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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스플레이의 회로 이미지는 한 픽셀 단위의 회로가 일정 간격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

라서 한 회로 이미지 내에서 픽셀 단위의 비교를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

구에서는 불량 판정을 받은 디스플레이의 회로 이미지를 VGG-like 구조의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해 학습

할 때 불량 중심 크랍의 데이터를 사용한 실험과 픽셀 중심 크랍의 데이터를 사용한 실험의 비교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의 이미지가 분류에 유의미한 정보를 줄 수 있음을 보였다. 

 

 

1. 서론 

 

제조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 중 불량 제품을 구분하는 

문제는 인력을 동원한 검사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불량 구분에 

지속적인 인건비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 자동화를 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중 단순한 규칙을 통해 구분하기 쉽지 

않은 복잡한 영역들은 기계학습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1,2,3]. 특히 디스플레이의 

제조 공정의 오류 검사의 경우는 생산된 불량 

회로기판이 이미지의 형태로 관찰했을 때 규칙적인 

색과 모양을 보인다는 점에서 컨볼루션 신경망 등의 

기계학습 모델로 자동화하기 적절한 공정이라 할 수 

있다. 해당 공정에서는 검사된 불량의 종류에 따라 

재활용의 가능 여부 및 재활용 공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량 회로기판의 정확성이 증가하는 것은 공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한 화면 내에 균일하게 배열된 

발광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회로 

기판은 발광원에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 모양의 회로가 

똑같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경과 

전경 분리가 쉽지 않은 다른 이미지 데이터에 비하여 

디스플레이의 회로기판은 불량이 생겼을 경우, 정상 

회로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불량을 배경에서 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던 회로기판 불량 분류 알고리즘은 불량 영역을 

중심으로 모든 불량이 보이는 학습 데이터를 컨볼루션 

신경망에 제공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반복되는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잘라 생성한 학습 데이터를 

컨볼루션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하였다. 해당 방법을 통해서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반복되는 배경 회로를 

이미지에서 제거하여 불필요한 정보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이미지에서의 특정 좌표가 

언제나 회로 내에서의 특정 위치와 매핑되게 하여 

별도의 위치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아도 학습을 

통해 신경망이 위치정보를 암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VGG-like 구조의 CNN 모델을 구성하여 

22클래스로 구성된 불량 중심 이미지와 픽셀 절단 

이미지의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클래스의 특성에 따라 

픽셀 절단 이미지가 더 좋은 precision과 recall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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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스플레이 불량 데이터 

 

 

그림 1. 디스플레이 불량 데이터의 형태 및 불량 중심 

이미지와 픽셀 절단 이미지의 차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데이터 규정에 의해  

개략적인 구조도로 대체) 

 

실험에서 사용된 디스플레이 불량 데이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제조되던 특정 모델의 공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22개의 클래스, 총 32000여 개의 이미지이다. 

해당 데이터의 원본은 이미지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몇 종의 수직, 수평 회로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형 이미지이며, 그림의 검은 형태처럼 이미지 

내부 어딘가에 불량이 생성되어있다. 기존의 CNN은 

불량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일정 반경을 자른 부분 

이미지(이하 불량 중심 이미지)를 사용해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실제 물리적으로 하나의 픽셀을 담당하는 

단위 회로 중 불량에 걸쳐져 있는 영역을 잘라(이하 

픽셀 절단 이미지) CNN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이 때 

불량 중심 이미지는 다양한 크기의 불량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256x256의 크기를 가지며, 픽셀 절단 

이미지는 약 280x140의 한 회로 크기를 따라간다. 다만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특성상 불량의 발생 빈도가 

클래스별로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가 

많은 클래스는 약 10000여 건의 데이터가 있는 반면 

수가 적은 경우는 데이터가 약 200여 건에 불과할 

정도로 디스플레이 불량 데이터는 불균형 문제가 심한 

데이터셋이다. 때문에 모델 평가에 있어서 전체 

정확도보다 각 클래스의 precision과 recall을 비교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3. 실험 

 

표 1. 불량 디스플레이의 CNN 분류기 구조 

Layers Filter size / stride 
# of 

parameters 

Conv1 
1st 3x3x32 / 1 896 

2nd 3x3x32 / 1 9,248 

Pool1 
4x4 / 4 (Defect center image) 

2x2 / 2 (Pixel center image) 
- 

Conv2 
1st 3x3x64 / 1 18,496 

2nd 3x3x64 / 1 36,928 

Pool2 2x2 / 2 - 

Conv3 
1st 3x3x128 / 1 73,856 

2nd 3x3x128 / 1 147,584 

Pool3 2x2 / 2 - 

Conv4 
1st 3x3x256 / 1 295,168 

2nd 3x3x256 / 1 590,080 

Pool4 2x2 / 2 - 

FC1 512 8,389,120 

FC2 512 262,656 

Total - 9,824,032 

 

실험을 통해 불량 중심 이미지와 픽셀 절단 이미지의 

성능 차이를 알아보았다. 둘의 기본 이미지 크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사이즈를 통해 크기를 일치시킬 

경우 양쪽의 불량 크기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픽셀 

절단 이미지만 128x128의 크기로 리사이즈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CNN은 VGGNet의 기본 구조를 차용하여 

구성되었으며[4], 따라서 3x3 컨볼루션을 쌓아 보다 

넓은 영역의 컨볼루션을 수행한다. 실험에 사용된 

모델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이 때 불량 중심 

이미지는 전체 이미지에서 1:1의 비율로 추출되지만 

픽셀 절단 이미지는 불량의 크기에 따라 1:n의 비율로 

추출되기 때문에, 각 픽셀 이미지마다 정확도와 

precision, recall을 계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픽셀 절단 이미지를 처리하는 CNN은 동일한 

전체 이미지에서 추출된 모든 픽셀 절단 이미지의 

출력을 모은 후 평균 풀링(average pooling)을 취해 

최종 출력을 계산한다[5]. 

 

표 2. 픽셀 절단 이미지의 CNN 분류기 성능 

Model Accuracy 
F1 score 

Average 

Baseline 0.753 0.532 

Attention 0.739 0.517 

Background 

removal 
0.776 0.587 

 

2017년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논문집

908



표 2는 픽셀 절단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몇 가지 

CNN의 모델을 실험해 본 결과이다. 이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량 클래스와 불량의 위치 정보는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가지지만, 위치 정보를 입력으로 

추가하여 attention 정보를 더해 준 실험은 오히려 

baseline보다 낮은 정확도와 F1 score를 보였다. 이를 

통해 baseline 분류기에서 이미 위치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attention을 따로 주는 것은 overfitting을 

심화시킴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배경 정보를 

입력단에서 제거한 background removal 실험이 가장 

나은 성능을 보이므로 배경 정보가 분류에 방해가 되는 

요소임이 입증되었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불량 

중심과 픽셀 절단 데이터의 CNN 분류기의 F1 score를 

비교해 본 결과(그림 2) 일부 클래스에서 개선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데이터 규정상) 

자세한 클래스 명칭을 밝힐 수는 없으나, 픽셀 절단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클래스는 주로 위치 

정보에 의존하거나 불량의 크기가 커 하나의 원본 

이미지에서 여러 픽셀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는 

클래스로 분석되었다. 

 

그림 2. 불량 중심 이미지와 픽셀 절단 이미지를 입력으

로 한 CNN 분류기의 클래스별 F1 score 비교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원본 데이터의 반복되는 패턴 정보를 

이용하여 학습에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을 

제안했으며, 실험을 통해 데이터에 존재하는 배경을 

제거하고 위치 정보를 활용해 보다 나은 CNN 분류기를 

학습하여 이를 입증하였다. 나아가 기존에 사용되던 

불량 중심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픽셀 절단 이미지를 

이용한 CNN 분류가 부분적으로 이득이 있음을 보였다. 

향후에는 두 종류의 데이터를 모두 입력으로 받아 

분류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계학습 모델 자체에서 

분류에 필요치 않은 배경 정보를 선택적으로 거르는 

연구를 통해 필요한 정보의 탈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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