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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하그베르그 폴링넘버 분석방법은 밀, 호밀, 기타 곡물의 기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
여 곡물의 추수 이전에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표준 정량법입니다. 현재까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는 별다른 혁신적인 개선 없이 동일한 제조사의 기기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제적인 농업 및 식품분석기 전문기업인 FOSS 사가 수년간 연구 
끝에 혁신적인 하그베르그 폴링넘버 분석기 AlphatecTM FNo을 시장에 출시하였습니
다. FOSS의 핵심 목표는 업계의 명성 있는 하그베르그 폴링넘버 측정 방법을 오랫
동안 유지되어 온 업계의 기존 방법 및 관행과 연계하여 기기의 활용성과 정밀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측정 방법은 기존 장비와 병행하여 사용
할 수 있어야 하고, 기존의 분석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 FOSS는 호주의 Curtin 대학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기와 FOSS Alphatec FNo (Alphatec)의 성능을 비교 측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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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버전 설계:
테스트 버전의 주요 목표는 하나의 기기에서 생성된 비교 가능한 측정 결과를 다른 
기기에서 생성된 결과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버전은 새로운 측정 방법의 적
용에 따른 수치 상의 유효성 여부와 발생 가능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
습니다. 또한 실내 온도 확인, 시료의 준비 및 저장 등에 대한 주요 항목을 점검합니
다. 밀(mill)과 쉐이커(shaker) 등의 시료 준비 기기 및 보조 기기는 가능한 다양성에 
대해 상호 보완 기능으로 전체적인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전체 범위에 대한 하그베르그 폴링넘버를 가진 총 21개의 시료는 8개 유
형으로 분석됩니다 시료는 기기에서 3회 테스트하며, 각 시료는 복제된 형태로 측정
합니다. 복제된 시료와 5%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추천된 측정 방법과 병행하
여 분석 측정을 반복합니다. 유리 튜브의 두께와 무게는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 주
요 항목이기 때문에 사전에 측정하여 동일한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테스트 버전 
사양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제조사가 공급하는 튜브는 동일한 조건에 대한 확
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FOSS가 공급하는 튜브는 다양성 요건을 갖추고 있어 비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
그림1. 테스트 버전 결과
 

테스트 버전 결과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기 유형 별로 측정한 평균값
(점 표시) 및 범위(수직 막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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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치 분석과 항목 별 상세 내용은 전체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개의 기기 유형에서 별다른 수치 상의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
니다(예: 테스트된 21개 시료 중 18개에서 동일한 결과 도출). 나머지 3개의 시료에
서는 작지만 통계상 큰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중 2개의 시료는 결과 스펙트럼이 
낮았으며(105초 및 167초), 나머지 1개는 다소 높았습니다(512초). 또한 2개의 시료
에서는 명백한 손상이 발견되었으며, 발아된 밀과 성숙된 밀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구간인 250초 및 300초 범위에서 매우 낮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시료의 경우 512초에서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결론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Alphatec과 그 측정 결과는 기존 기기의 수치 범위 내에 있
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lphatec의 측정 결과는 기존 기기에서 측정한 결
과와 비교하여 볼 때 유효성이 낮지 않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