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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stem to urinalysis using FT-IR instruments is presented based on fuzzy logic knowledge. Linguistic expressions of

the possibility of infection and the importance were quantified and membership functions were determined based on

general quantitative criteria. Diseases considered were Diabetes Mellitus, Proteinuria, Microalbuminuria. Glucose, Protein,

Albumin, Creatinine in 30 samples were analyzed by the present system, which resulted in 74% accuracy. The simple

mathematical formulation of present system would enable an easy implementation in commercial analysis instruments.

Also, the identical fuzzy logic can be applied to similar diagnostic environments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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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는 광학 및 분석 기술과 임상 분석기기의 발

전으로 서계적으로 많은 진단기기 업체에서 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검

사가 가능해졌다.

요 검사(Urinalysis)는 각종 내과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 과정의 파악에 흔히 시행되는 검사로 병원에서

일반 혈액검사와 함께 가장 많이 실시되는 검사이다.

일반적인 요 검사로는 dip stick 검사[1]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요에 함유된 성분들에 의해 변화되는

요 분석용 스트립의 정색반응을 이용하여 소변의 성분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판별하는 정성적인 방법이다. 

상용화된 대부분의 요 분석 시스템들은 스트립에 일

정 파장의 빛을 보내어 반사되는 빛을 분석하여 변화

된 색을 측정하는 비색분석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변의 성분 별 수치를 정량 값으로 얻어내고

있다[1,2,3].

본 연구에서는 FT-IR장비를 이용하여 정량적 수치로

산출된 소변데이터에 퍼지이론을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실험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소변검사와는 별개로 소변의

성분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Glucose, Protein,

Albumin, Creatinine의 4가지 성분과 소변으로 진단 가

능한 질환들 중에 Diabetes Mellitus, Proteinuria,

Microalbuminuria 3가지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Glucose, Protein, Albumin, Creatinine의 4가지 성분

중 특정 한가지 성분의 수치로부터 특정 질환의 감염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질환에 대한 감염을 확신

하는 경우 그 값을 1, 감염가능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있을 경우 값을 0으로 수리화 시켜 감염가능성을

Table 1과 같이 0과 1사이의 실수로 퍼지이론의 소속

함수에 대응시킬 수 있다. 수치 값은 소변 내에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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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성분의 농도로 연속되는 값이기 때문에 연속되

는 값에 대응되는 모든 감염가능성을 정의할 수 없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감염가능성의 언어적 표현을 결

과치의 일정범위에 대응시켜 수리화 하였다.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성

분 별로 그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Glucose

는 Diabetes Mellitus 의 진단에는 항상 필수적 이나

Creatinie은 거의 무의미 할 수도 있다. 이처럼 특정 질

환을 진단하기 위한 성분의 소속함수 별 중요도가 각

각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성분 별 중요도는 Table 2와

같이 언어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거의 무의미”한 언

어적 표현으로 나타내어지는 성분 이라도 합병증 검출

등 전혀 필요 없는 수치는 아니므로 진단정보로부터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수치들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검사중요도를 결정하였다.

                   (1)

식 (1)에서 αk는 k번째로 중요한 성분 별 중요도를

의미하고 R은 가장 중요한 성분과 덜 중요한 성분의

중요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mk는 ακ가 100%

중요한 성분과 비교해서 얼마나 중요도가 떨어지는가

를 나타내는 상수이며 이것을 Table 2에 값으로 나타

냈다. “항상 필수”인 성분의 중요도는 1이 되며 “거의

무의미”한 성분의 중요도는 1-R이 된다. 성분의 중요

도의 범위가 0-1이면(R = 1) α7= 0이 되며 αk의 값은

중요도의 분포와 같아지고 R이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

는 경우 중요도간의 상대적 차이는 유지되면서 중요도

의 범위가 1보다 작게 압축된다[4,5].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질환의 검출시 사용되는

성분을 바탕으로 검출에 필수적인 성분만을 사용하여

Table 3의 질환별 성분의 중요도 분포를 작석하였다.

예를 들어 Proteinuria의 경우 Protein이 질환의 검출에

“항상 필수적”이고 Albumin과 Creatinine도 “다소 중

요”하지만 배제하였다. 소속함수 또한 질환의 검출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의 소속함수만을 결정하고 나머지

는 0으로 결정하여 가장 기본적인 진단만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6-9].

(2)

중요도의 적용은 식 (2)의 연산을 그림 4에 도시하여

적용하였다. 이때 식 (2)의 Fij는 i번째 성분(Xi)이 j번

째 질환(Dj)에 속하는 소속함수를 뜻한다. i번째 성분

Xi의 결과치가 xi일 때 j번째 질환 Dj에 해당하는 소속

함수 값은 Fij(xi)이며 이는 Dj에 감염될 가능성을 나타

낸다, ak= 1의 경우

(3)

식 (3)과 같으므로 “항상 필수”인 성분의 소속함수는

중요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도가 낮아질

수록 식 (2)에 의해서

(4)

αk =1 mk R,             k 1,…,7=⋅–

                               0 R 1≤ ≤

Fij
a
k

MAX 1 ak  Fij,–( )=

Fij
a
k

MAX 0 Fij,( )=

 Fij        =

Fij
a
k 

 Fij≥

Table 1. Linguistic expression of disease possibility with

values of the membership function.

언어적 표현 감염 가능성

Definite  1.00

highly suggested  0.90-0.99

Suggested  0.75-0.90

Suspicious  0.60-0.75

Likely  0.50-0.60

Probable  0.40-0.50

not likely  0.25-0.40

hardly possible  0.01-0.25

Never 0.00

Table 2. Linguistic expression of importance and the

corresponding numerical values.

k 언 어 적 표 현 중요도(%) mk

1 always essential 100 0.0

2 somewhat essential  90 0.1

3 important  75 0.25

4 somewhat important  50 0.5

5 not important  25 0.75

6 somewhat meaningless  10 0.9

7 almost meaningless  0 1.0

Table 3. Importance distribution for each disease.

Diabetes 

Mellitus
Proteinuria Microalbuminuria

Glucose α1 α7 α7

Protein α7 α1 α2

Albumin α7 α7 α1

Creatinine α7 α7 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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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가 되고 중요도가 작아질수록 소속함수 값은

큰 값으로 산출된다.

중요도가 고려된 소속함수로부터 계산된 감염 가능

성이

(5)

식 (5)일 때 질환별 감염 가능성은

   j=1, 2, 3 (6)

식 (6)과 같이 계산하였다. 식 (6)에서 최소치를 취한

이유는 4가지 성분수치로부터 질환별 감염 가능성을

가장 안전하게 계산하기 위함이다. 식 (6)은 질환별로

감염 가능성을 제공해주며 이들을 종합하여 Table 1

의 언어적 표현을 적용, 최종적인 질환을 판정하였다

[4, 5].

3. 결 과

임의로 상황을 조절한 30개의 샘플을 본 연구의 알

고리즘에 적용하였다. 중요도의 범위(R)는 0부터 1까

지의 값을 0.1씩 증가시켰다. 샘플과 판정질환이 일치

하는 진단의 비율을 적중률로 계산하였다. 중요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R = 0, ak = 1) 약 71%의 적

중률을 보였고 중요도를 최대로 하였을 때 (R = 1,

a1 =1, a7 = 0) 약 67%의 적중률을 보였으며 중요도가

중간 정도일 때(R = 0.5) 가장 높은 적중률이 대략

74%을 보였다.

µij Fij
a
k

xi( )=

Ej MIN µ1j … µ4j, ,( )=

Fig. 1. Disease possibility membership function of Diabetes

Mellitus.

Fig. 2. Disease possibility membership function of Pro-

teinuria.

Fig. 3. Disease possibility membership function of Micro-

albuminuria.

Fig. 4. Membership function with the importance con-

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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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퍼지이론을 이용하여 분광기를 사용하여 정량적 수

치를 측정할 수 있는 요 분석 장비에 적용할 요 분석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30개의 샘플에 적용하여 약

74%의 적중률을 얻었다. 정량적인 수치를 측정하는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

부분의 요 분석은 정성적인 측정이 많이 사용되고 있

으며 정량적 수치에 관한 자료가 적어 본 연구에서는

미흡한 기준들과 다소 낮은 적중률을 보였다. 하지만

본 시스템은 연산이 간단하여 진단 기준만 제시된다면

검사 기기에 손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사람의 판단 체

계와 유사한 판단을 할 수 있어 향후 정량 수치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진단을 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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