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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기반의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LCD 패널 결함 검출

( LCD Defect Detection using Neural-network based on B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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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LCD 제조공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검사하고 분류할 수 있는 적응적인 LCD 표면 결함 검사 시스

템을 제안하였다. 즉, 반복되는 LCD 패턴의 주기를 확정한 후에 결함 패턴을 검출하고 검출된 결함 패턴의 특징을 계산하여

결함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결함을 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모폴로지 연산자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또한, 검출된

결함 패턴에서 기하학적인 특징과 통계적 특징을 계산한 후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결함 패턴을 적응적

으로 분류하였으며, 실험 결과 92.3%의 결함 검출율 및 94.5%의 결함 분류 및 인식율을 획득함으로써, LCD 결함 검사 시스템

의 실질적인 구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show the LCD simulator for defect inspection using image processing algorithm and neural network.

The defect inspection algorithm of the LCD consists of preprocessing, feature extraction and defect classification.

Preprocess removes noise from LCD image, using morphology operator and neural network is used for the defect

classification. Sample images with scratch, pinhole, and spot from real LCD color filter image are used. From some

experiments results, the proposed algorithms show that defect detected and classified in the ratio of 92.3% and 94.5

respectively. Accordingly, in this paper, a possibility of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LCD defect inspection system is

finally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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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LCD/PDP 제조기술의 주요과제로서 광시

야각, 응답속도, 고휘도, 저소비전력, 경량, 박형화, 저가

격화, 고해상도, 내환경성, 대면적화, 3D 및 위치감응 등

이 있으며, 이러한 과제들의 종합적이고도 유기적 향상을

통해 전체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우수

한 품질의 LCD/PDP 제품생산을 위해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검사장치의 개발과 더불어 제조설비의

개발이 병행되야 한다
[1～2]

. 이러한 제조설비의 개발을 위

한 기초기반 기술로서는 LCD/PDP 생산에 쓰이는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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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stepper) 및 노광과 정렬 검사와 같은 각종 장비의 정

밀도를 높이기 위한 분해능 0.2㎛ 수준의 패턴(pattern)

선폭 및 경계선(edge) 인식 기술이 필요하다
[3]

. 이에 필요

한 핵심 광학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대면적 및 저소비 전

력 디스플레이 장치의 개발 및 양산에 필요한 자체 기술

력을 보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LCD/PDP 검사장비는

대별하여 외관성형 검사 장치와 내부 상태를 검사하는

장치로 나뉠 수 있으며, 외관 검사장치의 경우 컴퓨터 비

젼 등을 이용한 비접촉식 검사를 통해 제품의 상태를 검

사하고, 내부검사는 전기도통 검사를 통하여 회로 등의

결함유무를 검사하는 분야에 적용된다[4～5]. 특히,

LCD/PDP 외관검사장치에 대한 국내 기술자립도는 대단

히 미미하기 때문에 LCD/ PDP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는 물론 장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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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기반기술에 관

한 중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기술로는 크

게 LCD/PDP의 패턴 선폭 및 경계선 인식을 위한 광학기

술 및 제품의 제작과정에서 발생된 에러를 인식할 수 있

는 패턴인식 알고리즘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CCD 카

메라로부터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영상에서 회로의 이상

유무를 자동으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패턴인

식 알고리즘 개발이 필수적이며, LCD 제조공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각 단계 별로 다른 특징을 가

지는 다양한 형태의 영상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

다[6～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CD 외관검사의 일환으

로, 제조공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LCD 결함을 검사하

고 분류할 수 있는 적응적인 LCD 표면 결함 검출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먼저, 결함을 검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각 단계별 연산자를 이

용하여 제거하였으며, 검출된 결함 패턴에서 기하학적인

특징과 통계적 특징을 계산한 후 BEP기반의 신경회로망

알고리즘
[8]

을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결함 패턴을 적응적

으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적응

적 LCD 결함 검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험을 한 결과 평

균적으로 92.3%의 결함 검출율과 94.5%의 결함 검출율

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LCD 결함 검출 시스템

의 실질적인 구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Ⅱ. 제안된 LCD 결함 검사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한 LCD 검사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이 LCD 영상의 결함 영역 추출과 결함 분류 및 인식

을 위한 기하학적, 통계적 특징 추출, 그리고 결함의 종

류별 분류 및 인식 등 3단계로 구성하였다.

Determine Period

Subtraction in Period

Theshold

Erosion / Erosion

Edge Detection

Thinning

Labeling

Neural Net Work

Feature Extraction

그림 1. LCD 결함 검사 흐름도

Fig. 1. Operational flowchart of the LCD defect

inspection.

1. 결함패턴 검출을 위한 전처리 과정

일반적으로, 결함 패턴을 포함한 LCD 영상은 CCD 카

메라를 통해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열로 인해 발생

하거나 전송라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잡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진화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패

턴의 외각선 왜곡이나 선형태의 결함패턴일 경우에는 끊

어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LCD 결함영역의 분류 및

인식을 위한 기하학적, 통계적 특징 추출을 위해서는 이

진화된 결함 패턴을 포함한 영상내의 미세한 잡음을 제

거하고 결함 패턴을 각각 하나의 객체로서 분리하는 전

처리 과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으로 모폴로지(morphology) 확산

및 침식 연산을 적용하였다[3]. 또한, 데이터양을 줄이

고 이후 진행될 특징 추출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로

사용될 경계선 검출
[3]
, 그리고 경계선이 오직 한 픽

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림 2와 같이 세선화

(thinning)
[6]

과정과 각각의 결함 패턴을 객체로 분리

하기 위한 라벨링(labelling)
[6]
처리를 사용하였다.

즉, 세선화 알고리즘은 결함 패턴의 경계선을 제거하

는 처리를 계속 반복하는 처리로서, 영상내의 각 픽셀

P2

P5P6P7

P4P1P8

P9 P3

<이웃 픽셀의 배열>

START

 1 < N(P1) <7
 S(P1) = 1

 P2 * P4 * P6 = 0
 P4 * P6 * P8 = 0

모든 조건 만
족

 1 < N(P1) <7
 S(P1) = 1

 P2 * P4 * P8 = 0
 P2 * P6 * P8 = 0

모든 조건 만
족

N(P1) =  P2+P3+.....P8+P9 (1 값을 가지는 이웃 픽셀수)
S(P1) : 0에서 1로 천이된 수

P1 제거

YES

NO

NO

YES

그림 2. 세선화 과정

Fig. 2. Thinning process.

< Linking contour 
>

SEARCHING COUNTERCLOCKWISE
 FOR ANOTHER CONTOUR POINT.

CURRENT ONE PIONT IS STORED.
CURRENT ONE IS DELETED.

FIRST, SECOND PROSESS IS REPEATED.
IF NO ONE IS REMAIN, THEN END.

 current
point

그림 3. 라벨링 과정

Fig. 3. Labe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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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하여 그 픽셀이 외각선의 일부인지를 검사해야

하며, 또한 그 픽셀이 골격선(즉 폭이 1인 최종의 가는

선)인지를 검사해야 한다. 이러한 검사에서 그 픽셀이

물체의 외곽선 이면서 골격선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면

그 픽셀을 제거하는(즉, 0값으로 하는) 것이다. 세선화

과정 후의 최종 결함 패턴을 각각의 개체로서 분리하는

과정이 그림 3과 같은 라벨링 과정이다.

2. LCD 결함영역의 특징 추출

일반적으로 영상 처리에 있어서 특징 추출 단계는 처

리될 대상체에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에 먼저 생산 현장

에서 발생하는 결함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한 뒤, 가능

성 있는 여러 특징 추출기법을 실험에 의해 시도함으로

써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알고리즘이 개

발되어야 한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여러 특징 추출기법들을 분석하여 LCD 결함패턴에 적

용하여 보고 그들 중 LCD 결함 패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특징 추출기법을 선정하였다. 또한,

패턴분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공간상에서

각 결함 패턴간의 거리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특징들은 크게 기하학적인 특징과 통계적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가. 통계적 특징

실제 결함패턴의 특징으로부터 패턴을 분류하는 과

정에서는 라벨링으로 각각의 객체로 분리된 영역 내에

서 중심 모멘트를 구함으로서 통계적 특징에 의한 결함

패턴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즉, 모멘트(moment)의 개념
[9]

으로부터 결함패턴의 장단축비(axis ratio), 장축의 길

이(long axis) 및 퍼짐 정도(speediness)를 통계적 특징

으로 선정하였으며, 영상 f(x,y)의 모멘트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1)

또한, 식 (1)에서 산출된 모멘트를 이용하여 결함 패

턴의 무게중심은 식 (3)과 같이 검출할 수 있다.




  


(2)

한편, 주어진 영상이 이진 영상f(i,j)이라면 그 모멘트

는 식 (3)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3)

또한, 결함패턴의 장축 길이(major axis)와 단축 길이

는 각각 식 (4)와 (5)로 정의되고, 퍼짐정도(speediness)

는 식 (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4)

  


  (5)

 




(6)

나. 기하학적 특징

결함 패턴의 기하학적 특징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위치 특징과, 크기 및 모양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결함 패턴의 경우, 위치특징은 패턴의 형태와

무관하기 때문에 제외하였으며, 특히, 결함패턴은 일정

하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고 발생하기 때문에 패턴의 면

적비(area ratio), 응집도(compactness) 및 결함패턴의

면적(defect area)을 그 특징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기하학적 특징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결함패턴

의 경계선 정보를 추출한 후에 그림 4와 같이 결함패턴

의 경계선에 접하는 가상의 박스를 설정한다.

또한, 결함패턴의 면적은 영역내의 픽셀의 수로 정의

하고 면적비와 응집도는 각각 식 (7)과 (8)로 정의한다.




(7)

 
×

(8)

Contour & BoxDefect

그림 4. 기하학적 특징

Fig. 4. Geometrical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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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함의 분류 및 인식

LCD 영상의 결함을 종류 별로 인식하기 위해서 look

up table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본 논문에서는

결함 패턴에 대한 적응성 있고, 보다 효율적인 분류와

인식을 위해 신경망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즉,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시키는 대표적인 학습 알고리즘인 BEP

(back error propagation)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출

력 값과 목표 값과의 오차를 계산하여 오류 값을 감소

시키는 방향으로 기울기 및 가중치 벡터를 조정하였다.

또한, 다층으로 이루어진 퍼셉트론을 학습시킬 경우에

는 i번째 신경망 계층이 되고, 최종 출력 층이 되는 경

우에는 p번째 신경망 계층이 되며, 노드의 오차 값인

δ pj는 식 (9)와 같이 계산된다.

  (9)

식 (9)에서, o p, j는 j번째 신경망 계층에서 p번째

신경망 노드에서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를 통해 출

력된 값을 나타내고 tp, j는 출력 목표값을 나타낸다. 그

러나 j번째 신경망 계층이 최종 출력 층이 아닌 경우에

는 출력 목표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식 (9)에서

( tp, j-o p, j)항은 j+1번째 층의 오차 값인 δ q, j + 1

과 j번째 층의 q번째 신경망 노드와 j+1번째 층의 p번

째 신경망 노드를 연결하는 가중치 벡터    의 곱

셈 연산의 합으로 계산되고 식 (10)과 같이 정의되어

진다.

 


  (10)

식 (9)와 (10)에 의해 오차 값이 계산되면 각 계층을

연결하는 가중치 벡터들은 식 (11)과 같이 계산되고 학

습이 끝나는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오차값을 줄여

나간다.

∆ 
 ∆ (11)

식 (11)에서 η는 학습률 상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

습 속도를 빠르게 하고 전역 최소 점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하기위해 식 (12)와 같이 모멘텀 항이 추가된 BEP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
(12)

Ⅲ. 실험 결과 및 고찰 

그림 5는 LCD 결함패턴의 실시간 검출을 위해 인텔

의 MMX 기술 및 Signal Processing Library와 Image

Processing Library를 사용하여 구현된 LCD 결함 검사

시뮬레이터를 보여준 것이다.

즉, 영상 획득 및 처리를 위한 컴퓨터 비젼 시스템으

로는 SVS-VISTEK사의 SVS285CFCP[10]의 25 frame/

sec의 촬영속도를 갖는 CCD 카메라를 통해 결함이 포

함된 LCD 패널영상을 획득하여, Y400 모드의 8비트 흑

백영상으로 획득하였으며, 그림 5 (a)와 같이 각 검사

단계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반복적인 실험과 분석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그림 5 (b)와 같이 최종단계에서

결함 영상의 패턴 인식 및 분류를 수행하였다.

먼저 그림 6 (a)와 같이 CCD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

는 픽셀 당 4.5㎛ 해상도를 갖는 실제 LCD 칼라필터의

실제 영상(667×500㎛)을 그림 6 (b)와 같이 결함을 포

(a) 각 단계별 LCD 결함 영상 처리

(b) LCD 결함 검출 결과

그림 5. LCD 결함 검사 시뮬레이터

Fig. 5. LCD defect inspection simulator.

(85)



30 BEP기반의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LCD 패널 결함 검출 고정환

(a) 실제영상(667×500㎛) (b) 샘플영상(2.9×2.2㎜)

그림 6. 실험에 사용된 입력영상

Fig. 6. Input images used on experiments.

그림 7. 결함을 포함한 샘플 영상

Fig. 7. Sample images including defects.

함하지 않은 샘플 영상(2.9×2.2㎜)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그림 7과 같이 pinhole 및 scratch와 spot 형태

의 결함을 갖는 샘플 영상 100개를 LCD 결함 검사 시

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LCD 결함영역의 분류 및 인식을 위한 기하학적, 통

계적 특징 추출을 위해서는 이진화된 결함 패턴을 포함

한 영상내의 미세한 잡음을 제거하고 결함 패턴을 각각

하나의 객체로서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림 8은 그림 7의 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샘플영상에 결함 검사를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영

역 분리 및 이진화와 잡음제거 및 경계선 검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BEP(back error propag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LCD 영상의 결함을 분류 및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분류할 패턴들의 표준 패턴들에 대한 특징 벡터

를 추출하여 신경망을 학습시켜야 한다.

즉, 표준패턴의 특징 벡터 검출을 통해 결함 패턴의

특징을 추출하고 그 특징들을 정량화 하여 신경망에 적

용시켜서 결함 패턴을 분류 및 인식하여야 하며, 표 1

은 검출된 각 단계별 LCD 결함영상의 전처리 결과를

(a) 샘플 영상 (b) 결함 영역 분리

c) 이진화 d) 잡음 제거

e) 경계선 검출

그림 8. 단계별 LCD 결함 검사를 위한 전처리 결과

Fig. 8. Pre-processing results for LCD defect

inspection.

특징

벡터패턴
area

area

ratio

axis

ratio

compact

ness

spread

ness

major

axis

패턴 01 0.0195 0.4756 0.9364 0.6776 0.0398 0.0091

패턴 02 0.0191 0.4636 0.8959 0.5841 0.0376 0.0107

패턴 03 0.0138 0.4619 0.8186 0.6345 0.0729 0.0074

패턴 04 0.0258 0.3917 0.5110 0.4928 0.0897 0.0291

패턴 05 0.0270 0.5526 0.8389 0.7042 0.0391 0.0128

패턴 06 0.5271 0.6578 0.8977 0.7429 0.0362 0.4152

패턴 07 0.8200 0.6597 0.8223 0.8120 0.0395 0.4657

표 1. 표준패턴의 특징 벡터

Table 1. Feature vector of standard pattern.

토대로 추출된 특징벡터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표 1과 같이 표준패턴의 특징 벡터를 7000회에

걸쳐 가장 작은 오차범위인 0.0176로 수렴하도록 학습

시켰다. 이 과정을 통해 표 2와 같이 샘플영상에 존재

하는 결함패턴의 종류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었으며,

샘플 영상으로부터의 결함 검출율은 92.3%이고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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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영상
결함패턴의 출력 벡터

분류된

결과

목표

패턴

샘플 영상

01

0.005022 0.134746 pinhole pinhole

0.996295 0.998999 scratch scratch

0.001927 0.098618 pinhole pinhole

0.344245 0.999814 spot spot

0.167328 0.999597 spot spot

샘플 영상

02

0.006297 0.161085 pinhole pinhole

0.958190 0.989580 scratch scratch

0.973811 0.988802 scratch scratch

0.168252 0.309400 pinhole pinhole

0.002017 0.109777 pinhole pinhole

표 2. 결함 패턴의 분류

Table 2. Classification of defect pattern.

검출된 pinhole, scratch, spot 형태의 결함 인식 및 분

류율은 각각 97.4%, 93.5%, 92.8%를 얻을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CD 제조공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결함을 검사하고 분류할 수 있는 적응적인 LCD 표

면 결함 검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즉, 반복되는 LCD

패턴의 주기를 확정한 후에 결함 패턴을 검출하고 검출

된 결함 패턴의 특징을 계산하여 결함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결함을 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모

폴로지 연산자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또한, 검출된 결

함 패턴에서 기하학적인 특징과 통계적 특징을 계산한

후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결함

패턴을 적응적으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

서 제안된 적응적 LCD 결함 검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92.3%의 결함 검출률율과 94.6%의 결함

검출률을 획득함으로써, LCD 결함 검사 시스템의 실질

적인 구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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