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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의료, 로봇, 보안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물체인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머신 
비전 시스템(Machine Vision System)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 방법인 광학식 머신 비전 시스템은 레이저나 조명 
장치 등을 이용하여 외관 검사에 적용되어 왔다[1,2]. 이러

한 검사 시스템은 전자제품 내부의 결함을 검출 할 수 없
기 때문에 정밀하게 결함을 검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X-Ray 비전 검사 방법은 내부 불량 검사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복잡한 전자 부품들과 전자제품의 고급화로 그 
응용분야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X-Ray 검사는 밀봉된 
전자부품(IC(integrated circuit), PCB(Printed Circuit Board), 
BGA(Ball Grid Array)) 뿐만 아니라  금속 내부 검사에 많이 
이용되며 내부 결함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5].  

본 논문에서는 X-Ray 를 이용하여 PCB, BGA 부품의 내
부의 결함을 판별하는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다
양한 실제 영상을 통해 실험하였고, 정확하게 불량을 판별 
할 수 있었다.  

 
2. X-RAY 비전 검사시스템  

X-Ray 촬영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번째로

Tomograpy 원리는 검사 물체가 회전함에 따라 단층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단층 촬영된 plane 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계
산하여 이를 3 차원 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Raminography 원리는 검사 물체의 단면에 대하여 일정각도 
기울인 채 회전하며 X 선을 대상 물체에 투시하게 되면 그 
면에서 기하학적인 초점 평면이 결정된다.  

본 시스템은 Tomograpy 원리를 사용했으며, X-Ray 
Detector 에 투영된 영상은 CCD 카메라(640*480)와 Matrox 
Frame Grabber 로 캡쳐 하였다. 영상 처리를 위해 Pentium 
1.2GHz 사양의 컴퓨터와 Visual C++6.0 을 사용하였다. 

Fig.1 은 X-Ray 검사 시스템 내부를 보여준다. 
  

 
Fig. 1 X-Ray Inspection System 

 
 

 
3. X-RAY 검사 방법  

3.1 PCB 검사 
 

PCB 검사는 크게 PCB 에 장착되는 전자부품의 브릿지 
검사와 홀 패턴 검사로 나눠진다. 브릿지는 PCB 의 납땜 
랜드 이외의 영역에 납이 존재하는 것으로 리드 피치가 작
을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진다. 브릿지검사는 검사 영역의 
원형인 납볼 영역을 검출하여 일차적으로 납볼수를 계수하

고 영역중심간의 거리를 비교하여 불량을 판별 할 수 있다. 
납볼 검출은 Hough 가 제안한 HT(Hough Transform)의 성능

을 최적화한 RHT(Randomized Hough Transform)를 적용하였

다[6]. RHT 는 기존의 HT 보다 복잡한 영상에서의 처리 시
간을 줄이기 위해 HT 의 5 차원 공간을 2 차원 공간(중점)
과 3 차원(변수) 공간으로 나눔으로써 Accumulator Array 을 
많이 감소 시켜 수행시간과 정확도를 향상 시켰다. 

제안한 영상처리 알고리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입력영상에 Median Filter 를 적용하고, Canny Edge 검출

기로 Edge 영상을 얻는다. 
2)  Edge 영상을 Labeling 하여 작은 영역을 불필요한 노이

즈로 간주하고 제거한다 
3)  RHT 를 이용하여 타원을 검출한다.  
4) 검출된 타원의 무게중심을 구하고 무게중심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5) 타원 중점수를 얻고, CAD 데이터 정보와 비교하여 결함 

판별한다. 
 

Fig.2 는 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얻어진 이미지를 보여

준다. Solder Bridge 상태이기 때문에 6 개 이상의 타원이 검
출되지 않고 3 개의 타원만 검출된걸 볼 수 있다.  

패턴 검사도 납볼 검사와 동일하게 RHT 알고리즘을 이
용한 타원의 중점을 구하고, 중점간의 Euclidean Distance 와 
CAD 데이터와 비교하여 불량을 판별 한다.(Fig.3). 
 

 
Fig.2 PCB Solder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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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PCB Hole to Hole Measurement 

 
3.2. BGA 검사  

최근 전자제품의 초소형화에 따라 PCB 기판 위의 부품

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BGA 형태의 패키지를 많이 사용

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BGA 는 기판 위에 장착되면 외
관 검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X-Ray 검사가 필수적이다. 
본 장에서는 BGA 볼 속의 공기 층 검사 알고리즘을 설명

한다. BGA 볼 속의 공기 층이 일정 수치 이상이 존재하면 
전자회로 사용 중 열과 충격에 의해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

고 점진적인 파괴가 일어나 결국에는 접촉 불량의 원인이 
된다.  

이진화 알고리즘의 경우 임계치를 결정하기 위해 히스

토그램을 사용하여 밝기 분포를 분석한다. 배경과 물체의 
밝기 차이가 크지 않거나 밝기 분포가 균일하면 히스토그

램 분석만으로 적절한 임계치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정확

한 BGA 검사를 위해 히스토그램을 통한 이진화 영상과 
Labeling 영상의 차분방법을 적용하였다. Fig. 4 는 BGA 결함

을 판별하기 위한 전체 알고리즘 흐름도를 보여준다. 
 

 
Fig. 4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BGA inspection 

 

   
(a)                          (b) 

   
(c)                        (d) 

Fig. 5 (a) BGA Voids Image (b) Histogram (c) Edge Image 
     (d) Threshold Image 

입력 이미지로부터 전처리 과정으로 Madian Filter 를 적
용하고, 이진화 과정과 Edge 검출 및 Labeling 과정을 동시

에 수행하여 구해진 영역의 차분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Voids 영역을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이진화 기법만 적용

한 방법보다 보다 더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 Fig. 5 는 각 
단계별로 얻어진 영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구해진 Voids 의 
비율이 BGA 볼 하나당 40% 이상이면 결함으로 판정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광학적 머신 비전의 단점인, 내부 결함 

검사가 가능한 엑스선 머신 비전 시스템과 영상처리 알고

리즘을 개발하였다.  
1) PCB 검사는 PCB 에 장착하는 전자부품의 브릿지 검사와 
홀 패턴 검사를 위해 RH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결함 검사

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복잡한 영상에 대해서는 수행시

간이 오래 걸렸으며, 오차가 발생하였다.   
2) BGA 검사는 이진화 영상과 Labeling 영상의 차분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BGA voids 결함 검사를 하였다. 이진화 알고

리즘의 경우 밝기 분포에 의해 정확도가 결정 되지만 본 
방법은 밝기 분포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정확한 검사를 
하였다. 
   차후 복잡한 영상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해 3 차원 X 선

을 이용하여 CAD 데이터와의 매칭을 통한 방법을 연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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