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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onics in modern lives have become more miniaturized and precise. Multi Layered Ceramic Capacitor (MLCC)

occupies 50% of electronic components consisting of electronics. This high volume of the production needs high speed

and more precise machine performances. The dominate parts of the production equipments are the module transporting

components and the visual inspection module. Most visual inspection has been off-line because of the image processing

time. In this paper, a new image processing method is proposed to reduce thousands of matrix calculation for image

processing and realize on-line high spee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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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컴퓨터, TV,

오디오, 냉장고, 전자레인지, PMP, MP3 등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은 점점 경량화 및 소형화되고 있다. 또

한 우주-항공산업 분야 및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측정

장비 및 전기 제어장치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는 초소

형의 SMD(Surface Mount Device) Chip 형태의 전자

부품이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MLCC(Multi Layered

Ceramic Capacitor)는 전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콘

덴서의 일종이며, 오늘날 SMT에 사용하는 가장 보편

적인 콘덴서 형태이다. SMD Chip 중에서도 대표적으

로 최근 MLCC 제조기술은 전자장비들의 계속적인 소

형화 추세를 가능하게 하도록 초소형화, 고용량화 되어

가고 있다. MLCC의 수요 역시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휴대용 전화기 한 대당 약

250개, PDA에 약 350개, 디지털 TV에는 약 700개 정

도 사용되며, MLCC가 전자부품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제품이 소형화 되고 고성능화 됨에 따라 그에 맞는

부품의 수요는 필수적이며, 장비산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부품산업의 발전에 따라 부품의 수요도 급

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부품의 생산은 정확도와 더불어

생산성도 만족시켜야 한다. 결국 전자부품 생산장비의

생산공정, 검사공정, 포장공정까지 모든 공정에 고생산

성, 고품질성이 포함된 포괄적인 장비 기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MLCC 검사 및 Taping 장비는 최대

5,000(ea/min)의 생산량을 보이는 일본업체와 달리 국

내 업체의 기술력으로는 생산성과 품질을 기대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국내 한 Vision 업체에서 용량검사, 외

관검사, Taping, 세가지 공정을 처리하는 설비를 제작

한 바 있으나, 일본 설비에 비해 생산성이 60~65%정도

밖에 되지 않아 생산성 저하문제로 현장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각각의 요소 기술 개발 및 고속 공

정에서의 각 요소별 동작 동기화 기술개발이 절실한 상

황이다. 따라서 전자부품 제조 설비의 성능이 매우 중

요하며, 현재 가장 필요시 되고 있는 부분은 전자부품

의 외관을 실시간으로 고속 검사하는 기술이며 다양한

전자부품의 외관 검사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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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중 스레드를 사용한 경우가 있으나 100msec의

검사속도 정도이다[4,5].

본 논문에서는 단위 부품의 검사 속도를 10msec이

내의 고속 외관 검사 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 이미지 처리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SMD Chip의 외관 및 불량기준

전자 부품의 소형화에 따른 전자기기의 핵심부품(저항,

커패시터, 인덕터)은 SMD(Surface Mount Device)형태

로 일반화되어 제조되고 있는 주된 SMD의 형태는 칩

인덕터(Chip Inductor), 칩 저항(Chip Resistor), 칩커패

시터(Chip Capacitor) 등이 있으며 이것에 대한 칩 커

패시터의 다양한 형태 및 크기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칩의 외관 구조는 Fig. 1에서 D부분에 해당하는 양

쪽의 전극과 전극부분을 제외한 바디부분으로 구분되

는데 칩의 불량은 칩의 바디부분의 깨짐, 전극의 벗겨

짐, 전극길이 불량, 전극부분의 기울어짐 등으로 구분

된다.  칩의 깨진 불량의 경우 깨진 면적이 바디부분의

면적의 10%이상이 되면 불량으로 처리된다.

3. 검사시스템의 구성

3.1. 제어기 구성

검사 시스템은 전자부품 이송 시스템, 조명 장치, 영

상처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속으로 이송되

는 전자부품을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부의 외관검

사(파손, 긁힘, 색상 변화, 외부전극손상)를 수행하고

영상처리 결과는 호스트PC에 전송한다. 

고속이동, 급속정지의 반복동작을 위해 Oriental

ARM46-AC Step Motor를 사용하였으며 고속촬영이

가능한 Table 1과 같은PGR Grasshopper 03K2 CCD

Camera를 사용하여 Fig. 2와 같이 검사시스템을 구성

하였다.

3.2. 조명의 구성

고속 이송 대상체인 SMD 칩 1005에 적합 하고 외

관특징 검출에 적합한 조명을 선정하기 위해 할로겐

램프 조명, 동축 LED 조명, 돔(Dome)형 LED조명을

실험 하여 비교 하였다.

Fig. 3처럼 여러 조명 방식 중에서 약간의 굴절이 있

는 표면과 광택이 있는 물체의 크랙과 금속 표면을 균

일하게 비추는 용도에 최적화 된 돔형 LED 조명을 선

정하였다.

한편 최대한 짧은 셔터스피드를 적용 시켜야 하기

때문에 영상의 밝기가 감소 되는 문제는 기존의 연속

적 전원공급 방식 대신 트리거(tigger) 신호와 동기화하

여 순간적으로 최대 밝기를 내어 주는 스트로브

(strobe) 전원공급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하였다.

3.3. 영상처리 시스템의 선정

영상처리 시스템의 성능은 전적으로 CPU의 연산 성

능에 달려있다. 따라서 CPU성능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상처리 시스템으로 사용될 PC의 사양을 선정하였고

주요 사양은 Table 2와 같다.

Intel Core i7 980EX CPU는 물리적 코어가 6개이며,Fig. 1. An examples of MLCC SMD chip.

Table 1. Specification of CCD camera

Specification Grasshopper 03K2

Imaging Sensor
Kodak KAI-0340D 

Progressive Scan CCD

Resolution 640(H) × 480(V)

Sensor Pixel Size 7.4×7.4 µm

Maximum FPS 200 FPS

Digital Interface IEEE-1394b

Fig. 2. Block diagram of insp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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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GHz의 동작주파수로 현존하는 PC용 CPU들 중에

서는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MMX, SSE4.2

등의 멀티미디어 성능을 향상시키는 명령어도 내장되

어 있어 영상처리에 더욱 효과적이다.

램(RAM)은 CPU와 Memory간의 병목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1,600 MHz로 동작하는 EK Memory의 DDR3

RAM을 사용하였고 그래픽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Nvidia GeForce GTS250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구성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처리를 하

기 위한 플랫폼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쥬얼 스튜

디오2008을 사용하였으며 MFC 대화상자 기반으로 시

스템을 프로그램 하였다

또한 이미지 처리 속도를 높이고 병렬처리 알고리즘

사용을 위하여 OpenMP가 사용 가능한 Intel C++

Compiler Professional 11.0.065 버전을 기본 Compiler

로 사용하였다.

3.4. 영상처리 소프트의 개발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는 Fig. 5와 같이 크게 카메라

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PC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영상

입력부, MLCC의 크기와 마스크의 크기, 솔더와 바디

의 임계값을 결정해주는 파라미터 입력부, 영상 처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영상 디스플레이부, 솔더의 길이와 솔

더와 바디의 결함 면적을 출력하는 결과값 출력부로

구성되어 있다

4. 불량 검사 알고리즘

본 논문의 영상처리 알고리즘은 크게 솔더(solder)

부분의 불량 검출과 바디 부분의 불량 검출로 나누어

져 있다. 솔더 부분의 영상처리 알고리즘은 세개의 단

계로 구성되어 있고 바디의 영상처리 알고리즘은 네개

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Fig. 6은 솔더 부분

불량검출 알고리즘 흐름도이다.

영상취득 후 영상의 이진화, 블러링 과정을 거치고

왼쪽, 오른쪽의 전극부분만 남기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진화를 거치면 Fig. 7의 결과를 얻게 된다. 여기서

Fig. 3. Various images depending on various lights.

Fig. 4. Images with different power supply types.

Table 2. Specification of image processing system

parts Specifications

CPU Intel Core i7 

RAM EK Memory DDR3 2G PC12800 / 1600 MHz

VGA Nvidia GeForce GTS 250 512MB

Fig. 5. Image processing software.

Fig. 6. Flow chart of algorithm for solder-part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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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더의 데이터에서 센터의 좌표를 검출한 후에 솔더

부분의 기울기, 길이, 면적을 계산하면 불량을 판정할

수 있다.

바디의 불량검출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솔더 부분의

불량검출과 유사하지만 솔더의 영상이미지를 사용하는

점에서 다르며 바디의 영상처리 알고리즘은 Fig. 8에 나

타내었다.   먼저 바디의 영역을 검출하기 위하여 전

단계에서 추출한 솔더 부분을 이용하여 MLCC의 영상

에서 솔더 영역을 Black 처리하면 나머지는 솔더 부분

의 불량검출 방법과 유사하다.  Fig. 7의 과정을 거쳐

추출된 결과는 Fig. 9이며 이를 바탕으로 불량을 판정

할 수 있다.

솔더부분 및 바디부분은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수행

가능하며 특히, 좌측과 우측의 영상처리는 병렬처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을 동시에 실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바디부분의 영상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 불량검출의 속도를 현저히 줄였다.

5. 병렬처리 기법의 적용

초기에 불량검출을 위한 알고리즘 구현에 따른 처리

속도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data처리과정은 약 5 msec가 소요되고 실제 불량검사

와 관련된 processing 과정은 약 20 msec로 나타났다. 

앞 절에서 언급한 솔더부분의 좌측 및 우측의 병렬

처리는 OpenMP의 #program omp parallel section 지

시어를 사용하여 Table 4와 같이 구성하여 cpu별로 할

당을 하였다.

Fig. 7. Images of after STEP 3.

Fig. 8. Flow chart of algorithm for body-part inspection.

Fig. 9. Image of after STEP 7.

Table 3. Execution time of each function

Function Time (msec)

Image loading 1.2

Image sizing 3.2

Image processing about 20

System handling about 5

Total about 30

Table 4. Parallelization of image sizing part



전자부품의 고속 외관검사를 위한 시스템 설계 43

Journal of KSDT Vol. 11, No. 3, 2012

6. 실험 결과

CCD에서 획득한 이미지를 처리하고 불량판정에 소

요되는 계산 시간은 Table 5와 같이 병렬처리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30 msec이었으며 병렬처리기법

을 사용한 경우는 7.7 msec가 소요되었다.

4절에서 적용한 불량 검사알고리즘에 따라 양품, 불

량품의 경우를 확인 하였다. 오차의 정의는 아래와 같

이 정의되며 오차가 10%이상인 경우는 불량으로 판정

한다. 

Fig. 10의 경우는 정상 MLCC의 알고리즘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왼쪽, 오른쪽의 솔더부분의 면적을 계산

하여 오차를 계산한 결과는 각각8.14% 와 5.74%로 나

타났다. 바디의 경우는 8.43%로 계산되었다. 불량

MLCC의 경우는 왼쪽, 오른쪽의 솔더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오차를 계산한 결과는 각각12.32% 와

13.03%로 나타났다. 바디의 경우는 17.25%로 계산되

었다. Fig. 11의  바디부의 이진화된 이미지에서 에지

부분이 필터링되지 않고 솔더부분의 이미지가 잔존한

경우는 파라미터의 최적값 선정을 위한 과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SMD Chip의 고속 외관검사를 위한 시스템개발을

위하여 제어시스템을 구성하고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으며 병렬처리기법을 이용한 영상처리 알고리

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에 적용하여 실제 실험을 통

해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병렬처리 기법에서 Intel C++ Compiler 의

OpenMP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반복적인 for-loop부분

의 계산 및 솔더부, 바디부를 cpu별로 할당시켜 이미지

처리속도를 크게 개선하였다.

불량검출의 알고리즘에서는 바디부분의 이미지 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파

라미터의 최적화를 통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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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image processing time

methods Non-parallelization parallelization

computing time about 30 msec about 7.7 msec

Fig. 10. Result of image process with normal MLCC

Fig. 11. Result of image process with abnormal M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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