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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경면반사특성을 갖는 솔더볼의 생산공정 관리와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머신비전을 적용한 3차원형

상을 결함검사방법으로서, 60미크론 이내의 마이크로 솔더볼을 대상으로 정밀한 위치제어장치가 필요없이 임의로 위치

한 솔더볼의 반사영상을 취득 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3차원 형상의 결함유무를 검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복수개의 LED를 링형태로 배열한 광원을 사용하여 트레이에 위치한 많은 수의 마이크로솔더볼을 동시에 촬영한 영상을

취득하고, 영상처리를 통해 반사되는 LED의 상대적 위치를 구한 후,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

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그 효용성을 보인다.

Abstract: A statistical approach to inspection of the 3-D shape of micro solder balls is proposed, where an optical

method with spatially arranged LED and specular reflection is used. The reflected image captured by a vision system

was analyzed to calculate the relative displacements of LED’s in the image. Also, the statistics of displacements for the

solder balls contained in a captured image are used to detect existing defects, and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method

is shown via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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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이크로솔더볼은 반도체의 첨단 패키지인 BGA (Ball

Grid Array), CSP (Chip Scale Package)용 부품으로 칩과

기판을 연결하여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솔더볼의 제조사는 반도체 및 모바일 기기의 경박단소

화와 고기능화에 최적의 솔루션으로서 엄격한 품질을 확

보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한다. 마이크로솔더볼은 크기가

60미크론 이하로 소형화됨에 따라 더욱 정밀하고 효과

적인 결함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솔더볼의

검사항목은 크기나 구형도뿐 아니라 표면상의 찍힘 같

은 변형을 포함하며, 따라서 3차원형상검사의 적용이 필

수적이다.1-4)

솔더볼 결함검사의 연구는 BGA와 같이 배열된 솔더볼

의 위치/크기 등과 접합의 결함, 리볼링공정을 위한 결함

검사 등에서 다양한 비접촉방법이 보고되고 있다.5,6) 특

히, 경면반사특성을 갖는 마이크로솔더볼의 3차원형상검

사에는 광학적 간섭현상이나,7,8) 링구조를 갖는 조명과 카

메라를 이용한 비전의 적용,9) 검사용 영상처리알고리즘

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나10-12) 대부분 PCB상에 배열된 솔

더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솔더볼의 크

기가 점점 소형화됨에 따라 검사공정의 생산성도 고려해

야 한다. 많은 수의 마이크로솔더볼의 3차원형상검사를

개별적으로 수행할 경우, 솔더볼의 위치를 제어할 장치

가 필요하고 검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13,14) Lin, Bai 등은15,16) 정밀한 위치제어

장치대신 비전을 적용하여 PCB상에 배열된 솔더볼의 위

치정보를 구하지만 역시 재배치를 위한 기계적 장치를 요

구한다. 실제로 솔더볼 제조회사에서는 트레이에 많은 솔

더볼을 올려놓고 확대경을 이용하여 시각적검사를 수행

하고, 결함이 검출되면 결함이 있는 솔더볼의 선별적 추

출없이 트레이의 솔더볼을 모두 폐기하는 방법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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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생산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

결하면서 비전과 영상처리를 이용한 3차원 형상의 검사

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조명으로 동심원의 형상으로 배

열된 복수개의 LED를 사용하고, 현미경과 CMOS센서를

포함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취득한 영상을 처리하며, 경

면반사특성의 솔더볼에서 반사되는 LED의 위치로부터

3차원형상의 정보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한 통계적 검사

방법을 사용한다. 특히, 정밀한 위치제어장치없이 복수개

의 솔더볼이 Fig. 1과 같이 임의로 배열된 그대로의 상태

로 반사영상을 촬영한 후 영상처리를 통하여 각각의 솔

더볼의 위치와 중심부터 LED의 상대적 위치를 구한 후,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솔더볼의 3차원형상의 결함유

무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 마이크로솔더볼 검사용 머신비전시스템

솔더볼의 결함 검출을 위해 제안된 방법은 취득된 솔

더볼의 반사영상으로부터 LED의 상대적 위치를 구한

후, 이 위치의 통계적 특성을 이용한다. 솔더볼은 금속

과 같은 경면반사특징을 보이며, 점광원인 LED의 빛이

솔더볼에서 반사된 영상을 촬영한 후, 반사된 LED들의

영상 내의 위치변화에 의해 3차원형상 정보를 추정하는

광로분석을 이용한다. 이는 야간에 수면에 반사된 별의

위치를 이용해 수면의 형상변화를 유추하는 방법을 생

각하면 된다. 실험에 사용된 비전장치는 고배율의 현미

경과 카메라, LED가 분포된 원뿔형의 링조명장치, 솔

더볼을 담는 오목한 유리접시 등이 암실 내에 구성되어

있으며, Fig. 2에 실험용 비전장치가 보인다. 현미경과 카

메라는 Edmund Optics 사의 VZM 450i Imaging Lens 및

19201080화소의 CCD 카메라이며, Fig. 3과 같이 LED를

선별적으로 점등하고 하단에 위치한 유리접시에 담긴 복

수개의 솔더볼을 동시에 촬영하며, 솔더볼의 위치를 개

별적으로 고정할 장치는 필요하지 않다.

동심원의 형태로 분포된 LED로부터 입사된 빛이 솔더

볼에 반사된 영상의 취득결과의 예가 Fig. 4에 보인다.

Fig. 4의 영상에는 38개의 솔더볼이 포함되어 있으며, 1

개의 솔더볼을 확대한 영상이 Fig. 5에 보인다. Fig. 5에

서 중심부에 보이는 4개의 RED LED가 솔더볼의 중심을

구하기 위해 배치되었고, 주위에 균일하게 분포된 32개

의 GREEN&BLUE LED가 있으며 16개의 LED가 형상정

보를 얻기위해 선별적으로 사용된다. 각각의 솔더볼의 중

심부의 RED LED의 영역을 추출하고 무게중심으로 솔더

볼의 중심의 위치를 구한 뒤, 솔더볼별로 솔더볼의 중심

을 기준으로 해당 솔더볼에 포함된 GREEN&BLUE LED

의 상대적 위치를 구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안의

모든 솔더볼에 대하여 솔더볼에 포함된 LED들의 상대적

위치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다음에는

LED의 관점에서 복수개의 솔더볼의 상대적 위치를 살펴

보자. LED별로 영상안의 모든 솔더볼에 대하여 구해진

상대적 위치들의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솔더볼

의 형상이 모두 동일한 구형이면 LED의 상대적 위치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 6에는 38개의

솔더볼의 LED별로 상대적 위치의 분포를 보이며 한 지

점 부근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인다. 만약 솔더볼의 형상

에 변형이 있을 경우, 반사되는 빛의 광로에 변화가 생기

고 이는 반사영상에서 LED의 상대적 위치에 변화를 유

발하고 중심과의 거리가 변화한다. 따라서 이 변화를 검

Fig. 2. Experimental Vision System.

Fig. 3. Experimental Vision System (Lower Parts).

Fig. 1. Solder Balls on Concave Glass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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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면 형상에서의 변화를 검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다음 장의 실험을 통하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변화와 결함의 검출방법을 기술한다.

3. 솔더볼의 3차원형상 결함검출실험

앞절에서 기술한 방법과 같이 솔더볼의 중심과 중심

으로부터 LED의 거리를 구한 뒤, 그 값들의 통계적 특

성을 이용하여 결함을 검출하며, 모든 LED의 중심과의

거리를 영상내의 모든 솔더볼을 대상으로 구하고, 거리

의 분산과 최대편차를 사용하여 결함유무를 판단한다.

즉, 모든 솔더볼이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LED의 상대적

위치가 거의 유사하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값들이 작은

분산과 최대편차를 보이며, 형상의 변형이 발생하여 분

산과 거리의 최대크기가 커지면 이를 이용하여 검출을

수행한다.

결함을 갖는 솔더볼을 검출하는 실험에서는 우선 결함

을 갖는 솔더볼이 필요하다. 솔더볼의 결함에는 찍힘이

나 긁힘과 같은 표면의 결함과 제조 공정상에 발생하는

물방울형상과 같은 형상의 변형이 대표적이며, 실험에서

는 솔더볼에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서 변형시킨 후, 이를

포함한 솔더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솔더볼에

인가되는 외력과 형상변형의 크기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대략적으로 솔더볼의 50% 정

도에서 10% 이상의 직경변화가 발생하는 수준의 변형을

인위적으로 구현하였다. 결함을 갖는 솔더볼을 포함한 반

사영상의 취득과 영상처리를 통해 구한 상대적 위치의 분

포의 대표적인 예가 Fig. 7에 보이며, Fig. 6와 비교해도

상대적 위치의 분포에서 큰 분산을 보인다. 이와 같은 통

계적 특성을 이용하여 제안된 형상결함의 검출방법을

Fig. 8의 흐름도와 같이 수행한다.

Fig. 8에 보인 흐름으로 우선 영상에 포함된 각각의 솔

더볼을 대상으로 Red LED 4개를 이용하여 솔더볼의 중

심의 위치를 구한 후, 해당 솔더볼에서 반사된 16개의

Green&Blue LED의 중심과의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구

한 모든 솔더볼의 중심과 LED의 거리를 이용하여 각각

의 LED별로 모든 솔더볼에 대한 거리의 통계적 분산 및

평균으로부터 최대편차가 각각 기준을 넘는 경우 결함으

로 판정한다. 이 때, 결함으로 판단하는 분산의 기준을 기

준1로, 최대편차의 기준을 기준2로 표현했으며, 이 기준

Fig. 6. Relative Displacements of LED’s (Without Defected Solder

Ball).

Fig. 7. Relative Displacements of LED’s (With 30% Defected

Solder Balls included).

Fig. 4. Example of Captured Image of Solder Balls.

Fig. 5. Example of Enlarged Image of A Solder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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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결함의 판정에 대한 중요한 값으로 현장에서의 실

험과 검사원의 결함판정기준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다.

기준치를 적은 값을 잡으면 약간의 변형에 대하여도 결

함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기준치

의 선정은 결함검출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제조사

의 현장실험을 통해 적절한 기준치의 선정이 필요하다.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기준치1과 기준치 2를 각각 40,

100 화소간격으로 정할 경우, 100% 검출성공의 결과를

얻었으며, Fig. 8에는 하나의 Green LED에 대해 거리의

분포도를 보인다. Fig. 9에서 결함이 없을 때의 분포도는

빗금의 막대로 표현된 것으로 평균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결함을 갖는 솔더볼들이 포함된 경우는 색이

있는 막대그래프로 나타나며 큰 분산을 보임을 알 수 있

다. 또한, 편차가 큰 솔더볼도 다수개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여기서 가로축의 단위는 영상의 화소간격이며, 분산

과 편차의 최댓값을 이용하여 결함의 검출이 가능함을 보

인다.

제안된 방법은 1회의 반사영상취득으로 카메라의 Field

Of View (FOV)에 해당하는 부분의 형상만 검사만 가능

하므로, 솔더볼의 모든 부분의 형상을 검사하기 위해서

는 솔더볼의 방향을 변화하면서 반복적인 촬영과 검사

를 수행하여야 하나, 크기가 매우 작은 마이크로솔더볼

의 방향을 정확하게 변화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생산현

장의 시각적 검사에서도 검사원이 솔더볼을 담은 접시

에 약간의 진동을 인가하여 솔더볼의 위치와 방향을 변

화시킨 후 신속히 검사를 반복함으로써 형상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안된 검사실험에서도 용이하게 적

용할 수 있었다. 실험에서 결함이 있는 솔더볼이 전체의

10% 이상일때는 3회 이내의 진동 후 검출을 반복함으로

써 검출이 가능하였으나 2% 이내의 솔더볼만이 결함이

있는 경우는 10회 이상 반복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원인은 비전시스템에서 고배

율의 현미경으로 FOV가 전체접시에서 일부분만 촬영함

으로써 기인되는 바가 크며, 이는 FOV를 확장함으로써

반복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솔더볼의 3차원형상의 검사방

법으로, LED 반사영상을 영상처리로 솔더볼의 중심과 중

심으로부터의 상대적 거리를 구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

여 결함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정밀

Fig. 8. Flow Diagram of Inspection Method.

Fig. 9. Histogram of Relative Distances for A Green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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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치제어장치없이 복수개의 솔더볼이 임의로 배열된

그대로의 상태로 반사영상을 촬영한 후 솔더볼의 3차원

형상의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결함을 포

함한 솔더볼을 사용한 실험을 통해 결함 검출의 의미있

는 성능을 보이고, 결함을 판정하는 기준치와 솔더볼 전

체형상의 검사에 필요한 반복 검사의 분석을 통해, 현장

실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시각적 검사와 비교

를 통해 결함을 결정하는 기준치의 적절한 설정방법 및

취득된 영상내에 포함된 솔더볼의 수가 증가되도록 FOV

를 개선한 비전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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