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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대비

8% R&D 투자

2000년 이후 인수한
주요 기업 수

26
1,350 
이탈리아

1,110 
아시아

880 
유럽

360 
미주

수출

94% 

영업 및 AS 센터

80 지점

전 세계 네트워크

34 개국

직원 수 

3,700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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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곳 연삭
잉곳 슬라이싱

웨이퍼 랩핑-연삭

마스킹 및 에칭

백 그라인딩

칩 싱귤레이션
패키징

공정을 제어하고 유지하는 것은 모든 생산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LED 산업은 더 많은 공정 매개 변수를 제어해야하는 

매우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마르포스 엔지니어는 웨이퍼 공정 중, 프런트 엔드 및 백 엔드 제조 단계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하여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슬라이싱 및 래핑 기계, 백 그라인더 및 다이싱 톱을 위한 센서 및 

측정기를 제공합니다.

반도체 및 LED 산업은 복합적이고 점점 더 작은 디바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마르포스는 박막 두께 측정, 

특성화된 웨이퍼 치수, 웨이퍼 검사 및 패키징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비접촉 센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르포스의 

센서들은 자동 검사기 내에서 제품 결함 및 치수 변화를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licon Crystal

잉곳 슬라이싱

잉곳 슬라이싱 공정에서 다이아몬드 와이어가 끊어지면 기계를 즉시 중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르포스 음향 센서는 단선을 감지하고 즉시 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웨이퍼 랩핑기

웨이퍼 총 두께 변화에 대하여 엄격한 제어가 필요한 공정입니다. 마르포스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여 중요한 작업 중 및 직후에 두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웨이퍼 백 그라인딩 머신

이 공정은 두께의 변화를 엄격히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칩은 이미 웨이퍼에 존재하며 

공정의 실패는 생산량과 원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DI water가 있는 경우에도 접촉 게이지 

또는 비접촉 센서를 사용하여 연마 공정 작업에 대한 엄격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측정 및 표면 검사

마르포스 및 STIL 센서는 두께, 평탄도, 굴곡, 뒤틀림 측정부터 2D 이미지와 3D 지형까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센서

광학 공초점 기술은 다양한 유형의 고정밀 측정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광학 펜은 다양한 

작동 거리, 측정 범위, 스팟 크기, 빔의 개구수를 제공하며, 간섭계 (적외선 및 백색광) 제품을 

사용하여 투명 및 불투명 소재의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라인 센서

3D 이미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라인 센서를 사용하여 더 높은 주파주에서 정의된 라인 

길이에 걸쳐 동축 수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스코프

마이크로스코프에 사용하는 2D 공초점 라인 카메라는 고해상도와 확장된 피사계 심도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으며, Z축에 완벽한 초점을 맞추고 정사각형 영역에서 

측정값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스캔시스템이 옵션으로 필요합니다.

웨이퍼 공정용 센서

마르포스는 장비 신뢰성과 안정적인 고품질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두께, 힘, 토크, 진동, 가속도, 실시간 전력, 냉각수 흐름 

및 음향 센서와 같은 다양한 센서를 제공합니다. 이 센서들은 장비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장비 환경의 

비정상적인 조건이나 변화를 즉시 감지합니다. 다음은 마르포스 솔루션을 적용한 몇 가지 공정입니다.

마르포스 솔루션

마르포스 그룹은 가공 중 및 가공 후 작업 현장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밀 계측 장비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마르포스는 반도체 및 LED 산업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설치하며 웨이퍼 제조 공정의 신뢰성과 성능 향상에 

기여하여 OEM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르포스는 잉곳 슬라이싱부터 최종 패키징 작업에 측정기와 센서를 제공하며, 제품은 

주요 작업 전후 및 작업 중에 웨이퍼의 품질을 개선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개요

CG 접촉식 게이지는 백 그라인딩 
중에 웨이퍼 두께를 제어합니다.

NCG 비접촉 센서는 공작기계 
내부 또는 랩핑 공정에서 웨이퍼 
두께를 측정합니다.

광학 센서는 본딩 와이어의 직경 
측정 또는 다이아몬드 와이어 
제어에 적용합니다.  (와이어 
쏘우 머신)

센서를 이용하여 자동 기계에서 
힘, 토크, 진동, 가속도, 실시간 
전력 및 냉각수 흐름을 제어 
합니다. 음향 센서는 잉곳 슬라 
이싱의 다이아몬드 와이어 파손 
감지 및 연삭 기계에서 휠 드레싱 
제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성형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기계 프레임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공구에 설치된 센서 
들은 고속 작업 중에도 슬러그 
감지와 같은 상세 정보를 제공 
합니다.

제품 개요

NCG 적외선 측정 기술은 표면이 
거칠거나 불투명한 소재의 단층 
또는 다층 레이어에서 원하는 
단일 두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CCS 단일 포인트 공초점 센서로 
거리 및 형상을 측정합니다.

MPLS  공초점 라인 센서는 
빠른 3D 마이크로/나노 측정을 
지원합니다.

펜슬 프로브는 생산의 첫 단계 
에서 웨이퍼 두께 제어를 위한 
전용 측정 장치에 적용합니다.

IRIX 백색광 간섭계는 매우 
얇은 박막 검사에 적합한 솔루션 
입니다.

MC2 검사용 광학 센서로서,   
매우 높은 해상도와 확장된  
피사계 심도를 가진 검사 및 
애플리케이션 제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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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킹 및 에칭

백 그라인딩

칩 싱귤레이션
패키징

공정을 제어하고 유지하는 것은 모든 생산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LED 산업은 더 많은 공정 매개 변수를 제어해야하는 

매우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마르포스 엔지니어는 웨이퍼 공정 중, 프런트 엔드 및 백 엔드 제조 단계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하여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슬라이싱 및 래핑 기계, 백 그라인더 및 다이싱 톱을 위한 센서 및 

측정기를 제공합니다.

반도체 및 LED 산업은 복합적이고 점점 더 작은 디바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마르포스는 박막 두께 측정, 

특성화된 웨이퍼 치수, 웨이퍼 검사 및 패키징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비접촉 센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르포스의 

센서들은 자동 검사기 내에서 제품 결함 및 치수 변화를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licon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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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표면 검사

마르포스 및 STIL 센서는 두께, 평탄도, 굴곡, 뒤틀림 측정부터 2D 이미지와 3D 지형까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센서

광학 공초점 기술은 다양한 유형의 고정밀 측정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광학 펜은 다양한 

작동 거리, 측정 범위, 스팟 크기, 빔의 개구수를 제공하며, 간섭계 (적외선 및 백색광) 제품을 

사용하여 투명 및 불투명 소재의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라인 센서

3D 이미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라인 센서를 사용하여 더 높은 주파주에서 정의된 라인 

길이에 걸쳐 동축 수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스코프

마이크로스코프에 사용하는 2D 공초점 라인 카메라는 고해상도와 확장된 피사계 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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