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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을 이화학, 약학, 생물학 및 의학 등 다양한 연구실험분야에 적용한 경우 다양한 센서와 기기를 부착하

여 지능적으로 연구장비 및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함으로써 연구실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시약의 정확하고 편리한 기록관리 및 실험과정의 연구이력과 근거, 역추적성 등을 위해서는 실시간 시약 계량 및 등

록의 연구지원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기존 시약관리방법은 전산 관리방법을 이용하지만 시약등록과 

관리가 일체화된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또한 수기에 의한 기록 관리가 대부분으로 실험에 대한 기록오

류 및 많은 시약에 대한 계량 및 등록에 대한 소요시간이 큰 점 등 번거로움과 문제점들이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상인식 및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방식에 의한 시약 등록과 동시에 전자저울로 계량 측정된 시약정보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IoT 기반 실시간 시약 계량 및 등록 방법을 연구하였다.

ABSTRACT

When IoT is applied to various research experiment fields such as physics, pharmacy, biology and medicine, it can 
increase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researchers by intelligently monitoring and controlling research equipment and 
environment with various sensors and devices. For accurate and convenient record management and the research history 
and the basis but also for the reverse tracking, real-time reagent measurement and registration should be provided as a 
research support automation services. Currently, existing methods of reagent management are operated by computerized 
method, but reagent registration and management are not automated. And also record is managed manually, there are 
many hassles and problems such as a record error and too much time required for quantification and registration for many 
reagents. In this paper, we study a real time reagent measuring and registration method based on IoT to resolve the 
problems aforementioned, by the information of the reagent acquired by image recognition and NF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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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험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약은 다양한 분야에서 

물질의 성분을 검출 및 시험 또는 정량화하기 위해 연구

실험에 사용되는 약품 또는 시료이다. 시약의 정확하고 

편리한 기록관리 및 실험과정의 연구이력과 근거, 역추

적성등을 위해서는 실시간 시약 계량 및 등록의 연구지

원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약 등록 및 관리방법은 수기에 의한 기록 관리

가 대부분으로 실험에 대한 기록오류 및 많은 시약에 대

한 계량 및 등록에 대한 소요시간이 큰 점 등 번거로움

과 문제점들이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화학, 약학, 생물학 및 의학 등 

다양한 연구실험분야에서 물질의 성분을 검출 및 시험 

또는 정량화하기 위해 연구실험에 사용되는 시약 계량 

및 등록의 연구지원 자동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것으

로 영상인식 및 NFC 방식에 의한 시약 등록과 동시에 

전자저울로 계량 측정된 시약정보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상 및 NFC 기반 실시간 시약 계량 및 등록 시

스템을 제안한다. 

Ⅱ. 관련 연구

2.1. 시약 관리 방안

기존 시약 관리 방식에서 Inventory 방식은 보유 시약 

및 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물질 특성 정보를 등

록하고 검색하는 소프트웨어로, 화학구조와 샘플 정보, 
시약 보관 위치 정보를 함께 관리하며, 바코드 시스템과 

연동하여 손쉽게 반입·반출을 수행한다[1]. Chemoventory 
방식은 웹에서 로그인하여 사용하는 시약 관리 소프트

웨어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HTTPD 
+ MySQL + PHP 설치를 하여 사용한다[2]. CISPro 방
식은 웹기반 시약관리 소프트웨어로 Desktop 모델은 데

이터베이스를 공유하지 못한다[3].
기존 시약 관리 방식들은 시약 재고 관리를 주요 특징

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약의 계량 

기능과 등록을 함께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 및 구현하여 

기존 시약 관리 제품과는 차별성이 있다.

2.2. 실험실 안전 적용 기술

실험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환경 사항 및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다음과 같다. 
밀폐공간내의 유해가스 또는 화재와 같은 재해와 연

관되어 작업자가 부상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종

종 발생하여,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자의 질식사고, 화재 

및 폭발사고 등의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밀폐공간 작

업자가 진입하기 전에 관리감독자에 의한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4-8]. 이에 본 논문에

서는 측정 장치를 통해 5대 유해가스(O2, CO, H2, H2S, 
CH4)와 온도, 습도 측정데이터를 IoT 기반의 송수신을 

통해 관제센터로 전달하고 밀폐공간 작업자에게 위험

경보를 해주는 방안을 제시한다.

2.3. 영상 인식 기술

영상인식 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서 ZBar와 OpenCV를 이용한다. ZBar 라이브러리를 사

용하면 바코드/QR 코드를 스캔하는 작업이 매우 간단

하다. ZBar는 여러 바코드/QR 코드 유형을 식별하고 해

당 위치의 좌표를 지정할 수 있다.
OpenCV를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바코드 및 QR 코드

를 스캔하는 기능과, 실시간 영상처리기능을 이용하여 

바코드와 QR 코드를 읽는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다.

2.4. 전자계량 기술

본 제안 시스템에서는 전자저울과 IoT를 적용하여 

실시간 계량 및 원격 교정 관제 등 네트워크 기반의 서

비스 개발을 한다. 시약 무게 5kg 정도의 계량이 가능하

고 측정 분해능은 소수점이하 두 자리가 가능한 전자저

울을 선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ND사의 디지털 

저울인 GF-4000 제품을 활용한다. GF-4000 전자저울

은 저울과 PC 외부입력을 위해 RS-232C 통신 인터페이

스(D-Sub 25pin)를 제공하며, 데이터통신 소프트웨어 

WinCT를 제공한다. 저울의 교정을 위해 분동에 의한 캘

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조작키로는 ON/OFF 키, 
SAMPLE 키, MODE 키, CAL 키, PRINT 키, RE-ZERO 
키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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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시간 시약 계량 및 등록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시약 계량 및 등록을 위한 시스템 구조와 

시스템 제어 처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영상인식 처리 

알고리즘, 시약 계량 처리 방법,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

법의 설계 내용을 다룬다.

3.1. IoT 기반 실시간 시약 계량 및 등록 시스템 설계

본 시스템은 필요한 서비스 기능 및 시스템 운용 기능

에 대해 모듈 단위로 다음과 같이 구성 및 설계한다. 이
의 시스템 구조를 그림 1에 보인다. 
⦁MCU 제어 모듈(MCM : MCU Control Module)은 시

스템 제어 처리, 시약 등록관리 NFC 처리, 시약 무게 

처리, RF 통신 처리, 센서 및 LED 등 시스템 필요 구

성 장치들을 수행한다.
⦁RPI 제어 모듈(RCM : Raspberry Control Module)은 

시약 영상인식 처리, 서버 I/F 처리, 모바일 앱 I/F 처
리, 표준 인터페이스 통신 처리를 수행한다. 

⦁서버 관리 모듈(SMM : Server Management Module)
은 서버 및 DB 관리 처리를 수행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UIM : User I/F Module)은 

사용자 운용을 위한 Web PC 처리, Mobile 앱 처리를 

수행한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시스템의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시작되면 MCU 제
어 모듈과 RPI 제어 모듈을 통해 시스템 필요 구성 장치

들의 초기화 절차를 수행한다. 시스템 LED를 On하고 

사용자 I/F 장치들과 통신 상태를 확인하고, 시약 계량

을 위한 전자저울의 초기화를 수행한다. 응용프로그램

의 수행 명령에 따라 MCU 제어 모듈의 레이저 센서에 

의해 시약 감지 후 ID 등록을 위해 NFC 태그를 읽어 

NFC 시약 등록 ID를 획득한 후 시약 계측을 위해 전자

저울 절차로 간다. 시약 감지 후 ID 등록을 위해 NFC 태
그가 없을 경우 영상 처리 절차를 수행하고 레이블 등록 

ID를 획득한 후 시약 계측을 위해 전자저울 절차로 간

다. 전자저울 처리 절차에서는 시약을 전자저울로 계량 

측정하여 시약의 무게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한다. 
MCU 제어 모듈은 센서로 부터 입력되는 센서값을 데이

터베이스에 적재하고 사용자 I/F에 전송한다. 

Fig. 2 System Flow

3.2. 시스템 제어 처리 설계

본 시스템이 시작되면 응용프로그램과 RPI 제어 모

듈과 MCU 제어 모듈간의 프로그램 상태 정보를 통해 

시스템 제어 처리를 수행한다. 시약 관리정보 획득을 위

해 ID 인식 절차는 NFC 태그 Reading에 의한 시약 ID 
등록 절차방법과 시약병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의 영상

인식에 의해 이미지 및 바코드 인식을 통한 시약 ID 등
록 절차방법으로 한다. RPI 제어 모듈에서는 영상인식 

처리를 담당하고, MCU 제어 모듈에서는 NFC 태그 

Reading 처리를 담당한다. 시스템 제어 처리 알고리즘

은 그림 3과 같다.



영상 및 NFC 기반 실시간 시약 계량 등록 시스템

655

Fig. 3 System Control Process Algorithm

Fig. 4 Image Recognition Process Algorithm

3.3. 데이터베이스 설계

본 시스템은 MCU 제어 모듈에서 시스템 제어 처리, 
RF 통신 처리, 센서 및 LED 등 시스템 필요 구성 장치들

을 수행하며, RPI 제어 모듈에서 시약 영상인식 처리, 시
약 등록관리 NFC 처리, 시약 무게 처리, 서버 I/F 처리 

등을 수행한다. MCU 제어 모듈과 RPI 제어 모듈에서 

처리 된 데이터들은 서버 관리 모듈로 전송하며 서버에

서 수신한 IoT 센서 데이터 및 시약 관련 정보들을 데이

터베이스에 적재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사용

자에게 시약 정보 조회 서비스/연구 지원 서비스와 같은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1은 데이

터베이스 구조를 나타내었다.

3.4. 영상인식 처리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시약의 바코드나 2차원 바코드 

정보에 대해 ZBAR 오픈 소스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영상처리과정은 영상획득을 위한 프레임크기를 설정

하고, ZBAR 셋업과 함께 이미지 스캐닝 과정과 스캐너 

환경 구성을 수행한다. 프레임 획득 후 컬러 변환을 하

고 스캐너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Wrapping 한다. 이미지

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시약 ID 여부 확인 체크와 연속적

으로 3회 동일 이미지 획득 성공 체크를 한 다음 데이터

베이스에 적재한다. 이의 흐름을 그림 4에 보인다.

Table 1. Database Structure

Table_Name Description
Reagent_Info Reagent Information
IoT_Devices IoT Device Type

Researcher_Access Researcher Near Access State
NFC_Read NFC Reading State and Value

Image_Process Image Process State and Value
Regent_Measure Balance Reagent Mesure State and Value

Report_Data Report Data State and Value
Balance_Status Balance State and Weight of Reagent
Sensors_Data Sensors Type and Data

3.5. 시약 계량 처리 방법

본 논문에서 시약에 대한 무게 측정 처리는 사전에 전

자저울의 초기화 절차를 통해 안정화를 확인하고 시약

정보등록 및 영상인식처리를 마친 후 수행한다. MCU 
제어 모듈을 통해 시약을 전자저울에 올려놓으면 무게

를 측정하고 그 시약의 무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한다. MCU 제어 모듈과 전자저울간의 통신은 RS-232C
를 이용한다. 시약계량처리 과정은 그림 5와 같다.

Fig. 5 Reagent Weighting Measur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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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약 계량 및 등록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제안 시스템의 구현 내용을 다룬다. 

4.1. 제안 시스템 구성

제안 시스템은 MCU 제어모듈, RPI 제어모듈, 시약 

라벨 전송용 스트리밍 카메라와 시약 라벨 영상인식용 

이미지 캡쳐용 카메라, 시약 무게를 계측할 수 있는 전

자저울, NFC 태그 리더기, 레이저 센서, 온습도 센서, 
CDS 센서, LED 조명,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용 

터치 패널로 구성된다(그림 6).

Fig. 6 System Block Diagram

4.2. MCU 제어 모듈 구현

이는 시스템 제어 처리, 초기 영상 인식 등록 후 시약 

등록 관리를 위한 NFC 처리, 시약 무게 처리, RF 통신 

처리, 센서 및 LED 등 시스템 필요 구성 장치들의 동작

을 수행한다. ATmega328/TQFP32 MCU를 사용하며, 
RS-232 통신, 온습도 및 CDS 센서를 구성하여 구현한

다. NFC 처리는 RFID-RC522 모듈을 이용하여 구현한

다. RF424와 CC1101 칩을 이용하여 RF 트랜시버를 구

현하여 별도의 RF 채널을 이용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그림 7).

Fig. 7 MCU Control Module

4.3. Raspberry Pi 제어 모듈 구현

이는 시약 영상인식 처리, 서버 I/F 처리, 모바일 앱 

I/F 처리, 표준 인터페이스 통신 처리를 수행한다. 이를 

Raspberry Pi 3 모델을 활용하여 S/W를 구현하였다(그
림 8).

Fig. 8 RPI Control Module

4.4. 서버 관리 모듈 구현

서버 및 DB 관리 처리를 수행한다. 서버 DB 시스템

은 MySQL C Connector를 사용하였다. 그림 9는 서버의 

My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시약의 등록정보, 카메

라 영상인식 정보, 시약 전자저울 계량 정보, 센서 정보

등을 조회(Query)한 결과 테이블을 나타낸다.

4.5.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 구현

사용자 운용 S/W 개발 사용자 운용을 위한 웹 처리, 
모바일 앱 처리를 수행한다. 그림 10은 개발한 터치 패

널의 모바일 앱 구현 결과를 나타낸다. 

Fig. 9 Reagent Information Query Data Record

4.6. 개발 시스템 시험

시약 등록 기능, 영상인식 기능, 시약 계량 기능에 대

한 기능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스템 작동은 시스템 

LED 점등이 되고, 전자저울에 시약병을 올려놓았을 때 

레이저 센싱에 의해 시약병 감지와 함께 카메라 LE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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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등된다. 전자저울이 시약의 무게를 계량하여 전자저

울에 나타내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 무게값을 전송

후 적재하고, UI 터치 스크린에서 시약병의 영상 이미지 

화면과 시약의 무게값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나타낸 결

과이다. 그림 11은 IoT 기반 실시간 시약 계량 및 등록 

시스템의 구현 결과를 나타낸다.

Fig. 10 User Interface Application Result

Ⅴ. 결 론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시약은 정확하고 편리한 기록

관리 및 실험과정의 연구이력과 근거, 역추적성 등을 위

해서는 실시간 시약 계량 및 등록의 연구지원 자동화 서

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시약 등록과 동시에 전자저울로 

계량 측정된 시약정보를 IoT 기반 실시간 시약 계량 및 

등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Fig. 11 Reagent Registration and Measurement Result

전체 시스템 구성은 모듈별 설계 및 개발을 하였으며, 
구현된 개발 시스템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약 등록 및 

계량 동작 및 기능 확인을 하였다. 응용프로그램 수행 

명령에 따라 MCU 제어 모듈의 레이저 센서에 의해 시

약 감지 후 ID 등록을 위해 NFC 태그를 읽거나 영상 처

리 절차를 수행하고 레이블 등록 ID를 획득한 후 시약 

계측을 위해 전자저울 절차를 수행한다. 전자저울 처리 

절차에서는 시약을 전자저울로 계량 측정하여 시약의 

무게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한다. MCU 제어 모듈은 센

서로부터 입력되는 센서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고 

사용자 I/F에 전송한다.
본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시약 등록 기능, 영상인식 

기능, 시약 계량 기능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사용

자 인터페이스 앱을 통해 시약 등록 및 계측 과정이 잘 

처리되었으며, 서버 및 DB에 시약 등록 정보가 잘 적재

되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시약 정보조회를 통해 시약

관리 정보가 잘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시약 관리 방식들은 시약 재고 관리를 주요 특징

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약의 계량 

기능과 등록을 함께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 및 구현하여 

기존 시약 관리 제품과는 차별성이 있다.
향후 연구로는 시약 계량 및 등록 시스템의 시약 정보 

관리에 대한 사용자의 연구이력 및 역추적 등 자동화 연

구지원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OTA(Over the Air) 방식

의 자동 업데이트 관리 등 원격 관리 서비스 개선과, 제
품 상용화를 위한 차별적 요소인 DNN(Deep Neural 
Network) 기반의 CAS 문자인식 영상 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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