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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클러스터링에 의한 인쇄회로기판의 
부품검사영역 자동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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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Extraction of Component Inspection Regions from Printed Circuit Board 
by Image Clustering

김  오*․박 태 형†  

(Jun-Oh Kim․Tae-Hyoung Park)

Abstract  -  The inspection machine in PCB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line checks assembly errors by inspecting 

the images inside of the component inspection region. The component inspection region consists of region of component 

package and region of soldering. It is necessary to extract the regions automatically for auto-teaching system of the 

inspection machine. We propose an image segmentation method to extract the component inspection regions automatically 

from images of PCB. The acquired image is transformed to HSI color model, and then segmented by several regions by 

clustering method. We develop a modified K-means algorithm to increase the accuracy of extraction. The heuristics 

generating the initial clusters and merging the final clusters are newly proposed. The vertical and horizontal projection is 

also developed to distinguish the region of component package and region of soldering. The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to verify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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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쇄회로기 (PCB : printed circuit board) 에 자부품

을 자동으로 조립하는 PCB 조립라인은, 스마트폰, LED TV 

등 최근 수요가 증하는 IT 제품 생산의 핵심 인 공정을 

담당한다. PCB 조립라인은 스크린 린터, 칩마운터, 리 로

우어  조립 검사기 등의 자동화 장비로 구성되며, 이  

조립 검사기는 부품 조립의 불량유무를 자동으로 정하는 

장비이다. XY 로 에 부착된 카메라가 조립이 완료된 PCB 

를 이동하며 상을 획득하고, 획득된 상의 처리  분

석을 통하여 부품의 조립 상태를 검사한다. 검사하는 항목

은 부품의 미장착, 오장착, 틀어짐, 모로섬 등 부품의 장착 

상태를 검사하는 부품검사와 과납, 소납, 들뜸, 단락 등 솔더

링 상태를 검사하는 솔더링검사로 구분된다[1-3].

PCB 조립검사기의 작업 로그램은 검사를 수행할 역의 

치  크기 데이터를 포함한다. 검사를 수행할 역은 부

품검사에 필요한 부품패키지 역과 솔더검사에 필요한 솔

더링 역으로 구분된다. 그림 1은 부품 종류별 부품패키지 

역과 솔더링 역의 를 보여 다. 하나의 기 에는 수백 

내지 수천 개의 부품이 존재하며, 하나의 부품 당 여러 개의 

검사 역이 필요하므로, 모든 검사 역의 치  크기를 수

동으로 입력하는 티칭과정은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

로 한다. 그러므로 장비의 작업 비시간을 단축시키기 하

여 자동티칭이 필요하며, 하루에도 여러 번 PCB 가 교체되

는 PCB 조립라인의 생산성 향상에 큰 향을  수 있다.

자동티칭을 하여 PCB 설계에 사용된 CAD  CAM 

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설계 일로부터 각 부품의 

심 치, 이름  크기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나, 가장 핵

심 인 검사 역의 추출은 어렵다. 따라서 부분의 PCB 

조립검사기는 부품종류 별 검사 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하여 자동티칭에 활용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여 모든 부품종류에 한 각 검사 역의 측정  등록

이 필요하므로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PCB 조립검사기의 자동티칭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

기 하여, PCB에서 획득한 상을 직  활용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부품들이 정확하게 조립되어 있는 표  PCB 

에 한 상을 검사기의 카메라로 획득하고, 이 상을 처

리하여 각 부품 별 검사 역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방법이다.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으므로 빠르고 편리하게 티

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PCB 입력 상에 포함된 기  

배경, 실크선 등을 제외시키고 정확하게 검사 역을 추출하

기 해서는 복잡한 상분리 알고리즘을 필요로 한다.

PCB 상에서 부품검사 역을 자동으로 추출하기 한 

방법들이 발표되었다. 유 알고리즘을 이용한 템 릿 매칭 

방법으로 부품패키지 역을 추출하는 방법 [4], 색상에 

한 임계치를 이용하여 솔더링 역을 추출하는 방법 [5] 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부품종류에 따라 템 릿이나 임계치에 

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등록시간을 필요로 

하는 단 이 있다. HSI 색상모델을 사용하여 부품 패키지를 

배경으로부터 분리하여 추출하는 방법 [6] 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색상의 부품종류에 일일이 응하기 불편하

고, 솔더링 역을 추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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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입력 상으로부터 원하는 객체의 상을 식별

하는 상분할 방법을 용하여, PCB 상으로부터 부품검

사 역을 추출하고자 한다. 차량의 번호  추출 [7], 무인 주

행을 한 교통 표지  추출 [8], 생체 인식을 한 얼굴

역 추출 [9], 지폐에서의 보안용 패턴 추출 [10] 등 다양한 

분야에 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품검사 역을 식별하기 

하여 본격 인 상분할방법이 용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본 논문은 상분할 방법  성능이 우수하여 리 사용되

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용하여, 부품검사 역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부품검사 역 추출 방법은 다음의 

단계로 구성된다, 체 PCB 상과 함께 CAD 일 등으로

부터 추출된 부품의 심 치 데이터를 입력받아, 부품 별 

상을 추출한다. 추출된 부품 별 상을 HSI 색상모델로 

변환시키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용하여 부품 역과 

배경 역을 분할시킨다. 부품 역에 한 수평  수직 투

사를 통하여, 부품 패키지 역과 솔더링 역을 식별한다. 

종류 부품 상 부품패키지 역 솔더링 역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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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

그림 1 부품검사 역의 

Fig. 1 Examples of component inspection regions 

2.  색상모델의 변환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상의 각 화소는 RGB 모델을 사

용하여 표 되어 있다. 빛의 3원색인 빨강(R), 록(G), 랑

(B) 로 색상을 표 하는 방법이나, 세 성분이 독립 이지 않

아 색상분석에 사용하기 어렵고, 특히 외부 조명의 향을 

크게 받는 문제가 있다. 반면 HSI 모델은 색상(H), 채도(S), 

명도(I) 로 색상을 표 하는 방법으로, 세 성분이 상호 독립

이며, 색상 성분의 경우 외부 조명의 향을 받지 않는 장

이 있다. 인간의 시각 인지 모델과 유사하여, 컬러 상처

리에 리 사용된다. ×  개의 화소를 갖는 상에 

하여, 각 화소   (  ⋯ ,    ⋯ ) 에 한 

HSI 모델 각 성분의 값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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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는 화소   의 R, G, B 성분의 값으로 

의 0 이상 255 이하의 정수이다. 

그림 2는 PCB에서 획득한 몇 개의 부품 상에 한 

HSI 모델의 각 성분 값을 보여 다. 색상은 크게 기  배

경, 부품 패키지 역, 솔더링 역, 실크선 역  패드 

역으로 구분된다. 이들 역 에서 부품검사 역으로 사용

되는 부품패키지 역과 솔더링 역만을 추출하여야 한다. 

솔더링 역은 부품 종류에 계없이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으므로, S  I 성분을 고려하여 다른 역과 분리시킬 수 

있다. 부품패키지 역은 그 색상과 채도가 다른 역과 차

별화되므로, H 성분과 S 성분을 고려하여 분리시킬 수 있

다. 

부품패키지 역의 경우, 부품패키지의 색상에 따라 H 성

분과 S 성분으로 부품패키지 역을 분리시키는 것이 어려

운 부품이 있다. 그림 2의 (b)  (c) 부품의 경우, 기 배경

과 부품패키지의 일부 역에 한 H 성분  S 성분이 유

사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부품패키지의 명도(I) 낮

아 경우, 어두운 기 배경과의 색상(H) 구분이 발생되지 않

는 경우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품패키지 역의 용이

한 식별을 하여, S 성분을 I 성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4)

단,    는 명도에 한 임계값으로서, 실험을 통하여 결

정되며 보통 10 내외의 값을 갖는다. 그림 2의 부품에 하

여, 식 (4) 로 보정된 H, S
*
,  I 성분을 보여 다. S

*
 성분

은 S 성분과 비교하여 기 배경과 부품패키지의 구별이 보

다 용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상 클러스터링

원 상을 기 배경 역, 솔더링 역, 부품패키지 역, 

패드 역 등 몇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문제는 형 인 

상 클러스터링 (clustering) 문제의 범주에 속한다. 클러스

터링은 원 상의 모든 화소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 는 

것으로서, 이 때 유사도가 높은 화소들끼리 같은 그룹에 속

하여야 한다. 상 클러스터링 문제의 해결을 하여, 일반

인 클러스터링 문제의 해를 구하기 한 방법들을 용할 

수 있다. 

다양한 클러스터링 문제에 리 사용되는 클러스터링 방

법으로서 EM 알고리즘과 K-means 알고리즘이 있다.[12] 

EM (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은 데이터들이 정

규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각 클러스터 별 최 의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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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 상 H 성분 S 성분 S
*
성분 I 성분

(a)

(b)

(c)

그림 2 부품 별 H, S, I  S
*
 성분

Fig. 2 H, S, I and S
* 
for sample components

라메터를 구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다. 

기 해를 기 으로 반복 인 추정  최 화 단계를 수행

한다. K-means 알고리즘은 EM 알고리즘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각 클러스터 별 최 의 평균값을 구하며 클러스

터링을 수행한다. EM 알고리즘은 복잡한 클러스터링 문제

에 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의 수렴속도가 상 으로 

늦다. K-means 알고리즘은 단순하게 구성되어 해가 빠르게 

수렴하나, 상 으로 복잡한 쉬운 문제에 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체 역의 분할을 한 상 클러스터링 문제

에 많이 용되고 있으나 [13][14],  근본 으로 국지  최

화 기법에 해당되어, 기 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PCB 상에서 부품검사 역을 추출하는 것이 목표인 본 

논문의 경우, 역의 구성이 크게 복잡하지 않다. 한 하나

의 기 에 수백 내지 수천 개의 상을 상으로 클러스터

링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빠른 처리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means 알고리즘을 용하여 상 클러스

터링을 수행한다.

3.1 K-means 알고리즘

원 상의 각 화소는 식(1)-(4) 와 같이 H, S*  I 성분 

값을 갖으며, 각 성분은 독립 으로 역 구분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성분 별로 별도의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주어진 PCB 상에 하여 히스토그램을 구하여, 하나 이상

의 화소가 존재하는 성분 값의 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5)

단,    ⋯  은 H, S* 는 I 값으로 정수 는 실수

이다. 

  변수 
∈  를   가 번째 클러스터에 속한 경우에는 

1 이고,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0 이라 정의하면, 기본 인 

K-means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step 1] k 개의 클러스터에 한 심값   ⋯  을 

임의로 설정한다.

[step 2] 모든 ∈  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심 값과의 

편차가 최소가 되는 클러스터를 찾아 소속시킨다.


 








 if   min
  ⋯ 

 
 otherwise          (6)

[step 3] 모든 클러스터  ⋯  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심값을 갱신한다. 

 


 







  




 

                     (7)

[step 4] 클러스터의 심값   ⋯   변경된 값이 

있으면 [step 2] 로 간다. 더 이상의 변경이 없으면 종료한다.

H, S
*
, I 의 성분 별로 각 각  ,  ,   개의 클러스터가 

생성되며, 종합 으로 × ×  개의 클러스터가 생성된

다. 각 클러스터에 속한 화소의 각 성분 값은 해당 성분 클

러스터의 평균값으로 체된다. 

그림 3은 H 성분에 용한 K-means 알고리즘의 동작 

를 보여 다. 그림 3(a)는 가로축이 H 성분값이고 세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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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 성분값에 한 빈도수인 히스토그램에 하여, [step 

1] 에 의하여 기의 심값을 설정한 를 보여 다.   값

을 4 로 설정되었으며, 심값으로 설정된 성분값에 ‘X’ 로 

표시하 다. 그림 3(b)는 [step 2] 에 의하여, 각 성분값들을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보여 다. 빗 선으로 클러스터를 표

시하 다. 그림 3(c)는 [step 3] 에 의하여 심값을 업데이

트한 결과를 보여주고, 그림 3(d)는 업데이트된 심값을 기

으로 [step 2] 에 의하여 재 클러스터링된 결과를 보여

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상 클러스터링이 완료된다.

그림 3 H 성분 히스토그램에 용한 K-means 알고리즘 (=4) 

(a) 심값 기화 (b) 클러스터링 (c) 심값 업데이

트 (d) 클러스터 업데이트

Fig. 3 K-means algorithm applying to H-histogram (a) 

initialization of centers (b) clustering (c) update 

centers  (d) update clusters

3.2 수정된 K-means 알고리즘

K-means 알고리즘을 상 클러스터링 문제에 효과 으

로 용하기 하여, 추가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K-means 알고리즘은 기값의 개선을 통하여 해를 찾아가

는 국지  알고리즘으로서, [step 1] 에서 임의로 설정한 

기 심값에 따라 수렴 속도  클러스터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 심값을 합리 으로 설정하기 한 

휴리스틱스가 추가로 필요하다[15]. 한 클러스터의 수를 

몇 개로 하는 것이 합리 인지에 한 단과정이 필요하

다. 클러스터의 병합 는 분리를 통하여 역 추출에 

한 수의 클러스터가 생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PCB 상

으로부터 부품검사 역을 추출하기 하여, 기 심값을 

결정하는 단계와 클러스터를 병합하는 단계가 추가된 수정

된 K-means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기 심 값은 화소의 수가 많은 성분 값으로 결정되는 

것이, 수렴속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한 기 심값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탐색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

다. 기 심값을 결정하기 하여, 우선 주어진 PCB 상

의 성분값( H, S
*
 는 I) 에 한 히스트그램을 구하여야 

한다. 성분값 ∈  에 한 화소수를    라 표시하면, 

기 심값을 설정하는 [step 1] 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step 1-1] 첫 번째 클러스터의 심값   을 최 의 화소

수    를 갖는 성분값   로 설정한다.  

[step 1-2] 모든 클러스터  ⋯  에 하여, 각 클러스

터의 심값   를, 다음을 최 화시키는 성분값   로 설

정한다. 

 
 

                  (8)

K-means 알고리즘의 결과로 H, S
*
, I 각 성분 별로 각   

개의 클러스터가 생성되었다. 이 때   값은 알고리즘 시작 

에 임의로 설정한 값으로서, 후속 단계인 부품패키지 역

의 추출과 솔더링 역의 추출단계에 향을 다.   값이 

무 작으면, 원하는 역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없다. 반면 

  값이 무 큰 경우, 역의 과 분할로 인하여 역 추출 

과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원하는 역을 충분

히 추출할 수 있게   값을 설정하여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이후 클러스터의 병합과정을 통하여 보정시킨다.

H, S
*
, I 성분에 하여 각 각  ,  ,   개의 클러스터

가 존재하는 경우, HS
*
I 색상모델에 한 체 클러스터의 

집합을 다음과 같이 표 한다.

⋯                       (9)

단,  ××  이다, 클러스터   ( ⋯) 의 성분

값을 
  라 표시하면,  , 

     는 클러스터링된 

해당 성분의 값이다. 

기 배경 역과 부품패키지 역에 존재하는 화소들을 

색상과 채도 성분이 유사하다. 그러므로 H 성분과 S* 성분

의 편차가 임계값 이내인 클러스터들을 병합하는 다음의 과

정을 추가한다.

[step 5]  모든 클러스터   ( ⋯) 에 하여, 다른 

클러스터   ( ⋯) 와 다음을 계산한다.

                  (10)

  


                (11)

≤   , 
 

  이면, 클러스터   를 클러스터   

에 병합시킨다. 이때  
   값은 각 각 

  값으로 

체시킨다.

그림 4는 그림 2의 (b)  (c) 부품에 하여 수행한 클러

스터링 결과를 보여 다. HS
*
I 에 한 클러스터링을 수행

하고, 이를 상에 표시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수정

된 K-means 알고리즘은 기화 단계를 추가하여, 보다 정

확하게 역을 구별한다. 한 병합과정을 추가하여 클러스

터의 수를 많이 감소시켰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기 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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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패키지 역 내에서 역구별을 보다 확실하게 하 다.

구분 K-means 알고리즘 수정된 K-means 알고리즘

(b)

(c)

그림 4 클러스터링 결과 비교

Fig. 4 Clustering results

4. 부품검사 역의 추출

상 클러스터링된 결과를 사용하여 부품검사 역을 추출

한다. 기 배경 분리, 이진화  투사 단계를  통하여 부품

패키지 역과 솔더 역을 추출한다. 첫 번째 단계인 기

배경 분리 단계는 클러스터링된 S
*
 성분을 사용하여 기 배

경 역과 나머지 역을 분리시킨다. 부품의 심 치 정

보를 사용하여 부품 심 주변의 성분값과 외곽의 성분값을 

찾을 수 있으며, 외곽의 성분값을 갖는 클러스터를 기 배경

으로 설정한다. 그림 5(a)는 기 배경 역을 분리시킨 를 

보여 다. 배경 부분에 발생하는 잡음을 간값 필터 는 

모폴로지 연산을 통하여 제거한다.

두 번째 단계인 이진화 단계는 기 배경이 분리된 S
*
 성

분 상을 이진화 시킨다. S
*
 성분의 상에서는 솔더링  

실크 역과 같은 밝은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밝은 부

분에 한 식별은 I 성분 상에서 용이하다. 그러므로 S
*
 

성분 상은 I 성분 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이진화 

시킨다.


  min  

  
max   ≥  or  max        (12)

단, min   max  는 S 성분의 최소  최 값이고,   는 

S 성분의 이진화를 한 임계값이다. 한 max  는 클러스
터링된 I 성분  최 값을 표시한다. 그림 5(b)는 이진화된 

상의 를 보여 다.

마지막 단계는 이진화된 상에 한 수평  수직 투사

를 통하여 부품패키지 역과 솔더링 역을 식별하는 단계

이다. 이진화된 상의 흰색부분을 0, 흑색부분을 1 이라 하

는 경우, 수평투사 그래 는 상의 가로 방향으로 1 의 빈

도수를 표시한 것이다. 한 수직투사 그래 는 상의 세

로 방향으로 1 의 빈도수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6은 수평 

 수직투사 그래 의 를 보여 다. 수평  수직투사 그

래 의 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1 의 빈도수에 

격히 어드는 부분을 경계선으로 하여 부품패키지 역  

솔더링 역의 식별이 가능하다. 이 때 솔더링 역을 수평 

투사 는 수직 투사  어디에서 식별할 지의 여부는 주어

진 부품의 각도값으로부터 결정한다.

       

           (a)                       (b)

그림 5 기 배경의 분리  이진화

(a) 기 배경의 분리 (b) 이진화

Fig. 5 Split background and binarization

(a) split (b) binarization

           

그림 6 수평  수직 투사 그래    

Fig. 6 Vertical and horizontal projection         

5.  실험 결과

PCB 조립공정에서 사용되는 상용 검사기로부터 획득한 

실제 PCB 에 한 상을 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IC 

부품, 칩 부품, TR 부품 등 다양한 종류의 부품 80 개에 

한 상으로부터 부품검사 역을 추출하 다. 제안 방법은 

Windows XP 환경에서 Visual C++ 2008 로 구 되었으며,  

IBM PC 호환기종 (Core2Duo, 2.40GHz)에서 실행되었다. 클

러스터링 시 필요한 각 성분 별 기 클러스터의 수인 

     는 각 각 3, 3, 2 로 설정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비

교 실험을 수행하 다. 우선 색상모델에 한 비교를 하

여 RGB 모델을 사용한 경우와 HSI 모델을 사용한 경우를 

본 논문에서 제안한 HS*I 모델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

다. 표 1은 색상모델 별 검사 역 추출의 정확도를 비교하

여 보여 다. 부품의 색상은 검은색,  비 검은색  검은색

과 비 검은색이 혼합된 색으로 구분하 다. 검사의 정확도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               (13)

단,   는 실제 역의 면 ,   은 상처리를 통하여 

측정된 역의 면 이다. 

RGB 모델의 경우 부품패키지의 색상에 따라 정확도가 

크게 달라진다. HSI 모델의 경우, RGB 모델보다 정확도가 

향상되나 색상 별 편차는 여 히 크다. 제안방법의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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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색상모델에 따른 정확도 

Table 1 Accuracy according to color models

부품색상
정확도(%)

RGB 모델 HSI 모델 HS*I 모델

검은색 44.4 75.3 93.1

비 검은색 90.5 87.7 93.0

혼합색 72.0 85.3 92.0

표 2 클러스터링 방법에 따른 정확도

Table 2 Accuracy according to clustering methods

부품색상
정확도(%)

K-means 알고리즘
수정된 K-means 
알고리즘

검은색 86.1 93.1

비 검은색 84.7 93.0

혼합색 89.6 92.0

표 3 클러스터링 방법에 따른 연산시간

Table 3 Computation time according to clustering methods

상크기

(pixels)

연산시간 (ms)

K-means 알고리즘 수정된 K-means 
알고리즘

200x300 49 31

300x400 98 60

400x500 156 90

품 색상에 계없이 비교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는

데, 그 이유는 S 성분보다 S* 성분이 기  배경과 부품의 

구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은 색 부

품에 하여 RGB 모델  HSI 모델 비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링 방법에 따른 정확도 비교 실험을 수

행하 다. 색상모델은 HS
*
I 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클러스터

링 단계에서 기존의 K-means 알고리즘을 용한 경우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수정된 K-means 알고리즘을 용한 

경우를 비교하 다. 표 2는 비교 결과를 보여 다. 

K-means 의 경우 기 값을 랜덤하게 설정하 으며, 각 5 

회 실행을 통하여 평균값을 구하 다. 수정된 K-means 는 

기 값을 성분 별 히스트그램을 고려하여 설정하 으며, 별

도의 합병과정을 통하여 클러스터의 수를 다. K-means 

방법과 비교하여 평균 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

인하 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링 방법에 따른 연산시간 비교 실험

을 수행하 다. 입력된 부품 상의 크기를 200x300 

(pixels), 300 x 400 (pixels)  400 x 500 (pixels) 로 구분

하여 연산시간을 측정하 다. 기존 K-means 방법의 경우, 

기치 설정에 따라 연산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각 5 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하 다. 수정된 K-means 의 경

우, 기치를 합리 으로 설정하므로 빠른 수렴에 의하여 연

산시간을 약 36% 내지 42%  단축시켰으며, 특히 상의 크

기가 큰 경우 시간 단축이 크게 이루어짐을 확인하 다.

6. 결  론

PCB 조립검사기의 자동티칭을 하여 상으로부터 부품

패키지 역과 솔더링 역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상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컬러 상처리에 리 사용되는 HSI 

색상모델을 용하 으며, PCB 부품 상의 특성을 고려하

여 S 성분을 변형한 HS
*
I 모델을 사용하 다. 변형 모델은 

특히 기  배경과 부품패기지 역을 구분하는 데 유용하

다. 입력 상에 존재하는 여러 역을 구분하기 하여 

상 클러스터링 기법을 용하 다. 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 이 간단하고 빠른 수렴속도를 갖는 K-means 알고리즘

을 용하 다. 기 클러스터의 설정과 클러스터의 병합과

정이 추가된 수정된 K-means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제시하

다. 클러스터링을 통하여 기 배경과 부품검사 역을 구

별하 으며, 최종 으로 수평  수직 투사 그래 를 통하여 

부품검사 역을 부품패키지 역과 솔더링 역으로 구별하

다. 상용 PCB 조립검사기에서 획득한 실제 PCB 상에 

한 실험을 통하여, 제시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 다. 

본 논문은 최근 상처리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상

분할 범주의 연구에 해당한다. 기존의 상분할에 한 연

구들은 주로 차량 번호  식별, 얼굴 인식, 의료 진단 등에 

응용되었으나, 생산자동화 분야에 용된 사례는 매우 드물

다. 본 연구의 결과는 PCB 조립검사기의 작업 비에 소요

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궁극 으로 PCB 조립라인의 생산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추후 PCB 조립검사기 이외에 반도체, 

LCD 등의 검사기에도 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정

이다. 

감사의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역

신인력양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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