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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FT-LCD는 높은 해상도와 낮은 전력소모를 장

점으로 컴퓨터, TV, PDA, 휴대폰 등 다양한 기기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활용되고 있다[1][2]. TFT-LCD

는 제조과정 중의 먼지나 분진, 기계의 오작동, 제조 

과정의 실수 등에 의해 다양한 결함이 발생하게 되

며, 이는 생산성 및 품질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결함 검출을 위해 숙련된 목시검사자에 의해 수

동으로 판별이 되었으나, 이는 검사자의 숙련도, 컨

디션 등에 따라 검출률이 크게 변할 뿐만 아니라 생

산성이 낮아 양산에 큰 어려움이 있다[3].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동 결함 검사 시스

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결함검출 기법들은 영상의 

결함 후보 화소 검출 후, 결함 후보 블랍(BLOB;

Binary Large OBject)을 구성하여 블랍 분석을 통

해 결함을 검출 및 분류한다[4].

기존의 대표적인 결함 검출 방법으로는 Otsu 방

법[5], Gabor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6],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한 방법[7-9] 등이 있다. Otsu 방법은 영

상의 히스토그램 분포에 따라 적응적으로 설정된 임

계값을 사용하여 결함을 검출한다. 이는 알고리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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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지만, 배경과의 밝기 차가 크지 않은 한도성 

결함이 많이 포함된 영상의 경우 과검출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Gabor 필터 기반의 방법은 

특정 형태를 갖는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그러

나 TFT-LCD는 대부분의 결함이 그 형태를 정의할 

수 없는 부정형성 특징을 가지므로 TFT-LCD영상

의 결함 검출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한계를 가진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STD

(Standard Deviation) 방법[7]과 순차적 STD 방법

[8] 등이 있다. 이들 STD기반 결함 검출 방법은 결

함이 없는 영상의 휘도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특징을 이용한 방법으로 실제 많은 검사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다. 먼저 STD 방법[7]은 평균과 표준편

차에 따른 임계값을 이용하여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이다. 이는 결함 영역에 속하는 화소의 휘도는 영상

의 히스토그램에서 가장자리 부분에 속할 확률이 높

으며, 배경 영역에 속하는 화소의 휘도는 영상의 히

스토그램에서 가운데 부분에 속할 확률이 높은 특징

을 바탕으로 결함을 검출한다. 하지만 STD 방법은 

배경과의 휘도 차가 큰 결함에 대해서는 신뢰있게 

검출할 수 있으나, 배경과의 휘도 차가 크지 않은 결

함에 대해서는 신뢰있게 검출하기가 어렵다.

순차적 STD 방법[8]은 STD 방법의 임계값 결정

시에 사용하는 가중치를 순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결함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결함을 검출한다. 이는 

다중 가중치를 사용하여 신뢰 있게 결함을 검출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계산에 따른 계산량과 반복 검

출과정에서 종료 조건에 따라 검출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방

법들은 임계값에 따라 결함검출 결과가 크게 달라지

는 문제를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TD 방법에서 사용한 히

스토그램 대신 누적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개선된 

영상(이하 누적히스토그램 영상)을 사용함으로써,

임계값에 따른 결함검출 결과가 유사하도록 하는 

STD 방법을 제안한다. 히스토그램에 비해 누적히

스토그램 영상은 배경의 휘도에 해당하는 평균 부근

의 휘도대비가 상당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으며, 히

스토그램 평활화 기법과 달리 정규분포의 누적분포

함수(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이

용함으로써 노이즈가 함께 강조되는 것을 억제하여 

안정적으로 휘도대비를 강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기반으로 누적히스토그램 영상을 획득한 후,

STD기반 결함검출을 적용하여 성능을 개선한다.

제안한 방법은 평균 부근의 휘도대비를 증가시킴으

로서, 배경과의 휘도 차가 크지 않은 결함화소들에 

대해 신뢰있게 검출할 수 있어 임계값에 따른 결함

검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영상 특성 및 STD 결함검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누적

히스토그램 영상에서의 STD 결함검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결함영상에 대

한 실험을 통해 제안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TFT-LCD 영상 특성 및 STD 결함검출

2.1 배경 특성

TFT-LCD 영상은 Fig. 1과 같이 패널의 가장자

리에 존재하는 BLU(Back Light Unit)에 의해 불균

일한 휘도 분포를 포함한다.

불균일한 휘도 분포는 결함검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일반적으로 배경 영역의 휘도

분포를 제거하는 보정방법을 전처리로 사용하며, 본 

논문에서는 그 중 형태학적 연산[10]을 이용하여 전

처리를 진행한 후 결함 검출을 진행한다. 전처리가 

된 TFT-LCD 영상에는 결함뿐만 아니라 노이즈도 

함께 산재해 있고, 영상의 휘도분포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 형태를 가지게 된다.

Fig. 2(a)는 512 × 512 사이즈의 실제 TFT-LCD

패널 영상으로써, 350㎛/pixel의 에어리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획득된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 대해 히스

토그램 평활화를 통해 결함 영역을 확인하고, 히스

토그램 및 영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는 정규분포

의 PDF(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비교하였

다.

  

Fig. 1. Example of TFT-LC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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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의 히스토그램이 정

규분포 형태를 가지며, 영상 내의 결함화소는 평균

휘도와 차이가 있는 휘도 값을 갖는다. 그리고 히스

토그램 분포에서 평균휘도와 차이가 큰 결함화소는 

히스토그램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평균휘도와 차

이가 작은 결함화소는 히스토그램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다.

(a) (b)

(c)

Fig. 2. TFT-LCD image and PDF. (a) TFT-LCD image, 

(b) histogram equalization image, (c) histogram 

of intensity.

2.2 STD 결함검출

STD(Standard Deviation) 기반 결함검출[7]은 정

규분포를 따르는 영상에서 평균휘도와의 휘도 차가 

클수록 결함화소일 확률이 큰 특징을 기반으로 식

(1)과 같이 임계값 와 을 결정한다.

   (1)

  

여기서 와 는 영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

내며, 와 는 각각 휘결함과 암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임계값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가중치이다. 결

정된 임계값을 이용하여 입력 영상 에 대해 식

(2)와 같이 결함영상 를 검출한다.

 












if    or
if   

 
(2)

Fig. 3은 Fig. 2의 영상에 대해 식(1)과 식(2)을 이

용한 STD기반 결함검출을 적용한 결과에서 휘결함 

영상과 암결함 영상을 각각 분리한 영상이다.

STD 결함검출은 결함일 가능성이 높은 화소일수

록 배경과의 휘도차이가 큰 특성을 이용하였기에 신

뢰있는 결함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경과의 휘도

차이가 작은 결함을 검출할 경우, 배경화소나 노이

즈가 과검출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Fig. 4는 평균필터를 적용하여 노이즈를 억제한 

후, STD기반 결함검출을 적용한 결과영상들이다.

Fig. 4(b)의 경우 노이즈가 다소 제거됨과 동시에 결

함이 잘 검출이 되었으나, 많은 노이즈가 여전히 과

검출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다른 임계값을 적

용한 영상들의 경우, 임계값이 미세하게 변하였음에

(a)    (b)   

Fig. 3. Defect detection results for Fig. 2 image using 

the STD method.

(a)    (b)   

(c)    (d)   

Fig. 4. Defect detection results for Fig. 2(a) using the 

STD with average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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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배경영역이 크게 과검출이 되거나 결함

이 미검출되는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누적히스토그램 영상을 이용한 STD 결함검출

일반적으로 휘도대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

로 Fig. 2(b)에서 사용된 히스토그램 평활화 기법이 

흔히 이용된다. 히스토그램 평활화 영상 는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여기서 는 히스토그램에서 휘도가 인 화소

의 개수를 나타내며, 은 영상의 총 화소 수를 나타

내고 은 영상의 화소 범위로 여기서는 8비트 영상

을 사용하므로 256의 값이 주어진다. 주어진 화소 

의 휘도인 까지의 히스토그램을 누적하여 

를 계산함으로써 히스토그램 평활화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히스토그램 평활화 영상은 

영상의 누적분포함수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영

상의 결함과 노이즈의 분포에 따라 휘도대비가 정상

적으로 강조되지 않아 결함을 식별하기 어렵거나 노

이즈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배경휘도를 중심으로 영상

을 안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누적히스토그램 영상

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누적히스토그램은 영상

의 누적분포함수 대신, 영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정규분포함수의 누적분포함수를 사용하여 

영상의 휘도대비를 증가시킨다. 정규분포의 누적분

포함수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함이나 노이즈

의 분포에 의해 변환함수가 크게 변동이 발생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휘도대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를 이용하여 주어진 영상으로부터 누적히스토그램 

영상을 획득하고, 이에 대해 STD기반 결함검출을 

적용한다.

먼저 영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정

규분포함수에 대한 누적분포함수  는 식(4)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과 일 때 정

규분포를 나타내고, 누적분포함수는 0에서 까

지 적분한 값을 계산하게 된다. 식(3)의 누적분포함

수 를 기반으로, 식(5)의 누적히스토그램 영상 

를 제안한다.

  ×  (5)

누적히스토그램 영상에서 일반적으로 배경의 휘

도는 128에 가깝게 변환되고, 휘결함은 밝을수록 

255의 값에 가까우며, 암결함은 어두울수록 0의 값

에 가깝게 변환이 된다.

Fig. 5는 Fig. 2영상에 대해 히스토그램 평활화 영

상과 누적히스토그램 영상으로 변환할 때 나타나는 

휘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실선으로 표현된 

영상의 누적분포함수를 사용할 경우 식(3)에 의해 

히스토그램 평활화 영상이 획득되며, 점선으로 표현

된 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를 사용할 경우 식(5)에 

의해 누적히스토그램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Fig. 5에서 파선으로 표시된 기존 영상에서 125와 

130의 휘도를 가지는 화소의 경우, 누적히스토그램 

영상으로 변환할 경우 각각 14와 192의 휘도를 가지

게 된다. 이와 같이 휘도대비가 커짐으로써 결함을 

검출하기가 용이하게 변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히스토그램 평활

화 영상과 제안한 누적히스토그램 영상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의사영상과 각 알고리즘을 적

용하여 개선된 영상들을 나타낸다. 의사영상의 배경

의 휘도는 128이며, 880 × 545 크기로 제작되었다.

원형 모양의 결함을 크기와 밝기별로 추가하였으며,

영상 전체에 가우시안 노이즈도 함께 추가하였다.

원형결함은 영상의 중심에서 위아래로 멀어질수록 

배경의 휘도와 차이가 커지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Fig. 5. Transform function of histogram equalization and 

cumulative histogram of Fig.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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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결함의 크기가 커진다. 또한 가우시안 노이

즈는   을 이용하여 첨가하였다.

Fig. 6(b)와 Fig. 6(c)는 제작된 의사영상에 대해 

각각 히스토그램 평활화 영상 및 누적히스토그램 영

상을 구한 후, 평균 필터를 적용하여 노이즈를 개선

한 영상을 나타낸다.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적용한 

Fig. 6(b)는 휘도대비가 크게 증가하여 결함을 인식

하기에는 적합하나, 노이즈가 함께 강조되는 문제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안한 누적

히스토그램 영상인 Fig. 6(c)는 휘도대비를 증가시

(a) (b) (c)

Fig. 6. Pseudo image and enhanced images. (a) pseudo image, (b) histogram equalization image, (c) proposed 

image.

(a)

(b)

(c)

Fig. 7. Line profiles of Fig. 6. (a) line profile of Fig. 6(a), 

(b) line profile of Fig. 6(b), (c) line profile of Fig. 

6(c).

(a) enhanced image (b)   ,   

(c)   ,    (d)   ,   

(e)   ,    (f)   ,   

Fig. 8. Defect detection results by using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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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면서 노이즈가 함께 강조되는 것을 억제하여 안정

적으로 영상이 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에서 중앙 부근에 표시된 수직선에 속하는 

화소들의 라인 프로파일을 Fig. 7과 같이 나타내어 

휘도분포의 변화를 자세히 확인해 본다.

Fig. 6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Fig. 7의 

라인 프로파일을 통해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노이즈

도 함께 강조되는 문제가 있지만, 제안 알고리즘은 

휘도대비를 증가시키면서 노이즈가 함께 강조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결함검출에 적합한 영상으로 변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은 Fig. 2(a)의 영상에 대해 제안한 누적히

스토그램을 적용하여 개선된 영상과 STD 결함검출 

방법에서 5개의 문턱 값에 따른 검출 결과영상을 나

타낸다. Fig. 4의 결과에 비해 다양한 문턱 값에 따

른 검출 결과가 유사하여, 검출 결과가 문턱 값에 민

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제안한 누적히스토그램 영상을 이용한 STD 결함

검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결함을 

갖는 영상들을 실험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에 사

용된 영상은 Fig. 2(a)와 같이 512 × 512 사이즈의 실

제 TFT-LCD 패널 영상으로써, 350㎛/pixel의 에어

리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획득된 영상이다. Fig. 9는 

실험에 사용한 결함 영상들과 이에 대한 히스토그램 

평활화 영상들이다.

Fig. 10과 Fig. 11은 각각 Fig. 9(a)와 Fig. 9(c)의 

(a) (b)

(c) (d)

Fig. 9. TFT-LCD defect images and histogram equal-

ization images.(a)(c) TFT-LCD defect image, 

(b)(d) histogram equalization image of (a) and 

(c).

(a)   ,    (b)   ,   

(c)   ,    (d)   ,   

Fig. 10. Defect detection results for Fig. 9(a) image 

using the STD method.

(a)   ,    (b)   ,   

(c)   ,    (d)   ,   

Fig. 11. Defect detection results for Fig. 9(c) image using 

the ST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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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들에 대해 기존의 STD 결함검출 방법에서 임

계값의 변화에 따른 결함검출 결과영상들이다. Fig.

10과 Fig. 11로부터 기존의 STD 결함검출 방법은 

임계값의 변화에 따른 결함검출 결과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Fig. 12와 13은 Fig. 9(a)와 (c) 영상들에 대해 제

안한 결함검출 방법에서 임계값의 변화에 따른 결함

검출 결과영상들이다. 제안한 결함검출 방법은 임계

값의 변화에 따른 결함검출 결과가 유사함을 알 수 

있어, 검출 결과가 문턱 값에 민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존의 STD 결함검출 방법에 비해 임계

값 변화를 2배 이상 주어도 결함검출 결과는 안정적

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4는 Fig. 2(a)와 같은 조건에서 획득된 TFT-

LCD 영상으로, 배경과의 휘도차가 작은 수직방향의 

휘결함들을 포함한 영상이다.

Fig. 15는 Fig. 14의 영상에 대해 기존의 STD 방

법에 의한 결함검출 결과영상을 나타내며, Fig. 16는 

Fig. 14의 영상에 대해 제안한 방법에 의한 결함검출 

결과영상을 나타낸다. Fig. 16로부터 제안한 결함검

출 방법은 배경과의 휘도차가 작은 결함을 포함한 

영상에서도 임계값의 변화에 따른 결함검출 결과가 

유사함을 알 수 있어, 검출 결과가 문턱 값에 민감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STD기반 결함검출 방법은 휘도가 높은 화소일수

(a)   ,    (b)   ,   

(c)   ,    (d)   ,   

Fig. 12. Defect detection results for Fig. 9(a) image using 

the proposed method.

(a)   ,    (b)   ,   

(c)   ,    (d)   ,   

Fig. 13. Defect detection results for Fig. 9(c) image using 

the proposed method.

(a) (b)

Fig. 14. TFT-LCD defect image and histogram equal-

ization image. (a) defect image, (b) histogram 

equalization image of (a).

(a)    (b)   

Fig. 15. Defect detection results of Fig. 14(a) image 

using the ST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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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결함에 속하는 화소일 확률이 높다는 점을 기반

으로 결함을 검출한다. 그러나 STD기반 결함검출

은 임계값의 결정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히 배경과

의 휘도차가 적은 결함을 검출하는데 있어서 과검출 

및 미검출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누적히스토그램 영상을 이용하여 배경

과의 휘도대비를 크게 증가하도록 영상을 변환한 

후, STD기반 결함검출 방법을 적용하였다. 결함영

역의 휘도대비가 커짐에 따라 기존 STD기반 결함

검출 방법에 비해 임계값의 변화에 강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영상에 대해서도 유사

한 임계값을 사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

안한 누적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영상개선은 배경과 

유사한 휘도를 갖는 객체 검출에 적극 활용될 수 있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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