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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ar cell has been considered as renewable green energy. Its silicon wafer thickness is thinner due to manufacturing

cost and accordingly micro cracks is often generated in the process. Micro cracks result in bad quality of solar cell, and

so their accurate and reliable detection is required. In this paper, near-infrared optics system is newly designed based on

the analysis of near-infrared transmittance characteristics and its important parameters are optimally selected using the

design of experiment for micro crack detection in solar cell wafer.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using several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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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분야는 산업의 다각화와 급속한 변화가 있는

산업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태양전지(solar cell)는 녹

색성장 산업 중 하나인 대체에너지(alternative energy)

로써 각광 받고 있다. 주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흡수된 빛에 의해 광기전력 효과를 일으켜 전기를 생

산한다. 따라서 태양전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대량생산과 원가절감을 고려하여 주재료인 실리

콘 웨이퍼의 두께를 기존 180 µm 이상에서 160 µm 이

하의 얇은 두께로 제조되고 있다. 때문에 제조공정 중

핸들링과 기계적응력으로 인한 마이크로 크랙 발생 확

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리콘 웨이퍼에 존재하는 결함은

태양전지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며 특히 마이

크로 크랙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에 대한 검사가 절실하다.

마이크로 크랙에 대한 검사방법으로 그 동안 사용되

었던 방법에는 공진 초음파 진동(RUV : resonance

ultrasonic vibration), 전자 스페클 패턴 간섭계(ESPI :

elestronis speckle pattern interfermetry), 적외선 열화상

(IT : infrared thermal), 전계발광(EL : electroluminis-

cence), 광발광(PL : photoluminiscence) 등과 같은 기

술이 있다[1-4].

전계발광과 광발광은 결함이 태양전지의 효율을 저

하시킨다는 전기적 성능을 이용하여 결함을 검출한다.

하지만 실리콘 웨이퍼에는 전기적 회로가 없어서 발광

검사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공진 초음파 진동의

경우 공진 주파수에 따른 주파수 변화로 결함을 검출

하며 전자 스페클 패턴 간섭계는 변형되기 전과 후의

영상을 비교하여 순차적인 차이로 인해 생성된 간섭

패턴의 이미지의 상관관계에 따라 변형을 측정하는 방

법으로 실리콘 웨이퍼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과 마이크

로 크랙 검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E-mail : kimgb@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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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을 이용한 기존 실리콘 웨이퍼의 검사방법으

로 적외선 열화상 기술이 있다. 그러나 적외선은 열원

이기 때문에 장시간 비추면 물체가 손상될 우려가 있

기 때문에 투과력은 있으면서도 열원으로 약하게 작용

하는 적외선 영역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유용한

빛이 근적외선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웨이퍼의 마이크로 크랙검출

을 위한 근적외선 광학계를 구성하고 실험계획법을 기

반으로 각각의 매개변수의 최적조건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근적외선 광학계의 성능을 입증하였다.

2. 근적외선 광학계 구성

실리콘 웨이퍼의 마이크로 크랙 검출을 위한 근적외

선 광학계 구성에서는 카메라와 조명소스가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선정기준은 실리콘 웨이퍼

의 근적외선 영역에 대한 투과율로 결정하였다. 

Fig. 1은 실리콘 웨이퍼에 포함된 여러 성분에 대한

각각의 투과율 그래프를 나타낸다. 각 성분마다 최대

투과율을 지닌 파장대역은 다르지만, 최대 투과율을 종

합하면 대략 900 ~ 1200 nm의 좁은 근적외선 영역으

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900 ~ 1200 nm파장내의

1127 nm의 적외선 할로겐 조명과 900 ~ 1700 nm의 감

도를 가진 InGaAs센서를 이용한 근적외선 카메라를

선정하여 근적외선 광학계에 적용하였다.

Fig. 2에서는 적외선 할로겐 조명이 실리콘 웨이퍼와

적외선 카메라에 미치는 상대적인 감도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적외선 할로겐 조명은 1000 ~ 1800 nm, 근적

외선 카메라는 400 ~ 1300 nm, 실리콘 웨이퍼는 1000 nm

이상에서 상대적인 감도가 크게 나타난다. 최대 감도를

보이는 파장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감도를 나타

내는 파장대역은 1000 ~ 1300 nm로 실리콘 웨이퍼의

최대 투과율 파장과 유사하게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정된 근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할로겐 조명

으로 근적외선 광학계를 구성하였을 경우 실리콘 웨이

퍼를 위한 근적외선 투과특성이 적합하게 일치하여 근

적외선 카메라에서 마이크로 크랙이 효율적으로 검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실리콘 웨이퍼의 마이크로 크랙 검출을

위해 설계된 근적외선 광학계를 Fig. 3(a)에 나타내었

다. 광원이 실리콘 웨이퍼에 조사되는 거리에 따라 빛

이 분포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즉, 광원이 조사되는 거

리가 짧을수록 실리콘 웨이퍼에 빛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ig. 3(b), (c)와 같이

이동스테이지와 반사경을 설치하여 광원이 실리콘 웨이

퍼에 조사되는 범위를 조절하도록 하였으며, 400 ~

2000 nm 파장범위에서 95% 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반사

거울로 빛의 손실 없이 난반사시켜 분산 시켜주도록 설

계하였다. 또한, Fig. 3(d)의 라인레이저는 적외선 할로겐

조명의 위치를 알려주고 실험의 편의성을 위해 광원과

동일선상에 위치하도록 설계한 이유는 적외선 조명은 눈

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5].

3. 근적외선 광학계의 최적 매개변수 선정

3.1. 실험계획법

실험계획법(DOE : design of experiment)은 효율적

인 실험방법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는

통계학의 응용분야이다. 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가지 인자(factor)들을 선정하여 계획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의 특성치(characteristic value)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 분산분석(ANOVA : analysis

of variance) 등이 있다.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은 인자와 특성치 사이의 상관

Fig. 1. Transmittance properties of a silicon wafer.

Fig. 2. Spectral sensitivit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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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규명하고 회귀식을 구하는데 쓰이는 반면, 분산

분석은 여러 인자들이 특성치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고 인자들의 최적조합 및 최적조건을 선정하는

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명의 세기와 빛의 분포에 따라 실

리콘 웨이퍼 결함검출에 영향을 미치며 결함이 근적외

선의 투과율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무결함 지역과의 차

이를 보인다. 따라서 결함과 무결함 지역의 대조를 크

게 하기 위해 특성치를 식(1)에 나타낸 망대특성을 사

용하였다. 

(1)

(2)

여기서, 식(2)에 나타낸 y는 결함영역과 무결함영역

의 대조(contrast)를 의미하는 것으로 Imax는 최대 픽셀

값, Imin은 최소 픽셀 값 이다.

3.2. 매개변수 선정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인자(factor), 실험

을 하기 위한 인자의 실험조건을 인자의 수준(level) 이

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웨이퍼 결함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선정된 인

자는 반사경 중심과 실리콘 웨이퍼 사이의 높이(H), 광

원과 반사경 중심 사이의 거리(D), 반사경의 반사각도

(angle), 광원의 강도(intensity)이다. 광원의 강도는 Fig. 5

에 나타낸 것과 같이 11단계로 나눠진 다이얼로 조절

하게 된다.

인자 수준은 본 연구에 앞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Table 1에 인자의 수준을 나타내었

다. 실험계획법 중 최소한의 실험회수로 전체실험과 유

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구치 방법(Taguchi

method)의 직교배열 표를 적용하였다. 이어서 Table 2

와 같이 4인자, 3수준의 L9(3
4)직교배열 표로 9번의 실

험을 하였다.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마이크로 크랙을

S/N ratio  −10log10[ 
1

n
---

1

yi

2
---- 

i 0=

n

∑ ]=

y Ic
Imax−Imin

Imax+Imin

--------------------= =

Fig. 3. Near-infrared optics on 3-axis robot system.

Fig. 4. Experimental parameters of near-infrared optics.

Fig. 5. Intensity control of near-infrared haloge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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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하였다. 보통 날카로운 금속도구를 사용하여 가압

하거나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함의 형상과

크기를 가공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경 4

인치, 두께 1 mm의 단 결정 실리콘 웨이퍼에 최소 분

해능이 약15 µm 인 레이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단순한 형상으로 가공하였다. Fig. 6과 같이 길이

1000, 700, 500, 100 µm와 100, 75, 50, 25 µm의 두께

변화를 주어 16개의 결함을 가공하였으며 Fig. 7은 현

미경으로 취득한 가공된 결함 형상이다. 

3.3. 분산분석

각 실험에서 측정된 16개의 결함에 대해 망대특성

식으로 구한 S/N비(특성치)를 종합한 결과 값은 Table 3

과 같으며, 각 인자의 수준별 평균을 구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Fig. 8은 분산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로 각 인

자의 수준별 S/N비가 클수록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실리콘 웨이퍼의 마이크로 크랙 검출에 대한 최적 조건

은 반사경 중심과 실리콘 웨이퍼 사이의 높이 130 mm,

광원과 반사경 중심 사이의 거리 345 mm, 반사경의

반사각도 65o, 광원의 강도 8로 도출 되었다.

3.4. 성능평가

도출된 근적외선 광학계의 최적 조건을 이용하여 가

공된 16개의 결함 중 4개를 측정하였다. 또한 성능평가

를 위해 임의로 2번의 다른 인자 수준에서 측정하였다. 

Table 1. Parameters and their level

Sign Factor
Level

1 2 3

A H 130 mm 110 mm 90 mm

B D 345 mm 285 mm 225 mm

C Angle 65o 55o 45o

D Intensity 9 8 7

Table 2. Orthogonal array table

No.
Factor

A B C D

1 1 1 1 1

2 1 2 2 2

3 1 3 3 3

4 2 1 2 3

5 2 2 3 1

6 2 3 1 2

7 3 1 3 2

8 3 2 1 3

9 3 3 2 1

Fig. 6. Dimension of micro cracks machined.

Fig. 7. Microscope images of machined cracks.

Table 3. Results of S/N ratio

No S/N No S/N No S/N

1 -2.48771 4 -3.72353 7 -3.68515

2 -3.49429 5 -2.74584 8 -4.06307

3 -3.69325 6 -3.39974 9 -6.35245

Table 4. Results of factor analysis of variance

Sign Factor
Level

1 2 3

A H -3.4112 -3.2572 -4.5397

B D -3.2485 -3.3217 -4.3679

C Angle -3.2408 -4.3767 -3.3206

D Intensity -3.7572 -3.4273 -3.7536

Fig. 8. ANOVA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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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임의의 인자 수준은 H : 120 mm, D : 310 mm,

Angle : 50o, Intensity : 8이며, 두 번째 임의의 인자 수

준은 H : 100 mm, D : 240 mm, Angle : 60o, Inten-

sity : 9이다. 

Fig. 9에 최적조건과 임의의 인자 수준에서 측정된 4

개의 결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 임의의 인자수준을 제

외한 나머지 영상에서는 4개의 결함이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관

적이기 때문에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결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Fig. 10과 같이 측정

된 영상의 픽셀 값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래프에서 보

여준다. ○로 표시된 부분이 결함영역이고 나머지는 무

결함영역이다. 그레디언트 그래프를 보면 무결함영역

에서의 픽셀 값은 일정하게 나타내지만 결함영역에서

는 픽셀 값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과 결함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절한 임계치(threshold) T를 설

정하면 마이크로 크랙 검출을 할 수 있다. 

설정된 임계치 T로 결함을 검출할 때 최적조건은 4

개의 결함에 대해 100%의 검출률을 보이지만 임의의

조건에서는 50%의 검출률을 보인다. 그 결과 본 연구

에서 도출한 최적조건으로 실리콘 웨이퍼의 결함을 효

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도출된 최적조건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결함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Fig. 11에 두 종류의 결함을 실

험하였다. X모양의 결함과 표면 스크레치에 대해 그레

디언트 그래프를 보면 무결함영역보다 결함영역에서

픽셀 값이 급격히 증가하여 적절한 임계치를 기준으로

결함을 검출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그레디언트 그래프

에서 무결함영역의 픽셀 값은 유사하지만 결함영역에

대한 픽셀 값에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결함의 형태와

크기 또는 깊이의 차이로 인한 근적외선 투과광 특성

이 변하여 픽셀 값에도 그만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결함 유형에 따라 적절한 임계치 또는 신뢰성

있는 영상처리 알고리즘이 적용된다면 실리콘 웨이퍼

의 마이크로 크랙 검출하는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리콘 웨이퍼의 결함 검출을 위해

근적외선 광학계를 설계하여 실험계획법 기반 최적조

건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근적외선

광학계도 실리콘 웨이퍼의 최대 투과율을 보이는 파장

대역을 기준으로 카메라와 조명소스를 선정하여 설계

하였다.

실험계획법을 통한 근적외선 광학계의 최적조건은

반사경 중심과 실리콘 웨이퍼 사이의 높이130 mm, 광

원과 반사경 중심 사이의 거리 345 mm, 반사경의 반

사각도65o, 광원의 강도 8로 선정하였다. 이 최적조건

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고 실리콘 웨이퍼의 마이크로 크랙

을 검출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Fig. 9. Optimal and arbitrary images of micro cracks.

Fig. 10. Comparisons of gradient profiles.

Fig. 11. Gradient profiles in crack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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