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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회로망을 이용한 SMD 패키지의 자동 분류

Automatic Classification of SMD Packages using Neural Network

연 승 근, 이 윤 애, 박 태 형*

(SeungGeun Youn1, Youn Ae Lee1, and Tae Hyung Park1,*)
1Dept. of Control and Robot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SMD (surface mounting device) classification method for the PCB assembly inspection 
machines. The package types of SMD components should be classified to create the job program of the inspection machine. In 
order to reduce the creation time of job program, we developed the automatic classification algorithm for the SMD packages. 
We identified the chip-type packages by color and edge distribution of the images. The input images are transformed into the 
HSI color model, and the binarized histroms are extracted for H and S spaces. Also the edges are extracted from the binarized 
image, and quantized histograms are obtained for horizontal and vertical direction. The neural network is then applied to 
classify the package types from the histogram inputs. The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to verify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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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SMT (Surface Mount Technology) 라인의 자동광학검사기

(AOI: Automated Inspection Machine)는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의 표면 실장형 부품(SMD: Surface 
Mount Device)의 조립 상태를 자동으로 검사한다. 검사기에 

장착된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PCB영상을 처리하여 조립불

량상태를 검사한다. 조립 부품의 장착유무, 오장착 여부, 회
전, 모로섬, 이탈여부 등과 솔더링 영역의 과납, 소납, 들뜸, 
단락 등을 2차원 및 3차원 영상처리를 통하여 검사한다. 

자동광학검사기가 검사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사할 

부품의 위치와 영역 및 부품 패키지의 종류를 사전에 티칭

시켜야 한다. 부품 패키지 종류에 따라 검사기의 조명 및 

검사 파라메터등이 다르게 설정되므로, 부품별 패키지 종류

를 정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현재는 검사기 오퍼레이터가 

부품별 영상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각 부품의 패키지 종류

를 수동으로 등록하고 있다. 하나의 PCB에 수백 내지 수천 

개의 부품이 존재하므로, 티칭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

요되어 부품 패키지 분류 과정에 대한 자동화가 필요하다. 
기존에 자동광학검사기의 자동티칭에 대한 연구는 PCB 

영상으로부터 검사 위치 및 검사영역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1,2]과,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부품의 종류를 인식하

고 부품의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3], 유전자 알고리즘과 템

플릿 매칭을 통해 부품의 위치와 조립상태를 인식하는 방

법[4] 등이 제시되었다.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방법은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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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 솔더의 개수와 크기 등을 입력값으로 하여 신경회

로망 모델을 학습하였다. 부품의 종류를 파악하고 상태를 

검사하여 결함 여부와 종류까지 파악할 수 있으나, 조립되

지 않은 상태의 부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수행한다. 유전자 

알고리즘과 템플릿 매칭을 통한 방법은 알려진 부품의 위

치를 찾을 수 있으나 부품 패키지의 종류를 인식하는 문제

에 적용하기 어렵다. 
리드형 패키지는 리드의 개수와 위치를 통해 쉽게 패키

지 종류를 분류할 수 있지만, 칩형 패키지는 리드의 개수와 

위치가 같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칩형 SMD 부품의 패키지 자동분류방법을 새로이 제시한

다. 검사기에서 획득한 컬러영상을 처리하여 색상정보와 엣

지정보를 추출하고, 신경회로망 학습을 통해 칩형 패키지의 

종류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색상정보만 사용하

였을 때와 색상정보와 엣지정보를 사용하였을 때를 비교 

실험하여 제안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SMD 패키지 

자동분류 문제를 정의하고, III 장에서는 자동분류 시스템을 

제안한다. IV 장에서는 자동분류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영

상처리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V 장에서는 실험결과를 제시

하고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한다.

II. SMD 패키지 자동 분류 문제

SMD 패키지 자동분류 문제는 부품의 영상을 입력받아 

해당 부품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문제이다. CAD 및 거버파

일로부터 각 부품의 위치와 영역 데이터를 추출하고, 입력

받은 검사 대상 PCB의 영상으로부터 부품 영역의 영상을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영상은 분류하고자 하는 부품이 

PCB에 부착되어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영상을 이용하여 해

당 부품의 패키지를 분류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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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칩형 SMD 패키지 분류 예.
Fig. 1. Example of classification SMD packages.

그림 2. 칩형 패키지 자동분류  시스템 흐름도.
Fig. 2. Flowchart of chip-type package automatic classifier.

 

RGB 원본 HSI H성분 HSI S성분 HSI I성분

그림 3. HSI 컬러모델의 성분 영상.
Fig. 3. Image of component of HSI color model.

SMD 패키지는 크기, 리드(전극 또는 단자)수, 리드 배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자동광학검사기는 

부품 조립상태의 광학 검사가 목적이므로, 검사에 필요한 

검사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패키지를 분류한다. 즉 솔더링 

검사를 위하여 리드의 수 및 위치가 중요하며, 패키지 검사

를 위하여 조명의 영향을 받는 색상 정보와 표면에 인쇄된 

모양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칩형 패키지의 

예 이다. 리드 수가 2개로 모두 동일한 칩형 패키지의 경우 

색상 및 엣지에 따라 SOD(Small Outline Diode), 탄탈

(Tabtalum) 커패시터, 세라믹(ceramic) 커페시터, 멜프(MELF, 
Metal ELectrical Face), 레지스트(Resist) 패키지로 구분될 수 

있다. 
조명 환경, 카메라 해상도 등 광학조건에 따라 입력 영

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부품 패키지 분류가 

수행되어야 한다. 하나의 PCB에 수백 내지 수천개의 부품

이 존재하므로, 부품당 패키지 분류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

소화되어야 한다.
자동광학검사기의 부품불량을 검출하는 방법과 부품검사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발표되었으나, 
부품 패키지의 자동 분류를 목적으로 발표된 연구사례는 

없다. 리드형 부품은 리드의 위치와 개수를 파악하면 쉽게 

구분이 가능하므로, 본 논문은 칩형 부품 패키지 분류를 위

한 시스템을 새로이 제안한다. 

III. 시스템 구성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칩형 패키지 자동 분류 

시스템의 흐름도이다. 입력된 부품 영상에서 색상 정보와 

엣지 정보를 각각 추출하고, 신경회로망을 통해 패키지를 

분류한다.
1. 부품 색상 추출 

입력받은 수직조명영상 는 RGB 컬러모델로 표현

된다. RGB 컬러모델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세 가지 

빛으로 영상을 나타낸다. 이 컬러모델의 경우 세 가지 색의 

가산혼합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색상이 독립적이지 않아 색

상분석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외부조명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반면 HSI 컬러모델은 색상, 채도, 명암정

보가 각각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며, 이 세 가지 성분의 혼

합으로 영상을 표현한다. RGB 컬러모델과 비교하여 색상정

보를 활용하기가 더 용이하고 사람이 색을 인지하는 방식

과 유사하다는 특징 때문에 컬러영상을 처리하는데 자주 

적용된다. 그림 3은 RGB 컬러모델인 컬러영상의 원본과 

HSI 컬러모델의 H성분, S성분, I성분으로 변환한 값을 시각

화 한 예이다. 
Step 1는 패키지 색상 추출 및 신경회로망 입력값 생성 

과정을 나타낸다. 먼저 RGB컬러모델의 영상을 입력받는다. 
그 후 HSI컬러모델로 변환하고, 변환된 성분의 히스토그램

의 부분합을 이진화하여 색상정보를 추출한다. 그림 4는 탄

탈 패키지의 색상정보를 추출한 예이다.

[Step 1-1] 부품 영상 를 입력받는다.
[Step 1-2] 영상 를 HSI컬러모델로 변환하여 영상 

 ′ 을 생성한다.
[Step 1-3] 영상  ′ 의 H성분 히스토그램  

  ⋯  을 얻는다.

[Step 1-4] 히스토그램의 전체구간 를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구간 를 구한다.
[Step 1-5] 각 영역별 총합     ⋯  을 (1)에 따

라 구한다.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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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onent with small edges. (b) Edges of (a).

(c) Component with many edges. (d) Edges of (c).

그림 5. 엣지 정보 추출 결과.
Fig. 5. Example of edge extract.

(a) Edges.

(b) Horizontal 
projection.

(c) 
Accumulation.

(d) 
Quantization.

(e) Horizontal 
projection.

(f) 
Accumulation.

(g) 
Quantization.

그림 6. 세라믹 패키지의 수직 및 수평 투영 과정.
Fig. 6. Projection process on Ceramic package.

  

(a) Histogram for H. (b) Histogram for S.

(c) Quantized histogram for H. (d) Quantized histogram for S.

(e) Input pattern for H. (f) Input pattern for S.

그림 4. 탄탈 패키지의 색상정보 추출 예.
Fig. 4. Example of color extract in Tantal package.

[Step 1-6] (2)에 따라, 를 임의의 임계값 로 이진화 

하여 입력데이터    ⋯  를 생성한다. 

    ≧

  
(2)

[Step 1-7] 영상  ′ 의 S성분에 대해서 step 1-3~6까
지를 반복한다.
2. 부품 엣지 추출

패키지 표면에 인쇄된 모양을 알아보기 위해 패키지 영

상에서 엣지를 추출한다. 엣지 추출은 영상에서 색상 변화

가 급격한 부분을 찾는 과정으로, 이를 사용하면 PCB와 패

키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패키지 표면의 색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림 5는 패키지 표면에 인쇄된 모양이 없는 부품

(a)와, 인쇄된 모양이 있는 부품(c)에 대해 엣지 정보를 추

출한 결과(b, d)를 나타낸 예이다. 패키지 표면에 인쇄된 모

양이 있으면 엣지 정보가 복잡하게 나타나고, 인쇄된 모양

이 없으면 엣지 정보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엣지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부품의 영상 에 케니 

엣지 디텍트 연산을 적용하였다. 케니 엣지 디텍트 연산은 

엣지 추출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잘못된 엣

지를 찾을 확률이 낮고, 하나의 엣지가 하나의 선으로 표현

되는 특징이 있다. 
Step 2는 패키지의 엣지 추출 및 신경회로망 입력값 생

성 과정을 나타낸다. 부품 영상을 입력받아 케니 엣지 디텍

트 연산을 적용하고,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으로 투영하여 각

각의 부분합을 이진화하여 엣지정보를 추출한다. 대부분의 

칩형 패키지 소자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있어, 부품 영

상이 가로로 긴 경우 부품이 가로방향으로 놓여있다고 보

고 90o 회전시켜 사용한다.

[Step 2-1] 부품 영상 를 입력받는다.
[Step 2-2] 영상 의 가로길이가 세로길이보다 길다

면, 영상을 90o 회전시킨다.
[Step 2-3] 영상 에 케니 엣지 디텍트 연산을 적용

하여 영상  ′ 을 생성한다.
[Step 2-4] 영상  ′ 를 수직방향으로 투영하여 투영

값    ⋯  를 얻는다.

[Step 2-5] 투영값의 구간 를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구간 를 구한다.

[Step 2-6] 각 영역별 총합     ⋯  를 (3)에 따

라 구한다.

 




×     


 ≦ ≦ (3)

[Step 2-7] (4)에 따라 를 임의의 임계값 로 이진화하

여 입력데이터    ⋯  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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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dges.

(b) Horizontal 
projection.

(c) 
Accumulation

(d) 
Quantization.

(e) Vertical 
projection.

(f) 
Accumulation.

(g) 
Quantization.

그림 7. 레지스트 패키지의 수직 및 수평 투영 과정.
Fig. 7. Projection process on Resist package.

    ≧

  
 ≦ ≦ (4)

[Step 2-8] 영상  ′ 을 수평방향으로 투영하여 step 
2-4 ~ 7까지를 반복한다.

그림 6과 그림 7은 각각 세라믹 패키지와 레지스트 패키

지의 엣지 정보(a)와 수직방향투영값(b), 수평방향투영값(e), 
각각의 부분합(c, f), 부분합을 이산화한 값(d, g)을 이미지

화 한 것이다. 세라믹 패키지는 이산화한 값이 거의 ‘0’인 

반면, 레지스트 패키지는 거의 ‘1’이 되어 신경회로망을 통

한 구분이 가능하다.
3. 역전파(BP: Back-Propagation) 신경회로망

신경회로망은 사람의 뇌를 모방하여 학습을 통해 재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다. 많은 분야에서 신경회로

망을 사용한 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다[5,6,7]. 다층 퍼셉트론

(MLP: Multi Layer Perceptron) 신경회로망은 3개 이상의 층

(Layer)으로 구성되어있고, 층 내의 연결 또는 상위층(출력

층)에서 하위층(입력층)으로의 직접적 연결이 없는 전방향

(Feedforward) 네트워크이다. 3개 층을 가진 신경회로망은 m
차원부터 q차원까지 완전히 매핑할 수 있으므로[8], 숨김층

은 하나만 사용해도 부품의 클래스를 완벽히 분리할 수 있

다. 뉴런간의 연결강도에 따라 학습 결과가 분산되어 저장

되기 때문에 잡음과 오류에 강하고, 입력에 잡음이 섞이거

나 일부가 손실되어도 효과적으로 인식 및 분류가 가능하

다[9].
역전파 알고리즘은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의 하나

이다. 학습과정은 각 뉴런의 출력을 산출하는 전향 단계와 

목표 출력과 실제 출력의 차이를 계산하여 오차를 구하고 

출력층에서 입력층까지 연결강도를 갱신하는 후향 단계로 

이루어진다. 

전향 단계에서, 입력층 입력벡터 ∈×, 숨김층 출력

벡터 ∈ ×, 출력층 출력벡터 ∈ × , 입력층-숨김

층 연결강도행렬 ∈ ×, 숨김층-출력층 연결강도행렬 

∈ × , 뉴런의 활성화함수 간의 관계는 식 (5), (6)과 

같다.

그림 8. 다층 퍼셉트론 신경회로망 모델.
Fig. 8. Multi-layer perceptron neural network model.

   
  



    (5)

   
 



    (6)

후향 단계에서, 원하는 출력 ∈ × 와 실제 출력층의 

출력 에서 발생한 오차  × 
에 비례하여, 

오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도록 입력층-숨김층 연결강도 

와 숨김층-출력층 연결강도  를 변화시킨다. 변화된 연결

강도를 적용하여 오차가 일정 값보다 작아질 때까지 반복

한다.
그림 8은 다층 퍼셉트론 신경회로망 모델이다. III.1에서 

추출한 색상정보와 III.2에서 추출한 엣지정보를 신경회로망

의 입력벡터로 한다. 색상정보의 H성분값 개, 색상정보

의 S성분값 개, 엣지정보의 수평투영값 개, 엣지정보

의 수직투영값 개로 설정하였고, 전체 입력층 뉴런의 개

수는 개 이다. 5개 패키지를 분류하는 것

이 목적이므로, 출력층 뉴런의 개수는 5개로 하였다. 각 출

력뉴런의 값이 분류하고자 하는 패키지를 나타낸다.
신경회로망의 오차 는 (7)과 같이 정의하였다. 여기서 

은 입력된 학습영상의 개수, 는 번째 학습영상의 목

표 출력, 는 번째 학습영상의 실제 출력이다. 

  
 
  

 ∥∥ (7)

IV.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SMT 조립라인의 검사기로부

터 획득한 실제 인쇄회로기판의 영상을 이용하여, 색상정보

만 사용하였을 때와 색상정보와 엣지정보를 함께 사용하였

을 때를 비교하여 실험하였고, 제안한 두 가지 방법의 성능

을 검증하기 위해 템플릿 매칭을 사용하는 분류기와 비교

실험 하였다. 템플릿 매칭을 사용한 분류기는 템플릿 영상

과 실험 영상을 일정한 크기로 정규화 하고, 템플릿 매칭을 

통해 평균 제곱근 편차(MSE: Mean Square Error)가 가장 적

은 템플릿의 패키지로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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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신경회로망 학습 오류 변화 그래프.
Fig. 9. Error graph in neural network learning.

표 1. 템플릿 매칭을 사용한 결과.
Table 1. Result of Template Matching.

표 2. 색상정보를 사용한 실험 결과.
Table 2. Result of using color information only.

표 3. 색상정보와 엣지정보를 사용한 실험 결과.
Table 3. Result of using color and edge information.

는 방법에서 학습에는 5가지 종류의 부품 이미지를 사용하

였고, 학습에는 83개 부품 이미지, 실험에는 154개 부품 이

미지를 사용하였다. 입력층 뉴런 개수는 색만을 사용하였을 

때 35개(색상정보 H성분 10개, S성분 25개), 색과 엣지를 

사용하였을 때 75개(색상정보 H성분 10개, S성분 25개, 엣
지정보 수직투영 20개, 수평투영 20개)로 하였고, 두 실험 

모두 숨김층과 출력층은 각각 10개와 5개로 하였다. 뉴런의 

활성화 함수는 식 (8)과 같은 단극성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

용하였다. 신경회로망의 학습률   , 최대오류 max 
로 하였다. 최대 학습 횟수는 10,000번으로, 최대오

류를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최대 학습 횟수를 초과하면 학

습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8)

엣지 정보를 구하기 위한 사용한 케니 엣지 디텍트 알고

리즘의   , 는 오츠 메서드를 사용하였고, 

 [10]를 사용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Intel Core 

i5-3470 CPU @ 3.20GHz, 4GB RAM, Window 7 64bit PC 
환경에서 Visual Studio 2010으로 구현되었다. 인식 성공률

은 식 (9)와 같이 입력부품의 개수 을 인식에 성공한 부

품의 개수 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현하였다.

 


× (9)

그림 9는 색상정보만 사용하였을 때(빨간색, 점선)와 엣

지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파란색, 실선)의 신경회로망 

학습과정중 오류 변화이다. 색상정보만 사용하였을 때는 약 

800회째부터 오류율 0.025로 수렴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어떠한 부품이 다른 부품과 비슷한 색을 띄는 경우, 입력값

과 목표값의 일관성이 사라져서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엣지정보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수렴하는 속도

가 다소 늦지만 최대오류 max 를 만족하여 학습

을 중단하였다.
1. 템플릿 매칭

표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템

플릿 매칭 알고리즘 [11]을 사용하여 사전 실험한 결과이

다. 평균 인식 성공률은 85.4%로, 극성이 존재하지 않고 대

칭형 소자인 SOD와 레지스트는 높은 성공률을 보여준 반

면, 극성이 존재하는 탄탈과 멜프는 성공률이 낮았다.
2. 색상정보만 사용한 경우

표 2는 색상정보만 사용하여 학습한 신경회로망의 인식 

결과이다. 평균 인식 성공률은 75.3%로, 고유한 색상을 가

진 SOD, 탄탈, 멜프 패키지의 경우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

었으나, 세라믹과 레지스트 패키지는 인식 성공률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3. 색상정보와 엣지정보를 함께 사용한 경우

표 3은 색상정보와 엣지정보를 함께 학습시킨 신경회로

망의 인식 결과이다. 평균 인식 성공률은 97.6%로, 특히 세

라믹과 레지스트 패키지의 성공률이 크게 향상된 것을 확

인하였다.
실험 1의 결과에서, 템플릿 매칭 알고리즘은 소자의 크

기가 달라지거나 극성이 바뀌는 등 조그마한 변화에도 결

과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멜프 소자는 탄탈 

소자에 비해 극성을 나타내는 범위가 넓어, 극성이 바뀔 경

우 성공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세라믹 소자는 소자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회색을 띈 소자를 레지스트로 잘못 인

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험 2의 결과에서, 고유한 색을 가진 SOD와 탄탈, 멜프 

부품은 높은 인식률을 보여주었지만, 세라믹 부품에서 흰색 

영역을 레지스트로 분류하거나, 레지스트 부품의 검은색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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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엣지정보로 분류가 가능해진 부품의 예.
Table 4. Sample of successful classification using edge informa- 

tion.

부품 명 부품 영상 실험 1의 결과 실험 2의 결과

세라믹 레지스트 세라믹

세라믹 멜프 세라믹

레지스트 세라믹 레지스트

레지스트 SOD 레지스트

역을 SOD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험 3의 결과는 인

식률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엣지정보가 복잡한 레지스트 부

품은 그 정보가 단순한 세라믹 및 SOD 부품과 구분이 용

이해지기 때문이다. 세라믹 부품과 SOD 부품은 엣지정보가 

비슷하지만, 색상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실험 2에서 분류에 실패하였지만 실험 3에서 분

류에 성공한 부품의 예를 표 4에 나타내었다.

V. 결론

SMT 검사기의 자동 티칭의 사전작업시간의 개선을 위하

여 칩형 SMD 부품의 패키지를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색상정보만 사용하면 평균 인식률 

75.3% 이었는데, 패키지가 달라도 비슷한 색을 띈 부품이 

있어 색상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분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부품의 엣지정보를 추가하였고, 엣지정보

를 사용하면 평균 인식률 97.6%의 패키지 분류가 가능하다

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템플릿 매

칭을 사용하는 분류기의 평균 인식률 85.4%보다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생산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칩형 패키지를 

대상으로 자동분류 방법을 제시하였다. 패키지를 분류하는 

기준은 검사기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으나, 비교적 표준화

된 패키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보다 많은 

패키지 종류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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