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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영역 간 평균 화소값 차를 이용한 멀티스케일

기반의 TFT-LCD 결함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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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FT-LCD 패널을 저해상도로 획득한 영상은 불균일한 휘도 분포와 노이즈 신호, 그리고 결함 신호로

구성되어 있다. 불균일한 휘도 분포와 노이즈로 인해 결함 신호를 분할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할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영역 상에서 Eikvil et al.'s에 의해 제안되어진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창을 두고 각 창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 값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TFT-LCD 패널

이미지 상에 존재하는 결함의 영역을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창의 크기에 의해 검출

가능한 결함영역의 크기가 제한되어 큰 결함영역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창을 키워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멀티스케일(Multi-scale)을 이용하고, 각 스케일에서 검출

가능한 결함 크기를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크기의 결함 영역을 분할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알고리

즘의 성능을 검증하기위해 다양한 크기의 결함 영역을 만들어 분할되어진 결과와 실제 결함이 존재하는

TFT-LCD 패널 이미지의 분할 결과들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임을 보인다.

TFT-LCD Defect Detection Using Mean Difference Between
Local Regions Based on Multi-scale Image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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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FT-LCD panel images have non-uniform brightness, noise signal and defect signal. It is hard to divide

defect signal because of non-uniform brightness and noise signal, so various divide methods have being

developed. In this paper, we suggest method to divide defective regions on TFT-LCD panel image by

estimating a menas of two different size of windows, which is suggested by Eikvil et al., and using difference

of them. But in this method, the size of detectable defects is restricted by the size of window, hence it

has inefficient problem that the size of window have to increase to divide a large defect region. To solve

this problem we suggest an algorithm which can divide various size of defects, by using Multi-scale and

restrict a detectable size of defects in each scale. To prove an efficiency of suggested algorithm, we show

that resulting images of real TFT-LCD panel images and an artificial image with various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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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TFT-LCD(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는 고해상도, 넓은 시야각, 빠른 응

답속도, 저 중량, 작은 부피, 저 전력소모 등의 장점으

로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휴대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그리고 다양한 휴대용 기기 등에 사용되며

주요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각광받고 있다[1]. TFT-

LCD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의 향상을 위한 기술

이 중요하게 되었고 TFT-LCD에 존재하는 결함 영

역을 검출하기 위한 자동 검사 장비의 필요성이 커지

고 있다. 자동 검사 장비 중 비전카메라를 통해 획득

된 TFT-LCD 영상은 실제 TFT-LCD 패널을 별도

의 필터 없이 육안으로 본 것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

며 얼룩과 같은 영역성 결함 검출에 용이하다[2,3].

얼룩은 TFT-LCD의 생산과정에서 각 액정의 불량

여부 및 이물의 존재나 액정의 물성특성 차이, 기판

이나 필름 불량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요인에 의해 TFT-LCD에 존재하는 결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결함을 포함한 제품은

사용자에게 불량 제품을 제공한다[4]. 그러므로 생산

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TFT-

LCD의 자동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생산업체

에서는 디스플레이 부품이나 완제품 단계에서 여러

검사 항목에 따라서 검사공정이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함을 판정하기 전 TFT-LCD 영

상 내에 존재하는 결함 영역을 분할하는 방법에 관한

알고리즘을 새롭게 제안한다. 먼저 기존에 연구되어

진 방법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접근 방식이며

하나는 공간영역에서의 접근 방식이다. 주파수 영역

에서의 대표적인 예는 푸리에변환(Fourier trans-

form)을 이용한 텍스처(Texture)분할방법을 들 수

있다[5]. 텍스처 분할 방법은 배경 신호를 텍스처로

가정한 뒤, 이를 푸리에 변환 했을 때 배경신호가 저

주파에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런 뒤 적절한 차단 주

파수를 정하여 저주파 통과 필터처리를(Low Pass

Filtering)하여 저주파 성분만 남겨두고 역변환하여

원 영상과 차이를 구한다. 텍스처 분할 방법은 상대

적으로 고주파 영역에 존재하는 결함 영역을 찾는

방법이다.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수행이 가능하지만

적절한 차단 주파수를 잡기가 쉽지 않으며 적절한

차단주파수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각 영상마다 조건

이 달라지므로 영상에 매우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이와는 달리 공간영역에서의 접근을 시도한 방법이

제안 되었는데 다항식 근사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

다[3,4]. 다항식 근사화 방법은 결함을 제외한 배경부

분은 다항식의 곡선과 비슷한 변화를 가진다고 보고

배경신호 곡선을 다항식으로 근사화 한다. 결함부분

은 다항식 근사화 곡선이 못 따라갈 만큼 복잡하다고

가정하면 근사 후의 곡선은 배경부분의 변화만 따라

가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 근사화 영상과 원영상과

의 차이를 구하면 결함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하

지만 이 방법 또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다

항식근사에서 다항식의 차수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영상마다 배경의 조건은 판이하게 다르므로 적절한

다항식의 차수를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둘째로는 어느 정도 배경부분의 근사화를 성공했다

고 하더라도 결함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후에 차 영상에서 결함부분이 손실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구분적으로

일차식 근사화를 이용한 방법([6]), 배경신호를 평활

화하는 B-스프라인(spline) 방법([4]), 배경잡음을

제거하거나 결함을 강조하기 위한 영역 성장(Region

Growing) 방법([7-9]), 영상을 작은 크기의 부분영상

으로 만들어 문턱값을 적용하는 방법([10])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공간 영역

상에서 접근 방법이며 두 개의 다른 크기의 윈도우를

설정하고 각 윈도우의 평균을 계산하여서 그 값의

차이가 클 경우 결함 영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이다.

이 분할 방법은 Eikvil et al.'s에 의해 소개 되었고

([11]) 본 논문에서는 TFT-LCD 결함 영역 분할을

위해 Eikvil et al.'s 방법과 멀티스케일(Multi-scale)

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여기서 스케일은 영상을

일정비율로 축소한 영상을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2의 거듭제곱의 비율로 영상을 축소한다. 제

안한 방법은 TWMDM(Two Windows Mean Dif-

ference and Multi-scale)라 표현하고 이 방법은 각

스케일 상에서 검출 가능한 결함의 크기를 제한하여

다양한 크기의 결함영역을 분할 할 수 있다. 또한 공

간상에서 지역적 평균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균일한

휘도 분포 상에서도 결함의 영역을 분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TFT-LCD 영상의 특징과

결함에 관해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TWMDM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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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Dalsa 6K(2tab) Line Scan

Lens Tamron 90mm Lens

조 명 White LED(110,000Lx)

표 1. 획득 장치 구성

(a) (b) (c)

그림 1. TFT-LCD 패널 영상위의 결함 종류 (a) 점형 작은 영역 결함, (b) 스크래치 결함, (c) 밝은 가로방향 선형 결함.

에 대해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실제

결함이 포함된 영상에 적용해보고 대표적으로 주파

수 영역에서 사용되는 푸리에변환을 이용한 방법

([5])과 공간영역에서 작은 크기의 부분 영상으로 나

누어 문턱값을 적용하는 방법([10])과 결과를 비교한

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TFT-LCD 영상의 특징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TFT-LCD 패널 영상은 일

반적으로 국부적인 혹은 전역적인 높고 낮은 빛의

균일한 휘도 분포와 결함 신호 그리고 고주파 잡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획득되어진 영상 위에 결함은

무작위로 존재 하고, 문턱값 적용 시 휘도 변화가 심

하지 않은 부분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 영상위에

나타나는 결함을 본 논문에서는 크게 다음의 작은

영역 결함(small region defect), 큰 영역 결함(large

region defect), 선결함(line defect), 부정형결함

(nonuniform defect)으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정

의하였다.

작은 영역 결함은 얼룩, 스크래치, 점 등과 같은

작은 영역을 가지는 결함이고, 지름이 정해진 화소

크기 이하를 말한다. 큰 영역 결함은 결함이 가지는

영역이 큰 결함을 말하고, 이는 어떤 지역, 굴곡, 급작

스런 높은 휘도 변화, 비정규적인 휘도변화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정해진 지름의 화소 이상인 영역을

말한다. 선결함은 곧은 혹은 약간 굽은 수평, 수직의

선, 벨트, 띠 모양 등의 결함을 말한다. 부정형결함은

정해진 모양이 없는 부정확한 형태의 결함을 말하며,

빛 샘, 돌기, 찍힘, 주입구방사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서 생긴 결함을 말한다.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획득 장치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6K 라인스캔 카메라로 획득된 영상에서 결함이

나타나는 부분을 각 결함이 중간쯤 위치하도록 256×

256화소 크기로 떼어 낸 영상들을 아래 그림 1에서

결함의 종류별 예를 통해 볼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기위해 그림 5의 실험영상을 표 1의 구성으로

획득하였다.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영상위에 나타나는 결함은

아래의 그림 1의 예와 같이 모양과 특징 등으로 분류

하는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가 가능하고, 결

함이 주위의 결함 없는 부분과 순간적인 높은 휘도차

이가 심한 경우 눈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결함

이 없는 주위와의 휘도차이가 크지 않으면 눈에 잘

안 띄고, 이 경우 기존의 결함검출방법에서는 결함이

잘 검출되지 않는다. 최근에 많은 자동화 결함 검출

장비들이 개발되어 실용화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 결함을 검출하는 능력이 업계에서 요구하는 성능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자동화 장비의 카메라에 의해 획득되어 순수하게

결함 검출 처리 전의 영상이 가지는 특징은 획득된

영상에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적용해 보면 영상이 가

지는 불균일한 휘도 변화를 알 수 있고,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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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한 결함 영상 (a) 점형 작은 영역 결함, (b) 스크래치 결함, (c) 밝은 가로방향 선형 결함.

단순 문턱값 적용으로는 결함 검출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예로 그림 1의 영상을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한 결과를 그림 2를 통해서 볼 수 있다.

2. 제안하는 결함 영역 분할 알고리즘

먼저 분할할 이미지를  라 하고  의 크기는 ×

라 한다. TWMDM 분할 방법은 처리할 픽셀 를

중심으로 × 크기의 윈도우 와 × 크기의 윈

도우 을 이용하여 크기가 의 평균 과 를 계산

한다. (단, , 은 홀수이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개의 다른 크기의 윈도우를 설정하

여 평균을 계산하는 이유는 배경에서는 두 윈도우의

평균값이 거의 차이가 없지만, 결함 영역에서 평균값

을 비교하면 작은 윈도우의 경우에는 결함이 포함된

비율이 높기 받기 때문에 평균값이 배경에 비해 높거

나 낮은 값이 나오며, 큰 윈도우의 경우 배경 영역이

포함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배경과 비슷한 값이 나오

게 된다. 따라서 이 차이를 통하여 배경과 결함을 분

할하는 방식이다.

 
 


 



    

  



  



    

(1)

두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Eikvil et al.'s 는 아래의

이진영상 을 얻는다.

      

  
(2)

여기서 T는 문턱값이다.

본 논문에서는 배경보다 밝은 결함과 어두운 결함

이 존재하므로 아래와 같이 삼진영상 로 분할

한다. 즉, 밝은 결함은 2, 어두운 결함은 1, 배경 영역

은 0을 가지는 삼진영상이다.

 














 

 

   
  

(3)

여기서   는 각각 밝은 결함, 어두운 결함의

문턱값이며 일반적으로 는 양수, 는 음수로 설

정된다.

다음 그림 3. (a)는 알고리즘을 설명하기위해 제작

한 영상으로 배경의 그레이 값이 128이며 2048×2048

의 크기로 제작되었다. 이 영상은 사각형 모양의 결

함을 크기와 밝기별로 추가하였으며 가우시안 노이

즈도 추가하였다. 사각형 결함은 16가지의 크기를 가

지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함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배경보다 밝기가 1씩 밝아진다. 노이

즈는 가우시안 노이즈(sigma=1)를 이용하여 첨가하

였다. 그림 3. (b)는 테스트 영상을 이해하기위한 삼

차원으로 나타낸 프로파일이다.

그림 4는 위 실험 영상에 대해 큰 윈도우의 크기를

달리 주어 분할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어두운 결함

이 없기 때문에 밝은 결함만 표시하였다.

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결함이 클수록 중심부

가 검출이 되지 않으며 큰 윈도우의 크기가 커져야

중심부가 검출이 되는 결함의 크기가 증가한다. 하지

만 윈도우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계산양이 크게 증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멀티스케일(Multi-scale)을

통해 중심부가 검출이 안 되던 결함의 크기를 축소시

켜 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크기의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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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제안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결함 제작 영상 (a) 원본 영상, (b) 삼차원 프로파일

(a) (b) (c) (d)

그림 4. 에 따른 분할 결과 영상(  , =3) (a)  , (b)  , (c)  , (d)  .

(a) (b) (c) (d)

그림 5. 스케일 에 따른  분할 결과 영상(  , ,  ) (a)  , (b)  , (c)  , (d)  .

존재하는 TFT-LCD의 결함 영역 분할에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멀티스케일 영상 는 아

래의 수식 (4) 으로 정의되며 평균을 이용한 영상축

소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영상을 축소할 때,

각 스케일 영상의 픽셀값을 이전 스케일 영상의 픽셀

들의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즉, 영상에서

× 크기의 픽셀들의 평균이   영상에서의 한 픽

셀값이 되게 된다. 축소된 멀티스케일 영상들을 다시

합할 때는 Nearest 방법을 이용하여 영상을 원영상

의 크기로 복구한 후 합한다.

    ↓      … (4)

여기서 ↓는 


배율로 이미지를 축소함을 나타내

며 ≤ log
min 

을 만족하는 자연수로 설정한

다. 에 따라 최대 분할 가능한 결함 크기가 제한을

받는다. 그림 5은 각 영상 에 대하여 분할한 결과이다.

위 결과를 해석하면 먼저 작은 결함에 대해서는

가 작을 때 잘 찾아지고 가 커질 경우 검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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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알고리즘 흐름도

거나 검출되더라도 실제 결함의 크기보다 크게 검출

이 된다. 큰 결함의 경우 가 작을 때 결함의 외곽만

검출이 되며 가 커질수록 중심부까지 모두 검출이

된다. 이를 통해 작은 결함과 큰 결함을 모두 검출하

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결함의 검출에서는 가 작을

때의 결과를 가져오고 가 클 경우에는 과검출이 되

므로 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큰 결함의 검출에

서는 가 작을 때는 외곽이 잘 검출되고 가 클 경우

에는 중심부가 잘 검출되므로 각 결과들을 모두 합하

도록 한다. 따라서 가 클 때 작은 결함을 제거한 후

각 스케일 영상 결과를 모두 합하면 다양한 크기의

결함이 모두 검출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노이즈

제거를 위한 최소 결함의 크기를 로 설정하고 각

스케일에서 제거할 결함의 크기를 수식 (5)와 같이

설정하였다.

    

 
(5)

 일 경우에는 최소 결함 크기 이하의 결함을

제거하고 일 경우, 과검출이 되는 작은 결함은

큰 윈도우의 크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설정하였다.

다음 그림 6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적인 흐름도이다.

알고리즘 흐름도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Step 1. 평균을 이용한 영상 축소를 하여 를 구

성한다.

Step 2.   윈도우 크기를 가지는 평균필터로

 를 계산한다.

Step 3.   값으로 임계화를 하여 삼진영상을

획득한다.

Step 4. 각 스케일에서 분할된 영역을 식 (5)를 이

용하여 제거한다.

Step 5. 분할 영상을 Nearest 보간을 이용하여 원

영상 크기로 복구하여 합한다.

그림 7은 제안된 방법으로 테스트 이미지를 분할

한 결과이다. 조건은   ,  ,  )다양한

크기와 배경과의 차이가 2정도인 결함 영역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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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할 결과 영상

(a) (b) (c)

그림 8. 점형 작은 영역 결함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 (a) FFT 방법, (b) 영상 분할 문턱치 방법, (c) 제안 방법

분할됨을 확인할 수 있다.

TWMDM의 경우, 위와 같이 큰 결함까지 모두 찾

기 위해서는 큰 윈도우의 크기를 25에서 121로 크게

증가시켜야했고 이에 따라 평균값의 계산양이 크게

증가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안

된 멀티스케일을 이용한 방법의 경우 윈도우의 크기

들은 고정시키고 스케일을 점차 늘여서 검출 가능한

결함의 크기를 키워나가는데 스케일이 된 영상의 경

우 이전 영상의 크기의 1/4가 되므로 평균값의 계산

양의 증가폭이 급속히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TWMDM 방식에 비하여 큰 윈도우의 크기를 고정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및 수행시간에 있어서

월등히 앞서는 장점을 지님을 알 수 있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실험용 하드웨어 환경의 PC는 2.27GHz Core(TM)

i5 CPU와 2GB DDR3 memory의 사양이며, 소프트

웨어 환경은 Matlab 7.12에서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영상은 모두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영상을

자동화 결함 검출 장비의 카메라에 의해 획득되어진

영상이다. 제안한 방법의 분할 결과의 우수성을 입증

하기 위해 푸리에변환을 이용한 텍스처 분할방법

(FFT방법)과 영상을 작은 크기의 부분영상으로 만

들어 문턱값을 적용하는 방법과 결과를 비교하였다.

FFT방법의 변수들은 저주파 차단주파수＝60, 고

주파 차단주파수＝10, 밝은 문턱값＝2, 어두운 문턱

값＝-2으로 두었고, 영상 분할 문턱치 방법은 분할

크기를 15픽셀, 밝은 문턱값＝1.5, 어두운 문턱값＝

-1.5로 설정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 변수는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윈도우의 크기는 작은 윈도우의 경

우 크기가 작을수록 결함 데이터의 비중이 높으며

큰 윈도우의 크기가 커야 결함 데이터의 비중이 낮아

져 두 평균값이 차이가 생기므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또한 평균을 취하여 비교하기 때문에 결함과

배경의 픽셀값의 차이가 매우 작아지게 되므로 문턱

값도 2와 -2와 같이 낮은 값으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

에서 쓰인 실험영상들의 결함의 크기는 멀티스케일

횟수   로 두어도 충분히 검출되는 크기이므로

일괄적으로 2로 맞추어서 실험을 하였다.

  ×   ×        

그림 8～10은 그림 1의 영상 (a)～(c)를 이용하여

각 방법들로 분할한 결과이고 각 방법들은 모두 동일

한 변수를 적용하여 분할을 하였다. 그림 8에서 보면

제안한 방법의 결과가 과검출이 적으며 그림 9, 10에

서는 FFT방법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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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9. 스크래치 결함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 (a) FFT 방법, (b) 영상 분할 문턱치 방법, (c) 제안 방법

(a) (b) (c)

그림 10. 밝은 가로방향 선형 결함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 (a) FFT 방법, (b) 영상 분할 문턱치 방법, (c) 제안 방법

그림 10에서와 같이 결함이 크고 배경과의 밝기차이

가 크지 않을 때 제안한 방법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TFT-LCD 패널 생산 과정에서 발

생하는 결함을 찾아내기 위한 결함 영역 분할 방법으

로 Eikvil et al's 방법과 멀티스케일을 이용하였다.

작은 결함일수록 각 스케일의 영상에서 분할된 결함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결함의 크기를

제한함으로 각 스케일에서 분할된 결과를 효율적으

로 합치고 과검출을 제거하여 다양한 크기의 결함을

분할 할 수 있었다. 실제 결함이 존재하며 배경이 불

균일한 TFT-LCD 영상으로 제안한 방법을 실험해

본 결과 우수한 성능을 냄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연구

로서는 제안한 방법에서 수동으로 설정해야하는 윈

도우의 크기 및 임계값의 자동화에 대해 연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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