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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복수의 금속(제1금속)층을 적층하여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을

형성할 때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하여, 마스크 패턴에 따른 개구를 형성한 다음 제1금속을 개구에 채워넣는 공정을 반복하

게 되는데, 반복되는 제1금속층 사이에 포토레지스트층을 포함하는 전표면을 제2금속으로 도금하여 힘을 받을 수 있는 지

지층을 형성하는 공정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하여,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의 형성시 다층으로 적층된

포토레지스트의 개구에 니켈 및 니켈합금을 채운 후 연마하는 과정에서 포토레지스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금속층으

로 상부/하부에 있는 포토레지스트 층을 단단히 고정하는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방법이 제공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프로브 카드, 니들, 탐침팁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프로브 카드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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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 및 도 2b는 종래의 프로브 카드의 폴리머 탄성체층 상에 프로브 카드의 탐침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의 순서도,

도 4는 도 3의 탐침팁의 공정순서에 따른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의 순서도,

도 6은 도 5의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의 공정순서에 따른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21, 24: 시드층 2, 22 : 포토레지스트

3, 23 : 마스크 5, 25 : 제2금속

7, 27 : 제1금속 20 : 탐침팁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프로브 카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을 공정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프로브 카드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기적 신호를 테스터기로부터 전달시키는 테스트헤드에 연결되는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230)와, PCB(230) 아래에 위치하며 복수의 미세 인터페이스 핀(233)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된 다층 세라믹 기판(210)과 PCB(230)와 복수의 인터페이스 핀(233) 그리고 다층 세라믹 기판(210)을

기계적으로 고정되게 잡아주는 지그(232), 및 다층 세라믹 기판(210) 아래 면에 부착되어 전자전기 소자와 접촉되는 복수

의 프로브 니들(200)로 구성된다.

프로브 니들(200)은 세라믹 기판(210)상에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한 사진석판술에 의해 도전성 금속으로 된 프로브 니들 기

단부와 폴리머 탄성체(240)를 형성한 후, 상기 프로브 니들 기단부에 도전성 금속을 상기 폴리머 탄성체(240)가 지지토록

계속 적층하여 탐침 팁(250)을 갖도록 형성한다.

프로브 니들을 형성하는 과정은,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층 세라믹 기판(110)상에 시드층(120)을 증착하

고, 그 표면에 포토레지스트(130)를 도포 하여 베이킹하는 제1공정과, 마스크의 패턴에 따라 노광을 통해 포토레지스트를

현상하여 섬형 프로브 니들 기단부를 형성하는 제2 공정과, 제2공정에 의해 포토레지스트가 제거되어 노출된 영역의 시드

층(120)을 에칭하는 제3공정과, 상기 노출부위에 폴리머 탄성체(140)를 매립하는 제4공정과, 상기 폴리머 탄성체 상에 시

드층(160)을 증착하고, 그 표면에 포토레지스트(131)를 도포 하여 베이킹하는 제5공정과, 노광 및 현상을 통해 마스크의

패턴에 따라 원하는 형태로 상기 포토레지스트를 패터닝한 후에 노출부위에 니켈합금으로 된 도전성 금속(170)을 도금하

는 제6공정과, 상기 제6공정에 의해 형성된 층상에 포토레지스트(132)를 도포하여 베이킹하고, 상기 포토레지스트를 빛을

조사하여 원하는 형태로 현상하여 노출부위에 니켈합금으로 된 도전성 금속(171)을 도금하는 제7공정과, 상기 제7공정에

의해 형성된 층상에 다시 포토레지스트(133)를 도포하여 베이킹하고, 상기 포토레지스트를 빛을 조사하여 원하는 형태로

현상하여 노출부위에 니켈합금으로 된 도전성 금속(172)을 채우는 제8공정과, 상기 제8공정에 의해 형성된 층상에 또 다

시 포토레지스트(134)를 도포하여 베이킹하고, 상기 포토레지스트(134)를 빛을 조사하여 원하는 형태로 현상하여 노출부

위에 니켈합금으로 된 도전성 금속(173)을 채워서 프로브 니들의 탐침팁을 형성하는 제9공정 및 프로브 니들이 되는 도전

성 금속만이 남도록 상기 폴리머 탄성체층 상에 형성된 시드층과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제10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공정에서 도전성 금속을 도금한 후에는 그라인더 및 폴리셔를 사용하여 평탄화를 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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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종래의 프로브 니들의 탐침팀을 다층으로 형성하는 공정에서, 노광으로 현상한 후 노출된 부위에 도전성 금속으로

서 니켈합금으로 도금한 다음, 니켈합금을 평평하게 연마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이 포토레지스트층이 계속 적층되면 3번째 층부터 연마할 때에 포토 레지스트층이 뜯기거나 유동

(flexible)하여 연마가 불가능해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의 형성시 다층으로 적층된 포

토레지스트의 개구에 제1금속(예를 들어, 니켈 또는 니켈합금 등)을 채운 후 연마하는 과정에서 포토레지스트의 적층높이

가 커지면 포토레지스트가 뜯기거나 흔들려서 그라인딩의 효과가 나빠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 개층 또는 수개층의

포토레지스트층이 쌓인 후 원하는 층에 제2금속(예를 들어, 구리 등)을 적층함으로써 상부/하부에 있는 포토레지스트 층을

단단히 고정하는 프로브 카드 탐침팁 공정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에 있어서, 시드층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

하는 제1과정과; 소정 패턴의 마스크를 통해 빛을 조사하여 상기 마스크의 패턴에 따라 상기 포토레지스트에 개구를 형성

하는 제2과정과; 상기 개구에 제1금속을 채워넣는 제3과정과; 상기 제1금속을 상기 포토레지스트와 평행하게 평탄하게 그

라인딩하는 제4과정과; 상기 제1금속의 그라인딩된 면에 시드층 및 제2금속을 적층하는 제5과정과; 원하는 층수만큼 상기

과정을 반복하는 제6과정과; 에천트를 이용하여 상기 제2금속과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여 탐침팀을 형성하는 제7과정으

로 이루어지는,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제4과정과 제5과정 사이에, 포토레지스트를 다시 적층하는 과정과; 소정 패턴의 마스크를 통해 빛을 조사하여 상기

마스크의 패턴에 따라 상기 포토레지스트에 개구를 형성하는 과정과; 상기 개구에 제1금속을 채워넣는 과정과; 상기 제1

금속을 상기 포토레지스트와 평행하게 평탄하게 그라인딩하는 일련의 과정을 1회 이상 더 수행하여, 한 층 또는 수개층의

제1금속층 상부에 제2금속이 적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제4과정과 제5과정 사이에, 상기 한 층 또는 수개층의 제1금속층 상부에 제2금속이 적층되기 전에, 산소 드라

이 에칭으로 포토레지스트 표면이 제1금속 표면보다 낮아지도록 에칭한 후 시드층을 증착하고 상기 시드층위에 제2금속

층을 적층한 후, 제1금속층이 노출되도록 그라인딩하는 과정을 더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금속은 니켈 및 니켈합금이고, 상기 제2금속은 구리인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제2금속으로서 금(Au) 등의 다른

금속을 이용할 수도 있다. 즉, 제1금속과 제2금속의 각 에천트가 상대금속을 녹이지 않아야 한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견지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에 있어서, 시드층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는 제1과정과; 소정 패턴의 마스크를 통해 빛을 조사하여 상기 마스크의 패턴에 따라 상기 포토레지스트에 개구를

형성하는 제2과정과; 상기 포토레지스트에 시드층을 적층하고 제2금속으로 도금하는 제3과정과; 상기 개구에 제1금속을

채워넣는 제4과정과; 상기 제2금속이 노출되도록 상기 제1금속을 평탄하게 그라인딩하는 제5과정과; 원하는 제1금속의

층수만큼 상기 과정을 반복하는 제6과정과; 어닐링을 실시하여 상기 제2금속이 상기 제1금속과의 경계면에서 상기 제1금

속과 합금이 되어 상기 제2금속 제거시 합금된 부분이 제거되지 않도록 하는 제7과정과; 에천트를 이용하여 제2금속과 포

토레지스트를 제거하여 탐침팀을 형성하는 제8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어닐링 조건은 제1금속이 니켈이고 제2금속이 구리인 경우, 불활성 분위기에서, 대략 200~250℃ 범위의 온도내

에서 어닐링하여, 제2금속이 제1금속과의 경계면에서 합금화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제2과정과 제3과정 사이에, 상기 개구에 제1금속을 채워넣는 과정과; 상기 제1금속을 평탄하게 그라인딩하

는 과정과; 상기 제1금속 위에 제2포토레지스트를 적층하는 과정과; 소정 패턴의 마스크를 통해 빛을 조사하여 상기 마스

크의 패턴에 따라 상기 포토레지스트에 개구를 형성하는 과정을 더 수행하여 한 층 또는 수개층의 포토레지스트 상부에 제

2금속이 도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예시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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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의 순서도이고, 도 4는 도 3의 탐침팁의 공정순서에

따른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에서 제1금속은 니켈이고, 제2 금속은 구리인 것으로 하여 설명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S1단계에서 (a)와 같이, 시드층(seed layer)에 포토레지스트(Photo Resist)를 소정 두께로 적층한다. S2단계에서 (b)와

같이 포토레지스트(2)위에 소정 패턴의 마스크(3)를 통하여 빛을 조사하여 마스크(3)의 패턴에 따라 개구(4)를 형성한다.

S3단계에서 (c)와 같이, 개구에 제1금속으로서 니켈(또는 니켈합금)(7)을 채워넣는다. S4단계에서 (d)와 같이 니켈(또는

니켈합금)을 평탄하게 깎아낸다(grinding/polishing). S5단계 내지 S8단계에 따라 상기 과정을 반복하여 (f)와 같이 2층의

니켈(또는 니켈합금)층과 포토레지스트 층을 형성한다. S9단계에서 (g)와 같이, 산소 드라이 에칭으로 포토레지스트의 판

면의 일부를 제거한다. S10단계에서 (h)와 같이 포토레지스트위에 티타늄(Ti)의 시드층(5)을 적층한다. S11단계에서 (i)

와 같이 시드층(5) 위에 제2금속으로서, 구리층(6)을 얇게 적층하고, S12단계에서 (j)와 같이 니켈층 위의 시드층(5) 및 구

리층(6)을 니켈(또는 니켈합금)의 높이에 맞추어 깎아낸다. S13단계에서 원하는 니켈(또는 니켈합금) 층수만큼 상기 과정

을 반복한다. S14단계에서 에천트를 이용하여 구리층과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여 탐침팁을 형성한다. 여기서, 제1금속으

로서, 팔라듐(Pd), 로듐(Rd), 텅스텐(W)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의 순서도이고, 도 6은 도 5의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의 공정순서에 따른 단면도이다. 도 6의 도면을 참조하여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21단

계에서 (a)와 같이 시드층(21)위에 포토레지스트(22)를 소정 두께로 적층한다. S22단계에서 (b)와 같이 포토레지스트(22)

위에 소정 패턴의 마스크(23)를 통하여 빛을 조사하여 마스크(23)의 패턴에 따라 개구를 형성한다. S23단계에서 (c)와 같

이 개구에 니켈(또는 니켈합금)(27)을 채워넣는다. S24단계에서 (d)와 같이 니켈(또는 니켈합금)(27)을 포토레지스트와

평행하게 평탄하게 깎아낸다(grinding/polishing). S25단계에서 다시 포토레지스트(22)를 소정 두께로 적층한다. S26단계

에서 (e)와 같이, 다시 포토레지스트(22)위에 마스크(23)를 통하여 빛을 조사하여 마스크(23)의 패턴에 따라 개구를 형성

한다. S27단계에서 (e)와 같이, 포토레지스트의 위에 시드층(24)을 적층한다. S28단계에서 (f)와 같이 시드층(24)위에 구

리층(25)을 얇게 적층한다. S29단계에서 (g)와 같이 구리로 도금된 개구에 니켈(또는 니켈합금)(27)을 채워넣는다. S30단

계에서 (h)와 같이 니켈(또는 니켈합금)을 평탄하게 깎아낸다. S31단계에서 원하는 니켈(또는 니켈합금) 층수만큼 상기 과

정을 반복하여, (i)와 같이 포토레지스트 위에 구리(25)가 도금되도록 한다. S32단계에서 어닐링을 실시하고 S33단계에서

(j)와 같이 에천트로 구리층(25)과 포토레지스트(22)를 제거하여 탐침팁(20)을 형성한다.

여기서, 구리 식각액으로서, 니켈(또는 니켈합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 암모니아 차아염소산염 용해제

(Ammonia hypochlorite solutio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제거제로는 다양한 재료가 공지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전술한 실시 예에서는 2번째와 3번째의 포토레지스트 층 사이와 4번째와 5번째의 포토레지스트 층 사이에 구리를 도금하

는 것으로 서술하였으나,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층(바람직하게는 짝수층의 포토레지스트)위에 금속 층을 형성하여 상부/하

부에 있는 포토레지스트 층을 단단히 고정함으로써 금속의 연마를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을 형성시 복수의 니켈(또는 니켈합금)층을 형성하기 위해, 포토레지스트 위

에 마스크를 통해 빛을 조사하여 마스크의 패턴에 따른 개구를 형성한 다음 니켈(또는 니켈합금)을 개구에 채워넣고, 다시

포토레지스트를 적층하기 이전에 니켈(또는 니켈합금)과 포토레지스트 표면을 구리로 도금하는 공정과정에 의해, 니켈(또

는 니켈합금)을 평평하게 연마할 때 다층으로 형성된 포토레지스트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을 형성시 포토레지스트를 마스크를 통해 빛을 조사하여 마스크의 패턴에 따른 개구를 형성한

다음 구리로 개구와 포토레지스트 상부를 도금한 후에 니켈(또는 니켈합금)을 개구에 채워넣는 공정과정에 의해, 포토레지

스트층 사이에 도금된 금속이 지지대 역할을 함으로써 상부/하부에 있는 포토레지스트 층을 단단히 고정하므로, 니켈(또는

니켈합금)을 평평하게 연마할 때 포토레지스트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의 형성시 다층으로 적층된 포토레지스트의 개구에 제1금

속을 채운 후 연마하는 과정에서 포토레지스트의 적층높이가 커지면 포토레지스트가 뜯기거나 흔들려서 그라인딩의 효과

가 나빠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 개층 또는 수개층의 포토레지스트층이 쌓인 후 원하는 층에 제2금속을 적층함으로

써 상부/하부에 있는 포토레지스트 층을 단단히 고정하는 프로브 카드 탐침팁 공정방법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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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에 있어서,

시드층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는 제1과정과;

소정 패턴의 마스크를 통해 빛을 조사하여 상기 마스크의 패턴에 따라 상기 포토레지스트에 개구를 형성하는 제2과정과;

상기 개구에 제1금속을 채워넣는 제3과정과;

상기 제1금속을 상기 포토레지스트와 평행하고 평탄하게 그라인딩하는 제4과정과;

산소 드라이 에칭으로 포토레지스트 표면이 제1금속 표면보다 낮아지도록 에칭한 후 상기 제1금속 표면 및 상기 포토레지

스트 표면에 시드층을 증착하고, 상기 시드층의 위에 제2금속층을 적층한 후, 상기 제1금속층이 노출될 때까지 그라인딩

하는 제5과정과;

원하는 층수만큼 상기 제1과정에서부터 상기 제5과정을 반복하여, 상기 제2금속층을 포토레지스트층의 사이에 존재시켜

지지대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6과정과;

에천트를 이용하여 상기 제2금속과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탐침팁을 형성하는 제7과정으로 이루어진, 프로

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4과정과 제5과정 사이에, 포토레지스트를 다시 도포하는 과정과; 소정 패턴의 마스크를 통해 빛을 조사하여 상기

마스크의 패턴에 따라 상기 포토레지스트에 개구를 형성하는 과정과; 상기 개구에 제1금속을 채워넣는 과정과; 상기 제1

금속을 상기 포토레지스트와 평행하고 평탄하게 그라인딩하는 일련의 과정을 1회 이상 더 수행하는, 프로브 카드의 탐침

팁 공정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금속은 니켈(또는 니켈합금)을 포함하고, 상기 제2금속은 구리를 포함하는,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에천트는, 제2금속을 에칭하지만 제1금속은 에칭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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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에 있어서,

시드층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는 제1과정과;

소정 패턴의 마스크를 통해 빛을 조사하여 상기 마스크의 패턴에 따라 상기 포토레지스트에 개구를 형성하는 제2과정과;

상기 개구 및 포토레지스트 표면에 시드층을 적층하고, 상기 시드층의 상부를 제2금속으로 도금하는 제3과정과;

상기 개구에 제1금속을 채워넣는 제4과정과;

상기 포토레지스트층 부위에 도금된 제2금속의 표면이 노출되도록 제1금속을 평탄하게 그라인딩하는 제5과정과;

원하는 층수만큼 상기 제1과정에서부터 상기 제5과정까지 반복 수행하여, 상기 제2금속층을 포토레지스트층 사이에 존재

시켜 지지대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6과정과;

에천트를 이용하여 상기 제2금속과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탐침팁을 형성하는 제7과정으로 이루어진, 프로

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과정과 제3과정 사이에서, 상기 개구에 제1금속을 채워넣는 과정과; 상기 제1금속을 평탄하게 그라인딩하는 과정

과; 상기 제1금속 위에 제2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는 과정과; 소정 패턴의 마스크를 통해 빛을 조사하여 상기 마스크의 패

턴에 따라 상기 포토레지스트에 개구를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1회 이상 더 수행하는,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5과정과 제6과정 사이에서, 어닐링을 실시하여 상기 제2금속이 상기 제1금속과의 경계면에서 상기 제1금속과 합

금이 되도록 하는,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에천트는, 제2금속을 에칭하지만 제1금속은 에칭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브 카드의 탐침팁 공정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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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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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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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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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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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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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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