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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개의 측방 유동 스트립을 형광분석을 통한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의 각 스트립

에 인쇄된 바코드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각 슬롯의 스트립 

유무를 판단하고, 시작 비트의 위치를 템플릿 정합법으로 검출하여 바코드 영역을 찾는다. 각 비트 영역은 

바코드 설계 데이터와 기기 교정 시 계산된 공간 해상도를 이용하여 결정된다. 각 비트의 값은 비트 영역 중

앙 부분의 평균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다양한 조명 아래에서 취득한 영상들로부터 스트립 유무 판단, 시작 

비트 위치 탐색 성공 여부 및 각 비트 값을 결정 등을 위한 판정 값을 가우시안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였

다. 실험 결과 모든 판정 오류는 무시할 만 하였다.

키워드: 측방유동스트립(lateral flow strip), 바코드(barcode), 정합법(templat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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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측방유동스트립은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오랜 검증을 

통하여 사용자나 규제 당국 모두에게 널리 받아 들여 지는 현장 

현시 검사법에 사용되고 있고, 임상진단뿐 아니라 수의학 식품 및 

환경 과학 등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1,3]. 스트립의 정량 검사 

장비는 주로 형광 광학 검출 방식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개의 스트립을 한꺼번에 판독하고 있다 [1-3].

스트립에는 분석 물질이나 보정 곡선 등의 정보를 포함한 바코드가 

있어서 스트립 정량 검사 장비는 이를 읽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1-3]. 한편 바코드 인식을 위해서는 바코드 영역의 결정은 필수적이다 

[3,4]. 최근에 오픈 플랫폼과 이를 위한 카메라의 발전으로 저가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구하기 쉬우므로,본 논문에서는 카메라로 촬영한 

한 장의 영상으로 모든 스트립의 바코드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스트립 유무 판정 후, 바코드의 시작 비트의 위치를 

템플릿 정합법을 이용하여 찾고, 영상에서 추정한 공간해상도를 기준

으로 각 비트의 위치를 찾는다. 각 비트 값은 비트 영역의 중간선 

부분의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II. Method

1. 영상 준비

제안한 알고리즘의 판정 기준들을 통계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홀수 슬롯에 스트립이 장착된 영상과 짝수 슬롯에 스트립이 장착된 

영상을 준비하였다. 이 영상 쌍은 조명 변화를 감안하기 위하여 가장 

밝은 오후와 가장 어두운 밤에 실내 형광등 켜고 한번 끄고 한번 

촬영하였다. 전체 16장의 실험 영상에는 40개의 스트립이 들어 있다.

2. 스트립 유무 판정 및 시작 비트 위치 결정

슬롯이 있는 트레이는 검은색 아노다이징이 되어 있어서 백색 

무광 색칠된 카트리지와 분명하게 구분된다. 그러므로 스트립의 중간 

부분에서 판정하면 오류 없이 스트립 장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은 5개의 슬롯 중에 하나에 스트립이 정 위치에 장착된 

경우의 스트립 위 부분 영상이다. 촬영 위치의 기기 간 변동을 고려하면 

시작 비트의 중심은 그림의 주황색 사각형 안에 존재하므로 이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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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 코드의 템플릿을 정합해서 탐색하면 된다. 실험 영상들로부터 

시작 코드 위치에서의 템플릿 정합 응답과 상단 경계에서의 응답을 

조사하여 두 클래스가 각각 가우시안 분포를 한다고 가정하고 검출 

오류가 최소화가 되는 값을 시작 비트 검출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문턱 값을 결정하였다.

Fig. 1. 시작 비트 위치 결정

3. 스트립 유무 판정 및 시작 비트 위치 결정

시작 비트의 위치가 결정되면 장비의 교정과정에서 구해진 공간해

상도를 이용하여 각 비트의 위치를 결정한다. 비트 값의 결정은 흰색 

코드와 검은 색 코드의 밝기 분포가 각각 가우시안 분포라고 가정해서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판정하였다.

III. Result

그림 2는 시작 비트를 기준으로 장비 교정 시 저장된 공간해상도와 

바코드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비트의 위치를 결정하고 (blue 

box) 각 위치의 수직 중간에 위한 폭의 60%선 (red line) 에 해당하는 

픽셀 값의 평균으로 판정했을 때의 결과이다. 바코드 왼쪽의 숫자가 

판정결과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 전제 40개의 바코드에서 모드 비트에

서 판정에 성공하였다. 그림 7은 검은색 비트의 밝기 분포 (blue 

dot)와 흰색 비트의 밝기 분포 (green dot), 그리고 혼합 가우시안 

분포의 최소 오류 문턱 값 (red triangle)을 보였다. 스트립의 유무, 

시작코드 검색 성공, 코드 판정등 모든 경우의 오차율은 무시할 만 

하였다.

Fig. 2. 바코드 비트 판정 영역과 판정 결과

IV. Conclusions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기 간 변동, 사용자 오류 등을 감안하여 

스트립 유무와 시작 코드의 위치를 결정하고, 각 비트의 위치는 바코드 

설계 데이터와 기기 교정 시 공간해상도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기기 주변 조명을 감안한 영상 데이터에서 제안한 방법의 오류는 

무시할 만하였다. 본 논문은 한 대의 기기만으로 판정 기준을 결정하였

으므로 실제 제품에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기기를 이용하여 

기기 간의 변동을 심도 있게 실험하여 판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명 문제는 기기 간 혹은 시간에 

따른 변동이 예상되므로 이도 감안한 통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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