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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태양전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태양전지의 주원료로 
실리콘 웨이퍼가 사용되고 있으며 원료비의 대부

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태양전지 웨이퍼 내에는 

많은 결함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함들의 특징을 

선정하고 분류하기 많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에서 주성분분석법은 결함 분류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잡음을 많이 포함하는 레이저 산란 패턴 영상의 

결함분류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1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하여 태양

전지 웨이퍼 내에 존재하는 결함을 레이저 산란패턴 
기반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실험 결과, 제시한 

방법은 우수한 결함 분류율을 보였다.
 

2.  주성분분석법

Fig. 1은 주성분분석법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나타낸 그림이다. 주성분분석법은 다양한 분야의 

패턴인식에서 대표적으로 차원 축소를 위해 이용

되는 다변량 통계 분석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분산이 

작은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동시에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던 잡음을 제거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많은 잡음을 포함하고 있는 태양전지 웨이퍼의 

레이저 산란패턴 영상에 이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2

Fig. 1 PCA algorithm 

 3.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한 레이저 
산란패턴의 결함분류 실험

결함의 종류는 총 18개이며, 한 결함당 20장의

결함패턴을 촬영하였다. 이 중에서 각 결함의 1번 

영상을 학습 패턴 영상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9개의 결함을 실험 패턴 영상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학습영상 18장을 하나의 집합으로 구성하여 

Fig. 2와 같이 나타내었다.
학습 패턴 영상은 패턴 영상의 각 픽셀을 행 또는 

열 순서로 재배치하여 표현하였다. 패턴 영상의 

크기가 150 x 150이므로, 영상의 픽셀을 하나의 

Fig. 2 Training images of laser scattering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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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ocation image

열로 연결하여 벡터 성분으로 부호화하여 22500x1의 
행벡터를 생성하여 Fig. 3 과 같이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빛과 배경에 의하여 발생하는 에러를 

줄이기 위하여 영상의 정규화를 수행하였다. 평균

벡터를 구하여 학습 패턴 영상과 평균 백터간의 차 

벡터를 구하고, 차 벡터로부터 공분산 행렬을 구하였다. 
공분산 행렬은 주성분을 분석하고 축약하여 다차원의 

자료를 저차원으로 변환함으로써 자료의 복잡성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절차로 이렇게 구한 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계산했다. 

계산된 고유벡터를 재배치하여 각 결함을 대표하는 
고유영상을 Fig. 4와 같이 생성하였다.3

이상의 학습과정 후, 새로운 결함영상이 입력되면 
두 영상 사이에 가중치와 유클리디안 거리를 비교하여 
그 거리가 최소가 되는 영상이 학습 패턴 영상과 

유사한 영상이 되어 이 영상을 인식 결과로 저장하였다. 
결함의 길이(length)와 깊이(depth)를 특징값으로 

사용하였고 인식 결과를 기반으로 분류율을 계산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Performance evaluation
Division Classification

rate(%)Length(um) Depth(um)

15

2 100

6 62

10 67

30

2 73

6 100

10 50

45

2 51

6 100

10 94

20

4 100

8 100

12 63

40

4 68

8 60

12 100

60

4 100

8 94

12 100

Total 82.3

 

Fig. 4 Eigen images of Laser scattering pattern

결함 분류 수행시, 영상을 분석하면서 미세한 

결함을 대상으로 촬영을 하여 결함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이 있어 분류율이 다소 감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오차를 줄여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분류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

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태양전지 웨이퍼 내에 존재하는 

결함을 레이저 산란 패턴 기반으로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한 결함분류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레이저산란 패턴을 이용한 결함 분류율은 
약 82%를 보였다. 이러한 결함 분류율의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결함 웨이퍼의 확보와 결함 분류 

방법의 보완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은 실제 태양전지 웨이퍼의 

검사 공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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