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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LCD 수요 증가에 따라 LCD 생산 효율성 개선을 한 검사장비의 요성이 지속 으로 부각되고 있다. 

패턴 검사기는 라인 스캔 카메라와 같은 학 장비를 통해 미세한 패턴 결함을 빠른 속도로 검출하는 장비

이다. 이러한 패턴 검사기는 실시간 검사를 해 패턴 내에서 단일 기 값을 사용하여 픽셀 단 의 결함 

여부를 단하고 있다. 하지만 패턴 내 각 역별 특징을 반 하여 서로 다른 기 값을 용하는 응  

이진화를 이용하는 경우 결함 검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응  이진화를 용하기 해

서는 특정 검사 상 픽셀이 어떠한 역에 속하는지에 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검사 상 픽셀이 어떠한 역에 속하는지를 단하는 역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

고리즘은 머신 비 의 실시간성을 고려한 패턴 정합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으로 실제 시스템에 용될 수 

있도록 GPGPU를 이용하여 구 된다.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이 실제 시스템이 요구하는 처리 속도

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함 검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인다.

■ 중심어 :∣LCD 패널∣영상처리∣LCD 결함검출∣패턴정합∣적응적 이진화∣

Abstract

As the demand for LCD increases, the importance of inspection equipment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LCD production is continuously emphasized. The pattern inspection apparatus is 

one that detects minute defects of pattern quickly using optical equipment such as line scan 

camera. This pattern inspection apparatus makes a decision on whether a pixel is a defect or 

not using a single threshold value in order to meet constraint of real time inspection. However, 

a method that uses an adaptive thresholding scheme with different threshold valu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 a pattern can greatly improve the performance of defect 

detection. To apply this adaptive thresholding scheme it has to be known that a certain pixel 

to be inspected belongs to which region.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region matching 

algorithm that recognizes the region of each pixel to be inspected. The proposed algorithm is 

based on the pattern matching scheme with the consideration of real time constraint of machine 

vision and implemented through GPGPU in order to be applied to a practical system.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not only satisfies the requirement for processing time 

of practical system but also improves the performance of defec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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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새롭고 다양한 자기기의 보 과 함께 LCD에 한 

수요가 꾸 히 증가하고 있어 각종 LCD 설비에 한 

투자와 련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LCD 제품에 한 일정한 성능과 품질 보장이 제조

업체의 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LCD 검사 장비에 

한 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재 LCD 제조 공

정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었지만 LCD의 결함 검사에 

있어서는 검출 신뢰도 문제로 아직까지 인력을 이용해 

부분 인 수동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작업자의 능력과 주  환경에 따라 별 기 과 검출 

속도가 달라지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신뢰성 있는 결함 

검출 방법에 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5].

AOI(automatic optical inspection)는 머신 비 을 이

용한 검사 장비로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검사 상 

상에 일련의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결함을 검출한다

[6,7]. 일반 으로 LCD AOI 장비는 라인 스캔 카메라와 

역 스캔 카메라를 혼합하여 사용하며 장비의 개략도

는 [그림 1]과 같다[8-10].

그림 1. LCD AOI 장비의 일반적인 구조

AOI 검사부는 다수의 라인 스캔 카메라를 이용하여 

LCD 패  면에 한 검사를 수행한다.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결함의 략 인 치 

정보만 악하는 고속의 상처리 알고리즘이 사용된

다. AOI 검사부 이후에는 일반 으로 리뷰 모듈이 장착

되어 있는데, 검사부에서 검출된 상 결함 치들을 

작업자가 고배율로 확인하여 최종 결함 여부를 단하

고 결함의 종류에 따라 재작업, 폐기, 수리 등의 정을 

수행한다. 따라서 AOI 검사부의 결함 검출 결과의 신뢰

성이 높을수록 리뷰 모듈에서 제한된 택트 타임(tact 

time)내에 정확한 정을 수행할 수 있어 종합 수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AOI 장비의 검사부에 사용되는 기존 결함 

검출 알고리즘의 문제 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한 내용

에 한 것이다. 기존의 방법은 각 픽셀의 결함 가능성

을 수치화하고 이를 이진화하여 결함을 검출하는 알고

리즘을 사용한다. 구체 으로 각 픽셀별 결함 수치는 

인  패턴 간 밝기값 비교를 통해 얻어지고 알고리즘의 

단순화를 해 단일의 이진화 기 값을 사용하여 결함

을 단한다. 한편 LCD 패  상은 일정한 주기로 반

복 인 패턴을 가지는 텍스쳐 타입의 상이다. 각 패

턴은 기능에 따라 여러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역은 결함 정에 있어 서로 다른 요도를 가질 뿐

만 아니라 결함 시 서로 다른 밝기값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 역별로 합한 기  값을 서로 다르게 

용하는 경우 기존 결함 검출 방법이 보이는 오검출과 

미 검출의 단 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해서

는 기존 결함 검출 시간 이내에 검사하고자 하는 픽셀

이 어떠한 역에 속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패턴 

정합을 통해 추정한 패턴의 치를 기반으로 각 픽셀이 

속하는 역을 구분해내는 역 탐색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패턴의 치만 추정해내면 패턴 내 각 화소가 속

한 역은 상  치 계를 통해 쉽게 악할 수 있

어 각 역별로 최 화된 기 값을 용할 수 있다. 

한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이용해 응용 로그램의 계산을 

수행하는 GPGPU (General - 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기술을 이용해 제안된 

역 탐색 방법과 역 응  이진화 기법을 구 함으로

써 제안된 기법이 실제 검사 장비에 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기존 알고

리즘을 소개하고 III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해 설명하고 GPGPU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고속화하는 방법에 해 서술한다. IV장에서는 실험 결

과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고 V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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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기존 결함 검출 알고리즘

AOI 장비의 검사부에서는 공기 베어링 스테이지 

에 놓인 LCD 패 을 일정 속도로 정 하게 이송시키며 

라인 스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 정보를 획득한다. 

LCD 패 은 유리 기 에 규칙 인 패턴이 가공된 것

이므로 획득되는 상도 일정 주기의 동일한 패턴을 반

복 으로 포함한다. 이때 LCD 패 이 이송되는 방향인 

축 방향으로의 패턴 주기를 통상 피치(pitch)라고 한

다. 이러한 피치 정보를 이용하면 한 패턴 내의 임의의 

픽셀에 하여 상하로 인 하여 이웃한 패턴 내의 응

하는 픽셀의 치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림 2]는 피치 정

보를 이용하여 이웃 패턴의 응하는 픽셀을 참조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이러한 응하는 픽셀들은 결함

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밝기 특성을 지닌다. 

그림 2. 피치를 이용한 이웃 패턴의 대응 픽셀 참조

기존 결함 검출 방법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검사

하고자 하는 상 픽셀의 밝기값이 이웃하는 응 픽셀

의 밝기값을 함께 고려해 얻은 간값(median)과 비교

해 그 차이가 큰 경우 상 픽셀을 결함으로 정한다. 

구체 으로 픽셀별 결함 가능성을 수치화한 결함 정도

(degree of defect)를 구하고 이를 단일의 기 치를 사

용하여 이진화하여 결함을 검출한다. 상 내   

치에서 그 밝기값이 인 픽셀에 한 결함 정도 

를 구하는 과정은 식 (1)과 같다. 

   

             (1)

여기서 은 피치 간격을 로 나타낼 때 식 

(2)에서와 같이 얻어진다.

 
   

 

(2)

즉,  은   치에서의 픽셀과 이와 

와 아래 방향으로 각각 피치 간격만큼 떨어진 픽셀들

을 포함하는 세 개 픽셀의 밝기값에 한 간값을 의

미한다. 이 때 참조할 이웃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상 

상단의 경우 에서 아래 방향으로 두개의 피치 간

격만큼 떨어진 픽셀을 선택한다. 마찬가지로 상 하단

의 경우  방향으로 두개의 피치 간격만큼 떨어진 픽

셀을 선택하여 결함 정도를 생성한다.

그림 3. 결함 정도 생성과 단일 이진화를 통한 결함 검출

생성된 결함 정도는 해당 치의 픽셀 밝기가 정상

인 밝기값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해당 

값이 클수록 결함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결함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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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단일의 문턱치를 용하여 이진화함으로써 결함인 

부분과 비결함인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은 이

러한 기존 결함 검출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

다.

III. 제안하는 결함 검출 알고리즘

검사 상의 각 패턴은 [그림 4]와 같이 서로 다른 특

징을 가지는 여러 역들이 결합된 상이다. [그림 4]

는 한 패턴을 구성하는 역들을 나타낸 것으로 총 4개

의 역으로 구분된다. 패턴 내 기능별로 구분된 각 

역은 서로 다른 결함 밝기 특징을 가지고 결함 정에 

있어 서로 다른 요도를 가진다. 각 픽셀의 결함여부

를 수치화한 결함 정도 한 각 역에 따라 다른 특징

을 나타낸다. 따라서 단일 기 치로 결함을 검출하는 

기존의 방법은 각 역별로 최 화된 기 을 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빈번한 결함의 미 검출과 오검출을 야기

한다. 그러므로 결함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패

턴 내 각 역별로 서로 다른 결함 검출 기 을 용하

는 방법이 요구된다.

그림 4. 단일 패턴 내 영역 구분의 예

LCD 기 은 규칙 인 패턴이 가공된 것이므로 한 패

턴의 치만 정확히 악할 수 있다면 주기정보를 이용

한 단순 산술 계산으로 임의의 검사 상 치가 속하

는 역을 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

만 LCD 기 은 스테이지 에서 완만하게 갈지자 모양

으로 번갈아 이송되는 사행을 겪거나 각종 기계  오차

로 촬 된 패턴의 크기가 조 씩 틀리고 균일하지 않은 

패턴 주기를 가진다. 특히 LCD 패 이 이송되는 축 

방향으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주기정보를 정수배하는 단순 산

술 계산으로는 검사 상의 각 픽셀이 어떠한 역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단하기 힘들다. [그림 5]는 이를 

실제 검사 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상의 해상도는 ×이고 패턴 간격은 

×  이다. [그림 5]의 (a)는 입력 상의 좌측 상단

부에 치한 패턴 내의 특정 치를 원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치를 기 으로 축 방향으로 11주기 축 방

향으로 285주기 떨어진 치를 [그림 5]의 (b)가 보여주

고 있다. 이 때 표시된 두 개의 치가 육안으로 구분될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픽

셀이 어떤 역인지 구분해내는 별도의 역 탐색 알고

리즘이 요구된다. 한편 이러한 알고리즘이 실제 머신 

비 에 활용되기 해서는 수행시간 측면에서 택트 타

임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역 탐색을 한 표  기반의 고속 역 탐색 기법

을 제안하고 이를 GPGPU를 이용하여 효율 으로 구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5. 불균일한 패턴 주기의 예 (a) 기준 위치 (b) 주기 
정보를 이용한 대응 위치

1. 대표점 기반의 고속 영역 탐색
각각의 역이 정의된 한 주기의 패턴을 포함하는 참

조 상이 주어진 경우 블록 정합 알고리즘(block 

matching algorithm)을 이용해 입력 상의 특정 지

에 한 역을 구분할 수 있다. 즉 참조 상을 정합을 

한 기  블록으로 간주하고 입력 상의 특정 지 을 

심으로 하는 탐색 범  내에서 가장 정합이 잘 되는 

치를 찾음으로써 특정 지 의 역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블록 정합을 한 두 블록간의 유사도 기 으로

는 연산량을 고려해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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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된다[11]. SAD는 두 이미지 블

록 간 응하는 치의 픽셀 밝기 차를 한 값을 유

사도로 수치화하는 방법이다. 패턴 주기를 ×  이

라고 하고 참조 상을 라고 하자. 이 때 입력 

상 의 특정 지  의 역을 구분하는 것

은 [그림 6]에서와 같이 에서 가장 가까운 참조 

상의 원  에 해당하는 치를 구함으로써 가

능하다. 탐색 범  내의 특정 변  에 한 SAD

는 식 (3)과 같다.

 


∈

 
    (3)

   

여기서 는 기  블록이 되는 참조 상의 모든 치

를 참조하기 한 집합으로 식 (4)와 같이 표 되고, 탐

색 범  내의 한 변  은 식 (5)에서와 같이 블록 

정합을 한 탐색 범  에 포함되어야 한다. 

 ≤  ≤ ≤ ≤    (4)

  ≤  ≤                (5)

그림 6. 블록 정합 알고리즘을 이용한 영역 탐색

탐색 범  내의 모든 가능한 변 에 한 SAD값을 

구하고 가장 최소의 SAD 값을 발생시키는 변  

를 식 (6)에서와 같이 구한다. 구해진 변  는 특

정 지  로부터 참조 상의 원 에 해당하는 

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러한 참조 

상의 원 에 해당하는 의 치를 안다면 주

어진 가 참조 상의 어떠한 역에 응하는지

를 구할 수 있다.  

 
∈            (6)

이러한 블록 정합 알고리즘을 모든 입력 화소에 해 

용하는 경우 검사하고자 하는 임의의 치에 한 

역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화소에 블록 정합 알

고리즘을 수행하는 것은 머신 비 에서 수용하기 어려

운 방 한 연산량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력 상의 특징을 이용하여 이러한 블록 정합 알고리

즘을 최소로 수행하면서 모든 화소에 한 역 구분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행과 기계  오차 등은 주

기 정보를 이용한 단순 산술 계산으로 입력 상의 특

정 지 에 한 정확한 역을 구분할 수 없게 하는 주

요 원인이 된다. 고정 도의 이송 장치와 기구들이 사

용됨에도 불구하고 고배율의 카메라로 면 의 평

을 촬 하기 때문에 입력 상 체 으로는 완 한 주

기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행과 

기계  오차는 수 주기의 패턴에 걸쳐 1개 화소 이내의 

오차 수 으로 매우 완만하게 발생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1개 화소 이내의 매우 미소한 오차를 포함하는 

극히 제한된 크기의 국소 역을 고려하는 경우 해당 

역을 주기 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국소 

역내의 한 화소의 역을 구분할 수 있다면 주기 정

보를 이용한 단순 산술 계산으로 해당 역에 포함된 

체 화소의 역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림 7]은 블록 정합 알고리즘을 최소로 수행하면서 

모든 화소에 한 역을 구분하기 한 표  기반의 

고속 역 탐색 방법을 입력 상의 일부를 이용하여 

도시한 것이다. [그림 7]에서와 같이 체 입력 상은 

패턴 주기 ×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  크

기의 국소 역으로 분할된다. 여기서, 과 은 정수

이다. 좌측 상단에 치한 국소 역의 심에 기 

표 을 설정하고 패턴의 한 주기에 해당하는 탐색 범  

를 설정하여 앞서 설명된 블록 정합 알고리즘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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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이를 통해 표 에서 가장 가까운 참조 상

의 원 에 해당하는 의 치를 구한다. 이때 설

정된 국소 역이 매우 미소한 오차를 포함하는 제한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소 역 내부의 화

소들은 주기 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구해진 

참조 상의 원 에 해당하는 의 치를 심

으로 주기 정보를 이용하여 국소 역내의 모든 화소에 

한 역 구분이 가능하다.

그림 7. 대표점 기반의 고속 영역 탐색

기 표 이 포함된 국소 역에 한 처리가 완료

되면 나머지 국소 역들에 한 처리를 지그재그 순서

에 따라 순차 으로 진행한다. 이 때 각 국소 역의 

표 은 [그림 7]에서와 같이 좌측 국소 역에서 구해

진 의 치를 기 으로 오른쪽으로 만큼 

떨어진 치로 설정한다. 만약 좌측의 국소 역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는 쪽 방향의 의 치를 기

으로 아래쪽으로 만큼 떨어진 치에 표 을 

둔다. 이러한 표 에 하여 블록 정합 알고리즘을 

통해 표 에 가장 가까운 참조 상의   치

를 구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게 주기 정보를 이

용하여 해당 국소 역내의 모든 화소에 한 역을 

구분한다. 이처럼 표 을 해당 국소 역의 간 지

과 같은 고정된 치를 이용하지 않고 인 한 국소 

역에서 구해진 의 치를 기 으로 결정함으

로써 새로운 참조 상의 의 치가 표  근

방에 있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즉 사행과 기계  오차

가 매우 완만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인 한 참조 상의 

의 치에서 주기의 배 는 배 만큼 수평 

는 수직으로 이동한 치는 실제 에 해당하

는 지 과 매우 인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림 7]에서와 

같이 최  국소 역 이후로는 상 으로 좁은 탐색 

범  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궁극 으로는 연산

량을 감할 수 있다. 

2. 적응적 이진화를 이용한 결함 검출
제안하는 방법에서 각 픽셀의 결함 정도를 생성하는 

과정은 식(1)에서와 같이 기존의 방법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얻는다. 이후 III장 1 에서 설명된 표  기반의 

역 탐색 알고리즘을 통해 각 국소 역에서 참조 

상의 에 해당하는 치를 구한다. 이러한 참조 

상의 에 해당하는 치와 주기 정보를 이용

하여 각 국소 역에 포함된 모든 픽셀의 역을 구분

할 수 있다. 를 들어, [그림 7]과 같이 구획된 국소 

역 내에 있는 임의의 한 지 에 해서 가장 가까운 

의 치는 표  기반의 역 탐색 알고리즘

으로 얻어지게 된다. 이후 국소 역 내의 상은 충분

히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를 시작 으로 주기

이라는 가정 하에 주기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지 이 

속한 역을 결정하게 된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단일의 기 치에 따라 결함 정도

를 이진화하는 기존 방법과는 달리 각 역별로 역에 

맞는 결함 검출 기 치를 용하여 최종 결함 여부를 

단한다. 이때 각 역별 결함 검출 기 치는 각 역

의 특성에 따라 공정 리의 경험  결과에 따라 제품별

로 정해지는 값을 이용하게 된다.  

3. CUDA를 이용한 결함 검출 알고리즘 고속화
픽셀 단 마다 생성되는 결함 정도는 각각 독립 으

로 수행되는 연산으로 병렬 처리가 용이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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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GPGPU를 이용한 병렬 처리를 통해 수

행 속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하나의 결함 정도 계산

은 패턴의 피치 정보를 이용하여 세 치의 밝기 정보

를 참조한 후 식 (1)과 (2)를 통해 설명된 일련의 과정

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픽셀별 결

함 정도 계산 과정을 CUDA의 기본 연산 처리 단 인 

스 드(thread) 하나에 할당한다. 이때 검사 상의 모

든 치에서 결함 정도를 계산하기 해 검사 상의 크

기만큼 스 드의 개수를 생성한다. 

역 탐색 알고리즘은 참조 상을 탐색 범  내 가

능한 모든 치로 변경하면서 각 변 에 한 SAD 값

들을 구하고 이들  가장 작은 SAD값의 변 를 찾는 

과정을 기본으로 한다. 이때 특정 변 에 해서 참조 

상과 검사 상을 참조하여 응하는 픽셀의 차이값

을 해 SAD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른 변 에서 

SAD를 계산하는 과정과 독립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특정 변 에 해서 SAD를 계산하는 과정을 

CUDA 연산 처리 단   하나인 블록 수 에 할당하

여 연산을 병렬화한다. [그림 8]은 이러한 병렬화 처리

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8. 영역 탐색 알고리즘의 병렬화

SAD 계산 과정에서 응하는 픽셀 간 차이를 모두 

하는 과정과 계산된 SAD  가장 작은 값의 변

를 탐색하는 과정은 CUDA의 병렬 축소(parallel 

reduction) 기법을 이용하여 속도를 최 화한다[12]. 여

기서 병렬 축소 기법은 병렬 처리 시 메모리 근을 최

소화하기 한 방법으로 메모리 근 횟수를 여 알고

리즘 수행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VI. 실험 및 성능 분석

본 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 기법의 결함 검출 

성능을 평가하고 수행 속도 성능을 분석한다. 구체 으

로 결함 검출 성능을 분석하기 해 다양한 종류의 결

함에 하여 2장에서 설명된 단일 이진화를 이용한 기

존 기법과 제안 기법의 결함 검출 성능을 비교분석한

다. 이때 패턴 주기 정보만을 이용하여 역을 구분하

고 응  이진화를 수행하는 방법과 제안된 기법의 결

함 검출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제안된 역 추정 기법의 

효율성을 입증한다. 한편 수행 속도 분석을 통해 

GPGPU를 이용한 제안된 기법의 병렬화 구 이 제안

된 기법을 실제 머신 비 에 용 가능한 수 으로 처

리 속도를 개선함을 보인다.

실험에 사용한 상은 ×  크기의 상으

로 ×  크기의 규칙 인 패턴이 나열된 것이다. 한 

패턴은 LINE, CHANNEL, COM, 배경의 네 역으로 

구성된다. [그림 9]는 검사 상의 일부와 패턴 내 각 

역의 치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9. 실험 영상과 한 패턴 내 영역 구분

결함 정 시 배경 역은 결함 검출 상에서 제외

되며 LINE, COM, CHANNEL 역에 나타나는 결함에 

해서만 결함 여부를 악한다. 결함 정도에 한 각 

역의 결함 검출 기  값은 LINE 역이 8, COM 

역은 10, CHANNEL 역은 6 이다. 기존 결함 검출 알

고리즘은 단일 검출 기  값으로 6을 사용한다. 제안 기

법의 역 추정 알고리즘에서 참조 상의   탐

색 범  와 는 각 표 을 심으로 각각 

×과 ×  마스크를 사용한다.

실험 상은 결함을 포함하는 총 100 개의 상으로 

결함 검출 성능을 비교하기 해 미리 알려진 결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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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 특성에 따라 합성하 다. 실험 상에서 합성된 

결함은 실제 결함과 유사한 픽셀 값으로 임의의 치의 

화소 값을 체하여 생성하 다.

[그림 10, 11, 12]는 제안 기법과 기존 기법으로 결함

을 검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그림의 (a)는 입력 

상에서 검사 상 픽셀의 치를 나타낸다. (b)와 (c)

는 제안하는 역 추정 방법과 패턴 주기를 이용한 

역 추정 방법을 통해 얻어진 역 추정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이 때 추정된 치는 배경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역이 흰색으로 처리된 상 에 표시된다. (d)

는 2장에서 설명된 기존 결함 검출 결과이고 (e)는 패턴 

주기만을 이용한 역 추정에 이은 응  이진화에 의

한 결함 검출 결과이다. 끝으로 (f)는 제안된 결함 검출 

결과이다. 이때 (d)∼(f)에서 밝은 색으로 칠해진 부분

은 결함으로 검출된 부분을 나타낸다.  (a)∼(f) 상

의 각 심은 붉은색 테두리의 사각형으로 구분되어 있

는데 이는 모두 검사 상 픽셀에 응하는 치이다. 

실험 상에서 실제 결함은 [그림 10]에만 존재하며 [그

림 11, 12]는 비결함인 상이고 세 참조 치에서 생성

된 결함 정도 수치는 모두 8이다.

[그림 10]에서는 제안 기법과 기존 기법이 결함을 올

바르게 검출한 결과이다. 하지만 패턴 주기를 이용한 

역 추정 방법은 역 추정에 실패하여 실제 결함을 

검출하지 못했다.

(a) (b) (c)

(d) (e) (f)

그림 10. (a) 검사 대상 픽셀 위치 (b) 패턴 주기를 이용한 
영역 추정 (c)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영역 
추정 (d) 기존 결함 검출 결과 (e) 패턴 주기를 이
용한 영역 추정 방법의 결함 검출 결과 (f) 제안하
는 방법의 결함 검출 결과

(a) (b) (c)

(d) (e) (f)

그림 11. (a) 검사 대상 픽셀 위치 (b) 패턴 주기를 이용한 
영역 추정 (c)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영역 
추정 (d) 기존 결함 검출 결과 (e) 패턴 주기를 이
용한 영역 추정 방법의 결함 검출 결과 (f) 제안하
는 방법의 결함 검출 결과

(a) (b) (c)

(d) (e) (f)

그림 12. (a) 검사 대상 픽셀 위치 (b) 패턴 주기를 이용한 
영역 추정 (c)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영역 
추정 (d) 기존 결함 검출 결과 (e) 패턴 주기를 이
용한 영역 추정 방법의 결함 검출 결과 (f) 제안하
는 방법의 결함 검출 결과

[그림 11]은 검사 상 치가 배경 역에 속하는 픽

셀로 제안하는 방법은 배경 역으로 올바르게 추정하

지만 패턴 주기를 이용한 역 추정 방법은 COM 

역으로 잘못 추정하 다. 하지만 COM 역의 결함 검

출 기  값은 10이므로 해당 치를 결함으로 검출하지

는 않았다. 반면 단일 이진화를 사용하는 기존 기법은 

6 이상의 결함 정도를 결함으로 단하므로 비결함을 

결함으로 오검출하 다.

[그림 12]에서 패턴 주기를 이용한 역 추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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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상 치가 속하는 역을 CHANNEL 역으로 

잘못 추정하여 오검출이 발생하 다. 하지만 제안 기법

은 COM 역으로 올바르게 추정하여 비결함으로 올바

르게 단하 다. 반면 기존 기법은 단순히 결함 정도 

수치가 6 이상이기 때문에 결함으로 오검출하 다.

[표 1]은 100개의 결함 상에 한 결함 검출 성공률

과 결함 오검출 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제안 기법은 

98%의 결함을 올바르게 검출하 다. 반면 기존 기법은 

결함 상에서 91%의 결함을 검출하 다. 패턴 주기를 

이용한 역 추정 방법은 결함 검출률이 78%로 두 방

법에 비해 낮은 결함 검출 성능을 보 다. 이는 검사 

상이 속하는 역을 바르게 추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기

으로 결함 검출을 수행한 경우가 부분이다. 특히 

결함이 존재하는 픽셀을 배경으로 잘못 추정하여 결함 

검출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다. 

표 1. 결함 검출 성능 비교

기존 결함 검출
패턴 주기를 
이용한 결함 
검출

제안하는 결함 
검출

결함 검출률(%) 91 78 98
오검출(건) 37 15 -

미결함에 해 결함으로 오검출한 경우는 기존의 방

법이 30건 이상으로 빈번한 오검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패턴 주기를 이용한 역 추정 방법은 기존의 방법

보다 다소 나은 15건의 오검출을 보 다. 제안 기법은 

해당 검사 상에서 결함을 오검출하지 않았다. 기존 

기법의 결함 검출 결과에서 오검출이 많은 주된 이유는 

COM 역에서 실제 결함이 아닌 7 이상 9 이하의 결함 

정도를 결함으로 오검출하 기 때문이다. 구체 으로 

검사 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COM 역은 결함 

검출 기  값이 10이다. 그런데 기존의 방법은 단일의 

결함 검출 기 값으로 6을 사용한다. 따라서 COM 역

에서 빈번하게 결함이 아닌 부분이 결함으로 검출된다. 

한 기존의 방법은 배경 역에 해서도 불필요한 결

함 검출을 수행하므로 결함 오검출의 가능성이 크다. 

기존 기법은 결함에 한 검출률은 높지만 역의 특성

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의 기 값을 통해 결함을 단하

므로 빈번한 결함의 오검출을 야기한다. 반면 제안된 

기법은 결함 검출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역 응  

이진화를 통해 오검출을 히 일 수 있다.

알고리즘의 병렬화 구 을 통한 수행 성능의 개선 정

도는 각 알고리즘에 한 병렬화 후의 수행 시간을 

비교 측정하여 평가한다. 상 크기의 변화에 따른 수

행 시간 변화를 측정하기 해 크기가 다른 6 종류의 

실험 상을 이용하 다. 알고리즘의 수행은 Intel 

i7-3770K CPU, 4.0 GB RAM, 120G SSD, NVidia 

Geforce GTX Titan의 하드웨어 환경에서 Microsoft 

visual studio 2010과 CUDA 5.0을 이용한 MFC 로그

래 으로 진행하 다.

표 2. 결함 정도 생성 알고리즘 수행 시간
상 해상도 병렬화 이  (CPU) 병렬화 이후 (GPGPU)

3150x1000 28.62 (ms) 0.34 (ms)
3150x2100 38.45 (ms) 0.69 (ms)
8192x2000 80.82 (ms) 1.64 (ms)
8192x5000 389.89 (ms) 4.24 (ms)
8192x10000 771.85 (ms) 8.45 (ms)

표 3. 대표점 기반의 영역 탐색 알고리즘 수행 시간
상 해상도 병렬화 이  (CPU) 병렬화 이후 (GPGPU)

3150x1000 266.76 (ms) 5.17 (ms)
3150x2100 551.41 (ms) 6.80 (ms)
8192x2000 1578.47 (ms) 13.58 (ms)
8192x5000 4089.65 (ms) 29.32 (ms)
8192x10000 8307.88 (ms) 55.19 (ms)

[표 2]와 [표 3]은 결함 정도 생성 알고리즘과 역 탐

색 알고리즘의 수행 속도를 병렬화 과 후로 비교한 

것이고 [그림 13]과 [그림 14]는 이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에서 병렬화를 하지 않고 CPU로 처

리하는 경우에 비해 GPGPU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병렬화한 경우의 연산 시간이 모든 검사 상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 검사 상의 크기가 커질수록 

CPU와 GPGPU 수행 환경 모두에서 알고리즘 수행 시

간이 증가하는데 CPU 환경에서 수행한 경우 GPGPU

에 비해 검사 상 크기의 증가에 따른 수행 시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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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상 으로 크다. 특히 검사 상 크기가 

×인 경우 역 탐색 알고리즘의 병렬화 

 수행 속도는 약 8 로 실시간 결함 검사 시스템에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반면 GPGPU 환경에서 수행 

시간은 두 알고리즘 모두 0.1  이내 이기 때문에 제안

된 방법이 GPGPU를 통해 구 된다면 실제 시스템에 

용 가능함을 입증한다.

그림 13. 결함 정도 생성 알고리즘 수행 시간 비교

그림 14. 대표점 기반의 영역 탐색 알고리즘 수행 시간 비교

[표 4]와 [그림 15]는 기존 기법을 CPU로 처리하는 

경우와 제안 기법을 GPGPU로 처리하는 경우의 수행 

시간을 상 크기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제안 기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많은 연산량이 요구되지만 GPGPU

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병렬화함으로써 기존 기법을 

CPU로 구동하는 시간과 비교하여 실제 시스템에 응용 

가능한 수 으로 수행 시간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

다.

표 4. 결함 검출 수행 시간
상 해상도 기존 기법 병렬화 이  제안 기법 병렬화 이후 

3150x1000 310.92 (ms) 10.38 (ms)
3150x2100 610.78 (ms) 14.73 (ms)
8192x2000 1713.67 (ms) 28.13 (ms)
8192x5000 4612.97 (ms) 60.67 (ms)
8192x10000 9353.19 (ms) 113.55 (ms)

그림 15. 결함 검출 수행 시간 비교

V. 결론

본 논문은 기존 결함 검출 알고리즘의 문제 을 응

 이진화 알고리즘으로 개선하고 GPGPU를 이용하여 

이를 고속화한 내용에 한 것이다. 기존 결함 검출 기

법은 각 픽셀별 결함 정도가 수치화된 결함 정도를 단

일 기 으로 이진화하는 방법을 통해 결함을 검출한다. 

기존의 단일 이진화 방법은 결함의 역별 특징을 반

하지 못하므로 결함의 오검출과 미검출을 빈번하게 야

기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각 픽셀별로 생성된 결함 정

도에 해 역별 특성을 고려한 응  이진화 알고리

즘으로 기존의 결함 오검출에 한 문제를 해결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응  이진화를 해 표  기반의 

역 탐색 알고리즘을 고안하여 검사 상의 각 픽셀이 

속하는 역을 탐색하도록 하여 역별 이진화를 구

하 다. 각 픽셀의 역 탐색 알고리즘은 블록 정합 기

반의 알고리즘으로 결함 검출 수행 시간을 단축하기 

해 GPGPU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병렬화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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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결함 검출 정확도와 결함 오검출 문제가 개

선되었으며 수행 속도 한 실제 머신 비 에 용 가

능한 수 임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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