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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유도 플라즈마 분광법(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 기반의 금속 종류별 스펙트럼 데이터

를 이용하여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를 추정하고 최빈 클래스로 분류하는(most probable classification) 금속 분류 방법을 제안한

다. 폐금속 자원과 같이 사전 정보가 없는 금속을 분류하는 경우 몇 가지 핵심 구성성분에 대한 정량 분석을 통해서 클래스를 추

정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부분 집합 기반의 부분최소제곱회귀법(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PLSR)을 이용하여

LIBS 검출 스펙트럼으로부터 각 성분의 농도를 독립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하고, 인증 표준물질(CRM) 등 알려진 모집합의 농도

정보에 기반하여 최고 확률을 갖도록 분류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샘플 스펙트럼들의 다변량 분석을 통해서 여러 성분의 추정 농도

를 다변량 정규 분포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고 통합(Joint) 추정 연성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최빈 확률 검출이나 추가

적인 사전 정보의 결합 등을 통해서 분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안된 기술의 평가를 위해서 9가지 종류의 CRM 금속시료의

LIBS 스펙트럼 데이터를 사용하며, 부분 집합 기반의 PLSR 농도 추정 기술을 기반으로 단변량 혹은 다변량 정규 분포 연성 정보

추정을 통해 미지 금속의 검출과 연성 정보의 검출 등을 테스트 하였다. 또한 방사형 차트(Radar chart)를 이용하여 추정된 농도와

획득한 연성정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기존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부분 집합의 금속과 비교하여 해당 금속과의 유사성을 그

래프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주제어 : 레이저유도 플라즈마 분광법, 폐금속, 분류, 연성정보, 방사형 차트

Abstract

In this study, a novel soft information based most probable classification scheme is proposed for sorting recyclable metal

alloys with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 Regression analysis with LIBS captured spectrums for estimating

concentrations of common elements can be efficient for classifying unknown arbitrary metal alloys, even when that particular

alloy is not included for training. Therefore,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PLSR) is employed in the proposed scheme, where

spectrums of the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CRMs) are used for training. With the PLSR model, the concentrations of th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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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um are estimated independently and are compared to those of CRMs for finding out the most probable class. Then, joint

soft information can be obtained by assuming multi-variate normal (MVN) distribution, which enables to account the probability

measure or a prior information and improves classification performance. For evaluating the proposed schemes, MVN soft infor-

mation is evaluated based on PLSR of LIBS captured spectrums of 9 metal CRMs, and tested for classifying unknown metal

alloys. Furthermore, the likelihood is evaluated with the radar chart to effectively visualize and search the most probable class

among the candidates. By the leave-one-out cross validation tests, the proposed scheme is not only showing improved clas-

sification accuracies but also helpful for adaptive post-processing to correct the mis-classifications.

Key words :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 Metal scrap, Classification, Soft information, Radar plot

1. 서 론

세계적으로 금속의 사용과 생산 수요는 계속해서 증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속의 생산과 폐기에 의해

생기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금속의 재활

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 기존의 폐금속 선별 기

술로는 가시광을 통해 색상으로 구분하거나 X-ray를 이

용하여 분류하는 방법, 전자기 센서를 이용한 분류 방

법 등이 존재하나, 제한된 속도와 정확도 측면에서 실

제적 활용성이 높지 않아 아직까지 폐금속 선별 및 재

활용기술 산업이 대부분 수선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다2-4). 따라서, 금속에 함유된 원소에 대해 보다 정확

하고 빠른 정량 및 정성 분석이 가능한 레이저유도 플

라즈마 분광법(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IBS 기술은

시료 표면에 나노초 펄스 레이저를 조사하였을 때 플라

즈마가 발생하고, 이는 종류 및 여기 상태(excited

state)와 기저 상태(ground state)의 에너지 차이에 따라

고유의 파장을 갖는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 때 발생

하는 분광신호를 수집 및 분석하여 시료의 구성성분을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LIBS 기술은 측정을 짧은 시

간 안에 완료하며 별도의 샘플링이나 전처리 없이 비접

촉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 선별 기

술 보다 높은 정확성을 보인다5). 또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하며 실제로 화성 토양 분석, 환경 모니터링,

암세포 검출 등의 용도로도 응용되고 있다6-8). 

하지만 LIBS 기반으로 측정된 데이터는 자가 흡수

효과, 매트릭스 효과, 매 측정에 따른 변동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왜곡들에 의해 정량 분석이나 선별의 정확성이

저하 될 수 있다8-10).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스펙트럼 데이터의 효과적인 정규화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규화 방법은 최대 스펙트럼 피크에 대한 정규

화, 내부 표준 피크에 대한 정규화 방법 등이 있다. 최

대 스펙트럼 피크에 대한 정규화의 경우, 모든 스펙트

럼 데이터를 최대 스펙트럼 피크강도로 나누어 주면서

0과 1사이의 값으로 만든다. 내부 표준 피크에 대한 정

규화는 요소 농도와 일관성이 있는 관련 피크를 택하여

나누어줌으로써 정규화 하는 방법으로, 공통적으로 일

정한 농도의 미량 성분이 있는 분류의 경우 우수한 성

능을 보이는 것으로 제안되었다11). 반면, 본 연구에서는

동종 금속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정규화 방법들

보다 효과적인 실효값(Root Mean Square, RMS) 정규

화를 사용하였다.

정규화 된 LIBS 기반 스펙트럼 데이터는 정량분석에

기초하여 금속 원소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추정

된 농도를 통해 효과적인 금속 분류를 수행할 수 있다.

정량 분석을 위해 부분최소제곱회귀법(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PLSR), 서포트벡터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인공지능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등의 다양한 회귀 분석 방법

들이 연구되었다12). 이 중 PLSR 기법은 매트릭스 효과

를 완화하고 잡음이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13). 본 연구에

서는 사전 정보가 없는 미지의 폐금속에 포함된 4가지

원소 성분(Al, Cu, Zn, Fe) 농도를 추정 하고 통계적

특성을 기반으로 가우시안 분포의 연성정보를 획득하였

고, 추정 연성정보 기반의 최빈 분류방법을 이용해 금

속을 분류해 내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다변

량 정규 분포를 가정한 통합 연성 정보를 통해서 분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알루미늄과 구리 계열의 9

가지 종류 CRM 금속시료들의 LIBS 스펙트럼 데이터

를 사용하여 제안된 기술의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부분

집합의 PLSR 농도 추정 기술을 기반으로 단변량 혹은

다변량 정규 분포 연성 정보 추정을 통해 미지 금속의

검출과 연성 정보의 검출 등을 테스트 하였다. 최종적

으로는 방사형 플롯을 이용하여 기존 라이브러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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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조 금속들의 농도와 측정된 폐금속의 농도를 입체

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시각화를 통해 분

류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였다.

2. 연구 방법

2.1. 실험 시료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와 Brammer14)에서 알루미늄과 구리

계열의 시료들을 각각 2개, 7개씩 총 9개의 금속 표준

시료들을 획득하였다. Table 1과 같이 획득한 9개의 금

속 시료들에 관해 NIST와 Brammer에서 제공하는 원

소 성분 농도를 참고하여 정량분석을 진행하고 평가하

였다.

Fig. 1은 LIBS 시스템15)의 구조 개략도를 보여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는 약 5 ns의 펄스폭을 갖는

2차 조화파(λ = 532 nm) 야그레이저(Q-switched Nd:YAG,

New-Wave Research Inc., Polaris II)이며 대물렌즈를

통해 금속 표면위에 수직으로 조사된다. 45도 대각선

방향에서 2개의 렌즈와 광섬유를 이용하여 금속 시료에

조사되어 발생되는 플라즈마 분광신호를 수집하였고

CCD-분광기로 분석하였다. 9가지의 금속을 각각 측정

할 때 Table 2와 같이 동일한 실험조건을 설정하여 진

행하였고 첫 번째 조사는 표면 클리닝 목적으로 실험

데이터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2.2. 신호 전처리를 위한 실효값 정규화(RMS normali-

zation)

위 서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LIBS 기반 스펙트럼 데

이터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정량 분석과 분류 성능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

여 정규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효

과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실효값

정규화를 사용하였다. 실효값 정규화는 전체 파장에 대

한 스펙트럼 데이터의 실효값을 구해 그 값을 전체적으

로 나누어 주는 방법이다. 관련된 수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xl,i은 i번째 샷의 l번째 파장에 대한 스펙트럼

피크의 강도를 나타내고 L은 한 번의 샷으로 얻는 데

이터의 개수를 의미한다. 실효값은 스펙트럼 전체 에너

지의 제곱근 값으로 나누었을 때, 기존의 가공되지 않

은 데이터의 형태와 상대적인 주파수 특성 분포를 유

지하고 스케일만 줄임으로써 기존의 정보를 잃지 않으

므로 분류에 효율적으로 정규화 할 수 있는 특징을 가

진다.

xi = 
x

0 i,

2
x

1 i,

2 … xL 1– i,

2
+ + +

L
-------------------------------------------

Fig. 1. Schematic diagram of LIBS system.

Table 1. Experimental CRMs data

CRMs Cu (%) Zn (%) Fe (%) Al (%)

Aluminum 

alloy

134/05 0.0038 0.0012 0.286 99.5

232/02 4.28 0.102 0.501 92.8

Copper

alloy

1107 61.183 37.396 0.0389 0.083

1110 84.59 15.20 0.033 -

1111 87.14 12.81 0.010 -

1112 93.38 6.30 0.070 -

1113 95.03 4.80 0.043 -

1114 96.45 3.47 0.017 -

BS110B 99.94 0.0003 0.0005 0.0002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of LIBS system

Laser source
Q-switched Nd:YAG laser (λ = 532 nm, 

τ = 5 ns)

Fluence 20.6 J/cm2

Number of spectra 11 pulses × 10 points

Spectrometer
6 channel, 0.1 nm resolution, 187-1045 

nm range

CCD conditions
1.05 ms gate width,

0.2 μs gat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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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추정 연성정보 기반의 최빈 분류방법 

본 연구는 연성정보 기반의 최빈 분류를 위해서 정량

분석 방법으로 PLSR 방법을 적용하였다. 2.1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9개의 다른 금속 시편들에 대해서 각각

획득된 100개의 데이터를 PLSR 기반으로 각 시편마다

농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오차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

는 Table 1에 나오는 9가지의 금속 중에 목표 시편 금

속의 스펙트럼을 라 하고, 나머지 8가지의 금속

의 총 800개의 스펙트럼들을, , , 트레

이닝 집합으로 고려하여 각 시편 금속에 포함된 원소들

의 농도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2)

여기서 은  측정에서 원소 α의 농도를 나타내

고 는  금속들로 트레이닝한 해당 원소의 회

귀함수를 나타낸다. Fig. 2는 구리1110를 미지의 금속

으로 가정하고 다른 금속들의 구리 성분 농도의 평균값

과 에러의 표준 편차를 각각 (a)와 (b)에 파란점으로

나타내었고, 점선은 각각 선형과 다항식 피팅 결과를 보

여준다. 미지의 금속인 구리1110의 경우 금속에 포함된

구리 성분 농도의 평균값과 에러의 표준 편차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4)

Fig. 2에 각각 붉은색 원으로 나타내었고, 피팅 결과

와 거의 일치함을 보여 미지의 금속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주변 금속들로부터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정 값이 단변량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Fig. 2의 경우 구리 성분 는

 분포를 갖는 연성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는 평균 μ, 분산 σ2의 가우

시안 분포를 나타내고, 와 는 해당

금속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Fig. 2에서 피팅을 통해서

얻어낸 평균과 에러의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 따라서 스

펙트럼 xj가 다차원의 미소 공간 V를 가정할 때 t 클

래스일 확률은 아래와 같고, 이를 연성 정보로 검출 하

거나 확률이 가장 큰 클래스로 분류 할 수 있다.

(5)

(6)

실제 원소 성분들의 농도는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

변량 분석을 통해서 연성 정보와 분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원소(Al, Cu, Zn, Fe)들

의 농도를 통합(joint)으로 추정하고, 평균 벡터 와

공분산 를 추정하여 4차원의 다차원 정규 확률 분포

함수(Multi-variate norm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mvn-pdf)에 기반한 연성 정보를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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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Estimation of mean of Cu concentration using copper alloys, (b) Estimation of standard deviation error of Cu

concentration using copper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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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때 y는 알려진 합금들의 추정 농도인 들의

4차원 벡터이다. 이때 공분산의 대각 성분이 미소 값을

갖는 경우, 이들 성분을 제외한 와 공분산 를

통해서 mvn-pdf를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연성 정보를 기반으로 기존 라이브러리에 최빈 확률을

갖는 금속으로 분류할 수 있다. 

(8)

또한 연성 검출로 확률 정보들을 저장하고, 추후 인

접 스펙트럼들의 상관관계와 사전 확률 정보 등을 이용

하여 분류의 정확도를 높일 수도 있다. 

3. 실험 결과

3.1. 실효값 정규화(RMS normalization) 효과 분석

실효값 정규화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구리 1107,

1110~1114, BS110 7가지 시료에서 측정한 700개의 스

펙트럼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류 특성을 평가하였다. 서

론에 언급된 것처럼 기존에 자주 사용되는 정규화 방법

인 최대 스펙트럼 피크에 대한 정규화, 내부 표준 피크

에 대한 정규화와 정규화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효값 정규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내부 표준 피크에 대한 정규화의 경우는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구리 시료들 중에 공통적이

면서 가장 일정한 미량 성분이 Fe이기 때문에 Fe성분

의 피크 스펙트럼선을 선정하였다. 정규화 적용 후 측

정 시기마다의 변동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변동 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지표로 사용

하였다16).

(9)

Fig. 3은 구리계열 시료에서 강도가 높은 320~340

nm 대역에서의 정규화 방법에 따른 변동 계수를 나타

낸다.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에 비해 정규화를 통해서 변

동성을 줄일 수 있음을 보였고, 실효값 정규화는 특정

스펙트럼선에 의존한 것이 아닌 스펙트럼 전체 에너지

를 고려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규화 방법들 보다 실효값

정규화가 변동성 저감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3.2. 추정 연성정보 기반의 최빈 분류방법 평가

먼저 추정 연성정보 기반의 최빈 분류 방법을 평가하

기 위해서 위의 2.3 경우와 같이 미지의 금속을 구리

1110이라고 가정하고, 다른 8종 금속의 스펙트럼 데이

터로 트레이닝을 진행 하였다. 미지의 금속이 포함하는

원소의 농도에 대한 연성정보 즉, 평균과 분산의 값을

식 (3), (4)와 같이 추정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연성정보

를 이용하여 각 농도에 대한 정규 확률 분포를 식 (5),

(7)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구리 계열의

동종금속을 분별하기 위하여 구리 농도와 아연 농도를

고려하였고, 각 구리 농도와 아연 농도의 추정된 연성

정보를 기반으로 mvn-pdf를 구함으로써 어떤 라이브러

리 금속 데이터가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지 찾아내는

테스트를 진행 하였다. Fig. 5는 미지의 금속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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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per alloys.

Fig. 4. Two dimensional estimated soft information of Cu an

Zn concentration based most probabl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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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구리와 아연 농도의 2차원의 분포도와 기존의

라이브러리에 속해있는 데이터들의 분포 위치를 나타낸

다. 미지의 금속은 타원의 형태로 분포를 보이고 있으

며 구리1110의 기존 금속 데이터의 가능성이 가장 높

음을 보여주고 다음으로 구리1111 금속 데이터의 가능

성이 두 번째로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

을 통하여 PLSR 트레이닝 과정에서 구리1110 데이터

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연성정보 기반의 농도 추정을

통해서 구리1110으로 적절히 분류해 낼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다음으로 다변량 분석을 통한 다차원 정규 분

포 연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최빈 분류의 성능을 확인하

기 위해서, 각 시편의 스펙트럼의 트레이닝 집합과 테

스트 집합을 9:1의 비율로 임의로 선택하여 교차 검증

을 진행하였고 반복 실험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최빈 분류를 통해서 동종 합금의 경우도 오류 없이 분

류할 수 있으며, 연성 정보를 통해서 유사 분류 오류

패턴 등을 확인함으로써 분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분류에 대한 사전 확률 정보나 금속의 색깔, 모양,

거칠기 등의 부가 정보가 있는 경우 제안된 연성 정보

와 통합하여 추가적으로 분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3. 방사형 플롯을 이용한 시각화

본 연구에서는 추정 연성정보 기반의 최빈 분류방법

을 확장하여 방사형 플롯을 이용한 시각화 방법도 함께

제안한다. 단순한 금속선별 결과 클래스 데이터만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과정을 통해 분류하고자 하는

미지의 금속의 성분 농도 값을 연성정보와 함께 추정하

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금속의 각 원소 함유량의 정보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지의 금

속이 연성정보를 통해 4가지 원소 성분들을 어느 정도

포함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고, 기존의 라이브러리

에 저장되어있는 어떤 금속과 가장 유사하게 원소를 함

유하고 있어 분류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Fig. 6과 같

이 보여줄 수 있다. 미지의 금속은 구리 농도는

85.62±2.96%, 아연의 농도는 15.78±2.44% 사이의 정

보를 약 95%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역시 기존 데이

터의 구리1110과 가장 유사한 금속이라는 결과를 보여

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금속선별의 정확도를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기 위하여 연성정보를 기반한 최빈 분류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효값 정규화 과정을 통해 LIBS

Table 3. Result of estimated probability based on soft information using 9:1 cross-validation

Al134/05 Al232/02 Cu1107 Cu1110 Cu1111 Cu1112 Cu1113 Cu1114 BS110

Al
134/05 0.7263 2.57e-5 0 0 0 0 0 0 0

232/02 1.30e-7 0.498 0 0 0 0 0 0 0

Cu

1107 0 0 0.384 0 0 0 0 0 0

1110 0 0 0 0.310 0.014 0 0 0 0

1111 0 0 0 0.004 0.511 8.2e-16 0 0 0

1112 0 0 0 2.9e-26 7.7e-19 0.566 0.002 6.43e-6 1.0e-22

1113 0 0 0 5.9e-61 1.4e-28 0.242 0.794 0.415 2.9e-13

1114 0 0 0 0 1.6e-40 8.45e-4 0.311 0.464 2.23e-7

BS110 0 0 0 0 0 8.4e-15 2.1e-28 3.7e-19 0.614

Fig. 5. Radar plot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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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정규화 된 스펙트럼 데이터로

PLSR 방법을 통하여 트레이닝하고 정량분석을 진행하

였다. 이때 미지 금속을 고려하여 해당 금속을 제외하

고 트레이닝 하였으며, 농도에 관해 추정된 평균과 표

준오차의 통계적 특성을 갖는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

였다. 다차원 정규 확률 분포 함수에 의해 구해진 확률

을 통해 가장 높은 확률에 따라 금속을 분류하고 방사

형 플롯으로 시각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분류 할 수 있었다. 또한 추정된 연성 정보에 사전 확

률 분포와 부가 정보 등을 통합하여 추가적으로 분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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