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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버 웨이블렛 변환 및 DCT를 이용한 자동 TFT-LCD 패널 얼룩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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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TFT-LCD Mura Defect Detection using Gabor Wavelet 
Transform and D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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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형태의 TFT-LCD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CD 생산 과정에서 얼룩결함을 검사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가버 웨이블렛 변환(Gabor wavelet transform) 및 이산 코사인 변환(Discrete Cosine Transform, DCT)을 이용한

TFT-LCD 패널의 얼룩(mura)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DCT 변환 기반의 TFT-LCD 패널 영상의 참조

패널 영상을 생성한다. 원 영상과 생성된 참조 패널 영상에 대해서 실수 가버 웨이블렛 변환(real gabor wavelet transform)을 적용하

여 패널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얼룩 결함을 검출하는데 방해가 되는 텍스쳐 정보를 제거하고 변환 영상간의 차영상을 이용하여 제거

결함 영역을 추출한다. 추출된 영역에 대해서는 정량적 평가 과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얼룩 검출을 수행한다. 실험결과는 제안한 방법

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얼룩을 검출하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Recently, mura defect inspection techniques are receiving attention in LCD production procedure since demands of TFT-LCD are 
grow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utomatic mura defect inspection method using gabor wavelet transform and DCT. First, we 
generate a reference panel image using DCT based method. For original panel image and generated reference panel image, we 
apply a gabor wavelet transform to eliminate texture information in images. Then, we extract mura defect regions from the 
difference image between gabor wavelet transform image of original panel and generated reference panel image. Finally, all mura 
defect regions are quantified to detect accurate mura defect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ur method is more accurate and 
efficient than previou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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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LCD 패널과 같은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 수

요가 급증함에 따라 LCD 패널의 불량을 검사하는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LCD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얼룩 결함(Mura defect)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얼룩 결함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이 요구되어, 자동화된 LCD 얼룩 결함 검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LCD 패널의 얼룩 결함은 백라이트 모듈

(backlight module), TFT array layer, 칼라 필터 등과 같은

많은 부품들의 비정상적인 광학적 비균일성에 의해 나타난

다. 보통 얼룩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구성해놓은

정상적 패널 배경 영상으로부터 비균일성을 가지는 영역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

생되는 LCD 패널의 얼룩 결함은 정상 패널 영상과 비교해

서 아주 약간의 밝기 차이를 가질 뿐만 아니라 크기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검사하고 검출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작업이다.
LCD 패널의 얼룩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영상 재구성 및

배경 제거 등의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Chen과 Chiang
은 얼룩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 임계값(threshold) 기반의 방

법을 제안했다
[1]. 이 방법은 매우 빠른 반면에 균일하지 못

한 패널 영상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Nakano와 Mori는 웨이블렛 도메인(wavelet domain)
에서의 영역 개선과 공간 도메인(spatial domain)에서의 임

계값 기반 방법을 이용한 얼룩 검출 방법을 제안했다
[2]. Oh 

등은 directional filter bank를 이용한 방법을 제안했으며
[3], 

Song 등은 다양한 크기의 얼룩을 효율적으로 검출하기 위

해 circle kernel 기반의 모폴로지 기반 방법을 제안했다
[4]. 

하지만 이 방법은 원 타입의 얼룩을 검출하는데 유용하지

만 일반적인 얼룩을 검출하는데에는 제약이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Lee 등은 회귀 진단(regression diagnostics)과
Niblack's 임계값 기법을 이용한 얼룩 영역 추출 방법을 제

안했다
[5], Lu와 Tsai는 패널 영상의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패턴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Singular Value Decomposi- 

tion(SVD) 기반의 영상 재구성 방법을 제안했다
[6]. Jiang 등

은 휘도(luminance) 분산(variance)에 대한 분석 및 EWMA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를 이용한 방법

을 제안했으며
[7],  Chen과 Chou는 DCT와 이산 웨이블렛

변환(Discrete Wavelet Transform, DWT)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했다
[8]. 또한 Tseng 등은 연속적으로 획득된 패널 영상

들에 대한 다중 영상 누적(multi-image accumulation) 및 다

중 해상도 배경차(multi-resolution background subtraction)
방법을 이용한 얼룩 결함 검출 방법을 제안했다

[9]. 이러한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원 영상에서의 전반적인 구조 패턴을

모델링하여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비정상적 영역을 추출하

는 방법으로 정상 구조 패턴과 차이가 있는 얼룩을 검출할

수 있는 반면에 정확한 얼룩 검출을 위해서는 비교적 정확

한 구조 패턴 모델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정상 구조 패턴

을 모델링하는 대신 얼룩 자체의 정보를 이용해 비정상 얼

룩을 검출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Chen과 Vese는 영상

의 영역 정보 기반의 Active contour model을 이용한 방법

을 제안했다
[10]. Bi 등은 가버 필터와 Level set 방법을 이용

한 방법을 제안했다
[11]. 그들은 먼저 가버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해 영상에서의 텍스쳐 정보를 제거하고 그 남은 정보

들에 대해서 영상 분할을 위해 영역 기반 Active  contour 
model을 이용한 Level set 방법을 이용했다. 최근에는 Jazi 
등은 simulated annealing(SA) 알고리즘과 SVM 분류기를

이용한 얼룩 결함 검출 방법을 제안했다
[12].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얼룩들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정상 구조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보다 높은 계산

복잡도를 가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얼룩 결함을 효율적으로 검출하기

위해 가버 필터링과 DCT를 이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한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유사하게 DCT 계수의 cut-off 방
법을 이용해 원 영상에 대응되는 정상적 참조 패널 영상을

생성한다. 하지만 패널의 얼룩 결함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

출하기 위해 원영상과 참조 패널 영상에 대해 가버 필터링

을 적용해 필터 반응(filter response) 값의 차이를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각 추출된 얼룩 결함 영역에 대해 [13]에서 정

의된 Measurement index for mura(Semi Mura, Semu) 값을



조상현 외 1인 : 가버 웨이블렛 변환 및 DCT를 이용한 자동 TFT-LCD 패널 얼룩 검출 527
(Sang-Hyun Cho et al. : Automatic TFT-LCD Mura Defect Detection using Gabor Wavelet Transform and DCT)

그림 1. 제안한 방법의 개요
Fig 1. Overview of proposed method 

이용해 평가한 후 최종 얼룩을 검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관

련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얼룩 결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기

술한다.

Ⅱ. 가버 필터 및 DCT를 이용한 LCD 패널
얼룩 검출

1. 개요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개요를 보인 것이

다. 먼저 원본 영상에 대해, 노이즈 제거와 같은 간단한 전

처리를 수행한다. 영상 내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패턴 구조

를 반영하기 위해 DCT 계수 cut-off를 이용해 정상 참조

패널 영상을 재구성하고, 영상내에 포함되어 있는 얼룩 결

함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가버 웨이블렛을 이용한다. 영상

내의 얼룩 결함은 참조 패널과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이므

로 참조 구성된 참조 패널 영상과 원영상에 대한 가버 웨이

블렛 필터 영상간의 차연산을 수행하여 얼룩 결함 후보 영

역을 추출한다. 이진화된 차영상에 대해, 각 영역별로 다시

SEMU 값을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얼룩 결함을 검출한다.

2. DCT를 이용한 참조 패널 영상 구성

불량화소와 같은 얼룩 결함은 일반적인 패널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므로 이를 검출하기 위해 정상 패널을 나타

내는 참조 패널을 생성한다. 참조 패널 영상을 생성하기 위

해 본 논문에서는 2D-DCT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M*N인 2D 영상의 DCT와 IDC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CT : 
 




 



 ×

cos
 

cos
 



(1)

 

 IDCT :  
 




 



×

cos
 

cos
 



  

 

(2)

x = 0,1,2, ... , M - 1;      u = 0,1,2, ... , M - 1;
y = 0,1,2, ... , N - 1;      v = 0,1,2, ... , 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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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본 영상

(b) 생성된 참조 패널 영상

그림 2. 생성된 참조 패널 영상의 예
Fig 2. Example of reconstructed reference pane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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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 계수 중 와 는 영상의 중요 부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참조 배경 영상은 이러한 주요 주파수는

유지시키고 다른 주파수는 제거하여 생성한다. 여기에 영

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패널 영상내에 수평혹

은 수직 줄무늬(stripe)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DCT 
계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필터를 적용한다.

 








 i f      
 otherwise (3)

 여기서,   argmin ,   argmin이다.

계산된 DCT 계수들에 대해 필터를 적용한 후 2-D IDCT
를 이용해 배경 영상을 생성한다. 그림 2는 입력패널 영상

에 대하여 생성된 참조 패널 영상의예를 보인 것이다. 그림
2-(a)는 얼룩 결함(붉은색 사각형)을 포함하는 패널 영상을

나타낸것이다. 그림 2-(b)에서 DCT 계수 cut-off 으로 인해

얼룩 결함이 대부분 제거된 정상적 패널 구조 패턴 정보를

포함하는 참조 패널 영상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3. 가버 웨이블렛을 이용한 얼룩 영역

LCD 패널 영상에서 얼룩 결함을 검출하는데 방해 요소

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평, 수직라인과 같은 텍스쳐 정

보를억제하고 얼룩 결함의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가버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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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CD 영상에서의 얼룩 결함 추출을 위한 가버 웨이블렛 변환과정
Fig 3. Gabor wavelet transform to detect mura defect of LCD 

일반적으로 원래가버 필터는 2D 가우시안 함수과 복소

함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p 
   여기서,   은 특정 공간 주파수.

(4)

은 2D 가우시안 함수이고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p 




 




 




 (5)

여기서 은 축과 축방향으로의 표준편차이다.

2D 가버 필터 함수는 복소수 함수이므로 다음과 같이 실

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cos cossin  (6)

   sin cossin  (7)

여기서, 는 주파수, 는 회전각, 그리고    cos  , 

   sin   이다.

이 중 실수 부분 가버 필터는 우 가버 필터 (even gabor 
filter)라고도 하는데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허수(imaginary) 

부분에 비해 텍스쳐를 분류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텍스쳐 제거를 위해 실수 가버 필터링 (real gabor 
filtering) 방법을 이용한다. 따라서 임의 방향의 실수 가버

필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p


 
′




′ ×cos ′cos′ sin   
(8)

여기서 ′ cos sin , ′ sin  cos  이
고, 는 회전 각도이다.
앞의 가버 필터를 이용해 실수 가버 웨이블렛(real gabor 

wavelet) 변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9)

여기서 는 입력영상,  은 출력영상, 

M은 주파수의 수, N은 방향수, * 은컨볼루션연산을 의미

한다.
서로 다른채널을 통해 출력된 영상들은 다음과 같이 합

쳐져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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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절대 차 영상 (b) SEMU 값 평가 후 검출된 얼룩 결함

그림 4. LCD 영상에서 검출된 얼룩 결함
Fig 4. Detected mura defect in LCD image

  




 
 



(10)

    · 


(11)

  

      (12)

           여기서, m=1,2,...,M (M=4, N=4) 
 
실제 LCD 영상의 텍스쳐 특성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

는 4개의 방향(      )과 4개의 주파

수(     )를 이용해총 16개의 필

터를 적용한다. 그림 3은 16개 필터를 이용해 영상을 필터

링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보인 것이다.

4. 추출 얼룩 결함 영역들에 대한 평가

LCD 영상에서의 얼룩 결함을 추출하기 위해 생성된 참

조 패널 영상과 가버 웨이블렛 변환 영상과의절대 차 연산

(absoulte subraction operator)을 이용한다. 단순한 절대 차

연산을 통해 얻어진 영상에는 단순 영상 노이즈가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영상 노이즈로 인해 유발된 영역을 제외

한 실제 얼룩을 검출하기 위해, 본 논문에는 각 얼룩 결함

영역에 대해서 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SEMI) 표준에서 정의된 SEMU 값을 계산하

여 검출 영역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다. 






 





  

(13)

  는 영상의 명암값,   는 검출을 위한 최소 명암

값,   은 얼룩의 평균 화소값, 는 배경 영상의 평균 화소

값이다. 
그림 4는 참조 패널 영상과 가버 웨이블렛 변환 영상과의

절대 차연산 영상과 SEMU값 평가에 의해 최종적으로 검

출된 얼룩 결함의 예를 보인 것이다.

Ⅲ.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은 Visual Studio 2010과 OpenCV 라이브러

리를 이용해 구현했다. LCD 패널의 RGB 채널별로 2단계

로 점등하여 고해상도 흑백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여

2432*1624해상도의 268개테스트용 LCD 패널 영상 DB를
구축했다. 
그림 5는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얼룩 결함 검출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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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본 패널 영상

   

(b) 참조 패널 영상 (c) 가버 웨이블렛 변환 영상

(d) 참조 패널과 원영상의 가버 웨이블렛 변환 영상간의 차영상

  

(e) Chen 등이 제안한 방법 (f) 제안한 방법

그림 5. LCD 영상에서의 얼룩 결함 검출 결과
Fig 5. Result of mura defect detection in LC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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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양한 LCD 영상에서의 얼룩 결함 검출 예
Fig 6. Examples of mura defect detection in various LCD images

예를 보인 것이다. 그림 5-(a)의 원본 패널 영상 (b)는
DCT 변환기법에 의한 재구성된 참조 패널 영상을 보인

것이다. DCT 계수 cut-off에 의해 원 영상의 중요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얼룩 결함과 구별되

는 참조 패널 영상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는
가버 웨이블렛 변환 영상을 보인 것이다. 가버 웨이블렛

필터 반응에 의해 얼룩 결함 영역이 보다 강조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d)는 참조 패널 영상과 가버 웨이블렛

변환 영상간의 절대 차 영상을 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e)는 Chen 이 제안한 방법의 결과 (f)는 SEMU 값을 이용

한 영역 평가 후 최종 얼룩 결함을 검출한 결과이다. 그
림 5-(e)와 (f)에서 볼 수 있듯이 Chen의 방법에 비해 가버

웨이블렛 필터링에 의해 영상의 텍스쳐 정보와 얼룩 결

함의 필터 반응 정보를 이용한 제안한 방법이 LCD 패널

영상에 있는 얼룩 결함들을 효과적으로 검출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은 다양한 LCD 패널 영상에 대해 제안한 방법에

의해 검출된 얼룩 결함들의 예를 보인 것이다.

표 1은 268개테스트 영상에 대해서 제안한 방법과 최근에

제안된 기법 중 하나인 Chen 등[8]
이 제안한 방법과의 성능

비교 결과를 보인 것이다. 테스트용 LCD 패널 영상으로부

터 수작업을 통해 각 패널 영상에 포함된 얼룩 결함을찾아

ground truth로 하고, 제안한 방법에 의해 검출된 얼룩 결함

과 비교하여 precision, recall 및 F1-measure 값을 계산했다.
표 1에서 F1-measure 값을 비교해 보면, 제안한 방법이 전

반적인 구조 패턴 정보 뿐만 아니라 얼룩정보를 활용하여

기존의 Chen 등이 제안한 방법에 비해 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다. 

Method Precision Recall F1-measure

Chen et al.[8] 0.71 0.57 0.63

Our method 0.91 0.83 0.87

표 1. 얼룩 결함 성능 비교 결과
Table 1. Comparison result of performance in mura defect dete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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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버 웨이블렛 변환과 DCT를 이용해 효

율적으로 LCD 패널의 얼룩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

했다. 제안한 방법은 LCD 패널 영상을 DCT 변환과 DCT 
계수 cut-off 방법을 통해 참조 패널 영상을 생성하고, 참조

패널 영상과 원 영상간의 가버 웨이블렛 변환 차이를 이용

했다. DCT 방법을 이용해 생성된 정상적 패턴 구조를 나타

내는 참조 패널 영상 정보와 가버 웨이블렛 필터링으로 인

해 나타나는 텍스쳐 정보를 이용하여 원 영상의 얼룩 결함

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보다 높은 검출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제안된 기술에 비해 계산

량 증가로 인한 처리시간 지연과 얼룩 결함 검출을 위한

영상 이진화 과정에서 임계값 (threshold value)을 경험적으

로 정해줘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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