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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inspection system based on optical scanning mechanism is designed and developed for solar cell wafer.

It consists of optical scanning mechanism, NIR camera optics, machinery and control system, algorithm of defect detection

and software. Optical scanning mechanism is composed of geometrical camera optics and structured hybrid illumination

system. It is used to inspection of surface defects. NIR camera optics is used for inspection of defects inside solar cell

wafer. It is shown that surface and internal micro defects can be detected in developed inspection system for solar cell

w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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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전지 웨이퍼의 제조비용 중 실리콘 재료 및 웨

이퍼 제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이상 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있는 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해 웨이퍼의

두께를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웨이퍼의 두께가 얇아

질수록 제조공정 중 형상결함(topology defect), 표면결

함(surface defect), 마이크로 결함(micro defect)의 발생

이 높아지며 이는 태양전지의 효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제조비용을 높인다. 따라서 웨이퍼 표면에 존재하는 결

함을 검사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부류의 결함을 위한 검사모듈 및

검사기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태양전지 웨이퍼 검사장비를보

면 검사항목 별로 다양한 비전 모듈을 적용해야하는

단점이 있다[1,2].

최근 국내에서도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 검사 장비

를 개발하거나, 개발하려는 회사는 있으나 실제 산업에

일부 적용되고 있다. 또한 개발된 검사장비의 경우 태

양전지 실리콘 웨이퍼의 형상결함이나 표면결함, 마이

크로 결함을 각각의 별도의검사 장비에서 검사하고 있

는 상태이다[3,4].

본 논문에서는 태양전지 제조공정에서의 핵심인 태양

전지 웨이퍼 검사장치를 설계 및 개발하였다. 태양전지

웨이퍼 검사장치는 광학스캐닝 메커니즘, 근적외선(near

infrared ray; NIR)카메라 광학계, 기구 및 정밀제어 시스

템, 결함검출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2. 광학스캐닝 메커니즘

태양전지 웨이퍼의 검사를 위해 Fig. 1과 같이광학

스캐닝 메커니즘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광학스캐닝 메

커니즘은 크게 기하학적 카메라 광학계(geometric

camera optics)와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struc-†E-mail : kimgb@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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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ed hybrid illumination system)으로 구성된다.

2.1. 기하학적 카메라 광학계

최근 태양전지 웨이퍼 제조공정은 고속화가 이루어

졌으며, 고속 생산라인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 검사비전

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사장비에 라인스캔카메라(line scan camera)를 활용

하여 속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다. 따라

서 기하학적 카메라 광학계의 검사용 카메라로 TDI

(time delay & integration) 기술 기반으로 고감도 영상

을 획득할 수 있는 라인스캔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TDI 기술은 스테이지 마다 같은 이미지를 촬영해야 하

기 때문에 물체의 이동속도에 맞춰 뒤의 스테이지가

앞의 스테이지보다 조금 더 늦게 이미지를 촬영한다.

또한, 이 기술은 정확히 같은 이미지를 촬영한 후 이를

중첩시켜 선명한 상을 얻기 때문에 카메라의 촬영속도

와 물체의 이동속도를 동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에도 불구하고 높은 조도를 지니고 있는 Metal Halide를

조명으로 사용해야 하는 일반 라인스캔 카메라보다

LED와 같이 더 어두운 조명에서도 높은 선명도를 구현

할 수 있어 조명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

모니터링 카메라는 높은 해상도와 USB신호 형태로

출력하는 에어리어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세부 결함을

5배정도 확대하여 영상을 획득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

도록 줌렌즈를 장착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하학적 카

메라 광학계의 상세 규격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기하학적 카메라 광학계에서 자동초점 방법은 Hill-

climb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Hill-climbing 알고리

즘은 Fig. 2에서 초점값(focus measure)의 최대값을 찾

기 위해 카메라(렌즈)의 이동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이

며 Fig. 3의 순서도를 이용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초기

수색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수색을 시작한다. 카메라의

위치가 의 범위에서 ∆z만큼 이동하고, 각

위치에서 초점값을 계산한다. 만약 초점렌즈가 z = zi

에서 초기위치라 가정하면 초기위치와  z = zi+ ∆z 위

치에서의 초점값 F(zi)와 F(zi+ ∆z)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zi는 초점 위치의 i번째 위치이며, 증가된 거

리 ∆z를 스텝간격(hopping dstance)라 한다. 만약

F(zi+ ∆z) > F(zi)이면 수색방향은 ∆z와 같다. 이런 식

으로 카메라를 계속 이동을 하면서 최대 초점값에 도달

할 때까지 수색을 한다. 그러면 F값은 F(zp−1) < F(zp) >

F(zp−1)의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zp는 최대 초점값이

아니라 zfocus위치가 최대 초점값이다. 따라서 이 최대

zmin z zmax≤ ≤

Fig. 1. Optical scanning mechanism.

Table 1. Specification of geometric camera optics

Lists Specification

Line scan camera

Resolution: 8192×32TDI

Pixel size: 7×7 µm

Line rate: up to 34kHz

Data rate: 320 megapixels/second

Data format: 8or12 bit

Area camera

Image sensor: SONY CCD

Resolution: 1280×1024

Pixel size: 4.65×4.65㎛
Frame rate: 15fps

mono/color: color

Lens

Macro-

symmar

5.6/102

Focal length: 120mm

Mag.: 0.380.63x

Max aperture: F5.9

Sensor pixel size: 7 /5㎛

Zoom

70XL

Zoom range: 7:1

Mag.: 0.755.25x

Work distance: 89mm

Frame grabber

SOL 2M EV CLF

Data acquisition: Camera link

Acquisition rate: 85MHz

On-board buffer: 256MB

Image library MIL 9.0

Fig. 2. Data of focus measure for auto foc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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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값을 계산해야 한다. 는 식 (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db= F(zp) − F(zp − 1), df = F(zp) − F(zp+ 1) 이다.

다음으로 카메라 시스템의 영상거리(image distance)

변화에 따른 배율조정 기능을 적용하여 다양한 결함

크기 검출을 위한 영상 분해능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배율(magnification)이란 물체의 상과 그 물체의 실제

크기와의 비율을 말한다. 배율에는 수직방향의 횡배율

과 수평방향의 종배율이 있으며 보통 배율은 횡배율을

말한다. 렌즈의 초점거리를 f, 태양전지 웨이퍼와 렌즈

사이의 거리, 즉 작업거리를 a, 렌즈와 카메라(상)의 거

리, 즉 영상거리를 b라 하면 가우시안 렌즈 법칙(gaus-

sian lens law)에 의해 렌즈공식 (2)가 성립한다[5]. 여

기서, 배율 M은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고, 초점거리,

태양전지 웨이퍼와 렌즈 사이의 거리, 렌즈와 카메라의

거리가 변화될 때 배율도 변화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2)

(3)

2.2.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

영상은 물체의 표면 특성과 재료의 속성의 반사율,

흡수율, 전달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조명의 각도와 조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영상을 획

득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조명 시스템의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물체는 기하학적인 형상, 표면 거칠기, 반사

속성 등의 면에서 다양하고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명시스템의 측정 조건과 환경 등을 고

려하여 설계하고 제어해야 한다. 이것은 정확도(accu-

racy), 신뢰도(reliability), 검사 시간(processing time)

면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6].

머신 비전에서 조명시스템은 어떠한 조명조건에서

어떠한 조명방법으로 물체의 표면을 균일하게 조명하

고, 물체와 결함의 대비(contrast)를 잘 나타내어 원하

는 특징을 뚜렷이 영상화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대비는

물체와 배경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시각적인

특성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부적절한 조명은 영상의

해상도와 대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신뢰성 있고 고품

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조명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저품질의 영상은 고품질의 영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영상 처리 과정, 시간 그리고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7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명방식에는 명시야(bright

field)기법, 암시야(dark field)기법, 경사 전방조명

(oblique front light), 방향성 전방조명(directional front

light), 돔 조명(dome light), 동축 조명(co-axial illumi-

nation), 구조적 조명(structured lighting), 확산 전방조

명(diffusion front light) 그리고 후방 조명(back light)

등이 있다.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은 카메라의 특성상

동일한 조명조건 하에서도 스캔속도가 변하거나 카메

라의 영상획득 속도보다 조명의 주파수가 낮을 경우

입력되는 광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광원으로 높은 광

효율, 휘도의 균일성, 깜박거림이 없고, 다른 조명원보

다 긴 수명과 더 적은 전류를 요구하여 에너지 효율 면

에서도 매우 우수한 LED (light emitting diode)를 사용

하였다.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의 Fig. 4에 나타내었

다.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은 Fig. 4 ①의 상부

조명과 Fig. 4 ②의 하부조명으로 구성되며 대칭구조이

다. 우선, 상부조명은 주로 명시야 조명 역할을 하며,

각 채널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

zfocus zp
∆z

2
------

db df–

db df+
-------------×+=

1

a
---

1

b
---

1

f
---=+

M
b

a
---=

Fig. 3. Hill-climbing algorithm.



4 김 경 범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1권 제3호, 2012

전방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채널 1, 4는 Blue

LED, 채널 2, 5는 Green LED, 채널 3, 6은 Red LED

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조명은 암시야, 경사 전방조명

으로 사용할 수 있고, 채널 7~15까지 Blue-Green-Red

LED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열은 독립적으로 제어

되지만 양측 대칭 열은 동일제어를 하며, 하부조명이

태양전지 웨이퍼 표면에 입사할 때 하부조명의 각도를

변화시키면 결함의 특성에 따라 빛 산란이 다르기 때

문에 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θ만큼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LED의

수렴성 때문에 상부 및 하부조명에 빛을 확산시켜 부

드러운 영상을 얻고 시야범위를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확산필터(diffusion filter)를 장착하였다. 사용된

LED의 세부사항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대칭

이 되는 모든 채널의 조명은 한 점을 바라보며, 상부조

명과 하부조명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각각 분리

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상부조명과 하부조명을 모두 사

용할 시 확산 전방조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7,8].

3. 적외선 카메라 광학계

적외선은 열원이기 때문에 장시간 비추면 태양전지

웨이퍼가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투과력은

있으면서도 열원으로서는 약하게 작용하는 적외선 영

역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유용한 빛의 영역이 근

적외선 영역이다. 근적외선은 가시광선에 가까운 적외

선이며, 웨이퍼에 빛을 조사하면 물체 표면에서 직접

반사하는 전반사광과 물체내의 광산란에 의해 다중으

로 투과, 반사를 반복하고 그 사이 흡수되거나 다시 웨

이퍼 표면에서 발산되는 체반사(body reflection) 광, 그

리고 투과되는 투과광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분산된

다. 카메라를 이용한 적외선 촬영에서 카메라에서 인식

하는 적외선은 주로 가시광선에 가까운 파장의 근적외

선이다. 적외선은 주로 열원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물체

대상의 온도를 감지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9].

그러나 근적외선에서는 열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

시광선보다 약간 긴 파장을 이용하여 가시광선이 투과

하지 못하는 파장을 촬영하는 것이다.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의 내부 마이크로 결함검사

는 일반 조명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적외선에 대

한 투과특성을 이용한다. 태양전지 웨이퍼의 경우 약

1 µm 수준의 파장대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투과 특성

을 갖는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근적외선 후방 조

명을 태양전지 웨이퍼에 조사하면, NIR 카메라에서 영

상을 획득할 수 있다.

태양전지 웨이퍼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을 검사하기

위하여 Fig. 5의 왼쪽 부분과 같이 근적외선(NIR: near

infrared ray) 카메라 광학계를 구성하였다. 

4. 기계 제어 시스템

검사시스템의 기구시스템은 Fig. 5의 중앙부와 같으

며, 우선 기본 스테이지를 제작하였다. 이 기본 스테이

지 위에 태양전지 웨이퍼를 고정하고 움직이기 위한

이송 플레이트(moving plate)를 설치하였다. 이송 플레

Fig. 4. Structured hybrid illumination system.

Table 2. Specification of LED

List Blue Green Red

Forward current 35 mA 35 mA 30 mA

Forward voltage 3.2 V 3.2 V 2.1 V

Wavelength 471 nm 525 nm 628 nm

Operation temperature −30~85 −30~85 −30~85

Luminous intensity 8200 mcd 9600 mcd 12000 mcd

Fig. 5. Inspection system based on optical scann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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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에 태양전지 웨이퍼를 검사하기 위해 웨이퍼가 놓

이는 부분에는 유리를 설치하고 고정할 수 있도록 고

정 장치를 설치하였다. 이송 플레이트는 서보모터를 이

용하여 움직이며, 이 이송플레이트가 Y축(scan축)이

되고, 156 × 156 mm 이하의 태양전지 웨이퍼를 검사할

수 있다.

광학스캐닝 메커니즘 부분을 움직이기 위한 광학스

캐닝 메커니즘의 이송 플레이트(moving plate of opti-

cal scanning mechanism)도 설치하였다. 이것은 서보모

터를 이용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이 플레이트가 X축

이 된다. 이 광학스캐닝 메커니즘 이송 플레이트 위에

기하학적 카메라 광학계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배율조

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하학적 카메라 광학계 플

레이트는 스테핑 모터를 사용하여 볼 스크루를 따라

상·하로 움직인다. 또한 렌즈를 부착할 수 있는 브라

켓을 가공하여 렌즈를 부착하고 이 브라켓은 라인스캔

카메라와 또 다른 볼 스크루를 연결하여 렌즈를 독립

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첫 번째 볼 스크

루는 라인스캔 카메라와 렌즈를 한꺼번에 움직이고, 두

번째 볼 스크루는 오직 렌즈만을 움직인다. 이 플레이

트가 Z축이 되며 첫 번째 볼 스크루는 Z축 중 Focus축

이고, 두 번째 볼 스크루가 Mag축이다. 광학스캐닝 메

커니즘 이송 플레이트 바로 밑으로는 에어리어 카메라

와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을 부착하여 광학스

캐닝 메커니즘 이송 플레이트, 에어리어 카메라 그리고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

다. 기본 스테이지 뒤에는 전장부를 설치하였고, 안쪽

앞에는 PC를 설치하여 이 모든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기구 및 제어 시스템의 상세 규격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카메라 광학계

와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을 포함하는 광학스

캐닝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기구 및 제어 시스템을 통

합한 Fig. 5의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 검사시스템을

개발하였다[10].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태양전지 웨이퍼에 존재하는 결함을

검사하기 위해 광학스캐닝 메커니즘기반 검사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검사시스템은 광학스캐닝 메커니

즘, 기구 및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며, 광학스캐닝 메

커니즘은 기하학적 카메라 광학계와 구조적 하이브리

드 조명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광학스캐닝 메커

니즘을 이용하여 태양전지 웨이퍼 표면의 형상결함과

표면결함을 검사한다. 또한, 태양전지 웨이퍼 내부에

존재하는 마이크로 결함을 검사하기 위하여 NIR 카메

라 광학계를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검사시스템은 태양전지 웨이퍼

에 존재하는 표면결함, 내부에 존재하는 마이크로 결함

을 하나의 장비에서 검사할 수 있다. 또한, 태양전지

웨이퍼 검사시스템 기술은 태양전지 웨이퍼 검사뿐만

아니라 IT관련 측정 및 다양한 검사 공정에서도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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