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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Fourier Optics to Defect Inspection of Display Sub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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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 for inspecting defects in display substrates utilizing Fourier optics is proposed in this paper. A cost-effective inspection 

system can be realized with the proposed method, because it does not require a high-magnification microscope. Also, the proposed 

method can avoid tight tolerance for variations in displacement between substrate and camera, which is stems from shallow depth 

of field of the high-magnification microscope. In addition, possible damage caused by collisions between substrate and the inspection 

equipment can be avoided. The decision algorithm can be simpler than for a conventional inspection system, because spatial shift 

of periodic substrate patterns does not affect the intensity distribution of the diffracted light, by the Fourier transform property. 

The proposed method is explained with numerical studies, and experiments are carried out to check its feasibility for color-filter 

substrates of a liquid-crystal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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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리에 광학의 디스플레이 기판 결함 검출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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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디스플레이 기판의 결함 검출을 위해 푸리에 광학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고배

율의 광학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적은 결함 검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은 고배율 광학계의 짧은 피사계 심도에 기인하는 기판과 카메라 간의 거리 변화에 대한 엄격한 허용오차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와 기판의 가까운 거리로 생기는 접촉으로 인한 손상의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 푸리에 변환의 특성에 의해 규칙적 

패턴인 기판의 위치변화는 회절된 빛의 세기분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검출 알고리즘을 기존의 방식보다 더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 제안하는 결함 검출 방법을 전산모사와 함께 설명하고 액정디스플레이의 컬러필터 기판을 예로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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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LCD (Liquid crystal display),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display) 등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결함을 검출하는 

과정은 제품 생산에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 

중의 하나이다.
[1-13]

 자동화된 결함 검출 구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첫째, 고도의 광학계 사용에 따르는 비

용과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이다. 보통 디스플레이 기판의 균

열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고배율의 신뢰성 있는 광학계를 필

요로 한다. 이러한 고도의 광학계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며 

공차로 인한 초점이 흐려지는 등 신뢰성 문제가 생기기 쉽다. 

또한, 결함 검출 과정에서 이동하는 기판의 상하 진동은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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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ordinate definition for the calculation of Fraunhofer 

diffraction.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proposed inspection method.

하여 촬영하는 검출장비의 카메라와 상호간에 손상 가능성이 

있다.
[14]

 두번째 어려움은 결함 검출 판단 영상신호처리 알고

리즘 수행을 위한 많은 계산 량의 신속한 처리 문제이다. 자

동화된 결함 유무의 판단은 보통 고도의 광학계를 이용해 촬

영 후, 투영법(Projection method), 필터기반방법(Filter-based 

approaches), 학습기반법(Learning based approaches) 그리고 

여러가지 방법을 혼합한 형태 등 복잡한 영상신호처리 알고

리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영상신호처리는 많은 계산양을 

필요로 하며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13]

한편, 순수한 유리기판의 경우는 고배율의 촬영 후 영상 

처리라는 기본적인 결함 검출방법의 어려움을 돕거나 대신

할 수 있는 초음파나 레이저 등을 활용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15-17]

 또한, 규칙적인 픽셀 형상을 가지는 디스플레이 

기판에 적용될 수 있는 결함 걸출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는데 

이는 푸리에 변환을 하고 저역필터를 통과시켜 규칙적인 기

판의 패턴을 제거하여 결함 이미지만을 남기는 방법이다.
[18]

 

그러나 이 방법은 패턴의 주기보다 작은 스케일의 결함은 패

턴과 같이 제거되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검출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픽셀 형상을 가지는 디스플레이 

기판에 적용될 수 있는 회절 형상 분석을 통한 고해상도의 

결함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논문에서 먼저, 제안한 방법을 

전산 모사를 통해 검출 원리를 먼저 소개하고 디스플레이 컬

러필터에 대한 예시를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본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결함 판단에 필요한 영상처리의 계산 량을 최소

화하고 고도의 광학계 사용으로 인한 신뢰성확보의 어려움

을 극복할 수 있음을 밝힌다.

II. 검출원리

단일 파장 빛의 회절 패턴은 프라운호퍼 회절에(Fraunhofer 

Diffraction) 의해서 계산될 수 있다. 그림 1의 평면상의 

슬릿을 통과한 파장이 인 빛의 세기 분포  가 거리 

z만큼 떨어져 있는 평면상에 회절 된 빛의 세기분포 

 을 형성할 때 프라운호퍼 회절은 식 (1)과 같이 계산

될 수 있다. 이 수식은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포

함한 간략화 된 수식으로 표현 가능하며 따라서 빛의 세기분

포는 푸리에 변환만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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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디스플레이 기판의 결함 검출 방법

을 그림 2에 설명하였다. 먼저 결함 검출의 대상이 되는 디

스플레이 기판의 회절 형상을 반투명한 면에 투영하여 카메

라를 통해 촬영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고배율의 카메라 촬영

이 필요 없기 때문에 카메라와 기판의 가까운 거리로 인한 

점촉으로 인한 손상의 가능성을 없애고, 고도의 광학계 사용

에 대한 비용적 부담을 줄이고, 초점이 벗어나기 때문에 생기

는 작은 오차 허용범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와 같이 결함의 판단은 회절형상의 변화만으로 결함

을 결정하고 결함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이미지를 필요에 

따라 복원할 수 있다. 따라서 결함 검출과정에서는 회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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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e)

(b)

(d)

(f)

Aperture Domain Fourier Domain

Fig. 3. Illustration of diffracted light intensity variation caused by sweeping of inspection position. (a) and (b) shows Gaussian assumed laser 

spot and its Fourier transformed intensity. (c) and (d) shows the substrate transmittance and its Fourier transformed intensity. (e) and (f) 

shows transmitted light intensity through substrate and its Fourier transformed intensity. Inset graph of (f) show the accumulation of intensity 

profiles during sweep to see the amount of pattern variation while sweeping.

미지의 변화를 알아내는 계산만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

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지의 복원은 회절 이미지

로부터 복원할 수 있으며, 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결

함의 위치 좌표를 기억해 두고 카메라로 다시 촬영하는 방법

이 쓰일 수 있다.

촬영된 회절 형상을 분석하여 기판의 결함 여부를 검출하

는 과정에서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검출하고자 하는 위치를 

이동하여도 규칙성을 가지는 디스플레이 기판에 의한 회절 

형상의 변화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는 점이다. 그림 3에서와 

같이 레이저 빛의 세기 분포 을 분산이 이며 중심 위

치가 인 가우시안(Gaussian)으로 가정하고, 기판의 투과도 

를 주기가 이며 폭이 인 구형파(square wave)로 가

정하였다. 그러면 투과된 빛의 세기분포 는 두 식의 곱

으로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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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절된 빛의 세기 분포 는  ,   각각의 

푸리에 변환된 과 의 합성곱연산(convolution)에 

의해서 식 (7)과 같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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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와 식 (5)로부터 알 수 있듯이 검출위치를 옮기기 위

해 값을 이동할 경우, 의 위상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최종적인 회절패턴 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식 (7)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여기서 레이저 입사광의 직경이 충분히 커서 푸리에 변환

된 의 폭이 충분히 작이 와 합성곱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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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bstrate image used for the simulation study (a) normal substrate, (b) substrate with dusted defect, (c) substrate with scratched defect.

Fig. 5. Diffracted image of the (a) normal substrate, (b) substrate with dusted defect, (c) substrate with scratched defect.

인접한 패턴과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웃하는 패턴과

의 간섭정도는 의 한 주기만큼 위치에서의 크기인 식 

(8)의 크기 이하로 예상할 수 있다.




 


(8)

그림 3은 패턴 분포 의 주기 T=200 [a.u.], 펄스 폭 

T1=150 [a.u.]인 경우의 기판에 대해 레이저 빛 분포 의 

반치전폭(FWHM: Full width half maximum)이 패턴 주기 T

의 2배가 되는 경우( 
ln

FWHM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의 (f)는 레이저의 위치를 이동시키며 패턴분포를 축적하여 

그린 그림이며 레이저의 위치 이동이 최종적인 회절패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첫번째 피크에서 

상대적인 크기 변동은 대략 0.2%정도 였다. 즉, 레이저 입사

광의 직경이 기판 패턴 주기의 2배인 경우 레이저 위치변동

에 따른 첫번째 피크의 패턴 변화는 0.2%이하로 예상할 수 

있다. 레이저 입사광이 너무 큰 경우에는 결함에 의한 빛의 

영향세기와 비교하여 정상적인 빛의 세기가 커지기 때문에 

결함 검출의 정밀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레이저 입사광의 

크기는 최소한으로 하되 앞의 계산에 의한 간섭을 고려하여 

줄여야 한다. 

레이저 위치 이동이 회절패턴 변화에 매우 작은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은 제안하는 검출방법에 장점을 제공한다. 그것은 

검출하고자 하는 위치를 이동하여도 규칙성을 가지는 디스

플레이 기판에 의한 회절 형상은 항상 그대로 라는 점이다. 

즉, 검출하고자 하는 기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이동할 때 

정상적인 기판이라면 회절 패턴이 항상 같게 되므로 회절 형

상이 변하는 것만으로 결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결함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매우 단순하게 

할 수 있다. 

그림 4는 제안하는 결함 검출 방법을 전산 모사를 통해 검

증해 보기 위한 디스플레이 기판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a)

는 정상적인 디스플레이 기판을 가정하였고, (b)는 기판위에 

이물질로 오염이 된 경우를 (c)는 기판이 긁힌 경우를 가정

하고 있다. 

이 기판을 그림 2와 같이 레이저에 노출시켜 회절 형상을 

얻으면 각각 그림 5의 (a), (b), (c) 와 같다. 이때, 레이저의 

파장은 650 [nm]로 가정하였으며 기판과 회절 형상의 이미

지를 얻는 스크린 사이의 거리는 1 [m]로 가정하였다. 정상

적인 경우를 가정한 디스플레이 패널의 회절 형상인 그림 4

의 (a)의 경우와 비교하여 (b)와 (c)의 경우 회절 형상이 변화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경우 결함이라고 판단을 하여 그 위

치를 고배율의 카메라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면 정확한 결함

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러한 고도의 광학계 사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

해 회절 형상으로부터 기판의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이경

우 회절 형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손실된 위상정보를 추정하

는 과정이 필요하며 변형된 게르츠베르그-삭스톤(Gerchberg- 

Saxton) 알고리즘을 통해 가능하다.
[21-23]

 일반적으로 게르츠

베르그-삭스톤 알고리즘은 원하는 회절 형상을 얻고자 할 경

우 필요한 광원의 위상 변조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하는 응용의 경우는 기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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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terative retrieving process of the aperture image form the diffracted image by Gerchberg-Saxton algorithm.

Fig. 7. Reconstructed image from the diffracted image by phase recovering algorithm: (a) normal substrate, (b) substrate with dusted defect, 

(c) substrate with scratched defect.

Fig. 8. Dimension of the color filter plate to be used for the 

experimental study.

(a)

(b)

Fig. 9. Color filter substrates used for experiment: (a) normal sub-

strate, (b) substrate with scratched defect.

나오는 빛의 위상이 알려진 상태에서 그 세기분포 정보를 얻

어야 하는 응용이다. 

그림 6은 결함 검출을 위해 얻은 회절 형상의 세기분포로

부터 게르츠베르그-삭스톤 알고리즘을 응용하여 원래의 기

판 이미지를 얻어내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먼저, 

알려진 회절 형상의 세기분포와 임의의 초기값으로 지정된 

위상정보를 역 푸리에 변환하여 기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분

포를 추정한다. 그리고 추정된 기판의 빛 세기분포와 알려진 

기판의 위상정보를 푸리에 변환하여 다시 회절 된 빛의 위상

정보를 추정한다. 이 추정된 위상정보와 알려진 회절 평상으

로부터 다시 기판의 세기분포를 추정하는 과정을 수렴할 때까

지 반복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기판의 이미지 정보를 얻는다.

그림 7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처 앞에 예시로 가정한 (a) 

정상기판, (b) 오염된 기판 그리고 (c) 긁힌 기판에 대해 500번

의 반복연산 수렴과정을 거친 복원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III. 검출 예

제안하는 결함 검출 방법에 대한 검출 예로 LCD 컬러필터 

기반에 대해 실험적으로 검증해 하였다. 실험에 사용될 컬러

필터의 뒷면에서 백색 빛을 비추고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구

조와 그 크기를 그림 8에 나타냈다. 그림 9는 실험에 사용될 

정상적인 기판과 긁힘의 결함이 있는 기판의 사진을 보여주

고 있다. 긁힘의 결함이 잘 보이도록 기판의 뒷면이 아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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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 Experimentally measured diffracted image of the (a) normal 

substrate, (b) substrate with scratched defect.

Fig. 12. Reconstructed image from the experimentally measured 

diffracted image by phase recovering algorithm: (a) normal substrate, 

(b) substrate with scratched defect.

Fig. 10. Illustration of the experiment for the proposed inspection method.

면에서 백색 빛을 비추어 촬영하였다.

그림 10은 앞의 그림 9의 기판을 가지고 실시한 실험에 대

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다. 그림 9 (b)의 기판과 그 회절 

형상, 그리고 그 것으로부터 결함으로 판단한 뒤 그 이미지

를 복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회절 형상을 얻기 위해 

사용된 레이저 빛은 파장이 650 [nm]이며 검출 대상인 기판

과 회절 형상을 얻는 스크린과의 거리는 1 [m] 로 하였다. 

회절 형상의 이미지의 왜곡이 없도록 촬영하기 위해 반투명

한 스크린을 활용하여 레이저 빛의 진행과 직선상에 카메라

를 배치하여 촬영하였다.

그림 11은 실험을 통해 촬영된 회절 형상으로 (a)는 정상 

패널의 경우이며 (b)는 긁힘의 결함이 있는 경우이다. 기판

을 실시간으로 이동하면서 회절 형상을 관찰한 결과 레이저

가 정상적인 기판을 비추는 경우는 회절 형상이 항상 그림 

11의 (a)와 동일한 형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의 직경은 대략 1200 [µm]로 패턴 주기의 6배 

정도의 크기로 검출 위치의 변화로 인한 패턴의 상호간섭에 

의한 영향 


 


는  수준으로 무시할 수준이었다. 

따라서 레이저 위치의 변화에 따른 패턴의 변화는 무시할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결함의 크기는 (b)와 같이 패턴의 주기를 T

라고 할 때 T/4 수준인 대략 50 [µm] 수준 두께의 선 모양으

로 하였다. 이때, 결함이 있는 위치에 레이저가 비추는 경우 

회절 형상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참고문헌 

[18]의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결함 검출 방법의 경우 250 [µ

m] 주기의 격자로 실험했을 때, 격자 주기 수준 크기의 결함

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이미지로 되었지만 본 연구의 제

안하는 방법의 경우 그림 11의 (b)에서와 같이 50 [µm] 결함

에 의한 회절 형상의 선명한 변화를 통해 결함을 검출할 수 

있었다.

다른 위치의 결함을 검출하는 동안 결함의 종류를 확인하

기 위해 이미지를 복원할 수도 있다. 그림 12는 복원된 이미

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 실험의 경우 816×459 픽셀의 이미지

의 500번 푸리에 변환 반복 수행을 위해 Intel(R) Core(TM) 

i5-2500 CPU @ 3.300GHz 프로세서를 장착한 개인용 컴퓨

터를 이용했을 때 평균 20초정도의 복원시간이 걸렸다. 참고

로 레이저의 파장이 650 [nm] 이므로 빛은 대부분 붉은색의 

컬러필터의 개구로 통과하므로 복원된 기판의 이미지는 붉

은색 컬러필터를 통과하는 빛의 세기분포가 된다.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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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s between conventional methods and the proposed method

Inspection method Resolution Speed Complexity

Proposed method Medium Fast Simple

Signal processing from microscope image [1-14] High Slow Complex

Ultrasonic [15-17] Low Fast Simple

Optical domain signal processing [18] Low Fast Simple

우 녹색과 파란색의 경우는 녹색 레이저와 파란색 레이저를 

통해 결함을 따로 검출 해야 한다. 여러 개의 레이저를 사용

해야 하는 등의 단점이 될 수도 있으나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될 수 있다.

기존의 결함 검출 방법들과 비교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장

단점을 표 1에 정리하였다. 촬영된 이미지를 신호 처리하여 

결함을 검출하는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 제안하는 방법의 장

점은 빠른 속도와 장비의 단순성이다. 해상도면에서 다소 떨

어질 수 있으나 이는 필요할 경우 결함의 위치를 촬영하여 

보완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초음파나 광학적 신호처리를 활

용한 결함 검출방법들과 비교할 때는 해상도 면에서 큰 장점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규칙적인 배열 형상을 가지는 디스플레이 

기판에 적용될 수 있는 레이저 회절 형상 분석을 통한 결함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고도의 광학계를 

이용한 근거리 촬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판에 손상을 줄 

우려가 적으며, 회절 형상의 변화만으로 결함의 유무를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가능하는 점

을 밝혔다. 또한, 게르츠베르그-삭스톤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기판 형상 이미지가 복원을 통해 결함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제안하는 결함 검출 

방법은 기존의 고도의 광학계 촬영과 많은 계산 량의 실시간 

영상신호처리를 통한 검출 방법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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