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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약국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약품 최초투입 시, 설비 운용 중에 수량 측정을 하지 않은 채 메모리 상에서만 수

량 관리를 해왔다. 이로 인해 설비의 오류 시 운용 도중 이미 차감되어 버린 약품에 대한 수량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수량 관리가 되지 않아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약품의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설비 외부에 약

품에 대한 잔량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없어 사용자는 해당 약품의 재고 소진 시 약품을 다시 채워 넣어야 했

다. 약품의 재고 소진 시 설비는 운용을 멈추기 때문에 재가동까지의 시간과 해당 약품을 다시 채워 넣는 시간까지의 

손해를 가진 채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약국 자동화 관리 시스템의 로봇에 변위 센서를 추가하여 약품들

의 수량을 수시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ABSTRACT

In the existing pharmacy automation system, quantity control was carried out only in the memory without first 
measuring the quantity of the medicine and during the operation of the facility. As a result, the number of drugs that 
have already been deducted during operation at the time of a facility error has not been managed. Serious problems are 
caused by important medicines that need to be managed because of lack of quantity control. In addition, the user had to 
refill the drug when it was exhausted because the user could not know the amount of the drug outside the facility. When 
the drug was out of stock, the facility was operating with loss of time to restart and the time to replenish the drug. Thus,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applied system to control the quantity of medicines frequently by adding displacement 
sensors to the robot of the facility.

키워드 : 변위 센서, 시각화, 약국 자동화 시스템, 캐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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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 여러 약국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설비 내의 약품 

수량 관리를 위해 메모리만으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설비의 운용 중에 오류 발생 시, 실행 중이던 작업에 대

한 약품들의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

서 지속적으로 설비 운용 시 메모리상의 수량과 실제 수

량이 맞지 않게 되어 설비가 오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약품에 대한 잔량을 확인하

기 위해서는 GUI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약국 자동화 시스템에 변위 센서

를 추가하여 약국 자동화 설비 내의 약품 수량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설비 내의 

약품 수량 관리를 메모리상이 아닌 실제 센서 측정을 통

해 2차적으로 관리하여 재고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에 설비 내의 로봇에 변위 센서를 추가하여 사용자

가 약품을 적재하거나 설비의 오류로 인해 재가동 시에 

해당 약품에 대하여 변위 센서 측정을 통해 해당 약품의 

수량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부분을 추가, 적용하였다. 또
한 아두이노와 LED를 추가하여 현재 설비 내 약품의 수

량에 대해 LED를 통해 보여줌으로서 사용자가 약품 적

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약국 자동화 시스템

2.1. 약국 자동화 시스템 구조

약국 자동화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구성하

였다. 메인타스크(MainTask)를 통해 상위 서버에서 받

은 처방전에 대하여 서브타스크(SubTask)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서브타스크에서 설비 내의 단위별 타스크로 

실제 구동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각 단위들은 해당되는 

메시지에 따라 해당 명령에 대해 PLC(Power Line 
Communication)를 통해 구동한다[1].

그림 2는 타스크를 도식화 한 것이다. 시스템에서 자

동 실행 상태가 되면 적재(Loading) 타스크는 쓰레드

(Thread)가 동작하기 시작한다. 사용자가 약품 적재 시

에 시스템 상의 상위 서버인 메니저 시스템에서 약품 적

재에 대하여 시스템에 적재 확인 명령을 준다. 롤링

(Rolling) 타스크는 PLC 단에서 센서를 통해 동작하기 

때문에 PLC의 상태만 실행 상태가 되면 세팅된 시간마

다 구동하게 된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Fig. 2 Tasks Relation

Fig. 3 S/W Architecture-Loading Task

설비가 자동 실행 상태일 때, 메니저 시스템의 상위 

서버에서 처방전이 내려오면 메니저 시스템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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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대하여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데이

터를 가공하여 적재한다. 시스템은 타이머를 이용하여 

주문에 관련된 테이블을 확인한다. 주문 관련 테이블에 

데이터가 생성되면 시스템은 각 단위별 타스크에 해당

되는 명령을 수행한다. 

Fig. 4 Rolling Task

그림 3과 4는 적재 타스크와 롤링 타스크에 대한 흐

름도이다[2]. 적재 타스크는 설비의 자동 모드에서 가동 

시 설정 주기별로 해당 타스크를 실행한다. 시스템이 비 

가동 상태이거나, 자동 모드가 아닐 때에는 사이클이 실

행되지 않는다. 설정 주기별로 서버 데이터베이스의 적

재 테이블에 접근하여 데이터가 존재하면 해당 데이터

를 재가공 한 뒤 로봇 구동을 시작한다. 적재 시에 사용

자가가 실제로 적재를 실시한 위치의 캐니스터(Canister)
로 로봇을 이동 한 뒤 바코드 스캔을 실시하고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비교를 한다.
롤링 타스크는 시스템에서의 제어와 관계없이 한 개

의 센서를 이용하여 PLC 제어를 한다[3]. 별도의 쓰레드

나나 타이머를 사용하지 않고, PLC 제어기 내에 소스 구

현부에서 장력 바 센서의 Up/Down 감지 유무를 이용하

여 약품의 포장지를 공급한다. 

Fig. 5 Picking Task

그림 5,6,7은 각각 픽킹(Picking), 패킹(Packing Basket), 

BHU 타스크에 대한 흐름도이다[4,5]. 프로그램은 시스

템의 가동 중에 처방전에 대한 데이터가 서버 데이터베

이스 테이블에 존재하면 해당 처방전에 대한 동작을 시

작한다. BHU 타스크는 바스켓 검출 센서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처방전 대기 위치까지의 바스켓 공급을 한

다. 처방전이 생기면 위 세 개의 타스크가 동작을 하는

데 바스켓은 패킹 단위로 바스켓을 공급하고, 픽킹 타스

크는 로봇에 해당 처방전에 대한 약품들의 픽킹 명령을 

수행 후 팩킹 단위로 약품을 옮겨 담는다. 패킹 단위에

서 환자의 정보와 약품의 정보가 담긴 처방전 내용을 포

장지에 라벨 프린터를 통해 출력하고 패킹 동작이 모두 

완료 되면 포장지에 담긴 약품들은 준비되어 있던 패킹 

단위 아래의 바스켓에 절단되어 담게 되고 절단 완료 플

래그를 통해 바스켓을 배출한다[6,7].

Fig. 6 Packing Task

Fig. 7 BHU Task

Ⅲ. 시스템 구성 및 구현

본 장에서는 변위 센서를 추가하여 약품 적재 시 바코

드 스캔 동작 후에 약품의 정보가 일치 하면 추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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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변위 센서에 들어오는 

값으로 해당 약품의 두께 값을 계산하여 현재 캐니스터

에 들어있는 약품의 수량을 산출해 낸다. 

3.1. 변위 센서를 추가한 시스템 구성

Fig. 8 Machine Architecture-Machine Flow with Displacement 
Sensor

그림 8과 같이 약품 적재 시, 바코드 스캔 동작 후에 

해당 약품의 데이터가 실물과 동일하다면(바코드 스캔

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 변위 센서 측정값을 이용

하여 약품의 수량을 산출해 내는 부분을 추가하였다. 기
존의 바코드 스캔을 통해 해당 위치의 맞는 캐니스터가 

입고가 확인되었다면 변위 센서가 해당 캐니스터를 측

정하여 로봇은 적재된 캐니스터의 좌표값으로 이동후 

바코드 스캔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해당 캐니스

터가 맞는지 확인한다. 상이할 경우 상위로 오류 보고를 

하게 되며, 운영자는 잘못 된 위치에 캐니스터를 입고하

였거나, 로봇에 장착되어 있는 바코드 스캐너의 측정 범

위를 확인해 봐야 한다.
변위 센서는 센싱되는 값을 mm 단위로 디스플레이 

하지만, 센서의 사양이 아날로그로 출력하는 센서 이므

로 A/D(Analog/Digital) 변환기를 이용하여 PC와 변환 

동안 시리얼 통신을 통해 측정한 아날로그 전압 값을 시

스템에 전달해 준다. 이 아날로그 전압 값을 가공하여 

입고된 약품의 두께로 측정하여 실제 측정된 값에 따른 

수량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림 9는 바코드 스캔이 정상적으로 전달된 후에 변

위 센서의 측정을 통해 입력받은 값을 가공하여 해당 약

품의 수량을 산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량을 기입하

는데 까지 흐름도이다.

Fig. 9 Displacement Sensor System

데이터의 타입이 전압이다 보니 약간의 진동에 의해

서도 전압값의 변동이 생기게 된다. 거리값 측정은 다음

과 같다. 바코드 스캔 후에, 총 다섯 번을 측정하여 해당 

값들을 정렬해 준다. 가장 상위 값과 하위 값을 제외한 

중간 세 개의 평균값을 PC로 받아서 센서가 보내주는 

거리 값으로 사용하게 된다.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하

는 이유는 분류를 통하여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시킴

으로서 센서의 헌팅을 보정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
론 다섯 번이 아닌 그 이상의 횟수를 측정하면 보다 정

확한 값이 나오겠지만 현재의 방법에서 228개의 캐니스

터에 대하여 Min, Max,약품 적재 등 테스트를 실시해 

본 결과 0 ~ 4mm의 오차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전압값을 mm로 환산하는 계산은 변위 센서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거리(2000mm)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약간

의 변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변위의 경우 설비마다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초 설정 시에 테스트를 통해 

설정해야 한다

시스템 구현은 기존 시스템에 변위 센서와 아두이노, 
LED를 추가하여 구성하였으며, PC는 윈도우즈7 
Enterprise 64bit, 센서는 keyence(LR-TB5000), 디바이

스는 아두이노 Uno, RS-232 PC to Board Connector, 
LED(WS2811_228EA)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3.2. 변위 센서를 통한 제품 수량 측정

3.1절에서 기술한 변위센서 측정을 적용시킨 후 지속

적인 약품 적재를 통해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었다. 
표 1은 변위 센서를 이용하여 약품의 적재 시에 변위 

센서를 통한 약품의 수량과 사용자가 입력한 약품의 수

량을 비교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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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 약의 수량과 센서를 통

해 측정한 값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다. 측정 결과 실

제 약품 수량 대비 약 1% 미만의 오차율이 발생하였다. 
다만 센서를 이용함으로서 운영자에 의한 사람 오류는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 번째 경우와 같이 실제 적

재된 약품의 수량은 120개 이고, 운영자가 적재 시에 입

력 수량을 100개로 저장을 했다고 가정해본다면, 변위 

센서의 측정을 통한 수량 파악으로 사람 오류는 예방 가

능하다.

Table. 1 Result of Displacement Sensor Measure

Result of Displacement Sensor Measure

User’s input 
value(EA)

Quantity of 
actual 

drugs(EA)

Measured 
value of 

sensor(EA)
Error rate(%)

124 120 119 0.83

140 130 129 0.76

80 80 80 0

100 120 119 0.83

따라서 최초 새로운 약품의 등록 시에 두께 값만 정확

하게 측정 되어 관리가 된다면 수량 산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자의 입력 수량과 변위 센서가 측정한 값이 사용

자가 설정한 값 이상 차이가 난다면, 상위 서버로의 오

류 보고를 하고, 설비는 오류 상태가 된다. 이하로 차이

가 난다면, 양쪽의 데이터 중 더 작은 값을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한다.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서 미리 운

영자가 캐니스터의 약품을 관리하게 하고 약이 떨어지

는 빈도가 줄어들게 되어 설비의 에러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3.3. 아두이노와 LED를 이용한 약품 수량 시각화

설비 운영 중에는 제품의 잔량에 대해서 운영자가 직

접 GUI를 통하지 않고 확인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아

두이노와 LED를 이용하여 약품 잔량에 대한 시각화를 

구현 하였다.
아두이노 보드는 PC와 RS-232 연결자를 이용하여 

통신을 구성하였다. 최초의 구성은 캐니스터의 수량이 

228개이고, 설비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하드웨어상 네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캐니스터에 대하여 한 섹

션별로 아두이노 보드를 하나씩 구성하였다. 하지만 전

기 배선의 복잡함과 케이블에 대한 노이즈 문제의 가능

성이 있어, 한 대의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하여 228개의 

LED를 구성하였다. 그림 10은 LED 시퀀스 흐름도를 보

인다.
설비의 가동/비가동 모드의 입력 센서를 통해 타이머

의 작동을 분기시키며, 데이터베이스의 캐니스터 테이

블에서 전체 입고 수량 대비 현재 수량에 대한 퍼센트로

LED를 출력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비 운영 중에 매번 약

품을 소모하기 전에 바코드 스캔을 통하여 위치를 확인

하고 변위 센서를 통하여 수량을 측정한 뒤 데이터베이

스에 수량 값을 기입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LED의 데

이터도 관리된다. 따라서 사용자/운영자는 설비 외부에 

있는 LED만 보더라도 약품의 재적재 시점을 파악하기

에 용이하게 하였다.

Fig. 10 LED Sequence Flow Diagram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약국 관리 시스템의 자동화를 통한 시

스템과 물류 자동화의 통합 관리 시스템 설계를 통해 구

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된 수준을 분석 하였고, 
해당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 적용하여 운영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수작업에 의존 하던 작업에 자동화 시스템 적용

을 통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시스템의 자동화로 인

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고, 이러한 결과로 인

력 감소와 더불어 생산성 향상이 실현되어, 인건비를 현

격하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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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변위센서를 이용하여 약품의 최초 투입 시 수량 

관리, 업무 시작 시, 설비 운영(업무 중) 시, 업무 종료 시

의 재고 파악 등에 이용하여 재고 관리에 있어서, 인력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최초 투입 시 사용자의 잘못 된 

수량입력을 변위 센서의 측정을 통해 예방하여, 데이터

의 정확성을 현격히 높일 수 있으며 오류 발생 후 설비 

재가동 시에 기존 오류처리 되었던 처방전에 대하여 재

시작하기 때문에 변위 센서를 이용한 해당 캐니스터의 

약품 수량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오류 후 약

품의 수량 관리가 되는 이점이 있다.
셋째,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약품의 수량에 대한 데이

터를 LED로 표출시키고 시스템 내의 약품 잔량의 시각

화로 인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연구

로는 변위 센서의 통신 타입별 분기 알고리즘 개발과 설

비의 확장성을 대비하여 아두이노의 수량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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