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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흡수 분광법에 의해 얻은 스펙트럼을 주성분분석(principal analysis, PCA) 2로 자료를 요약하여 주성분 

회귀분석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PCR) 과 부분 최소자승법 (partial least squares, PLS頑로 음이온과 비이온 

계면활성제 (anionic and nonionic surfactant^- 동시에 정량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두 가지 계면활성제가 서 

로 다른 농도로 혼합되어 있는 26H의 시료용액을 400〜700 nm 범위에서 스펙트럼들을 얻었고, 이를 이용하여 PCR 
과 PLS 회귀모델을 얻었다. 두 가지 계면활성제가 서로 다른 농도로 포함된 5개의 외부검정용 시료들의 스펙트럼들을 

이용해서 회귀모델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외부검정용 시료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농도를 이용하여 relative 
standard error of prediction(RSEPa)를 구중｝여 회귀모델의 적합성을 검정하였다.

주제어: 다변량 분석법 , Anionic Surfactant, Nonionic Surfactan

ABSTRACT. A spectrophotometric method for the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anionic and nonionic surfactant 
based on the application of multivariate calibration method such as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PCR) and partial 
least squares(PLS) has been studied. The calibration models in PCR and PLS were obtained from the spectral data in 
the range of 400~700 nm for each standard of a calibration set of 26 standards, each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two 
surfactants. The relative standard error of prediction(RSEPa) was obtained to assess the model goodness in quantifying 
each analyte in a 5 validation samples which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two surfactants.

Key words: Multivariate Calibration, Chemiluminescence, Anionic Surfactant, Nonionic Surfactan

서 론

계면활성제는 거품을 발생시켜 수면에 피막을 형성 

하여 햇빛, 산소공급을 차단시켜 수질 자체의 자정능력 

을 감소시키며 수중생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독성을 

나타낸다.1 계면활성제는 세균생태계에 대해서도 생육 

저해작용, 운동성 저해작용, 생분해 선택성에 의한 세 

균생태계 교란작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인체에 대한 세 

균의 감염경로에 영향을 주어서 전염병, 식중독의 간접 

적인 원인이 된다.2

이러한 계면활성제들을 정량하려는 다양한 분석적 접 

근들을 예로 들면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 
tography(LC),3,4 liquid chromatography-electrospray ionzation 
mass spectrometry(LC-ESI-MS),5-7 ion chromatography,8 
matrix assisted laser desorption ionzation massspectrometry 
(MALDI-MS),9 흡수분광법10 및 화학발광법11 등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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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정량법들은 대부분 계면활성제 

를 분리한 후에 검출하여 정량하는 방법들이고, 흡수분 

광법과 화학발광법은 각각의 계면활성제를 추출한 후 

에 흡광도와 화학발광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들이다. 

이들 중에서 흡수분광법은 응용범위가 넓고, 간편하게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스펙트럼의 중 

첩으로 인하여 특정한 계면활성제를 정확하게 측정하 

기 어렵다. 따라서 흡수 분광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음 

이온 계면활성제와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구분하여 정 

량하고 있다. 스페트럼 중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적 다변량 분 

석법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12,13 다변량 분석법 

은 다양한 파장에서 얻은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분석대 

상 물질의 농도를 계산하거나 측정된 스펙트럼을 효율 

적으로 해석하려 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14,15 다변량 

분석법은 흡수분광법 (absorption spectrophotometry),16 

적외선 분광광도법 (infarared spectroscopy),17 전자스핀 

공명 분광법 (electron spin resonance spectrometry),18 핵 

자기공명 분광법 (nucle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19 

질량분석법 (mass spectrometry)20 및 형광분광법 (spectro- 
fluorometry)21 등에 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청에서 나온 공정시험법에는 음 

이온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흡광광도법 이 있으나 중성 

이온에 대한 시험방법이 없다.22 본 연구에서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비 이온 계면활성제를 동시에 정량하기 위 

하여 SDS와 Triton X-10(倉 유기용매로 추출하여 흡수 

분광법으로 스펙트럼들을 얻은 후에 주성분 회귀분석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PCR)23-25을 이용하여 

스펙트럼 데 이터를 처리하여 검정곡선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혼합용액의 흡수스펙트럼은 400 nm 
~700 nm 범위에서 얻었다. 얻은 회귀모델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계면활성제 혼합용액이 서로 

다른 농도로 포함된 夕日의 검정용 시료들의 스펙트럼 

들을 이용하여 농도를 계산하였고, 계산된 농도를 이용 

하여 relative standard error of prediction(RSEPa)와 

overall relative standard error of prediction (RSEPm)를 

계산하여 회귀모델의 적합성을 검정하였다.

실 험

시 약. SDS(first grade, Yakuri Pure Chemical Co., 
Ltd., Osaka, Japan戸卜 Triton-X 100(Sigma, St. Louis, 

MO, USA) 저장용액은 각각 1.0 g을 위하여 1000 mL 
의 탈이온수에 녹여서 1.0mg/mL 이 되도록 제조하였다. 

1.0 N 황산 (Duksan Pure Chemical Co., Ltd., Korea)과 

1.0 N 수산화나트륨 (first grade, Duksan Pure Chemical 
Co., Ltd., Korea：으 각각을 적당량 취하여 탈이온수로 

묽혀서 제조하였다. Methylene blue(C16H1»ClN3S ・2H2。, 

first grade, Showa Chemica, Tokyo, Japan) 용액은 0.1 g 
을 탈이온수 100 mL에 녹여서 제조하였고, 이 용액 

30mL을 취하여 1000 mL의 용량플라스크에 옮긴 후, 

6.0 N의 H2SO4 용액 41 mL와 50 g의 NaHzPOiCMerck, 
Darmstadt, Germany彊 첨가하여 표선까지 탈이온수를 

채웠다. 이 용액을 탈이온수로 10배 묽혀서 실험에 사 

용하였다. Cobalt thiocyanate용액은 30 g의 Co(NO3)2, 

6H2O(first grade, Kanto Chemical, Tokyo, Japan 戸卜 200 
g의 NH4SCN(Fluka, Buchs, Switzerland厝 증류수에 묽 

혀서 제조하였다. 증류수는 Millipore사(Bedford, MA, 
USA问 Mill1-Q water syste^ 이용해 얻은 18.2 MQ 

이상의 저항을 가진 탈이온수를 사용하였으며, 클로로 

포름(Duksan Pure Chemical Co., Ltd., Korea：으 정제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모든 용액은 실험 직전 

에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기기 본 실험에서 사용한 흡광분광계는 Shimadzu사 

(Nakagoyo-ku, Tyoto, Japan)에서 제작된 Model UV- 
1601 겹빛살형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였다. 자외 

선 영 역의 광원으로는 50 W deuterium lamp, 가시 광선 

영역의 광원으로는 50 W halogen lamp를 사용하였다. 

슬릿 나비는 2.0 nm, sampling interval은 1 nm, 주사속 

도는 250 nm/mi迎로 하였다. UV1601PC를 사용하여 

기기를 작동하였으며 측정된 스펙트럼을 저장하였다.

실험방법. SDS, Triton X-100 표준용액 2闵와 외 

부검정용 시료 5개를 각각의 1.0 mg/mL 저장용액을 적 

당량의 취하여 100 m^L 묽혀서 제조하였다. 제조한 

혼합시료를 250 mL] 분별 깔대기에 100 mL 취하여 

1.0N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몇 방울 첨가하여 알칼리 

상태로 만든 후 메틸렌블루용액 25 mL, 클로로포름 10 mL 
cobalt thiocyanate 용액 5 mL 첨가하여 3^圣간 세차게 

흔든 후 2분간 정치하였다. 층이 분리되면 클로로포름 

층을 50 mL 용량플라스크에 옮겨 담고, 클로로포름으 

로 표선까지 채웠다. 용액을 1 cmX 1 cm 석영 셀에 담 

아서 흡수스펙트럼을 얻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흡 

수스펙트럼을 GRAMS32(Galactic Industries Co., NH, 
USA：岡서 읽어들여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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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데이터의 처리. 스펙트럼 행렬과 분석대 

상 물질의 농도 행렬과의 주성분회귀분석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PCR着 실행하기 위하여 스펙트 

럼 행렬을 이용하여 주성분분석 (1)을 행하였고, 계산된 

주성분 점수 (principal component score 厝과 농도행렬 

사이의 회귀방정식을 구하는 과정 (2)을 실행하였다.

X = TP+EX (1)

Y = TB + Ey (2)

X는 스펙트럼 행렬, T는 주성분 점수 행렬, P 주성 

분 행렬, E業：: 스펙트럼잔차(residual spectra) 행렬이다. 

Y는 농도행 렬, B는 회귀 계수 행렬 (regression coefficient) 
이며 EKnXm：는 농도잔차 행렬이다.

스펙트럼 행렬과 분석대상 물질의 농도행렬과의 부 

분 최소자승 (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PLS) 회귀 

모델을 구하기 위하여 스펙트럼 행렬과 농도 행렬을 동 

시에 주성분분석((3), (4))하였고, 구한 두 주성분 점수 

들 사이의 내부관계 (inner relation, B)를 구하여 회귀모 

델을 구하는 과정 (5)을 실행하였다.

X = TPt+EX (3)

Y = UQ+Ey (4)

Y = TBQ+E (5)

時 스펙트럼 행렬, T는 스펙트럼 행렬의 주성분 점 

수 행렬, P 주성분 행렬, E：는 스펙트럼잔차 행렬, Y는 

농도 행렬, U冬 농도 행렬의 주성분 점수 행렬, Q는 농 

도 행렬의 주성분 점수 행렬, E志 농도잔차 행렬이고, 

E는 회귀모델의 잔차이다.

최적 회귀모델을구하기 위하여 교차검정 (cross validation) 
과정을 수행하여 회귀모델을 구하는 데에 이용할 최적 

주성분의 수를 결정하였다. 예측된 농도와 실제 농도를 

이용하여 주성성분의 수에 따른 prediction residual error 
sum of squares(PRESS, (6) 를 구하였다.

n
PRESS = Y(caet - cpredj (6)

i = 1

n은 새로이 구성된 시료의 수, i는 분석대상 물질의 

수, Cp*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구한 분서대상 물질의 

농도이며 Cac은 실제 농도이다. 구한 PRESS는 F■검정 

을 통하여 PRESS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주성분 

의 수를 회귀모델을 구하기 위한 최적의 주성분 수로 하였다.

이상점(outlier)을 검출하기 위하여 스펙트럼잔차를 이 

용하여 Mahalanobis 거리 (7彊 계산하여 군집분석을 행 

하거나, F-ratio(8厝 바로 이용하거나 F-rati這 이용하 

여 F검정을 실행하여 이상점을 검출하였다.

d = (R -R)RT(R - R)t (7)

F — ratio = (n -1 )ri ---------V、、f7 ' lAl J
i我

(8)

玮 Mahalanobis 거리 , R은 잔차행렬, R는 평균잔차 

행렬, £는 분산-공분산 행렬이다. 诒 시료의 수, r와 

r는 각 시료의 농도잔차 이다. Mahalanobis 거리를 이 

용할 때는 Mahalanobis 거리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의 3배에 해당하는 거리보다 큰 거리에 있는 시료 

를 이상점으로 하였고, F-ratiO를 바로 이용하는 경우는 

F-ratio가 1보다 큰 점을 이상점으로 하였고, F-ratio를 

이용하여 F■用정을 행할 때는 유의수준 a를 0.()1 로 하 

여 이상점을 검출하였다.

회귀모델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외부검정 (externa 
validation) 시료 중의 분석대상 물질에 대한 relative 
standard error of prediction(RSEPa 厝 구하였고, RSEPa 

을 구하는 식을 다음에 나타내었다.

RSEPa 100 X

~~k 2

〉：《二found — Cadd)
q=1

k

〉 Cadd 
q=1

(9)

k는 외부검정 시료의 수, 必 분석대상 물질의 수, 

Cfoun느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구한 외부검정세트의 농 

도이며 Cad息 외부검정 시료의 실제농도이다.

결과 및 고찰

흡수스펙트럼. SDS와 Triton X-100의 흡수 스펙트 

럼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농도가 다른 SDS 와 Triton 

X-100 혼합용액을 최적 파장 650 ng] 고정시키고 얻 

은 흡수 스펙트럼을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625 nm에서는 Triton X-100 
의 흡수 봉우리가 652 nm에서는 SDS의 흡수 봉우리가 

나타났다. 또한 두 계면활성제의 흡수스펙트럼들의 중 

첩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정량방법으로는 두 계면 

활성제의 동시정량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2003, Vol. 47,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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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bsorption spectra of thirty mixtures of extracted Tri
ton X-100 and SDS from aqueous media to chloroform.

Fig. 3. Plots of PRESS versus the numbers of PC from cross 
validation analysis of the 26 sample set for PCR model.

0 5 10 15 20 25

PC number

Fig. 2. Plots of eigenvalue versus the PC number.
Fig. 4. Plots of spectral residual versus sample number.

PCR 모델. 회귀모델에 사용할 주성분점수들을 구 

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하였고, 주성분에 따른 고 

유값(eigenvalue進：*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주성분(PC7)이 가 

장 큰 고유값을 가지고, 다음纟로 두 번째 주성분(PC2) 

이 큰 고유값을 가진다. 주성분의 번호가 증가할수록 

고유값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유값 

이 작은 주성분들은 주성분 분석에 사용한 자료들을 설 

명함에 있어서 기여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유값들을 이용하여 F•검정 (a=0.01借 수행하였을 때 

PRESS'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주성분의 수는 7 이었다.

최적의 PCR 회귀모델을 구하기 위하여 교차검정 과 

정을 수행하여 PRESS를 구했고, 그 결과를 Fig. 3에 나 

타내었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주성분을 이 

용했을 때의 PRESS' 2개의 주성분을 이용했을 때의 

PRESS보다 작았고, 3개의 주성분을 이용했을 때의 

PRESS는 크게 감소하였다. 4개의 주성분을 이용했을 

때의 PRES片 다시 증가하였다가 주성분의 수가 증가 

할수록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1〃H 이상의 

주성분을 이용했을 때에 구한 PRES片 점점 감소하였 

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PRESS들을 

이용하여 F习정 (a=0.01借 수행하였을 때 PRESSS 변 

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주성분의 수는 13이었다.

회귀모델에서의 이상점(outlier)을 검출하기 위하여 스 

펙트럼잔차를 구하였고, 그 결과를 Fig. 4에 나나내었 

다. 구한 스펙트럼잔차를 이용하여 Mahalanobis거리를 

계산하여 군집분석과 F-rati繼 계산하였고, 계산된 F- 
ratio를 이용하여 F•검정을 수행하였다.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10번 시료가 가장 큰 스펙트럼잔차를 나타 

내었다. Fig. 4에 나타낸 스펙트럼잔차를 이용하여 

Mahalanobis 거리를 계산하여 군집분석을 행하였을 때 

이상점으로 검출된 시료는 10번 시료이었고, F-ratio가 

1.0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을 이상점으로 했을 때 검출 

된 이상점은 10번, 18번 시료이었고, 계산된 F-ratio를 

이용하여 F■검정을 행하였을 때의 이상점은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상점 검출방법 중에서 가장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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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lots of the calculated PRESS using the PLS1 model 
of Triton X-100 versus the numbers of PC from cross-vali
dation analysis of the 26 samples.

0.4 1------------------- 1------------------- 1-------------------1-------------------1------------------- 1
0 5 10 15

Number of PC
20 25

Fig. 7. Plots of the calculated spectral residual using the PLS1 
model of Triton X-100 versus sample number.

것은 F-ratio를 이용한 방법임을 알았다.

PLS1 모델. Triton X-100의 정량을 위한 최적의 

PLS1 회귀모델을 구하기 위하여 교차검정 (cross validation) 
과정을 수행하여 PRESS를 구했고,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주성분의 수가 증가할수록 

PRESS' 급격 히 감소하다가 주성분의 수가 6일 때 다 

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다. PRESS' 가장 작은 주성 

분의 수는 9 이었다. Fig. 5에 나타낸 PRESS들을 이용 

하여 F习정 (a=0.01借 수행하였을 때 PRESSS 변화 

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주성분의 수는 7이었다.

SDS의 정량을 위한 최적의 PLS1 회귀모델을 구하기 

위하여 교차검정과정을 수행하여 PRES隱 구했고,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주성분의 수가 4일 때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6에서 

부터 9까지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면서 점차적纟로 감

Fig. 6. Plots of the calculated PRESS using the PLS1 model 
of SDS versus the numbers of PC from cross-validation anal
ysis of the 26 samples.

0 5 10 15 20

Sample number

Fig. 8. Plots of the calculated spectral residual using the PLS1 
model of SDS versus sample number.

소하고, 1闽서 증가하다가 12에서부터 일정한 값을 나 

타내었다. Fig. 6에 나타낸 PRESS들을 이용하여 F-검 

정을 수행하였을 때 PRESS*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주성분의 수는 5이었다.

Triton X-100과 SDS에 대한 PLS1 회귀모델에서의 

이상점을 검출하기 위하여 스펙트럼잔차를 구했고, 그 

결과를 Fig. 7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10번과 13번 시료가 가장 큰 스펙트럼잔차를 나 

타내었다. Fig. 7에 나타낸 스펙트럼잔차를 이용하여 

M^ialanobi扣리를 계산하여 군집분석을 행하였을 때 

이상점으로 검출된 시료는 10번 시료이었고, F-ratio가 

1.0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을 이상점으로 했을 때 검출 

된 이상점은 10번 13번 시료이었고, 계산된 F-ratio를 

이용하여 F■검정을 행하였을 때의 검출된 이상점은 없 

었다. Fig. 8에서는 10번 시료가 가장 큰 스펙트럼잔차 

를 나타내었다. Fig. 8에 나타낸 스펙트럼잔차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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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Number of PCs

Fig. 9. Plots of the calculated PRESS using PLS2 model ver
sus the numbers of PC from cross-validation analysis of the 
26 sample set for PLS2.

하여 Mahalanobi訶리를 계산하여 군집분석을 행하였 

을 때 이상점으로 검출된 시료는 10번 시료이었으며 F- 
ratio가 1.0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을 이상점으로 했을 

때 검출된 이상점도 10번 시료이었고, 계산된 F-ratio를 

이용하여 再정을 행하였을 때의 검출된 이상점은 없었다.

PLS2 모델. PLS2 과정의 최적의 회귀모델을 구하 

기 위하여 교차검정을 수행하여 PRESS를 구했고, Fig. 

9어】 나타내었다.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주성분의 수가 증가할수록 

PRESS' 급격히 감소하다가 주성분의 수가 6 일 때부 

터 다시 증가하고, 8일 때부터 감소여 9일 때 최소이고, 

1怦터는 증가하여 12에서부터 일정한 값을 가진다. 

Fig. 9에 나타낸 PRES蔭을 이용하여 F■用정을 행하였 

을 때 PRESS의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주성분의 

수는 7이었다.

PLS2 회귀모델에서의 이상점을 검출하기 위하여 스 

펙트럼잔차를 구했고, 그 결과를 Fig. 1（网 나타내었다. 

Fig. 10에서 볼 수 있듯이 25번 시료가 가장 큰 스펙트 

럼잔차를 나타내었다. Fig. 10에 나타낸 결괴를 이용하 

여 Mahalanobis 거리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행하였을 때 

이상점으로 검출된 시료는 25번 시료이었으며, F-ratio 
가 1.0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을 이상점으로 했을 때 

검출된 이상점은 25번 시료이었고, 계산된 F-value를 

이용하여 FM정을 행하였을 때의 검출된 이상점은 없었다.

외부검정. 회귀모델의 검정을 위하여 이상점으로 검 

출된 시료들의 스펙트럼을 제외하고, 새로운 회귀모델 

을 구했다. 검정세트의 실제농도와 새로 구한 회귀모델 

을 이용하여 분석대상 물질의 농도를 계산하였고, 정량 

결과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RSEPa 계산하였으며 그 결

0 5 10 15 20 25
Sample number

Fig. 10. Plots of spectral residual versus sample number to 
PLS2 model.

Table 1. Analytical results for Triton X-100 by applying PCR, 
PLS1 and PLS2 to absorption spectral dataa

Actualb
Predictedc

PCR PLS1 PLS2

1.00 0.81 0.91 0.95
5.00 4.55 4.67 4.88
10.0 9.65 9.72 10.2
15.0 14.1 14.5 15.1
20.0 18.2 19.0 19.8

aRSEPa: PCR, 7.7%; PLS1, 4.4%; PLS2, 1.2%. b，c The unit is 
卩 g/mL.

Table 2. Analytical results for SDS obtained by applying PCR, 
PLS1 and PLS2 to absorption spectral dataa

Actualb
Predictedc

PCR PLS1 PLS2

1.00 0.82 0.91 0.97
5.00 4.65 4.83 4.89
10.0 9.71 9.79 10.3
15.0 14.4 14.6 15.2
20.0 19.1 20.9 20.4

aRSEPa: PCR, 4.3%; PLS1, 3.7%; PLS2, 2.0%, b，cThe unit is 
卩 g/mL.

과를 Table 1 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외부검정세트는 측정한 31개의 스펙트럼들 중에서 무 

작위로 5개를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Table 1에는 Triton 
X-100의 정량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 

듯이 PCR에 의하여 구한 분석대상 물질의 RSEP目 7.7 
%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PLS2에 의하여 구한 분석대 

상 물질의 RSEPl의 1.2%로 오차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Table 2에는 SDS] 정량결과를 나타내었다.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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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구한 분석대상 물질의 RSER가 4.3%L 가 

장 큰 값을 가지고 PLS2에 의하여 구한 분석대상 물질 

의 RSEP가 2.0%로 오차가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Triton X-100와 같은 결과이지만 SDS의 오차가 더 작 

음을 알 수 있다. PCR에 의하여 구한 분석대상 물질의 

RSEPA 4.3%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PLS2에 의하여 

구한 분석대상 물질의 RSEP〈가 2.0%로 오차가 가장 적 

음을 알 수 있다.

결 론

Triton X-100과 SDS의 흡수스펙트럼이 서로 겹치지 

만 다변량 분석법인 PCR, PLS1 및 PLS2를 이용하여 

Triton X-100과 SDS를 정량 할 수 있다. 스펙트럼잔차 

를 이용하여 각각의 방법에서 Mahalanobis 거리에 의 

한 군집분석법 , F-ratio 및 F■用정으로 이상점을 검출하 

였을 때 F-rati＜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민감한 방법 

이었다. 각 검정방법으로 검정시료의 농도를 예측하고, 

RSEP〈와 RSEP„를 구했을 때 PLS2에 의하여 예측한 

Triton X-100과 SDS] 농도가 가장 작은 RSEP〈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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