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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계량화학(chemometrics)’이라는 말은 1970년대 초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미 1930년대에 다변량 해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대 계량화 

학은 실 험 계 획 (design of experiment), 패 턴 인 식 (pattern recognition), 다변 량 검 량 

(multivariate calibration) , 신호처리 통과 같은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에서 패턴인식은 계량화학(chemometrics) 분야에서 가장 먼 

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이며， 또한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계량화학적 자 

료해석기법 중의 하나이다‘ 패턴인삭기법을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크로마토그래피 

결과로부터 와인의 원산지를 구별하고， 재배년도를 예측할 수 었으며， 스펙트렴을 

분석함으로써 화재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고， 위험한 폭발물 및 지뢰 둥을 탐지해 

내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수하물을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위원소 비 측정 

에 의해 환경 오염원，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둥을 추적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 

공정분석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국 식의약품안전청 (US FDA)에 의해 적극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명 “공정분석기술(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J" 

분야에서도 패턴인식법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계량화학적 해석기법의 하나로 취급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각 단위공정에서 원료물질의 특성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정량 

분석의 풍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패턴인식기법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화학계측자료를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이미정 분석 

기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태블릿과 같은 공정시료 내 유효물질 (active 

ingredientJ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이미징 기술에 패턴인식기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운전을 담딩하고 있는 현장의 작업자들이 “패턴인식”이라는 말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섬지어 분석화학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패턴인식의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연구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하여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패턴인식의 기초를 설명하고자 노력하였고， 분석화학 

적인 관점에서 패턴인식기법의 웅용연구 및 실제 적용사례에 대하여 공정관리책임 



자 혹은 현장작엽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그동안 망사선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작한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가능하연 많은 사례릅 나타내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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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nmary 

The term 'chemometrics' was first coined in the early 1970s, bul it is 

actually based on the multivariate analysis which was 머ready known in 1930s 

Pattern recognition is one of the first and the most widely adopted chemometric 

lools among many active research area in chemometrics such as design of 

experiment(DoE) , pattern recognition, multivariate calibration, signal processing 

Pattern recognition has been used to identify the origin of a 、.vine and the time 

of year that the vine was grown by using chromatography, cause of fire by 

using GC/MS chromatography, detection of explosives and land mines, cargo 

and luggage inspection in seaports and airports by using a prompt gamma- ray 

activation analysis, and source apportionment of environmental poUutant by 

using a stable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ry. Recently , pattem recognition has 

been taken into account as a maior chemometric tool in the so- called “process 

analyLical technology (PAT)" , which is a newly- developed concept in d1e area of 

process analytics proposed by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S FDA). For 

instance, identification of raw material by using a pattern recognition analysis 

plays an important role for llie effective quali ty control of llie production 

process. Recently, pattem recogni디on technique has been used to identify the 

spacial di stribution and uniformity of the active ingredients present in the 

product such as tablet by transforming lhe chemical data into the visual 

infOlmation. 

Nevertheless, llie field operators are not familiar willi the "pattern 

recognition" , and therefore lhey are totally unwilling to apply it lo 비elr process. 

Even some analytical chemists wor잉ng in lhe academy have no idea of basic 

and fundamental of pattem recognition. Hence, we made a good efforl lo prepare 

the report for the cJear understanding of d1e pattem recognition for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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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s and process operaLors regarding thc analylical chcmistry during our 

work supported by Radialion Tcchnology Development program through the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l1 funded by Lhe Korean Ministry of 

Educalioll ,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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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1 잠 서론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패틴인식을 터득하고 있는 동물 중 하니이다 아기가 

어머니의 목소리륜 구분해 낼 수 있는 갓은 자율적 인 패턴인식 (unsupervi sed 

pattcrn recognition) 이고， 태 교(J없敎)는 일종의 회습에 의한(supervised pattern 

recognition) 패턴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립 l은 패턴인식 (pa다ern rccogn i Lion)의 

가장 쉬운 예로서 세서미스트리트(sesamc strcct), 딩동탱 유치왼， 뽀뽀쁘 둥의 유아 

용 텔레이천 프로그캠올 생각하면 휠 것 같다. 동그라미와 세모. 네모 등윤 구별해 

내는 작업이 바로 패턴인식의 전형적인 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패턴인식은 이미 

화상처리 및 분석 (imagc analysis) , 사회갱제학 둥 수많은 분야에서 널리 휠용되고 

있는 땅뱀이다“‘패턴인식”은 자료로부터 중요한 특정이나 속성올 추출하여 입력 자 

료븐 식별한 수 있는 부류호 분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감이 행 태적인 

차이룹 구띨해 내는 것 외에노 사실상 모든 종류와 유형의 자료는 페턴인식기법에 

의해 판별(이scrirnination) 혹은 분류(c1assi ficalion l가 가능하다 

그렴 1. 사물의 형태에 대한 패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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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판별”과 “분퓨.’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영확히 .，'분하 

려고 한다 “분류”는 관측지료륜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는 것이고， “판별”은 이미 

정해진 방식에 의해 계급의 수와 종류륜 알아내어 새로운 판측 대상이 어느 계급에 

속하늠지릅 결정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 4 -



제 1 절 계량화학과 다변량 분석 

계량화학의 기초가 되는 다변량 분석방법은 사회학， 심리학 동에서 이미 1930 

년대에 태동하여 지금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자그마치 30여년이 지난 이후인 

1963년에야 비로소 미국 농무성 (USDA)의 K. Nonis에 의하여 처음 분석화학에 접 

목되연서 제량화학(chemometrics)이 탄생하였다 계량화학은 수많은 화학분석 과정 

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원시자료(raw data)를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우리에게 유 

용한 정보(jnformation )를 뽑아내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든든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2000년 대 초반부터 미국 식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제조공정에 있어서 

공정품질의 향상을 워하여 제약회사들에게 공정분석기술(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 일명 PAT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PAT에서 가장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량화학이다 계량화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효율적 실험을 위한 실험계획엽， 불량품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시 

간 온라인 분석， 방대한 양의 자료를 취급하기 위한 통계적 다변량(multivariate) 자 

료해석 퉁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량화학은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에 대한 다양 

한 통계적 해석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성적 자료를 처리할 때 매우 유용한 핵 

심적인 기술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패턴인식”이다 패턴인식을 주제로 한 주요 

전문 과학저널틀에는 IEEE Transactions on Pattem Analysis and Machine 

lntelJjgence, Pattem Recognition , lntemational Joumal of Pattem Recogni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ttem Analysis and Applications, Pattern Recognition 

Letters , lntemational Joumal of Document Analysis and Recognition , IEEE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Neural Computation , Neural Networks, 

lntelligent Data Analysis 둥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패턴인식의 중 

요생은 이미 분석화학분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분석화학에서는 계량화학의 다 

양한 자료해석기법 중의 하나로 패턴인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Joumal of 

Chemometrics, Chemometrics and lntelligent Laboratory Systems 둥은 패 턴 인 식 

의 적용사례와 최근 연구동향에 대한 최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계량화학 전문의 

과학저널들 중의 하나이다， 

분석화학분야에서는 우리가 다루게 되는 원시자료틀은 대부분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패턴인식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들 자료 사이의 유사성 (similarity )을 “거 

e a 



리 (distance)"라고 하는 정량적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비슷한 유형의 자료들을 “계급 

(cIass)'’이라고 하는 개념올 사용하여 묶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리”의 개념이 

패턴인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플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왼 “거리” 

룹 사용함으로써 각 계급올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계급사이의 차이플 분명히 나타 

낼 수 있다변， 그것은 바로 패턴인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화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상 물질의 미묘한 화학적 차이툴 선택적으로 감 

지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사용해서 의미가 있는 자료를 생산해 내야 한다 계급 사 

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여 엘어져 있올수록 해석하기가 쉽다. 오늘날 계측기 

기의 성능은 둔부시게 발전해 왔다 하지만 많은 분석화학자들이 고전직인 자료해 

석망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계량화학은 이론적인 관거에 의한 

자료해석이라기 보다는 실험적으로 구한 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법으로서 이 

해해야 한다， 데이터의 노예가 되지 않고，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자유롭게 

제어함으로써 그 속에서 정보( informa Lion)올 찾아내는 과정이 계량화학의 기본 개 

엽이라는 것올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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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계량화학적 패턴인식분석의 체계적 적용절차 

패턴인식분석은 정성적인 계량화학적 자료해석 방법에 속한다 게량화학에서는 

측정자료 생산에서 최종 해석에 이르는 진 과정에 대한 체계직 접근방식에 대한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패턴인식분석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흘 거쳐야 한디 정량 

적 해석과 정성적 해석 둥 계량화학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자료해석은 그림 2에서 

와 같이 실험계획에서 최종 적용에 이 르는 7단계의 과정올 거치게 된다 l 단계의 

실험계획법은 섣혐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효윤적 실 

험과 이에 따른 올바른 자료해석을 위해서는 매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 

등윤 중심으로 공정품칠관리 측면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공정분석 

기솔에서의 실험계획기법에 관한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KAERVAR-797/2008)"를 잔 

조하띤 자세한 정보골 입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4단계와 5단계의 패 

턴인식분석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1, 2, 3 단계는 실제 지1 량화학직 해석을 위한 

준비단게 이며， 6단계와 7단계는 실제 시료를 가지고 미지의 시료에 대한 예흑괴정 

에 대한 것이며， 4단계와 5단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뉴 부분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으려 한다 

톨뭘톨를 심혐계획얼에 의거하여 쳐|계찍이고， 효률적인 싫힘 디자인률 구성하고， 심험흩 수뺑앙 

그렴 2. 계량화학의 체계척인 적용을 위한 7단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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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단계의 원시자료듭 검토하는 단계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2 

단계는 l 단계의 실험계획법에 의거하여 분석을 심시하여 생산된 측정자료에 대하 

여， 계량화학에서의 다양한 수학적 기’업의 직용 전에 육안에 의해 원시자료에 문제 

가 없는지， 혹은 원시자료의 특성이 어떤지 살펴보는 과정이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육안판연안으로 별다른 수학적 도구의 도움이 없이노 이 상치 (outl ier)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연구자틀 중에서 육안에 의한 데이터 검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화학분석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륜 바로 게량화학 소프트왜어로 자료처리들 

하기 전에 육안에 의한 데이터 검토를 하고， 분석자의 경험을 근거로 불휠요한 자 

료틀을 제거하게 되연， 효올적으로 모텔성능의 i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육안에 의한 데이터 검토는 이상치를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응답득성 

올 이해함으로써 전세적인 공정분석시스템의 특성을 。l 해하시 

활용이 가능하다 

JI ,“. ,‘- ’-- 아. 딛걷으I .!낀-뀐 .:P“ ’씨 → I 1. I ‘l끼 잉( 니U lïi_~ J.. r ~ , Idil ..J:j 

?’ l 

，。

" 

" 

.. 
r-=-

• ‘----‘ -...........•;,..:.;.....‘ _._----~ 

<.mo p“ 

이상접으로의심되 
는분광측정자료 

--

-~ • '" 

위한 기초정보로도 

’ 

’1493 UI 11440 n lD l8J 11 
i1ëA01Ü--U교211 Sl. IC A021 1 .n5'~ 져’성 ?j jSi i/애9:1누괜띈열한순 엽g;엽"깊쁘표1끈윈치‘ 

“’-'-" 

그렴 3. 다양한 물성의 분체에 대한 근적외선분광분석 스펙트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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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이1 의한 데이터 검토의 중요성을 설영하기 위한 실제 사례를 그림 3에 나 

타내었다 “분체공정 진단용 RT- PAT 시스템 개발” 과제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확 

보한 나노제어기술을 활용힘으로써 다양한 기공 빚 표연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체의 

큰적외선분팡분석올 실시한 결과， 그럼에서와 같이 한 개의 측정자료의 형태가 다 

른 시료와 비교하여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디 따라서， 이 자료는 이상치로 의 

심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이 자료를 제외하고 패턴인식올 수행하게 되면， 모델성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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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행렬 q l 
;’<3 절 대상 자료의 인식 제 

단순히 동그라미， 새모， 너l 모 등을 다루는 경우에 인간은 직관직으로 쉰게 구별 

낼 수 있지만， 분석화학 분야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분광학직인 스펙트럼 자 해 

도움읍 맏아야 한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있는 숫자로 이루어져 양의 엄청난 료는 

만에 계측기기， 컴퓨터 성능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고， 이 1950'서 대 이 후， 반세 기 

우리가 다루어야 할 자료의 양 역시 비약적으로 중가하고 있다 자연의 와 더불어 

있고， 의한 영향완 받고 인자Uactorl들에 수많은 종퓨의 가지 여i! j 현상듬은 여러 

이늪 현상에서 어떠한 인자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 

개수가 많은 자료를 인자의 이와 같이 되었다 다변량 분석망볍은 펼요하게 문이 

머리로 개수가 3개가 넘어가만 우리의 해석해 내기 위해 탄생한 학문이다- 인자의 

상상할 수 있는 단순한 분류가 어려워 진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의 표 l파 

표 2의 예들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주요 지표성분의 함량에 따른 인상의 원산지 판별. 

싱 __ 11M] 싱 γ g(1lM] 싱 L’ lIJBl1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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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l 

신효응 
시료 3 
쇠효A 
신효효 
시 it6 

신효1 
시료 8 

표 1. 3가지 

표 I 에서와 같이 인자의 개수가 2 - 3개로 적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육안에 

의해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시료 1, 시료 11 , 시료 5, 시료 8은 A그 

룹에 속하고， B그둡은 시료 2, 시료 3, 시 료 6, 시료 7올 포함한다 

대한 스펙트럼 시료에 227~ 의 자료가 표 2와 같이 얻은 의해 하지만， 측정에 

측정자료라고 하자 단지 9개의 파장에시의 홉광노 값올 선택하더파도， 육안에 의한 

수천 개의 파장 

기법의 판연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꽉별한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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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분식은 거의 판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디 따라서， 수백에서 

홉광노듭 모두 처리하여 에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다변량(mullivari ale)" 자료해석을 위한 계량화학의 

도융이 필요한 것이다 

표 2. 인삼의 원산지 판별을 위해 광분광 츰정컬과. 

X11 :τ12 'τ13 
54 37 9 

X21 Xn X23 5 36 59 
,T.31 X :j2 X ‘1:1 8 33 59 

I X 41 X 12 X 43 49 37 14 x = 
X 51 X 52 X 53 56 35 9 

X û1 X62 Xû3 4 34 62 

.L 71 .T ï2 X 73 
6 37 56 

49 38 13 
‘X81 .'1;;;2 X ò3 

다변량 해석기법에서는 측정자료둡 행렬 (malri x)을 이용 하여 표현한다 행렬식 

은 수학적으로 자료를 취급하기가 매우 펀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뿐이다. 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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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행펼식으로 표현하면 위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각각 l 열， 2열‘ 3열은 성분 1. 

성분 2, 성분 2에 대한 값을 의미하고， 각 행븐 8개의 시료에 대한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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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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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제 1 절 패턴인식 개요 

패턴인식 에 는 수많은 기 법 들이 있지만， 그것틀은 모두 그림 4에서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법주 중 하나에 속한다 지도학습형 패턴인식 (superv ised pattcrn 

rccog nition)이 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고 있는 유형 의 시료들올 측정하여 학습에 의 

해 각각의 패턴을 인식해 놓는 것 이디 예를 들연 ， 사전에 미 리 중국산 인상들과 국 

내산 인삼들을 구해다가 적컬한 분석기기를 이 용하여 측정하고， 측정결과의 패턴에 

따른 구분해 놓는다 향후에 판낼해야할 미지의 시료는 미리 학습에 의해 확립된 

모텔에 근거하여 판벨 혹은 분류하게 된다 

꽤턴민삭기벌 (Pattern Recognitlon) 

Dis tance Correlation SIMCA Sup~~ised 
NN 

E‘Jclidcan Mahalaoobis Residual 
\'ananct' 

PRI MA 

자Iil(Unsupervlsed)염 

PCA 

K-NN 띠
 

기l
l
 

뼈
 
·” 

-

m 

r

」

X 
A 

-

m 

-
Cluster 
Analysis 

Minimal 
Spanning 
Trcc 

Kohonc’‘ 
Ncural Network 

Potential 
Function 

Li near Quadratic 

ALLOC 

그럽 4. 패턴인식기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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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자울학습형 패턴인식 (unsupervised pattern recognition )은 사전지식 

없이 바로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시료툴끼리 계급을 형성하게 한다 우리는 원 

하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지도”학습형 혹은 “자율”학습형 패턴인식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된다 예룹 들면， 비록 우리가 사전에 미리 시료의 정보를 압수할 수 있더라도 

정상적인 시료 가운데에서 비정상적인 소수의 시료륜 구별해내는， 즉 이상치 

(outlier)를 찾아내야 하는 경우에는 자윤학습형 패턴인식기법을 활용한다‘ 그립 5는 

패턴인식의 의사결정 수목도(해木圖)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피|턴인식기법의 적용 

정링운석 (PLS 둥) 

그렵 5. 패턴인식분석의 적용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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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와 “판별”은 비슷한 개념처럼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 엄연한 차이점이 있 

다 즉 관측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기만 하는 것이 “분류”인데 반해， “판별” 

은 이미 정해진 방삭에 의해 계급의 수와 종류를 알아내고， 이어서 새로운 관측 대 

상이 어느 겨l 급어| 속하는지를 결정한다 결국 “분류”는 자율학습에 의한 패턴인식이 

고‘ “판별”은 지도학습에 의한 패턴인식이파고 할 수 있다 

패턴인식에서의 거리척도(distance measure)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며， 지도학습 

형 패턴인식의 I<m‘ (K Nearest Neighborl , 자율학습형 패턴인식의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l 둥에서 기본적인 원리로 환용된다 어떠한 형태의 패턴인식에서 

든지 자료를 분류하는 작업을 거친다. 자료를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 

는데， 그 중 하나가 관측자료 사이의 유사성 (similaritv )을 기반으로 비슷한 것들끼 

리 묶어 분류하는 것이다. 관측자료의 유사성은 “거리 (dislancel'’라고 하는 척도를 

이용하는데， 자료의 속성에 따과 “거리”의 정의가 달라진다 즉， 간격척도 혹은 비율 

척도와 같이 연속적인 양으로 표현되는 자료는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lanccJ 

혹은 마할라노비스 거리 {Mahalanobis distanceJ를 사용한다 분석화학에서의 대부분 

의 자료의 속성은 연속적인 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유클리드 거리와 마할라노미스 

거리는 분석화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사성의 척도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 

의될 수 있는 이 “거리”들은 군집분석뿐만 아니라 패턴인식의 모든 기법이|서 활용 

될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성격의 척도이다 자료의 속성이 간격척도와 비율척도인 

경우와 명목척도와 순위척도인 경우에 대하여 각각의 “거리”룹 정의할 수 있지만， 

분석화학에서는 주로 간격척도와 비 윤척도인 경우가 많다 

1 자료의 속성이 간격척도와 비율척도인 경우 

(]) 유클리드 거리 

공간 상의 2개의 연로 이루어진 행렬식은 2차원 평면상에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 3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열식은 3차원 공간상에 나타낼 수 있지만， 아래의 예 

제와 같이 열벡터가 4개 이상이 되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없어 시각적으로 표현하 

기 어립다. 하지만， 2차원 혹은 3차원 공간상의 “거리”에 대한 개념을 다차원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니타낼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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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행렬식으로 표현된 관측자료에 대하여， 

시효 a와 시효 C의 유콜라드 거리 (d“，)를 구해보자 

a (Xll , X1Z , X 13, ，1: 14 ) 이고， b = (X31' X32 , X33 , X34)이므로， 

du" = \1 ε (，1;“J →，1;，)' = J(X 11 - X31 )' + (X 1, - :"32)' + (:"13 - :r33 )' + (X" - X,,)' 

(2) 마할라노비스 거리 

d"" = J(X" 깎 ) C.- I(χ‘ X"V 

c;l은 X의 분산/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이며， 유클리드 거리에서 간단히 가중치 

로서 ζl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때때로 유클리드 거리에 의한 분 

류결파와 마할라노비스 거리에 의한 분류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 있는데， 분석화학 

의 분팡학적언 자료를 취급활 때는 마할라노비스 거리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3) 가중(weightedJ 유클리드 거리 d:. - ε씨 (XrJ - X
S
))2 여기서 ωJ는 가중치 

ψJ가 각 변수에서의 분산인 경우， ψ=닫r，Pl(z，J 퍼)' 

W)가 각 변수에서의 범위 (range) 'i.! 경우 

2 자료의 속성이 병목척도와 순위척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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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척도와 같이 카데고리 자료로서 O 혹은 1의 값만을 취하는 자료의 경우와 

순위척도로서 어떤 기준에 의해 순위값올 취하는 경우에 대해서노 적절한 방1갑을 

통하여 거리륜 정의할 수 있지만， 분석화학적 관점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 

지는 않는다 

3 자료 전처리 및 “거리” 척도의 표준화 

최적의 분석모델 수립괴 선뢰성 향상을 위해서， 유클리드 거리， 마할라노비스 

거리， 가중 유클리드 거리륜 구할 때， 원시 자료 측정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림 6과 같이 다양한 수학적 처리둡 거치는 것을 “자료전처리”라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자료전처 리를 통해 분석결과가 크게 향상된다， 자료전처리는 크게 시 

료에 대한 자료전처리와 변수에 대한 자료선처리가 있다 시료에 대한 자료전처리 

기 법 에 는 정 규-화(normalization ) ， 가중치 도입 ( wcighting) , 평 활화(smoothing ) , 기 준 

선 보정 (baseline correc tion ) 둥의 망법이 있다 변수에 대한 자료전처리 기법에는 

평단중심화(mcan centering ), 가중치 도입 (weighting ) 등이 있디 

자료 펀처리(data pretreatment) 

sample variable 

normalization 

weighting 

smoothing 

mean smoother 

running mean smoother 

running rnedian smoother 

running pol)'ßomial smoother 

Fourier filter smoother 

mean centering 

variable wei잉hting 

baseline r• derivatives ~ running mean difference 

coπectio끼 MulHplicative r-- running simple difference 
4 Scatter 

- ë~~';;;ction L- Sa\'i’zk)'-Clay and Corry 

그램 6. 자료전처리의 다양한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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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규화(normalization )는 시료 사이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없애고자 할 때 

사용되는 자료 전치리 방법이다 aUlOscaling라고 하는 변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 예둡 들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서 시료양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 

거나， 근적외선분광분석에서 광로길이 (pat버cngth)의 차이에 의한 영향올 배제하고 

자 하는 경우， 시료에 대한 정규화를 통해서 원시자료 사이의 규모의 차이에서 유 

래된 겨!통적인 변동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다‘ 

특정 시료에 의한 영향을 부각시키기냐， 흑은 반대로 제거해야 할 경우에는 가 

중치( weigh Ling)를 도입한다 가중치 도입방법은 일정 상수로 나누어 준다는 점에서 

는 정규화와 비슷하지만， 상수를 정의하는 1앙법이 디 르다 즉， 임의의 상수듭 마음 

대로 정하여 가중치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미리 각 시료에 대한 상대적 증요성에 

대한 정보른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디 

·‘ 

\、

기준선오프씻보정 

’r -

• .‘'"-‘.............,;“ --
Savitzky- Golay 

。nd Gorry 

.‘ _... -‘ ...... _... ‘ .. ,.. • ....... 

ι .... ““ ..... “으 

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 (MSC) 

~ ‘ 

”‘ -‘→-~ ........ ‘ ·… ’ .... -.J" “ ” “_" 60 ’~ .... “ 1 

그립 7. 계량화학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료전처리의 설제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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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활화( smoothing) 방법은 우연한 잡음선호를 제거함으로써 신호→대 잡음비 

(signal- to- noise ratio)플 증가시키는 방법이디 보통 mean smoother, running 

mean smoother, running mcdian smoother , running polynornial smoother, Fourier 

filter smoothcr 둥 5가지 정도의 기법이 있는데， Fourier법 이외의 4가지 망법은 모 

두 변수에 있어서 일정한 너비룹 가지는 구간 즉， 창(window)쓸 이용한 해석올 수 

행한다 

기기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계통적 변동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기준선 보 

정방법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기준선 보정방법은 l차 미분 흑은 2차 미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Savitzky- Golay 방법을 사용한 미분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밖에 반사분광분석분야에서 산란에 의한 영향올 제거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 

는 기준선 보정방법은 muJ tipJicativc scatter correction (MSC)라고 하는 것이 있다 

-. ‘ ’ “ 
,. 

• ιl;;'.! !: ‘ 

variabJe selection 

‘ 
’ 

J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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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8. 근적외선분광 측정결과에 대한 자료천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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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 변수에 대한 자료전처리 방 l겁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평균중심화 

(mean centering)는 모델수립에 악영항을 끼치논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대부분의 계량화학적 모텔수립을 위한 측정자료 전처리에 활용하고 있디- 가 

중치 도입방법에서는 최종 모텔에 끼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배제하거나 혹은 중대시 

켜주기 위해 특정변수에 대하여 임의의 가중치를 도업한다 시료에 대한 가중치 도 

입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각 변수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임의의 가중치틀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극단적으로 일부 변수들에 대해서 가중치룹 0으로 만들어 

버리는 변수선택 (variable selection )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외에 각 변수룹 

표준편차로 나누어 주는 변동눈금조정 (variance scaling)과 변동눈금조정과 평균중 

심화를 같이 수행하는 자동눈금조정 (auloscaling) 방법 둥이 있다‘ 자동눈금조정방법 

은 결과적으로 원래 가지고 었던 측정자료에 변형이 되어 가시적으로 관찰하고 이 

해하시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실제 모델의 성능올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좋은 

방법 종의 하나이며， 아래의 식과 같이 각 변수들의 단위가 다른 경우에 모든 단위 

를 무차원 (uni Lless dimension)화시킴으로써 어느 특정 단위를 가진 변수를 파대해 

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다 

variable 

meon 
cen• eflng 

vorlance 
scaling 

원칙적으로는 이제까지 살며본 다양한 자료전처랴 l앙번을 모두 조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최 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은 온전히 자료해석을 담당하논 분석자의 

몫이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로서는 가능한 모든 자료전처리 작엽올 자동으쿄 최적 

화해주는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각 분석시스템을 운 

영하는 분석담당자의 경험에 의존함으로써 적절한 자료전처리 방법들블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와 같은 자료전처리 작엽이 모델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지 

만， 원래 가지고 있는 정보름 변형시키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둡 필요로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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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l 제 2) 

교육과학기술부의 후원의 방사선기술개발사엽 내 “분채공정 진단용 

RT- PAT 기술개발” 과제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패턴인식분석을 수행 

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실에서 원천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한 

구형의 다공성 실리카 마이크로 입자블 대상으로 끈적외선 (NlR)분광 측정자료 

룹 생산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실리카 분체는 최신 나노기술인 주형합성볍 

(lemplaLcd synthesis method)를 이용 하여 합성하여， 기공의 크기가 2nm -

50nm이고， 표연적이 7m2/g - 1 ， lOOm2/g의 폭넓은 범위 사이에서 균일한 기공 

물성을 가지는 구형의 입자이다 아래 그립은 자료전처리블 거치지 않고， 주성 

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륜 수행한 결과이다 

구문를가 

--‘ .. 

" 

, " 

”“ ’ 

~ι~~떼 JJ 끼 r3 jI!I.~피꾀 영 

τ-- ---..、

·’. - ---

• • 

、‘

-.. 
" 

그링 3의 분광분석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전처리 단계륜 거치지 않고， 

Unscrambler라고 하는 계량화학용 전산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주성분분석플 수행한 

겸파이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붓이 아무리 초보자라도 패턴언식의 결과는 시각 

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에서 빨간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부분 내에 

존재하는 점 틀이 균일하게 흩어져 있으1까 ， 따라서， 여기에는 어떠한 계급도 존재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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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계속 

반언에 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Jon (MSC)라는 자료전처리 기볍꾀 

Savitzky Golay라고 하는 자료전처리 가범플 사용하면， 아래 그럽과 같이 두 개으 

계급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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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율학습형 (UnsupervÎsed) 패턴인식 

1. 군집 분석 (cluster analysis) 

“분류”의 문제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에 하나가 군집분석이다 군집분석이 

이용되는 분야는 생명과학， 의학， 행동과학， 사회과학， 정보검색， 경영과학， 인공지능， 

정치학， 시장조사에 이르기 까지 매우 넓은 분야에 걸쳐 있다 군집분석에서 자료를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관측자료 사이의 유사성 

(similarity)을 기반으로 비슷한 것들끼리 군집 (clu ster)으로 묶어 분류하는 것이다-

(l) 계층적 군집분석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HCA) 

가장 단순한 형태의 패턴인식분석의 하나가 겨l층적 군집분석이다‘ 다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원시자료를 “거리”라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2차원적인 수목도 

(dendrogram)로 표현함으로써 육안에 의한 군집분석의 한 종류이다. 계층적 군집분 

석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장 간단한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는 경우만을 취 

급하여 수목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Q) 왼시자료의 공간배치 

공정분석기술에서 가장 다루게 되는 자료의 형태는 스펙트럼 자료이다. 스펙트 

럼 자료는 보통 아래와 같이 행렬로 표현한다 팡분광자료에서는 수백에서 수천 개 

에 이르는 m개의 파장이 존재하고， 다수의 시료 n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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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는 측정에 의해 얻은 홉광도， 투과도， 반사도 동의 값들이 되고， '는 서로 

다른 시료를 나타내는 값이고， J는 파장값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mxn 행렬은 

모든 각 개개의 측정값을 다차원 공간에서의 좌표값을 가지는 점으로 표현할 수 있 

다‘ 각각의 시료 = 1, 2, 3, ... n에 해당하는 행벡터 (row vector)의 점좌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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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 = (X\P X }2 .•• X 1m ). X 2 = (X21) X22 ••• X2…) ... X u = (X Il !, X u 2 ••. X ’1111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차원 공간 위에 모든 정틀을 배치하연 다음 작업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접틀 사이의 연결 

4차원 이상의 점틀은 다차원 공간을 가정하여 생각해야 한다 다차원 공간에서 

점 x， 과 정 x，사이의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여 아래의 식으로 계산한다 

d12 = \1 ~ (x ,) - x,)' = !(x, - X,)(X, - X ,)T 

같은 방식으로 다차원 공간상의 모든 점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존재할 수 있 

는 거리값의 최대 개수는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시료의 수가 다섯 개 (i = 5) 일 때， 총 10개의 거리값올 가질 수 있 

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올 이웃점 (nearesl neighbor)라고 

한다. 이웃점들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single Iink와 cenlroid Iink의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두 점 사이의 연결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single Iink에서나 

centroid link에서나 모두 동일한 값을 나타내지만， 정과 군 사이의 거리， 군과 군 

사이 의 거 리 동은 single Ii마를 쓰느냐 cenlroid link를 쓰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값을 나타내며， 어떤 경우에는 분류의 양상을 바꾸어 놓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느 

방식이 더 좋은지에 대한 일반적 기준은 없으며， 각각의 사례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을 모두 적용하고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례는 수목도 작성에서 다 

루기로 한다‘ 

먼저 single link에서 점과 점 사이의 연결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각각 개 

개의 접들은 가장 단위의 군집(c1uster)으로 생각하여， 먼저 제일 가까운 두 개의 점 

부터 서로 연결하고 난 후， 그 다음으로 가까운 정틀을 차례로 연결하고， 마지막 남 

은 두 개의 점을 연결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Single Iink에서 점과 군， 혹은 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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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 

백설공주와 일곰 난쟁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키와 몽무게를 측정하여， 2차 

원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더니， 아래와 같았다고 하자‘ 우리는 행렬이나 유클리드 

거리， 마할라노비스 거리 둥의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도 백셜공주， 마녀， 하녀， 

지나가는 행인 동의 일반적인 여성과 일곱 난쟁이를 윤안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다. 

(랩 1501 앓 
90 

40 50 60 70 

제륭 (Kg) 

한편， 우리가 어떤 인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여전히 두 개의 군으로 영확히 분류할 수 있지만， “일반인”과 “난쟁이”라는 

개념판 근거로 한 분류와 뭔가가 다르디는 것플 느겔 수 있다 동화책올 용해서 

우리는 이미 “일반인”과 “난쟁이”라는 선행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선행 정보가 없다연 동화에 둥장하논 인물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두 개의 군으 

로 분리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디 

180 

150 

IQ 
120 

90 

0.0 0.5 1.0 1.5 

시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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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의 연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먼저 군과 군 사이의 연결도 점과 정사이 

의 연결과 같은 망식으로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군들끼리 연결한다 각 군에 속해 있 

는 점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점 사이를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모 

든 점이 연결되연， 결국 최종적으로 한 개의 군으로 이루이져 있게 된다 

반면에 ccnLroid link에서는 점과 점 사이의 연결올 위해서 먼저 제일 가까운 

두 개의 접부터 서로 연결하는 것과 그 다음으로 가까운 두 개의 정 사이를 연결하 

는 방식은 singlc link와 통일하다 다음으로 centroid link에서의 접괴 군， 혹은 군과 

군 사이의 연결은 점과 군 사이의 연결， 혹은 군과 군 사이의 연결할 때 singlc link 

와 다른 방식블 채택한다 즉， 두 점 사이를 연결한 선분의 중앙에 연결한다. 군과 

군 사이의 연결도 마찬가지로 선분의 중앙점과 선분의 중앙점을 연결한다 이런 식 

으로 모든 점이 연결되면， 결국 최종직으로 한 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게 된다 

Single link 방식에서는 점과 점 흑은 군과 정， 군과 군 사이의 점듭을 직접 연 

결하지만. cenLroid link 방식에서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심점과 연결한다 

3 수목도 작성 

점틀 사이의 연결이 오두 끝나면 다음 단계로 수목도를 작성한다 각 단계에서 

두 접 사이를 연결할 때마다 두 정 사이의 거리륜 측정하여 수목도를 그런디 그링 

에서같이 거리룹 측정한 순서이1 따라 가장 가까운 두 개의 정 A와 B를 연결할 때， 

수직한 선이 dl의 위치에 옹 수 있도록 그려준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가까운 정 

D와 E골 d2, d3 , d4둡 차례대로 구하고， 인접한 두 개의 점을 한다 

A와 B 사이의 거리 dl 

D와 E λ}이의 거리 d2 

C와 D-E 사이 의 거 리 : d3 

A→B와 C-D E 사이의 거리 d4 

수목투를 표현하는 그래프에서 x축은 각 접들 사이의 거리듭 나타내고， 수직한 

선은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1 이 수직한 션의 위치는 바로 인접한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이 선에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료판이 그 군을 이루 

고 있는 원소틀이 된다， 수직선의 위치는 수복도의 왼쪽에서 오픈쪽으쿄 이동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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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 제급의 개수는 감소하다가 최종적으로 l 개만 넙게 된다 즉， d2와 d3 사이에서는 

A~B， C, D~E의 시l 개의 그룹이 존재하며， d3와 d4 사이에서는 A~B， C ~D~E의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하며， d4에서는 오직 하나의 그룹만 존재한다 

(예제 4) 

만약 아래와 같이 5명의 사람들에 대하여 키와 몸무게늘 측정하였다고 하 

자 2차원 좌표상에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제 각 점을 연결해야 한다 

먼저 제일 가까운 두 개의 접 A와 B륜 연결한다 거리가 그 다음으로 가까운 

점은 D와 R이므로 둘 사이를 연결한디 C는 DE보다 A~B에 더 가깝기 때문 

에 AB에 연결하언， A~B~C와 D E 두 개의 군으로 분리된다 마지막으로 

A~ß~C와 D~E를 연결하면 끝난다 A~B C와 D~E 사이에 거리가 가장 짧은 

두 점플 연결하는데， 그림에서 보면 C와 D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기 때문에 C 

와 D플 연결하면， 모든 점이 연결되어 종료된디. 

180 -1 o. E? • 170 E . c 170 . c 
싣장 S •• l 신장 St_ 2 
(cm) 160 (cm) 160 

150 A ..... B A ..... B 

40 50 60 70 ‘。 50 60 70 

제륭 (Kg) 지|륭 (Kg) 

180 -1 E? 180 

170 
E 

신장 rrrc Sttilt 4 r c 신장 
(cm) 160 (cm) 160 

150 150 

40 50 60 70 40 50 60 70 

제륭 (Kg) 저|륭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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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5) 

예제 3에 대하여 ccntroid link로 연결하라 

1 단계와 2 단계는 single li nk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3 단계에서는 

C가 A-B와 더 가깝기 때문에 연결하되， A-B로 이루어져 있는 선분의 중앙점 

에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D-E와 A - B- C 사이를 연결할 때는 DE의 중앙정과 

ABC의 중앙정을 연결하번 종료된다 

18떠 o. 1&0 

E~ • t!~ 170 E . c . c 
(cm) 160 5t. l (cm) 160 5. 2 

150 A ..... B 150 A ..... B 

40 50 60 70 40 50 60 70 

지|중 (Kg) 지|충 (Kg) 

1&0내 

쪽(c 
180-

신장 170 

(cm) 160 (cm) 160 

150 

40 50 60 70 40 80 60 70 

제풍 (Kg) 제풍 (Kg) 

이번에는 single link와 centroid link 둥 접사이의 연결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수 

목도의 양상이 크게 변합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의 예에서 dl 와 같 

은 유 형 의 거 리 는 single link에 서 나 centroid li띠〈에 의 해 서 나 변 하지 않고， d2. d3 

둥의 거리는 어떠한 벙식으로 점을 연결하느냐에 따라 거리값이 달라지기는 하지 

만， 수복도의 유형지체가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에서는 두 가지 다 

른 연경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유형의 수목도륜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부어 

야 한다 그링에 single link괴 cenlroid link의 극명한 차이룹 쉽게 알아불 수 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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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득정 조건에 따라 위치하고 있는 네 개의 접 A, B, C, D를 나타내었다 

dl d2 d3 d4 

A 
l 

s.톨 1 

B 

c 

D 

E 

o 20 30 40 50 60 70 80 

dlstance 

그립 9. 거 리 척 도롤 활용한 수목도(dendrol!ram)의 작성 . 

Centroid link애 의해 연결된 점플 사이의 거리는 각각 dl(centroidJ , 

d2(ccntroidJ , d3(centroid) 라고 하고， singlc Ii nk에 의 해 연 결 된 점 둡 사이 의 거 리 는 

각각 dl (singlcJ, d2(single), d3( single)라고 하띤， 맨 처음 가장 짧은 거리에 위치하 

고 있는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 dl은 centroid li띠〈와 single link 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값옥 가진다， 따라서， dl(centroid) = d l (singlcJ이디 만약， 점 C가 아래의 조 

건을 인족하는 거리에 위치하띤， ccntroid li따‘와 single link 방식에 의한 수목노 결 

과논 그림과 같이 크게 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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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dl = dl B 
0.8~ • . , 

d2 < d2 < d3 • • . 
• • • . 
• 
~ 
• 

신장 -- --
0.4 d 2;- ------’· d. 3 

•• •• •• ". " .. 
0.2 -1 • d2 D c 
0.0 

0.0 0.2 0.4 0.6 0.8 1.0 

제중 

그림 10. Sin~le link와 centroid link 처 려 방식 의 비 교 (1). 

d2 (centroid) < d2(sing]c) < d3(singlc) 

우리가 어떠한 연결방식을 따륜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은 없다 패턴인식 

의 주요 목적이 자료에 대한 특성의 파익이라는 판점에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적 

용하여 결파에 큰 차이가 냐는 경우에는 자료륜 좀 더 자세히 컴토하는 것이 좋다‘ 

각 계급이 아주 질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centroid Ii띠‘이나 single Iink 방식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계급과 계급사이에 군분리가 잘 되어 있으면 

centroid Iink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centroid link방법은 이상점 (outlier)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 

- 32 -



dl d2 d2 d3 d3 

A| 

8 | 

cl 

D 

dlslanC8 

그렴 n 당‘æ Ík와 artJ마I~ 처려방식의 비교 m 

(예제 2) 

PE, PVC, PS, PP, PET의 다섯 가지 종류의 재생 픈라스틱 용기 29711 의 

시료륜 구해서 근적외선분핑분석을 수행하여 아래와 량은 스펙트럼을 얻었고 

HCA분석결과를 같이 나타내었다 PE, PVC, PS, PP, PET는 각각 4, 4, 5, 3, 

13개의 시료를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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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종류에 대한 선행 정보를 이용 하여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HCA른 

실시한 결과， 각 계급 사이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히 나타났다 

출치) K. H. Beebe, H.J Pell, M.B. Scasho!t.z ‘ Chcmometrics: A Practical Guide". l ohn 、.v ilev & Sons‘ Inc .. 
1. New Ynrk, 1!19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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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성분분석 (principaJ componenl anaJysis: PCA) 

눈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겨|급옴 나누고 판단하기에는 공간상의 배치가 훤씬 유 

리하다‘ 하지만， 변수가 3개가 넘게 되연 3차원 공간배치가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수백애서 수천 개가 넘는 파장에 대한 각각의 측정 값을 가지늠 분광자료의 경우 수 

목도륜 사용한 계층적 군집분석이 효과적인 패턴인식분석방입이라고 합 수 있다 

한면，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하게 되면 차원의 수를 3개 혹은 2개까지 낮출 수 있게 

되어‘ 육안에 의한 분류가 가능해 진다 주생분분석법에서는 선형조합(linear 

combination)이라는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륜 만들어 내고， 새로운 변수 

내에서의 가지는 값들의 ‘·분산옥 최대로 만드는” 방향으로 선형조합식의 계수븐 설 

정하게 되면 원래의 차원올 두세 개의 차원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해 진다 더 

욱 재미있는 사실은 원래의 연수들이 이푸고 있는 차원은 사로 “비독럽적”이시만， 

선형조합에 의해 새롭게 만닫어진 차원판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보다 정확 

히 표현하자연， 선형조합과 세포운 차원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시로 독립적인 차 

왼들올 강제로 만들어 낸 것이다 비독립적이라 말은 원래의 변수틀이 서로 중칩된 

정보갈 포항하고 있다는 뜻이고， 독핍적이란 말을 다시 표현하면 새로운 변수가 서 

로 간에 증첩되지 않은 순수한 정보륜 포함한다는 것이다 분석화화분야에서 주성 

분 분석의 가장 좋은 예는 큰직외선 운광분석이다. 근적외선 분굉분석의 경우 계량 

화학에 의해 재탄생한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끈적외선에서는 일 

반적인 적외선 영역에서처럼 꽉성 관능기에 의한 bencling, stretching, scissoring 둥 

순수한 분자진동에 의한 홉수분광은 가의 없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릎이 중첩되 

어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계량화학적 방엠은 이렇게 중첩되 

어 나타나는 원시자료를 수학적으파 분리할 수 있는 도구듭 제공해 중으로써 새로 

운 생영의 씨앗을 심어넣어 준 것이다 

(J) 왼시자료의 다차원 공간 배치 

일단 3개의 시료에 대하여 5개의 파상에서 홉팡노룹 측정한 결과가 있다고 하 

자 홉광스펙트럼자료는 아래와 갇이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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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션형조합에 의한 자료의 변환 

왼시 자료를 다차원 공간에 행렬식을 이용하여 배치한 다음에는 아래와 같이 

션형변환에 의해 계수 a를 도입하여 새로운 변수 U를 만든다 

U' l = a l1 x 11 + a 2]x12 + a31 xl3 + a41 x14 + a51x15 

U 21 = a 11 x Z1 + a21:τ22 +a31 X n + a 41 X 24 +a5 1X 25 

U 'j l = a l1 x 'j l + aZl x 32 + a31x33 + a 41X34 + a ::i l x35 

U ' 2 =a1Zx 11 +a22X I2+a'32X13+aηX1 4 + a SZ x 15 

U Z2 = a 1Zx Z1 + αnX22 + Q.32X n + a 42x Z4 + aSZx 25 

U 32 = a 1Zx31 十 ~2X32 + a 32x 33 + a 4Zx34 + aS2 x 35 

U ' 5 = a13x l1 + a23x l2 + a33x 13 +a.jJX 14 +a53x15 

U 25 = a13x Zl + ~3X22 + Q..J3 X n + a 43x Z4 + a53x 25 

아5 = al :tX~n + a23x 32 + Q.33X 'j'j + a 43 x 34 + Q.S3 X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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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Ua- 1 = UA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전통적으로 U를 score matrix라고 하고 . A를 loading 

matnx라고 한다 

(3) 계수행렬 A를 찾는 해법 고유치 . 고유벡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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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선형변환에 의해서 새로운 변수 U로 나타내었다， 이때， 위의 식을 만족 

하는 계수 a는 수없이 많다， 따라서 변수 X에 대한 적절한 계수 a를 찾아내는 것 

이 문제이다. 여기에 계수 a를 찾아내는 매우 간단한 기준이 도입된다 즉， “U의 분 

산이 최대가 되도록” 계수 a를 정해주자는 것이다 이것은 각 시료 사이의 U 값의 

차이를 최대한 늘여주는 땅향으로 계수 값을 설정하자는 말과 같다 

Ul의 분산 oEI 가 최대가 되는 문제는 고유값(eigen value) 문제로서 oLl =A 。1 기 때 

문에 j개의 A 값 중에서 가장 큰 값과 이에 대응하는 고유뼈터 (eigen vector)를 선돼 

하면 이것이 첫 번째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PC)이 되는 것이다 A 값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연 그에 상웅하는 Ul , U2, U3, U ,. μ3가 차례대로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성분이 되는 것이다. 원시자료 X에 대하여 

100% 그대로 설명해내기 위해서는 모든 주성분을 동원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주성분만으로 90% 이상 셜영이 가능하다 

@ “ oZ1 이 최대가 되도록”하는 문제가 고유치/고유벡터의 문제임을 증명 

oZi 은 a가 커짐에 따라 무한히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한 제한조 

건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_2 2 _:2 _ 2 
aíal = aîl +a.21 +a31 + a41 +a51 = 1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oF1 이 최대인 조건올 찾기 위해 Lagrange mulliplier방법 

에 따라 새롭게 L을 다음과 정의할 수 있다 

L = a~，， - À(ail + 샤1 + a~l + a~l + a~l - 1 ) 

= uflogl +4lo32 + a31oh + 얘 ， 17김 + QglO; + 
2al1 aZl O'".r1 .r2 + 2al1 aZl (J J'!J-3 + 2a11 aZl 0".rl J' 4 + 2a1la21 CT.r 1)' 5 + 2allU21a 1' 2.r3 -1-

2all a21 CT .1' 2.r4 + 2a11 a21 0' J"2J' á + 2all a21 σ.r 3 ;r 4 + 2al1 a21σJ' 3;rá +- 2a11 a21 (1 .r 4 .r5 
、( _:2 2 2 、
À(aÎI +a21 + a31 + a41 + a;1 - 1) 

아래와 같이 L을 a, 으로 편미분을 하고 그 값을 0으로 놓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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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L ‘ :"..- = 2a l1 O";1 + 2a21 (7.r 1r2 + 20310 r 1.r3 + 2a41u .c l .c 4 + 2aSIC1.r l .r:i - 2>.alt = 0 
8all 

aL ‘ 
~-_- = 2allU.r lr2 + 2a~!lC1심 + 2031 C11' 2.r3 + 20410" ..r2.t4 + 2a51 0 J 7.r5 - 2Àa21 = 0 
8a'2’ 
aL 

!.'I~ = 2a110" .t 1:r 3 + 2아 ]OJ'2 .r 3 + 2a:U야3 + 2a41 0", 3:r4 + 2aS1 0 :r 3rá - 2ÀUJl = 0 
8aJ1 

aL 
:.，~ = 2a1IO .1; I .r 4 + 2a21 0" ,r2 .r4 +2떠'0';r3.t4 +2따 1야4 +2a51 (7x4.cι - 2Àa" = 0 
8a,u 

aL 
Q-_- = 2a11 0 .:c l .r5 + 2021 a.;r2.r~ + 2a31 0":/'3.r5 + 2a4 1 0".r씨 + 2a510;5 - 2Àa~1 = 0 
8aS1 

이것을 보기쉽게 행렬로 표현하연， 

。31 OIlI2 OIlJ3 OI lJ4 OIlIS 

OIlr2 o32 O」 2IJ Or2I4 OI2I5 

OIlI3 OI2I3 o33 OI3I4 OIψ5 
Ox1z4 OI2I4 OI3r4 o 34 OI4rO 

.0' .ll.di 0 .1: 2,,; 5 a .1' 3.r5 (J J씨 。3s

이것은 간단히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C.l' al = Àa j 

위의 식에서 ζ 는 분산/공분산 행렬이고， 이와 같은 형 태의 식을 고유치 (eigen 

valuc) 문제라고하며 선형대수에서 수학적 땅법으로 쉽게 풀이가 가능하다 A 는 고 

유치 (eigen valuel이고， 이 을 고유벡터 (eigen vector)라고 한다 이 문제의 해(隔)인 

A 는 j 개 만큼 존재한다 

(2) ai'l = a; C.cal = À의 유도 

of，1 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oZl = 1느 {( UII - 터)' + (아터)' + (아 l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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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 UIl‘ 아11 U31 에 대한 값과 U] = allx] +a21X2+ U:'H되+a41 .L4+ a[j jXj 올 대 

입하여 다시 전개하연 아래와 같다 

offl = arlo3l + 얘lo32 + 얘lOg3 + a3lO김 + agIO3s + 

2al1a21U.rl .r2 + 2allQ깅 ]U.d .r 3 + 2all~laJ'" I .r 4 + 2a11a21 0'rl .rS + 2a11 a 21 U .r2.r3 + 

2alJ~lU.r 2 .r 4 +2a11 。이U.l'2 .rδ + 2a ll a 2I U .r3.r4 + 2a11 a 21 O'"J'3J .J + 2a11 a 21 U .r4.r5 

이것을 행렬로 표현하면， 

상 1 O'.r 1 l' 2 σ.t lr3 Ur 1.r4 0'.r l .r á 
OIlI2 oi? σ싸3 0"J2.r 4 r7 r 27á 

atl = (al laI2UI3aI4a15) IUrIL3 UJ.'2J'3 0';3 U .c3.r4 0'x3xá 

Orlr4 OI2J4 Or3r4 。34 OI4r5 

U.r I :r 5 CT.r 2 .r5 0';r씨 OI4IS o35 

a「al =arl +a3l +a3l +a3l +셔[=1 과 C.raJ = ).a\ 을 연립하여 플면， 

oil =A 

A 는 j개 만큼 존재하므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A 를 À[ 으로 놓으면， “기여율(% 

variancel"은 아래와 같다 

기여율(%)= 
‘ 1 ‘ 1시 . 、 x 100 

통상 기여율의 합이 90% 이상이 되는 수준에서의 A 를 주성분으로 설정한다 

물론 주성분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기여율 외에도 Root-Mean-Square-Eπor of 

Prediction <RMSEP)를 사용하기도 한다. 

- 38 -



제 3 절 지도학습형 패턴인식 

공정분석기술에서 지도학습에 의한 패턴인식의 목적은 적절한 모델을 만들고， 

향후에 들어오는 시료의 판별 (discrimi nation )에 이들 모텔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미 

사전에 계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료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컴퓨터를 훈 

련(σaining )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훈련과정을 통해 확럽된 모델은 원료물질이 포함 

되어 있는 계급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이 될 것이다‘ 최적의 모델을 

통해 적절한 패턴인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측시스템이 원료물질의 차이를 감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감도와 선택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지도 

학습에 의한 패턴인식기법 가운데에서 공정분석기술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K- nearest neighbodK- NN) 방법 과 Soft Independent Modeling of Class 

AnaJogies(SIMCA)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1. K - nearest neighbor(KNN) 기법 주성분분석 (PCA)을 이용한 KNN 방법 

KNN 방법은 지도학습에 의한 패턴인식기법 가운데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KNN의 가장 큰 장점은 검량시료의 수가 몇 개만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고， 극단적 

으로는 각 계급에 시료가 단 1개만 있어도 적용할 수 있다. 반면에 KNN의 단점은 

이떠한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시료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두 개의 계 

급에 동시에 속하는 시료도 인식할 수 없다‘ 

원시자료를 그대로 사용 할 수도 있지만， 변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주성분분 

석법을 사용하여 변수의 수를 줄여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검량시료를 사용하여 모델을 만들고， 최적의 주성분 개수를 설 

정한다 모델을 만틀기 위한 검량시료의 개수가 각 계급별로 A계급에 2개 . B계급에 

l개 C계급에 3개씩 촉 6개의 시료릎 포함하는 격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주성분 

의 개수를 2개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유벡터 a1. 2 와 score vector 사이의 관계식은 

아래와 같다 

UUllk Il V !.l "1 X1JlI lm O u.'1I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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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미지시료의 )[11’I/.m이/'11 = (Xll X12 ~'13 X J4 X 15 ) 이고 1 a 1. 2 = 1 a-:U a321 이므로， 
1 a41 "" 1 

、.a51 a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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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시료와 겁량시료 사이의 거리 d가 가장 작은 것， 즉 가장 가까운 이웃 

(nearest neighbor)에 위치하는 1<개의 검량시료를 선정한다 이들 K개의 시료 가운 

데 가장 

다 

많은 시료수를 보유하는 계급이 미지의 시료가 속하는 계급이 되는 것이 

만약 위의 예에서 미지의 시료와 컴량시료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나 

열하면 • d2 , 이 ， d r;n d3• d4• dG가 된다고 하자 1< = 1 일 때 미지의 시료에 가장 가까 

운 거리에 있는 검량시료는 A에 속하므로， 미지의 시료는 A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1< =2일 때도 역시 미지의 시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개의 시료가 

모두 A에 속하므로 여전히 미지의 시료는 A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1<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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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 여진히 A에 속하는 시 료가 두 개， C에 속하는 시료가 한 게이므로 여전히 미 

지의 시료는 A에 속한다고 !갈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K = 4일 때도 A에 속하는 

시료가 두 개로서 가장 많고， B에 속하는 시료가 한 개， C에 속하는 시료가 한 개 

이므로， 아직까지는 미지의 시료는 A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K = 5일 때는 A와 

B가 모두 두 개의 검량시료를 보유하게 된다 이때 는 A의 평균거리가 B보다 더 짧 

으므로， 이번에도 역시 미지의 시료는 계급 A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K 

6일 때는 C가 세 개의 검량시료를 보유하게 되어 최다 보유 계급이 되어， 미지의 

시료가 C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K = 1, 2, 3, 4, 5일 때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므로， K의 크기를 정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K의 크기를 정할 때는 가장 직은 검량시료수를 포함하고 있는 계급의 시료수를 K 

로 정한다 

1.0 -1 A B 

0.8 -1 :k미XIAI료 1 했% 

0.6 케 /’ 
섣장 미지시료 3 

미지시료 2 

0.2 -1 

0.0 -1 

0.0 0.2 0.4 0.6 0.8 1.0 

체중 

그렵 12. KNN에서 상대적 비융에 의한 신뢰성 검중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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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인식분석을 수행한 후에는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 

하다 신뢰성 검증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K에 대하여 동일한 계급에 속 

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신뢰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K의 변화에 따라 

속하는 계급이 계속 바뀌게 되면 신뢰성이 매우 낮은 분석결과로서 신뢰성이 떨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정량적인 신뢰성 검증방법 중의 하나는 가장 가까운 K개의 근접점이 속하는 

계급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위의 예에서 K ; 1, 2, 3, 4까지는 

100% A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K ; 5에서는 50%는 A， 50%는 B에 속할 수 있 

다고할 수 있다 따라서， 미지의 시료가 A에 속할 확률이 반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의 신뢰성 검증은 그램에서와 같이 이해할 수 없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육안에 의한 패턴인식분석에 의하면 미지의 시료 2논 B 

군에 전혀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NN 분석에 의하면 K;8에서도 100% B군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 
2-

• 
G • 

• • • - 1 -1 • • • • • • • • • • • 
- 2 내 • • • 

o 5 10 15 20 25 

시료 

그렴 13. KNN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사용되는 G값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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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올 해결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검증!앙법으로서 

“ Goodncss Value (G)"라는 개념을 채택한다 

c- d lJ -dn ------
"ß 

여기서 dB는 미지의 시료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B군 내 시료와의 거리이고• dß늠 

B군내 시료를 사이의 거리의 펑감값이여 . "n는 B군내 시료틀 사이의 거리의 표준 

편차이다 G값은 통계학에서 t값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G값이 작올수록 

이지의 시료가 B군에 속한다고 주장할 때의 선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G값은 dB 

< du인 경우에는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디. 보통 적절한 한계값(cuto[f value)을 

설정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그림 1 2는 검량시료에 대하여 leave-one-out에 의해 구한 G값의 에룹 그리1프 

로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에 G의 최대값은 3이다‘ 따라서， B군에 대한 G의 한계값 

옴 3으로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만약 미지의 시료에 

대하여 G값이 그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시료에 대해서는 KNN에 의한 결과가 B군 

에 속한다할지라도 이것올 강력히 주장하기는 어렵다. 

2. 50ft lndependent Modeling of Class AnalogÎes(5IMCA) 기 법 

SIMCA는 1970년 대 초에 퉁장해서 현재 공정분석기숨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끄 있는 방냉이다 전통적인 통제적 방법에서 활용하고 있는 선행판별분석 

(linear discriminanL analysis: LDA)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연 된다. S1JvICA에서 

는 주성분분석에 의하여 다차원 공간에 검량시료올 배치하고， 계급이 이루는 배향 

과 게급의 경계룰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SIMCA는 계급 내 시료갈이 차지하는 다 

차원에서의 공간을 “상자(box)"라고 하는 개념플 사용하여 해석한다 이 다차원 싱 

자에 관한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 snVICA에서는 각 계급에 대해서 각기 다른 독 

럽적인 주성분분석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각 계급이 다차원의 공간에 나타내는 형태 

와 위치릎 파악한다 따라서， 각 개급은 각기 다른 주성분과 주성분 개수룹 가지게 

되고， 각 주성분 모댈에 대해서 경계지역을 정의하여 SlMCA 모덴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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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플리우레탄 폼에 대한 끈적외선 분팡분석측정자료즐 그림에 나타내었고， 시 

료에 대한 정보는 표에 나타내었다 총 26개의 검량시료는 4개의 계급(1， 2, 3, 

4)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계급은 각기 디른 화학적 구조의 폴리우레탄 폼을 포 

함하고 있으며， 각각 9, 5, 4, 8개의 시료로 이루어져 있다 주성분분석 결과 3개 

의 주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 두 개의 주성분블 산점도로 표현한 것을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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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치K. A. Bakeev <Ed.) ,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Spectroscopic Too15 and lmplementation 
Strategies for the Chentical and I개larmaceutìcal lndustries Hlackwe.ll Publishing Profcssional'’ Wiley 
Rlackwell, Ames, IA , 2αJ5 

26개의 검량시료에 대해서 주성분분석볼 실시한 결과， 계급 3과 계급 4사이 

의 차이가 다른 계급틀에 비해서는 영확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각 계급갚 사이 

의 차이가 적절하며， 킥 겨l 급 내에 디른 계급의 시료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성분분석에 KNN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미지의 시료 A와 B에 

대하여 K=l- lO에 대하여 A와 B는 각각 계급 2와 계급 4에 속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K = 22일 때늠 A가 겨l급 2가 아닌 계급 4에 속하게 되는 

엉뚱한 결괴둡 낳는다- 따라서， K 값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여기서는 계급 

중에서 가장 적은 시료 수가 4개이므로 K 값이 이상의 값일 경우에는 매우 주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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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서처럼 각 군이 이루고 있는 모양에 따라 1차원의 “직선 2차원 “팽연끼 3차 

원 “업체”의 형태를 가지는 계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오직 하나의 주성분 만으로 

계급을 정의할 수 있다면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고， 2개의 경우에는 평면， 3개의 경 

우에는 입체， 3개 이상일 때에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없고， “초입방체 (hypercube)" 

라고 하는 개념적인 입체도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SIMCA 모델의 변벌력 Cdiscriminating power)은 계급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중 

첩되어 나타나느냐의 문제와 같고， 나중에 실제 마지의 시료륜 예측할 때 패턴인식 

분석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모델의 변별력을 결 

정하기 위해서는 각 제급이 형성하는 유형의 형태와 다차원 공간에서의 계금의 경 

계블 파악해야 한다 맨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컴 15에서와 같이 l차원의 직 

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개급을 생각해 보자‘ 계급의 경계로부터 미지의 시료 A가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aL )을 구하면 이것은 동계에서 분산(variance)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이것을 계급 내의 시료들이 가지는 분산으로 나누어 주변 ， 통계에서 익 

숙한 F값이 된다 이 F값이 F분포에서 제시하는 한계값 Fcrit보다 작은 경우에 미지 

의 시료를 계급 A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국， 계급의 경계를 통하여 모델의 

영역을 정의함으로써 미지 시료에 대하여 판별분석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3차원일체 

* 

며
』-’
 

명
-‘
 

맨
--


z 
-
• 

• • • • 
그렴 14. SIMCA에서의 공간상의 계급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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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15. 모탤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판별분석 신뢰성 . 

S IlVICA에서는 각각의 계급 내에서 산출한 미지시료의 잔차의 분산값괴 진체 

잔차의 분산값 사이의 차이를 계급화 판정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검량시료 전체 

의 잔차의 분산과 미지의 시료에 대한 잔차의 분산 동 잔차 분산에 대한 개념을 명 

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1) 검 량시료 전체의 잔차의 분산(a~) 

하나의 계급에만 속해 있는 검량시료를 사용하여 각각의 독립직인 z개의 주성 

분분석 모댈옴 수럽함으로써 각각의 독립적인 모델의 score vector, elgen vector륜 

얻게 된다 

U.=x.“-

x，는 계급 Z내의 검 량시료의 원시자료이고， u 와 α는 주성분분석 모델의 score 

vector, elgen veclor이다 이들 모델의 매개변수인 score vector, elgen vector른 이 

용하여 추산한 값을 ε이라고 하먼， 

2F-= UJlT = 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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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A ，는 주성분분석 모텔 z의 loading vector이다 이때 잔차(residuaD값은 아래 

와같다 

ε=X， - x‘ 

이들 잔차는 SIMCA를 이용한 패턴인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 잔 

차의 분산은 유클리드 거리로 측정되는 계급과의 유사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량 

자료가 m개의 변수와 n개의 시료로 이루어져 있고， 계급의 수가 z개인 경우， 모든 

계급과 시료에 대한 잔차의 합으로 표현되는 잔차의 분산은 아래와 같다 

o8 = 1/짝I펌끽 

다는 자유도이다 

(2) 미지의 시료에 대한 잔차의 분산 

미지의 대상시료에 대해 임의의 계급 Z에서의 주성분분석 모델에 대한 잔차의 

분산을 얻기로 한다 이때 먼저 a，를 이용하여 U~ ， UllkIl OW" 을 구한 다음， 

U,’u lI know’‘ = λC끼’1，1.'’‘。 IIIJl aZ 

a;을 곱하여 미지시료에 대한 예측값 X::.Ull샤wtlm 를 산출하여， 미지시료에 대한 잔차 

와 분산올 아래와 같이 구한다 

X자unkno’” ’‘ = U"u싸 

e %.1‘ ' l ,I;nowr‘ = X" “’.k’‘own - X z ， unknoω” 

2 lk ou ‘ = \ 1츠[웬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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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급화 규칙 (classification rule) 

각각의 계급 내에서 산출한 미지시료의 잔차의 분산값이 전체 잔차의 분산값과 

의 차이를 계급화 판정의 기 준으로 삼는다. 잔차의 분산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 

다고 가정하면， F 분포를 사용하여 유클리드 거리의 한제값(critical v머ue)를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oZi뼈= /균듀강 

Fcri f. icfll은 지정된 유의수준 a과 자유도에서의 값을 도표에서 얻올 수 있다 한편， 엽 

의의 계급 z에서의 F:, utl}.;U (J W rI 은 아래와 같다 

"쉰g’씨un’”‘이싸b샤"…‘ -
~ Z ，ι’ u……HII:…‘………‘M…’”…'"…n…ι…n’" 2 " ò 

이 F:"u내’‘ollm 값을 간7'i t ic서과 비교함으로써 판별이 가능하게 된다 

(예제 2) 

광섬유를 이용하여 1,000 - 2,500nm 영역에서 748개의 파장을 선택하여 총 

261개의 정제 의약품 시료에 대하여 FT• NIR 분광분석을 수행하였다. FT-NIR 

측정결과에 대하여 유클리드 거리 대신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사용하여 SllvICA 

를 수행하였고， F값과 패턴인식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계급의 시료들은 서로 다 

른 활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 활성물질의 함량에 따라 4개의 계급으로 분류 

를 할 수 있고， 각 계급의 시료개수는 각각 55, 58, 30, 118개 이다 본 예제에 

서 계급 1은 2mg의 활성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시료로 이루어져 있고， 총 55개 

의 시료 중 임의로 선택해서 40개는 훈련시료(training set)로 이용하고 15개 는 

시험시료(test set)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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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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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e MaesschaJck et al.. Chemometrics and ln telligent Laboracory Systems 47, 65-77, t999 

높게 나타 개수가 상당히 실시한 결과， 주성분의 주성분분석올 l에 대하여 계급 

지극히 자 경우에 나타나는 물리화학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간의 났는데， 시료 

때문에 좌우하기 성능을 알고리즘의 는
 짜

 
주성분의 현상이다. 연스러운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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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l에 대하여 훈련시료들과 시험시료에 대하여 계산된 F값을 그림에 나 

타내었다 유사성 (similari ty)에 대한 척도로서 유클리드 거리， 마할라노비스 거 

리， Gnanadesikan 거리를 적용한 SIMCA에서의 F값을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Gnanadesikan 거리를 적용했을 때가 유클리드 거리를 적용했올 때보다 훈련시 

료들과 시험시료 사이의 F값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이가 작게 나타났 

다 또한 사용한 주성분의 개수가 본 예제에서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는 7개 이 

상으로 중가함에 따라 유클리드 거리，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적용한 경우에는 훈 

련시료들과 시험시료 간의 차이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올 띠는 반면， 

Gnanadesikan 거리를 적용했을 때는 주성분의 개수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거리 척도를 사용하느냐가 SIMCA에서 매우 중 

요한 요소라는 것올 알 수 있다‘ 예제의 그림에서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한 

SIMCA계급 간의 F값과 FCl' itic시을 선으로 나타내었다 이 예제에서 재미있는 사 

실은 7맨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주성분이 오히려 계급의 판별에 훨씬 유리하 

다는 것이다 그것은 score를 각 주성분에 나타낸 그립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예제 2) 

지역에 따라 토양의 화학적 특성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유럽의 세르비아 

지역과 몬테네그로 지역의 토양시료를 구분하는 실험을 예를 들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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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계속 

세르비아 지역과 몬테네그로 지역을 합하여 총 15개의 지역에 대해서 총 1037H 

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양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핵종올 감마선 분광분석법 

에 의해 측정한 결과에 대하여 LDA, KNN, SIMCA과 같은 패턴인식기법을 적 

용하였다- 그림에는 토양시료릎 채취한 지역과 감마선 분광분석결과를 나타내었 

다 

용처 ) S. Dragovic, Applied Radiation and 1SOLOpeS, 65, 218 - 224. 2007 

표에는 세 가지 패턴인식기법 사이의 성능결과를 나타내었는데， SIMCA 방 

법이 판별정확도가 가장 낮았다 그것은 계급 당 시료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본 

예제에서는 계급 당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7H까지의 시료를 포함하고 있었 

다 그림의 패턴인식의 의사결정을 위한 수목도를 살펴보면 계급 당 시료수가 

10개 미만일 경우에는 KNN파 같은 비모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따 

라서， 본 사례와 같이 계급 내 시료의 수가 적은 경우에 SIMCA를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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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다양한 문제정올 해결하기 위한 공정분석기술에서 계량화학의 역할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그동안 재량화 

학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는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도입해야하고， 사용하기 까 

다로운 명령어 방식의 용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물론 수학은 

계량화학올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이다 하지만， 계량 

화학의 원리를 하나도 몰라도 계량화학올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계량화학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만 계량화학올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다. 컴뮤터 내 전자회로의 동작원리 혹은 프로그랩의 소스코드가 어떤지는 잘 올 

라도 컴뮤터룹 사용해서 전 세계의 친구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적절한 프로그햄을 

이용하여 영화와 음악올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량화학의 수학적 

아름다움올 이해하지 못하더바도 공정현장의 작업자들의 자신이 원하는 공정분석풍 

질을 얻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량화학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계량 

화학 계산용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MATLAB@은 초보자가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명령어 망식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프로그래밍에 의하여 특정 공정에 적합한 

효융적인 프로그랭올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도구들올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의 작업 

자들이 바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프로그랭이다 반면에 Sirius@’ 

Unscrambler@. Pirouette@ 둥은 메뉴 방식에 의한 용용 소프트워| 어이기 때분에 사용 

편리성이 우수하다 Unscrambler에서는 HCA 분석올 수행할 수 없고， 수목도로 나 

타낼 수 없지만， 현재 폭넓은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Pirouette에서는 HCA 분 

석과 수목도로 나타낼 수 있도록 메뉴상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마저 

도 주로 대학원생이니 계량화학 전공자들의 연구목적에 적함한 소프트웨어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현장의 공정운전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웅용프로그랩을 개발해야 한다 

물론 계량화학의 원리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한다연， 새로운 공정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작엄자 스스로 적절한 모텔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정환경은 크 

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계량화학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적절한 용용프로그램올 사용함으로써 누구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패턴인식은 계량화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다
 써 



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계량화학올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다. 많은 공정분석 분야가 단순히 정량적 분석에 국한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공정분석기술(PAT)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공정에 대한 이해”릎 통 

하여 공정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정량적인 공정분석의 많은 부분을 정성적인 분석 

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올 보여주는 사례가 동장하고 었다 

현재 계량화학적 패턴인식기법올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지만， 계량화 

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현작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불론 현재 국내에는 계량화학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전문 기술인 

력올 확보하는 것도 앞으로 원자력산영기술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올 넓히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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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 공정분석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국 식의약품안전청(US 

FDA)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명 “공정분석기술(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 분야에서도 패턴인식법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계량화학적 해석기법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각 단위공갱에서 원료물질의 특성차이에 의해 발생하 

는 정량분석의 풍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패턴인식기법을 활용하면 효파적으로 풍질관1 

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화학계측자료를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이미정 분 

석기법에 많은 관섬이 모아지고 있는데， 태블릿과 같은 공정시료 내 유효물질(active 

ingredienl)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이미정 기슐에 때턴인식기법올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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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 the origin of a wine and the time of year tha‘ the vine was grown by using 

chromatography, cause of ftre by using GCfMS chromatography, detection of explosives and 

land mines, cargo and luggage inspection in seaports and airports by using a prompt 

gamma-ray activation analysis, and source apportionment of environmental pollutant by using 

a stable isotφe ratio mass spectromeσy. RecenOy, pattem recognition has been taken int。

account as a major chemometric to이 in the so-called “ process anaJyticaJ tecbnology (P AT)", 
which is a newly-developed concept in the area of pr.α:ess analytics proposed by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S FDA). For instance, identification of raw material by using a 

pattem recognition analysis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cffective quality control of the 

production process. RecenOy, pattem recognition technique has been used to identify the 

spacial distribution 뻐d uniformi‘Y of the ac ti ve ingredients present in the produ이 such as 

tablet by transforming the chemicaJ data into the visual information 
Subiect Kevwords 

Pattem recognition, process analytical tecbnology, chemome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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