

 if size(fn,2)==16   

     

     plotnumber1=4;

     plotnumber2=4;

 end

 

 if size(fn,2)==32

     

     plotnumber1=4;

     plotnumber2=8;

 end 

 

 if size(fn,2)==64

     

     plotnumber1=8;

     plotnumber2=8;

 end

 

 slice=size(fn,2);

% gel=zeros([nph nph slice]);

 

 for i=1:slice

 n=char(fn(i));

 fnp=[pn n];

 [p f ext] = fileparts(fnp);

 fid=fopen(fnp); 

 f=fread(fid,'int16',0,'l');

 fize=size(f,1);

 nph=sqrt(fize);

 fclose(fid);

 imf=(reshape(f,nph,nph));



- 156 -

 gel(:,:,i)=abs(squeeze(imf));

 end

 %figure;

 

 %for i=1:slice

 

%subplot(plotnumber1,plotnumber2,i),imagesc(imrotate(gel(:,:,i),270

));set(gca, 'XTick', [],'YTick', []);title([i]);

 end

 

% --- Executes on button press in pushbutton2.

function pushbutton2_Callback(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pushbutton2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global gel

global slice

global plotnumber1

global plotnumber2

global fn

h = figure(1); 

for i=1:slice

 

subplot(plotnumber1,plotnumber2,i),imagesc(imrotate(gel(:,:,i),270)

);set(gca, 'XTick',[],'YTick', []);title([fn(i)]);

end

colormap gray

maximize(h);

 

 

function edit2_Callback(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edit2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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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nts: 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edit2 as text

%        str2double(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edit2 

as a double

 

 

% --- Executes during object creation, after setting all properties.

function edit2_CreateFcn(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edit2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empty - handles not created until after all CreateFcns 

called

 

% Hint: edit controls usually have a white background on Windows.

%       See ISPC and COMPUTER.

if ispc && isequal(get(hObject,'BackgroundColor'), 

get(0,'defaultUicontrolBackgroundColor'))

    set(hObject,'BackgroundColor','white');

end

 

 

% --- Executes on button press in pushbutton3.

function pushbutton3_Callback(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pushbutton3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global gel

global temp2

sliceNo= get(handles.edit2 , 'String');

temp1=round(im2normal(imrotate(gel(:,:,str2num(sliceNo)),90)));

img=im2bw(uint8(temp1));

CH = bwconvhull(img);

temp2=temp1.*CH;

 

 

figure(4);subplot(221);imagesc(imrotate(gel(:,:,str2num(slice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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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set(gca, 'XTick',[],'YTick', []);title('Single View in Gray 

Colormap');colormap gray

subplot(222);imagesc(temp1);set(gca, 'XTick',[],'YTick', 

[]);title('Single View of Normalized Image');colormap gray

subplot(223);imshow(temp2,[]);set(gca, 'XTick',[],'YTick', 

[]);title('Single View of Normalized Image in ConvexHull 

mask');colormap gray

subplot(224); hist(temp1,100);title('Histogram of the Normalized MR 

image'); 

impixelinfo;

figure(3);imshow(temp2,[]); set(gca, 'XTick',[],'YTick', 

[]);title('Single View in MASK');colormap gray

impixelinfo;

 

function edit3_Callback(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edit3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 Hints: 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edit3 as text

%        str2double(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edit3 

as a double

 

% --- Executes during object creation, after setting all properties.

function edit3_CreateFcn(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edit3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empty - handles not created until after all CreateFcns 

called

 

% Hint: edit controls usually have a white background on Windows.

%       See ISPC and COMPUTER.

if ispc && isequal(get(hObject,'BackgroundColor'), 

get(0,'defaultUicontrolBackgroundColor'))

    set(hObject,'BackgroundColor','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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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function edit4_Callback(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edit4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 Hints: 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edit4 as text

%        str2double(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edit4 

as a double

 

 

% --- Executes during object creation, after setting all properties.

function edit4_CreateFcn(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edit4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empty - handles not created until after all CreateFcns 

called

 

% Hint: edit controls usually have a white background on Windows.

%       See ISPC and COMPUTER.

if ispc && isequal(get(hObject,'BackgroundColor'), 

get(0,'defaultUicontrolBackgroundColor'))

    set(hObject,'BackgroundColor','white');

end

 

 

% --- Executes on button press in pushbutton5.

function pushbutton5_Callback(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pushbutton5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global gel

 

sliceNoFrom= get(handles.edit3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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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ceNoFrom=str2double(sliceNoFrom);

sliceNoTo= get(handles.edit4, 'String');

sliceNoTo=str2double(sliceNoTo);

figure(5);

for i=sliceNoFrom:sliceNoTo

 subplot(3,4,i-sliceNoFrom+1),imagesc(imrotate(gel(:,:,i), 

90));set(gca, 'XTick',[],'YTick', []);

end

colormap gray

  

% --- Executes on button press in pushbutton6.

function pushbutton6_Callback(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pushbutton6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global gel

global slice

 

img=zeros(128,128,3);

img(:,:,1)=gel(:,:,1);

img(:,:,2)=gel(:,:,2);

img(:,:,3)=gel(:,:,3);

A1 = ones(size(img));A2 = ones(size(img));A3 = ones(size(img));

A1(img(:,:,1)==0)=0;

A2(img(:,:,2)==0)=0;

A3(img(:,:,3)==0)=0;

 

A = A1+A2+A3;

A= A(:,:,1);

 

imwrite(img,'test.png','alpha',A);

[img,map,alphaChannel] = imread('test.png');

  

ximage = [-128,128;-128,128];

yimage =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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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age = [128,128;-128,-128];

figure(6);

set(gca,'NextPlot','replacechildren');

 

for zz=1:slice

figure(6);surf(ximage,yimage.*zz,zimage,'Cdata',(imrotate(gel(:,:,z

z ) , 2 7 0 ) ) , ' F a c e c o l o r ' , ' t e x t u r e m a p ' , ' E d g e c o l o r ' , 

'none','AlphaData',alphaChannel,'FaceAlpha',0.2);

colormap gray

hold on

axis tight

end

hold off

 

 function edit6_Callback(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edit6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 Hints: 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edit6 as text

%        str2double(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edit6 

as a double

 

 

% --- Executes during object creation, after setting all properties.

function edit6_CreateFcn(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edit6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empty - handles not created until after all CreateFcns 

called

 

% Hint: edit controls usually have a white background on Windows.

%       See ISPC and COMPUTER.

if ispc && isequal(get(hObject,'BackgroundColor'), 

get(0,'defaultUicontrolBackground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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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hObject,'BackgroundColor','white');

end

  

function edit7_Callback(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edit7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 Hints: 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edit7 as text

%        str2double(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edit7 

as a double

 

 

% --- Executes during object creation, after setting all properties.

function edit7_CreateFcn(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edit7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empty - handles not created until after all CreateFcns 

called

 

% Hint: edit controls usually have a white background on Windows.

%       See ISPC and COMPUTER.

if ispc && isequal(get(hObject,'BackgroundColor'), 

get(0,'defaultUicontrolBackgroundColor'))

    set(hObject,'BackgroundColor','white');

end 

 

% --- Executes on button press in pushbutton8.

function pushbutton8_Callback(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pushbutton8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global gel

 

 



- 163 -

sliceNoFrom= get(handles.edit6 , 'String');

sliceNoFrom=str2num(sliceNoFrom);

sliceNoTo= get(handles.edit7 , 'String');

sliceNoTo=str2num(sliceNoTo);

 

img=zeros(128,128,3);

img(:,:,1)=gel(:,:,1);

img(:,:,2)=gel(:,:,2);

img(:,:,3)=gel(:,:,3);

A1 = ones(size(img));A2 = ones(size(img));A3 = ones(size(img));

A1(img(:,:,1)==0)=0;

A2(img(:,:,2)==0)=0;

A3(img(:,:,3)==0)=0;

 

A = A1+A2+A3;

A= A(:,:,1);

 

imwrite(img,'test.png','alpha',A);

[img,map,alphaChannel] = imread('test.png');

 

 

ximage = [-128,128;-128,128];

yimage = [1,1;1,1];

zimage = [128,128;-128,-128];

figure(7);

set(gca,'NextPlot','replacechildren');

 

for zz=sliceNoFrom:sliceNoTo

figure(7);surf(ximage,yimage.*zz,zimage,'Cdata',(imrotate(gel(:,:,z

z ) , 2 7 0 ) ) , ' F a c e c o l o r ' , ' t e x t u r e m a p ' , ' E d g e c o l o r ' , 

'none','AlphaData',alphaChannel,'FaceAlpha',0.3);

colormap gray

hold on

axis tight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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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 off

 

 

% --- Executes on button press in pushbutton9.

function pushbutton9_Callback(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pushbutton9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for i = 1:10

  if ishandle(i)

    delete(i);

  end

end 

 

% --- Executes on button press in pushbutton10.

function pushbutton10_Callback(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pushbutton10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global gel

sliceNoFrom= get(handles.edit6 , 'String');

a=str2num(sliceNoFrom);

sliceNoTo= get(handles.edit7 , 'String');

b=str2num(sliceNoTo);

%gel=imrotate(gel,270);

 [m,n]=size(gel(:,:,1));

%% Image normalization 

 normal_image=zeros(m,n,(b-a+1));

 for zz=a:b

     %gel(:,:,zz);

     normal_image(:,:,zz)=im2normal(imrotate(gel(:,:,zz),270));

 end

 %%

   % MinPixVal = input('MinPix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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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ixelinfo;

    MinPixValtemp=get(handles.LowTHV , 'String');

    MinPixVal=str2num(MinPixValtemp);

    

    UpperPixValtemp=get(handles.UpperTHV , 'String');

    UpperPixVal=str2num(UpperPixValtemp);

    %image erosion for noise elimination 

    se=strel('disk',0);

    gel2= normal_image(:,:,:).*imerode((normal_image(:,:,:) > 

5),se);

    %figure;  imagesc(imrotate(gel(:,:,33).*gel2(:,:,36),90)), 

title('No. 33 Image')

    colormap gray

    

    %% pixel count

    Total_Pix_count=zeros(b-a+1,1);

    Decay_Pix_count=zeros(b-a+1,1);

    for z=a:b

        CH = bwconvhull(im2bw(uint8(im2normal(gel(:,:,z)))));

        Total_Pix_count(z-a+1)=Pixel_count(gel(:,:,z).*CH, 

MinPixVal, 256);

        Decay_Pix_count(z-a+1)=Pixel_count(gel(:,:,z).*CH, 

MinPixVal, UpperPixVal);

    end

    DecayPercent=sum(Decay_Pix_count)/sum(Total_Pix_count)*100;

    set(handles.edit9, 'String', num2str(DecayPercent));

       SNo=round((b+a)/2);

       

A=imrotate(gel(:,:,SNo), 90);

A_temp=round(im2normal(A));

A_img=im2bw(uint8(A_temp));

A_CH = bwconvhull(A_img);

A_temp2=A_temp.*A_CH;

 

    figure(8); subplot(221); imshow(A,[]); title('Origin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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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plot(222); imshow(A_temp, []); title('Normalized Image');

    subplot(223); imshow(A_temp2,[]); title('BG Eliminated Image');

    

 

    NewColor=zeros(m,n,3);

    

    tempR = (A_temp2 < UpperPixVal & A_temp2 >MinPixVal);

    tempG =  (A_temp2 < 256 & A_temp2>UpperPixVal);

    

    NewColor(:,:,1)=tempR*255; 

    NewColor(:,:,2)=tempG.*gel2(:,:,SNo);

    subplot(224); imshow(NewColor, []); title('Red=Defective, 

Green=Sound');

    colormap('gray'); impixelinfo;

    

 

function UpperTHV_Callback(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UpperTHV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 Hints: 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UpperTHV as text

%        str2double(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UpperTHV as a double

 

 

% --- Executes during object creation, after setting all properties.

function UpperTHV_CreateFcn(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UpperTHV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empty - handles not created until after all CreateFcns 

called

 

% Hint: edit controls usually have a white background on Windows.

%       See ISPC and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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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spc && isequal(get(hObject,'BackgroundColor'), 

get(0,'defaultUicontrolBackgroundColor'))

    set(hObject,'BackgroundColor','white');

end 

 

function edit9_Callback(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edit9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 Hints: 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edit9 as text

%        str2double(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edit9 

as a double

 

 

% --- Executes during object creation, after setting all properties.

function edit9_CreateFcn(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edit9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empty - handles not created until after all CreateFcns 

called

 

% Hint: edit controls usually have a white background on Windows.

%       See ISPC and COMPUTER.

if ispc && isequal(get(hObject,'BackgroundColor'), 

get(0,'defaultUicontrolBackgroundColor'))

    set(hObject,'BackgroundColor','white');

end 

 

function LowTHV_Callback(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LowTHV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 Hints: 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LowTHV as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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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2double(get(hObject,'String')) returns contents of LowTHV 

as a double 

 

% --- Executes during object creation, after setting all properties.

function LowTHV_CreateFcn(hObject, eventdata, handles)

% hObject    handle to LowTHV (see GCBO)

% eventdata  reserved - to be defined in a future version of MATLAB

% handles    empty - handles not created until after all CreateFcns 

called

 

% Hint: edit controls usually have a white background on Windows.

%       See ISPC and COMPUTER.

if ispc && isequal(get(hObject,'BackgroundColor'), 

get(0,'defaultUicontrolBackgroundColor'))

    set(hObject,'BackgroundColor','whit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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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Image normalization coding
function [normal_image]=im2normal3(org_image)

[m,n]=size(org_image);

normal_image=zeros(m,n);

    

for xcv=1:m*n      

    org_temp2(xcv)=org_image(xcv);

end

 

org_temp=sort(org_temp2);

indices = find(org_temp <255);

[mm, nn]=size(indices);

 

mean1=mean(org_temp(1:nn))

Var1=var(double(org_temp(1:nn))) 

Var0=2000;

MAX= 128 + sqrt(double(Var0*double((255-mean1))^2/Var1)); 

for zzz=1:m

for zzzz=1:n

    if org_image(zzz,zzzz) > mean1

     normal_image(zzz,zzzz)= 128 + 

sqrt(double(Var0*double((double(org_image(zzz,zzzz))-mean1))^2/Var1

));    

    else

     normal_image(zzz,zzzz)= 128 - 

sqrt(double(Var0*double((double(org_image(zzz,zzzz))-mean1))^2/Var1

));    

end

  if   normal_image(zzz,zzzz) > 0.99*MAX

      normal_image(zzz,zzzz)=255;

  end

end

e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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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선별 시스템의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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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선별 시스템의 배출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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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Quality Estimation of Chestnuts using Vis/NIR 
Spectroscopy and MRI, and Development of On-line System 

for Sorting the Defective using Vis/NIR Images

Park, Soo Hyun

Abstract

  Overall quality of chestnut is determined mainly by size, weight, shape, 

color and internal quality factors such as soluble solid content (SSC), 

-carotene content, internal defects, etc. In Korea, the sorting system of 

chestnuts is composed of feeding, washing, manual sorting, sizing, weighing, 

packaging and storing steps. In manual sorting process, those chestnuts 

having internal disorders are picked out manually by surface color and pin 

holes made by worms. Except for sizing, most processes are depended on 

labors and accomplished inefficiently. The drum type sorter has high capacity 

but causes surface scratching and some damage to chestnuts due to the 

rubbing in the drum and impact by drop. Also, post-harvest and storage 

losses by decaying or mold growth have been a problem to be solved while 

chestnut production has been increased year by year. In order to increase 

the export amount of high-quality chestnuts and to decrease the storage loss, 

a new nondestructive technology has been required to estimate internal 

quality factors such as SSC and internal disorders.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odernized and labor-saving system which has a 

function of sorting the chestnuts by internal quality factors. 

 The present study is focused on finding out feasible techniqu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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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ng SSC and for detecting the internal disorders of chestnut by 

applying the nondestructive techniques such as Vis/NIR spectroscopic 

method, MRI and color/NIR imaging. And final aim is to develop an on-line 

sorting system which can be adopted in-situ for sorting chestnuts having 

internal disorder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Four species of intact and peeled chestnuts were used to develop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PLSR) models for SSC prediction of chestnuts using 

reflectance and transmitted energy spectra in the wavelength range of 270 to 

1700 nm.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best R2 and RMSEP for validation 

were 0.65 and 1.47 °Brix for the peeled samples using reflectance spectra 

and were 0.54 and 1.85 °Brix for the intact samples using transmittance 

spectra. It is concluded that an on-line sorting system for the peeled 

chestnuts can be developed for estimation of SSC with reasonable prediction 

error but it is not for the intact samples due to the hard husk.  

2. Two methods were tried to develop algorithms for detection of internal 

disorders of chestnuts nondestructively. Firstly, proton density images using 

TR=2000 ms and TE=1.7ms were acquired with a MRI system of 1.03 tesla 

and bore size of 10 cm to detect the disordered tissues. Sixty slice images 

were taken from each chestnut and an algorithm using image normalization, 

binary image, convex hull masking, erosion, and dilation was developed to 

classify the chestnut samples into the normal, light decay, medium decay, 

and heavy decay. The classification results were very successful in 100 % 

accuracy with prepared 65 samples. Furthermore, MRI viewer which can be 

used for other farm products wa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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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ly, a color and NIR filter imaging system was used for detection of 

the discolored part and worm-holes on chestnut husk. It was found that 

worm holes up to 1.0 mm in size could be detected easily with NIR filter 

images between 780 to 960 nm and the discolored parts could be detected 

with color images by the algorithm using image normalization and intersection 

of R, G, and B values related to the discolored parts. However boundary 

pixels of the chestnut images were sometimes recognized as the discolored 

due to the darkness along the boundary.  

3. An on-line sorting system which is consisted of vibrating feeder, roller 

conveyor, 8-channel dividing sections, a multi-channel imaging system and 

automatic discharging device was developed and used to evaluate the sorting 

performance of the worm-hole and discolored chestnuts. 

  Chestnut samples are revolving while being transferred on the roller conveyer, 

and are linearized and singularized by the dividing plates into 8 channels. Both 

color images and gray-scale NIR images are captured simultaneously from 

individual chestnut samples three times while passing through the camera view 

area of the imaging system constructed with two 2-CCD cameras. 

  Algorithms to detect worm-holes and discolored parts were developed with 

point operation of the color and NIR images, thresholding, squareness of 

worm-holes, averages of R, G, and B values. The other algorithm was also 

developed to discharge automatically the chestnuts recognized as the abnormal 

at the end of each channel. 

  Performance tests of the developed system showed that sorting accuracies of 

the discolored and worm-hole chestnuts were greater than 87% and 85 % 



- 175 -

respectively, showing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of the system. Further 

studies are recommended for improvement of discharging device in terms of 

design of actuators and synchronizing the discharge time. 

Keywords : chestnut sorting system, color and NIR images, MRI, 
worm-eaten chestnut, discolored chestnut

Student number : 2005-23594






	I. 서 론
	II. 연구사
	2.1. 밤의 이화학적 특성
	2.2. 밤 등급 표준 및 현행 선별 기술
	2.3. 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농산물 내부 품질 예측
	2.4. 핵자기공명기술을 이용한 농산물의 내부 품질 판별
	2.5. 가시/근적외 영상 처리를 통한 농산물 외관 품위 판별 

	III. 밤의 비파괴 내부 품질 계측 기술 개발
	3.1. 분광스펙트럼을 이용한 밤의 SSC 예측 모델 개발
	3.1.1. 서 언
	3.1.2. 이론적 배경
	3.1.3. 재료 및 방법
	3.1.3.1. 공시 재료
	3.1.3.2. 실험 및 데이터 획득 방법
	3.1.3.3. 스펙트럼 전처리 및 PLS 모델 개발

	3.1.4. 결과 및 고찰
	3.1.4.1. 스펙트럼과 밤의 무게, SSC, MC와의 상관관계
	3.1.4.2. 밤의 투과 에너지 스펙트럼을 이용한 SSC 예측
	3.1.4.3. 밤의 반사 스펙트럼을 이용한 SSC 예측

	3.1.5. 요약 및 결론

	3.2.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한 밤의 내부 결함 검출 기술 개발
	3.2.1. 서 언
	3.2.2. 이론적 배경
	3.2.3. 재료 및 방법
	3.2.3.1. 공시 재료
	3.2.3.2. MRI 장비 및 영상 처리 알고리즘 

	3.2.4. 결과 및 고찰
	3.2.4.1. 밤 내부 조직의 MR 영상 특성 구명
	3.2.4.2. MR 영상을 이용한 밤의 내부 결함 검출 알고리즘 개발
	3.2.4.3. 내부 결함 판별 알고리즘 개선 및 MRI viewer 개발

	3.2.5. 요약 및 결론


	3.3. 가시광/근적외 영상을 이용한 밤의 내부 결함 검출
	3.3.1. 서 언 
	3.3.2. 이론적 배경
	3.3.3. 재료 및 방법
	3.3.3.1. 공시 재료
	3.3.3.2. 다파장 영상획득 장치
	3.3.3.3. 변색 부위 및 충해 구멍 검출 알고리즘

	3.3.4. 결과 및 고찰
	3.3.4.1. 내부 결함과의 외관 특성
	3.3.4.2. 근적외 필터 영상을 이용한 결함 부위 검출
	3.3.4.3. 컬러 영상을 이용한 결함 부위 검출

	3.3.5. 요약 및 결론

	VI. 온라인 내부 결함과 선별시스템 개발 
	4.1. 서 언 
	4.2. 재료 및 방법
	4.2.1. 선별 시스템의 구성
	4.2.2. 원료 공급 장치
	4.2.3. 이송 및 개체화 장치
	4.2.4. 가이드라인 설치 및 영상 배경 개선
	4.2.5. 결함과 판별 장치
	4.2.6. 자동 배출 장치
	4.2.7. 결함과 판별 알고리즘 및 구동 소프트웨어 개발
	4.2.8. 선별 시스템의 성능 평가

	4.3. 결과 및 고찰
	4.3.1. 롤러 이송 장치에 의한 밤의 회전
	4.3.2. 컬러 영상에 의한 변색 밤 검출 알고리즘
	4.3.3. 근적외 영상에 의한 충해 밤 검출 알고리즘
	4.3.4. 자동배출 장치의 배출 성능 평가
	4.3.5. 결함 밤 판별율 및 배출 성능 평가

	4.4. 요약 및 결론

	V. 종합 요약 및 결론 
	VI. 참고 문헌
	VII. 부록 및 기타
	7.1. MRI viewer coding
	7.2. Image normalization coding
	7.3. 선별 시스템의 전체 모습
	7.4. 선별 시스템의 배출 장치 도면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