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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pid determination of food quality is important in food distribution. In this study, the chemical 
properties of oats were analyzed using visible-near infrared (VIS-NIR) spectroscop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predictive model of oat quality by VIS-NIR 
spectroscopy. A total of 200 oat samples were collected from domestic and import markets. 
Reflectance spectra, moisture, protein, fat, Fe, and K of oat samples were measured. 
Reflectance spectra were measured in the wavelength range of 400 - 2,500 nm at 2 nm intervals. 
The reflectance spectrum of an oat sample was measured after sample cell and reflectance 
plate spectrum measurement. Preprocessing methods such as normalization and 1st and 2nd 
derivations were used to minimize the spectroscopic noise. The partial-least-square (PLS) 
models were developed to predict chemical properties of oats using a commercial software 
package, Unscrambler. The PLS models showed the possibility to predict moisture, protein, 
and fat content of oat samples.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of moisture, protein, and 
fat was greater than 0.89. However, it was hard to predict Fe and K concentrations due to their 
low concentrations in the oat samples.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s of Fe and K were 0.57 
and 0.77, respectively. In future studies, the stability and practicability of these models should 
be improved by using a high accuracy spectrophotometer and by performing calibrations with 
a wider range of oat chemicals.

Keywords: near-infrared (NIR), nondestructive quality determination, oat, partial 
least square (PLS), visible (VIS)

Introduction

귀리는 오트밀, 제과 및 제빵의 원료로 식이 섬유소와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

압을 떨어뜨리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변비를 예방하는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다. 귀리

에 함유된 필수아미노산 등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육을 촉진하며 칼슘, 칼륨, 철, 아연, 마그네

슘, 구리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통곡물 가운데 유일하게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

는 슈퍼푸드로 선정되었다(Han et al., 2014).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고 피 해독 능력이 뛰어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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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심장질환, 제2형 당뇨병, 비만, 일부 암의 위험을 줄여주고 장기

간 섭취하면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Marshall et al., 1992). 

귀리의 수입량은 2011년 3,890톤이었으나 2015년 20,000톤으로 2014년 4,183톤 대비 약478.1%로 크게 증가하여 

그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귀리 소비가 증가하면서 귀리의 재배면적 또한 2006년 2 ha 

였던 것이 2014년 350 ha 로 크게 증가하여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Lee et al., 2016).

이와 같이 귀리의 소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귀리의 품질 판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Han et al., 2008; Heo et al., 2003). 귀리의 품질판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이화학적 분석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

화학적 품질분석 방법은 공인된 방법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전문가를 필요로 하며 전수검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귀리의 물량에 대해 품질검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가시광

선(visible) 및 근적외선(near infrared) 스펙트럼을 이용한 방법은 시료 내·외부의 상태에 따른 광학적 특성을 화학적 

전처리 없이 비파괴적으로 검사가 가능하고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시료의 물리화학적인 다양한 성분을 동시에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유통 현장에서 실시간 품질 측정이 가능하며, 분석 시 숙련된 기술이 필요 없고 결과의 해

석이 간편하여 품질 측정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Kim, 2004b).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스펙트럼을 이용한 곡물의 품질판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쌀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Kim 

et al. (1997)은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쌀의 정백수율을 측정하였으며, Kim et al. (1998)은 쌀의 함수율 및 단백

질 함량 예측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현미와 백미의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으며(Kim, 2004a), 근

적외선 분광 스펙트럼을 이용한 식미계를 개발하는 등(Song et al., 2006)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아직까지 귀

리의 품질판정에 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이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귀리의 품질

을 측정하고 있어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귀리 성분에 대한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예측 모델

을 개발한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귀리의 실시간 품질 분석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귀리의 가시광선-근적외선 스펙트

럼을 측정하고 귀리의 이화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품질예측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귀리 시료

귀리(Avena sativa L.) 시료는 식용 가능한 선양, 조양, 대양, 수양 품종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대상으로 각각 100

개의 시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국내산 귀리는 대표적 귀리 재배지인 정읍시와 강진군에서 재배된 것을 사용하였다. 

귀리의 이화학적 성분 분석은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하여 식품공전에 지시된 표준방법으로 총 200개의 시료에 대

해 수분(moisture), 단백질(protein), 지방(fat), 철(Fe), 칼륨(K) 성분 함량을 측정하였다(AOAC, 2005). 수분은 상압건

조 방법을 이용하여 105°C에서 건조하고 정량하였으며, 단백질은 semimicro-Kjeldahl법으로, 지방은 diethyl either

로 추출하여 정량하였다. 또한, 철, 칼륨의 무기질은 질산을 이용한 습식분해법을 이용하였다(Lee et al., 2014; Shin, 

1996).

스펙트럼 측정

귀리 샘플은 Fig. 1과 같이 빛의 투과율이 높은 석영으로 제작된 용기에 담아 고성능 분광광도계(NIRS 6500, 

FOSS, Denmark)로 400 - 2,500 nm 영역에서 2 nm 간격으로 반사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반사 스펙트럼은 귀리 샘

플을 측정하여 식 (1)과 같이 흡광도로 나타내었다(Noh et al., 1999). 이때, 귀리는 샘플용기에 충분히 담기도록 정밀

저울을 이용하여 20 g씩 계량한 후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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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at sample weighing (left) and measuring the reflection spectrum (right).

  (1)

스펙트럼 분석

측정한 귀리의 성분에 대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0개의 시료 전체 스펙트럼 중 100개는 교정부, 100개는 

검증부로 분류하였다. 예측 모델은 다양한 화학적 성분조성을 갖는 시료 분석에 적합한 부분최소자승법(Partial 

Least Square, PLS)을 이용하여 귀리의 스펙트럼과 이화학적 성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Park and Jung, 

1993), 분석은 상용 프로그램인 Unscrambler (version 9.7, Camo, Norway)를 사용하였다. 부분최소자승법은 식 (2)와 

같이 주성분 분석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주성분 벡터(principle component vector)와 스코어 벡터(score vector)

로 각각 분해하여 종속변수의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주성분 분석 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정보

를 동시에 이용함으로써 종속변수의 크기에 따라 독립변수에 가중치 부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Choi et al., 2012). 

예측 모델은 400 - 2,500 nm 영역에서 100 nm 간격으로 모델을 개발한 후, 우수한 영역에 대해 서로 조합하는 방법을 

반복하여 각각의 귀리 성분에 대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우수한 영역을 조합하여도 예측성능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결정계수가 높은 것을 예측 모델로 선정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이

용하여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PC) 수가 클수록 과적합(overfitting)이 발생하여 예측 

모델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최대 주성분은 20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주성분에 대한 결정계수(R²)와 교정부 오차

(Standard Error of Calibration, SEC)를 비교하여 최적 모델을 선정하였다(Choi et al., 2008). 개발된 모델의 예측성능

은 검증부 결정계수, 검증부 오차(Standard Error of Prediction, SEP)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때, 검증부 결정계수

는 0.66 미만, 0.66 - 0.81, 0.82 - 0.90, 0.91 이상의 범위에 대해 각각 상관관계가 낮음(poor), 유의함(approximate), 높

음(good), 우수함(excellent)을 의미한다(Martens and Naes, 1984). 



 










(2)

X: spectra of oat Y: catabolism component of oat

T: score vector of X U: score vector of Y

P: principle component vector of X Q: principle component vector of Y

B: prediction model E, F, H: res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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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리 스펙트럼은 귀리의 공극 등에 의하여 빛의 산란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예측 모델의 성능 저하를 초래하게 된

다(Park et al.,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스펙트럼의 보정을 위하여 정규화(normalization) 

및 미분(derivative)의 수학적 전처리를 적용하였다. 정규화는 스펙트럼 측정 시 외부 온도 및 광원의 미세한 변화에 

따라 스펙트럼의 기준선이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의 보정이 가능하며, 미분은 흡광도의 크기보다는 파장영역간의 기

울기에 중점을 두므로 스펙트럼의 기준선 변화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흡광도가 작은 스펙트

럼의 강조가 가능하여 가시광선-근적외선 스펙트럼의 중첩현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Pravdova et al., 2001). 

그러나 미분의 차수를 높이게 되면 오차도 함께 증폭되는 단점이 있어(Noh and Ryu, 2002) 본 연구에서는 원시 스펙

트럼, 정규화, 1차 미분, 2차 미분의 총 4개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예측 모델 개발을 개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귀리의 이화학적 성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귀리 샘플의 이화학적 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수분의 함유량은 10.4 - 13.4 

g의 범위에서 평균 12 g으로 측정되었다. 단백질은 평균 12.5 g으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범위는 5.8 - 15.2 g으로 나타

났다. 지방은 평균 6.3 g으로 측정되었으며, 무기질인 철과 칼륨의 평균값은 각각 4.4 mg/100 g과 363.7 mg/100 g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귀리의 품질 함량은 모두 국가표준식품성분표의 제시된 수분 12 g, 단백질 13.2 g, 지

방 8.2 g, 철 5.8 mg/100 g, 칼륨 383 mg/100 g 값과 유사한 범위를 보여 귀리의 이화학적 성분이 적절히 분석됨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oats tested. (N = 200)

Avg. Max. Min. Std.
Moisture (g) 12.0 13.4 10.4 0.75
Protein (g) 12.5 15.2 5.8 2.20
Fat (g) 6.33 9.96 4.52 1.72
Fe (mg/100 g) 4.4 5.7 3.0 0.69
K (mg/100 g) 363.7 495.4 277.5 42.78

스펙트럼 분석

귀리의 원시 스펙트럼, 정규화, 1차 미분, 2차 미분을 수행한 그래프는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귀리의 원시 스펙트

럼은 1,400 nm와 1,900 nm 영역에서 높은 흡광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근적외선 영역 중 O-H 결합과 지방족 C-H 

결합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Fidencio et al., 2002). 또한, 2,200 nm 영역에서도 높은 흡광도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phenolic O-H, amide N-H, amine N-H, 그리고 aliphatic C-H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Cozzolino and 

Moron, 2003). 원시 스펙트럼을 정규화한 스펙트럼은 전체적으로 각 샘플간의 흡광도 변화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

으며, 1차 및 2차 미분한 스펙트럼은 원시 스펙트럼의 변화를 강조시켜 피크(peak) 및 밸리(valley) 값의 차이를 확실

히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시광선-근적외선 스펙트럼의 경우 각 화학결합이 중첩(overtone)의 영향에 의해 

나타나므로(Yun, 2014) 각각의 스펙트럼과 귀리의 이화학 성분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개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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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ous pre-processing spectra of oats.

예측 모델 개발

부분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귀리의 이화학적 성분과 스펙트럼과의 예측 모델을 개발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

타났다. 

수분의 예측 모델은 스펙트럼의 수학적 전처리에 상관없이 900 - 1,000 nm에서 우수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특히 정규화를 한 스펙트럼의 예측 모델이 교정부 결정계수 0.99, 검증부 결정계수 0.98로 가장 우수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으며, SEC는 0.08 g, SEP는 0.13 g으로 나타났다. 단백질의 예측 모델은 정규화, 1차 및 2차 미분을 수행하

면, 예측 성능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1,600 - 1,700 nm의 원시 스펙트럼을 이용한 경우의 예측 모델이 교정부 

결정계수 0.99, SEC 0.07 g, 검증부 결정계수 0.89, SEP 0.79 g으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지방의 예측 모

델은 1,100 - 1,300 nm 영역에서 우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원시 스펙트럼(1,100 - 

1,200 nm)을 이용한 경우가 교정부 결정계수 0.99, SEC 0.15 g, 검증부 결정계수 0.97, SEP 0.31 g으로 가장 우수한 결

과를 보여 주었다. 철의 예측 모델은 원시 스펙트럼이 1,100 - 2,500 nm, 정규화가 700 - 1,100 nm, 1차 미분이 700 - 

1,100 nm, 2차 미분이 1,100 - 1,200 nm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수분, 지방, 단백질에 비해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정규화 스펙트럼의 교정부 결정계수는 0.99로 높게 나타났으나 검증부 결정계수

가 0.57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성분 수가 16으로 높게 나타나 과적합(overfitting)이 발생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적합은 다변량분석에서 예측모델은 우수하게 개발되었으나 검증 시 큰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다변

량분석을 위한 데이터수의 부족, 불필요한 변수의 선정 등에 의하며 발생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철의 예측

모델은 대부분 과적합이 발생하여 예측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정밀도가 높은 가시광선-근적외선 영역의 분

광분석 장비를 사용하거나 적외선 등의 다양한 영역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칼륨의 예측 모델은 원시 스펙트럼이 1,000 - 1,100 nm, 정규화가 1,000 - 1,100 nm, 1차 미분이 400 - 

2,500 nm, 2차 미분이 900 - 1,000 nm에서 각각 우수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특히 원시 스펙트럼을 이용한 경우

가 교정부 결정계수 0.98 SEC 4.95 mg/100 g, 검증부 결정계수 0.77, SEP 22.14 mg/100 g로 가장 우수한 예측결과를 

보여 주었다. 

개발된 귀리의 예측 모델은 수학적 전처리를 사용하면 예측성능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원시 스

펙트럼을 사용한 경우가 우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귀리의 이화학적 성분과 상관관계가 높은 파장영역이 

수학적 전처리에 의하여 왜곡 및 잡음에 의한 변화가 증폭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귀리의 이화학적 성분 중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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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지방의 경우 가시광선-근적외선 영역의 스펙트럼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칼륨의 모델은 다소 낮은 

검증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예측 모델의 보완을 통하여 현장에서 귀리의 품질 판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철

의 예측 모델은 아주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다양한 수학적 전처리 및 예측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예측 모델 향상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Conclusion

본 연구는 귀리의 실시간 품질 판정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써 가시광선-근적외선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귀리 이화학적 성분의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귀리 샘플은 20 g씩 정량한 후에 스펙트럼을 측정하였으며, 원시 스펙

트럼을 정규화, 1차 및 2차 미분하여 총 4개의 스펙트럼으로 귀리의 수분, 단백질, 지방, 철, 칼륨과의 예측 모델을 개

발하였다. 예측 모델은 다변량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최소자승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귀리의 이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결과, 수분은 10.4 - 13.4 g, 단백질은 5.8 -15.2 g, 지방은 4.52 - 9.96 g, 철은 

3.0 5.7 mg/100 g, 칼륨은 277.5 - 495.4 mg/100 g의 범위를 보여주었으며, 모두 국가표준식품성분표와 유사한 범위

를 보여 주었다. 둘째, 부분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예측 모델을 개발한 결과, 정규화, 1차 미분, 2차 미분 등의 수학적 

전처리를 사용하면, 예측성능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원시 스펙트럼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우수한 상

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셋째, 수분, 단백질, 지방의 예측 모델은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수분의 예측 모

델은 900 - 1,000 nm에서 검증부 결정계수 0.98, SEP는 0.13 g으로 나타났다. 단백질은 1,600 - 1,700 nm에서 검증부 

결정계수 0.89, SEP 0.79 g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1,100 - 1,200 nm에서 검증부 결정계수 0.97, SEP 0.31 g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귀리의 무기질 성분은 다른 성분에 비하여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어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학적 전처리 및 예측 모델의 적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철의 예측결과는 700 - 1,100 nm에서 검증부 결정

계수가 0.57, SEP 0.49 mg/100 g로 다소 높은 오차를 보여 주었으며, 칼륨의 예측 모델은 1,000 - 1,100 nm에서 검증

부 결정계수 0.77, SEP 22.14 mg/100 g로 나타났다. 

Table 2. PLS results with mathematical preprocessing of oats.

Oat properties Preprocessing
Calibration Prediction

Wavelength PC R² SEC R² SEP
Moisture (g) Raw 900 - 1,000 5 0.98 0.11 0.96 0.17

Normalization 900 - 1,000 5 0.99 0.08 0.98 0.13
1st Derv. 900 - 1,000 4 0.98 0.10 0.96 0.16
2nd Derv. 900 - 1,000 4 0.98 0.09 0.96 0.17

Protein (g) Raw 1,600 - 1,700 11 0.99 0.07 0.89 0.79
Normalization 700 - 1,100 10 0.98 0.27 0.83 0.96

1st Derv. 1,600 - 1,700 4 0.91 0.66 0.84 0.95
2nd Derv. 1,600 - 1,700 3 0.95 0.49 0.82 1.01

Fat (g) Raw 1,100 - 1,200 7 0.99 0.15 0.97 0.31
Normalization 1,200 - 1,300 5 0.98 0.19 0.97 0.32

1st Derv. 1,200 - 1,300 3 0.98 0.18 0.98 0.25
2nd Derv. 1,100 - 1,200 4 0.99 0.15 0.98 0.25

Fe (mg/100 g) Raw 1,100 - 2,500 6 0.87 0.25 0.56 0.50
Normalization 700 - 1,100 16 0.99 0.01 0.57 0.49

1st Derv. 700 - 1,100 1 0.10 0.66 0.13 0.80
2nd Derv. 1,100 - 1,200 4 0.70 0.38 0.20 0.67

K (mg/100 g) Raw 1,000 - 1,100 10 0.98 4.95 0.77 22.14
Normalization 1,000 - 1,100 10 0.97 7.32 0.73 24.11

1st Derv. 400 - 2,500 1 0.66 25.06 0.46 33.93
2nd Derv. 900 - 1,000 2 0.58 27.88 0.31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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