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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새로운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신 성장동력 녹

색성장 산업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 중 태양전.

지(solar cell)는 반도체 분야의 기술과 더불어 발

전되어 왔다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의 제조비.

용 중 실리콘 재료 및 웨이퍼 제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상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있는60%

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해 실리콘 웨이퍼의 두께

를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리콘 웨이퍼의 두.

께가 얇아질수록 제조공정 중 형상결함(topology

표면결함 마이크로 결함defect), (surface defect),

의 발생이 높아지며 이는 태양전지(micro defect)

의 효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제조비용을 높인다.

따라서 웨이퍼 표면에 존재하는 결함을 검사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상 결.

함 표면 결함 마이크로 결함을 위한 검사모듈, ,

및 검사기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만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하나의 장비에서 결.

함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항목 별로 검사

장비가 존재하거나 하나의 장비에서 결함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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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 검사를 위해 광학스캐닝 메커니즘 기반 검사장비를 개발하:

였다 그 중에서 다양한 결함검사 요구와 적절한 조명조건을 만족하는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 다음으로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의 최적 조명조건을 마.

스터 유리와 실리콘 웨이퍼에서 선정하였다 마스터 유리에서 최적 조명조건은 강 강 강. B- , BG- , BR- ,

강 이며 실리콘 웨이퍼에서 최적조건은 중 중 이다 이 최적조명조건을 적용하여 실리콘 웨이BGR- , R- -B- .

퍼 표면을 검사한 결과 핀홀 스크래치 치핑 등 다수의 표면결함을 정확하게 검출하였다 구조적 하이, , , .

브리드 조명시스템은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 표면결함 검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an inspection system based on an optical scanning mechanism is developed for the

inspection of silicon wafers in solar cells. In particular, a structured hybrid illumination system that can

satisfy the illumination requirement for the detection of various defects is designed. In the hybrid illumination

system, the optimum illumination conditions are selected by considering the design of experiment in master

glass and silicon wafer. The illumination conditions available are B-high, BG-high, BR-high, and BGR-high

for master glass and R-middle-B-medium for silicon wafers. By using the illumination conditions for silicon

wafers, numerous surface defects like pinhole, scratch, and chipping, can be accurately detected. The hybrid

illumination system is expected to be widely used for the inspection of silicon wafers in sola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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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비전 즉 조명과 카메라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1,2)

본 연구에서는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 표면결

함을 검사하기 위해 광학스캐닝 메커니즘 기반

검사장비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결함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명조건에서 결함의 영상

을 하나의 비전모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의 최적 조명조건

을 선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또한 선정된 최적. ,

조명조건을 적용하여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존재

하는 결함을 검사하였다 검사결과 실리콘 웨이.

퍼의 최적 조명조건에서 표면결함 중 핀홀

스크래치 치핑 등 다(pinhole), (scratch), (chipping)

수의 결함이 검출 되었으며 실리콘 웨이퍼 표면,

과 결함의 구분이 뚜렷이 나타났다 개발된 하이.

브리드 조명시스템은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의

결함검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

며 웨이퍼의 결함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표면의,

특성에 맞게 최적조명 조건을 선정한다면 다양한

산업제품의 표면에 적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 검사장비 개발

광학스캐닝 매커니즘2.1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의 검사를 위해 Fig. 1

과 같이 검사장비를 개발하였으며 그 중 광학스,

캐닝 메커니즘은 검사장비의 핵심이다 광학스캐.

닝 메커니즘은 크게 기하학적 카메라광학계 구,

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실리콘 웨이퍼 제조공정은 고속화가 이루

어졌으며 고속 생산라인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

검사비전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사장비에 라인스캔 카메라(line

를 활용하여 속도에 대한 많은 부분scan camera)

들이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기하학적 카메라 광.

학계에 검사용 카메라로 TDI(time delay &

센서를 기반으로 고감도 영상을 획득integration)

할 수 있는 의 라인스캔 카메라를 사용하DALSA

였다 모니터링 카메라는 높은 해상도와 신. USB

호 형태로 출력하는 의 에어리어 카메라CREVIS

를 사용하여 결함 영상을 배 확대(area camera) 5

하여 볼 수 있다.

영상은 물체의 표면 특성과 재료의 속성 조명,

의 각도와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획득된다 그.

Fig. 1 Silicon wafer inspection system

러므로 효과적인 조명시스템의 설계는 매우 중요

하다 또한 조명시스템은 측정조건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제어해야 된다 이는 정확도. ,

신뢰도 검사시간 면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결함검사 요구를 충족.

시키고 다양한 조명조건에서 결함을 검사 할 수,

있는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2.2

머신 비전 에서 조명시스템은 어(machine vision)

떠한 조명조건에서 어떠한 조명방법으로 물체의

표면을 균일하게 조명하고 물체와 배경의 대비,

를 잘 나타내어 원하는 특징을 뚜렷이(contrast)

영상화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서 신뢰성 있. ,

고 고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조명조건이 매

우 중요하다 저품질의 영상은 고품질의 영상보.

다 복잡하고 어려운 영상처리 과정 시간 그리고,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3~5)

본 논문에서 개발된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

스템의 조명방식은 암시야 와 명시야(dark field)

를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기법이며 조(bright field)

명 채널의 동시 또는 분리제어되어 다양한 스펙

트럼의 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부조명의 각

도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적 조명기법이다.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은 카메라의 특

성상 동일한 조명조건 하에서도 스캔속도가 변하

거나 카메라의 영상획득 속도보다 조명의 주파수

가 낮을 경우 입력 되는 광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광원으로 높은 광 효율 휘도의 균일성, , ,

깜박거림이 없고 다른 조명원보다 긴 수명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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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LED

List Blue Green Red

Forward
Current

35mA 35mA 30mA

Forward
voltage

3.2V 3.2V 2.1V

Operation
temperature

-30 ~ 85 -30 ~ 85 -30 ~ 85

Luminous
intensity

8200mcd 9600mcd 12000mcd

Divergence
angle

15° 30° 34°

Wavelength 471nm 525nm 628nm

Fig. 2 Structured hybrid illumination system

적은 전류를 요구하여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매

우 우수한 를 사용하였LED(light emitting diode)

다.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은 의Fig. 2 ①

상부조명과 의 하부조명으로 구성되며Fig. 2 ②

대칭구조이다 우선 상부조명은 주로 명시야 조. ,

명 역할을 하며 각 채널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 전방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채널 는 채널 는. 1, 4 Blue LED, 2, 5

채널 은 로 구성되어 있Green LED, 3, 6 Red LED

다 하부조명은 명시야 경사 전방조명으로 사용. ,

할 수 있고 채널 까지, 7~15 Blue-Green-Red LED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열은 독립적으로 제어.

되지만 양측 대칭 열은 동일제어를 하며 하부조,

명이 실리콘 웨이퍼 표면의 특성에 따라 빛 산란

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

정한 범위 안에서 만큼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θ

록 하였다 또한 의 수렴성 때문에 상부 및. , LED

하부조명에 빛을 확산시켜 부드러운 영상을 얻고

시야범위를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확산필터

(a) (b)

Fig. 3 Master glass and its patterns

를 장착하였다 사용된 의 세(diffusion filter) . LED

부사항은 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대칭이Table 1 .

되는 모든 채널의 조명은 한 점을 바라보며 상,

부조명과 하부조명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각각 분리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상부조명과 하.

부조명을 모두 사용할 시 확산 전방조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Blue, Green, Red

를 간단히 로 나타낸다LED B, G, R .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의 최적3.
조명조건

마스터 유리의 최적 조명조건3.1

제어인자 선정3.1.1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에서 최적의 조

명조건을 선정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6) 실리콘

웨이퍼에서 실험하기 전에 와 같이 표면Fig. 3(a)

은 유리이며 그 위에 다양한 패턴을 새긴 마스,

터 유리 를 만들고 그 패턴 중 가로(master glass) , ,

세로가 각각 인 패턴을 이용하였다 이는 실80µm .

리콘 웨이퍼 표면뿐만 아니라 다른 특성을 갖는

표면에서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의 어떠한 제어

인자가 유효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에서 마스터 유

리 표면에 영향을 주는 제어인자를 선정하였다.

우선 상부조명이 마스터 유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부조명 에 조명세기B

강 중 약으로 설정하고 영상을 획득하였다 영, , .

상을 분석해 보면 과 같이 일정영역Fig. 3(b) ①

의 평균 픽셀강도 가 조(MPI: mean pixel intensity)

명세기가 약 중 강으로 변화하면 증가하였다, , .

여기서 를 비교한 이유는 마스터 유리 표면MPI

에서 상부조명과 그 세기의 변화에 따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상부조명에 하부조명을 조합했을 때

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상부조명 조명세기 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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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하부조명 을 각각 조합하여, B, G, R

영상을 획득하고 분석하였다 상부조명 조명세. B,

기 중에서 는 이며 하부조명 을 조MPI 55 , B, G, R

합하면 각각 이다 일반적으로 마스터49, 47, 53 .

유리는 많은 반사를 일으키는 표면이어서 상부조

명인 명시야 조명기법에 영향을 크게 받지만 하

부 조명인 암시야 조명기법에는 적은 영향을 받

는다 왜냐하면 입사된 조명 빛이 다양한 방향으. ,

로 산란 반사가 되기 때문에 카메라로 입사하는

빛의 양은 크지가 않기 때문이다 가 감소한. MPI

이유는 빛의 양보다 상부조명과 하부조명과의 스

펙트럼 조합이 카메라의 스펙트럼 감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카메라의 스펙트럼 감.

도는 파장대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하부R .

조명 의 감소 결과에서 보듯이 가장R 3% MPI ,

아래쪽 즉 깊은 암시야 각도에서도 크게 감소하

지 않는 것을 보면 스펙트럼의 상호작용 영향으

로 판단된다 여기서 하부조명은 상부조명에 매. ,

우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하부조명각도 역시 마

스터 유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마스터. ,

유리와 다른 표면에서는 표면의 특성에 따라 하

부조명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상부조명 과 상부조명의 조합인G, R BG, BR,

에도 상부조명 에서 실험한 것과 같은GR, BGR B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마스터 유리에서 상부조.

명 과 조명세기 강B, G, R, BG, BR, GR, BGR ,

중 약을 제어인자로 선정하였다, .

최적 조명조건 선정3.1.2

선정한 제어인자를 이용하여 마스터 유리의 최

적 조명조건을 선정하였다 실험은 의. Fig. 3(b) ②

패턴을 이용하였고 상부조명, B, G, R, BG, BR,

에 조명세기 강 중 약으로 하였다 패GR, BGR , , .

턴영상을 분석하기 위해 특성치로 식 의 표면(1)

과 패턴의 대비 와 식 의 미분값(contrast) (2)

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대비는(derivative) .  미분,

값은 로 표현한다.

 max  min
max  min

(1)

 
  

(2)

식 에서(1) max와 min은 픽셀값의 최대값과 최

소값을 의미하며 식 에서, (2) 는 픽셀간격 이다.

(a) 

(b) 

Fig. 4 Comparison of optimum illumination images
in master glass

강 강 강 강B- BG- BR- BGR-

(a) Optimum images

약 약B- BG-

(b) Bad images

Fig. 5 Comparisons of optimum illumination images
for master glass

실험에서 획득한 영상은 개이며 이 영상을21 ,

분석하기 위하여 에Fig. 4(a) 와 에(b) 를 그래

프로 표현하였다 이를 보면 상부조명 조명세기. -

강 중 강 중 강B- , B- , BG- , BG- , BR- ,① ② ⑩ ⑪ ⑬ ⑭

중 강 중에서 마스터 유리 표BR- , BGR- , BGR-⑲ ⑳
면과 패턴 사이의 가 크고 강 강, B- , BG- ,① ⑩

강 강에서BR- , BGR-⑬ ⑲ 가 크다 위의 두 결과.

에서 공통으로 도출된 강 강 강B- , BG- , BR- ,① ⑩ ⑬

강이 마스터 유리의 최적 조명조건이다BGR- .⑲
이 최적 조명조건에서 획득한 영상이 이Fig.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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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urface of silicon wafer

며 마스터 유리의 배경과 패턴이 뚜렷이 구분된다.

반면에 에서 최적 조명조건을 제외한 나쁜 조Fig. 4

건 중 약 약을 보면B- , BG-③ ⑫ 와 의 크기가

크지 않으며 영상은 이며 영상이 어둡게, Fig. 5(b) ,

나타나 마스터 유리의 표면과 패턴의 구별이 없다.

실리콘 웨이퍼의 최적 조명조건3.2

제어인자 선정3.2.1

실리콘 웨이퍼에서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

스템의 최적 조명조건을 선정 하였다 실험은 실.

험계획법 중 다구찌 방법(design of experiments)

을 적용하였다(Taguchi method) .
(7,8)

다구찌 방법은 직교배열표를 사용하여 최소한

의 실험횟수로 전체실험과 유사한 결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실험의 특성치인 비. , S/N

는 망대특성(signal to noise ratio) (larger-the better

을 이용하였다type characteristic) .

실험계획법을 적용하기 위해 제어인자를 선정

하였다 우선 상부조명과 조명세기가 웨이퍼 표.

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실험결과. Fig. 6

의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서 를 분석해 보면MPI

조명세기 약에서 보다 중에서 약 배 증가하였5

고 중 보다 강에서 약 배 증가하였다, 2 .

다음으로 상부조명과 하부조명의 관계를 실험

하였고 는 상부조명 에 하부조명 를, Fig. 7(a) B B

조합한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는 약 증MPI 29%

가하였고 하부조명 를 조합하면 약 을, G 11%, R

조합하면 약 증가하였다 상부조명 에 하부6% . G

조명 을 조합하면 와 같이 각각B, G, R Fig. 7(b)

증가하였고 상부조명 에서는32%, 14%, 7% , R

에서와 같이 증가하였다Fig. 7(c) 80%, 39%, 15% .

실리콘 웨이퍼에서는 상부조명에 하부조명을

조합하면 하부조명이 영향을 주었다 이 현상은.

마스터 유리와는 달리 실리콘 웨이퍼는 거친 표

면거칠기를 가지고 있어 산란 반사의 영향을 조

금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 산란 반사를 위해서.

는 하부조명인 암시야 조명계가 필수적이다.

(a) Upper illumination B (b) Upper illumination G

(c) Upper illumination R

Fig. 7 Effects of under illumination

(a) Upper illumination B (b) Upper illumination G

(c) Upper illumination R

Fig. 8 Effects of under illumination angles

따라서 하부조명 각도상 중 하 의 영( :40°, :30°, :20°)

향을 실험하였다 상부조명 에 조명세기는. B, G, R

중으로 하여 하부조명 을 모두 켠 상태에서B, G, R

하부조명 각도만 변화시켰다 실험결과 는. Fig. 8(a)

상부조명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는B , Fig. 8(b) G

의 변화 는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Fig. 8(c) R .

를 보면 하부조명 각도가 상 중 하로 변화하면, ,

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부조명 조합인MPI .

에서도 같은 실험을 하였고 위의 실험BG, BR, GR ,

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하부조명의 각도가. ,

작아질수록 하부 조명의 세기가 작아지고 또한 산

란반사되는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의 크기는 작MPI

아지게 된다 하부조명 각도의 영향을 알아본 것은.



안 병 인 김 경 범·510

최적 조명조건의 선정을 위한 제어인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위해 조사한 것이다.

결국 실리콘 웨이퍼에서 제어인자는 상부조명, B,

조명세기 강 중 약 하부조명G, R, BG, BR, GR, , , ,

하부조명각도 상 중 하로 선정하였다 여B, G, R, , , .

기서 실험은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서 구조적 하이

브리드 조명시스템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여 제

어인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리콘 웨이퍼에 존재하지

않는 표면을 이용하였다 또한 결함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표면의 나 를 비교하기 어려워 MPI

를 비교하여 제어인자를 선정하였다.

최적 조명조건 선정3.2.2

선정된 제어인자를 이용하여 최적 조명조건을

선정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제어인자와 그 수.

준은 에 나타내었고 직교 배열표는 번Table 2 , 18

의 실험으로 최적의 조명조건을 선정할 수 있는

 
× 을 사용하였다.

상부조명은 으로 다수준B, G, R, BG, BR, GR

법 을 이용하여 열과 열에 수준으(multi level) 1 2 6

로 배치하였다 조명세기는 강 중 약 하부조명. , , ,

은 하부조명 각도 는 상 중 하로B, G, R, , , 3, 4,

열에 각각 수준으로 배치하였다 선정한 인자5 3 .

가 개이므로 열은 오차항이다 특성치는5 6, 7, 8 .

비를 사용하는데 실리콘 웨이퍼 표면과 결함S/N ,

영역의 로 하였고 표면과 결함의 구분이 잘 될

수록 가 크기 때문에 특성치는 크면 클수록 좋

은 식 의 망대특성 함수를 사용하였다(3) .

  log   




  (3)

여기서 는 특성치를 나타내고 항의 식3. 1. 2 (1)

을 사용하여 구한다. 와 는 번째 행의 번째 데

이터, 은 실험점에서 의 반복수를 의미한다.

실험에 사용한 결함은 실제 결함을 구하기 어

려워 쉽게 가공할 수 있는 의 얼룩Table 3 (stain)

을 사용하여 번의 실험을 수행하고18 와 식 (3)

을 이용하여 비를 구하였다 은 실리콘S/N . Table 3

웨이퍼의 결함 중 일반적으로 알려진 표면결함의

종류와 검사규격을 나타낸 것이다 도출된 비. S/N

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에 나타내ANOVA Fig. 9

었으며 이를 통해 상부조명 조명세기 약 하, R, ,

부조명 하부조명 각도 중 즉 약 중의 최G, , R- -G-

Table 2 Selected factors and level

Factors
Level

1 2 3

Upper illumination(A) B G R

Upper illumination(B) BG BR GR

Illumination intensity(C) 강 중 약

Under illumination(D) B G R

Angle of under
illumination(E) 상 중 하

Table 3 Surface defects in solar cell wafer

List Inspection items Criteria

Stain -

Chipping
Depth>
Length>

Pinhole Dia>

Contamination ×

Sawmark Step >

Edge defect ×

Scratch -

Crack Gap>

적조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최적 조명조건을 적용하여 얼룩과 스크

래치를 검사 하였다 영상을 분석해 보면. Fig.

의 얼룩은 검출되는데 의 스크래치10(a) , Fig. 10(b)

는 검출되지 않았다 만약 위의 결과와 같이 얼.

룩 하나의 결함만을 검사하는 것이라면 그 결함

의 최적 조명조건을 이용하면 되지만 실리콘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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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NOVA graph for stain defects

(a) Stain (b) Scratch

Fig. 10 Optimum illumination images

Fig. 11 ANOVA graph for various defects

이퍼 표면에는 하나의 결함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결함이 검출될 수 있는 최적 조명조건을 선

정해야 한다 따라서 얼룩뿐만 아니라 의. Table 3

표면결함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로 실험계획법 실

험을 하였다 실험을 통해 획득한 영상에서 도출.

된 를 각각 적용하지 않고 개의 결함의3 평균

으로 특성치 비를 구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S/N . ,

하여 그래프를 에 나타내었다 이ANOVA Fig. 11 .

그래프에서와 같이 상부조명 조명세기ANOVA R,

중 하부조명 하부조명 각도 중 즉 중 중, B, , R- -B-

의 최적 조명조건을 도출하였다.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의4.

표면결함 검출

선정된 마스터 유리와 실리콘 웨이퍼의 최적

조명조건을 이용하여 의 실리콘 웨이퍼의Table 3

표면결함을 대상으로 결함을 검사하였다 우선.

는 마스터 유리의 최적 조명조건 중Fig. 12(a)

강을 적용하여 핀홀 얼룩 스크래치BG- (pinhole), , ,

엣지 결함 영상을 획득하였다 마스(edge defect) .

터 유리의 최적 조명조건으로 결함검사를 한 이

유는 실리콘 웨이퍼와 표면 특성이 다르지만 물

강(a) Conditions of master glass(BG- )

중 중(b) Conditions of silicon wafer(R- -B- )

Fig. 12 Images in optimum illumination conditions

Fig. 13 Intensity profiles in surface defects

체 표면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영상을 분석해 보면 모든 영.

상의 웨이퍼 표면에서 포화된 빛이 검출되며 스,

크래치의 경우는 결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얼룩의 경우 검출되기는 하지만 웨이퍼 표면이

포화되거나 표면과 결함의 구분이 없어 영상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실리콘 웨이퍼의 최적 조명조건 중R- -B-

중을 적용하여 표면결함 검사를 하고 에Fig. 12(b)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모든 영상에서 표면과 결. 함

의 구분이 뚜렷하다 또한 은 결함 중 핀. Fig. 13

홀 치핑 스크래치 엣지 결함에서 실리콘 웨이, , ,

퍼 표면과 결함의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MPI .

그래프를 보면 결함이 없는 표면에서는 일정한

가 나타나지만 결함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MPI

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MPI .

임계치 를 설정하여 결함을 검출할 수 있다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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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임계치를 이용하여 표면결함 중

핀홀 치핑 스크래치 엣지 결함을 대상으로 결, , ,

함검출 성능평가를 하였다 각각의 결함만이 존.

재하는 실리콘 웨이퍼를 장씩 준비하고 최적50 ,

조명조건을 적용하여 회 반복 실험하였다 검10 .

사결과 핀홀 치핑 스크래치는 장씩 모두 검출, , 50

되었지만 엣지 결함의 경우에는 회전 이동변환, ,

으로 인하여 장이 검출되었다48 .

위의 결과를 보면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결함

검사 시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이 효과적

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은 검사하고자 하

는 표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면 특성에 맞게

최적 조명조건을 선정하면 다양한 산업제품의 표

면검사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 론5.

본 논문에서는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

검사를 위해 광학스캐닝 기반 검사장비를 개발하

였다 또한 다양한 결함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

조명조건에서 결함의 영상을 하나의 비전모듈에

서 구현할 수 있는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

에서 최적 조명조건 선정 실험을 하였고 실험결,

과 마스터 유리의 최적 조명조건은 강 강B- , BG- ,

강 강 실리콘 웨이퍼는 중 중이 도BR- , BGR- , R- -B-

출되었다 또한 최적 조명조건으로 실리콘 웨이. ,

퍼의 표면결함 검사를 하였다 검사결과 핀홀 치. ,

핑 엣지 결함 등 다수의 표면결함이 검, , sawmark

출되었고 실리콘 웨이퍼 배경과 결함의 대비가,

크게 나왔다 이 최적 조명조건은 결함이 존재하.

는 실리콘 웨이퍼 검사에서 적용 가능하다.

구조적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은 태양전지 웨

이퍼의 결함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표면의 특성에

맞게 최적조명 조건을 선정한다면 검사 분야의

다양한 산업제품의 표면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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