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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겹쳐 나타나는 X-선 형광 스펙트라에서 얻은 다변수 데이타를 해석하기 위하여 다변수분석법인 

인자분석법을 적용하였다. Pb와 As의 피크가 겹쳐 있는 11개 표준시료의 X-선 형광 스펙트라를 파장분산 

형기기로 33.50~34.50°에서 측정하였다. 8개 시료의 피크세기로 데이타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AFA(Abstract 

Factor Analysis)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인자의 수가 3’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시료에 함유된 8개 원소로 타겟트 

테스트한 결과 Pb, As 및 Cu로 판명되었다. 농도 기지인 시험시료에서 상기 원소들의 농도를 피크의 겹침에 

무관하게 TTFA(Target Transformation Factor Analysis)에 의해 결정하였다.

ABSTRACT. Multivariate analysis such as factor analysis was applied to interpret multivariate data, 

which were obtained from the overlapped X-ray fluorescence spectra. X-ray fluorescence spectra of 11 

reference samples were obtained by the wavelength dispersive spectrometer at a specified range of 

angle such as 33.50~34.50°. The data matrix was made from the spectra of 8 samples. The results 

of abstract factor analysis gave three factors. By the target testing with 8 elements contained in the 

reference samples, the three factors were found to be Pb, As and Cu. The concentration of these elements 

in the test samples was determined by target transformation factor analysis regardless overlapping indivi

dual peaks.

서 론

분석기기에 의해 시료로 부터 얻은 스펙트라에서 

각 성분원소의 특성피크가 스펙트라의 전 영역에 

나타나지만 가장 큰 세기의 피크로부터 시료속에 

함유된 성분원소의 함량을 결정하고 있다. 이때 성 

분원소의 주 피크가 다른 성분원소의 피크와 겹쳐 

나타날 때에는 스펙트라의 다른 피크 세기로 성분 

원소의 함량을 결정하거나 또는 분리조건을 변화시 

키는 따위의 화학적 방법과 혹은 다른 기기적 방 

법으로 피크를 상호분리한 후 성분원소의 함량을 

결정해야만 한다. 스펙트라에 대한 정보의 손실을 

막고 겹침스펙트라의 분리 및 해석을 위하여 다변 

수분석법 (multivariate analysis) 중 인자분석법 (fac

tor analysis) 이 개발되어 다방면에서 응용되고 있 

다

인자분석법은 시료에서 측정한 스펙트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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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속에 함유된 성분의 수를 결정하는데 적용된다. 

성분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자분석법을 특히 AFA 

(Abstract Factor Analysis)"라 하며 패턴인지법烈 

중에서 주성분분석법成과 유사하다. 또한 AFA의 결 

과를 이용하는 TTFA(Target Transformation Fac

tor Analysis)m“는 서로 겹쳐 나타나는 스펙트라에 

순수한 성분의 스펙트라를 타켓트 테스트함으로써 

그 성분이 실제 인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스펙트라의 겹침에 무관하게 성분원소의 함량을 결 

정할 수 있으며 혼합스펙트라를 각 성분별 스펙트 

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용매와 용질의 변화에 따른 양성자의 NMR 

shift-S- 측정하여 shift를 일으키는 parameter의 수를 

찾고 용매나 용질의 변화에 따른 shift의 정도를 

예측하는 연구"无 유기물의 가열과정에서 얻은 FT- 

IR 스펙트라로부터 유기물의 상전이에 관한 연구", 

혼합물의 FT-IR 스펙트라로부터 잡음(noise)을 제 

거하여 순수한 스펙트라를 얻는 연구" 등에 AFA와 

TTFA가 널리 응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시료의 X-선 형광 스펙트라 

에서 얻은 피크세기로부터 데이타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 AFA와 TTFA를 적용함으로써 시료속에 함유 

된 성분의 수를 결정하고 X-선 형광 스펙트라에서 

그 특성 피크가 상호 겹쳐 나타나는 Pb 와 As 의 

농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인자분석법(Factor Analysis)

Abstract Factor Analysis(AFA). 시료에서 측정 

한 스펙트라로부터 데이타 매트릭스를 구성하면 식 

⑴과 같이 행 매트릭스 口?］과 열 매트릭스 ［C］로 

표시할 수 있다.

［可=逐［C］ (1)

데이터 매트릭스 와 이를 전환시킨 전환매트릭 

스(transposed matrix) 의 곱으로 부터 분산- 

궁분산 매트릭스 ［C。］ 를 구성하고 식 (2)에 의해 

고유벡터의 계수 매트릭스 ［K］를 구한 후 원 데이타 

매트릭스 에 포함된 행 매트릭스 ［R］과 열 매 

트릭스 ［C］를 식 (3), (4)에 의해 각각 구할 수 있다"

成］t［C肩成］=入,源 (2)

A,: eigenvalue, 入「>入2>…〉사

8,> : Kronecker delta=1 ..
(1 if ］=k

口?扇=0］=［切成］ (3)

EC Jafaf = ［K］ 1 (4)

M况는 원 데이타 매트릭스에 포함된 추 

상적인 행과 열 매트릭스로써 물리적인 의미를 갖지 

는 않는다. 원 데이타 매트릭스가 포함하고 있는 인 

자의 수 만한 행과 열로 각각 구성된 ［RL如와 ［C扇 

를 곱해주면 추상적인 데이타 매트릭스 州가

계산되고 이는 원 데이타 매트릭스 ［이와 거의 같다.

AFA에서 사용한 원 데이타 매트릭스 ［이와 계 

산되어진 데이타 매트릭스 膈의 관계에는 3가지 

오차가 있다耳 원 데이타 매트릭스 에 포함된 

오차를 RE(real error) 라 하고, ［이와 의 차

이에 기인하는 오차를 XE(extracted error)라 하며

에 포함된 오차를 IE(imbedded error)라 한다. 

3가지 오차는 데이타 매트릭스에 포함된 인자의 수, 

즉 성분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며 식 

⑸〜⑺과 같다.

广 ⑸

xe=l£由r ⑹

IE = ［(RE)2-(XE)2］1/2 (7)

이 때 "는 고유값을 나타내며 X는 원 데이타 매 

트릭스 ［£>］의 행 또는 열의 수 중 작은 것을 나 

타내고 丿는 큰 것을 나타낸다. ”은 원 데이타 매트 

릭스 ［이에 함유된 인자의 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RE는 실험오차를 기초로 한 것으로 RE 

값이 실험오차와 일치할 때의 如을 인자의 수로 결 

정하는 방법이다. 만약 실험오차를 알 수 없을 때 

에는 IE값을 이용해 인자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인자의 수 "을 하나씩 증가시켰을 때 

IE값이 갑자기 감소하는 때를 인자의 수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실험오차에 대한 사전정보없이 인 

자의 수를 결정할 수 있고 인자의 수가 결정되면 

이 때의 RE값이 실험오차와 거의 일치하므로 실험 

오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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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인 함수인 IND 함수(indicator function)를 식 

(8)과 같이 정의하고 IND 함수값이 최소일 때의 刀을 

인자의 수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气

IND^RE/(r-w)2 (8)

또 연속적인 고유값의 비를 식 (9)로 계산하여 그 

비가 최대일 때의 을 인자의 수로 결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喝・

successive ratio of eigenvalues=K/K+1 (9)

Target Transformation Factor Analysis(TTFA).

AFA에서 구한 추상적인 해 [R]航 M妳가 물리적 

의미를 갖도록 하고 데이타 매트릭스에서 인자로 

작용하는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TTFA를 수행 

해야 한다.

TTF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transformation 

matrix [7기를 식 (10)과 같이 구성한다.

匚饥=[幻-1圆£"岳] (10)

이때 [爲:!는 원 데이타 매트릭스 口刃에 포함되어 

있으리라 예측되는 성분의 실제값(농도, 홉광도, 피 

크세기) 등이다.

Transform간ion matrix [7刀를 이용하여 园, 

[C扇는 물리적 의미가 있는 [即, [S로 식(11), 

(12)에 의해 전환된다.

囱=成扇E7}] (11)

© = [C]如 (12)

이때 원 데이타 매트릭스 口刃에 포함되어 있으 

리라 예측되는 각 성분의 실제값(true vector) 依/}를 

타켓트 테스트함으로서 물리적 의미가—있는 값(pre

dicted vector) {R}를 계산하였으며 {岳}와 {•하 사 

이에는 3가지 오차관계가 성립한다七 3가지 오차는 

AET(apparent error in the target test vector), REP 

(real error in the predicted vector) 및 RET(real 

error in the target test vector)이며 식 (13)~(15)와 

같이 계산된다.

AET=[* 甲广 (13)

REP=(RE)„-(7；7})1/2 (14)

RET= L(AET)2- (REP)2?72 (15)

作은 원 데이타 매트릭스 [이의 핸의 수이고 云는 

인자로서 예측되는 성분의 실제값 {岳}에서，번째의 

값을 나타내며 万는 타겟트 테스트함으로 예측된 {R} 

의 번째 값을 나타낸다. (RE)”은 인자의 수가 ”일 

때 AFA에서 계산되어진 RE(real error)값이며 7)는 

transformation matrix [7)] 에서 각 성분에 해당하는 

transformation vector를 나타낸다.

AET, REP 및 RET를 구하여 예측되는 성분이 

실제 데이타 매트릭스 속에 들어있는 인자인지의 

여부는 SPOIL값으로 판정한다.

RET
SPOIL = ---- (16)

REP

SPOIL값이 0~3이면 인자이고, 3~6이면 인자일 

가능성이 크며 6 이상은 인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 

한다. 이것은 다소 임의적인 판단기준이나 Malinow

ski 등에 의해서 많이 응용되고 있다£

미지의 시료로부터 얻은 데이타 [Dim,를 사용 

하여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매트릭스(대개

농도)를 식 (18)로서 계산할 수 있다.

[R]為=([c]脉 [CK")T [Cl,w Q)]

= [시 1 CClnfe; (17) 

口?須짜＞ = 口?]伽j \Tf] (18)

실 험

농도를 알고 있는 11 개 표준시료를 MBH mate

rials Ltd.에서 구입하였다. 이들 표준시료는 MBH 

Reference Materials Ltd. 에서 제작하였고 MBH 

Analytical Ltd., Brammer Standard Company Inc. 

및 Center Technique des Industries de La Fonde- 

rie에서 A.A.S와 ICP로 함유된 성분원소의 농도를 

보증하고 있다. 이들 시료는 X-선 형광분석에서 성 

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표준물질(standard 

materials)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 이들 11개 시료에 

대하여 Table 1과 같은 조건에서 파장분산형 기기로 

X-선 형광 스펙트라를 얻었다. 이때 회절각 2。가 

10-64° 범위에서 0.05° 간격으로 각각 2초동안 

피크 세기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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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of X-ray fluoresce

nce analysis

Instrument: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Rigaku, Model 3511)

Target: 4sRh

X-ray tube voltage : 45 KV

Filament current: 40 mA

본 연구에서는 Pb의 Lai의 특성피크가 33.92°, 

As의 &의 특성피크가 33.98°에서 나타나 두 원소의 

정성 및 정량이 곤란하므로 피크가 서로 겹쳐 나 

타나는 Pb4 As의 두 원소의 

상기의 실험조건에서 약 0.1° 

나타나므로 이에 무관하게 두

정량을 시도하였다, 

정도의 피크이동이 

원소의 피크가 상호

400

300

500 1400

1300 ■

■ 1200-
■

1100

■

■ 1000

흘 900

. ― 800

ZJ 700
■

■
■ 600

■
500

■
■ 400 .

. .
■

300 ■

■

200

■ ■

1 1 1 1 I 1 1 ) > ,
33.(0 33.70 33.B0 33.90 34.00 34.10 34.2。긔.30 34.40 거.50 

reduced 2 theta

fluorescence spectra at 3350 

used as a test sample.

200
33.60 33.70 33.90 33.90 34.00 34.10 M.20 34.30 34.40 34.50 

reduced 2 theta

Fig. 1. Reduced X-ray fluorescence spectra 

—34.50° for CC 881 used as a reference

건 33.50 

sample.

Fig. 2. Reduced X-ray 

-34.50° for UE 13-1

Table 2. Intensity data of 11 samples. 29 (33.50—34.50°) was divided into 10 parts

Samp!

20
33.60 33.70 33.80 33.90 34.00 34,10 34.20 34.30 34.40 34.50

CC
CC
CC
TB
TB
TB
TB
UE
UE
UZ
UZ

12
4

88
93
1
3
 
4
 
2

1
 
7
 
B
 
c
 
c
 
A

3
 
4
 

o
 
1

2
 
2

302

5
 
7
 
2

3
 
8
 
7

2
 
2
 
02

5
 
5

5
 
4

3
 
92

1
 
1
丄

0
 
3
 
0
 
3

2
 
1
 
{
너
 
5

66
63
72
61
49
76
17
93

1

1

1

1

2

2

2

1

4
 
5
 
B

4
 
9
 
9

3
 
1
1

5
 

4
 

2

22
 

2

8
 
1
0
 
6
 
7
 
7

4
 
7
 

巾 
3
 
8
 
4

4
 
6
 
3
 
2
 
1
2

2

5
 
1
4
 
9

9
 
4
 
2
 
2

4
 
0
 
8
 
2

1
 
1±

24
50
53
69
91
71
63
42

2

2

5

1

1

1

1

s

2
 
5
 
4

7
 
1
0

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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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쳐 나타나는 33.50-34.50° 구간의 X-선 세기를 

측정한 후 0.1° 간격으로 더하여 환산된 X-선 형광 

스펙트라를 얻었다. 표준시료로 사용한 CC881 과 

시험시료로 사용한 UE13-1 에서 측정한 피크의 세 

기로 부터 얻은 환산된 X-선 형광스펙트라를 Fzg.l, 

2에 각각 나타내었다. 11개 시료에서 측정한 피크의 

세기로 부터 얻은 환산된 X-선 형광 스펙트라의 

데이타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11개 시료로 부터 얻은 회절각에 대한 환산된 X- 

선 형광 스펙트라의 데이타 중 8개 시료의 스펙트 

라로 데이타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나머지 3개 

시료(UE 13-1, UZ 50, UZ 53)는 성분원소의 함량을 

알고 있지만 시험시료로 삼아 성분원소의 함량을 

계산하고 실제값과 비교토록 하였다. 8개 표준시료의 

2。에 대한 피크세기로 구성된 데이타 매트릭스로부 

터 AFA 에 의해 고유값을 구하고 RE, IE 및 IND 

등을 구하였다. 이를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연속 

적인 고유값의 비가 ” = 3일 때 최대를 나타내며 

또한 n=3일 때 IE값이 가장 크게 줄어듬으로 인 

자의 수가 3임을 알 수 있었다. IND 함수도 ” = 3일 

때 최소값을 가짐을 FZg.3에 나타내었으며 인자의 

수가 3일 때의 RE값으로 부터 실험 오차가 약 12 

cps 임을 알았다.

33.50-34.50° 구간의 피크의 세기로 구성된 데 

이타 매트릭스에 Pb와 As의 두 성분원소만이 들어 

있으리라 예측되었지만 AFA의 결과는 인자의 수가 

3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성분원소의 피크가 Pb와 

As의 피크와 겹쳐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료에 함유된 8개 성분원소의 실제 농도 

값을 타겟트 테스트 벡터로 삼아 식 (10)으로 테스 

트를 하였다. 8개 성분원소의 농도로 테스트한 후 

예측된 농도값과 실제 농도값으로 부터 AET, REP 

및 RET를 계산하고 SPOIL값을 구하였다. 이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Fe, Ni, Sb, Sn 및 Zn는 

SPOIL값이 6이상으로 안자일 가능성이 없었다. 

SPOIL값이 6이하인 Pb, As 및 Cu가 인자로 판명 

되었으며 Cu의 피크가 Pb와 As의 피크와 겹쳐 나

Fig. 3. Plot of IND (indicator function) values for de

termining the number of factors.

Table 3. Results of abstract factor analysis using intensity data of 8 samples

n Eigenvalue Cumulative]%) 시 RE XE IE IND

1 33842340 93.5 1733 182.9 171.1 64.7 3.733

2 1952431 98.9 5.12 80.5 69.8 40.3 2.237

3 381665 100 97.35 12.3 9.7 7.5 0.492

4 3920.7 100 1.73 9.5 6.7 6.7 0.595

5 2261.6 100 2.69 6.8 4.1 5.3 0.750

6 839.5 100 2.62 5.1 2.6 4.5 1.285

7 320.9 100 1.55 4.6 1.6 4.3 4.557

8 207.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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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target testing, using concentrations of 8 suspected elements

Element Pb As Cu Zn Fe Ni Sb Sn

AET 0.095 0.005 5.932 12.819 0.350 0.086 0.466 3.016

REP 0.047 0.002 2.286 1.373 0.008 0.005 0.010 0.041

RET 0.083 0.004 5.474 12.745 0.350 0.086 0.466 3.016

SPOIL 1.76 2.33 2.40 9.28 46.52 16.69 46.10 73.11

Table 5. Comparison of calculated with known conce- 

ntration(%)

Sample Concentration -

Element

Pb As Cu

UE 13-1 Known 0.22 0.23 83.90

Calc. 0.193 0.227 84.72

Dev. (%) 12.3 1.3 1.0

UZ 50 Known 0.25 0.19 85.60

Calc. 0.213 0.186 86.27

Dev.(%) 14.8 2.1 0.8

UZ 50 Known 0.025 0.01 82.35

Calc. 0.083 0.046 76.74

Dev. (%) 232 360 6.8

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제작된 표준시료에 함 

유된 Cu의 함량이 60% 이상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Cu의 바탕이 세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농도 미지로 간주한 3개 시험시료의 피크세기를 

테스트하여 Pb와 As 및 인자로 나타난 Cu의 함량을 

결정하였다. 표준시료의 피크세기로 구성된 데이타 

매트릭스(8X10)에서 표준시료의 데이타를 고의로 

1개 제외한 후 함량을 알고자하는 시험시료의 피 

크세기를 대입하여 데이타 매트릭스를 다시 만들었 

다. 다시 만든 데이타 매트릭스에 대하여 AFA를 

수행한 결과 인자의 수가 3으로 나타났고 RE값이 

표준시료의 데이타 매트릭스를 이용한 결과와 유사 

함을 확인하였다. 만약 시험시료의 피크세기에 Pb, 

As 및 Cu 이외의 다른 성분의 특성 피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인자의 수가 4이상을 나타내야만 한다. 이때 

7개의 표준시료의 농도는 이미 알고 있다. 7개 표 

준시료의 농도와 시험시료의 농도를 O(blank)으로 

가정하여 타겟트 테스트를 하였다. 식 (11)에 의해 

예측된 농도값을 계산하고 식 (16)의 SPOIL값을 

계산하였다. 다시 예측된 농도값을 시험시료의 농 

도로 가정하여 타겟트 테스트를 시도하고 또 다른 

예측된 농도값과 SPOIL값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계산을 반복하여 SPOIL값이 가장 작게 나타날 때의 

농도값을 시험시료의 농도값으로 결정하였다. 이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시료 UZ 53은 다소 

큰 오차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시료는 실제 농 

도값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혼합물의 스펙트라로 부터 데 

이타 매트릭스를 만들 때 시료의 수가 성분원소 수의 

2배수 이상이고 단일성분의 순수한 스펙트라가 없 

더라도 표준시료의 농도를 알고 있으면 미지 시료의 

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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