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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System을 이용한 Multi-wire Sawing용 다이아몬드 와이어 
특성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amond Wire Characterization of Multi-wire Sawing 
Using Vi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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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멀티와

이어쏘(Multi-wire Sawing) 기술은 사파이어 웨이

퍼의 형상 정밀도를 결정하는 핵심 공정으로 장비 

기술, 공정 기술, 소모품 기술이 동시에 만족되어

야 하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정이다. 사파이어 

잉곳의 멀티와이어쏘 공정에는 피아노 강선 위에 

단결정 다이아몬드를 전착시킨 다이아몬드 와이

어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때 다이아몬드 와이어의 

기하학적 형상과 입자의 크기 및 공간분포는 절단 

성능과 웨이퍼 표면품위 및 형상정밀도를 좌우하

는 중요한 인자이다. 그리고 가공 중에 발생하는 

다이아몬드 입자의 마멸 특성은 생산성 및 가공 

효율성을 결정짓는 공정 조건 설계의 중요한 기준

이 된다[1,2].
본 연구에서는 Vision System을 이용하여 다이아

몬드 와이어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측정 

및 분석기법과 장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공정에서 다이아몬드 와이어의 마멸 특성과 

절단 성능 변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2. Diamond Wire 측정 장치 및 기법

멀티와이어쏘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이

아몬드 와이어의 측정인자 도출 및 정의를 진행하

였다. 측정인자는 Fig. 1과 같이 와이어의 전체 

외형 치수와 다이아몬드 입자크기 등을 나타내는 

크기인자와 와이어 표면의 입자분포 등을 정의하

는 공간인자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기본 측정 인자

들은 상호 조합 및 통계적 연산을 통하여 측정 

목적 및 용도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적용

될 수 있다.

 

Fig. 1 Basic Measurement parameters

다이아몬드 와이어 측정 장치는 Fig. 2와 같이 

이미지 획득을 위한 카메라 모듈 및 렌즈, 조명장

치, 와이어의 원주 방향 연속 측정을 위한 로터리 

스테이지 및 서보모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측정 정밀도 향상을 위한 정밀 조정기구를 갖추고 

있다. 획득된 이미지는 화상처리 및 유효 데이터 

추출, 통계적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화 

되며, 단일 이미지 측정(2D) 및 이를 조합한 와이어 

원주면에 대한 전체 측정(3D)이 가능하다.

Fig. 2 Schematic view of vision system for diamond 
wir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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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Electroplated wire diameter 202.0 ㎛
Average diameter 232.9 ㎛
Max. diameter 288.8 ㎛
Average grit size 126.6 ㎛ 
Number of grits  22 ea/mm
Mean spacing of adjacent grits 193.35 ㎛
Fig. 3 3D Measurement results of diamond wire

Vision System을 이용한 다이아몬드 와이어의 

측정 결과는 Fig. 3과 같다. 일부 항목에서 제조사 

기준 사양과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다이아

몬드 입자의 전착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거대 응집  

입자들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3. 다이아몬드 와이어 마멸 특성 평가

절단 성능의 변화와 다이아몬드 와이어 특성과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상세 실험조건을 Table 1에 나타낸다. Fig 4의 

단일 와이어 절단장치가 사용되었으며, 절단 공정 

분석을 위하여 절삭부하와 절삭력이 모니터링 되

었다. 절단 성능의 평가는 가공된 형상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용된 와이어는 회수되어 개

발된 장치와 실험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Table 1 Experiment Condition
Parameters Conditions

Wire speed and tension 400 m/min, 40 N
Work Glass block, 50 x 50 x 15t
Work feed 0.5 mm/min, stock amount 6.7mm/run
Wire type Electroplated diamond wire
No. of contact times 100times/run, total 6run

Fig. 4 Experimental setup

 (a) cutting load & force  (b) cutting profile
Fig. 5 Cutting profile according to number of runs

Fig. 6 Wear of diamond wire along with run

실험 결과, 절삭부하와 절삭력은 4th run에 이르

기까지 불안정한 특성을 보이며, 절단 형상 또한 

일정하지 못하였다(Fig. 5). 이때 다이아몬드 와이

어의 측정 분석 결과를 Fig. 6에 나타낸다. 와이어

의 다이아몬드 입자는 가공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마멸되어 4th run 이후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였다. 

또한 가공 초기에 가공 입자가 날카로운 형상을 

유지하고 높은 절삭력이 가공물에 작용하고 있음

에도 가공 능력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었

다. 이러한 현상들은 다이아몬드 와이어의 초기 

마멸 및 Break-in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멀티와이어쏘 공정용 다이아몬

드 와이어의 특성 평가 인자를 정의하고 이를 정량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법과 장치를 개발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개발 기술은 실제 공정 현상을 

분석하고 인자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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