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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제약 제조 산업에서 영상처리를 이용한 자동화 검사가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는 제약 공정에서 알약(tablet)의 제조 

속도가 빨라 기존의 육안 검사로 알약의 외관의 이상 유무와 

이물질 검사 또는 다른 알약에 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약 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알약 외관 검사를 

위한 영상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알약의 외관 검사를 위한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영상 검사 시스템

 제약 공정에서 알약의 외관을 검사하기 위하여 Fig.1과 같이 

카메라와 조명 장치로 구성된 영상 검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현재 구성된 장비는 자동화 공정 장비에 탑재되기 전에 간이로 

구성한 영상 처리 시스템으로 주어진 카메라 FOV내에 1개 또는  

2개의 알약이 영상에 획득 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알약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알약의 다양한 형태와 색상을 가지므로 Fig 2.와 같이 백색 

LED를 이용한 링 조명 시스템과 다양한 형상을 그림자 없이 

영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링 조명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카메라는 색상을 인식해야 하므로 칼라를 획득할 수 있는 소니사

의 xc-003모델을 사용하였다

Fig. 1 Visual Inspection System for Tab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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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SONY xo-003 CAMERA(letf),
 Specifications(right)

 
3. 영상처리

   3.1 좌표에 따른 RGB값
    알약은 외관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치가 컬러이다. 만약 

다른 칼라의 약이 포함될 경우 제약 회사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명이 밝기의 변화에도 칼라 인식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칼라 인식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획득된 영상에

서 좌표의 x, y값과  RGB값 식(1)로 표시되며, 조명의 변화이 

민감하지 않도록 식(2)에서 각 R,G,B값의 합을 구한되 식(3)에서 

와 같이 RGB을 퍼센트 값을 변화하였다. Fig.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

r=GetRValue(x,y);            
g=GetGValue(x,y);                  (1)

b=GetBValue(x,y);

   
sum=(float)r+g+b;                    (2)

    
PER_R=(r/sum)*100;

PER_G=(g/sum)*100;                  (3)

PER_B=(b/sum)*100;

Fig. 3 Color extra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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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olor 영역 추출을 이용한 알약 인식

Fig. 4 Color matching for tablet

획득된 영상에서 미리 학습 시킨 색상과 비교하기 위하여 학습에 

사용한 R,G,B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하여 원하는 색상만 

추출하면 그림 4와 같이 배경과 알약을 분리 할 수 있으며, 다른 

색상의 알약인지를 검사할 수 있다.

3.4 Gray 변환

  칼라 영상 처리는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므로 특징치 추출을 

위해서 Fig.4과 같이 알략의 색상을 찾은 다음 흑백 영상으로 

식(4)와 (5)를 이용하여 변환 시켰다. 

          gray=(r+g+b)/3;                      (4)
      (r * 0.30F) + (g * 0.59F)+( b * 0.11F);            (5)

Fig. 5 Color to Gray conversion
   

3.5 이진화 영상처리 및 특징치 추출

 흑백으로 변환된 영상으로부터 배경과 영상을 분리하기 위하여 

최적 이진화를 사용하였다. 잘 설계된 조명의 경우 최적이진화만

으로도 쉽게 배경과 알약을 분리할 수 있었다.

Fig. 6 Auto-Threshold result
이진화된 영상에서 2개 이상의 알약이 획득될 경우를 대비하여 

라벨링 영상처리 과정을 통하여 비슷한 밝기 값을 가지는 픽셀의 

연속 값을 분리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라벨링 과정을 통하여 획득된 영상에서의 알약을 분리하고 각 

알약에서 크기나 구멍 의 수, 경계 형상 등을 영상처리를 통하여 

특징을 추출 할 경우 알약 검사의 중요 외관 특징치로 사용될 

수 있다.

 라벨링 영상 처리 후 알약의 중심을 빠르게 추출하기 위하여 

심을 빨리 구하기 위하여 4 pixel씩 건너뛰어 알약의 중심을 구하

였다.  그 과정은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 Center of mass

                               (6)

  
    중심을 추출 후 중심으로부터 외각의 에지를 구한 뒤 에지의 

위치로 알약의 형태가 원형, 타원형, 사각형인지를 판별하고 미리 

학습된 형태의 외관 형태와 비교하여 다를 경우 불량으로 판별하

고 그 좌표를 알려 주어 불량 알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분리 장비에 줄 수 있도록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알약의 외관인식을 위한 광학 시스템 구축에서 

검사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실제 알약 검사에 적용하였다. 
현재 다양한 알약 검사를  위해서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보완해야 

하며 빠른 영상 획득을 위한 스트로브 조명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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