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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회로기판의 ICT검사 시스템

( ICT inspection System for Flexible PCB using Pin-driver and Ground

Guarding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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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연성회로기판에 실장된 부품의 불량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핀 드라이버와 접지 가딩 기법을 적용한 인 서킷

검사 시스템을 제안한다. 핸드폰 및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연성회로기판 모델의 검사신호의 입/출력을 위한

구조적인 공통 특성을 분석하고, 회로도를 기반으로 인가해야 할 검사 신호의 종류와 인가 위치에 대한 정보를 핀 맵으로 저

장한다. 검사 신호는 저항, 콘덴서와 인덕터의 특성 검사가 가능하도록 응용회로와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특정 위치에 특정 검

사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핀 드라이버를 설계하고, 핀 맵을 바탕으로 측정 대상이 포함된 최소한의 노드 및 메시가 구성되도록

핀 드라이버를 설정한다. 제안된 핀 드라이버와 접지 가딩 기법을 적용한 인 서킷 검사 시스템을 구현하고, 수동소자 각각에

대한 측정 실험과 선정된 테스트 모델에 대한 검사 실험을 수행하고, 제안된 시스템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검증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ICT (in circuit tester) inspection system and inspection algorithm is proposed and detects whether

inferiority exists or not in the mounted device on the flexible PCB in cell phones or mobile display devices. The system is

composed of PD (pin-driver) and GGM (ground guarding metho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se flexible PCB are

analyzed, which is needed to input or output the test signal. Test signal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assive

components is generated using modified circuit diagram and proposed inspection algorithm. PM (pin-map) is decided on

the basis of circuit diagram and has the information about the kind of test signal to be applied and the pad number for

the test signal to be connected. PD is designed to load a proper test signal for a specific pad and is adjusted according to

PM so that the reconstructed circuit has minimum node and mash. The proposed ICT inspection system is realized using

PD and GGM. Using the system, an experiment for each passive component is done to investigate the measurement

accuracy of the developed system and an experiment for real flexible PCB model is done to verity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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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연성회로기판(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FPCB)

은 재질의 특성상 작고 가벼우며, 내굴곡성이 뛰어나

핸드폰(cell-phone),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소형

전자제품과, TFT-LCD, OLED 등의 디스플레이 제품

의 중요 부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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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T(surface mount technology) 공정에 의해 FPCB

에 실장된 전자 부품은 부품 자체의 불량과 부품의 오

삽, 미삽과 역삽 등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한다. 따라서

FPCB을 검사하여 SMT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품

이나 회로의 결함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생산

제품의 고품질화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2]

FPCB뿐만 아니라, Rigid-PCB 등에 실장 된 부품의

불량 여부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은 검사 방법에

따라 펑션 검사기(function tester), 베어 보드 검사기

(bare board tester), 인 서킷 검사기(ICT: in-circuit

tester)로 구분된다.
[1,3,4]

펑션 검사기는 FPCB에 부품을

실장 후 전원 및 구동신호를 공급하여 회로의 출력 신

호와 제품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검

사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검사기는 제품이 완성된

후에 검사하는 방법으로 어떤 소자에서 불량이 발생하

였는지 정확히 분석할 수 없다. 베어 보드 검사기는

SMT 공정이 진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기판에 생성된

회로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기판 자체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시스템이다.[2,3] 인 서킷 검사기는

SMT 공정 후 각 부품의 불량 검사와 회로의 오픈/쇼

트 검사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어떤 소자에서 불량이

발생하였는지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 서킷 검사 시스템은 접지 가딩 기법(ground

guarding method) 또는 절점 가딩 기법(node guarding

method)을 사용한다. 절점 가딩 기법을 적용한 인 서킷

검사시스템은 회로를 구성하는 각각의 노드를 오픈 시

키거나, 등전위를 형성하여 검사신호를 인가하는 방법

으로, 매우 많은 검사 신호와 이를 특정 대상 위치에 입

력하기 위한 많은 미세한 프로브(probe)들을 필요로 한

다. 또한 회로의 변경 및 검사대상이 변경되었을 때 재

사용이 불가능하다. 접지 가딩 기법의 인 서킷 검사시

스템은 실장된 소자와 패드(pad)와 패드 사이의 패턴들

을 회로에서 최소한의 메시를 구성하여 실장 부품의 전

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4] 두 방식의 인서킷 검

사 시스템은 회로의 변경 및 검사대상이 변경되었을 때

패턴의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특정 모델에만 사용이 가

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SMT 공정 후 전자 부품이 실장된

FPCB에 대한 전기적 검사를 위해 패턴의 재배치가 가

능한 핀 드라이버와 접지 가딩 기법을 적용한 인 서킷

검사시스템을 제안한다. 검사신호 입출력을 위해 FPCB

테스트 모델들의 입출력 단자인 OLB(outer lead

bonding) 패드와 ILB(interface lead bonding) 패드의

구조적인 공통 특성을 파악하고, 입출력 단자를 통한

핀 드라이버와 접지 가딩 기법을 적용하여 수동소자 검

사를 위한 알고리즘을 기술한다. 실험에서는 FPCB 테

스트 모델의 검사 기준을 제시하고, 제안된 FPCB 검사

시스템을 이용한 검사 결과를 제시한다.

Ⅱ. 본  론

1. FPCB 구조적 특징

핸드폰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연성회로기판

은 그림 1과 같이 공통적으로 OLB 패드와 ILB 패드가

있으며, 저항과 캐패시터 그리고 다이오드가 실장되어

있다. ILB 패드는 다른 PCB/FPCB와의 연결을 위해 사

용되는 패드로, 모델에 따라 커넥터(connector)를 이용

하기도 한다. OLB 패드는 TFT-LCD 패널 또는 OLED

패널과의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위해 사용되며, 패드

간의 간격이 0.14mm～0.18mm 으로 아주 미세하며, 모

델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60～140개의 패드로 구성되어

있다. 패드와 패드간의 간격은 대부분 동일하게 설계되

지만, 특이한 경우 일정하지 않은 간격을 가지는 경우

도 존재한다.

이러한 FPCB의 패턴 및 실장된 부품의 검사를 위한

신호의 입력과 측정값의 출력은 OLB 패드와 ILB 패드

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1과 같은 FPCB 모델의 OLB

패드와 ILB 패드의 회로는 그림 2와 같이 구성되며, 확

대한 회로도에 나타난 VCI(Common-Interface Voltage),

VCL(Common-Low Voltage), GND 등과 같은 패턴의

속성은 FPCB 모델이 제품으로 완성되었을 때 패드 각각

의 전기적 기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소자 및 패턴 검사

시, 각각의 패드는 검사 입력신호를 인가하고 출력신호

그림 1. FPCB 구조

Fig. 1. A layout of F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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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PCB-OLB의 회로 예

Fig. 2. A example circuit of FPCB-OLB.

를 추출하기 위한 단순 입출력 기능으로 사용된다. 각

각의 수동소자 및 패턴을 검사하기 위해서 입력신호와

출력신호는 측정 대상에 의한 영향만 포함되어야 하므

로, 회로에 존재하는 각각의 노드 및 메시를 분리하여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핀 드라이

버와 접지 가딩 기법을 사용한다.

2. 핀 드라이버와 접지 가딩 기법

인 서킷 검사시스템은 회로에서 각각의 소자 및 패턴

각각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측정 대상이 아닌

부품이 측정 대상의 입출력 신호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분리하여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측정

대상에 대해 최소의 노드 및 폐루프 메시가 구성되도록

등가회로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접지 가딩 기법을 사용한다.

접지 가딩 기법은 그림 3을 이용하여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a)에서 Rx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드

V1, V2, V3를 접지로 연결하는 접지 가딩 기법을 적용

하면, R1, R2, R3, R4, R5, R6는 노드 V1으로 인가되는

입력신호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출력신호는 Rx

에 의한 영향만 포함한다. 따라서 그림 3(a)의 회로는

접지 가딩 기법을 적용할 경우, 그림 3(b)의 등가회로로

간략화 할 수 있다.

접지 가딩 기법을 적용하여 측정 대상이 아닌 소자

및 패턴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검사시스템에서 OLB 패

드와 ILB 패드 각각을 검사 신호 입출력과 접지로 선택

그림 3. 접지 가딩 기본 회로

Fig. 3. A basic circuit of ground guarding.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측정 대상에 따라 특정 패드에

적절한 검사 신호를 인가해야 하며, 만약 측정 대상이

아닌 부품 또는 패턴에 검사신호가 인가되면 측정값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검사 신호가 인가

될 경우에는 부품을 파손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FPCB

의 OLB 패드와 ILB 패드 각각에 대해 적절한 기능 설

정과 측정 대상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검사신호를 인가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주어

진 회로의 각 패드 정보를 이용하여 핀 맵(pin map)을

작성하고, 각각의 패드에 적절한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핀 드리이버(pin driver)를 구성하였다.

핀 맵은 FPCB의 회로도를 이용하여 OLB 패드와

ILB 패드 각각에 대한 정보를 룩업 테이블(look-up

table) 형태로 작성한 것이다. 핀 드라이버는 핀 맵을

기반으로 특정 패드에 적절한 검사 신호를 인가하기 위

해 릴레이를 이용하여 구성한 스위칭회로이다. 핀 드라

이버는 검사신호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한 스위칭회로와

선택된 검사 신호를 패드로의 연결을 제어하기 위한 스

그림 4. 핀 드라이버 개념도

Fig. 4. A concept diagram of pin-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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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칭회로로 구성되며, 이는 CPLD(Complex Programm

able Logic Device) 및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에 의해 제어된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설계한 접지 가딩 기법과 핀

드라이버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검사신호의 종류는

검사항목에 의해 결정되며, 검사항목은 저항, 인덕터,

콘덴서 그리고 오픈/쇼트이다. 회로도에 근거하여 각각

의 패드를 통해 수행되어야 할 검사항목을 확인하여 핀

맵에 등록하고, 등록된 핀 맵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검

사신호를 인가한다. 검사 신호 인가 방식은 다음과 같

다. 초기상태에서 모든 패드는 접지 가딩된 상태이다.

검사 시작 후, 저항 검사를 해야 하는 패드에 저항 검사

신호가 인가되도록 CPLD 및 FPGA에서 핀 맵 정보를

이용하여 핀 드라이버 회로를 구동한다. 저항 검사 완

료 후, 동일한 방식으로 인덕터, 콘덴서 등의 해당 검사

신호를 순차적으로 인가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한 검사

를 수행한다.

3. 검사 알고리즘

모바일 디스플레이용 FPCB는 TFT-LCD 패널에 실

장되어 있는 구동 드라이버 IC의 부가회로이며, 메인보

드와 구동 드라이버 IC의 신호연결을 위한 기능, 노이

즈 제거와 바이패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동소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바일 디스플레이용 FPCB에는

SMT 공정을 통해 저항, 인덕터, 콘덴서의 수동소자가

실장되며, 실장 된 수동소자의 미삽, 오삽 및 역삽에 대

한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수동소자의 종류에 따라

그림 4에서의 검사신호를 인가하여 실장 되어 있는 소

자의 값을 측정한 후, 회로도를 통해 알고 있는 소자의

값과 비교하여 불량여부를 판단한다.

가. 저항 측정

FPCB에 실장 된 소자 중 저항을 위한 검사 시스템

은 그림 5와 같으며, RXn(n=1,2,...,5)는 기준저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대상저항의 값의 측정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저항은 5개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RT는 측정대상저항, VRT는 측정대상저항 RT의 전압

강하에 의한 회로의 출력전압이다. 기준저항의 선택은

핀 맵을 이용한 핀 드라이버에 의해 결정되며, 핀 드라

이버의 출력신호가 스위치 역할을 하는 FET 중 한 개

만 동작(switch-on)시켜 특정 기준저항이 측정대상저항

과 직렬로 연결되게 한다. 기준저항이 선택되어 구성된

그림 5. 저항 측정 방법

Fig. 5. Measurement method of resistora.

회로에 대해 옴의 법칙(Ohm’s Law)과 키르히호프의

전압법칙(KVL)을 적용한다. 기준저항과 측정대상저항

을 직렬연결하고, 전압 VIN을 인가하면, 측정대상저항

양단에 전압강하가 발생한다. 이 전압강하를 측정하여

실장 된 저항의 값을 계산함으로써 실장된 저항 RT 값

을 구할 수 있다. 그림 5의 회로에서 입력 전압 VIN과

기준저항 RXn, 측정대상 저항 RT, 출력전압 VRT, 정전

류 I의 관계는 식 (1)로 나타낼 수 있다.

 × 


    (1)

나. 콘덴서 측정

FPCB에 실장된 콘덴서의 측정은 그림 6과 같이

NE555를 이용한 발진회로를 이용한다. 측정대상 콘덴

서가 발진 회로의 CT에 위치하도록 핀 드라이버를 설

정한다. 전원을 인가하면 회로는 발진하여 출력단자로

펄스파가 생성되며, 펄스파의 HIGH 레벨의 폭(THIGH)

과 LOW 레벨의 폭(TLOW)은 식 (2)와 같이 저항과 측

정대상 콘덴서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펄스폭을 측정

하면 측정대상 콘덴서의 값을 계산할 수 있으며, 핀 맵

에 저장된 기준값과 비교하여 정상-불량 판단을 수행한

그림 6. 콘덴서 측정 방법

Fig. 6. Measurement method of capac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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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 (2)에서 F는 발진회로에서 발생되는 펄스파의

주파수이다.

 × ×

 ××

 ××

(2)

다. 인덕터 측정

그림 6의 발진회로는 커패시터가 접지 가딩 기법에

의해 다른 소자와 패턴으로부터 완벽히 분리되는 경우

에만 적용 가능하다. 즉 콘덴서가 저항 또는 다이오드

와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인덕터는 독립적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하고, 콘덴서와

병렬 또는 직렬로 연결함으로써 LC 공진회로를 구성하

여 발생된 신호의 주기를 측정함으로써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7의 탱크회로를

구성하여 인덕터(LT)의 측정과 그림 6의 발진회로로 측

정이 불가능한 콘덴서(CT)의 측정을 수행한다. 콘덴서

와 인덕터의 측정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탱크

회로의 C1과 L1의 교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

림 7에서 교정 스위치(calibration SW1)가 off 상태에서

의 초기 주파수 과 교정 스위치(calibration SW1)가

on 상태에서 기준 콘덴서 CREF에 의한 주파수 를 측

정하고, 두 주파수를 이용하여 식 (3)～(5)에 의해 탱크

회로의 C1과 L1을 계산한다.

 ×


(3)

 ×


(4)

 







×   ×
×


(5)

그림 7. 탱크회로

Fig. 7. Tank circuit.

교정 후, 콘덴서 CT의 측정은 CT, C1과 L1이 병렬상

태가 되도록 핀 드라이버를 설정한다. 이때 는 식 (6)

과 같고, 식 (3)과 식 (6)에 의해 계산되는 CT는 식 (7)

과 같다.

 ×


(6)

 








× (7)

인덕터 LT의 측정을 위해 LT와 L1은 직렬, LT와 L1이

C1과는 병렬이 되도록 핀 드라이버를 설정하면, 는

식 (8)과 같고, 식 (3)과 식 (8)에 의해 계산되는 LT는

식 (9)와 같다.

 ×


(8)

 







× (9)

Ⅲ. 실  험 

1. 검사시스템의 구성

핀 드라이버와 접지 가딩 기법을 적용한 ICT방식의

모바일 디스플레이용 FPCB 검사시스템에서 메인 컨트

롤러의 구성도는 그림 8과 같다. 핀 드라이버는 CPLD

그림 8. 검사시스템 메인 컨트롤러의 구성도

Fig. 8. The block diagram of main control for insp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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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FPCB 검사 시스템

Fig. 9. FPCB Inspection system.

를 사용하였으며, 모델마다 다른 핀 맵으로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어하였다.

핀 드라이버와 접지 가딩 기법이 적용될 수 있는 채널

은 총 320채널로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바일 디스

플레이용 연성회로기판의 모델이 변경되거나 회로의 변

경 및 실장 부품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핀 맵 정보

에 따라 핀 드라이버에서 제어하여 OLB 패드 및 ILB

패드에 할당된 채널을 재배치하였다.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구성에 의해 제작한

ICT 방식의 모바일 디스플레이용 FPCB 검사 시스템이

다. 검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검사 대상 FPCB를 검사

시스템의 안착 지그에 장착한다. 검사 대상 FPCB의

OLB 패드에 메인 컨트롤러의 검사 입출력 신호를 연결

하기 위해 OLB 패드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면접촉

FPCB를 접촉한다. 이미지 센서를 통해 획득한 영상을

보면서 면접촉 FPCB의 패드와 측정 대상 FPCB의

OLB 패드가 정렬되도록 면 접촉 위치 조절기를 조절한

다. 작업자가 검사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를 감지하여

검사 항목에 대해 검사가 수행되며, 불량이 발생하면

검사 시스템의 디스플레이장치에 불량의 종류와 측정값

이 표기된다. 검사 시스템은 검사를 진행 하는 동안 움

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공 발생장치와 실린더를 구

동하여 검사 대상 FPCB OLB 패드와 면접촉 FPCB를

고정시킨다. 본 검사 시스템은 안착 지그를 모델별로

제작-교체하는 방식으로 여러 모델에 대한 검사가 가능

하며, 다른 모델의 FPCB 검사는 안착지그를 교체하고

핀 드라이버를 해당 모델의 회로에 맞게 다시 맵핑함으

로써 간단히 수행된다.

2. 실험결과

가. 수동소자 검사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된 수동소자 검사 알고리즘을 검증

하기 위해 실장 되지 않은 단품상태에서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동소자의 값은 검사 대상 수동소자의 제

조사 출고값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검사 시스템을 이용

하여 측정한 검사기 측정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측정값

의 오차율은 제조사 출고값을 기준으로 식 (10)에 의해

계산하였다. 그리고 제조사 출고값과 오차범위를 기준

으로 검사기 측정값과 비교하여 수동소자의 정상-불량

을 판단하였다.

오차율 제조사출고값
검사기측정값제조사출고값

× (10)

실험은 수동소자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값 5종류를

10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검사시스템의 PCB에 있는 테

스트 포인트(TP)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케이블의 길이

와 커넥터에 의한 영향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측정값과 식 (10)에 의해 오차율을 계산한 결과는 표 1

과 같다. 측정 결과 저항의 측정 오차율 평균은 -2.8

2%～3.80%이며, 제조사 출고값의 허용오차 범위 ±5%

보다 작았다. 콘덴서의 측정 오차율은 2.43%～13.80%이

고, 인덕터의 측정 오차율은 -5.97%～-2.16% 이었으며,

이들의 제조사 출고값의 허용오차가 ±30%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측정 오차율임을 알 수 있다.

수동소자 종류 및
BOM값

검사기
측정값 평균

오차율(%)
평균

저항

(KΩ)

0.1 0.10380 3.80

1 0.98248 -1.75

10 10.099 0.99

100 97.180 -2.82

1000 1011.058 1.11

콘덴서

(μF)

0.001 0.0011 11.77

0.01 0.0114 13.80

0.1 0.1024 2.43

1 1.0378 3.78

10 10.4499 4.50

인덕터

(uH)

0.28 0.2638 -5.77

0.52 0.4889 -5.97

1.0 0.9559 -4.41

10.0 9.7841 -2.16

100.0 97.1224 -2.88

표 1. 수동소자 측정 실험

Table 1. Measurement experiments of passiv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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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PCB 모델 검사 실험

모바일 디스플레이용 FPCB 모델에 대한 검사 실험

을 수행하였다. 실험용 FPCB 모델은 2가지를 선정하였

으며, 대상 모델의 검사 항목은 표 2와 같다. 검사 대상

수동소자의 값은 BOM(bill of material)값, 멀티미터와

LC 미터를 이용한 계측기 측정값과 검사 시스템을 이

용한 측정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오차율은 식(10)에서 제

조사 출고값을 회로도 상의 수동소자 값인 BOM으로

대체하여 계산하였다.

표 3과 표 4는 검사 대상 FPCB 모델에 실장된 수동

소자의 측정값과 오차율 계산 결과이다. 모델 1의 실험

결과, BOM에 표기된 값과 비교하여 저항 측정값의 오

차율은 -1.08%와 3.0% 이었으며, 콘덴서의 측정 오차

율은 -2.0%～18.0% 이었다.

FPCB 모델 명 검사 항목 검사 개수

모델

1

저항 2

캐패시터 20

모델

2

저항 0

캐패시터 18

표 2. 모델별 검사항목

Table 2. Inspection items of test models.

검사항목 및
BOM값

검사기준 검사기
측정값

오차율
(%)계측기 측정값제조사 출고값

R1:130Ω 131.6 Ω 130 Ω (±5%) 128.6 Ω -1.08

R2:1000Ω 1.032 KΩ 1 KΩ(±5%) 1.03 KΩ 3.00

C01 : 1uF 1.05uF 1.0uF(±30%) 1.09uF 9.00

C02 : 1uF 1.09uF 1.0uF(±30%) 1.09uF 9.00

C03 : 1uF 1.08uF 1.0uF(±30%) 1.15uF 15.00

C04 : 1uF 1.06uF 1.0uF(±30%) 1.10uF 10.00

C05 : 1uF 1.10uF 1.0uF(±30%) 1.12uF 12.00

C06 : 1uF 1.18uF 1.0uF(±30%) 1.18uF 18.00

C07 : 2.2uF 2.25uF 2.2uF(±30%) 2.28uF 3.64

C08 : 1uF 1.09uF 1.0uF(±30%) 1.09uF 9.00

C09 : 1uF 1.05uF 1.0uF(±30%) 1.05uF 5.00

C10 : 1uF 1.05uF 1.0uF(±30%) 1.05uF 5.00

C11 : 1uF 1.05uF 1.0uF(±30%) 1.02uF 2.00

C12 : 2.2uF 2.3uF 2.2uF(±30%) 2.26uF 2.73

C13 : 1uF 1.03uF 1.0uF(±30%) 0.98uF -2.00

C14 : 1uF 1.08uF 1.0uF(±30%) 1.08uF 8.00

C15 : 1uF 0.98uF 1.0uF(±30%) 1.12uF 12.00

C16 : 1uF 1.05uF 1.0uF(±30%) 1.08uF 8.00

C17 : 2.2uF 2.18uF 2.2uF(±30%) 2.35uF 6.82

C18 : 1uF 1.08uF 1.0uF(±30%) 1.12uF 12.00

C19 : 1uF 1.16uF 1.0uF(±30%) 1.12uF 12.00

C20 : 1uF 1.08uF 1.0uF(±30%) 1.08uF 8.00

표 3. 모델 1 검사결과

Table 3. Inspection results of model 1.

검사항목 및
BOM값

검사 기준 검사기
측정값

오차율
(%)계측기 측정값 제조사 출고값

CCOML : 1uF 1.08uF 1.0uF (±30%) 1.15uF 15.00

CCOMH : 1uF 1.06uF 1.0uF (±30%) 1.08uF 8.00

CGVDD : 1uF 1.05uF 1.0uF (±30%) 1.07uF 7.00

CVDD : 1uF 1.09uF 1.0uF (±30%) 1.07uF 7.00

CVREF : 1uF 1.08uF 1.0uF (±30%) 1.08uF 8.00

CRESET: 0.1uF 0.12uF 0.1uF (±30%) 0.12uF 20.00

CVCL : 1uF 1.18uF 1.0uF (±30%) 1.10uF 10.00

C31M : 1uF 1.08uF 1.0uF (±30%) 1.11uF 11.00

CAVDD : 1uF 1.06uF 1.0uF (±30%) 1.05uF 5.00

C12M : 1uF 1.10uF 1.0uF (±30%) 1.02uF 2.00

C11M : 1uF 1.05uF 1.0uF (±30%) 1.12uF 12.00

CVCI1 : 1uF 1.05uF 1.0uF (±30%) 1.05uF 5.00

C21M : 1uF 1.09uF 1.0uF (±30%) 1.06uF 6.00

C22M : 1uF 1.02uF 1.0uF (±30%) 1.07uF 7.00

CVGL : 1uF 1.05uF 1.0uF (±30%) 1.06uF 6.00

CVGH : 1uF 1.08uF 1.0uF (±30%) 1.08uF 8.00

CLED+ : 1uF 1.06uF 1.0uF (±30%) 1.16uF 16.00

CVCI : 1uF 1.03uF 1.0uF (±30%) 1.13uF 13.00

표 4. 모델 2 검사결과

Table 4. Inspection results of model 2.

모델 2는 저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며, 콘덴

서의 경우 BOM에 표기된 값을 기준으로 측정 오차율

은 2.0%～20% 범위에서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앞서 실

험한 수동소자 개별 측정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동

소자 각각의 허용오차 범위보다 훨씬 작은 측정 오차율

이 나타나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수동소자 검사 알

고리즘 및 검사 시스템의 효율성 및 측정 정밀성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연성회로기판에 실장된 부품의 불량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핀 드라이버를 이용한 접지가딩

기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적용한 인 서킷 검사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모바일 단말기용 연성회로기판에 대해

검사신호의 종류와 입/출력을 위한 구조적인 공통 특성

을 분석하였으며, 회로도를 기초로 실장된 부품들에 대

해 핀 맵을 작성하고 검사신호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검사신호에 따라 실장된 부품의 전기적 검사를 위해 접

지 가딩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핀 드라이버

를 설계하였다. 핀 드라이버는 핀 맵 에 따라 구동되며,

이를 통해 회로에서 측정 대상이 포함된 최소한의 노드

및 메시가 구성되도록 하였다. 또한 모바일용 디스플레

이 연성회로 기판에 실장된 저항, 콘덴서와 인덕터를

검사하기 위한 회로 및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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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한 연성회로 기판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검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커넥터와 연결케이블의 영

향이 없는 상태로 수동소자 각각에 대한 개별 테스트와

모바일용 연성회로기판 테스트 모델을 선정하여 검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측정 오차율로 측정 정밀도를 나

타내었다. 수동소자 각각에 대한 실험결과, 저항의 측정

오차율은 최대 -2.82%～3.80%이었으며, 콘덴서는 2.43%～

13.80%, 인덕터는 -5.97%～-2.16%로 수동소자의 제조사

출고값의 허용오차보다 훨씬 작았다. 실제 사용되는 연

성회로기판 테스트 모델에 대한 실험에서는 저항의 측

정 오차율은 -1.08%와 3.0%, 콘덴서는 -2.0%～20.0%의

범위에서 측정 오차율을 보였으나, 이는 검사 시스템

기판 자체에서 발생하는 캐패시턴스 성분과 인덕턴스

성분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실험결과를 통해 제안

된 검사 시스템과 검사 알고리즘의 측정 정밀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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