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다이아몬드 전착 와이어의 마모 특성이 멀티와이어 쏘 
공정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wear of electroplated diamond wire on multi wire saw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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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ED기판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멀티와이어쏘

는 다수의 다이아몬드 전착 와이어를 이용하여 

사파이어 잉곳을 얇은 박판 형태로 가공하는 기술

로 사파이어웨이퍼 제조 공정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정이다. 멀티와이어쏘 관련 연구는 실리

콘 잉곳 절단공정에 집중되어 있으며(1), 고경도 

사파이어잉곳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특
히, 다이아몬드 전착와이어를 사용하는 사파이어

웨이퍼 절단공정은 와이어의 특성과 공정 조건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

하다. 사파이어 잉곳을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다이

아몬드 전착 와이어는 니켈도금을 한 다이아몬드 

입자를 니켈 썰파민산 도금욕에서 피아노 강선에 

전착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된다.(2) 상기의 방식으

로 만들어진 와이어는 연마입자인 다이아몬드 입

자가 피아노 강선에 고정된 상태에서 잉곳과의 

상대 운동에 의해 절삭시키는 방식으로 연마입자

의 변화가 웨이퍼 형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이아몬드 전착와이어와 잉곳

의 상대운동에 의한 웨이퍼 형성 과정과 가공력 

분석을 통한 다이아몬드 전착와이어의 절삭 특성

을 분석한다.
 

2. 실험 장치 및 조건

본 실험에서는 다이아몬드 전착 와이어가 잉곳

을 절삭할 때 발생되는 가공력을 연속적으로 측정

할 수 있도록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Fig. 1) 이를 

위해 힘 센서(force sensor)를 잉곳위에 장착하여 

다이아몬드 전착 와이어가 잉곳을 절삭할 때 발생

하는 가공력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였다. 힘 센서는 

와이어에 작용하는 가공부하를 측정하였으며 다

른 실험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analysis of 
electroplated diamond wire and ingot 
cutting phenomenon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measuring cutting 
performance of diamond wire

Process or consumable Process conditions
Wire speed 400 m/min
Ingot feed rate 1mm/min
Wire tension 40 N
Number of contacts 
between wire and ingot

100, 200, 300, 400, 500, 600
1000, 1500, 2000

Wire Electroplated diamond wire
Workpiece Glass ingot
Coolant Water-soluble type

실험은 다이아몬드 전착 와이어와 잉곳의 접촉

횟수에 따른 와이어와 잉곳의 변화를 분석하였으

며, 그 때 발생되는 절삭 부하를 분석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웨이퍼 두께는 Fig. 2와 같이 절단 손실(kerf loss)
에 영향을 받는다. 절단 손실은 잉곳과 와이어의 

상대 운동에 따른 와이어의 마모율에 따라 결정되

는데 Fig. 2 (a)와 같이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두께가 

일정하게 절단되나 와이어의 반복 마찰에 의해 

마모가 되면 Fig. 2 (b)와 같은 웨이퍼 두께 편차를 

Electroplated Diamond wire

Force sensor

Work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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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iform wafer thickness (b) Non-uniform wafer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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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neration mechanism of wafer shape

Fig. 3 Wear rate according to the number of contacts 
between ingot and wire (left dia. of wire, right 
kerf loss)

Fig. 4 Cutting performace of electroplated diamond 
wire (left cutting load, right cutting depth)

갖는다. 재료 손실은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와이어의 직경은 마이크로미터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Fig.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잉곳과와이어의 접촉 횟수 증가에 따라 와이어의 

직경과 절단 손실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와이어의 마모는 웨이퍼 두께 편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멀티와이어쏘 공정에서는 일

정양의 새로운 와이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웨

이퍼 형상 정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정을 설계한

다. Fig. 4에는 다이아몬드 전착 와이어의 절삭성을 

분석하기 위해 가공 중 발생되는 절삭부하를 표시

하였다. 절삭부하는 와이어의 절삭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높은 절삭부하는 와이어의 가공성 저하를 

의미한다. 특히 잉곳과 와이어의 초기 절삭성은 

웨이퍼 형상정밀도와 공정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

요 부분으로 실제 공정 설계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다. Fig. 4의 결과에서 초기 100번에서 200번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삭 부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연마입자인 다이아몬드입자

를 피아노 강선에 전착시키기 위해 니켈 코팅 공정

을 거치게 되는데 이 코팅층이 초기 절삭성을 저하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절입 

깊이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Fig 4의 결과에서 

절입 부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200번째에서 절입 

깊이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코팅층

이 제거되어 절삭부하가 적게 나타나는 300번째에

서는 200번째에 비해 깊은 절입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절삭 부하의 상승은 일정한 잉곳 절입 

속도에 와이어의 절삭성이 따라가지 못해 결국 

높은 와이어 처짐현상을 보이게 되어 이론 절입값

보다 낮은 절입 깊이를 보이게 된다. 또한, 과도한 

처짐은 와이어 단선을 발생시켜 전체 공정의 안정

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4. 결론

웨이퍼는 잉곳과 다이아몬드 전착와이어의 마

찰 운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절삭 공구로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전착 와이어는 접촉 횟수가 증가 할수

록 마모가 진행되어 웨이퍼의 두께 편차를 발생시

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공정

에서는 새로운 와이어를 공정 중에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두께 편차를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다이아몬드 전착 와이어의 절삭성을 

분석한 결과 잉곳 초기 절입시 와이어의 니켈코팅

층으로 인해 절삭부하가 증가하여 이론 절입값보

다 낮은 절입 깊이를 보인다.
멀티와이어 쏘 공정은 다이아몬드 전착 와이어

의 가공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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