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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근적외선 반사율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리기다 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백합나무의 섬유포화점 이하 함수율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시편들을 다양한 평형함수율 상태로 유도한 후 1000 nm∼2400 nm 파장영역의 반사율 스펙트럼

을 획득하였다. 최적 함수율 예측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5가지의 수학적 전처리(moving average (smoothing point: 3),

baseline, standard normal variate (SNV), mean normalization, Savitzky-Golay 2nd derivatives (polynomial order: 3, 

smoothing point: 11))를 8가지 조합으로 각 시편의 반사율 스펙트럼에 적용하였다. 수학적 전처리 후, 변형된 스펙트럼

을 이용하여 P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적 함수율 예측 모델을 도출한 전처리 방법은 리기다 소나무와

소나무의 경우 moving average/SNV, 잣나무와 백합나무의 경우 moving average/SNV/Savitzky-Golay 2nd derivatives 

이며, 모든 모델은 3개의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ABSTRACT

Near infrared (NIR) reflectance spectroscopy was employed to develop moisture content prediction model of pitch 

pine (Pinus rigida), red pine (Pinus densiflora), Korean pine (Pinus koraiensis), yellow poplar (Liriodendron tulipifera)

wood below fiber saturation point. NIR reflectance spectra of specimens ranging from 1000 nm to 2400 nm were 

acquired after humidifying specimens to reach several equilibrium moisture contents. To determine the optimal moisture

contents prediction model, 5 mathematical preprocessing methods (moving average (smoothing point: 3),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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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목재는 다공성의 흡습성 재료로 대기의 습도와 상

호작용하여 함수율이 변화하며, 함수율 변화는 재료

로서 목재가 갖는 여러 물리적, 기계적 물성들을 변

화시킨다. 목재의 가공 및 이용 중 잘못된 수분 관리

는 결함 및 하자를 유발하므로 함수율에 따른 영향

을 고려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Jung et 

al. 2008). 하지만 목재의 함수율을 절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전건법은 함수율을 측정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재료를 파손하여 이용성능 및 가치

를 하락시킨다. 또한 각 지점의 함수율을 파악하는 

대신 평균함수율을 측정하므로 필요로 하는 국소부

위의 함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목재의 전기적 특

성을 이용하여 함수율을 신속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

법들(전기 저항식, 전기 용량식)이 연구된 바 있으나, 

측정치의 신뢰도가 낮거나, 탐침에 의한 상흔이 남는 

등의 단점을 갖고 있다(Torgovnikov 1993; Berbert 

and Stenning 1996; Huisman et al. 2002; Bucur 

2003).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근적외선 분광분석

법을 적용하여 목재의 함수율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자 하였다. 근적외선은 780 nm∼2500 nm 대역의 파

장을 갖는 전자기파로 수분의 분자진동에너지가 해

당 파장의 에너지 준위를 가져 수분 측정에 용이하

며, 물 이외의 물리적, 기계적 물성 측정 모델 개발

에도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

로 에너지가 작은 광을 이용하므로 표면에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신속한 측정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Williams and Norris 2004; Burns and 

Ciurczak 2007).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은 물체의 근적외선 반사 또

는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물성과 스펙트럼간의 

다변량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변량 통계분석시 독립변수로 

취급되는 스펙트럼을 수학적으로 변형하면 예측모

델의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수학적 

변형을 수학적 전처리(mathematical preprocessing)라 

한다. 수학적 전처리 방법으로는 moving average, 

baseline, normalize, standard normal variate 

(SNV), derivatives 등이 개발되었으며, 모델 개발의 

신뢰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합을 연속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수학적 전처리는 스펙트

럼이 갖는 특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항상 모델의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

변량 통계분석을 활용한 예측모델 개발 시, 적절한 

수학적 전처리 적용을 필요로 한다(Siesler et al. 

2008).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을 이용한 목재의 함수율 예

측에 관해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

(Thygesen and Lundqvist 2000; Tsuchikawa 2007; 

Cooper et al. 2011; Watanabe et al. 2011; Hans et 

al. 2013),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을 이용한 목재의 함

수율 예측에는 시편의 온도, 목리경사 등이 영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suchikawa 등(1996)은 일본산 

주요 수종들의 함수율 예측 모델을 근적외선 분광분

석법을 이용하여 개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Eom 

등(2010)과 Yang 등(2014)이 국산 목재의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을 이용한 함수율 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수학적 전처리의 조합과 순서가 개발된 모델

standard normal variate (SNV), mean normalization, Savitzky-Golay 2nd derivatives (polynomial order: 3, smoothing 

point: 11)) were applied to reflectance spectra of each specimen as 8 combinations. After finishing mathematical 

preprocessings, partial least squares (PLS)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ach modified spectra. Consequently, 

the mathematical preprocessing methods deriving optimal moisture content prediction were 1) moving average/SNV for 

pitch pine and red pine, 2) moving average/SNV/Savitzky-golay 2nd derivatives for Korean pine and yellow poplar. 

Every model contained three principal components.

Keywords : near infrared spectroscopy, 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moisture content prediction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을 이용한 국산 주요 수종의 섬유포화점 이하 함수율 예측 모델 개발

－ 313 －

의 신뢰성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였다. 수학적 전처리의 선정, 즉 최적 모델의 

개발은 함수율 예측 모델의 성능과 연관된 문제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기다 소나무, 소나무, 잣나

무, 백합나무의 반사율 스펙트럼을 획득한 후 다양한 

수학적 전처리를 수행하고, 수학적 전처리가 개발된 

회귀모델의 신뢰성 증가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신뢰성과 효율성이 모두 우수한 최적 함수율 예측 

모델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활발히 사용되거나, 대체

조림수종으로 선정되어 추후 활발한 사용이 예상되

는 수종인 리기다 소나무(Pitch pine, Pinus rigida), 

소나무(Red pine, Pinus densiflora), 잣나무(Korean 

pine, Pinus koraiensis), 백합나무(Yellow poplar, 

Liriodendron tulipifera)를 공시수종으로 선정하였다. 

각 수종별로 시험편은 50 × 50 × 5 mm (R × T × 

L) 크기를 갖도록 각각 10개씩 제작하였다. 시험편

은 25℃ 항온항습기 내부에서 상대습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조습하였으며, 시편의 무게가 평형에 도달

하였을 때 시편의 횡단면에서의 근적외선 반사율 스

펙트럼을 항온항습기 내부에서 획득하였다. 이때, 시

편의 평형함수율은 전건법으로 결정하였다. 각 수종

별로 다른 평형함수율 단계(리기다 소나무 : 7단계, 

소나무 : 7단계, 백합나무, 잣나무 : 10단계)로 조습

하여 근적외선 반사율 스펙트럼을 획득하였다.

2.2. 근적외선 반사율 스펙트럼 획득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근적외선 분광분석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스펙트럼 검출기(NIR QUEST 256-2.5, 

Ocean Optics), 텅스텐-할로겐 광원(HL-2000-FHSA, 

Ocean Optics), 광 프로브로 구성되었다. 반사율 스

펙트럼은 반사율 100%로 간주되는 표준물질의 반사

광량 대비 시편의 반사광량으로 정의되며, 스펙트럼 

측정 전 표준물질로 검출기의 감도를 보정하였다. 광 

프로브는 홀더에 고정되어, 시편과의 입사각을 45°

로 유지하며 확산반사된 스펙트럼을 획득하였다. 시

편으로부터 반사된 근적외선은 광 프로브를 통하여 

검출기로 전달된다. 검출기는 약 6 nm 단위로 870 

nm∼2510 nm 파장대역의 광을 검출할 수 있으나, 

검출기 내 센서의 전기적인 한계에 의해 파장대역 

양 말단에 잡음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1000 

nm∼2400 nm 대역에서의 스펙트럼을 추출하여 회

귀분석에 이용하였다. 스펙트럼 데이터 내 전기적 잡

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15회 측정된 스펙트럼의 평균

을 대표값으로 사용하였다.

2.3. 통계 분석법

일반적으로, 다변량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측

정한 반사율 스펙트럼을 수학적으로 변형하는 수학

적 전처리(mathematical preprocessing)를 수행하면 개

발된 모델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개량할 수 있다. 효

과적인 수학적 전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전처리 방법 간의 조합에 따라 

회귀모델의 성능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따른 최적 전

처리 방법을 탐색해야 한다. 근적외선 영역은 중첩된 

흡광영역이 많기 때문에 흡광지점을 분해할 수 있는 

전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회귀모델의 개발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ujimoto et al. 2012).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각 수종별로 최적의 함수율 예측 모델을 개

발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5가지(moving average 

Fig. 1. Schematic diagram of NIR spectroscopy sys-

tem used to measure the relfectance spectra of the 

specimens.



양상윤⋅한연중⋅박준호⋅정현우⋅엄창득⋅여환명

－ 314 －

(smoothing point: 3), baseline, standard normal var-

iate (SNV), mean normalization, Savitzky-Golay 2nd 

derivatives (polynomial order: 3, smoothing point: 11))

의 수학적 전처리를 8가지로 조합하여 수행하였다. 

획득된 반사율 스펙트럼으로부터 함수율 예측모델

을 개발하기 위해 상용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The 

Unscrambler 10.3 (CAMO, Norway)을 사용하여 부

분최소자승법(Partial Least Squares, PLS)을 수행하

였다. 부분최소자승법에 의한 예측 모델 개발 시, 모

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근적외선 반사율 스펙트

럼 샘플을 무작위 추출하여 20 : 1로 나누어 전체 교

차검정(full size cross-validation)을 수행하였다. 전처

리 조합에 따른 회귀모델 개발 시, 부분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회귀모델이 포함할 수 있는 주성분의 최대 

개수는 6개로 설정하였다. 또한, 회귀모델의 최적 주

성분 개수(optimal number of principal components)

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회귀모델이 포함하는 주성분 개수의 증가에 따른 

예측잔차제곱합(predicted residual sum of squares, 

PRESS) 감소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따른다.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모델 개발에 사용

된 샘플들의 예측을 위해 많은 수의 주성분이 사용

되는 과적합(overfitting)을 방지하여 실험에 사용된 

샘플 외의 새로운 샘플에 대한 예측 정확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Wold et al. 1987; Abdi 2010). 이에, 

최적 함수율 예측 모델을 선정 시, 각 전처리 조합별 

최적 주성분 개수가 적은 모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각 주요 수종의 근적외선 반사율 스펙

트럼과 PLS를 이용하여, 함수율 예측 모델을 개발하

고자 하였다. 각 수종별 반사율 스펙트럼을 Table 1

에 따른 수학적 전처리 조합에 따라 변형하여 PLS 

회귀 분석하였을 때, 개발된 함수율 예측 모델의 신

뢰도는 결정계수(determination coefficient, R2)와 평

균 제곱근 예측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pre-

diction, RMSEP)에 의해 결정된다(William and 

Norris 2004). R2는 1에 근접할수록, RMSEP는 0에 

근접할수록 높은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리기다 소나무의 근적외선 반사율 스펙트럼에 

Table 1에 제시한 수학적 전처리 조합을 수행한 후 

P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개발된 함수율 예측 

모델의 신뢰성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수학적 전처

리에 따라 최적 모델의 주성분 개수가 감소한 것으

로 보아, 수학적 전처리가 예측 모델의 효율성 및 신

뢰성 증가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

된 함수율 모델의 과적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주

성분 개수가 적은 것이 유리하므로, 4, 6, 7, 8번 전

Combination 

number
Spectra 1st processing 2nd processing 3rd processing Regression Method

1 Raw PLS

2 Raw Moving average PLS

3 Raw Moving average Baseline PLS

4 Raw Moving average SNV PLS

5 Raw Moving average Mean Normalization PLS

6 Raw Moving average 
Savitzky-Golay 

2nd derivatives
PLS

7 Raw Moving average SNV
Savitzky-Golay 

2nd derivatives
PLS

8 Raw Moving average Mean Normalization
Savitzky-Golay 

2nd derivatives
PLS

Table 1. Mathermatical preprocessing order of reflectance spectra for 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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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조합에 따른 최적 회귀모델이 리기다 소나무의 

함수율 예측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중, 가

장 높은 R2 (0.990)와 가장 낮은 RMSEP (0.856)를 

나타낸 4번 전처리 조합의 최적 모델(Fig. 2)이 신뢰

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 리기다 소나무 함수율 

예측 모델로 결정되었다.

소나무의 근적외선 반사율 스펙트럼을 Table 1에

서 제시한 전처리 조합을 적용하여 PLS 회귀분석한 

결과, 함수율 모델의 신뢰도는 Table 3과 같이 나타

났다. 원 스펙트럼 및 이에 평활화만 실시한 1, 2번 

전처리 조합을 수행한 스펙트럼의 회귀분석 결과가 

보이는 신뢰성 지표(R2 및 RMSEP)에 비해 3-8번의 

회귀분석 결과가 보이는 신뢰성 지표가 2개의 주성

분을 포함하면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아, 수학적 

전처리가 회귀모델의 성능 개선에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나무의 경우, 근적외선 반사율 스펙트

럼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4번 전처리 조합의 최적 

모델(Fig. 3)이 다른 전처리 조합의 최적 모델에 비

해 가장 적은 주성분 개수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4번 

전처리 조합의 최적 모델이 신뢰성 및 효율성을 고

려한 최적 소나무 함수율 예측 모델로 결정되었다.

잣나무의 근적외선 반사율 스펙트럼에 Table 1에

서 제시한 전처리 조합을 적용하여 PLS 회귀분석한 

결과 개발된 함수율 모델의 신뢰도는 Table 4와 같

Combination 

Number
Parameter

Number of principal components

1 2 3 4 5 6

1
R2 0.347 0.855 0.915 0.971 0.991* 0.994

RMSEP (%) 6.869 3.229 2.463 1.473 0.800* 0.690

2
R2 0.333 0.847 0.913 0.968 0.991* 0.992

RMSEP (%) 6.887 3.257 2.459 1.508 0.812* 0.738

3
R2 0.697 0.896 0.946 0.959 0.989* 0.992

RMSEP (%) 4.460 2.633 1.867 1.653 0.854* 0.708

4
R2 0.846 0.883 0.990* 0.993 0.994 0.994

RMSEP (%) 3.273 2.850 0.856* 0.694 0.613 0.629

5
R2 0.488 0.955 0.971 0.983* 0.984 0.985

RMSEP (%) 5.855 1.760 1.400 1.088* 1.045 1.007

6
R2 0.937 0.950 0.985* 0.987 0.989　 0.988　

RMSEP (%) 2.116 1.874 1.009* 0.945 0.874　 0.890　

7
R2 0.913 0.940 0.985* 0.990 0.992　 0.992　

RMSEP (%) 2.443 2.054 1.008* 0.838 0.746　 0.732

8
R2 0.815 0.957 0.978* 0.980 0.987　 0.987

RMSEP (%) 3.522 1.698 1.240* 1.163 0.963 0.949

*optimal number of principal components

Table 2. Results of PLS modelling for moisture contents of Pitch pine

Fig. 2. Optimal validation result of MC prediction

model for Pitch pine by PL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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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나무의 결과와 유사하게 1, 2번 전처리 조합과 

3-8번 전처리 조합에서 개발된 함수율 모델들의 신

뢰성 지표를 비교하였을 때 수학적 전처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잣나무의 경우, 2개의 주성분을 

포함하는 3, 8번 전처리 조합의 최적 모델이 가장 적

은 주성분 개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번 전처

리 조합의 경우 주성분 3개를 포함하면서 신뢰성 지

표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2개의 주성

분을 포함하는 경우를 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를 배제한다면, 3번 전처리 조합의 최적 모

델은 주성분을 5개 포함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따라서 3번 전처리 조합의 최적 모델은 최적 

함수율 예측 모델에 부적합하다. 이에 반해, 8번 전

처리 조합의 최적모델은 3개의 주성분을 포함하는 

4, 7번 전처리 조합의 최적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RMSEP를 나타내었다. 이 모델의 신뢰성 지표

는 7번 전처리 조합의 2개의 주성분을 포함하는 모

델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최적 함수율 예측 모델이

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잣나무의 경우 주성분을 3

개 포함하는 4, 7번 전처리 조합의 최적 모델 중 신

뢰성 지표가 더 높은 7번 전처리 조합의 최적 모델

(Fig. 4)이 최적 잣나무 함수율 예측 모델로 결정되

었다. 

백합나무의 근적외선 반사율 스펙트럼에 Table 1

Combination 

Number
Parameter

Number of principal components

1 2 3 4 5 6

1
R2 0 0.494 0.843 0.932* 0.941 0.948

RMSEP 6.180 4.401 2.465 1.635* 1.513 1.438

2
R2 0 0.483 0.842 0.930 0.942* 0.946

RMSEP 6.571 4.384 2.454 1.654 1.493* 1.440

3
R2 0.124 0.871 0.883 0.906 0.945* 0.947

RMSEP 5.694 2.156 2.065 1.845 1.420* 1.401

4
R2 0.758 0.877 0.969* 0.978 0.986 0.988

RMSEP 3.048 2.206 1.111* 0.925 0.768 0.690

5
R2 0.127 0.911 0.921 0.962 0.976* 0.977

RMSEP 5.789 1.845 1.729 1.202 0.948* 0.932

6
R2 0.868 0.901 0.934 0.946* 0.952 0.955

RMSEP 2.325 2.012 1.644 1.491* 1.392 1.339

7
R2 0.874 0.921 0.962 0.979 0.989 0.990

RMSEP 2.218 1.739 1.197 0.864 0.640 0.610

8
R2 0.793 0.893 0.914 0.933 0.961* 0.970

RMSEP 2.863 2.036 1.816 1.629 1.248* 1.099

*optimal number of principal components

Table 3. Results of PLS modelling for moisture contents of Red pine

Fig. 3. Optimal validation result of MC prediction

model for Red pine by PLS analysis.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을 이용한 국산 주요 수종의 섬유포화점 이하 함수율 예측 모델 개발

－ 317 －

에서 제시한 전처리 조합을 적용하여 PLS 회귀분석

한 결과 개발된 함수율 모델의 신뢰도는 Table 5와 

같다. 소나무 및 잣나무의 결과와 유사하게 1, 2번 

전처리 조합과 3-8번 전처리 조합에서 개발된 함수

율 모델들의 신뢰성 지표를 비교하였을 때 수학적 

전처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백합나무의 경

우, 2개의 주성분을 포함하는 8번 전처리 조합의 최

적 모델이 가장 적은 주성분 개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7번 전처리 조합의 2개의 

주성분을 포함하는 모델과 거의 같은 수준의 신뢰성 

지표를 나타내므로, 최적 함수율 예측 모델이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백합나무의 경우 주성분을 3개 포함

하는 4-7번 전처리 조합의 최적 모델 중 신뢰성 지표

가 가장 높은 7번 전처리 조합의 최적 모델(Fig. 5)이 

최적 백합나무 함수율 예측 모델로 결정되었다. 

4. 결  론

국산 주요 수종인 리기다 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백합나무의 섬유포화점 이하의 함수율을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전처리 조합을 수행한 

후 PLS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최적 함수율 예

측 모델을 도출한 전처리 방법은 리기다 소나무와 

Combination 

Number
Parameter

Number of principal components

1 2 3 4 5 6

1
R2 0.709 0.826 0.934 0.975* 0.978 0.982　

RMSEP 3.295 2.545 1.565 0.957* 0.900 0.830　

2
R2 0.706 0.824 0.936 0.974* 0.978 0.982　

RMSEP 3.306 2.561 1.547 0.982* 0.904 0.828　

3
R2 0.347 0.952* 0.935 0.958　 0.977　 0.979　

RMSEP 4.920 1.340* 1.319 1.247　 0.933　 0.892　

4
R2 0.933 0.949 0.984* 0.991 0.993 0.994　

RMSEP 1.567 1.366 0.778* 0.591 0.491　 0.475　

5
R2 0.556 0.956 0.967 0.983* 0.986 0.987　

RMSEP 4.081 1.281 1.119 0.807* 0.712 0.691　

6
R2 0.925 0.942 0.949 0.971* 0.979 0.982　

RMSEP 1.672 1.466 1.385 1.034* 0.891 0.808　

7
R2 0.936 0.964 0.987* 0.991 0.993　 0.994　

RMSEP 1.543 1.157 0.703* 0.572 0.499　 0.457　

8
R2 0.887 0.964* 0.970 0.982　 0.986　 0.988　

RMSEP 2.043 1.153* 1.059 0.806　 0.716　 0.663　

*optimal number of principal components

Table 4. Results of PLS modelling for moisture contents of Korean pine

Fig. 4. Optimal validation result of MC prediction

model for Korean pine by PL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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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의 경우 moving average/SNV, 잣나무와 백합

나무의 경우 moving average/SNV/Savitzky-Golay 

2nd derivatives으로 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수

종 및 전처리 방법에 한해서, SNV를 수행하였을 때 

최적 함수율 모델이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근적

외선 분광분석법을 이용한 목재 함수율 예측 모델 

개발 시 최적 모델 결정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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