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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파이어 웨이퍼의 다듬질가공은 유리(遊離) 

지립에 의한 연마 가공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생산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사파이어 소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소재제거율이 높은 연삭 

가공 기술의 개발은 시급하다. 난삭재의 

가공에 효과적이며 가공효율이 높은 ELID 

연삭 가공기술은 사파이어 웨이퍼의 다듬질 

가공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초음파 진동은 난삭재의 

가공 시에 칩핑 현상을 저감하여 우수한 

가공면을 얻게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사파이어의 다듬질 가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테이블을 활용하고, 

동시에 ELID 연삭 기술을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드레싱 전류 및 저항을 모니터링 

함으로서 사파이어의 ELID 연삭 가공 특성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파이어 웨이퍼를 대상으로 

ELID 평면연삭기와 입도 325 번의 주철 결합제 

다이아몬드 숫돌을 사용하여 플런지 연삭과 

트래버스 연삭으로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사파이어 시편은 초음파 테이블 위에 부착하여 

초음파 테이블의 사용 유무에 따라 

ELID 연삭실험을 수행하였다. 1 회 절입량은 

각각 4, 8, 12, 16, 20, 24um 으로 하고 각각에 

대해 총 3 회씩 절입하였다. Fig.1 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초음파 진동 테이블과 

ELID 연삭 장치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은 실험 장치와 실험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ELID grinding 

 
Table 1 Conditions for ELID grinding experiment 

Grinding machine YGS63A 

Grinding Wheel 2,100rpm 

ELID power supply FUJI ELIDER 910 

ELID voltage 60V 

Ultrasonic table 40kHz 

Reciprocal velocity 77mm/sec 

Feed rate 1.5mm/sec 

 

3. 결과 및 고찰 
 

초음파 테이블을 이용하여 사파이어 

웨이퍼의 ELID 연삭 실험을 수행하고 가공 중 

전류와 전압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드레싱 저항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 2 는 초음파 테이블의 사용 

유무에 따른 플런지 연삭과 트래버스 연삭에 

사파이어 웨이퍼의 ELID연삭 가공에서 초음파 테이블이 
드레싱 저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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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ELID 드레싱 저항을 각 절입량 별로 

비교한 결과 그래프이다. 플런지 연삭에서 

초음파 테이블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 결과, ELID 드레싱 저항은 각각 

0.180 ㏁과 0.094 ㏁으로 초음파 테이블을 

사용한 경우가 약 1.9 배 높게 나타났으며, 

트래버스 연삭인 경우는 각각 0.130 ㏁과 

0.097 ㏁으로 초음파 테이블을 사용한 경우가 

약 1.3배 높게 나타났다.  

초음파 테이블을 사용한 경우 플런지 및 

트래버스 연삭 모두 드레싱 저항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절입량이 증가할수록 ELID 

드레싱 저항은 플런지와 트래버스 연삭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플런지 

연삭에서 초음파 테이블을 사용한 경우에는 

절입량이 증가할수록 드레싱 저항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트래버스 연삭에서는 

초음파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드레싱 

저항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드레싱 

저항이 감소하는 것은 산화피막의 생성 

속도보다 제거 속도가 더욱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2 Monitored results of ELID dressing resistance 

 

4. 결론 
 

본 실험을 통해 초음파 테이블을 사용하여 

ELID 연삭을 하는 경우에 초음파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드레싱 저항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음파 

테이블을 이용하여 ELID 연삭 가공을 수행하면 

숫돌 표면의 산화피막 생성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가공면의 품위와 

가공 효율이 높아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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