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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물품을 자동 광학 검사(AOI), 확인 및 수정하는 자동 장치를 포함하고, 또한 상기 물품에서 실행하기 위한 AOI,

확인 및 수정을 선택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자동 광학 검사(AOI)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자동 광학 검사, 확인 및 수정을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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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자동 광학 검사(AOI) 시스템은 인쇄 회로 기판(PCB), 평판 디스플레이(FPD) 등의 검사에 잘 알려져 있다. AOI 시스템은

도체의 인테그리티(integrity)(가령, 깨짐, 연속성, 크랙 등), 치수, 절연체 또는 기판의 인테그리티 및 치수, 홀 사이즈 및

위치, 비아 사이즈 및 위치, 도체 간격(pitch), 라인 폭 및 길이, 아트워크(artwork) 특징부, 페이스트(paste), 소자 위치, 납

땜 결합부 불량 등 상기 물품(articles)의 다양한 특징부 및 태양을 검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자동 광학 검사(AOI) 이후, 상기 물품은 일반적으로 검사시 발견된 불량품이 실제 불량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 스

테이션(verification station)으로 이송될 수 있다. 만일 불량품이 실제 불량인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물품은 수정가능한

불량품을 수정하도록(모든 불량품이 수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님) 수정 스테이션으로 이동될 수 있다. 종래 기술에서, 상기

확인 및 수정 스테이션은 상기 AOI 유닛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위치하는 유닛을 포함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자동 광학 검사, 확인 및 수정을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며, 하나의 통합된 스테이션에서 검사, 확

인 및 수정을 실행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AOI 시스템의 쓰루풋(throughput)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고, 제조 프로

세스에서 보다 유연성을 제공하며, 제조 흐름에서 병목현상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서, 물품에서 불량의 자동 광학 검사(AOI), 확인 및 수정을 위한 자동 장치를 포함하는 통합된

시스템이 제공되고, 이때 상기 통합된 시스템은 또한 검사될 물품을 AOI 위치 및 확인 및 수정 위치 사이에 이동시키는 제

어기를 포함한다. AOI 및 확인 및 수정은 두 개의 개별 물품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이 선호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서, 상기 자동 장치는 AOI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제 1 스테이션 및 상기 물품에서 적어도 불량

의 확인 및 수정을 실행하는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제 2 스테이션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서, 상기 자동 장치는 AOI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제 1 스테이션을 포함하고, 제 2 스테이

션은 상기 물품에서 불량을 확인하는 확인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그리고 제 3 스테이션은 상기 물품에서 불량을 수정하는

수정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상기 제 1 스테이션과 제 2 스테이션(및 제 3 스테이션) 사이에서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컨베이어가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이 한 실시예에서, AOI는 다수의 조명장치 및 검사될 물품의 전체 폭을 가로질러 연장구성되는 다수의 센서

를 포함하는 이미지 획득 조립체를 포함하고, 따라서 검사될 물품은 제 1 방향으로 상기 이미지 획득 조립체를 지나 하나

의 넌-인터럽티드 패스(non-interrupted pass)에 의해 검사될 수 있고 그리고 이후 상기 제 1 방향과 일반적으로 반대가

되는 제 2 방향으로 상기 검사된 물품을 이송함으로써 상기 AOI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물품들의 자동 광학 검사를 위한 시스템은 조명 및 이미지 획득 서브시스템을 포함

하고, 제 1 지지용 표면은 제 1 시간 구간 동안 검사될 제 1 물품을 지지하고 그리고 상기 제 1 물품의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하나의 언인터럽티드 패스(uninterrupted pass)에 의해 상기 이미지 획득 서브시스템을 지나 상기 제 1 물품을 이

동시키고, 그리고 제 2 지지용 표면은 상기 제 1 시간 구간 동안 상기 이미지 획득 서브시스템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검

사될 제 2 물품을 수용한다.

  또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상기 제 2 표면은 제 2 시간 구간 동안 상기 제 2 물품을 지지하고 그리고 상기 제 2 물품

의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한번의 언인터럽티드 패스에서 상기 이미지 획득 서브시스템을 지나 상기 제 2 물품을 이송

시키고, 그리고 상기 제 1 지지용 표면은 상기 제 2 시간 구간 동안 상기 제 1 물품이 상기 제 1 지지용 표면으로부터 제거

되도록 하고 그리고 상기 이미지 획득 서브시스템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될 제 3 물품을 수용한다.

  또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상기 조명 및 이미지 획득 서브시스템은 상기 제 1 및 제 2 지지용 표면의 이송 축과 일반

적으로 수직으로 연장구성되는 축을 따라 배열된다.

공개특허 10-2005-0088416

- 2 -



  또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는, 물품에서 불량의 자동 광학 검사(AOI), 확인 및 수정을 위한 자동 장치를 제공하고, 제

1 인쇄 회로 기판에서 AOI를 실시하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시에 상기 AOI에서 발견된 추정된 불량의 확인 및 수정을 제

2 인쇄회로기판 위에서 실시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인쇄 회로 기판 제조 방법이 주어진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상기 방법은 또한 상기 물품에서 AOI, 확인 및 수정 중 적어도 하나를 실시한 이후, 또 다른

제조 단계를 실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물품의 자동 광학 검사, 확인 및 수정을 위한 시스템의 간략하게 도시하고 있다.

  도 2A-2I는 도 1의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단순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인쇄 회로 기판을 제조하는 방법의 간략한 흐름도이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구성되고 동작하는 통합된 시스템을 보여주고, 상기 통합된 시스템은 하나이상의 물

품(10)의 자동 광학 검사, 불량 확인 및 수정을 한다. 물품(10)은 인쇄회로기판(PCB), 평판 디스플레이(FPD), 칩 인터커넥

트 패키징(ICP)과 같은 전기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시스템은 가령, 자동 장치(12)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자동 장치(12)는 물품(10)에서 가능한 불량이 식별될 수 있는

검사 위치(16)를 정의하는 샤시(chassis)(14)를 가지며, 또한 상기 자동 장치(12)는 물품(10)에서 가능한 불량이 실제 불

량인지 거짓 불량인지 평가되고 그리고 수정될 수 있는 불량 확인 및 수정 위치(18)를 갖는다.

  도 1에서, 자동 장치(12)는 검사 위치(16)에서 AOI 디바이스(20)를 포함하고, 불량 확인 및 수정 위치(18)에서 이미징

(imaging) 기능을 갖는 확인 디바이스(22)를 포함하며, 이때 상기 확인 디바이스(22)는 가령, 외부 구리를 떼어냄으로써

불량이 수동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물품(11)과 이미징 기능 사이의 충분한 작용 거리를 제공하여 일부 불량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AOI 디바이스(20)는 제 1 물품(10)을 검사하여 가능한 불량을 발견하며, 이 가능한 불량의 일부는 실제 불량이 될 수 있

고 일부는 거짓 불량일 수 있다. 확인 디바이스(22)는 AOI 디바이스(20)에 의해 검사되었던 검사된 물품(11)에 대하여 다

음의 기능 중 적어도 하나를 제공한다: 작업자가 가능한 불량이 실제 불량인지 거짓 불량인지 결정하도록 검사된 물품(11)

에서 가능한 불량의 이미지(23)를 획득 및 디스플레이하고, 그리고 수정가능한 실제 불량을 작업자가 수정하도록 하며; 물

품(11)에서 발견된 가능함 불량이 수정가능한 실제 불량인지, 수정불가능한 실제 불량인지 또는 거짓 불량인지를 가령 확

인 디바이스(22)에서 획득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자동적으로 확인하며; 물품(11)에서 수정가능한 실제 불량을

수정하고, 그리고 수정불가능한 실제 불량이 있는 물품(11)을 폐기한다. 수정가능한 실제 불량에는 회로 단락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돌출부(protrusions)가 있는 도체, 구리 스플래시(splashe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수정불가능한 실제 불량에

는 일부 특징부의 누락, 심각한 흠(nick)이 있는 도체, 적절하지 못한 넌-로컬라이즈드(non-localized) 폭, 도체에서의 깨

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서, 확인 디바이스(22)와 연계된 수정 기능은 작업자에 의해서 수동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자

동으로 실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확인 디바이스(22)에서 상기 이미징 기능은 자동 장치(12)로부터 검사된 물품을 제거하기

전에, 거짓 불량을 빠르게 식별하도록 작업자가 이용하는 불량품의 이미지(23)를 디스플레이한다. 부가적으로, 상기 이미

징 기능은 자동 장치(12)로부터 검사된 물품을 제거하기 전에 작업자가 상기 검사된 물품을 수정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적절한 컴퓨터 이미지 프로세서는 자동적인 거짓 불량 필터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수정불

가능한 실제 불량을 가진 물품(11)은 폐기될 수 있다. 수정가능한 실제 불량을 가진 물품(11)은 자동 장치(12)로부터 제거

되기 전에 수정될 수 있거나 또는 상기 물품에서 각각의 수정가능한 실제 불량을 표시하면서 독립된 수정 스테이션으로 통

과될 수 있다. 거짓 불량의 위치는 오직 수정가능한 실제 불량만이 수정 스테이션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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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확인 디바이스(22)는 확인 및 수정 위치(18)에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확인 디바이스(22)는 물품(11)과 충분한 거리에 배치됨으로써, 작업자가 수정되는 물품(11)의

부분의 이미지(23)를 동시에 보면서 불량 수정을 실시하도록 물품(11)에 접근하게 된다. 선택적으로, 물품(11)에서 적어도

일부 불량을 자동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자동 기능의 불량 수정기(24)가 제공된다. 수정될 수 있는 일반적인 불량은 이미지

(23)에서 인쇄회로기판의 구리 스플래시(26)에서와 같은 과다 구리(excess copper)가 된다.

  AOI 디바이스(20)는 조명 및 이미지 획득 장치(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하며, 그 예로는 물품(10)을 검사하는 동안 물품

(10)에 조명을 비추기 위한 백-라이팅 및/또는 탑-라이팅(top-lighting) 장치를 들 수 있다. 물품(10)은 가령, 코히어런트

또는 인코히어런트(incoherent) 빛으로 검사될 수 있다. AOI 디바이스(20)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조명 장치의 선호되는

실시예는 계류중인 2000년 12월 13일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 09/719,728 "Illuminator for Inspecting Substantially Flat

Surfaced"에 설명되어 있으며, 이는 또한 1998년 6월 16일 국제단계 출원된 PCT/IL98/00285으로서 그 내용은 본원에서

참조로 인용된다.

  AOI 디바이스(20)는 이미지 획득 장치(28)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으며, 가령 적어도 하나의 CCD(charge coupled

device) 어레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세 개의 나란한 이미지 획득 장치(28)(각각은 CCD 또는

CMOS 기반 이미저(imager)와 관련됨)가 주어져 있어서, 물품(10)은 이미지 장치(28)를 통과하여 가령 화살표(30)의 방

향으로 이동되고, 물품(10)의 몇몇 이미지 구획(swaths)(도 1에서는 세 개로서 각각은 상응하는 이미지 획득 장치(28)와

연계되어 있음)은 동시에 획득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물품(10)의 전체 폭의 이미지는 AOI 디바이스(20)에 의해 상기 물품

(10)의 하나의 방해받지않은 패스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물품(10)의 다른 특징부들은 조명을 서로 다른 세기로 반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체(일반적으로 구리선)는 상기 빛을

흐린 기판(duller substrate)보다 큰 세기로 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특징부들(가령, 도체 및 기판)은 상기 특징부들

의 반사된 빛의 세기에 의해 식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컴퓨터 이미지 프로세서(21)는 AOI 디바이스와의 통신을 함에 있어서, 물품(10)에서 추정된

불량을 표시하는 리포트를 출력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이미지 프로세서(21)는 예를 들어, 하나이상의 컴퓨터 워크스테이

션에서 실행중인 소프트웨어 이미지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및 하드웨어 이미지 프로세싱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동작하는 시스템에서 사용시 채택될 수 있는 AOI 디바이스(20)의 예로는 InSpire-9000TM,

SK-75TM, 및 이스라엘 야브네의 오보테크사에서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동 광학 검사 장치의 InFinexTM 시리즈를

들 수 있다. 이들 시스템은 복잡한 미세 라인 또는 볼 그리드 어레이(BGA)와 같은 특징부 및 소자들을 포함하는 PCB 기판

을 검사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물품(11)에서 가령, AOI 디바이스(20)에 의해 발견되는 가능한 불량의 이미지는 오토포커스(autofocus) 비디오 카메라

와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에 의해 불량 확인 및 수정 위치(18)에서 획득될 수 있으며, 상기 오토포커스 비디오 카메라는 가

령 2000년 6월 15일 출원된 계류중인 미국 특허출원 09/570,972 "Microscope Inspection System"에 오토포커스 비디

오 현미경(39)으로서 설명되어 있고 그 내용은 본원에서 참조로 인용된다. 비디오 현미경(39)은 물품(11) 위의 전기회로와

같은 품목으로부터 이격될 수 있어서, 전기회로의 수정을 위해 상기 전기회로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만큼 불량

확인 및 수정 위치(18)에 배치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불량 확인기(22)의 불량 확인 및/또는 수정 기능은 물품(11)에서 이루어지며 동시에 검사 위치

(16)에서 AOI 디바이스(20)에 의해 물품(10)에서의 불량 검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 1의 실시예에서, 제 1 컨베이어

(도시되지 않음)는 여러 스테이션 사이의 제 1 지지용 표면(또는 테이블, 교환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44) 위의 물

품(가령, 물품(10))을 이동시키도록 제공된다. 제 2 컨베이어(도시되지 않음)는 또한 여러 스테이션 사이의 제 2 지지용 표

면(또는 테이블, 교환가능하게 사용되는 용어)(46) 위의 물품(가령, 물품(11))을 이동시키도록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제 1

및 제 2 지지용 표면과 결합한 제 1 및 제 2 지지용 컨베이어는 물품들을 스테이션(16 및 18) 중 하나에 선택적으로 배치하

는 포지셔너(positioner)로 고려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는, 검사 위치(16)에서 물품(10)을 검사하고 동시에

확인 및 수정 스테이션(18)에서 물품(11)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10) 및 물품(11)의 각 이동 경로는 동일하지 않다. 따라

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물품(10)을 지지하는 제 1 지지용 테이블(44)은 제 1 이동 평면에서 운송된다. 물품(11)을

지지하는 제 2 지지용 테이블(46)은 검사 위치(20)에서 상기 제 1 이동 평면에서 운송되지만, 검사 스테이션(20)으로 및

검사 스테이션(20)으로부터 상기 제 2 지지용 테이블(46)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제 1 이동 평면과 일반적으로 평행한 제

2 이동 평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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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A-2I에서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물품들의 검사, 확인 및 수정을 위한 통합된 시스템의 동작을 보여주는 개략

적인 측면도이다. 도 2A-2I 각각은 샤시(114), 검사 위치(116), 불량 확인 및 수정 위치(118), AOI 디바이스(120), 확인

디바이스(122), 제 1 지지용 테이블(144), 및 제 2 지지용 테이블(146)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상기 제 1 지지용 테이블

(144) 및 제 2 지지용 테이블(146)은 각각 검사 및 이후의 확인 및 수정 동안 검사될 물품을 지지한다.

  도 2A에서, 검사될 제 1 물품(150)은 지지용 테이블(144)에 의해 지지되고 그리고 AOI 디바이스(120)에 의한 자동 광학

검사 동안 화살표(160) 방향으로 운반된다. 일반적으로 AOI 디바이스가 제 1 물품(150)의 불량을 광학적으로 자동 검사하

는데 필요한 시간 구간 동안, 제 2 물품(152)은 확인 위치(118)에서 제 2 지지용 테이블(146)에 의해 지지되고 반면 확인

디바이스(122)는 화살표(162)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추정된 불량품들의 위치로 이동된다. 확인 디바이스(122)는 작업

자에게 디스플레이되어지는 추정된 불량(도시되지 않음)의 이미지를 획득한다. 확인 위치(118)에서 확인 기능의 성능은

선택적이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서, 확인 위치(118)는 단지 상기 지지용 테이블(144 및 146) 중 하나로부터 물품을

로딩(loading) 및 오프로딩(offloading)하기 위해서만 사용되고, 그 동안 나머지 하나의 지지용 테이블에서는 로딩된 물품

을 검사하는데, 이때 확인 또는 수정 기능은 실행하지 않는다.

  도 2B에서, AOI 디바이스에 의하여 자동 광학 검사를 완료하거나 또는 확인기(122)에 의하여 제 2 물품(152)의 모든 추

정된 불량품을 확인 및/또는 수정할 때, 검사되고 또한 적어도 부분적으로 불량이 확인된 제 2 물품(152)은 제 2 지지용 테

이블로부터 제거되며(도 2B에 도시되지 않음) 그리고 제 3 물품(154)(도 2C)이 제 2 지지용 테이블(146) 상에 배치된다.

자동적으로 광학 검사된 제 1 물품(150)을 지니고 있는 상기 제 1 지지용 테이블(144)은 화살표(162) 방향으로 확인 및 수

정 위치(118)로 운반된다.

  다음으로, 도 2C에서, 제 1 레벨에 배치된 제 1 지지용 테이블(144)은 화살표(162) 방향으로 계속 운반된다. 제 3 물품

(154)을 지니고 있는 상기 제 2 지지용 테이블(146)은 화살표(164)에 의해 표시되는 바와 같이 제 1 지지용 테이블(144)

의 레벨 아래에 배치된 제 2 레벨로 떨어지고, 그리고 화살표(166)에 의해 표시되는 방향으로 검사 위치(116)로 운반된다.

  도 2D에서, 제 2 지지용 테이블(146)은 제 1 지지용 테이블(144)을 제거하지만, 일반적으로 검사 위치(116)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 광학 검사를 위해 화살표(166)에 의해 표시되는 바와 같이 AOI 디바이스(120)에 필요한 레벨까지 상승된다.

  도 2E 및 2F에서, 제 1 지지용 테이블(144)은 확인 및 수정 위치(118)에 도달하고, 제 2 지지용 테이블(146)은 AOI 위치

(116)에 도달하며, 제 3 물품(154)은 AOI 디바이스(120)로써 추정된 불량에 대하여 자동 검사되며 반면 제 1 물품(150)

상의 추정된 불량은 확인되고 수정된다.

  도 2G 및 2H에서, 제 1 물품(150) 상의 추정된 불량품의 확인 및 수정이 종료되면, 상기 제 1 물품(150)은 제 1 지지용

테이블(144)로부터 제거되고 제 4 물품(156)으로 대체된다(도 2H). 상기 제 1 지지용 테이블(144)은 이후 화살표(170)

방향으로 검사 위치(116)로 운반된다. 제 3 물품(154)의 자동 광학 검사가 종료되면, 제 2 지지용 테이블(146)은 제 1 지

지용 테이블(144)을 제거하기 위해 화살표(172)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제 1 지지용 테이블(144) 아래의 레벨로 떨어지고,

그리고 화살표(174)에 의해 표시되는 방향으로 검사 위치(116)로부터 떨어져서 운반된다.

  상기 사이클은 도 2I에서 종료되며, 이때 제 2 지지용 테이블(146)은 화살표(176)에 의해 표시되는 바와 같이 확인 위치

(118)에서 추정된 불량품의 확인 및 수정을 위해 적절한 레벨로 상승된다. 제 3 물품(154) 상의 추정된 불량품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과 동시에, 제 1 지지용 테이블(144)은 추정된 불량품을 대하여 제 4 물품(156)을 검사하기 위해 검사 위치

(118)에서 화살표(170) 방향으로 AOI 디바이스(120)로 운반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검사를 위한 상대적인 시간 구간과 확인 및 수정을 위한 상대적인 시간 구간은 상호 의존적이

어서 검사 프로세스의 제약 조건을 수용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상기 확인 및 수정은 검

사 위치(116)에서 물품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간 구간에 대하여 시간 의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AOI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간 구간 동안 확인되고 수정될 수 있는 추정된 물량만이 다루어진다. 만일 AOI를 종료한 뒤에

확인되지 않은 추정된 불량이 남는다면, 일부 추정된 불량은 확인되고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오프라인 확인 및

수정 스테이션으로 이동됨으로써 나머지 추정된 불량이 확인된다. 이러한 동작 모드에서, 독립실행형(stand alone) 확인

및 수정 스테이션에서의 로드(load)는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감소된다.

  대안으로, 상기 통합된 시스템은 물품 상의 모든 추정된 불량을 확인 및 수정하는데 필요한 시간 구간에 의존하도록 구성

될 수 있다. 이러한 동작 모드에서는, 만일 불량을 확인하고 수정하고 또한 지지용 테이블 상에 새로운 물품을 배치하는데

필요한 시간 구간이 검사 위치(116)에서 물품의 불량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간 구간을 초과한다면, 검사 위치(116)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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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확인 위치(120)로 검사된 물품을 다시 운반하는 것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작 모드는 상기 통합된 시스템

의 동작이 AOI에 의해 제한되는 동작 모드보다 느릴 수 있지만, 상기 시스템에 의해 다루어지는 각각의 물품이 검사, 확인

및 수정됨으로써 독립실행형 확인 및 수정 스테이션에 대한 필요성을 없애준다.

  도 3에서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서 물품들의 자동 광학 검사, 확인 및 수정을 위한 통합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쇄

회로기판을 제작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제어기(280)는 제 1 및 제 2 위치(16 및 18) 그리고 테이블(44 및 46)과 연결될 수 있고, 상기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제어

할 수 있다. 프로세서(280)는 AOI, 확인 및 수정의 동작들이 물품(10)의 검사, 확인 및 수정을 종료시키는 제약조건을 제공

하도록 상기 시스템에서 오프로드된 물품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확인 및 수정되는지를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전기 회로 패턴은 기판 위에 증착된다. 일반적으로 기판은 묶음(batch)으로 준비되고, 상기 묶

음에서 각각의 기판에는 전기회로 패턴의 동일한 부분이 제공된다.

  기판의 묶음에서 각각의 기판은 가령 시스템(12)과 같은 통합된 검사, 확인 및 수정 시스템에 연속으로 제공되고, 여기서

기판은 검사 위치로 운반되어 불량으로 추정되는 이형(anomalies)의 존재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도록 자동적으로 광학 검

사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제 1 기판이 자동적으로 광학 검사되는 시간의 적어도 일부 동안 새로운 기판은 상기 통

합된 시스템으로 적재된다.

  기판의 자동 광학 검사가 종료된 후, 자동적으로 광학 검사된 기판은 상기 통합된 시스템에 배치된 불량 확인 및 수정 위

치로 이동됨으로써, 추정된 불량이 실제 불량인지 거짓 불량인지 확인되고 또한 수정가능한 실제 불량은 수정된다. 본 발

명의 한 실시예에서, 검사된 기판 위의 추정된 불량의 확인 및 수정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판의 검사와 동시에 실시된다.

  만일 추정된 불량의 적어도 일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정되지 않으면, 기판은 독립실행형 확인 및 수정 스테이션으로 진

행되는데, 이 독립실행형 확인 및 수정 스테이션의 예로는 이스라엘 야브네의 오보테크사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VRS-4

확인 스테이션을 들 수 있으며, 기판 위의 추정된 불량은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필요시 수정된다. 수정불가능한 불량을 가

진 기판은 폐기된다. 종래의 검사, 확인 및 수정 방법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된 양의 불량이 독립실행형 확인 및 수정 스

테이션으로 도달된다.

  추정된 불량이 모두 확인되고 수정이 되면, 기판은 상기 통합된 시스템으로부터 제거된다. 만일 모든 추정된 불량이 확인

되고 수정되면, 이후 상기 기판은 다른 기판과 결합될 수 있고, 그리고 추가 인쇄회로기판 처리 단계(가령, 솔더 마스크의

응용)가 완전한 인쇄회로기판을 생성하도록 실시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 물품에서 불량을 자동 광학 검사(AOI), 확인 및 수정하는 통합된 자동 장치, 및

  - 상기 물품에서 실행하기 위하여 AOI, 확인 및 수정을 선택하도록 동작하는 제어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이때 상기 통합된 자동 장치는 AOI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제 1 스테이션 그리고 상기 물품에서 불량 확

인 및 수정 중 적어도 하나를 실행하는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제 2 스테이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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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스테이션과 제 2 스테이션 사이에서 물품을 이송하기 위한 컨베이어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이때 상기 통합된 AOI, 확인, 수정 장치는 제 1 물품 상에서 AOI를 실행하고 그리고 제 2 물품 상에서

확인 및 수정 중 하나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이때 제 1 물품 상의 추정된 불량을 확인 및 수정하기 위한 시간 구간은 제 2 물품 상에서 AOI를 실행

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구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이때 확인되지 않은 추정된 불량을 포함하는 상기 시스템에서 분리된 물품은 독립실행형 확인 및 수정

스테이션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이때 상기 확인 및 수정 스테이션은 상기 확인되지 않은 불량에 관하여 확인 및 수정 기능

을 제공하도록 동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이때 수정되지 않은 추정된 불량을 포함하는 상기 시스템에서 분리된 물품은 독립실행형 확인 및 수정

스테이션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이때 상기 확인 수정 스테이션은 상기 수정되지 않은 불량에 관하여 확인 및 수정 기능을

제공하도록 동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인쇄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 기판 위에 전기 회로 부분을 형성하고,

  - 상기 기판에서 불량의 자동 광학 검사(AOI), 확인 및 수정을 위한 통합된 자동 장치를 제공하며, 그리고

  - 상기 기판 위에서 실행하기 위하여 AOI, 확인 및 수정을 선택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 회로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 상기 통합된 자동 장치의 검사 위치에서 기판의 AOI를 실행하고, 그리고

  - AOI 동안 발견된 불량을 상기 통합된 자동 장치 위에서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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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들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 회로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 AOI 동안 발견된 불량을 상기 통합된 자동 장치 위에서 수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 회로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 확인된 실제 불량을 상기 통합된 자동 장치 위에서 수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 회로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 검사 위치에서 AOI를 상기 기판 위에서 실행하고, 그리고

  - AOI 동안 발견된 불량을 수정하는

  단계들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 회로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 상기 기판 위에서 적어도 AOI 및 수정을 실행한 이후에 또 다른 제조 단계를 실행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 회로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 제 1 기판 위에서 AOI를 상기 통합된 시스템에서 실행하고, 그리고

  - 제 2 기판 위에서 확인 및 수정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통합된 시스템에서 동시에 실행하는

  단계들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 회로 기판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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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전기회로에 대한 통합된 검사, 불량 확인 및 수정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 검사 위치 및 불량 확인 및 수정 위치를 정의하는 샤시, 및

  - 전기 회로를 초기에 상기 검사 위치에 그리고 이후 상기 불량 확인 및 수정 위치에 자동적으로 배치하도록 동작하는 전

기 회로 포지셔너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된 검사, 불량 확인 및 수정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검사 위치에 배치된 광학 검사 조립체 및 상기 불량 확인 및 수정 위치에 배치된

비디오 카메라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된 검사, 불량 확인 및 수정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이때 상기 비디오 카메라는 비디오 현미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된 검사, 불량 확인 및

수정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이때 상기 비디오 현미경은 상기 불량 확인 및 수정 위치에 배치된 전기회로로부터 상기 전기회로의

수정을 위해 상기 전기회로에 물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거리만큼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된 검사, 불

량 확인 및 수정 시스템.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이때 상기 전기회로 포지셔너는 적어도 제 1 및 제 2 전기회로 지지대를 포함하고, 상기 전기회로 포

지셔너는 상기 제 1 전기회로 지지대를 상기 검사 위치에 배치하고 반면 상기 제 2 전기회로 지지대는 상기 불량 확인 및

수정 위치에 배치되도록 동작하며 그리고 이후 상기 제 2 전기회로 지지대를 상기 검사 위치에 배치하고 상기 제 1 전기회

로 지지대는 상기 불량 확인 및 수정 위치에 배치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된 검사, 불량 확인 및 수정 시

스템.

청구항 20.

  제 16 항에 있어서, 이때 상기 광학 검사 조립체는 정지되어 있고 상기 전기회로가 상기 광학 검사 조립체에 대하여 병진

이동할 때 전기회로를 검사하도록 동작하며, 상기 비디오 카메라는 이동가능하고 상기 전기회로가 상기 불량 확인 및 수정

위치에서 정지되어 있을 때 전기회로를 확인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된 검사, 불량 확인 및 수정 시스템.

청구항 21.

  전기회로에 대한 통합된 검사 및 불량 확인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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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위치 및 불량 확인 위치를 정의하는 샤시

  - 전기회로를 초기에 상기 검사 위치에 배치하고 이후 상기 불량 확인 위치에 배치하도록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전기회로

포지셔너,

  - 상기 검사 위치에 배치된 광학 검사 조립체 및 상기 불량 확인 위치에 배치된 불량 확인 조립체, 그리고

  - 상기 광학 검사 조립체 및 상기 불량 확인 조립체의 동작을 두 개의 서로 다른 동작 모드 중에서 선택될 수 있도록 동작

하는 동작 모드 선택기로서, 이때 상기 두 개의 서로 다른 동작 모드는

  a)광학 검사 조립체의 동작에 필요한 시간이 불량 확인 조립체의 동작의 최대 지속시간을 지배하는 제 1 모드, 및

  b)불량 확인 조립체의 동작에 필요한 시간이 불량 확인 조립체의 동작의 최대 지속시간을 지배하는 제 2 모드

  를 포함하는 상기 동작 모드 선택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된 검사 및 불량 확인 시스템.

청구항 22.

  전기회로의 자동 광학 검사를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 조명 및 이미지 획득 서브시스템,

  - 제 1 시간 구간 동안 검사될 제 1 물품을 지지하고 그리고 상기 제 1 물품을 이송하는 제 1 지지용 표면, 및

  - 상기 제 1 시간 구간 동안 상기 이미지 획득 서브시스템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검사될 제 2 물품을 수용하는 제 2

지지용 표면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회로의 자동 광학 검사 시스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이때

  - 상기 제 2 표면은 제 2 시간 구간 동안 상기 제 2 물품을 지지하고 그리고 상기 제 2 물품의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하나의 언인터럽티드(uninterrupted) 패스로 상기 이미지 획득 서브시스템을 통해 상기 제 2 물품을 이송하며, 그리고

  - 상기 제 1 지지용 표면은 상기 제 2 시간 구간 동안 상기 제 1 물품이 제거되도록 하고 또한 상기 이미지 획득 서브시스

템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검사될 제 3 물품을 수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회로의 자동 광학 검사 시스템.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이때

  - 상기 제 1 및 제 2 지지용 표면은 이송 축을 따라서 이송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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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조명 및 이미지 획득 서브시스템은 상기 이송 축에 수직으로 연장구성되는 축을 따라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회로의 자동 광학 검사 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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