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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선 병원에서 의약품의 재고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항상 적절한 재고 관리를 통해 의약품 관리

의 정확성 및 신속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만약 재

고가 부족하면 병원의 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과다한 재고를 보유할 경우에는 

재고 자산의 비효율적인 정체로 인해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이 따른다.

대형 병원에서 취급하는 알약의 종류는 일반적으

로 대략 500～1,000여종 정도인데, 환자의 호전 정도

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복약 처방전이 수정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된다. 이

와 같은 처방전 변경에 따라 회수되는 알약을 관리하

기 위하여 Fig. 1에서와 같이 2～3명의 약사가 수 시

간에 걸쳐 알약의 분류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

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약사들이 알약의 재분류 작

업을 수행함으로써 시간 및 노동에 대한 손실이 크며 

만약 분류가 잘못되어 의약품 투약 실수가 발생된다

면 이는 의료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수작업으로 알약을 분류하는 불편함을 해

소하고 효율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본 장치를 통해 병원 내

에서 이루어지는 의약품의 분리 및 수거 작업을 자동

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화 함으로써 의약품 재고 

관리를 통한 불용 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잘못된 

분류에 의한 약품의 오남용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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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을 수작업으로 분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약 자동 분류기

가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알약 자동 분류기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갖는 알약을 라인 공급기를 

통해서 선별기로 이송함으로써 본 과정으로 인해 라

인 공급기로부터의 알약 이탈, 라인 공급기에 알약 

끼임, 및 알약의 외관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1].

이와 같은 라인 이탈, 끼임, 및 외관 오염 등 기존 

알약 자동 분류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

문에서는 진공 흡착 방식[2,3]에 의한 개별 공급 방식 

및 영상처리[4]를 통한 알약의 형태 및 색상을 자동

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색상, 크기, 및 형태에 따른 알약의 형상을 

분석하여 이를 DB로 저장한 후 분류해야 할 알약을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후 영상 처리 기법을 통해 알

약의 형태를 자동 분류한다. 본 시스템을 통해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약품의 분리 및 수거를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수작업으로 행해지는 수작업의 어려

움을 해소하고 의약품 관리의 편의성을 확보하여 효

율적인 재고관리와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2. 일반적인 알약 분류 시스템 

일반적인 알약 공급기의 구조는 Fig. 2에서와 같

이 보울 공급기 (bowl feeder)[5], 전자석 (elctro

magnet), 및 라인 공급기 (line feeder)[1]로 구성된

다. 즉 수거된 알약을 담고 있는 보울 공급기와 이를 

통해 배출된 알약을 일렬로 공급할 수 있는 라인 공

급기 및 이들의 하단부에서 진동을 인가하여 알약이 

배출되게 하는 전자석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전자석을 이용한 진동 방식의 

보울 공급기 및 라인 공급기를 이용하여 알약을 공급

할 경우 Fig. 3에서와 같이 라인 공급기에 알약이 끼

는 현상, 라인 이탈, 알약 외관의 오염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즉 다양한 크기 및 모양의 

알약들이 동일한 보울 공급기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이송 과정에서 라인 이탈 및 끼임 현상이 빈번히 발

생될 수 있다. 또한 알약들이 보울 공급기 및 라인 

공급기의 진동에 의해 슬라이딩 레일에 붙어 슬라이

딩 되는 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슬라이딩 레일에 

존재하는 이물질이 알약의 표면에 흡착되어 표면이 

오염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보울 공급기 및 라인 공급기를 통한 알약 공급 방

식에서는 알약의 이탈, 끼임, 및 외관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알약 자동 분류

기의 공급 장치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새로

운 방식의 알약 자동 분류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 제안한 알약 자동 분류 시스템 

제안한 알약 자동 분류 시스템에서는 보울 공급기 

Fig. 1. Manual classification process by pharmacist.

Fig. 2. Structure of a typical tablets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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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라인 공급기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공 흡착 방식을 이용한 개별 공급 방식과 약학정보

원 (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

KPIC)에 등록된 DB를 기준으로 실제 알약의 형태,

크기 및 색상을 구별할 수 있는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6].

이와 같은 진공 흡착[2,3]을 통한 개별 공급 방식 

및 영상처리를 통한 알약 자동 분류 시스템의 구조는 

Fig. 4에서와 같다. 여러 종류의 알약들이 혼합되어 

있는 수거통에서 진공 흡착 방식으로 하나의 알약을 

채집한 후 이를 영상처리 시스템[7,8]으로 이송하여 

알약의 색상 및 크기를 분석하게 된다.

3.1 알약 자동 분류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기존 라인 공급기 방식의 알약 자

동 분류기의 끼임, 이탈, 및 알약 외관 오염 등의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Fig. 5에서와 같은 진공 흡착 

패드 및 정렬 유닛을 이용한 진공 흡착 방식을 이용

한 알약 자동 분류 시스템을 제안한다. 진공 흡착 패

드는 수거통에 담겨진 알약들 중 하나의 알약을 채집

하기 위해 사용되고, 알약의 영상 촬영 시 동일한 형

태로 알약을 정렬하기 위해 정렬 유닛이 사용된다.

진공 흡착 패드를 통해 흡착된 알약을 정렬 유닛

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직교 로봇이 필요한데, 제안

한 시스템에서는 2대의 직교 로봇을 활용한다. 즉 하

나의 직교 로봇은 알약 수거통에 있는 미분류 알약을 

진공 흡착 패드를 통해 흡착하여 정렬 유닛까지 이송

하는 과정에 사용되고, 또 다른 하나의 직교 로봇은 

정렬 유닛에서 정렬된 알약을 흡착하여 영상처리 시

스템으로 이송하는데 사용된다.

외관에 상처를 주지 않고 알약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안한 방법에서는 Fig. 5(a)에서와 같은 진공 흡착 

(a) (b)

Fig. 3. The problems of a typical tablets provider; (a) jamming, breakaway and (b) pollution. 

Fig. 4. Structure of the proposed classification system of tab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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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를 활용한다. 즉 알약 수거통에 있는 알약을 선

택하고, 이를 정렬 유닛까지 전달하기 위해 진공 흡

착 패드로 알약을 채집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진공 

펌프, 진공 탱크, 에어 유닛, 진공 센서, 직교 로봇이 

부가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본 진공 흡착 패드는 직교 

로봇에 부착되어 동작된다.

진공 흡착 패드에 의해 채집된 알약은 진공 상태

로 진공 흡착 패드에 부착된 채 Fig. 5(b)에서와 같은 

형태의 알약 정렬 유닛까지 이동하여 투하되게 된다.

진공 흡착 패드에 부착된 채 직교 로봇에 의해 정렬 

유닛의 상부까지 이송된 알약은 진공 상태의 압력 

변화에 의해 정렬 유닛에 떨어지게 되고, 이때 정렬 

유닛의 핑거 실린더가 닫히게 되어 투하된 알약은 일

정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영상 촬영이 용이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알약들을 한곳에 모아두는 역할을 하

는 알약 수거통은 Fig. 6에서와 같이 콘 (corn) 형태

로 설계되어 잔여 알약들이 수거통의 중심부로 자연

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알약을 진공

으로 흡착하기 위해 진공 펌프, 진공 탱크, 에어 유닛,

및 진공 센서들이 필요한데, 이때 진공 센서는 알약

의 흡착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알약의 정면, 후면, 및 측면을 촬영하기 위해 90도 

단위로 회전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서

보 모터를 이용하여 정확한 각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전 시스템에 의해 분류된 

알약을 동일한 종류의 알약들끼리 수거하기 위해 분

류된 각각의 알약을 담을 탈착이 가능한 45개의 작은 

컵과 미등록 알약 혹은 폐기해야 할 알약을 수거하기 

위한 3개의 컵이 위치하도록 Fig. 7에서와 같이 턴테

이블을 설계하였다.

3.2 영상 처리 시스템

대상 알약의 형태, 크기, 및 색상을 인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한 비전 시스템을 이용

하였는데, 이때 기존의 프레임 그래버가 없어도 PC

와 인터페이스가 가능하여 제작 단가를 줄일 수 있는 

Giga Ethernet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였다. 또한 고광 

확산판을 통해 부드러워진 사각의 작은 앵글각의 백

색 간접 조명을 낮은 각도로 균일하게 조사하여 LED

광원의 형태가 노출되지 않고 그림자를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알약은 단색이거나 2가지 색상으로 구성되는 경

(a) (b)

Fig. 5. (a) Vacuum adsorption pad and (b) line-up unit. 

(a) (b)

Fig. 6. (a) 3D design and (b) actual appearance of a 

cone-shaped tablets container.

(a) (b) (c)

Fig. 7. Classification container for (a) each classified tablets and (b) unregistered or disposable tablets and (c) 

turntable with classification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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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대부분이어서 알약의 색상 정보는 2가지 색을 

저장할 수 있도록 구조체를 설계하였고, 비교 대상 

알약 템플릿의 정보는 인덱스와 이름으로 설계하였

으며, 알약의 측정 정보로는 가장 유사한 알약의 템

플릿 정보, 색상 정보, 유사도, 및 수거함 위치를 갖도

록 설계하였다.

본 영상 처리 시스템에서는 KPIC에 등록된 알약

의 형태를 템플릿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템플릿 등록 

과정을 수행하고, 이후 알약의 색상을 등록하는 과정

을 거친다. 템플릿의 형태는 Circle, Rectangle, Qua-

drangle, Capsule, 및 Ellipse로 분류하였고, 색상 값

은 9개 형태의 알약 영상에서 획득한 색상 (Hue) 값

을 지정하였는데, 이는 Table 1에서와 같다.

이와 같이 템플릿 알약에 대한 형태 및 색상 정보

를 구성한 다음, 실제 샘플 알약에 대한 촬영 및 영상 

분석이 진행된다. 먼저 정렬 유닛을 통해 이송된 알

약을 촬영하여 에지 검출[7]을 통해 배경과 알약 샘

플을 분리하고, 이후 샘플의 형태와 색상 정보를 검

출하며 마지막으로 알약의 가로 및 세로 길이를 알약 

영역 내 화소 개수에 기반하여 예측한다.

KPIC에 등록된 표본 샘플을 기준으로 알약 형태

와 색상을 이와 같이 분류하고, 이와 같은 알약의 형

태 및 색상에 대한 설정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하

여 9종의 서로 다른 알약 샘플을 대상으로 Fig. 8에서

와 같은 측정을 진행하였다.

서로 다른 샘플 시약 9종에 대하여 형태 및 색상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서와 같다. 실제 측정에 의

해 구해진 Table 2의 색상값과 Table 1에서와 같이 

등록된 템플릿의 색상 값과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

Table 1. Hue value by color of tablets

Color name Hue of region 1 Hue of region 2

Yellow 43 43

Red 1 12 12

Red 2 22 22

Blue sky 98 98

Orange 3 34

Near Black 34 42

White 84 84

Blue 230 230

Fig. 8. Measurement of the shape and color for 9 sample tab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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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알약 자

동 분류 시스템의 형태 및 색상 정보 측정은 신뢰성

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알약 자동 분류 방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보울 공급기 및 라인 공급기의 문제점인 끼임, 이

탈, 및 외관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 알약 

분류 시스템에서는 진공 흡착 방식을 이용한 알약의 

개별 공급과 알약의 형태, 크기, 및 색상을 자동 인식

하는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약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

여 시제품을 Fig. 9에서와 같이 제작하였고, 알약 인

식의 영상처리 과정은 샘플 알약을 촬영한 후 알약의 

에지를 검출하여 알약 객체를 추출하고 알약의 색상

과 형상, 그리고 가로 및 세로 길이 측정으로 구성되

는데, 이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제안한 알약 자동 분류 시스템의 알약 분류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해 5개의 샘플 알약에 대하여 가로 

및 세로 길이를 측정하는 시험을 진행하였다. 카메라 

촬영, 알약 영역 인식[7], 이진화 과정[8], 기하학적 

변환, 알약 영역 내 화소 개수 계산, 및 화소 개수를 

통한 길이 추정 등의 과정을 통해 Fig. 10에서와 같이 

알약 시료의 가로 및 세로 길이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약 크기 예측 알

고리즘에 의해 측정된 알약 시료의 가로 및 세로 길

이를 KPIC에 등록된 DB의 기준 길이와 비교한 결과

Table 2. Results of measuring shape and color

Tablets Shape Hue Color

Sample 1 Ellipse (42, 44) Yellow

Sample 2 Ellipse (12, 12) Red1

Sample 3 Circle (22, 22) Red2

Sample 4 Ellipse (98, 96) Blue sky

Sample 5 Circle (34, 34) Orange

Sample 6 Capsule (0, 0) Red1

Sample 7 Capsule (20, 20) Red2

Sample 8 Capsule (86, 84) White

Sample 9 Capsule (234, 230) Blue

Fig. 9. Design of the proposed tablet classification sys-

tem.

Table 3. Results of measuring tablet size by image recognition

Sample 알약 형상 KPIC DB [㎜] 영상 측정값 [㎜] 오차 [㎜]

덴큐정 (10.4, 10.4) (10.36, 10.36) (0.04, 0.04)

훼로바-유서방정 (11, 11) (10.96, 10.96) (0.04, 0.04)

에너맥스정 (8.5, 19.5) (8.62, 19.53) (0.12, 0.03)

아로나민실버정 (9.2, 19.2) (9.17, 19.19) (0.03, 0.01)

바로코민정 (8.4, 15.5) (8.4, 15.45) (0,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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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able 3에서와 같다.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KPIC DB에는 알약의 형상 및 크기 정보를 포함

한 해당 알약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본 실험의 기준 데이터로 설정

하였고 Fig. 10의 측정에서 획득한 가로 및 세로 길이 

값을 기준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

었다.

총 5종의 샘플 시약에 대한 측정 결과, 측정오차가 

발생하지 않은 알약 시료도 있었고 최대 0.12㎜ 정도

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마이

크로미터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버니어캘리퍼스 

등의 계측기로 샘플 시약을 측정하더라도 약 0.01～

0.05㎜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점을 토대로 영상처

리를 통한 0.12㎜의 측정 오차는 매우 신뢰성이 높고 

정확한 측정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알약들이 혼합된 알약을 종류

별로 분류하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

였다. 즉 Fig. 9에서와 같이 구성된 실제 알약 분류 

장치를 통해 자동 분류된 알약들은 Fig. 11에서와 같

다. 즉 서로 다른 8종의 알약 각 50개가 혼합되어 있

는 수거통에서 알약을 분류한 결과, ⑥ 및 ⑦의 종류 

알약 중 각 3개의 알약이 ①로 분류된 오류가 있었고,

나머지 6종은 정확하게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처방 변경에 따라 회수된 알약의 재분류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진공 흡착과 이미지 처리를 통해 개별 

공급 방법을 통해 알약의 형태, 크기 및 색상을 자동

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약 자동 

분류 시스템에서는 라인 공급기 방식이 아닌 진공 

흡착 방식의 알약 개별 이송을 수행함으로써 라인 

공급기로부터의 이탈 및 끼임이 발생하지 않고 이로 

인해 분류된 알약의 외관 오염도 발생하지 않는 장점

이 있다. 또한 개별 알약의 촬영 영상을 분석하여 에

지 검출, 영상 이진화, 및 알약 영역 내 화소 개수를 

Fig. 10. Software operation of tablet size measurement.

Fig. 11. Results of tablet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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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크기 측정 과정을 통해 알약의 색상, 형태, 및 

크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를 통

해 약학정보원에 등록된 알약의 정보와 거의 동일한 

정보를 측정할 수 있었고, 측정 오차 또한 매우 작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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