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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rine test used as a basic test method of in vitro 
diagnosis for health care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to 
be simple and convenient. The urine test method is using 
a color that appears depending on the change in the ion 
concentration that reacts over time buried in the standard 
color test paper(Strips) with a urine sample applied to 
some reaction reagents. In this paper, it was proposed a 
neural network algorithm to obtain a suitable and 
reproducibility and accuracy classifier suitable for the urine 
analysis system. The experimental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visual colorimetric analysis, and the neural 
network algorithm showed better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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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헬스 케어를 위한 체외진단의 기본적인 검사방법으

로 사용되는 소변검사는 간편하고 편리하여 오래전부

터 사용하고 있다. 소변 검사 방법은 소변 검체를 몇 가

지 반응 시약이 적용된 표준 색상 검사지(Strips)에 묻혀 

시간에 따라 반응하는 이온 농도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

나는 색상을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립에 나타

난 결과는 기준 색상과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육안검사

법을 시행하고 있다. 임상 전문가에 의한 육안검사는 비

교적 정확하지만 색체 판독에서는 여전히 판독자의 지

각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1].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캐너를 이용하여 색상을 읽고 표준 색상과 같이 반사

광을 이용하여 정성 및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비색 

분석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뇨 스캐너는 입출

력의 색 공간 내에서 각각의 장치가 표현할 수 있는 색 

영역의 차이와 구성 요소들의 비선형적 특성에 기인하

여 색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향상된 이미지의 획득과 장비의 

재현성을 유지할 요구된다. 따라서 색상 왜곡 현상의 최

소화와 분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뇨 스트립 분류 알

고리즘이 필요하다[2].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기본 알고리즘인 인공신경회

로망은 인간 뇌의 병렬 처리를 구현한 것으로 학습을 통

하여 파라미터의 분석, 최적화, 분류, 보상 등 다양한 분

야에 응용되고 있다. 생체 신호에 신경회로망을 이용하

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뇌파 분석이나 

의료 영상 분석 등에도 많이 응용되고 있다[3-5]. 
본 논문에서는 뇨 스트립의 비색 분석 결과의 재현성

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신경회로망 분류기를 제안하

였다. 뇨 검사 장비에서 검출된 RGB의 3가지 입력 데이

터를 사용하여 6가지 시료에 대하여 정상과 비정상의 

분류를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검체는 

표준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육안 검사와 비교하여 신뢰

성 및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뇨 검사와 표준 색상 검사지

임상의 기초검사로서 많은 질병의 예후나 치료 과정

에서의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뇨에 포함된 여러 

가지 성분들은 우로빌리노겐 (urobilinogen ; URO), 포
도당(glucose ; GLU), 케톤체(ketones ; KET), 빌리루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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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irubin ; BIL), 단백질(protein ; PRO), 아질산염(nitrite 
; NIT), 산도(pH), 잠혈(occult blood ; OBD), 비중(specific 
gravity ; SG), 백혈구(leukocyte ; LEU) 등이 있다. 이러

한 성분들의 각각에 대하여 반응하는 시료가 함유된 스

트립이라고 하는 표준 색상 검사지에 의하여 그 농도 분

포를 검사하게 된다. 뇨 검사는 뇨에 적셔진 시료가 반

응함에 따라 시간적으로 색상이 변화된 정도를 기본적

인 임상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뇨 검사 항목과 단

계별 이온 농도가 검사 항목별로 2~7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가지의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였

으며 Ph의 경우 3가지 결과로 나타남으로 총 8가지 경우

를 판단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검사 항

목과 정상 표준값은 표 1에 나타내었다. 

Items Normal Reference Value

Glucose(GLU) neg (<30㎎/㎗)

Ketones(KET) neg (<5㎎/㎗)

Bilirubin(BIL) neg (0.2㎎/㎗)

Protein(PRO) neg (<20㎎/㎗)

pH 5, 6, 7

Occult Blood(ODB) neg

Table. 1 The Urine Test Items and Normal Reference 
Value

일반적으로 뇨 검사에 대한 정상 표준값에 대한 평가

는 전문가의 시각에 의한 육안 비색 분석법을 많이 사용

하고 있으며 전문가가 없거나 대용량의 검체를 빠르게 

검사하기 위하여 휴대용 뇨 분석 시스템(portable urine 
analysis system ; PUAS)을 사용하는 기계 비색 분석법

이 있다. 육안비색법은 뇨 분석용 스트립의 정색반응을 

눈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분류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뇨 스트립을 기계 비

색 분석법으로 측정한 RGB 값을 신경회로망 알고리즘

으로 분류한 결과와 전문가에 의한 육안 비색법 결과와 

비교하였다.

2.2. 뇨 검사를 위한 전처리 과정

뇨에 함유된 여러 가지 검사 항목들을 정성 및 정량적

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뇨 분석 장비가 필요하다. 이들 

장비들은 입·출력의 색 좌표 내에서 각각의 장치가 표현

할 수 있는 색 영역의 차이와 구성 요소들의 비선형적 

특성에 기인하여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6]. 따라서 보다 

향상된 화질과 개개의 장비간의 재현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보정 과정을 통하여 왜곡 현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동일 측정 공간에서 표준 뇨 스트립 색상에 대하

여 스플라인 보간법을 시행하고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추출하여 정량화 과정을 거친 후 검체가 묻은 스트립의 

RGB값과 비교하는 그림 1과 같은 신호 전처리를 수행

하였다. 이를 통하여 측정 환경에서의 왜곡현상을 보상

하고 선형화 및 장비 독립성을 강화하여 측정 재현성을 

보완하였다. 

Fig. 1 The Procedure of Pre-processing for Urine 
Analysis

2.3. 인공신경회로망 구조

휴대용 뇨 분석 시스템의 컬러 정보는 특정한 광원과 

관찰자의 조건에 따라 색차를 보이는 조건등색(metamerism)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장비의 재현성 및 정확도를 향상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적 특성에 좋은 결과를 보이는 다층구조의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을 뇨 분석에 적용하였다.

Fig. 2 The Structure of Neural Network for Urine Analysis

뇨 분석을 위한 신경회로망 구조는 그림 2에 나타내

었다. PAUS의 포토다이오드에서 검출되고 전처리를 

거친 6개의 뇨 색상 정보에 대하여 RGB 3가지 색상의 

컬러 정보가 순서대로 신경회로망 입력으로 사용된다. 
입력된 정보는 10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첫 번째 층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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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다층 신경회로망에서 학습과 분

류를 수행하여 8가지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신경

회로망의 학습은 Scaled Conjugate Gradient 법으로 진

행하였다. 

Ⅲ.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실험 데이터 수집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표준 시약에 의하여 뇨의 정상 상태

(negative)와 이를 벗어나는 상태를 분류하는 실험을 진

행하였고, 뇨 스트립의 RGB 검출은 PUA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표준 시약에 의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6가지 검사 항목에 대하여 100회씩 반복 측정하

였다. 뇨 검사용 스트립은 PUAS의 측정치를 보정하기 

위하여 ISCC-NBS에 기초한 무채색으로 구성된 보정용 

스트립이 요구되며, 규정을 만족하는 스트립으로 청도

제약에서 제조한 10L Self-Stik를 사용하였다[7]. 신경

회로망 분류기는 Matlab에서 프로그램하였고 100개의 

측정 데이터를 입력하여 랜덤으로 70개는 Training에 

사용하고 Validation과 Testing에 각각 15개를 사용하였

다. 학습 과정은 0.05[RMS]이하의 값에서 중지하였으

며 그림 3에 Validation 수행하여 최적의 결과 값을 찾는 

과정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Fig. 3 The Graph of Validation Progress finding Best 
Performance

3.2.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뇨 분석 시스템으로 측정하여 신경회

로망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와 전문가에 의한 육안비색

법(visual)으로 관찰하여 분류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현된 신경회로망 뇨 분류는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
체적인 분류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으며 6가지 항목에 

대하여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경우가 평균 97.8%의 분

류율로 육안비색법의 97.0%의 분류율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Items Neural Network Visual
Glucose(GLU) 98.0 92.0

Ketones(KET) 99.0 100
Bilirubin(BIL) 96.0 100
Protein(PRO) 94.0 90.0

pH(5,6,7) 100 100
Occult Blood(ODB) 100 100

Average 97.8 97.0

Table. 2 The Classification rate of Neural Network 
compared with Visual Method(unit:%)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산도(pH)와 잠혈(ODB)은 

두 경우 모두 100% 판별하였고, 케톤체(KET)의 경우 

신경회로망 분류기가 99%로 근소하게 부족하였다. 포
도당(GLU)과 단백질(PRO)의 경우 신경회로망이 더 우

수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것은 이 두 검사 항목이 이온 

반응 속도에 따라 몇 초간의 시차를 두고 확인하게 됨으

로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전문가의 확인에 시차가 발생

하여 반응 정도에 따른 판정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

로 생각되었다. 빌리루빈(BIL)의 경우 전문가는 100%
를 분류하였으나 신경회로망은 96%로 낮게 나타났으

며 이것은 시약에 대하여 뇨 색이 변화하는 정도를 판정

하는 표준 반응 케이스가 적어서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

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뇨 분석 시스템에 적합하고 재현성과 

정확성이 높은 분류기를 얻기 위하여 신경회로망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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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을 제안하여 전문가에 의한 육안검사 판별과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신경회로망을 이용하는 분류기

가 근소하게 높게 분류하였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분류

율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였다. 케톤체, 산도, 잠혈 등의 

항목에 대하여는 임상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성 

있는 분류 결과를 나타내었다. 신경회로망 분류기는 많

은 데이터로 학습을 충분히 시키거나 학습 파라미터의 

변화를 통한 여러 가지 실험으로 더욱 높은 정밀도를 구

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과제로는 판별이 

부족한 항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신경회로망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며 임

상에서의 유용성 검증을 위하여 실제 뇨 검체에 대하여 

분류를 수행하여 비교 분석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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