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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계에서 품질 관리나 공정 제어 면에서 그 상용성과 실용성이 크
게 증대되고 있는 근적외선 분광기(Near-Infrared Spectroscopy)는 흡수되는 빛의 파장
과 흡수 강도에 따라 분석하는 것으로 약 800~2500nm 의 파장 영역을 이용한다. 이
러한 근적외선 영역에 발생하는 광 흡수의 대분은 IR 영역에서 관측되는 C-H-, O-
H-, N-H- 등 배음 진동 혹은 결합 진동에 의한 흡수이다. 현재까지는 측정하고자 하
는 제품의 농도나 물성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실험실 스케
일에서 GC 와 같은 계측 기기들이 이용되어 왔지만, 근적외선 분광기를 도입함으로
써 시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화학공정과 같은 복잡한 공정에서 물리적 화
학적 분석을 요하는 정보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근
적외선(NIR) 스펙트럼이 적외선(IR) 스펙트럼과는 달리 광범위하고 약하며 거의 모
든 유기 화합물들의 정보가 이 영역에 집중되므로 복잡한 특성을 가지는데, 
chemometrics tools 과 결합되면 오히려 스펙트럼 정보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성 정보
와 상관 관계를 취함으로써 미세한 변화를 잠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상관식에 해당하는 검량 모델을 만들기 위해 MLR(multiple linear regression), 
PCR(principle component regression), PLS(partial least square), ANN(artificial neural network)

과 같은 통계적인 다변량 검량 기술들이 이용되어 왔다. 가솔린 생산과 같은 석유
화학 물질의 품질 측정을 위해 적용된 사례가 국내외에서 보고 되었고, 이외에도 
의약품 제조 공정 및 농산물의 품질 측정 등 그 응용 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근적외선 분광기의 특징에 대해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
체나 반고체 물질에 대해서도 어떤 전처리 없이 비파괴(non-destructive) 분석이 가능
하다. 둘째, 샘플에 대한 분석 시간이 매우 짧아서 쉽고 빠르게(very fast)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복잡한 실제 공정과 연결된 광섬유를 사용하여 산업체의 
여러 가지 공정제어 및 최적화 단계에서 실시간(on-line) 분석기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하나의 스펙트럼으로부터 몇 가지 물리 화학적 성분들에 대하여 동시
(simultaneously) 분석이 가능하다. 넷째, 근적외선 분광기는 샘플에 대해 반복 재현
성이 우수(excellent repeatability)하며 정성적인 정보보다는 정량적인 정보를 얻는 것
에 유리하다. 따라서 검량식을 통해 화학적 조성 및 농도와 같은 물성 예측이 가능
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NIR 의 도입은 제조 및 공정 감시를 위한 실시간 품질 
측정기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NIR제어로 부적합한 제조를 안정시켜준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 반해 실제 상황에서는 동일한 샘플에 대한 스펙트럼 



데이터라도 기기의 시간에 따른 상태나 샘플의 상태 및 측정할 때의 주변환경에 따
라 결과 값이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근적외선 분광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기기에 따라 변화하는 검량 모델을 오랜 기간동안 계속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의 예측 성능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실제 산
업적으로 품질 관리 등을 위해 도입된 NIR 기기에 대하여 일일이 샘플을 측정하여 
매번 대상 기기에 대한 검량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매우 비경제적이며, 시간
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존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검량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NIR 의 관리를 위해 시스템의 작동 상황감시 및 프로브 청
소, 램프 교환 등 과 같은 일상적인 유지작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검량 모
델에 대해서는 예측 성능이 저하되는지 혹은 모델을 갱신해 주어야 하는지를 잘 감
시해야 하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검량 모델을 전환할 것인가를 주의깊게 결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