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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칩의 테스터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 칩의 테스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 반도체 칩의 테스트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조도.

제2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칩의 테스터 구조도.

제3도는 제2도의 반도체 칩 테스터를 테스트 시스템에 적용한 1예를 나타낸 도면.

제4도는 제3도에서 반도체 칩 부분의 개략적인 평면도.

제5도는 제3도의 "A"부를 나타낸 일부 저면사시도.

제6도는 제2도의 반도체 칩 테스터를 테스트 시스템에 적용한 다른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반도체 칩          12 : 패시베이션층 

13 : Al패드              14 : 덴드라이트 성장된 팔라듐 

15 : 니켈                  16 : 구리선 

17 : 크롬                  18 : TAB테이프 

19 : 테스트카드         20 : 와이어 

21 : 바깥쪽 리드본드  22 : 프레스 

23 : 탄성체               24 : 히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반도체 칩의 테스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수의 핀을 갖는 반도체 칩의 테스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한  반도체  칩의  테스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완성된  반도체  칩의  가능테스트는 반도
체  칩의  패드에  외부적으로  접촉을  주고  전기를  흘려  그에  대응하는  반도체  칩의  출력을  조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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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얻어진다.

제1도는  종래의  테스터의  개략적인  구조도로서,  반도체  칩(1)상의  알루미늄(Al)패드(3)와  전기적인 
접촉을  하기위한  금속와이어로  된  프로브팁(Probe  Tip),  (4)과,  프로브팁(4)에  연장되어  마련되어 
테스트  카드(도시하지  않음)와  연결시키기  위한  프로브  와이어(5)로  구성된다.  미설명  부호  2는 패
시베이션층,  6은  마이크로  스코프를  각각  나타낸다.  동작을  설명하면,  반도체  칩(1)을  테스팅 마운
터(Testing  Mounter)위에  올려넣고  프로브팁(4)을  마이크로  스코프(6)로  정렬하여  반도체  칩(1)의 
알루미늄  패드(3)위에  올려놓은후  압력을  가하여  접촉시켜서  프로브와이어(5)를  통해  프로브팁(4)이 
테스트  카드에  연결되도록하여  전기적인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종래  기술은 프로
브팁  자체는  미세하게  가공되어  있으나  프로브와  이어  부터는  그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개의 
프로브팁을 한꺼번에 동시에 접촉시키기는 부피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소수의 핀을 갖는 칩  테스트의 경우는 가능하나 로직칩과 같이 핀수가 많은 경우의 칩 테스
트는 모든 핀을 동시에 접촉할 여유가 없어 프로빙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본  발명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덴드라이트  성장(Dendritic 
Growth)된 팔라듐(Pd)을 프로브팁으로 이용한 반도체 칩의 테스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바깥쪽리드(Outer  Lead)를  테스트  카드에  직접  붙이고  안쪽리드(Inner Lea
d)를  반도체  칩의  패드에  직접  프로방할  수  있도록  TAB(Tape  Automated  Bonding)테이프를  사용한 반
도체 칩의 테스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2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칩
의  테스터의  구조도로서,  반도체  칩(11)상의  알루미늄  패드(13)와  접촉될수  있도록  프로브영역에 마
련되며,  니켈(Ni)  (15)상에서  덴드라이트  성장된  팔라듐(14)으로  된  프로브팁과,  프로브팁과  테스트 
카드(19)  (제3도  참조)를  연결시키며  프로브영역  이외에는  구리(Cu)선(16)이  크롬(Cr)  (17)으로 코
팅되어있는  연결선과,  프로브팁(14)과  연결선을  지지하기  위하여  프로브팁(14)의  반대편에서  부착된 
폴리이미드와 같은 TAB테이프(18)로 구성된다. 미설명 부호 12는 패시베이션층을 나타낸다.

여기서,  프로브팁은  구리선(16)위에  니켈(15)을  약  1㎛  정도  얹고  그위에  팔라듐(14)을  매우높은 전
류밀도,  예를들어  100mA/㎠  이상으로  플레이팅(Plating)하면  종횡비(Aspect  Ratio)가  20이상으로 덴
드라이트  성장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  프로브영역  이외의  구리선(16)은  크롬(17)으로  코팅되어 
플레이팅  일어나지  않게된다.  이러한  덴드라이트  성장된  팔라듐(14)은  기계적  성질이  강하여 여러번
의 Al패드(13)와 접촉시켜도 부러지거나 굽는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본  발명의  테스터는  TAB  안쪽리드가  칩  폿프린트(Chip  Footprint)와  동일하게  제작되어지므로 동시
에 모든 핀의 프로빙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폴리이미드와  같은  TAB  테이프(18)는  여러번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구리선(16)의  기계적 소성변
형을 없앨수 있으며, 또한 폴리이미드의 탄성을 이용하게 되어 구리선(16)이 변형되지 않게된다.

제3도는  본  발명을  적용한  1예로서,  덴드라이트  성장된  팔라듐(14)과  TAB  테이프(18)를  사용한 반도
체 칩의 테스터를 테스트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다.

도시한  바와같이,  테스트  카드(19)에  연결된  와이어(20)와  연결선(16,  17)을  금(Au)범프(Bump)나 납
-주석(Pb-As)솔더로  되는  바깥쪽  리드본드(21)로  영구적으로  본딩시키고,  프로브팁이  알루미늄 패드
(13)에 충분히 물리적으로 접촉되도록 탄성체(23)가 접착된 프레스(22)가 구비된다.

동작을  살펴보면,  X-Y축으로  움직일수  있는  마운터상에  반도체  칩(11)을  올려놓고  덴드라이트 성장
된  팔라듐(14)으로  된  프로브팁이  있는  TAB  테이프(18)을  반도체  칩(11)의  윗면에  근접시킨후, 마이
크로 스코프(도시하지 않음)를 이용하여 마운터를 X-Y축으로 움직여서 얼라인 시킨다.

그후,  탄성체(23)가  접착된  프레스(23)를  TAB  테이프(18)의  안쪽리드  윗쪽에서부터  서서히 내려보내
어  TAB  테이프의  프로브팁이  반도체  칩(11)의  알류미늄  패드(13)와  충분히  접촉되게  한  다음  모든 
핀을 동시에 테트하게 된다.

여기서  탄성체(23)는  반도체  칩(11)의  핀과  TAB  테이프(18)의  안쪽리드의  높이  차이에  의한 동시접
촉의 스트레스 문제를 해소시킬수 있으며, 또한 골고루 로딩시키게 하고 모든 콤플라이언스
(compliance)를 골고루 얻게한다.

제4도는  제3도의  반도체  칩(11)과  본  발명의  테스터의  평면도를  나타낸  것으로,  동일부호는  동일 부
분을  나타낸다.  제5도는  제3도의  "A"부를  나타낸  일부  저면사시도로서,  TAB  테이프(18)상에  다수의 
연결선(16,  17)이  부착되고  다수의  연결선(16,  17)의  각각의  안쪽리드  부분에  팔라듐(14)이 덴드라
이트  성장된  상태를  나타낸다.  제6도는  번인(Burn-In)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시스템에  본  발명의 테
스트를  적용한  것으로,  제3도의  프레스(22)내부에  히터(24)를  장착한  것이다.  동작을  설명하면, 프
레스(22)가  TAB  테이프(18)을  눌러서  반도체  칩(11)의  알루미늄  패드(13)과  프로브팁을  접촉시킨후 
히터(24)을  온시킴으로써  반도체  칩(11)을  번인  온도로  국부적으로  올려서  번인  테스트를  할수있게 
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많은  핀을  갖는  반도체  칩의  테스트가  가능하게  되며, 특
히 TAB 칩 본딩이 가능한 수만큼의 핀을 갖는 칩에 대해 동시에 프로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능테스트와  번인테스트를  같은  구조의  테스트  시스템으로  실시할수  있으며,  매우  샤프한 여
러개의  팁으로  구성된  덴드라이트  성장  팔라듐을  사용함으로써  프로빙효과가  크며 논콘택(Non-

Contact)문제가 해소되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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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반도체  칩상의  패드와  접촉되도록  프로브  영역만  덴드라이트  성장된  금속으로된  프로브팁과,  상기 
프로브팁이  형성되는  베이스가  되며  테스트  카드와  연결되는  연결선과,  상기  프로브팁의  반대편에서 
접착되어 연결선을 보호하는 TAB 테이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반도체 칩의 테스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팁은  니켈상에  덴드라이트  성장된  팔라듐으로  된  것으로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칩의 테스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선은  상기  프로브영역만  크롬이  코팅되지  않고,  나머지  전체는  크롬이 코
팅된 구리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칩의 테스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팁을  상부에서  눌러주는  프레스가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칩의 테스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스의 밑부분은 탄성체가 접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칩의 테스터.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스의 내부에 히터를 장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칩의 
테스터.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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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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