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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microfluidic green algae cell counter based on deep learning

Seongsu Cho*, Seonghun Shin*, Jaemin Sim* and Jinkee Lee†

Abstract River and stream are the important water supply source in our lives. Eutrophication causes 
excessive green algae growth including microcystis, which makes harmful to ecosystem and human 
health. Therefore, the water purification process to remove green algae is essential. In Korea, green 
algae alarm system exists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 of green algae cells in river or stream. To 
maintain the growth amount under control, green algae monitoring system is being used. However, 
the unmanned, small and automatic monitoring system would be preferable.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3D printed device to measure the concentration of green algae cell using microfluidic 
droplet generator and deep learning. Deep learning network was trained by using transfer learning 
through pre-trained deep learning network. This newly developed microfluidic cell counter has 
sufficient accuracy to be possibly applicable to green algae alar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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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천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수자원을 공급하는 

상수원으로, 하천의 수질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일이다. 대체로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

질들은 자연적으로 희석 및 정화되지만, 하천에 질

소나 인과 같은 유기물이 과다하게 유입되는 경우

에는 남조류들이 이상번식을 하면서 녹조 현상을 

일으킨다.(1,2) 녹조 현상은 물을 변색시키고 하천 

내부의 용존산소량을 감소시키면서 하천 생태계

에 악영향을 미친다.(2) 또한, 녹조현상이 발생한 물

은 섭취 시 복통,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적인 정화과정이 필요하며, 정화 비용 또한 증가하

게 된다.(3-5) 따라서 이러한 녹조 현상의 발생 여부

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요하다. 녹조 현상의 발생 

여부는 하천 내에 단위 부피 당 녹조 세포 수를 바

탕으로 판단하는데, 단위 부피 당 녹조 세포 수에 

따라 주의보, 경보, 대발생, 해제, 총 4단계의 경보 

체계가 운영 되고 있다.(6) 이러한 경보 체계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녹조 세포의 농도를 효율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세 유체 역학 기반의 액적 생성 및 제어 기술



42                                      조성수 · 신성훈 · 심재민 · 이진기

은 빠르게 발전하면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

고 있으며, 이를 응용한 세포 계수에 대한 연구 또

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7-10) 그 중, 미세 유체 기기

를 통해 미세 액적을 생성하여 시료 내의 세포의 

수를 세는 방법도 활발히 개발 중이다.(11-14) 미세 

액적을 활용해 세포 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미지 

기반의 방법과 레이저를 활용하는 Laser Induced 

Fluorescence(LIF)가 있다.(15,16) LIF는 이미지 기반 

방법 대비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가의 레이저가 필요하고 세포의 형상을 파악하

기는 어렵다. 반면 이미지 기반의 방법은 LIF 대비 

시스템이 간단하지만,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

이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처리속도가 느린 이미지 기반의 

방법의 단점을 해소하고자 딥러닝(Deep learning)

을 통해 초고속 이미지에서 세포의 수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녹조 세포의 개수를 측정하여 농도를 

알아내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3D 프린터를 통해 

미세액적을 생성할 수 있는 미세 유체 기기를 제

작하였으며, 기기 내부의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기기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투명한 유리를 통

해 마감하였다. 현미경과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

여 미세 액적을 촬영하였으며, 이미지 인식이 사전 

학습된 딥러닝 신경망인 AlexNet을 액적 내부의 

녹조 세포 수를 셀 수 있도록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시켜 미세액적을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녹조 세포의 수를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

료 내의 녹조 세포 농도를 계산하고, 이를 혈구계

수기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녹조 예보제 운영

에 활용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녹조는 남조류 중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를 사용하였으며 국

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통해서 분양을 받았다. 분

양 받은 녹조는 사용을 위해서 계속적인 배양이 

요구되며 배양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플라스크에 배

지 용액(BG-11 Growth media, Life Technologies 

Fig. 1. (a) Schematic of glass-covered microfluidic 
device for droplet generation and detail 
information about flow focusing geometry. 
The cross sections of two inlets and 
mixing channels are square, and the 
observation channel is rectangle; 3mm × 
750 µm. (b) The image of fabricated 
microfluidic device. (c) Overall 
experimental setup for green algae 
observation inside droplets generated using 
microfluidic device.

Corporation, NY)을 300 mL 넣고 은박지로 덮어서 

플라스크 뚜껑과 함께 오토클레이브(WACS-1045, 

Daihan Scientific Co. Ltd, Korea)로 소독을 진행한

다. 소독된 플라스크와 배지 용액을 실온에 두어 

식힌 다음, 분양받은 녹조 용액을 7 mL 넣은 후 진

탕 배양기(HB-201SFL, Hanbaek scientific technology, 

Korea)에 넣어 20℃에서 배양하였다. 녹조 배양 결과

는 일반적인 혈구계수기를 통한 농도 측정으로 확인

하였으며, 녹조의 양이 증가되어 농도가 매우 높아지

는 경우 녹조를 폐기하고 새로 배양을 하였다.(17) 

미세 유체 기기를 이용하여 액적 생성을 위해 

연속상과 분산상을 적절한 유속으로 제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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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thod for training deep learning network to decide the number of green algae cells in each 
droplet by using supervised training method. (a) From the recorded video images, (b) the cropped 
image of each droplet was collected and saved. Then (c) the images were classified depending on 
the number of cells in droplet. (d) Using classified images, deep learning of the droplet images 
containing green algae cell was conducted by the AlexNet network through transfer learning and 
(e) the training results were evaluated.

하며, 연속상(continuous phase)으로는 캐스터 오일

(Daejung, Korea)이 사용되었고, 도와 점도는 각

각 961 kg/m3와 780 mPa·s 이다. 분산상(dispersed 

phase)으로는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배양된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용액 내부의 녹조 농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vortex mixer(VM-10, Daihan Scientific 

Co. Ltd, Korea)를 이용해 충분히 섞은 후에 주사기

에 넣어 사용하였다. 

2.2 미세 액적 생성기 제작 및 촬영

  2.2.1 미세 유체 기기 구조 및 제작

액적 생성을 위한 미세 유체 기기는 Multi-jet 

printing(MJP) 방식의 3D 프린터(Projet MJP2500, 

3D systems, OR)를 활용하여 제작된 부품과 커버

글라스(LK Lab Korea, Korea)를 이용하여 제작되

었다. 3D 프린터로 제작된 미세 유체 기기는 광경

화성 고분자 레진(Visijet M2R-CL, 3D systems, OR)

과 왁스(Visijet M2 SUP, 3D systems, OR)로 만들어

지며 각각 미세 유체 기기의 본체와 미세 유체 기

기 내부의 빈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출력된 

미세 유체 기기는 80℃로 맞춰진 강제순환건조기

(LO-FS100, LK LAB KOREA, Korea)에 넣어 왁스

를 제거하였다. 그 후, 80℃로 맞춰진 해바라기씨 

오일(Deajung, Korea)에 넣어 미세 유체 기기 내부

에 남은 잔여 왁스를 제거하고 초음파세척기를 이

용하여 세척하였다. 각 세척 과정은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초고속 카메라로 관찰하는 부분은 투과성을 확

보하고 관찰 및 영상촬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커버 글라스로 마이크로 미세 유체 기기의 상단면

과 하단면에 에폭시로 마감하였으며, 이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부분은 3D 프린터로 제작되었다. 제

작된 미세 유체 기기와 내부 채널의 구조는 Fig. 

1(a)와 같다. 미세액적을 생성하는 부분은 flow-focus 

형태의 구조로, 분산상을 위한 채널은 단면이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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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이고 너비와 높이가 250 µm, 연속상을 위한 

채널은 정사각형 단면의 너비와 높이가 1 mm, 그

리고 액적 생성을 위한 목 부분의 채널 또한 정사

각형 단면의 너비와 높이는 500 µm 이다. 관찰을 

위한 부분은 단면이 직사각형으로 너비 3 mm이며 

높이는 750 µm 이다. 미세 유체 기기의 실제 제작 

모습은 Fig. 1(b)와 같다. 

  2.2.2 미세 액적 생성 및 촬영

액적을 생성하고 결과를 촬영하기 위한 전체적

인 실험 장치 구성은 Fig. 1(c)와 같다. 액적을 생성

하기 위한 미세 유체 기기의 구동은 두 대의 주사

기 펌프(PHD Ultra Advanced Syringe Pump, Harvard 

Apparatus, MA)를 통해 이루어 졌고, 연속상과 분

산상의 유량은 각각 100 µL/min과 0.5 µL/min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분산상에는 녹조가 배양된 

용액을 넣었고, 연속상에는 물과 섞이지 않도록 캐

스터 오일을 사용하였다. 미세액적과 액적 내부의 

녹조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현미경(U-LH100-3, 

Olympus Corporation Japan, Japan)과 100배 대물 렌

즈를 사용하였다. 촬영은 초고속 카메라(FastCam 

Mini 100, Photron, Japan)를 현미경에 결착하여 이

뤄졌고, 녹화된 영상은 컴퓨터로 전송하여 저장하

였다. 

2.3 영상처리 및 딥러닝을 통한 녹조 농도 측정

  2.3.1 영상 처리 및 딥러닝 신경망 훈련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액적 내부의 녹조세포를 관찰하고 계수하는 과정

은 영상 처리와 딥러닝 신경망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에 사용된 컴퓨터의 사양은 Windows 10 Pro, 

Intel Xeon Silver 4214R with dual sockets, 64GB 

RAM, Quadro RTX 5000이다. 영상 처리와 딥러닝 

신경망의 훈련이 이뤄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Fig. 

2(a)와 같이 영상의 각 프레임을 추출하여 액적을 

인식하며, Fig. 2(b)와 같이 인식한 액적을 각 이미

지로 잘라내어 개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였다. 그 

후, Fig. 2(c)와 같이 영상 처리 과정을 통해 추출된 

액적의 개별 이미지 파일은 액적 내부의 녹조 세

포의 수에 따라 분류되었다. 분류된 이미지를 바탕

으로 Fig. 2(d)와 같이 기존에 이미지 분류 학습이 

진행되었던 딥러닝 신경망에 분류된 액적 이미지 

파일들로 전이학습을 진행하였다. 

전이학습은 기존에 학습된 인공신경망에 다른 

종류의 시료를 학습시켜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키

는 방법의 일종으로, 인공신경망의 학습 시간과 학

습을 위해 필요한 훈련용 시료의 수를 줄일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18) 본 연구에서, 전이학습은 기

존에 이미지 내 사물 인식을 위해 개발된 AlexNet

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AlexNet은 6개의 합성곱 계

층(convolution layer)과 2개의 완전연결 계층

(Fully-connected lay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7 ×

227 × 3 크기의 데이터 입력을 요구한다. 학습시키

는 과정에서 훈련용 시료를 무작위로 상하 및 좌

우 반전을 시키고, 훈련용 시료의 일정 부분을 제

거하는 과정을 통해 과적합(overfitting) 문제를 예

방하고자 하였다. 전체 훈련용 시료 중 80%는 딥

러닝 신경망의 훈련에 사용되었고, 20%는 Fig. 2(e)

와 같이 딥러닝 신경망의 훈련 정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임의추출로 진행되었다.

Fig. 3. Procedure to determine the number of 
green algae cells in droplets through 
pre-trained AlexNet deep learnin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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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cedure to measure the concentration of green algae cells in sample through image processing in 
MATLAB and pre-trained deep learning network. (a) The procedure to measure the number of 
green algae cells. (b) The procedure to measure the total volume of droplet.

  2.3.2 딥러닝을 통한 녹조 세포 수 측정

훈련된 인공신경망은 Fig. 3와 같이 영상 처리를 

통해 얻은 각 액적의 이미지에서 녹조 세포가 포

함된 개수를 판단하는 판독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전 학습된 인공 신경망인 

AlexNet은 227 227 3의 데이터 입력 크기를 갖는

다. 각 이미지를 이 크기에 맞게 변환시켜주어 Fig. 

2에서 녹조 세포 수에 따라 분류한 액적 이미지들

을 전이학습 시킨 AlexNet에 입력하게 되면 각 세

포의 케이스별로 확률을 계산하며, 가장 높은 확률

을 가진 경우를 출력함으로써 액적 이미지 내에 

있는 녹조 세포의 수를 판단한다. Fig. 4(a)와 같이 

영상처리에서 각 액적 별로 잘라낸 이미지를 딥러

닝 신경망에 입력함으로써 각 액적 내의 녹조 세

포 수를 구하고, 이를 종합하여 시료 내의 녹조 세

포 수를 구한다.

 2.3.3 시료 부피 측정 및 녹조세포 농도 계산

시료의 부피 측정은 실험 영상을 바탕으로 

MATLAB에 내장된 image processing toolbox를 통해

진행되었다. 먼저, Fig. 4(b)와 같이 실험 영상에서 

액적만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영상처리 과정에서 

녹조나 노이즈와 같은 일정 크기 이하의 사물들을 

필터를 통해 제거하고, 액적을 인식시켰다. 인식된 

액적의 크기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액적의 

부피를 구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측정에 사용된 

시료의 총량을 구하였다. 농도 측정의 정확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작은 크기의 액적이 필요하였고, 그 

결과 액적 크기의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불균일성

을 감안하여 부피 계산이 수행되었기에 농도측정

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를 녹조 세포 수 측정 

결과와 결합하여 시료 내부의 녹조 세포 농도를 

구하게 된다. 

3. 실험 결과

3.1 딥러닝 신경망의 전이학습 결과

사전 학습되지 않은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훈련용 시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컴퓨팅 파워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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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ccuracy of transfer learning results 
depending on the number of training 
samples and training results when the 
number of training samples were 
maximized.

하지만 사전 학습된 인공 신경망에 추가적인 시

료를 학습시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전이 

학습을 통해 인공 신경망을 훈련시키면 훈련 시

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녹조 세포의 수를 판

단할 수 있도록 전이학습을 통해 사전 학습된 인

공 신경망인 AlexNet에 녹조 세포가 포함된 액적 

이미지들을 녹조 세포 개수별로 분류하여 인공 신

경망에 학습시켰다. 훈련용 시료 수가 딥러닝 신경

망의 전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훈련용 

시료 수에 따른 딥러닝의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5(a)와 같다. 훈련용 시료 수가 증가

함에 따라 정확도가 83.06%에서 96.46%로 증가하

는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경

우에 각 케이스별 학습 결과는 Fig. 5(b)와 같다.

3.2 딥러닝을 통한 녹조 세포 농도 측정 결과

일반적으로 녹조 세포 농도 측정은 혈구계수기

를 활용하는 혈구계수법(Cytometry)이 있다. 3.1 절

Fig. 6. Comparison of green algae cell 
concentration measured by cytometry and 
developed deep learning method.

에서 학습시킨 인공 신경망을 활용하여 녹조 세포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혈구계수법으로 측정

한 결과와 비교했다. 두가지 시료를 대상으로 측정

을 진행하였으며, 딥러닝으로 측정한 결과는 시료1

과 2가 각각 0.57×106, 1.87×106 cells/mL 였으며, 혈

구계수기로 측정한 결과는 각각 3.59×106, 7.18×106 

cells/mL 으로, 두 방법 간에 측정 결과가 근소한 차

이를 보인다. 하지만 녹조는 매우 빠르게 생성되며 

녹조 예보제가 매 단계마다 녹조 세포 농도가 10배

씩 차이 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딥러닝으로 

측정한 결과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측정의 

시간 및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과 액적 생성 미세 유체 

기기를 활용한 녹조 세포 농도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 방법이 녹조 예보제 운영을 

위한 녹조 농도 측정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지 확

인하였다. 시료 용액을 분산상으로 활용해 미세 액

적을 만들고, 이를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

하였다. 녹조 세포가 포함된 액적의 이미지가 사전

에 전이 학습된 인공 신경망에 영상을 입력함으로

써 촬영 결과로부터 녹조 세포 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각 액적의 크기를 측정하여 측정에 사용된 

시료 용액의 부피를 구하였다. 두 측정 결과를 종

합하여 시료의 녹조 세포 농도를 구하였으며, 이를 

혈구계수기를 통한 측정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녹

조 예보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보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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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딥러닝을 활용한 녹조 세포 농도 측정 방법 

또한 녹조 예보제 운영에 있어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딥러닝을 활용한 세포 측정 

기술이 충분히 기존 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며 녹조유행의 실시간 모니터링 뿐 아니

라 다양한 세포계수의 환경에서도 사용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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