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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0년대 이후 wire saw를 이용한 절단은 조선과 

항공, 건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있으

며, Charles Hauser에 의해 실용적인 웨이퍼링 

장비로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절단 기술로 개발되

어 왔다.

특히,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에 사용되는 고가의 

사파이어 잉곳 및 솔라셀 잉곳의 웨이퍼링 공정에 

있어서 wire saw를 이용한 절단가공은 고품질의 

웨이퍼 및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정이다. 

따라서 wire-saw 장비에 대한 높은 정밀도와 장비

의 안정화를 위해 실시간 감시 및 제어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실제 

가공에 앞서 절단공정의 분석과 가공 파라미터와 

웨이퍼 상태(Bow, Wrap, TTV 등)의 관계를 규명하

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가 시도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파이어 잉곳을 기반으로 개발된 

시뮬레이션을 솔라셀 잉곳의 wire-saw 공정에 대

해 적용하고, 이를 통하여 두 모재의 가공 상태와 

과정을 비교하여 각 모재에 맞는 가공법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2. 솔라셀 잉곳 절단 시뮬레이션

Wire-saw를 이용한 솔라셀 잉곳의 가공은 아래

의 Fig.1과 같은 기구적 구조와 동적 메카니즘을 

가진다. 솔라셀 잉곳은 좌우로 왕복운동(swing)

을 하면서 wire의 회전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절입한다. Fig.2(a)는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사용하여 wire에 부착된 Diamond 

입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며, Fig.2(b)은 시뮬레이

션에 적용한 wire의 상태로서, 100㎛의 등 간격으

로 Diamond 입자가 배열하고, resin으로 부착된 

Fig.1 Kinematic and Dynamic Schematics of Cutting 
Sapphire Ingot

    (a) SEM image          (b) Modified wire condition 
Fig.2 SEM image of wire and modified wire condition 

for simulation

후 날길이가 10㎛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잉곳의 절입속도는 20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잉곳과 wire의 접촉면에서 절단이 진행될 때 각 

단계별로 wire에 접촉하는 길이가 달라지므로 이

에 맞추어 절입속도도 바뀌게 된다. Table 1(a)는 

각 단계별 잉곳 절입속도를 보여준다[2].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솔라셀 잉곳은 125㎜(가

로)×125㎜(세로)이며, 네 귀퉁이는 각각 12.5㎜

Table 1. Feed-rates and algorithm of simulation

(a) Feed-rates of 20 steps   (b) Algorithm of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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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Schematics of Solar Cell Ingot

씩 모따기(trimming)된 형상이다. Fig.4는 솔라

셀 잉곳의 사이즈와 형상을 보여준다.

3. 시뮬레이션 결과

솔라셀의 물성조건과 동적메커니즘을 바탕으

로, Table 1(b)의 가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솔라

셀 잉곳의 가공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아래 

Fig.3과 같이 각 단계별 가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공이 진행될수록 wire에 접촉하는 가공

면이 잉곳의 왕복운동에 의해 회전중심과 접촉선

까지를 반경으로 하는 원의 호와 유사한 형상으로 

나타났다. Fig.4는 개발된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사파이어 잉곳의 결과로서, 형상이 원형인 사파이

어 잉곳은 wire와의 접촉이 가공초기부터 길이를 

가지는 선형이 되는 반면에 솔라셀 잉곳의 경우, 

Fig.3 Simulation Results of Solar Cell Ingot

Fig.4 Simulation Results of Sapphire Ingot

(a) Initial state of 1st step  (b) End of 1st step
Fig.5 1st step and 3rd step of simulation

절입 초기에 와이어와 만나는 부분이 점접촉을 

이루어 wire의 처짐량을 상대적으로 크게 유발하

여 wire 접촉점에서 큰 응력이 발생됨을 예상할 

수 있다. 

 Fig.5는 솔라셀 잉곳의 초기 1단계 절입시 wire

와의 점접촉을 이루는 모습과 1단계 진행 중의 

상태를 보여준다.

4. 결론

솔라셀 잉곳의 절단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사파이어 잉곳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왕복운

동과 함께 절입이 진행될수록 wire와 접촉하는 

가공면이 원호의 형태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

한, 초기 잉곳 절입시에 wire와 점접촉을 이루어 

과도한 처짐과 응력이 발생하여 웨이퍼에 미세한 

크랙을 유발시키거나 칩핑 및 후 공정인 세정 공정 

등에서 웨이퍼의 파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솔라셀 wire-saw 공정의 경우, 현재 왕복운동을 

수행하면서 절입하는 경우는 없지만, 사파이어 

잉곳 절단처럼 왕복운동과 절입이 동시에 이루어

지면서 wire에 수직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절입되

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절입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제 가공이전에 시뮬레이션

을 통해 wire-saw 공정에 대한 메카니즘을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정기술 개발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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