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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4Urine: 스마트폰 기반 휴대용 소변검사 

시스템 

(Check4Urine: Smartphone-based Portable Urine-analysis 

System)
  

조 중 재, 유 준 혁*

(Jungjae Cho, Joonhyuk Yoo)  

Abstract : Recently, a few image-processing based mobile urine testers have actively been 

studied since the urine-analysis result can be available to the user in real time immediately after 

the test is done. However, the accuracy of test result can be severely degraded due to variable 

illumination environments and a variety of manners to capture the image with a camera 

embedded in the smartphone according to different users. This paper proposes the Check4Urine 

system, a novel smartphone-based portable urine-analysis tester and provides three techniques 

to improve such a performance degradation problem robust to various test environments and 

disturbances, which are the compensation algorithm to correct the varying illumination effect, an 

urine strip detection algorithm robust to edge loss of the object image, and the color decision 

algorithm based on the pre-processed reference tabl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Check4Urine system increases the accuracy of urine-analysis by 20-50% at various 

test conditions, compared with the existing image-processing based mobile urine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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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연구진

흥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10041145, 자율군집을 지원하는 웰빙

형 정보기기 내장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Ⅰ. 서  론

최근 BT와 IT의 융합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모바일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 모바일 의료기기의 종류는 혈당측정기, 심전도

측정기, 초음파 영상기기, 체외진단기기, 소변검사기 

등이 있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들에

게 제공되고 있다[1]. 

이중에서 모바일 소변검사기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 소변을 분석하는 소변검사기를 이

용하여 소변자체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스

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활용하여 소변이 묻은 

객체(소변검사지)의 영상을 획득하고, 획득한 영상

을 가공하여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영상처리 기반 

모바일 소변검사기가 있다. 최근에는 영상처리 기반 

모바일 소변검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2, 3]. 

본 논문에서 기술하는 소변검사지 및 검사항목

은 그림 1과 같이 손잡이를 포함한 전체를 소변검

사지라 하며, 소변으로 인해 색상이 변하는 부분을 

검사항목이라 한다.

그림 1. 소변검사지 및 검사항목의 설명

Fig. 1 Description of Urine Strips and Tes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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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리 기반 모바일 소변검사기의 경우 가변

적인 조명환경과 사용자의 촬영방법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첫째, 영상처리 기법의 특징상 

영상에 가해지는 광원(실내조명, 태양광 등)에 따라, 

영상에 비춰지는 객체의 색상이 변질되어 색상의 

판별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둘째,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의 거리의 변화로 인해 피사체의 크기가 변화

하는 문제와 사용자가 영상을 촬영하는 방향이나 

기울임으로 인해 피사체의 방향이 변화하는 문제로 

인해 객체의 검사항목의 절대위치를 파악하지 못하

는 문제가 발생한다. 

[3]에서 제시한 모바일 소변검사기는 검사결과

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영상에서 가장 높은 Black

값과 White값의 평균을 이용하여 영상의 조명영향

을 보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조명영향 

보정기법은 영상에 가해지는 조명이 평균적으로 분

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그림자나 빛의 

반사로 인해 Black값과 White값의 차이가 큰 경우 

조명영향 보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또

한 소변검사지에 있는 검사항목의 절대위치를 파악

하기 위해 마스크를 이용하여 소변검사지의 특징인 

손잡이에 있는 블랙바를 검출하고, 검사지의 절대위

치를 파악한다. 이러한 객체인식 방법은 소변검사지

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일정해야하며, 소변검사지와 

마스크가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만 객체가 검출되

어 사용자의 측면에서 불편함을 가져온다. 본 논문

에서는 상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해 Check4Urine 시스템을 제안한다. 

Check4Urine 시스템에서는 조명영향을 보정하

는 과정, 객체검출과 검사항목의 절대위치를 획득하

는 과정, 색상판별의 과정을 통해 검사결과를 도출

한다. 첫째, 조명영향을 보정하는 과정은 실내조명, 

태양광과 같은 일반조명의 환경과 그림자, 빛의 반

사, 빛의 그라데이션과 같은 특수조명의 환경에서 

모두 적용 가능한 Lab 색상모델을 활용한 조명영향 

보정기법[4]을 채택하여 영상에 가해지는 조명영향

을 보정하도록 설계되었다. 둘째, 객체검출과 검사

항목의 절대적인 위치를 획득하는 과정은 객체의 

크기변화와 방향변화로 인한 객체 검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에지검출기, 코너검출기 및 객체검출

기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획득한다. 마지막으로 색

상판별 과정은 미리실험을 통해 제작된 색상 테이

블을 기준으로 모든 항목을 H채널, S채널, V채널로 

구분하고, 이를 동시에 비교하여 색상을 판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본 

시스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존의 문제점을 기술

(a) 그림자

(a) Shadow

(b) 빛의 반사

(b) Reflection of Light

(c) 빛의 그라데이션

(c) Gradation of Light

그림 2. 조명으로 인한 문제점들

Fig. 2 Problems Caused by Illumination

하고, Ⅲ장에서는 가변하는 조명 환경을 적응적으로 

보정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Ⅳ장에서는 피사체의 크

기나 방향 변화에도 객체검출 및 검사항목의 절대

위치를 강인하게 인식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Ⅴ장에

서는 검사항목과 기준테이블의 색상을 비교하여 판

별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Ⅵ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

의 검사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선행 연구된 모바

일 소변검사기와 동일한 조건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모바일 소변검사기의 우수성을 검증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기술한다. 

Ⅱ. 영상처리 기반 소변검사기의 문제점

Ⅱ장에서는 영상처리 기반 소변검사기에서 빛과 

객체의 변화로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점을 기술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

론을 소개한다. 

 

2.1. 가변적인 조명으로 인한 문제점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소변검사기의 경우 

카메라에서 영상을 입력받을 때 사용자의 촬영하는 

방향이나 빛의 방향에 따라 그림자가 발생하고,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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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객체의 크기변화

(a) Size Change of the Object

(b) 객체의 방향변화

(b) Orientation Change of the Object

그림 3. 객체 영상의 다양성

Fig. 3 Diversity of the Object Image

그림 4. Check4Urine의 동작

Fig. 4 Operation of Check4Urine

의 반사로 인해 영상의 색상을 판별하지 못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면 그림 2(a)는 광원에

서 발생되는 빛이 사물에 투과되어 그림자가 발생

해 색상판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림 2(b)는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영상의 배경에 반사되어 색

상판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림 2(c)는 한 방

향에서 빛이 가해져 그라데이션 효과로 인해 색상

판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2.2. 객체검출시 발생되는 문제점들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의 거리로 인한 피사체의 

크기변화, 촬영하는 방향이나 기울임으로 인한 피사

체의 방향변환으로 객체의 검사항목의 절대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영상 

속 객체는 그림 3(a)와 같이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

리에 따라 크기가 변화한다. 또한 그림 3(b)와 같이 

사용자의 측정 방법에 따라 객체의 좌우가 바뀌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들을 Lab 색상모델을 활용한 조명영향 보정기

법을 설계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사

용자의 측정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객체검출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시각 시스템과 가장 근

접한 에지검출기와 조명변화에 강인성을 띄고 있는 

코너검출기를 설계하여 소변검사지의 코너를 인식

하고 객체의 영상을 재생성하는 객체검출기를 제시

한다. 제안하는 모바일 소변검사기의 동작은 먼저, 

조명영향 보정기를 활용하여 영상에 가해지는 조명

영향을 보정하여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객체 검출기를 통해 객체의 특징점을 찾아 객체를 

검출하고 검사항목의 절대위치를 파악한 후에 마지

막으로 색상 판별기를 통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동작은 그림 4에 도시하였다.

Ⅲ. 가변 조명환경에 강인한 조명영향 보정기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제시한 가변적인 조명환경

으로 인해 색상을 판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Lab 색상모델을 활용한 조명영향을 보정한

다. Lab 색상모델의 L(Lightness)채널은 값이 클수

록 흰색에 가깝고 낮을수록 검정색에 가까운 것을 

나타내며, a채널의 값이 클수록 빨간색에 가까우며 

낮을수록 녹색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b채널은 값이 

클수록 노란색에 가깝고, 낮을수록 파란색에 가깝

다. 

영상에 가해지는 조명을 보정하는 방법은 먼저 

영상에 가해지는 조명상태를 얻기 위해 입력받은 

RGB 영상을 Lab 색상모델로 변환하여 L채널, a채

널, b채널로 각각 분리한 후 영상에 가해지는 조명

상태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밝기성분을 가지는 L채

널을 미디언 필터링(Median Filtering)과정을 통해 

조명상태 영상을 획득한다. 조명영향이 보정된 이미

지를 생성하기위해 조명상태 영상을 역 변환하여 

역 조명상태 영상을 생성하고, 조명상태 영상과 역 

조명상태 영상의 합성을 통해 영상에 가해지는 조

명의 평균화를 실시한 후 조명영향이 보정된 L채널 

영상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조명영향이 보정된 L

채널, 기존에 분리했던 a채널과 b채널을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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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영향이 보정된 영상을 획득한다. 조명보정을 거

친 3채널 영상을 객체를 검출하기위해 1채널인 그

레이 영상(Gray Image)으로 변환한다. 자세한 조명

영향 보정기의 구현 과정은 선행연구 [5]에 기술되

어 있다. 

Ⅳ. 에지손실에 강인한 객체검출기

Ⅳ장에서는 Ⅱ장에서 제시한 문제점 중의 하나

인 사용자의 촬영방법에 따라 영상 속 객체의 모습

이 변화하여 검사항목의 고정적인 위치를 찾아낼 

수 없는 단점을 해결하고자 2D Gabor 에지검출기

[6]로 생성한 에지영상을 Harris 코너검출기[7]를 

통해 영상 속 코너를 검출한 다음 검출한 수많은 

코너 중 TL(Top Left), TR(Top Right), BL(Bottom 

Left), BR(Bottom Right)의 네 점을 판별하여 영상 

속 객체를 판별하고, 일정한 크기로 재생성 하여 검

사항목의 절대위치를 찾고자 한다. 에지손실에 강인

한 객체검출기의 구현 과정은 선행연구 [8]에 기술

되어 있다. 

4.1. 에지영상의 생성

본 논문에서는 에지영상의 생성을 위해 조명영

향이 보정된 영상을 이용하여 영상에 포함된 노이

즈 성분을 제거한 후에 에지영상을 생성한다. 또한 

에지가 손실된 경우에는 손실된 에지를 복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4.1.1 에지영상의 생성과정

영상 속 객체의 에지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Canny 에지검출기와 2D Gabor 에지검출기가 많이 

사용된다. 두 가지 에지검출기 중 Canny 에지검출기

는 임계값(threshold)에 따라 에지영상이 생성되는 

방식으로써 가변적인 환경에서 고정적인 임계값의 

사용으로 인해 원하는 에지영상을 얻지 못하는 단점

을 가진다. 이에 반해, 2D Gabor 에지검출기는 에지

를 검출할 수 있는 커널을 활용하여 입력된 전체 영

상에서 에지를 찾는다. 에지를 검출이 가능한 커널은 

, , ,  , 의 다섯 가지 파라미터의 값을 조절하

여 검출하는 에지의 크기, 방향등의 모습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이다[9]. 

수식 (1)에서 는 커널의 크기를 나타내며 파라

미터로는 진폭 크기의 값을 결정하는  , 회전 변환 

방향의 값을 결정하는 , 정형파의 주기를 조절하는 

, 위상 값을 조정하는 , 가로세로 비율을 조절하는 

그림 5. 에지영상의 히스토그램

Fig. 5.  Histogram of Edge Image

의 다섯 가지 파라미터가 있고, 그 값을 조정함에 

따라 에지의 크기나 방향을 조절하여 영상에 있는 모

든 에지를 획득할 수 있는 필터이다[6].

 

  


 

  ′   ′

cos

′
 

여기서 ′   ′ .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에지를 

검출하는 커널에 다섯 가지 파라미터 중 의 값을 조

절하여 원하는 에지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수직성분의 에지영상과 수평성분의 에지영상, 

경계성분의 에지영상을 각각 생성하고, 세 가지 에지

영상의 합성을 통하여 에지손실에도 강인한 에지영

상을 획득한다[8].

한편, 에지검출기를 통해 생성된 에지영상은 배

경의 특성에 따라 노이즈가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생성한 에지영상에 다수의 노이즈가 포함될 경

우에는 코너를 검출할 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생성한 세 가지 에지영상을 합성하기 전에 노이즈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픽셀이 가지는 채널

은 하나이다. 또한 에지영상 속 픽셀이 노이즈와 에

지를 구분하기 위해 에지영상 속 픽셀의 Grayscale 

값을 분석하여 그림 5와 같이 히스토그램을 도시하

였다. 픽셀의 값이 가장 낮은 1부터 순차대로 제거하

는 실험으로 노이즈와 에지의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

였다. 실험결과 대부분의 픽셀이 가지는 0의 값은 배

경색으로 간주하고, 0 값에 비해 적지만 많은 분포를 

하는 1에서 3은 노이즈로 간주한다. 나머지 4이상의 

값은 에지로 판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노이즈를 제

거하기 위해 수식 (2)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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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에서 는 픽셀이 가지는 Grayscale의 

값을 나타내며 0에서 10의 범위를 가지기에 최대 값 

max는 10으로 정의한다. 또한 노이즈 성분의 

Grayscale 값은 일반적으로 1에서 3의 범위를 가진

다고 가정하고 임계값 는 3으로 정의한다. 

노이즈와 에지를 분간하기위해 와 를 비

교하여 큰 경우에는 에지로 판별하고, 작은 경우에는 

노이즈로 판별하여 노이즈를 제거한 픽셀인 의 

값을 결정한다.

  max  

  ≤ 

 

 ≤  ≤ max

상기한 바와 같이 노이즈를 미리 제거한 후에 

각각의 서로 다른 에지영상들, 즉 수직방향 에지영

상, 수평방향 에지영상, 경계성분의 에지영상을 합성

하여 어느 한 부분의 에지가 손실된다 하더라도 세 

영상의 합성을 통해 에지의 손실을 보상하였다[8]. 

수식 (3)을 활용하여 방향이 다른 세 영상을 합성한

다. 

  
∈ 

  

수식 (3)에서  는 노이즈가 제거된 수직방

향 에지영상으로 정의하고,  는 수평방향 에지

영상을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는 경계성분의 

에지영상으로 정의한다. 세 영상의 같은 위치의 각 

픽셀을 더하여 의 합성된 픽셀을 생성한다.

4.1.2 손실된 에지보상

상기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영상의 합성을 통

해 생성한 에지영상은 소변검사지와 배경색의 구별

이 모호한 경우에는 그림 6(a)와 같이 에지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 에지의 손실이 발생하면 객체판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합성 에지영

상을 생성 후 보정과정을 통해 손실된 에지를 보상한

다. 손실된 에지를 보상하기 위해 먼저 에지의 픽셀

을 기준으로 상하좌우 한 픽셀 씩 팽창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그림 6(b)와 같이 손실된 에지들을 연결한 

다음, 팽창된 에지들을 반대의 과정을 통해 에지를 

바깥쪽에서부터 침식하여 그림 6(c)와 같은 손실된 

에지를 보상한 영상을 획득한다.

(a) 손실된 에지영상

(a) Loss Edge Image

(b) 팽창된 에지영상

(b) Expanded Edge Image

(c) 침식된 에지영상

(c) Eroded Edge Image

그림 6. 에지 보상과정

Fig. 6 Edge Compensation Process

그림 7. 코너의 결정[10]

Fig. 7 Determination of Corner[10]

4.2. 코너검출

에지검출기를 통해 생성한 에지영상에서 객체의 

판별을 위해 먼저 에지영상에 존재하는 모든 코너

를 검출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코너검출기는 [7]

에 제시된 Harris 코너검출기를 사용하였다. 

그림 7과 같이 에지 영역, 코너 영역, 평면 영역

을 판단하는 을 구하고, 값이 0보다 작을 경우

에는 에지 영역으로 판별되고, 값이 매우 작을 

경우에는 평면 영역으로 판별된다. 마지막으로 이 

0보다 클 경우에는 코너 영역으로 판별한다.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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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검출된 코너

Fig. 8 Detected Corner

(4)에서 의 크기는 2x2 행렬이며, 상수 는 경험

적 상수로서 0.04에서 0.06의 값을 가진다[7].

  det ×  

여기서 det       이다.

위와 같은 Harris 코너검출기를 활용하여 코너

를 검출한 결과 그림 8과 같이 영상에 존재하는 모

든 코너를 검출할 수 있었다. 

4.3. 객체판별 및 위치보정

코너검출기에 의해 검출된 수많은 코너들 중에

서 객체의 코너(TL, TR, BL, BR)를 판별하여 객체를 

재생성하고, 검사지의 절대적인 위치를 판별하기 위

해 소변검사지 손잡이의 위치를 좌측으로 정렬한다.

4.3.1 객체의 코너의 특징점 판별

소변검사지의 좌/우측의 네 코너를 판별하기 위

해 직사각형 형태를 띄는 소변검사지의 특성을 활용

하여 특징점인 코너를 판별한다. 

검출한 수많은 코너 중에서 객체 주변의 네 코

너(Top Left, Top Right, Bottom Left, Bottom 

Right)만을 판별하기 위해 검출된 코너들의 x축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에 값이 가장 높은 두 코너를 

우측 두 코너로 추정하고, 값이 가장 낮은 두 코너를 

좌측 두 코너로 추정한다. 그 다음 좌/우측의 두 코너

의 값을 비교하여 Top과 Bottom을 결정하면 Top 

Left, Top Right, Bottom Left, Bottom Right의 네 

코너들이 판별된다.

4.3.2 방향보정

본 논문에서는 검사항목의 색상판별을 위해 소

변검사지의 절대적인 위치를 이용한다. 이때 소변검

사지의 절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변검

사지의 손잡이가 항상 좌측 방향이 되어야한다. 손잡

이의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 손잡이 부분의 문자가 있

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손잡이를 항상 좌측으로 보정

한다. 검출한 네 코너를 이용하여 객체의 중앙을 찾

그림 9. 방향보정 방법

Fig. 9 Orientation Correction Method

그림 10. 재 생성된 소변검사지 영상

Fig. 10 Regenerated Urine Strip Image

고 수식 (5)를 활용하여 찾은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

의 픽셀 합과 우측의 픽셀 합을 비교하여 좌측이 클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우측이 클 경우 좌우대칭 회전

을 한다. 

 

여기서 는 원 영상으로 정의하고, 는 방

향을 보정한 후 영상으로 정의한다. 그림 9는 손잡이

가 우측에 있으므로 좌우반전을 하여 방향의 보정이 

필요한 영상의 예시를 들었다.

4.3.3 객체의 재생성

검사항목의 고정적인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 영

상에서 검출한 TL, TR, BL, BR의 네 코너를 기준으로 

직사각형 영상으로 재생성하여 검사항목의 절대위치

를 파악한다. 그림 10과 같이 영상에서 객체를 추출

하여 재생성하고 각 검사항목의 위치를 고정점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조명보정, 방향보정을 마친 소변검

사지 영상을 색상판별을 위해 변환해야 한다. 1채널

인 그레이 영상을 HSV 색상모델 기준테이블과 비교

할 수 있도록 3채널인 HSV 색상모델로 변환한다.

Ⅴ. 정확한 소변검사를 위한 색상 판별기

Ⅲ장에서 조명영향 보정을 통해 검사결과의 신

뢰성을 향상하고, Ⅳ장에서 객체검출기를 활용하여 

색상판별을 위해 영상 속 객체를 검출하였다. Ⅴ장

에서는 시험지의 색상판별법을 기술한다. 기존의 소

변검사기의 경우 소변을 묻힌 소변검사지의 색상변

화를 육안만으로 음성, (±), (+), (++), (+++), 

(++++)등의 수치로 판단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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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검사

항목

음성

(pH5)
±

(pH6)
+

(pH7)
++

(pH8)
+++
(pH9)

++++

잠혈
52.883
0.601
0.649

76.713
0.596
0.593

106.69
0.645
0.471

160.38
0.671
0.255

빌리

루빈

54.822
0.118
0.466

29.700
0.148
0.474

10.229
0.234
0.478

352.93
0.349
0.522

우로빌

리노겐

86.750
0.022
0.460

186.35
0.045
0.472

28.611
0.167
0.470

178.19
0.251
0.495

355.43
0.488
0.555

350.85
0.572
0.537

케톤체
99.650
0.027
0.463

9.221
0.223
0.490

349.33
0.248
0.489

331.41
0.667
0.476

316.11
0.468
0.358

단백질
65.717
0.630
0.518

69.519
0.614
0.527

74.330
0.615
0.478

130.46
0.330
0.429

148.36
0.425
0.415

182.89
0.490
0.346

포도당
202.61
0.441
0.487

142.76
0.193
0.378

95.968
0.302
0.379

54.720
0.498
0.293

35.788
0.745
0.314

15.935
0.703
0.285

pH
18.652
0.744
0.471

40.413
0.821
0.525

60.580
0.713
0.361

126.59
0.521
0.259

209.31
0.788
0.297

표 1. HSV 색상모델 기준테이블

Table 1. HSV Color Space Reference Table

상판별의 기준이 되고, 인간의 시각 모델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있는 HSV 색상모델을 채택하고, 실험

을 통해 색상판별의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제작하

고, 검출된 객체영상의 절대위치의 색상과 제작한 

HSV 색상 테이블을 비교하여 자동으로 색상을 판

별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5.1. 색상판별 테이블

색상판별의 기준이 되는 HSV 색상모델 테이블

의 제작은 조명이 보정된 소변검사 기준색상 영상

을 이용하여 검사항목의 색상을 HSV 색상모델로 

변환하여, 수치화 하는 실험을 통해 표 1과 같이 제

작하였다.  시험지의 검사결과 기준색상들을 음성에

서 (++++)까지 측정하여 표 1에 제시한 기준 테

이블을 만들었고, 표에 나타난 각 검사 항목별 세 

가지 값은 위쪽에서부터 H(Hue), S(Saturation), 

V(Value)값들이다.

5.2. 검사항목의 색상판별 방법

본 논문에서는 검사항목의 색상을 판별하기 위

해 검사항목의 H채널, S채널, V채널의 수치들과 비

교테이블의 수치들과 각각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값을 검사결과로 판단한다. 

  arg∥  ∥


여기서     ∈   .

수식 (6)에서 는 색상판별 테이블의 의 H채

그림 11.  비교의 예

Fig. 11 Examples of  Comparison

Check4Urine [2] [3]

조명영향

보정방법

Lab 색상모델 

조명영향 보정법

Highest 

Black, 

White의 

평균값을 

이용

불가능

객체검출

방법

특징점을 활용한 

객체검출

마스크를 

이용한 

객체검출

불가능

타겟 시험지 7종 10종 4종, 10종

표 2. 모바일 소변검사기의 사양 비교

Table 2. Specification of several mobile urine 

testers

널, S채널, V채널로 정의하고, 그 범위는 5에서

부터 pH9까지 이다. 는 검사항목의 H채널, S채

널, V채널로 정의한다. 와 를 차례대로 비교하

여 색상판별 테이블에서 값이 가장 가까운 항목의 

값을 찾아내어 검사결과를 도출한다. 그림 11은 7

개 검사항목 중 의 색상비교법의 예시이다.  

항목뿐만 아니라 나머지 항목인 잠혈, 빌리루빈, 우

로빌리노겐, 케톤체, 단백질, 포도당의 항목 또한 동

일한 방식으로 판별한다.

Ⅵ. 실험결과

Ⅵ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Check4Urine 

시스템의 조명영향 보정방법과 객체검출의 정확성

을 검증하고, 선행 연구된 모바일 소변검사기들[2, 

3]과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하여 검사결과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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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보정 전 조명보정 후

(a) 형광등

(a) Fluorescent

(b) 태양광

(b) Solar

(c) 조명의 그라데이션

(c) Gradient of Light

(d) 조명의 그림자

(d) Shadow of Light

(e) 조명의 반사

(e) Reflection of Light

그림 12. 조명영향 보정 결과

Fig. 12 Illumination Effect Compensation Result

을 증명하고자 한다. 정상동작 및 신뢰성을 판별하

기 위해 Check4Urine과 동일한 조건의 실험환경과 

같은 시약을 이용하여 소변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2, 3]의 실험결과 값과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하였

다. 세 가지 모바일 소변검사기의 스펙을 표 2와 같

이 정리하였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소변검사지는 

영동제약(주)의 7종 URiSCAN을 사용하였다.

6.1. 가변환경 조명영향 보정 실험결과

조명영향 보정의 실험환경은 형광등, 태양광과 

같은 영상에 평균적으로 빛이 분포되는 일반조건과 

그림자, 빛의 반사, 빛의 그라데이션과 같은 특수조

건의 환경에서 실시하였다.

Lab 색상모델을 활용한 조명영향 보정 실험결과 

그림 12(a)와 같은 형광등의 조명환경, 그림 12(b)

와 같은 태양광의 조명환경, 그림 12(c)와 같은 그

좌측으로 45° 
회전      회전 없음

우측으로 45° 
회전 

(a) 빨간색 배경

(a) Red Background

(b) 녹색 배경

(b) Green Background

(c) 파란색 배경

(c) Blue Background

(d) 보라색 배경

(d) Purple Background

(e) 검은색 배경

(e) Black Background

(f) 나무무늬 배경

(f) Wood Pattern Background

(g) 흰색 배경

(g) White Background Color

(h) 대리석 배경

(h) Marble Pattern  Background

그림 13. 객체검출 결과

Fig. 13 Object Detection Result

라데이션의 조명환경, 그림 12(d)와 같은 그림자의 

조명환경, 그림 12(e)와 같은 빛의 반사와 같은 가

변적인  조명환경에서 조명영향이 보정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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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2에서 좌측은 조명영향의 

보정 전이며 우측은 조명영향을 보정한 후의 모습

이다. 

6.2. 객체검출 실험결과

객체검출의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의 단

일 색상인 빨간색, 녹색, 파란색, 검정색, 흰색의 배

경과 간단한 패턴이 섞인 대리석 나무무늬 배경에

서 객체를 다양한 기울기로 촬영하면서 객체검출을 

실시하였다.

객체검출 실험결과 모든 실험환경에서 정확한 검

출이 이루어졌지만 그림 13(g)의 흰색 배경에서는  

객체와 배경색을 분간하지 못해 특징점을 판별 할 수 

없어 객체를 검출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그림 

13(h)과 같이 대리석 배경에서는 배경의 패턴이 특징

점으로 판별되어 이상적으로 객체가 검출에 실패하

였다. 두 가지 배경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 13(a)의 

빨간색 배경, 그림 13(b)의 녹색 배경, 그림 13(c)의 

파란색 배경, 그림 13(d)의 보라색 배경, 그림 13(e)

의 검은색 배경, 그림 13(f)의 나무무늬 배경에서는 

이상적으로 객체를 검출할 수 있었다. 그림 13에서 

좌측은 객체를 우측으로 45° 회전하여 객체를 검출

하고, 중앙은 회전하지 않고 객체를 검출하였고, 마

지막으로 우측은 좌측으로 45° 회전하여 객체를 검

출하였다.

6.3. 색상판별의 신뢰성 실험결과

실제 소변검사기는 정상동작 여부를 판단할 때 

시약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본 논문에서도 선행 연

구된 모바일 소변검사기와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

바일 소변검사기의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 시약을 활용하여 입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시약은 영동제약(주)의 

URiTROL을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URiTROL은 Level Ⅰ, Level Ⅱ, Level Ⅲ 3단계

로 테스트가 가능하며, 각 레벨마다 정상수치가 있

다. Level Ⅰ은 우로빌리노겐의 정상수치인 0.1에

서 1.0 사이에, pH항목은 5.0 6.0 7.0 사이에 분포

하고, 비중항목은 1.020에서 1.030 사이에 분포하

며, 나머지 검사항목이 음성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

이 외 나머지 Level Ⅱ, Level Ⅲ에 대해서도 시약

의 기준범위를 표 3에 도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URiTROL을 활용하여 

Check4Urine 시스템과 기존 모바일 소변검사기인 

[2], [3]의 세 가지 모바일 소변검사기에 대해 실

수치

검사항목
Level Ⅰ Level Ⅱ Level Ⅲ

잠혈

음성

++ ~ +++
(50~250RBC/㎕)

무시

빌리루빈 음성
++ ~ +++

(1.0~3.0㎎/㎗)

우로빌리노겐
표준

(0.1 ~1.0㎎/㎗)
표준

(0.1~1.0㎎/㎗)
무시

케톤체

음성

+ ~ +++
(10~100㎎/㎗)

단백질 음성
++ ~ ++++

(100~1000㎎/㎗)

아질산염 양성

무시

포도당
++ ~ ++++

(500~2000㎎/㎗)

pH 5.0 ~ 7.0 6.0 ~ 8.0

비중 1.020 ~ >= 1.030 <= 1.005 ~ 1.015

백혈구 음성 1.005 ~ 1.015

표 3. 시약의 기준범위[11]

Table 3. Standard Range of Reagent[11]

Check4Urine [2] [3]

Lv1 Lv2 Lv3 Lv1 Lv2 Lv3 Lv1 Lv2 Lv3

잠혈 100 93.33 무시
90-

100

90-

100
무시 25 20 무시

빌리

루빈
100 80 93.33

90-

100

90-

100
n/a 0 60 100

우로빌

리노겐
93.33 93.33

무시

n/a n/a

무시

40 60

무시

케톤체 100 100
90-

100

70-

90
100 60

단백질 100 100 100
70-

90

90-

100

90-

100
100 100 0

포도당 100 100

무시

90-

100

70-

90
무시

100 60

무시

pH 100 100
90-

100

90-

100
100 0

평균 99 95 96 79 77 47 66 51 50

표 4. 검사항목의 정확도 (단위:%)

Table 4. Accuracy of Test Items

험하고 비교하였다. Check4Urine, [3]은 동일한 조

건의 환경에서 각 레벨별로 총 15회 검사를 실시하

였고, [2]의 경우 앱 실행파일(.apk)을 구하지 못해 

논문에 제시된 결과 값만으로 비교하여 표 4에 도

시하였다.

표 4는 Level Ⅰ, Level Ⅱ, Level Ⅲ의 시약을 

이용하여 Check4Urine, [2], [3]시스템에 각 항목

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기술하였고, 각각의 Level 

평균을 구하여 표 4의 아랫부분에 기술하였다. 또한 

그림 14는 표 4의 Check4Urine, [2], [3]시스템의 

각 Lv1에서 Lv3의 평균을 이용하여 각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Check4Urine은 [2]의 모바일 소변검사기보다 

Level 1의 경우에는 20%, Level 2의 경우에는 

18%, Level 3의 경우에는 49% 성능이 개선되었다. 

[3]의 모바일 소변검사기보다는 Level 1의 경우에

는 33%, Level 2의 경우에는 44%, Level 3의 경

우에는 46% 성능이 개선되었다. 또한 [2]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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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모바일 소변검사기의 성능 비교

Fig. 14 Performance Comparison of Mobile 

Urine Testers

변검사지의 절대위치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자가 마

스크와 소변검사지를 일치시켜야 하므로 사용자의 

편의성에서 불편함을 가져오지만 Check4Urine 시

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소변검사지의 촬영만으로 자

동으로 객체검출과 검사지의 절대위치를 획득함으

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6.4.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Check4Urine

앱 설계

본 시스템은 영상을 촬영하기 전 스마트 폰에 

내장된 조도센서를 활용하여 측정환경의 적합성을 

그림 15(a)와 같이 1차적으로 판별한다. 소변검사를 

실시하기 가장 적합한 조명환경에서는 신호등이 녹

색을 띄게 되고, 적합하지는 않지만 조명의 보정으

로 인해 측정결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환경에서는 

노란색으로 바뀌어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마지막으

로 소변검사를 측정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에서는 빨

간색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조금 더 조명이 밝

은 곳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측정환경이 

적절한 경우 촬영을 실시하게 되고, 그림 15(b)와 

같이 객체가 검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측정결과 데이

터를 축적하고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하기

에 좋은 그래프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림 16(a)은 검사항목, 년, 월을 선택하면, 그림 

16(b)과 같이 월별 검사항목의 수치 확인이 가능하

다.

Ⅶ.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ab 색상모델을 활용한 조명영향 

보정기법, 객체의 특징점을 이용한 객체검출 기법들

을 제안하고,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소변검사기인

(a) 환경의 적합성 판별 

(a) Suitability distinction of Environment

(b) 검출된 객체

(b) Detected Object

그림 15. 객체 검출화면

Fig. 15 Object Detection Screen 

 (a) 검사항목 선택

(a) Select the 

inspection item   

(b) 수치확인

(b) Check the 

Figures 

그림 16. 검사항목의 결과 기록 화면 

Fig. 16 Displaying History Result of Test 

Items

Check4Urine을 구현하였다. 또한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제시된 Check4Urine 시스템과 타 모바일 소

변검사기의 성능 및 신뢰성을 비교하여 약 20%에

서 50%까지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본 시스

템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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