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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isual inspection of electronic parts consists of two steps: automatic visual inspection and verification 

inspection. In the stage of a verification inspection, the human inspector sequentially inspects all the areas which 

detected in the automatic inspection. In this study, we propose an algorithm to determine the order of verification 

inspection by Bayes inference well known in the field of machine learning. This is a method of prioritizing a region 

estimated to have a high probability of defect using experience data of past inspection. This algorithm was applied to 

the visual inspection of ultraviolet filters to verify its effectiveness.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experi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verification inspection can be completed 30% of the conventional method by adapting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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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전자부품의 외관검사는 제조공정의 최종 단계에서 부

품 표면에 존재하는 외관불량(visual defect)을 검출하는 역

할을 한다. 검출이 필요한 외관불량의 크기는 수백~수 um 

정도이며 그 유형은 오염, 변색, 상처, 이물 등 매우 다양

하다.[1,2] 

외관불량의 검출은 2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단계에서는 고해상도 광학계 및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으

로 구성된 자동화된 외관검사장비(visual inspection machine)를 

이용하여 제품 표면에서 불량으로 의심되는 모든 공간좌

표(이하 검출위치, detected point)를 탐색해 낸다. 2단계에서는 

인간검사원(human inspector)이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각각

의 검출위치에 실재 외관불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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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으로 확인검사(verification inspection) 한다.[4] 

1단계 검출위치의 개수를 기준으로 2단계에서 최종 불

량으로 확인되는 개수 비율은 보통 수십~수 퍼센트에 불

과하다. 또한 한 개의 부품 표면에서 여러 개의 검출위치

들이 탐지되는 것도 일반적이다. 따라서 인간검사원이 특

정 부품의 불량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

품의 모든 검출위치들의 좌표를 광학현미경으로 순차적

으로 확대하여 각각 확인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

구의 실험 대상인 스마트폰 카메라 용 자외선필터 부품

의 경우 검출위치 대비 최종 불량의 개수 비율은 5.36%에 

불과하며, 부품 1개 당 불량으로 의심되는 검출위치의 개

수는 평균 7.6개에 이른다. 

한 개의 부품에 대한 확인검사는 다수의 검출위치에 

대해 하나하나씩 순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확인

검사 중 특정 검출위치가 인간검사원에 의해 불량으로 

판정되면 추가적인 확인검사는 중단되며 해당 부품은 최

종 불량으로 즉시 분류된다. 따라서 확인검사의 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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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첫 번째 검출위치에서 불량이 확인되어 2단계 검

사가 바로 종료될 수도 있고 또는 마지막 검출위치에 도

달해서야 불량이 확인될 수도 있다. 만약 마지막 순서의 

검출위치까지 불량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부품은 최종

적으로 양품으로 분류된다. Fig. 1은 이와 같은 확인검사 

과정을 흐름도로 표현한 그림이다. 

 

 
Fig. 1. Flow of verification inspection by human inspector 

(2nd Stage). 

 

본 논문에서는 특정 부품의 표면에서 검출된 다수의 

검출위치들에 대해서 어떠한 순서로 확인검사를 수행하

는 것이 최소한의 횟수로 불량을 탐지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기존의 방법은 자동외관검사장비에

서 탐지된 검출위치들의 공간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순차

적인 방법으로 확인검사를 수행하였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의 일종인 베이즈추정(Bayes 

inference)을 적용하여 검출위치들의 확인검사 순서를 결정

하였다.[5] 베이즈추정을 이용함으로써 자동외관검사장비

에 의해서 탐지된 각각의 검출위치들이 실재 불량으로 

확인 판정될 확률을 인간검사원의 확인검사 이전에 정량

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다. 즉, 불량으로 판정될 확률이 

높은 검출위치를 우선적으로 확인검사 함으로써 적은 획

수의 확인검사로 해당 제품의 불량 유무를 최종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외선

필터 부품의 외관검사공정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

즘을 적용하였다.[3] 실험은 사전에 인간검사원에 의해서 

불량 유무가 확인된 필터 표면의 다수의 검출위치들에 

대해서, 기존의 공간 좌표 기준의 확인검사 횟수와 확률 

기준 확인검사 횟수를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수행

되었다. 실험 결과 베이즈추정을 이용하여 순서를 정하는 

경우 기존의 공간좌표 기준 방법에 비하여 확인검사 횟

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외관검사공정의 확인검사 알고리즘 

 

2.1 외관검사공정의 구조 

Fig. 2는 2단계로 이루어진 외관검사공정의 구성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화살표는 검사 대

상 부품의 물리적인 흐름을, 점선으로 표시된 화살표는 

확인검사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다. 

기존의 방법에서는 자동외관검사의 결과 중 검출위치

의 공간좌표(①)가 후행하는 확인검사의 순서를 정하는데 

이용된다. 예를 들면 x좌표값을 기준으로 검출위치들의 

순서를 정렬한 후 이 순서(②)에 따라 차례대로 인간검사

원이 확인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Fig. 1의 그림에서는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된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

의 구조는 Fig. 2의 상단부의 일점쇄선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검출위치들의 소위 사후

확률(posterior)을 기준으로 확인검사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서 사후확률이란 자동외관검사장비에서 

탐지한 특정 검출위치가 인간검사원의 확인검사에 의해

서 불량으로 최종 판정될 확률을 의미한다. Fig. 2에서 하

단부 일점쇄선 내의 그림은 사후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흐름의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과거검사결과

의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특정 검출위치에 대

한 사후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확률

이론에서는 베이즈추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적용한 외

관검사공정의 구조는 Fig. 2의 하단부의 일점쇄선으로 표

현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에서 설명한다. 

과거검사결과는 외관검사장비의 특징변수(feature variable, 

③) 및 인간검사원의 확인검사결과(verification result, ④)로 

이루어진다. 특징변수는 다시 검출위치의 공간좌표, 이미

지 처리 결과, 장비의 검출 조건 등의 정보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매 부품 검사 시 데이터베이스에 축

적되어 과거검사의 경험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이제 아직 확인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부품에 

대해서 검출위치들에 대한 특징변수(⑤)가 주어지는 경우 

베이즈추정을 이용하여 각 검출위치의 사후확률(⑥)을 계

산할 수 있다. 사후확률을 기준으로 검출위치들의 확인검

사 순서를 정렬(⑦)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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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iguration of visual inspection process. 

 

 

2.2 확인검사 알고리즘 

확인검사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후확률은 

베이즈추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이를 위

하여 먼저 특징변수 X 및 확인검사결과 C를 다음과 같은 

벡터 형태로 표현한다. 

 

� = ���,			��,			�� ……….					��� (1) 

 

� = ���  (2) 

 

특징변수 X의 각 요소 xi는 특정 검출위치에 대한 자동

외관검사장비의 검사정보를 의미한다. 한편, 확인검사결

과 C에서 요소 c의 값이 c1인 경우는 양품(good) 판정을 c2

인 경우는 불량(bad) 판정을 의미한다. 

이제 확인검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검출위치

에 대한 특징변수 X의 값이 주어질 경우, 해당 검출위치

가 이후의 확인검사에 의해서 양품 또는 불량으로 최종 

판정될 확률 Pgood 및 Pbad는 아래와 같은 조건부확률의 형

태로 표현될 수 있다. 

 

	
���� = 
���	|	��

	
� = 
���	|	��

 (3) 

 

식 (3)은 소위 사후확률(posterior)이라고 하며 이는 베이

즈추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다. 

 


��� 	|	�� = �����	�	|	���

���
	 (4) 

 

우측항 분자의 
����는 사전확률(prior)이라고 하며 과

거검사결과의 양품률 또는 불량률로부터 용이하게 계산

될 수 있다. 한편, 
�	�	|	���는 우도(likelihood)라고 하며 특

징변수 X의 각 요소가 독립사건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다. 

 


�	�	|	��� = ∏ 
��� 	|	����
���  (5) 

 

우도를 식 (5)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머신러닝 

기법에서는 나이브베이즈 알고리즘(Naive Bayes algorithm) 

이라고 알려져 있다.[6] 우도의 계산 역시 과거검사결과로

부터 계산될 수 있다. 그런데 우도의 계산을 위해서는 식

(5) 우측항의 
��� 	|	���에 대해서 특정 분포를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 연속변수일 경우는 

정규분포(Gauss distribution)로, 이산변수일 경우는 다항분포

(multinomial distribution)로 가정한다.[7,8] 우도 또한 과거검사

결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 (4) 우측항의 분모 
���는 증거(evidence)

라고 하며 사전확률 및 우도로부터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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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확인검사의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사 대상 부품을 자동외

관검사장비를 이용하여 검사하고 불량으로 의심되는 검

출위치들을 모두 찾아낸다. 다음으로 각각의 검출위치에 

대하여 사후확률을 계산한다. 사후확률의 계산은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검사결과를 이용하여 나이

브베이즈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마지막

으로 검사 대상 부품 내의 모든 검출위치들을 사후확률  


	
�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후 이 순서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수행한다. 

 

3. 실험: 자외선필터의 외관검사 

 

3.1 실험의 구성 

2장에서 제시된 확인검사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카메라용 자외선필터의 외관검사공정을 

활용하여 실험을 구성하였다. Fig. 3의 첫번째 그림은 자동

외관검사장비로서 자외선필터를 팔레트 단위로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개의 팔레트에는 수백개의 필터가 배

열되어 있다. 자동광학검사장비는 고해상도 광학카메라 

및 전용 조명을 탑재하고 있으며 x-y 이송테이블에 의하

여 각각의 필터의 표면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촬영한다. 

Fig. 3의 세번째 그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된 한개

의 필터 이미지이다. 실험에서 사용된 필터의 크기는 가

로세로 15×15 mm이다. 필터의 영상에는 자동광학검사장

비가 불량으로 의심하여 탐지해낸 다수의 검출위치들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후확률의 계산에 사용되는 특징변수(Fig. 2 ③, ④ 또

는 식 (1))는 11개의 요소로 구성된 Table 1과 같은 벡터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x1 ~ x8 는 검출위치의 팔렛 내 또는 필

터 내 위치 정보이다. 또한, x9 는 조명의 종류로 대표되는 

장비의 조건 정보를 x10, x11 는 검출위치의 유형에 대한 정

보를 의미한다. 

사후확률의 계산은 과거검사결과로부터 현재의 검사

결과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과거의 검사결과는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되는 특징변수 X (Fig. 2 ③) 및 확인검사결과 C 

(Fig. 2 ④)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검사결과

로서 확인검사까지 완료된 19,428개의 검출위치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Fig. 3. Visual inspection machine for UV filter (1st stage  

of Fig. 2). 

 

Table 1. Feature variable vector of the experiment 

X (feature variable vector) 

��
front & back side ��

x-cord. within a filter 

��
unit no. within pallet ��

y-cord. within a filter 

��
col. no. within a pallet ��

type of illumination 

��
row no. within a pallet ��	

type of detected point 

�

x-cord. within a pallet ���

size of detected point 

��
y-cord. within a pallet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검사결과의 일부

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거검사결과로부터 식 (4)의 사전확률 및 

우도를 계산할 수 있다. 먼저 사전확률의 값은 식 (7) 같이 

계산되었다. 이로부터 특정 검출위치가 확인검사에서 최

종 불량으로 판정될 확률이 5.36%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Visual Inspection Machine

Filter Pallet

Single Filter Image

Detected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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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 94.64	%
P���� = 		5.36	%  (7) 

 

다음으로 식 (5)로 주어지는 우도의 계산을 위해서는 

특징변수의 각 세부요소에 대한 분포를 가정하여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연속변수인 x5 ~ x8 에 대해서는 정규분포를, 

이산변수인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는 다항분포로 가정하

고 우도를 계산하였다. 

 

3.2 실험결과: 사후확률 

이제 자동외관검사장비를 이용하여 특정 필터 제품을 

검사한 후 이로부터 탐지된 검출위치의 특징변수가 주어

지는 경우, 3.1절의 과거검사결과로부터 사후확률을 계산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2650개의 필터 제품을 대상으

로 자동외관검사를 수행 한 후 이로부터 도출된 특징변

수를 이용하여 사후확률을 계산하였다. 

Fig. 4는 실험 대상 필터 중 4개에 대하여 검출위치의 좌

표를 점으로 표시한 것이다. 좌표계의 단위는 mm이다. 각 

검출위치에 대해서는 3.1절의 과거검사결과 및 베이즈추

정을 이용하여 계산한 사후확률 
	
�  (식 (3))의 값이 표

시되어 있다. 이 값이 50% 이상일 경우는 해당 필터가 확

인검사에서 불량으로 판정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검출위치 중 후행하여 진행된 확인검사에

서 불량으로 최종 판정된 검출위치는 점의 외곽을 원으

로 둘러싸서 구분해 두었다. 

Fig. 4(a)의 경우는 1단계 자동외관검사 결과 필터 표면

에서 6개의 영역이 불량으로 의심되어 검출위치로 탐지

되었다. 이 경우 모든 검출위치의 사후확률 
	
�이 50% 

미만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후행하는 확인검사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검출위치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따

라서 베이즈 추정과 확인검사의 판단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good-good) 

7개의 검출위치가 탐지된 Fig. 4(b)의 경우는 검출위치 

중 2개의 사후확률 
	
�이 50%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이

다. 따라서 해당 필터가 확인검사 시 불량으로 판정될 확

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이다. 그러나 후행하는 확

인검사 결과에서는 최종 불량으로 확인된 검출위치는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bad-good) 

Fig. 4(c)의 경우는 모든 검출위치의 사후확률 
	
�  이 

50% 미만인 경우이나 확인검사에서 1개의 검출위치가 불

량인 것으로 최종 판정된 경우이다. (good-bad) 

마지막으로 Fig. 4(d)에서는 사후확률 
	
�  가 50% 이상

인 검출위치가 탐지되었으며 후행하는 확인검사에서도 

해당 검출위치가 최종 불량으로 판정되었다. (bad-bad) 

이상의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Fig. 4(a), (d)의 경우는 베

이즈추정의 결과와 확인검사의 판정이 동일한 경우이다. 

이에 반하여 Fig. 4(c), (d)의 경우는 양자의 판단이 서로 상

이한 경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베이즈추정으로부터 계산된 사후확률을 이용

하여 후행하는 확인검사의 순서를 효율화할 수 있음을 

3.3절에서 실험 결과로 제시하고자 한다. 

 

 

(a) Case I: good-good 

 

(b) Case II: bad-good 

 

(c) Case III: good-bad 

 

(d) Case IV: bad-bad 

Fig. 4. Experimental result: posterior probability. 



 

김영흡 · 유선중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6권 제2호, 2017 

 

 

6 

Table 2. Feature variables and verification result of the past inspection 

 
 

 

(a) Case I: coordinates verification (N=3)  =  Probability verification (N=3) 

 

(b) Case II: coordinates verification (N=4)  >  Probability verification (N=3) 

 

(c) Case III: coordinates verification (N=1)  <  Probability verification (N=3) 

Fig. 5. Experimental result: comparison of verification sequence. 

0 5 10 15

0

5

10

15

54.9%

91.9%

84.6%

68.3%

0 5 10 15

0

5

10

15

54.9%

91.9%

84.6%

68.3%

no. 
X (feature variable) C 

(verification 

result)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1 front 0 1 1 17.0 20.2 11.0 11.6 3 11 57.5 good 

: : : : : : : : : : : : : 

9 front 0 1 1 13.4 10.4 7.4 1.9 2 10 55.0 good 

: : : : : : : : : : : : : 

19407 back 10 11 1 157.2 62.0 8.8 10.6 0 15 102.4 bad 

: : : : : : : : : : : : : 

19428 back 63 16 4 229.0 18.0 9.3 9.6 0 16 56.7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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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결과: 확인검사 횟수 

베이즈추정에 의한 확인검사 순서 결정의 효율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법인 공간좌표 기준 방법과 비

교하였다. 두 방법모두 Fig. 1 그림의 흐름도에 의하여 필

터 표면의 검출위치를 순차적으로 확인검사 한다. 그림에

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확인검사 순서를 결정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실험 대상은 3.2절의 2650개의 필터 중 

불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238개의 필터를 대

상으로 하였다. 또한 3개의 필터에 대해서는 Fig. 5에 실험 

결과를 도시하였다. 

Fig. 5의 좌측 그림들은 공간좌표 기준으로 확인검사를 

수행한 경우로서 x 좌표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확인검

사를 수행하였다. 이에 비하여 우측 그림들은 베이즈추정

에 의한 경우이며 사후확률 
	
�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

로 확인검사를 수행하였다. 실험은 동일 필터에 대해서 

양불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요되는 확인검사의 횟수를 

비교하는 것으로 하였다. 

먼저 Fig. 5(a)의 경우 자동외관검사 결과 필터표면에서 

3개의 검출위치가 탐지되었다. 이 경우 두 방법의 확인검

사 순서는 서로 상이하나,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불량의 

확인까지 3회의 확인검사가 필요했음은 동일하다. 

다음으로 Fig. 5(b)의 경우는 4개의 검출위치를 가지고 

있는 필터로서, 공간좌표 기준으로는 4회의 확인검사에 

의해서 불량이 검출된다. 이에 반하여 베이즈추정의 방법

으로 확인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3회만에 불량을 확인

하여 확인검사를 완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경우인 Fig. 5(c)에서는 3개의 검출위치에 대해서 

공간좌표 기준 확인검사의 횟수가 베이즈추정에 비하여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실험 대상인 238개 필터 전체에 대하여 비교 실험 결과를 

Fig. 5의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158개의 필터의 경우 베이즈추정에 의한 

확인검사 횟수가 기존 방법 대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대

로 확인검사 횟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전체의 4%인 9개에 

불과하다. 이를 전체 필터에 대해 확인해 보면 베이즈추정

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의 공간좌표 기준 방법에 비

하여 확인검사 횟수가 30%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Effectiveness of probability based verification 

inspection 

case 
no. of 

filters 

no. of verification inspection 

cord. verification prob. verification 

I 71 107 107 

II 158 2339 579 

III 9 30 45 

total 238 2476 731 

4. 결  론 

 

전자부품의 외관검사공정에서는 자동외관검사 외에 

인간검사원에 의한 확인검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동외관검사의 경우 외관불량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표면에서 불량으로 의심되는 영역(검출위치)을 넓은 

범위에서 모두 탐지해 내게 된다. 그러나 확인검사에서 

불량으로 최종 판정되는 검출위치의 개수는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일반적인 외관검사 공정에서 이 비율은 

수십~수 퍼센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간검사원은 불량을 

확인하기 까지 많은 개수의 검출위치들을 순차적으로 하

나하나 확대하여 관찰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검사 단계에서 어떠한 순서로 검출위치들

을 확인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확인검사의 횟수가 큰 차

이를 나타내게 된다. 대규모 제조라인에서 확인검사를 위

하여 필요한 인간검사원의 숫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경우

가 흔한 경우임을 감안하면 확인검사 횟수를 최소화 하

는 것은 중요한 공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검사결과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특정 검출위치에 대한 사후확률을 기준으로 하여 

확인검사의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후확

률은 머신러싱 기법의 일종인 베이즈추정의 방법을 적용

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나이브베이즈 알고

리즘을 적용하였다. 즉 과거 검사 경험으로부터 불량으로 

판정될 확률이 높은 검출위치를 구별해내고 이를 우선적

으로 확인검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방법의 타당성은 자외선필터의 실제 외관검사 정

보를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인 공간좌표 기준 확인검사의 

방법과 비교 실험을 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238개의 자

외선필터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나이브베이즈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확인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기존 방

법 대비 30% 정도의 횟수로 불량을 최종 검출해 낼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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