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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PCB 공정상의 육안검사를 통한 불량 분류 방식에서 CNN을 이용한 PCB 불량 분류 방식을 제안한다. 이 방식

은 육안검사의 문제점인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른 검사 효율을 자동화 검사 시스템에 의해 해결하며, 불량 위치와 종류를 결과 

이미지에 표시한다. 또한 이미지 분류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리얼 통신을 통하여 Darknet 프레임워크와 LCD를 연동

하였다. 적은 량의 데이터 셋으로도 좋은 결과를 냈으며, 다양한 데이터 셋을 이용해 훈련할 시 전반적인 PCB 불량의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PCB(Printed Circuit Board), 결함 검출(Defect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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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대부분의 PCB 공정에서의 불량검사 방법에 있어서 현미경을 

이용하는 등 육안검사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을 경우에는 수백 명의 직원이 불량 검사에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작업자의 숙련도와 컨디션에 따른 실수 발생이다. 이런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딥러닝의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을 이용한 자동화된 불량 검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머신 비전 기반의 PCB 기판 검사 시스템 연구에서는 PCB 제품을 

기존의 정상인 제품과 패턴 매칭 기술 같은 영상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PCB 제품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1]. 그러나 패턴 매칭 기술로 

불량 판별을 하지만 해당 불량이 무엇인지 와 불량의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픽셀 회로 이미지의 불량 개체 필터링을 위한 CNN 기반 분류 

기법 연구에서는 PCB 제품 중에 하나인 디스플레이의 불량을 다루는 

연구로 디스플레이의 회로 기판은 균일하게 배열된 발광원에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 모양의 회로가 똑같이 반복되는 구조로 이 특징을 

이용해 픽셀 단위로 CNN 모델에 학습하여 특정 불량 회로를 판단하는 

연구로 디스플레이 같은 일정한 회로가 반복되는 PCB 제품에 국한된 

단점이 있다[2]. 

III. System Implementation

1.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Fig.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PCB 제품의 사진을 

찍어서 학습이 완료된 CNN 모델에 입력으로 보낸 뒤 모델을 거쳐서 

LCD에 무슨 종류의 불량인지와 모니터 화면에 PCB 제품의 불량 

위치를 박스로 표현한다.

Fig. 1. 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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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C bad classification using YOLO

실험에서는 CNN 모델의 경우 YOLOv3- tiny[3] 버전을 사용하였

다. 훈련 데이터 셋의 경우 초음파 센서 모듈의 SMC불량을 가정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불량은 3종류이며, 서로 떨어져있는 LEAD가 땜납에 

의해 연결된 상태인 브리지(쇼트), SMC(Surface Mounted 

Components)가 목적위치에 삽입이 되지 않은 미삽, 납땜되어 있는 

부품의 한쪽면만 기판에 붙어있고 한쪽은 공중에 서있는 형태인 

맨해튼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였다[4].

툼스톤

쇼트

Fig. 2. Image of Classification result

스마트폰 카메라(G4)를 이용하여 120장을 촬영하였으며, 촬영 

후 1000x500(WxH) 사이즈로 crop하여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다. 

학습률은 0.001로 설정하였으며, 배치 사이즈와 subdivisions는 16, 

4로 설정하여 1 iteraion마다 16 이미지를 4번에 나눠 훈련시켰다. 

13만 번 훈련을 한 뒤, val 이미지로 검증한 결과 70~99%의 정확도를 

보였다. iteraion이 진행됨에 따라 평균 오차율도 줄어들어 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raining log

1: 189.092896, 189.092896 avg, 0.000000 rate, 0.216095 

seconds, 16 images

27604: 0.154346, 0.109103 avg, 0.001000 rate, 0.223883 

seconds, 441664 images

69981: 0.090937, 0.089859 avg, 0.001000 rate, 0.219276 

seconds, 1119696 images

120526: 0.056327, 0.072479 avg, 0.001000 rate, 

0.263156 seconds, 1928416 images

3. Bad detection notification

이미지를 통한 불량 분류 후 사용자에게 상황을 알려주는 액츄에이

터와 연동을 위해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여 아두이노와 연결하였다. 

Darknet의 image.c 코드의 결과 이미지에 클래스 예상위치와 라벨 

박스를 그려주는 draw_detection() 함수의 코드를 수정하여, 아두이

노에 연결된 LCD를 통해 분류 상황을 모니터링 하게끔 설정하였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YOLOv3의 경량화 버전인 tiny를 사용했지만, 

실제 공정에서 적용할 때에는 YOLOv3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다면, 

더 정확하게 SMC의 불량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실험을 위하여 

초음파 센서 모듈만을 사용하여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지만, 실제 

공정상의 다양한 PCB들의 불량 데이터 셋을 구해 훈련을 진행시킨다

면 PCB 전반의 다양한 불량들을 분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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