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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models for the predict of the milk properties (fat, protein, SNF, lactose, 
MUN) of unhomogenized milk using the visible and near-infrared (NIR) spectroscopic technique. A total of 180 
milk samples were collected from dairy farms. To determine optimal measurement temperature, the temperatures 
of the milk samples were kept at three levels (5℃, 20℃, and 40℃). A spectrophotometer was used to measure 
the reflectance spectra of the milk samples. Multilinear-regression (MLR) models with stepwise method were developed 
for the selection of the optimal wavelength. The preprocessing methods were used to minimize the spectroscopic 
noise, and the partial-least-square (PLS) models were developed to prediction of the milk properties of the 
unhomogenized milk. The PLS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good correlation between the predicted and measured 
milk properties of the samples at 40℃ and at 400∼2,500 nm. The optimal-wavelength range of fat and protein 
were 1,600∼1,800 nm, and normalization improved the prediction performance. The SNF and lactose were optimized 
at 1,600∼1,900 nm, and the MUN at 600∼800 nm. The best preprocessing method for SNF, lactose, and MUN 
turned out to be smoothing, MSC, and second derivative.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predicted and 
measured fat, protein, SNF, lactose, and MUN were 0.98, 0.90, 0.82, 0.75, and 0.61, respectively.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e models can be used to assess milk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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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낙농 산업은 우유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는

반면, 유제품 수입의 자유화로 값싸고 품질이 우수한 수입

제품이 증가하여 우유의 자급률이 하락하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1). 그러므로 우유의 수급률을 조절

하고 국내 우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우유의 생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품질 우유란 풍미가 좋고 단백질, 지방 등의 유성분

함량이 풍부하며 세균수와 체세포수가 적은 신선한 우유를

말하며, 우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성분에는 지방(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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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protein), 유당(lactose), 무지고형분(solid not fat, SNF)

등이 있다(2). 또한 요소태질소(milk urea nitrogen, MUN)는

사료 중 단백질과 당, 전분 등 비구조성 탄수화물과의 균형

상태를 반영하는 요소로 젖소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중요

한 요소이다(3).

현재 우유의 품질판정 방법에는 크게 전문가에 의한 이

화학적 분석법과 자동화된 장치를 이용한 분석법(Combifoss,

FT6000, Denmark)이 있다. 이화학적 분석법은 지방의 경우

Gerber법, 단백질은 Kjeldahl법, 유당은 HPLC법, 체세포수

는 직접현미경법 등의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며(4-5), 전

처리가 복잡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온도 변화 등에

민감한 우유 시료를 일반 축산 농가에서 분석하기에는 어려

운 실정이다. 자동화된 장치를 이용한 분석법은 이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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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장비의 가격이 비싸

일부 유가공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규모가 크므로

이동 중에 사용하거나 휴대할 수 없어 우유 생산현장에서

실시간 품질측정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6). 이에 반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은 화학적 전처리 없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비파괴적 검사가 가능하고 비교적 사용방법이 간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7).

가시광선-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을 이용한 유성분 예측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Tsenkova 등(8)은

1,100～2,400 nm 근적외선 영역에서 지방, 단백질, 유당의

예측모델을 개발한 결과 결정계수(r2)는 각각 0.98, 0.71,

0.74로 유성분의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Kawasaki

등(9)은 600～1,050 nm에서 요소태질소를 측정하여 0.53의

결정계수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Choi 등(10)은 무지고형

분의 예측모델을 개발한 결과, 결정계수는 0.84로 400～

2,500 nm 영역의 반사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무지고형분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가시광선-근적외선 스펙트

럼은 화학적 성분 정보 외에도 여러 가지 물리적 인자와

관련된 정보 및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예측모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학적 전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Pravdova 등(11)은 수학적 전처리를 이용하여

원유의 체세포수 예측모델의 성능을 결정계수 0.79에서

0.87로 향상시켜 그 필요성을 입증하였으며, 동시에 원유의

단백질 및 지방은 온도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유성분

의 예측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펙트럼 측정을 위한

원유 시료의 최적온도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유의 실시간 휴대용품질측정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써 원유 시료의 온도에

따른 가시광선-근적외선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원유 시료의

최적온도를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수학적 전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유성분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원유 시료

원유 시료는 한국식품연구원과 협조하여 대부분 2008년

10월～12월경에 낙농 농가에서 수집한 시료를 중심으로

각각의 유성분 함량이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총 180개의

시료를 선별하였다. 원유 시료는 미생물 등의 번식에 따른

환경변화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부제를 처리한 후

아이스박스에 넣어 냉장상태(5℃ 이하)로 보관하여 이동한

후 1일 이내에 스펙트럼 측정을 완료하였고, 측정이 끝난

시료는 식품공전에 고시된 방법으로 이화학적 분석을 실시

하였다(12).

유지방 측정

유지방은 Gerber법에 따라 원유 시료 11 mL를 취해 황산

으로 단백질, 유당을 분해시킨 후 이소아밀알콜 1 mL를

가해주어 지방의 분리를 촉진시키고 50～60℃ 수욕조에

15분간 담근 후 1,100 rpm 에서 원심분리하여 그 용량을

측정하였다(12).

단백질 측정

원유의 단백질은 Kjeldahl법 중에서 semi-micro법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12). 농황산 7 mL, 분해 촉매(CuSO4, 5H2O

각 1g, K2SO4 9 g) 2 g, 작은 유리알을 넣은 Kjeldahl 분해관에

시료 2 g을 넣고 처음 10분은 약한불에서 가열하고 다음

5시간은 고온에서 가열하여 용액의 색이 무색투명하게 된

후 냉각하였다. 그 후, 4% 붕산액 10 mL에 혼합지시약

(methyl red & methylene blue)과 50% NaOH액 10 mL를

가하고 분해시료를 주입 한 후 N/10 HCL액으로 적정하여

적자색이 될 때까지의 소요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단백질

량을 산출하였다.

유당 측정

유당은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Water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12). 시험용액은 시

료 5 g을 정밀히 칭량하여 물과 acetonitrile로 용해시킨 후

45 μm의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물과

acetonitrile을 17:83 (v/v)으로 혼합하여 1.0 mL/min으로 흘

려주었고 주입량은 10 μL로 하여 측정하였다..

무지고형분 측정

무지고형분은 원유를 밑지름이 5 cm인 칭량관에 정제하

여 15 g과 작은 유리봉을 넣고 100℃의 건조기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 다음, 시료 약 5 g을 정밀히 달아 앞의

칭량관에 넣고 수욕 상에서 내용물을 때때로 저어섞으면서

가열하였다. 대부분의 수분을 증발시킨 후 앞의 건조기에

옮겨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켜 건조물의 질량을 구하고

이 건조물질의 함량과 지방의 함량의 차이를 무지고형분의

함량으로 계산하였다(12).

요소태질소 측정

요소태질소는 원유샘플내의 요소함량에 따라서 반응되

는효소의 pH 변화를 감지하는 국제낙농연합회(Internatianal

Dairy Federation, IDF)에 공인된 요소 분석 장비(CL-10

Micro, Eurochem, Ital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원유 유성분 분포

표준화된 이화학적 분석법을 이용하여 유성분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지방 함량의 범위는 2.44～6.42%,

평균 4.05%로, 국내 유대지급 기준치인 3.4%보다 높게 나

타났다. 단백질 함량의 범위는 2.44～4.28%, 평균 3.3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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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국내 유대지급 기준에는 없으나 영국 등의 유

대지급 기준인 3.3%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지고형분 함량

의 범위는 7.85～9.57%, 평균 8.76%로 권장 범위인 8.0～

8.6%보다 다소 높게 관찰되었다. 유당 함량의 범위는 3.9

3～5.24%, 평균 4.74%로 노르웨이의 유대지급 기준 4.85%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요소태질소의 함량의 범위는

4.6～15.1 mg/dl, 평균 10.27 mg/dl로 덴마크의 권장기준인

8.4～14.0 mg/dl에 대부분 만족하지만 범위를 벗어나는 경

우도 있어 일부 젖소가 단백질 불균형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유성분 예측모델에 사용된 원유 시료의 일부는 국내외 기

준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권장 기준을 만족

하였다.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raw milk tested

(N=180)

Avg. Max. Min. Std.

Fat (%) 4.05 6.42 2.44 0.82

Protein (%) 3.35 4.28 2.44 0.41

SNF (%) 8.76 9.57 7.85 0.36

Lactose (%) 4.74 5.24 3.93 0.24

MUN (mg/dl) 10.27 15.1 4.6 2.46

실험 방법

원유의 유성분 예측모델 개발을 위한 전체적인 실험 방

법은 Fig. 1과 같다. 원유 시료는 낮은 온도에서는 지방이

응고하고 높은 온도에서는 단백질이 변성되는 등의 온도에

따라 성분이 민감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13) 원유 온도에

따른 스펙트럼의 유성분 예측 성능을 구명하기 위해 동일

시료에 대해 온도 조건을 냉장 온도인 5℃, 상온인 20℃,

착유 온도인 40℃의 3 수준으로 설정하여 스펙트럼을 측정

하였다. 이때 원유 시료의 온도는 항온 수조(HB-205WS,

Hanbaek, Korea)를 이용하여 유지하였다. 최적 온도는 넓은

파장영역을 이용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하므로 화학적 조성

이 복잡한 액체 시료의 예측모델 개발에 용이한(14) 부분최

소자승법(Partial Least Squares, PLS)을 이용하여 전체 파장

영역에서 시료의 온도에 따른 예측성능을 이용하여 선정하

였다. 최종 유성분의 예측모델은 선정된 최적 온도

Fig. 1. Experiment method for development model of milk properties using spectroscopic measuring technique.

에서의 스펙트럼에 대해 다양한 수학적 전처리 방법을 이용

하여 스펙트럼의 산란 및 노이즈를 보정한 후, 부분최소자

승법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이때 각각의 유성분에 따른

파장영역의 선택은 다중회귀분석법(Multi Linear Regression,

MLR)의 stepwise 방법을 이용하였다.

스펙트럼 측정

스펙트럼은 원유 시료에 대하여 Fig. 2와 같은 고성능

분광분석기(Model 6500, NIR System, USA)의 horizontal

모듈과 샘플 셀 및 반사판을 이용하여 400～2,498 nm의

파장영역에서 2 nm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반사 스펙트럼은

분광분석기를 이용하여 기준(reference) 스펙트럼을 측정하

고 원유 시료를 샘플 셀에 부은 후, 반사판을 넣고 시료가

완전히 정지하면 반사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5℃,

20℃, 40℃의 온도순서로 모두 540점의 시료를 측정하였다.

기준스펙트럼은 항상 일정한 흡광도를 나타내는 세라믹판

을 이용하였으며, 반사 스펙트럼은 시료에 광선을 32회 주

사하여 평균한 스펙트럼을 흡광도(log(1/R))로 변환하여 저

장하였다. 샘플 셀은 지름 50 mm, 높이 30 mm의 크기로

바닥은 두께 3 mm의 수정으로 제작하였고 반사판은 지름

35 mm의 알루미늄으로평평하게 제작한 후 반사율을 높이

기 위해 금으로 도금하였다. 이때 반사판의 높이는 원유

시료가 다른 액체 시료보다 투과도가 낮은 것을 고려하여

광투과거리(path-length)를 1 mm로 제작하였다(15).

부분최소자승법

원유 시료의 온도에 따른 유성분 예측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전체 스펙트럼 개수의 50%를 교정부로, 50%를 검증

부로 분류하였다. 스펙트럼은 각각의 유성분에 대해 크기

순서로 정렬한 후에순차적으로 교정부와 검증부로 분류하

여 교정부와 검증부가 유사한 크기와범위를갖도록 조정하

였다. 예측모델은 다양한 화학적 성분조성을 갖는 시료 분

석에 적합한 부분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원유 시료의 스펙

트럼과 유성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은 상용

프로그램인 Unscrambler (version 9.7, Camo, Norway)를 사

용하였다. 개발된 모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차검증

(cross validation)을이용하였으며,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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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ample cell, reflectance plate(left) and horizontal type spectrophotometer(right) for reflectance spectra measurements.

PC) 수가 클수록 과적합(overfitting)이 발생하여 예측모델

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최대 주성분은 20으로 설정하고

(10) 각각의 주성분에 대한 결정계수(r
2
)와 교정부 오차

(standard error of calibration, SEC)를 비교하여 최적 모델을

선정하였다. 이때, 개발된 모델의 예측성능을 검증하기 위

해 검증부 결정계수, 검증부 오차(standard error of

prediction, SEP), RPD (ratio of standard deviation to SEP)를

이용하였는데, 검증부 결정계수는 0.66 미만, 0.66 ∼ 0.81,

0.82∼0.90, 0.91 이상의 범위에 대해 각각 상관관계가 낮음

(poor), 유의함(approximate), 높음(good), 우수함(excellent)

을 의미하며(16), 예측모델의 정밀도를 의미하는 RPD는

2.5∼5 이면 높음, 5 이상이면 우수하다고 판단한다(17).

수학적 전처리

수학적 전처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액체 시료에 많이 사

용되는 평활화(smoothing), 정규화(normalization), 다분산

보정(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 MSC), 미분(derivative)

을 이용하였다(18).

평활화는 측정 장치의 분해능에 따라 발생되는 스펙트럼

의 불연속성을 연속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보간법으로 기기

자체의 측정 오차를 보정하는데 사용된다. 정규화는 스펙

트럼 측정 시 외부 온도 및 광원의 미세한 변화에 따라

스펙트럼의 기준선이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의 보정이 가능

하며, 다분산보정은 액체 시료가 미세한 기포에 의해 빛이

산란되는 현상을 보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미분은 흡광도

의 크기보다는 파장영역간의 기울기에 중점을 두므로 스펙

트럼의 기준선 변화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흡광도가 작은 스펙트럼의 강조가 가능하여

가시광선-근적외선 스펙트럼의 중첩현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11).

유성분 예측모델 개발

부분최소자승법은 파장 선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최적 파장영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파장영역에

따라 모델을 개발하여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

적 파장 영역의 선정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의 변수선택법

중 stepwise 방법을 이용하였다. 유성분 예측모델은

stepwise 방법에 따라 선정된 파장을 기준으로 가급적 연속

적인 파장영역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파장을 선택하

여 최적 파장영역을 선정하였으며, 예측모델의 개발 및 성

능분석은 최적온도 선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원유 시료의 온도에 따른 스펙트럼 변화

원유 시료의 온도 변화에 따른 스펙트럼은 Fig. 3과같이

가시광선 영역을 포함한 500～1,200 nm의 영역에서는 차이

가 없었으나 1,400～2,500 nm의범위에서는큰차이를 보여

주었다. 특히, 1,400～1,600 nm와 1,900～2,200 nm는 단백

질과 유당의 주요 흡수 영역으로써(19)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흡광도가 높아져 온도에 민감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Fig. 3. Absorbance spectra of raw milk at different temperature.

최적 온도 선정

원유 시료의 온도에 따른 유성분 예측모델을 400～2,500

nm의 영역에서 개발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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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시료의 온도에 따른 지방의 예측성능은 검증부 결정계

수가 0.92～0.93, 오차는 0.15～0.30%로 거의 유사한범위를

보여주어 원유 시료의 온도변화가 유지방의 예측성능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단백질의 예측성능은 원유 시료의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하였으며, 검증부 결정 계수와 오차는

온도 40℃에서 각각 0.92, 0.12%, 온도 20℃에서 각각 0.71,

0.20%, 온도 5℃에서 각각 0.41, 0.38%로 예측성능이 급격

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무지고형분의 예측성능은 온도변

화에 따라 검증부 결정계수가 0.80～0.85, 오차는 0.15～

0.20%로 지방의 결과보다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범위를 보여주었다. 원유 시료의 온도에 따른 유당의 예측

성능은 검증부 결정 계수와 오차가 온도 40℃에서 각각

0.75, 0.11%, 온도 20℃에서 각각 0.61, 0.22%, 온도 5℃에서

각각 0.32, 0.09%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젖소의 단백질

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태질소의 검증부 결정계수

와 오차는 단백질의 결과와마찬가지로 온도 40℃에서 각각

0.61, 1.56 mg/dl, 온도 20℃에서 각각 0.23, 2.16 mg/dl, 온도

5℃에서 각각 0.13, 2.35 mg/dl로 나타났다. 이것은 온도

변화에 따라 유단백질과 유당이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으

로 스펙트럼을 이용한 유성분 예측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원유 시료의 온도를 40℃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able 2. PLS results to select optimal temperature of raw milk
in wavelength 400～2,500 nm

(N=180)

Temp. Milk
properties

Calibration Prediction

PC1) r2 SEC2) r2 SEP3) RPD4)

5℃

Fat (%) 8 0.93 0.26 0.92 0.30 2.73

Protein (%) 2 0.42 0.40 0.41 0.38 1.08

SNF (%) 6 0.84 0.53 0.85 0.18 2.00

Lactose (%) 3 0.43 0.09 0.32 0.09 2.67

MUN (mg/dl) 4 0.30 2.04 0.13 2.35 1.05

20℃

Fat (%) 8 0.90 0.28 0.92 0.15 5.47

Protein (%) 6 0.72 0.17 0.71 0.20 2.05

SNF (%) 6 0.83 0.56 0.80 0.20 1.80

Lactose (%) 6 0.73 0.17 0.61 0.22 1.09

MUN(mg/dl) 11 0.97 0.40 0.23 2.16 1.14

40℃

Fat (%) 6 0.94 0.17 0.93 0.20 4.10

Protein (%) 15 0.96 0.05 0.92 0.12 3.42

SNF (%) 11 0.88 0.10 0.82 0.15 2.40

Lactose (%) 16 0.89 0.06 0.75 0.11 2.18

MUN (mg/dl) 15 0.99 0.09 0.61 1.56 1.58
1)PC : principle component
2)SEC : standard error of calibration
3)SEP : standard error of prediction
4)RPD : ratio of standard deviation to SEP

최적 파장영역 선택

다중회귀분석법의 stepwise 방법으로 유성분과의 최적

파장역역을 선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지방

은 1,674, 1,704, 1,876, 500, 1,633 nm의 파장을 이용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한 결과 결정계수는 0.96 오차는 0.21%로

나타났으며 1,600 nm 이상의 근적외선 영역에서 큰가중치

를 나타냈다. 단백질과 스펙트럼의 상관도는 1,636, 1,726,

1,846, 1,734, 480 nm의 순서로 높은 가중치를 보여주었으

며, 결정계수와 오차는 각각 0.91, 0.11%로 나타났다. 무지

고형분의 예측모델은 1,782, 1,892, 1,674 nm에서 결정계수

0.87의 우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이 영역을 이용하면

원유의 무지고형분을 오차 0.30% 이내에서 측정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유당의 예측모델은 1,618, 1,860, 1,912 nm 영역

을 조합한 경우가 가장 우수하였으나 결정계수와 오차는

0.67, 0.16%로 상관관계가 다소 낮아 다중회귀분석만으로

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요소태질소의 경

우도 600, 736, 816의 다른 성분들과는 달리 가시광선 영역

에서 가장 우수하나 결정계수는 0.41로 매우낮았고 오차도

1.8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sults of multi-linear regression with selected wavelength
for milk properties using stepwise method

(N=180)

Milk properties Wavelength (nm) r2 SEC1)

Fat (%) 1,674, 1,704, 1,876, 500, 1,633 0.96 0.21

Protein (%) 1,636, 1,726, 1,846, 1,734, 480 0.91 0.11

SNF (%) 1,782, 1,892, 1,674 0.87 0.30

Lactose (%) 1,618, 1,860, 1,912 0.67 0.16

MUN (mg/dl) 600, 736, 816 0.41 1.88
1)SEC : standard error of calibration

수학적 전처리 결과

40℃의 원유 스펙트럼에 대해 신호 보정 및 노이즈 제거

를 위해 수학적 전처리를 수행한 결과는 Fig. 4와같이 나타

났다. 전처리를 하지 않은 원유의 스펙트럼은 Fig. 4(a)와

같이 수분의 주요 흡수 영역인 1,400～1,600 nm와 1,900～

2,200 nm영역에서 높은 흡광도를 보여주었다(20). 원시 스

펙트럼의 신호 보정을 위해 평활화를 수행한 결과는 Fig.

4(b)와 같이 파장 사이 불연속점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여

측정 장치 자체의 노이즈가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정규화를

수행한 결과는 Fig. 4(c)와 같이 전체적인 스펙트럼의 기준

선이 일치하였으며, MSC를 수행한 결과 Fig. 4(d)와 같이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여 1,400～1,600 nm사이에

서 스펙트럼 간의 차이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1차

및 2차 미분을 수행한 결과는 Fig. 4(e), (f)와같이 스펙트럼

의 변화만을 나타내어 기준선이 일치되었으며, 특히 기존

스펙트럼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파장영역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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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bsorbance spectra of raw milk by mathematical preprocessing.

유성분 예측모델 개발

40℃의 원유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선택된 파장영역에서

수학적 전처리 방법에 따라 유성분 예측모델을 Table 4와

같이 개발하였다. 전체적인 유성분 예측모델은 요소태질소

를 제외하고 대부분 1,600～1,900 nm의 근적외선 영역에서

우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원시 스펙트럼 보다 수

학적 전처리를 수행한 경우가 전반적으로더우수한 예측성

능을 보여주고 있어 사용된 수학적 전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스펙트럼의 노이즈 제거 및 신호 보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지방 예측모델의 검증부 결정계수와 오차는 전처리를

하지않은 원시 스펙트럼의 경우 각각 0.93, 0.20%로 나타났

으며, 전처리 방법으로 정규화를 수행한 경우 예측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Fig. 5와 같이 각각 0.98, 0.15%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Tsenkova 등(8)의 연구

결과 0.98과 유사하였다. 지방의 RPD는 전처리 전과 후

각각 4.10, 5.47로 역시 가장 안정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단백질 예측모델의 검증부 결정계수와 오차는 원시 스펙트

럼의 경우 각각 0.92, 0.12%, 정규화를 수행한 경우 Fig.

6과 같이 각각 0.92, 0.11%로 수학적 전처리에 따른 예측모

델의 개선은 없었으나 Tsenkova 등(8)의 연구결과 0.71보다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RPD도 각각 3.41, 3.73

으로 나타나 안정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무지고형분의 예

측모델은 수학적 전처리 방법으로평활화를 사용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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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LS results with mathematical preprocessing at milk temperature of 40℃

(N=180)

Milk properties Wavelength (nm) Preprocessing
Calibration Prediction

PC
1)

r
2

SEC
2)

r
2

SEP
3)

RPD
4)

Fat (%) 1,630～1,880
Raw 6 0.94 0.17 0.93 0.20 4.10

Normalization 6 0.99 0.16 0.98 0.15 5.47

Protein (%) 1,640～1,850
Raw 15 0.96 0.05 0.92 0.12 3.41

Normalization 16 0.98 0.04 0.92 0.11 3.73

SNF (%) 1,680～1,900
Raw 11 0.88 0.10 0.82 0.15 2.40

Smoothing 16 0.94 0.07 0.90 0.11 3.27

Lactose (%) 1,620～1,920
Raw 16 0.89 0.06 0.75 0.11 2.18

MSC 16 0.89 0.07 0.80 0.11 2.18

MUN (mg/dl) 600～820
Raw 15 0.99 0.09 0.61 1.56 1.58

2nd derivative 11 0.99 0.15 0.67 1.44 1.71
1)PC : principle component
2)SEC : standard error of calibration
3)SEP : standard error of prediction
4)RPD : ratio of standard deviation to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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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diction of fat in raw milk using wavelength 1,600～1,9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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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diction of protein in raw milk using wavelength 1,600～
1,800 nm.

그림 7과 같이 검증부 결정계수와 오차가 각각 0.90, 0.11%

로 Choi 등(10)의 연구결과 0.8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RPD

도 2.40에서 3.27로 크게 향상되었다. 유당의 예측모델도

수학적 전처리 방법으로 MSC를 사용한 경우의 그림 8과

같이 검증부 결정계수와 오차가 각각 0.80, 0.11%로 원시

스펙트럼을 사용한 경우보다 향상되었으며 Tsenkova 등(8)

의 연구결과 0.74보다 높게 나타났고 RPD는 전처리 전과

후 모두 2.18로 변화가 없었다.

y = 0.94x + 0.54

N = 90

RSQ = 0.90

SEP = 0.11

7.8

8.3

8.8

9.3

9.8

7.8 8.3 8.8 9.3 9.8

Measured SNF, %

P
r
e
d
ic

t
e
d
 S

N
F

, 
%

  .

Fig. 7. Prediction of SNF in raw milk using wavelength 1,600～1,800 nm.

요소태질소의 예측모델은 다른 유성분과 달리 600～800

nm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

었으며, 원시 스펙트럼의 검증부 결정계수 0.61과 오차

1.56%을 개선하기 위하여 2차 미분을 사용하였으나 그림

9와 같이 검증부 결정계수와 오차는 각각 0.67, 1.44%로

Kawasaki 등(9)의 연구결과 0.53보다는 높으나 크게 개선되

지 않았고 RPD역시 1.58과 1.71로 모델의 정밀도가 다른

성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낮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미분

을 사용하면 미세한 스펙트럼이 증폭되는 동시에 노이즈도

증가하기 때문으로 요소태질소의 신뢰성있는 모델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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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부분최소자승법 외에 다양한 알고리즘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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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ediction of lactose in raw milk using wavelength 1,600～
1,9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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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ediction of MUN in raw milk using wavelength 1,600～
1,800 nm.

요 약

본 연구는 원유의 실시간 휴대용품질측정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원유 시료의 온도에 따른 가시광선-근

적외선 스펙트럼을 측정하였으며, 다양한 수학적 전처리방

법을 적용하여 유성분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스펙트럼

측정은 원유 시료 180개에 대해 스펙트럼의 수학적 전처리

방법으로 평활화, 정규화, MSC, 1차 및 2차 미분을 사용하

였고 예측모델은 부분최소자승법을 이용하였다.

유성분을 분석한 결과 함량 범위와 평균은 지방이 각각

2.44～6.42%, 4.05%, 단백질은 각각 2.44～4.28%, 3.35%,

무지고형분은 각각 7.85～9.57%, 8.76%로 나타났다. 또한

유당의 함량 범위와 평균은 각각 3.93～5.24%, 4.74%였으

며 요소태질소의 경우에는 각각 4.6～15.1 mg/dl, 10.27

mg/dl로 대부분 권장 기준을 만족하였다.

원유 시료의 온도에 따른 스펙트럼은 1,400～2,500 nm에

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흡광도가

높아지는것을 알 수 있었다. 원유 시료의 온도에 따른 유성

분 예측모델을 400～2,500 nm의 영역에서 개발하였으며

예측성능은 지방과 무지고형분의 경우 온도변화와 무관하

였다. 단백질과 유당, 요소태질소의 예측성능은 온도가 낮

을수록 급격히 감소하여 스펙트럼 측정 시 원유 시료의

온도를 40℃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0℃의 원유 스펙트럼에 대해 수학적 전처리를 수행한

결과평활화를 수행하여 측정 장치 자체의 노이즈를 감소시

킬 수 있었고 정규화를 수행하여 기준선을 일치시킬 수

있었다. 또한 MSC를 수행하여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여 스펙트럼간의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었고 1차

및 2차 미분을 수행한 결과 기준선 일치와 기존스펙트럼에

서 나타나지 않았던 파장영역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의 stepwise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 파장영

역을 선정하고 유성분 예측모델을 개발한 결과 요소태질소

를 제외하고 대부분 근적외선 영역에서 우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지방과 단백질은 원시 스펙트럼의 검증부 결

정계수가 각각 0.93, 0.92에서 정규화를 수행한 결과 각각

0.98, 0.92로 원시 스펙트럼의 결과가 우수하여 큰 개선이

없었으나 RPD는 각각 4.10, 3.41에서 5.47, 3.73으로 높아져

정밀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무지고형분과 유당의 예측

모델은 원시 스펙트럼의 경우 각각 0.82, 0.75로 예측모델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웠으나 각각 평활화와 MSC를 수행하였

을 때 검증부 결정계수가 0.90, 0.80으로 크게 개선되어

유성분 예측모델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소태질소의 경우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우

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나 검증부 결정계수, 오차,

RPD가 각각 0.61, 1.56%, 1.58로 다른 성분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학적 전처리를 수행

하였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요소태질소의 신뢰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분최소자승법 외에 다양

한 알고리즘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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