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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사파이어 웨이퍼 스크라이빙 오토머신 개발
Development of LED Sapphire Wafer Scrib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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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1~2년 사이에 LED 조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LED는 반도체 화합물 단자에 전류를 흘려서 

p-n 접합 부근 혹은 활성 층에서 전자와 홀의 결합에 의해 빛이 

방출되는 작은 광원으로 열적 방전적 발광원이 아니므로 예열시

간이 필요 없고 점등과 소등속도가 백열전구의 200만 배로 빠르

며,  소비전력이 적고 반복 펄스 동작이 가능하며 시 신경의 

피로가 적다. 또한 형광등과 다르게 수은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므

로 친환경성 광원이며 반영구적으로 사용함에 폐기물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진 LED는 조명기기, 디스플레이, 
보안기기, 유전공학,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 폭넓게 사용이 되어 

지고 있다.1)  
2007년 전 세계 LED시장은 50억불에 육박했으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양이 휴대폰에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표지판이나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되었다. 세계 시장에서 LED는 생산국들 

중 일본이 절반에 육박하는 생산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대만, 유럽, 한국 순이다. 우리나라가 LED의 높은 성장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최근 

LCD BLU분야의 시장수요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LED 시장이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LED 사파이어 웨이퍼 스크라이빙 오토머신은 다이아몬드 

팁을 사용하여 스크라이빙 하는 장비로써 사파이어 웨이퍼를 

자동으로 공급하고 다이아몬드 팁을 자동으로 정렬하며 광학계

를 사용한 스크라이빙 가공 후 그루브 형상을 분석해서 툴이 

마모된 경우 자동으로 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파이어 wafer 스크라이빙 오토머신 개발에 

선행연구가 되는 스크라이빙 최적 가공조건을 찾고 장비개발에 

적용하고자 한다.    

2. 사파이어 웨이퍼 스크라이빙 오토머신 설계

다이아몬드 팁을 이용하여 LED 사파이어 웨이퍼 스크라이빙 

가공을 자동으로 제어 할 수 있도록 설계한 도면을 Fig. 1에서 

보여준다. 

Fig. 1 Design of scribing auto machine

국내업체에서 사파이어 웨이퍼용 다이아몬드 팁 방식 스크라

이빙 가공기술은 수동으로 제어를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사파이어 웨이퍼의 스크라이빙 가공 공정 중에 

다이아몬드 팁이 마모되거나 파손이 되는 시점을 놓치게 되고 

실시간 측정시스템이 없어 육안검사 혹은 수동 장비로 검사를 

하므로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며 양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크라이빙 가공 공정 후 

그루브 측정을 위한 광학계를 사용하여 실시간 측정시스템을 

도입하여 마모된 다이아몬드 팁을 자동으로 교환 및 정렬함으로

써 시간단축 및 불량률을 줄여 대량생산 및 대형 웨이퍼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범용 스크라이빙 장비에서 

랩핑 공정 후 스크라이빙 공정 시 웨이퍼를 스크라이빙 스테이지

위에 수동으로 얼라인 하는 방식을 자동이 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3.1 실험장치
본 실험에서 사용한 초정밀가공기 Freeform 700A(5 Axis 

Freeform Generator)를 Fig.2에서 보여준다.  다이아몬드 터닝 머신

은 선삭의 경우 최대 ∅700㎜, 연삭의 경우 ∅400 ㎜까지 가공이 
가능하다.

Fig. 2 Freeform 700A (5 Axis 
           Freeform Generator)

  Fig. 3 Photograph of measuring in-
strument (NT2000)

                           

Fig. 3은 표면 거칠기 측정 장비로서  비접촉식 표면형상 

측정기 WYKO사의 NT 2000을 사용하였으며 측정기의 측정범

위는 최대 100 ㎜×100 ㎜ 이며, 높이 방향 측정범위로는 0.1 
㎚~150 ㎛이며, 분해능은 0.1 ㎚이고 Auto Focusing 타입이다. 

3.2 실험방법

Wafer의 초정밀 스크라이빙 조건을 찾기 위하여 Tool angle에 

따른 절삭 깊이와 이송속도에 대한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여 최적 

가공조건을 찾았으며 가공조건은 Table 1과 같다.  Fig. 4는 사파이

어 Wafer용 다이아몬드 팁이며 Fig. 5와 같이 ∅50, 두께 0.45의 

Wafer 단면을 스크라이빙 하였고, 가공조건에 따른 표면 거칠기는 

NT2000으로 그루브 부위에서 평균 거칠기를 반복 측정한 평균값

으로 결과 값을 얻었다. 

   

Fig. 4 LED sapphire wafer scribing diamond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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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orkpiece of cutting sample (Wafer)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Material LED Wafer

Tool angle 60° , 70° , 80°

Feed rate(mm/min) 150, 250, 350

Depth of cut(㎛) 0.2, 0.4, 1, 2, 8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6은 사파이어 Wafer용 다이아몬드 팁을 사용하여 공구각

도,  이송 속도 및 절삭 깊이 변화에 따른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 

결과이며, (a)는 표면 거칠기 측정값에 대한 주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중심부의 수평선은 총 평균을 나타내며, 각 점들은 

각 수준에서의 평균값을 뜻한다. 주 효과를 공구각도, 공구 이송

속도 그리고 절삭 깊이의 3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표면 거칠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크기 순서로 나열하

면 절삭 깊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공구각도

이다. 이송속도는 표면 거칠기에 다른 요인보다 적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래프는 나타내고 있다. 
(b)는 Wafer를 초정밀가공기를 이용하여 스크라이빙 한 후의 

특성 치에 대한 잔차 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정규성 그래프에서 

잔차의 분포상태는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Residuais versus 
the order of the data에서는 변동의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히스토그램에서는 하나의 정점과 대칭적 종 모양을 갖고 

있으므로 정규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잔차 대 접합 값의 

그래프에서는 선형적 또는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

로 정규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 Wafer의 초정밀 가공기를 이용한 스크라이빙 가공 특성을 

3가지 요인의 교호작용을 통해 살펴본 결과, 표면 거칠기를 작게 

만드는 각 요인들의 낮은 수준을 최적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각 조건들을 조합했을 때 Wafer의 스크라이빙 절삭 특성 실험 

결과 Tool angle 60°, 절삭 깊이 0.2 ㎛, 이송속도 150 ㎜/min 일 

때,   Fig. 6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호한 표면 거칠기 Ra 5.14㎚를 

얻을 수 있었다.

(a) Main effects plot for Surface roughness

  

(b) Residual model diagnostics for surface roughness 

(c)  Interaction plot for roughness 
Fig. 6 Result of measure to surface roughness

Fig. 7 Measurement of Wafer Surface roughness by NT 2000
    

4. 결론

초정밀가공기를 이용한 사파이어 Wafer 스크라이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Freeform 700A 초정밀가공기에서 다이아몬드 

팁을 공구로 사용하였으며 공구각도, 이송속도, 및 절삭 깊이에 

따른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Wafer의  최적절삭조건은 절삭 깊이 0.2 ㎛, 이송속도 150  ㎜
/min 일 때 Ra 5.14 ㎚의 표면 거칠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Tool angle에서는 60˚ 일 때에 가장 양호한 표면 거칠기를 얻을 
수 있었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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