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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abrasive Diamond wire를 이용한 Multi-wire saw 가공특성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multi-wire saw using fixed-abrasive 

diamond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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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적으로 디스플레이 제품 수요의 증가로 시

장 규모가 넓어짐에 따라 LED의  기판인  사파이어

웨이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최대

의 반도체 산업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서도 고품질 사파이어 웨어퍼 생산을 위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조비용과 수율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웨이퍼링 공정 중 Multi 

wire saw가 웨이퍼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잉곳 절단은 Slurry방식과 Diamond wire 

방식이 있고, Slurry방식은 가공비용이 낮으나 

Slurry 오염인자 제거 등의 후처리 과정이 필요한 

반면, Diamond wire 방식은 작은 다이아몬드 입자

가 코팅된 와이어를 이용한 가공으로 웨이퍼 가공

속도 및 TTV(Total Thickness Variable)의 향상에 

의해 고품질 웨이퍼의 생산에 유리하다.

본 논문에서는 Diamond wire방식으로 사파이어 

잉곳을 절단하면서 가공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품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력 변화와 가공 시 발생되

는 진동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실험 장치 구성 및 방법
 

실험은 2inch 사파이어 잉곳을 절단할 때 발생하

는 힘과 진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공구동력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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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Z-axis feedrate of multi wire saw

가속도센서를 사용하였고, Rocking 구조를 가진 

척을 ±7˚의 Swing을 주면서 3시간 동안 가공하였

다. Fig. 1은 Multi wire saw의 Z축 Feedrate pro-

file을 나타내며, Table 1은 실험에 사용된 가공 

조건을 나타낸다.

Fig. 2는 Multi wire saw가공 중 와이어와 잉곳 

사이에 발생하는 힘과 척의 진동을 측정하기 위하

여 구성한 실험 장치도이다. 와이어와 잉곳 사이의 

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3축 공구동력계를 잉곳의

Table 1 Processing condition
List Condition

Wafer Radius 26 mm
Ingot Length 109 mm
Wire Tension 40 N
Wire Speed 700 m/min

Swing Angle ± 7° 
Cutting Time 3 hrs

Table 2 Specifications of sensor
List Dynamometer Acceleration sensor

Measuring Range ± 5kN ± 10g
Natural Frequency 3.5 kHz 17.10 kHz

Sensitivity Fx, Fy : -7.5 pC/N
      Fz : -3.7 pC/N 496 mV/g

 

Fig. 2 Schematic of multi diamond wire saw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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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부에 장착하였고, 가공 중 잉곳의 진동을 측정

하기 위해 가속도 센서는 잉곳과 근접한 척의 전면

부에 설치하였다. Swing은 초당 10Hz로 설정되어 

있어 Swing에 의한 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공구동

력계의 샘플링주파수는 100Hz로 설정하였고, 척

의 진동 측정을 위하여 가속도 센서는 10kHz로 

설정하였다. Table 2는 실험에 사용된 센서의 사양

을 나타낸다.

3. 실험 결과

Fig. 3은 가공 중 측정된 z축 방향의 힘 합력이

다. 가공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갑작스런 힘 변화는 

잉곳과 척의 결합을 위해 장착된 plate가 함께 

절삭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절삭 매질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와 Fig. 5(a)는 가공 중 측정된 x, y, 

z축 방향의 힘을 나타낸 그래프로서 Fig. 4는 각 

축 합력의 저주파 성분으로 주 가공력이며, Fig. 

5(a)는 Fig. 4의 신호 중 고주파 성분만을 추출하

여 RMS로 변환하여 분석한 것이다.

Fig. 4에서 y축 성분은 잉곳 절단 시 측면에 

작용하는 힘으로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고,  

x축 성분은 와이어 주행에 따른 가공력으로 가공 

전반에 걸쳐 동일한 힘이 측정되었다. z축의 경우, 

Fig. 1의 z축 Feedrate와 유사한 형태의 힘이 측정

되었고, x, y 방향의 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z축 힘의 성분이 잉곳 절단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5(b)과 

같이 잉곳의 Swing에 따라 와이어와 잉곳 사이의 

접촉 면적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 접촉면적의 변화

와 동일한 힘 패턴을 가짐을 알 수 있다. x축 역시 

z축과 유산한 패턴의 힘 변화가 예상되지만, 2 

inch 잉곳에서 발생되는 접촉면적 변화보다 x축으

로 작용하는 와이어 장력이 잉곳 절단 시 일정하게 

제어되기 때문에 힘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

다.

Fig. 6은 척에 부착된 가속도에서 얻은 데이터

로, 가공초기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가공시간 

100min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한 후, 140min 이후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공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Multi wire saw machine의 메인 

베어링 및 Swing 척 기구부의 내부온도 증가에 

의한 열변형으로 진동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Diamond wire 방식의 Multi wire saw 가공 중 

발생하는 힘과 진동을 측정하여 가공특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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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orce variation of Z-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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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 of force about slic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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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Result of force about swing mechanism
(b) Variance of contact area between wire and in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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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 of vibration about ingot

하였다. 

  1. 가공 시 발생한 힘을 주 가공력과 Swing에 

의한 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 가공력의 경우 

x축은 와이어의 이송속도, z축은 Feedrate와 관계

가 있었으며, Swing에 의한 힘은 잉곳과 와이어의 

접촉면적과 관계가 있었다.

  2. 척의 진동은 가공 시 일정하다 중반 이후부터 

증가했으며, 이것은 기계 부품의 열변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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