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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초미세 패턴으로 구성된 칩-온-필름(Chip-on-Film, COF) 패키징 작업에서 발생하는 결함들을 참

조영상에 기초하여 효율적으로 검출하고 분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COF패키징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인 결함은 개방(open), 일부개방(mouse bite, near open), 단락(hard short) 및 돌기(protrusion, near short, soft short) 등
을 포함한다. 이러한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직접 육안으로 식별하거나 또는 전기회로 설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매우 많은 시간과 고비용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참조영

상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결함유무를 판단하고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에 결함의 종류를 4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시

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방식은 검사영상의 전처리, 관심영역 추출, 지역이진분석에 의한 이물 특징 분석과 분류 등을 

포함한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 제안된 시스템은 초미세 패턴을 가진 COF의 결함 검사 및 분류에 대해 기존의 방식에 

비해 시간과 경비를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efficient defect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reference image for COF 
(Chip-on-Film) which encounters fatal defects after ultra fine pattern fabrication. These defects include typical ones 
such as open, mouse bite (near open), hard short and soft short. In order to detect these defects, conventionally it needs 
visual examination or electric circuits. However, these methods requires huge amount of time and money. In this paper, 
based on reference image, the proposed system detects fatal defect and efficiently classifies it to one of 4 types. The 
proposed system includes the preprocessing of the test image, the extraction of ROI, the analysis of local binary pattern 
and classification. Through simulations with lots of sample images,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system is very 
efficient in reducing huge amount of time and money for detecting the defects of ultra fine pattern COF.

키워드 : 칩-온-필름, 결함검출, 참조영상 

Key word : Chip-on-Film, Defect detection, Referenc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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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통신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각종 평판 디

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에 따라 고정세가 높고 경박·단소

화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

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패키지가 평판 디스플레이 구동 칩 패키지 부품

인 COF (Chip-on-Film)로써 열팽창계수가 낮고, 유연

성이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다[1]. 고해상도 및 경박화

에 따라 20μm의 선폭과 30μm 이하의 피치를 가진 COF 
개발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초미세 패턴의 특성상 패키

지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결함들이 발생되고 있다. 특
히, 주로 나타나는 결함의 종류에는 단락(short), 돌기

(protrusion, near short), 개방(open) 그리고 일부 개방

(mouse bite, near open)과 같은 형태로 주로 초미세 선

위에 나타난다[2]. 이러한 결함들은 회로 설계기준을 만

족하지 못함으로써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되는 경우와 

단순한 이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로서 실제 결함과 

관계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치명적인 하자를 보이

게 될 결함에 대해서는 미리 완전히 제거되어야 신뢰성

이 확보된다[3].
한편, 현재 인쇄 회로 기판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

는 오류를 검사하는 경우에 대부분 자동적인 불량 검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COF 패키징의 경우에는 전

기적인 특성 검사 정도만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전기적인 특성 검사를 통하여 결함 검출하는 방

식이 제시되었다[4][5]. [4]에서 전기 측정 시스템은 고

주파 신호를 공급하는 고주파 전원부, 초미세 패턴내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미세 저항(전압)변동을 특정 주

파수대역에서 증폭시키기 위한 공진회로 부분, 전압변

동을 측정하는 프로브 부분, COF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그 값들을 비교하기 위해 결함이 없는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Look-up-Table(LUT)부분, COF의 결함 유무에 따

른 차동 전압을 비교하는 비교회로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결함 검출은 3단계 과정을 거친다. 미세 선폭의 

결함유무에 따른 미세 저항(전압) 변화를 검출하는 과

정, 미세 변화를 좀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고주파 공진 

특성을 이용한 미세 변화를 증폭하는 과정, 그리고 증

폭된 미세 변화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신호처리 과정 등

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초미세 결함에 따른 

저항 변화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그 미세한 변화를 고주

파 공진기를 이용하여 증폭한 후 결함유무를 판별하였

으나 실제 성능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6]. 
한편, 현재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이 가장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서 육안 검사를 많이 수

행 중인데 이 방법은 단순 노동력을 이용하여 결함여부

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특히 필름의 전도성 패턴의 불

량 검출은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 매우 많은 시간과 비

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육안 검사에 따라 경제

성 및 생산성 저하에 대한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육안 검사에 의한 장시간 단순 노동 작업에 의해 

피로누적이 발생되고 결함 검출율이 매우 낮게 차지하

고 결함 검출율이 변화하여 제품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이러한 육안검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영상처리 기법에 의해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을 개발하고 있다. 영상처리 기법에 의해 패키징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이물현상을 검출하

여 판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서 크게 참조 영상을 이용

하는 방법[1], 참조 영상을 이용하지 않는 설계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2], 그리고 이들을 혼합한 방법들을 개발

하고 있다. 이 방법들 중에서 실제 참조 영상을 이용하

는 방법은 신뢰성이 높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

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6]-[12]. 
기존에 영상처리를 이용한 결함 검출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6]-[12]. [3]에서는 반복되는 다수 패

턴 영상에서 관심영역추출, 패치크기결정, 불량검출 단

계로 각각 구현하였다. 이 방식은 두 개 이상의 패턴이 

혼재하는 영역에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 패턴 추출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존재한다. [10]에서는 베이지안 

추론(graph-based Bayesian inference)을 사용하여 주어

진 영상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들과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어진 영상을 

임의의 영역 단위로 자른 다음, 각 영역간의 관계를 확

률적으로 정의하고 현재 검증하려는 영역을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된 각각의 영상과 비교한다. 만약 이 영역

이 데이터베이스 내의 한 영상에 존재할 확률이 매우 

작다면 이 영역을 불규칙성을 갖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영역의 불규칙성을 불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방법은 

주어진 영상에서 임의의 영역을 다른 영역과의 확률 관

계를 통한 불량 검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불규칙적인 부분이 주어진 스케일에 따라 판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특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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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에서는 영상의 모양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

고, 모양에 잡음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 샘플링, 샘플의 

매칭, 불량검출에 의한 세 단계로 하여 특징 점간의 모

양변화를 검사하여 불량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

다. 참조영상과 검사영상은 잡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

에 샘플 개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로 인해, 최소거리를 이용한 샘플의 대응 검출방법은 

잘못된 매칭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참조영상을 사용하여 검사영상에 관심영역을 

추출하고, 이 관심영역을 참조영상과 비교하여 불량, 
양품, 모호로 판정하고, 불량으로 판정된 결함에 대해

서는 단락, 돌기, 개방 그리고 일부개방으로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은 관심영역에 대해 결함

유무를 판단하고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결함의 종

류를 4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제안

방식은 검사영상의 전처리, 관심영역 추출, 지역이진분

석에 의한 이물 특징 분석과 분류 등을 포함한다.

Ⅱ. COF 제조공정과 결함

2.1. COF 모듈 조립 과정

COF 모듈 조립은 제어 PCB부, 소스 IC, 게이트 IC, 
SVGA TFT패널부를 포함한다. COF모듈은 구조상으로 

폴리이미드 필름과 구리 호일의 2-계층으로 구성되며, 
LCD를 포함한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COF 모듈 공정과정에서는 금형, Photo 
resist작업, 노광, 현상 등의 단계를 수행하고, 이후에 2
차 금형, Sn도금, 제품세정, SR인쇄, 슬리터링, OS체크 

등의 단계를 통과한다. 그런 후에 외관검사, 편집, 출하

외관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육안검사에 의해 반복적인 

패턴검사 등을 수행하여 결함제품을 제거하고, 세정, 출
하치수검사, 포장으로 하여 제품 출하된다.

2.2. COF 결함의 종류와 특징

COF 공정 후에 주로 관찰되는 결함의 종류에는 단락

(short), 돌기(protrusion, near short), 개방(open) 그리고 

일부 개방(mouse bite, near open)과 같은 형태로 주로 

초미세 선위에 나타난다. 단락은 이웃하는 두 개의 리

드 선끼리 단락되어 전기적 단락을 초래되는 경우이고, 
돌기는 단락은 아니지만 단락에 가깝게 일부의 리드선

에서 돌출되어 나와 있어 적정한 사양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림 1과 그림 2는 단

락 샘플과 근사단락 샘플에 대한 결함과 양품의 전형적

인 예를 나타내고 있다. 양품의 경우에 먼지와 같은 이

물에 의해 단락 또는 근사단락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결

함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양품은 단락과 근

사단락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정한 패

턴이 없이 발생된다. 단락 또는 근사단락이 양품과 달

리 결함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데, 첫째가 리드선에 접촉한 형태

가 곡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가 리드선의 밝기

와 큰 차이가 없다는 측면이다. 이와 더불어 리드선이 

자라난 영역에서의 밝기 값이 밝고 또한 분산 값이 낮

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a)

(b)

그림 1. 단락샘플의 결함과 양품의 예 (a) 결함, (b) 양품

Fig. 1 Example for defects and no-defects for Short- 
samples (a) defects, (b) no-defects

(a)

(b)

그림 2. 근사단락 샘플의 결함과 양품의 예 (a) 결함, (b) 양품

Fig. 2 Example for defects and no-defects for near short- 
samples (a) defects, (b) no-defects

그림 3과 그림 4는 개방과 근사개방에 대한 결함과 

양품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함은 리드선에 함몰

이 되어 전기적 특성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을 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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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폭이 되면 결함이 된다. 
개방은 리드선이 완전히 끊김으로써 전기적 회로로

서의 동작이 불완전하게 되지만, 근사개방은 육안으로 

전기적 특성을 추측함에 있어 리드선을 1/3이상 함몰된 

경우에 결함이라고 판정한다. 육안으로 양품으로 판정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물이 리드선위에 놓이는 경우인

데, 그 폭이 작은 경우에는 근사개방처럼 보이고, 넓게 

분포하는 경우에는 개방으로 판정된다. 특히, 개방과 

근사개방에 대한 이물에 의한 양품은 리드선에 위치하

는 이물의 형태가 완전히 검은 색이 아니고 분산값이 

크고 또한 밝기값이 밝은 경우에 위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에서 관찰된 육안 구분에 의해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결함

과 양품을 구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검출 기법이 필요

하다.

(a)

(b)

그림 3. 개방 샘플의 결함과 양품의 예 (a) 결함, (b) 양품

Fig. 3 Example for defects and no-defects for open-sample 
(a) defects, (b) no-defects

(a)

(b)

그림 4. 근사개방 샘플의 결함과 양품의 예 (a) 결함, (b) 양품

Fig. 4 Example for defects and no-defects for near open- 
samples (a) defects, (b) no-defects

Ⅲ. 제안된 결함 검출 및 분류 시스템

3.1. 제안된 방식의 제어 흐름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방식의 흐름도는 그림 5와 

같이 요약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참조영상에 

기준을 둔 검사영상의 전처리 작업에 의한 검사영상의 

보정단계, 보정된 검사영상을 참조영상에 비교하여 차

영상을 얻는 단계, 차영상을 통하여 관심영역을 추출하

는 단계, 관심영역에서 파라미터를 획득하는 단계, 추출

한 파라미터를 DB에 저장된 파라미터와 비교하여 단락, 
근사단락, 개방 그리고 근사개방으로 분류하고 동시에 

결함, 양품, 보류로 판정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이때, 보
류는 DB에 저장된 결함 데이터와 양품 데이터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에 대해 판정을 보류하는 결정이다.

그림 5. 제안된 방식의 전체 제어 흐름도

Fig. 5 Overall control flow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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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처리 기술

검사영상이 참조영상에 대해 밝기 값 또는 공간위치

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정하는 것이 요구

된다. 그림 6은 검사영상과 참조영상의 히스토그램을 

일정한 기준치에 위치하도록 히스토그램 보정하는 과

정을 개념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PK_LOW2와 PK_ 
HIGH2는 주어진 검사영상 또는 참조영상에서의 흰색

과 검은색 영역에서 최대 분포를 갖는 밝기 값을 각각 

나타내고, 기준이 되는 PK_LOW2와 PK_HIGH2는 흰

색 영역과 검은색 영역을 맞추기 위한 최대 분포 값을 

각각 나타낸다.

(a)

(b)

그림 6. 히스토그램 보정의 예 (a) 원 히스토그램과 보정 히스

토그램 (b) 블록도

Fig. 6 Example for histogram equalization (a) original 
histogram and equalized histogram (b) block diagram 

검사영상과 참조영상을 각각 밝기 보정을 수행한 후

에 두 영상에 대해 공간 위치가 동일하도록 공간위치 

보정을 수행한다. 

그림 7. 공간위치 정합 및 보정의 예 

Fig. 7 Example for space matching and correction

그림 7과 같이 검사영상 C(x, y)에 대해 참조영상 

R(x, y)를 (i, j)만큼 변이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M x 
M)블록 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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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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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의 MAD(Mean Absolute Difference)값을 갖는 

위치(i, j)를 (MVx, MVy)라고 하면, 이 값을 통해 보정

된 검사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보정된 검사영상

은

),(),(ˆ MVyyMVxxRyxC ++=                (2)

와 같이 얻게 된다.

3.3. 관심영역 추출

전처리에 의해 밝기 값과 공간위치가 보정된 후에 그

림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검사영상과 참조영상 사이의 

차영상을 얻게 된다. 또한 그림 8에 나타낸 White/Black
문턱치 값을 이용하여 참조영상에 대해 이진화를 수행

한다. 먼저, 얻어진 차영상에 대해 제곱한 값이 최대가 

되는 좌표위치를 찾는다. 이 위치는 최대 왜곡 좌표 위

치가 된다. 이 좌표 위치를 초기 시작점으로 하여 침식

(erosion)과 팽창(dilation) 연산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

서는 3x3 침식 연산을 적용하여 일정 문턱치 이하가 되

는 블록들에 대해서는 제거를 수행한다.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흰색 및 검은색 영역의 차영상 성분들에 대

해 팽창(dilation) 연산을 적용하여 안정된 관심영역 크

기를 얻는다. 이렇게 하면, 이진화된 영상에 기초하여 

흰색과 검은색 영역에 있는 이물에 대한 영역이 추출된

다. 그림 8은 검은색과 흰색 영역에 대해 관심영역(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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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of Interest)을 추출한 예를 보여준다.

그림 8. 관심영역의 추출 예 

Fig. 8 Example for ROI extraction 

3.4. 파라미터 추출

관심영역이 추출되면 관심영역 내의 통계 파라미터 

특성과 관심영역과 접한 리드선에 대한 통계 파라미터 

특성을 추출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에서는 지역 

이진 패턴 분석(LBP, Local Binary Pattern)법을 사용한

다[13][14].

3.4.1 지역 이진 패턴 분석법

LBP방식은 그림 9에 나타낸 것과 같은 예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현재 위치의 화소 밝기 값과 이웃하는 화

소의 밝기 값의 차이를 0, 1의 이진 형태로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식이 된다.

 




 


   ≥    

               (3)

여기서, P와 R은 각각 인접 화소의 수와 원의 반지

름을 의미하고, gc와 gp는 각각 현재 화소의 밝기 값과 

이웃 화소의 밝기 값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gc는 

관심영역내의 평균밝기 값을 나타내고, gp는 관심영역

에 접한 리드선의 밝기 값을 나타낸다. 이때 P는 선형 

보간(linear interpolation) 또는 소거(decimation) 기법

에 의해 일정한 개수가 되도록 조정한다. 이는 파라미

터비교에 의해 결함과 양품을 분류하기 위해 수행한

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LBP 히스토그램의 예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9. 지역 이진 패턴의 예[13] 
Fig. 9 Example of Local Binary Pattern[13]

그림 10. LBP 히스토그램의 예[13] 
Fig. 10 Example of LBP histogram[13]

3.4.2 각 영역별 파라미터 추출

단락과 근사단락은 리드선이 자란 형태가 곡선형태

를 갖는다. 그림 11은 근사단락의 결함에서 리드선에

서 접한 관심영역의 크기를 얻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
기서, SI(1), SI(2), ... , SI(N)은 리드선에서 접한 영역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곡선(round)형태를 검출하

는데 사용한다.
곡선의 판정을 위해 다음을 계산한다.

dl(1) = sl(2) - sl(1)
dl(2) = sl(3) - sl(2)
... (4)
dl(N/2-1) = sl(N/2) - sl(N/2-1)

을 계산하고, 또한, 대칭적으로 

ul(1) = sl(N-1) - sl(N)
ul(2) = sl(N-2) - sl(N-1)
... (5)
ul(N/2-2) = sl(2) - sl(3)
ul(N/2-1) = sl(1) - sl(2) 

을 계산하여 {dl(1), ... ,d1(N/2-1)}과 {u1(1), ..., ul(N/2-1)} 
중에서 각각 2개 이상이 양수가 존재하면 곡선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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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 

그림 11. 곡선 형태 검출 

Fig. 11 Extraction of round-type

그림 12. 이웃하는 1, 2, 그리고 3화소의 평균 밝기 값 

Fig. 12 Averaged brightness values for adjacent 1, 2 and 
3 pixels

 

그림 13. 개방과 근사개방에 대한 파라미터 

Fig. 13 Parameters for open and near-open data

그림 12는 단락 또는 근사단락으로 분류된 경우에 

리드선에 접촉한 이웃 화소들의 1화소, 2화소, 그리고 

3화소의 평균 밝기 값을 구하기 위한 화소 위치를 나타

내고 있다. 또한 그림 13은 개방 또는 근사개방으로 분

류되는 데이터들에 대해 리드선의 함몰된 영역에 대해 

이물의 넓이, 리드선 폭, 근사반지름 등을 측정하기 위

한 영역을 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한 각 결함에 따

라 추출되는 파라미터는 표1과 같이 요약된다.
                                                            
표 1. 특징 파라미터의 요약

Table. 1 Summarization of feature parameters

분류 파라미터

단락/
근사

단락

곡선(round) 여부

접촉화소들의 LBP히스토그램

리드선 양쪽 접촉여부

1접촉화소 평균

2접촉화소 평균

3접촉화소 평균

관심영역에서의 검사영상 평균밝기

관심영역에서의 검사영상 분산

리드선과 관심영역의 평균밝기 차이

리드선의 분산값

최대 왜곡 위치

개방/
근사

개방

리드선 양쪽 접촉여부

관심영역에서의 검사영상 평균밝기

관심영역에서의 검사영상 분산

관심영역에서의 최소밝기

관심영역의 근사 반지름 크기

접촉화소들의 LBP히스토그램

최대 왜곡 위치

3.5. 파라미터 비교 및 판정

표 1에 나타낸 각 결함 종류에 따른 특징 파라미터가 

추출되면 이를 기초하여 DB에 저장된 파라미터와 비교

하여 결함, 양품, 보류 판정을 수행한다. 이때 관심영역

의 위치와 최대 왜곡 위치 좌표에 따라 단락/근사단락 

그리고 개방/근사개방으로 분류하고, 양쪽 리드선에 모

두 접촉하느냐에 따라 단락과 근사단락 사이의 구분, 
개방과 근사개방 사이의 구분까지 수행된다. LBP히스

토그램에 대해서는 히스토그램 유사도를 측정하여 그 

값을 저장한다. 이때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

의 교차(histogram intersection)를 사용한다.

  


min           (6)

이때, 와 는 LBP 히스토그램을 의미하고, N은 보

간과 소거에 의해 정해진 개수를 나타낸다. 현재 검출

된 영역의 히스토그램과 결함 또는 양품 모델 히스토그

램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결함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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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현 결과 및 검토

제안한 결함 검출 및 분류 시스템을 실제 산업현장에 

구축하여 성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업 현장에 사용된 

검사영상의 공간해상도 크기는 128 x 128이고 사용된 

샘플의 개수는 84,635개를 사용하였고, 각 영역별로 참

조영상이 준비되어 육안으로 검사를 환경에 대체 실험

을 수행하였다. 비교를 위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3인의 

숙련된 노동자가 육안으로 수행한 분류 작업과 시간과 

성능 측면에서 비교를 수행하였다. 3인의 노동자 중에 2
인 이상의 판정 결과에 따라 결함과 양품으로 분류하였

다. 표 2는 84,635개의 샘플 데이터에 대해 그 분류된 

결과를 좌측에 결함과 양품으로 각각 나누어 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방과 근사개방에 의한 데이터 분류가 

많고 2,007개가 결함으로 분류되었고 이는 결함 데이터

가 차지하는 비율이 2.3%에 해당된다. 제안된 시스템에

서는 주어진 샘플에 대해 결함, 양품, 모호(판단보류)로 

각각 나누어 판정을 수행하였다. 육안으로 결함으로 분

류된 샘플에 대해 단순히 결함으로 분류되는 비율을 

‘Strong’으로 하였고, 양품에 포함되지 않을 비율을 

‘Weak’로 표시하였다. 또한 육안으로 양품으로 분류된 

샘플이 단순히 양품으로 분류되는 비율은 ‘Strong’으로 

하였고, 불량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율을 ‘Weak’로 표시

하였다. 즉 이와 같은 의미를 도입한 것은 Strong은 정

확히 육안과 일치할 비율을 의미하며, Weak은 치명적

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성공적인 판정 

결과를 의미한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단락 결함 

샘플에 대해서는 거의 양품으로 분류되지 않음으로써 

약한 의미에서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근사단락의 경우에는 212개의 샘플 중에 한 개의 샘

플이 잘못 분류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 특성은 

근사개방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율의 성공률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런데, 개방의 경우에는 647개의 결함 샘플 

중 15개의 샘플이 양품으로 분류됨으로 인해 육안 분류

에 비해 성공률이 현저히 낮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 따른 분류 결과를 보면 개방 특성을 갖는 샘플 

데이터에 대해 모호로 분류된 결과가 적게 나온 것이 특

징인데 이는 표 1에 나타낸 특징 파라미터를 결함과 양

품에 대해 매우 조건을 넓게 분포시킴으로써 초래된 결

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방 특성을 갖는 샘플 데이터

에 대해 다소 파라미터 설정을 다소 엄격히 설정하면 결

함 샘플이 양품 샘플로 판정될 비율은 낮출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 양품 샘플이 결함

으로 분류된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결함 제품을 배제하

기 위한 요구조건에 의해 설계된 결과에 기인한다. 

표 2. 육안 검사와의 성능 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of the proposed system 
to visual examination

종류
형태

(샘플개수) 결함 모호 양품
성공률(%)

Weak Strong

단락

결함(315) 292 23 0 100 92.7

양품
(15,444) 517 2,102 12,825 96.6 83.0

근사
단락

결함(212) 143 68 1 99.5 67.4

양품
(16,964) 2,517 534 13,913 85.1 82

개방
결함(647) 627 5 15 97.7 96.9

양품
(28,105) 7,020 12 21,073 75 74.9

근사
개방

결함(833) 629 203 1 99.8 75.5

양품
(22,115) 352 3,519 18,244 98.4 82.4

전체 84,635 12,097 6,466 66,072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초미세 패턴으로 구성되는 COF 패키

징 작업에서 발생되는 결함에 대해 참조영상에 기초하

여 결함을 검출하고, 그 결함을 적절히 분류하는 시스

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식은 검사영상과 참조영상

의 밝기 값 보정 및 공간 위치 보정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하는 전처리 단계, 보정된 검사영상과 참조영상 간의 

차영상을 얻어서 관심영역을 추출하는 단계, 그리고 추

출한 관심영역에 대해 검사영상에서 파라미터를 추출

하는 단계,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결함 여부 판정 및 결

함의  분류 단계로 구성하였다. 제안된 방식은 결함 샘

플에 대해 육안으로 분류한 방식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발휘함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식은 실제 COF 패키징 제조 과정에서 육

안으로 검사하는 단계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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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여전히 양품 샘플에 대해

서 모호로 분류하거나 여전히 결함으로 분류함으로써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 효율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특성은 양품 샘플에 대하여 더 효율적인 파라미터 

추출 및 모델링 작업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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