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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 Cell Ingot 연삭가공 상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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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olar Cell은 태양에 지를 기 으로 변환시킨 것으로 태양

에 지는 비용이 게 들고 공해가 없으며, 구 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청정에 지 발 을 추진하는 유럽에서는 각국

정부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Solar Cell 시장이 격히 팽창하고

있다. Solar Cell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결정질

실리콘 Solar Cell의 주요 공정은 ① Solar Cell 재료 형성

단결정, 다결정 형성(Ingot) ② 웨이퍼 형성 ③ 웨이퍼 표면 가공

④ 그리드 설계, 마스크 제작 ⑤ 산화공정 ⑥ 감 액 도포 ⑦ 

노 과 상 ⑧ 식각 ⑨ 확산 ⑩ 증착과정 ⑪ 속배선 ⑫ Solar 

Cell 검사 ⑬ 모듈형성 최종 검열로 이루어진다. 이 공정

Solar Cell 재료형성(공정 ①)에서 웨이퍼 표면가공(공정 ③)이

Solar Cell의 체 생산량에 직결되며 웨이퍼의 단가를 낮추고

량생산을 해서 가장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웨이퍼 표면 가공에서 고경도, 경취재료인 실리콘 Solar cell 

Ingot을 경면 사각단면형상으로 가공하기 해서는 원형 Ingot의

Squaring 작업과 더불어 단면의 경면화와 모서리부분의 라운딩

을 한 Grinding 작업이 필요하다. Ingot의 사각단면형상을 만들

기 해 다이아몬드 Cutting에 의해 가공이 이루어지며, 후속

공정으로 Cutting부의 고경면화와 모서리부분의 라운딩을 한

Grinding이 수행된다. 그러나 Solar Cell Ingot은 외부 충격에 약하

며 가공 시 균열, 치핑, 손 등이 생기기 쉬워, 고정도, 고품 의

품질을 갖는 Solar Cell 기 을 생산하기 해서는 가공기술의

개발과 Solar Cell 제조공정 의 기계 인 가공 등의 처리에

의해 쉽게 발생하는 결함들을 검출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니터링 기술 수 은 미국,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다른 공정용 모니터링 장치의 개발 분야에 비해서도

개발에 한 시도가 다. 

재 Solar Cell Ingot 가공 시 기 기계 Set-up, 최 가공조건

등을 맞추기 해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가공 상태와 문제

을 악하고 이를 토 로 수정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시행착오가 발생하며 세 시간이 길어지는 단 이

있다. 한 가공 의 Ingot의 균열, 치핑, 손 등으로 이상상태가

악할 방법이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olar 

Cell Ingot Squaring/Grinding 복합기의 Grinding 가공 시 AE RMS 

신호를 분석하여 발생한 이상상태를 진단하고 표면 거칠기와의

계를 확인하 다. 

2. 실험 장치 성  

Solar Cell Ingot Squaring/Grinding 복합가공기의 Grinding 성능

을 평가하고, Ingot 가공 발생하는 이상상태를 검출하기 해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AE 센서를 공작물을

지지하는 Chuking Jig에 부착하여 가공 이상상태를 검출하도

록 하 다. 가공순서는 우선 Ingot을 Loading/Unloading 장치를

통해 이송하면서 Blade에 의해 원형의 Ingot을 사각단면형상을

갖도록 Squaring 가공을 실시하고, 후공정으로 고경면, 고평탄화

를 한 Grinding 가공을 수행하 다. 이때 Jig에 부착된 AE 센서

로부터 가공신호를 실시간으로 획득하며, AE 신호는 Pre-ampli-

fier와 Post-amplifier를 거쳐 일차 으로 오실로스코 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고, 신호처리장치를 통해 PC에 Display하고 장

된다. Table 1과 Table 2은 Grinding 가공조건과 가공감시에 사용된

장치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Fig. 1은 Grinding Monitoring 

System의 실험장치 구성도이다. 

Grinding 가공 성능 실험은 단결정 Ingot과 유사한 가의 Glass 

가공을 통하여 가공조건 가공 시 상태를 확인하 으며, 가공

시 상태가 안정화 되었을 때 실제 Solar Cell Ingot을 사용하여

실험하 다. 실험 순서는 Squaring을 한 Solar Cell Ingot의 2면

Grinding 후, 지그를 90˚회 하여 나머지 2면을 Grinding 하 다. 

단, Glass의 경우 입 깊이는 0.1mm로 총 7번 Grinding 하 고, 

Solar Cell Ingot의 경우 한 면을 0.1mm씩 3번의 Grinding을 수행하

다. Grinding이 끝난 후 Solar Cell Ingot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

여 Grinding 성능을 평가하 다. 

3.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연삭숫돌의 도면으로 연삭숫돌은 Cup type으로

서 170 Mesh의 숫돌 (RD - 6A2, 170D-30T-10W-10X-50H, 

SW170R125B,이화다이아몬드)을 사용했다. 실제 Grinding에 앞

서 Solar Cell Ingot과 가공특성이 유사한 Glass를 사용하여 가공장

치의 성능과 Ingot Grinding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과 가공조건

을 찾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Glass Grinding의 가공조건은

Spindle  Speed 3000 rpm, Feedrate 34mm/min, 입 깊이 0.1mm로

하 으며 총 7회 가공을 수행하 다. Fig. 3(a) 1 ~ 6회까지 정상상

태의 AE RMS 신호로 거의 동일한 신호가 검출 되었고 Fig. 

3(b)의 가공 면을 확인 시 표면이 정상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Fig. 3(c)의 경우 ingot에 이상상태가 발생하여 가공 험에

따라 Feedrate를 45mm/min으로 바꾸어 획득한 신호로 정상신호

에 비해 신호의 출 임이 측정되었다. Fig. 3(d)의 가공 면에서

 

Table 1 Grinding Conditions

Item Conditions

Feedrate (mm/min) 30, 40, 45

Depth of Cut (㎛) 100

Spindle Speed (rpm) 3,000, 4500

Wheel Size (mm)  φ 170

Grain Size (mesh) 300

Table 2 Monitoring Conditions

Item Specification

AE Sensor Nano30

Pre-amplifier (dB) 20/40/60

Post-amplifier (dB) 20/40

RMS Time (msec) 50

Daq. System NI USB-6251 BNC  

Sampling Rate (kHz) 1

센서부착 치
 

     (a)  location of AE Sensor       (b)  Setup of AE Sensor System

Fig. 1 Experiment setup of  Grinding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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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듯이 표면에 가공이 제 로 되지 않았다. 이는 6회

가공 때까지 반복가공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열이 Glass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고 내부에 축 되어 Glass가 일부 팽창해서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이 문제는 냉각장치가 충분히 Glass를 냉각시키

지 못한 과 가공 시 한 Cycle의 가공이 끝난 후 소재 내부의

열이 발산하기 한 시간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Glass Grinding을 통해 가공 조건 가공 상태를 확인하 으며

그것을 토 로 Solar Cell Ingot을 가공하 다. 실험 가공조건은

Spindle  Speed 5000rpm, Feed 45mm/min, 입깊이 0.1mm으로

하 다. Fig. 4(a)는 연삭숫돌과 Ingot의 상 치 변화를 나타

낸다. a 역은 기 Ingot에 연삭숫돌이 가공을 시작하면서부터

뒤쪽 날까지 가공에 참여하기 직 까지이며,  b 역은 앞날과

뒷날이 같이 가공에 참여하는 구간, 그리고 c 역은 앞날이

Ingot 가공에서 이탈하면서부터 숫돌의 탄성력 회복에 의해 남아

있는 뒷날이 가공에 참여하는 구간이다.  Fig. 4(b) 정상상태의

AE RMS 신호변화를 보여주며 체 으로 균일한 신호 패턴을

가진다. 이것은

 

(a)  Signal of normal state (b)  Shape of normal state 

(c) Signal of Abnormal state (d)  Shape of abnormal state 

Fig. 3 Experiment : Grinding Glass In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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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tive position of Ingot and 
grindstone

(b)  Signal of Norm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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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ignal of Abnormal State
 (Poor Contact)

(d) Signal of Abnormal State
(Poor Flatness)

Fig. 4 Experiment : Grinding Solar Cell Ingot (AE RMS)

(a) Shape of Normal State (b) Shpae of Abnormal State

(c) Surface Roughness of 
normal State (Ra : 0.12㎛)

(d) Surface Roughness of 
Abnormal State(Ra : 0.72㎛)

Fig. 5 Experiment : Grinding Solar Cell Ingo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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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pot position of surface roughness

Table 3 Surface roughness of Solar Cell Ingot (Normal State)

Position a b c average

Ra(㎛) 0.11 0.09 0.11 0.10

Rz(㎛) 1.38 0.77 0.70 0.95

연삭숫돌이 균일하게 공작물의 면에 하여 가공이 진행

되었기 때문이다. Fig.4 (c), (d)는 가공 이상상태를 검출한

그래 로서, Fig. 4(c)는 Grinding숫돌과 공작물의 불량 시, 

Fig. 4(d)는 Ingot의 평탄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 발생한 AE RMS 

신호를 보여 다. Fig. 5(a), (c)는 정상 인 Grinding 가공 시

생기는 표면 툴마크와 표면 거칠기 데이터로 Ra가 0.12㎛, Rz가

1.16㎛ 수 이었고, Fig. 5(b), (d)는 가공 불량에 의해

발생한 표면 툴마크와 표면 거칠기로 Ra 0.76㎛, Rz 6.90㎛ 로

측정되었다. 

Fig. 6과 같이 Grinding 정상 가공 때의 Solar Cell Ingot 표면

거칠기를 Fig. 4(a)의 a, b, c 역에 맞춰 측정 치를 나 었고, 

Table 3은 그때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 데이터이다. 정상 가공

시 b 역에서 AE RMS신호가 안정되며, 그 역의 표면 거칠기

데이터도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원형 단결정 Solar Cell Ingot의 Squaring과 Grinding을 한 의

가공기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복합가공시스템을 사용하여

Grinding 가공 AE 센서를 이용한 이상상태 검출 모니터링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계 Set-up시 AE 형 신호 분석을 통해 기계 상태와 부

한 가공 조건의 문제 을 검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기

기계 Set-up 시간 소재의 비용을 일 수 있을 것이다. 

2) 가공 AE RMS Level 변화를 통해 Solar Cell Ingot의

최 가공 조건과 균열, 치핑, 손 등의 이상상태를 검출할

수 있었다. 

3) AE RMS 형 신호와 표면 거칠기와의 계를 비교하여

가공 Ingot의 가공단면 상태를 유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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