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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OPTIZEN™ 시리즈는 정확하면서도 사용자 편의에 맞춘 피크(벨리) 검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피크(벨리) 검출 알고리즘
피크(벨리) 검출은 다음의 a) ~ f) 절차를 통해 진행 된다.
a) 피크(벨리) 검출 알고리즘에 적용하고자 하는 Point 개수 , N을 입력 한다 N은 스캔 데이터 개수를 의미한다 (그림 1. 참조)

그림 1. Scanning data points when N = 5
b) 단 파장에서 장파장으로 데이터 크기를 비교하며 스캔한다. 이 때 N개의 연속으로 증가 또는 감소 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그룹(G)
형태로 스캔하여 N개만큼 증가(또는 감소) 하는 G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그림 2. 참조).
· 증가 구간 M1, M2, M3, ...
· 감소 구간 m1, m2, m3, ...
c) 그림 2. 와 같이 각 그룹들을 순서대로 나열한다.
· Ex) M1 m1 m2 M2 m3 m4 m5 M3 m6

그림 2. Peak detection from Holmium oxide glass spectrum when N = 5

d) 이 중 동일한 분류의 그룹이 붙어 있는 경우(({M1 M2}, {m3 m4 m5}, 등)에는 앞선 그룹은 삭제한다.
· Ex) M1 m1 m2 M2 m3 m4 m5 M3 m6  M1 m2 M2 m5 M3 m6.
e) M그룹과 m그룹이 붙어있는 구간내의 최대값을 피크(Peak - P1, P2, P3, ... )로 정한다.
f) m그룹과 M그룹이 붙어있는 구간내의 최솟값을 벨리(Valley - V1, V2, V3, ... )로 정한다.

결론
사용자는 스캔 데이터 개수 N을 조절함으로써 피크(벨리) 검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원하는 구역내에서 피크(벨리)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캔 데이터 개수를 조절하여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측정 스캔 간격(scanning interval)이 조밀하여 두 연속된 측정값의 차이가
광도 반복도(photometric repeatability)보다 작아지게 되면 연속으로 증가(또는 감소)하는 경향이 깨질 수 있어 증가(또는 감소) 그룹
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된다 . 이 경우 피크가 보이면서 두 연속된 측정값의 차이가 구분될 수 있도록 측정 스캔 간격을 적절히 조절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Fig 3. Peak detection from Holmium oxide glass spectrum when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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