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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측정의 불확도를 이용한 인증값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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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New approach is developed employing the overall uncertainty obtained from multiple 

measurements to evaluat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the difference between a given reference value 

and its measured value determined in a lab. The overall uncertainty is determined by separate 

combinations of the uncertainties arising from systematic and random effects. It is shown that the 

uncertainty term in regular t-test can be underestimated by n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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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기 값과의 이상 여부를 정하는 경우에 불확도

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으로 통계기법인 t-검정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ISO Guide 351
 (G35)에서는 t-검정법

에 측정불확도 개념2,3
을 도입하여 소개하고 있다. G35

의 방법을 반복측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화학분석 분야

에서 활용하기 해서는 반복측정의 불확도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t-검정법과 G35의 방법을 비

교 검토하고, 반복측정의 불확도를 구하는 방법을 제

시하여 G35의 방법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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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물질과 t-검정법

표 물질은 알지 못하는 계통효과를 밝힐 수 있으

므로, 분석오차를 여주는 역할을 한다. 각국의 표

기   표 물질 생산기 에서 제조된 표 물질은 사

용자가 국제규격에 맞추어 분석의 불확도를 쉽게 산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측정결과의 유효성 는 

신뢰성을 고려한 측정의 정확성에 련된 정보를 제공

한다. 표 물질은 제조기 이 균질도, 장기  단기 

안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증값을 설정하지만 주로 95%

의 신뢰수 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운반 에 변질될 

수 있으므로, 분석자가 사용하기 에 꼭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하여 표 물질의 인증값과 실험실에

서 구한 측정값과의 차이 유무를 살펴보기 해서 t-

검정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G35는 t-검정법에 측정불

확도 개념을 도입하여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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