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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로브 카드 분석기의 컴포넌트 편향 효과들을 완화시키는 방법

요약

프로브 카드 분석기시스템에서 컴포넌트 편향들의 효과들을 완화시키는 시스템 및 방법은 편향 특성들을 모델링하는 3차

원 비교 광학 계측 기술들로 구현될 수 있다. 예시되는 시스템 및 방법은 "효과적으로 로딩되는" 평탄도 측정값들을 형성하

기 위해 넌-버스 전기적 평탄도 측정값들과 신속한 광학 평탄도 측정값들을 조합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MITIGATING THE EFFECTS OF PROBE CARD/FIXTURE AND METROLOGY BASE DEFLECTION IN A

PROBE CARD ANALYZER"란 명칭으로 2003년 3월 14일자 출원된 미국 가출원 시리얼 넘버 60/454,574의 장점을 청구

하며, 그 명세서 전체는 참조로 본 발명에 포함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일반적으로 프로브 카드 분석기(probe card analyzer)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프

로브 카드 분석기 시스템의 컴포넌트 편향(deflection) 효과들을 완화시키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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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전통적인 프로브 카드 분석기들은 전기적 수단에 의해 프로브 평탄도(planarity)를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광학 수단에 의

해 프로브 정렬을 측정한다. 전기적 평탄도 측정은 통상적으로 전도성 콘택 표면을 프로브 카드 상의 프로브들에 천천히

접촉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전도성 콘택 표면은 프로브 카드를 향해 이동되고; 상기 전도성 표면은

상기 프로브 카드 표면에서 가장 멀리 연장되는 프로브("최저" 프로브)와 먼저 접촉되고, 상기 프로브 카드 표면으로부터

가장 적게 연장되는 프로브("최고" 프로브)와 마지막으로 접촉된다. 이러한 범주에서, "최저" 및 "최고"라는 용어들은 반드

시 수직 배향(orientation)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초 콘택 지점에서 최종 콘택 지점 및 이를 지나가도록 전도성 콘택

표면을 이동시키는 프로세스는 전도성 콘택 표면과 접촉하는 제 1 프로브가 최초 콘택 지점을 넘어서 로딩되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오버트래블(overtravel)"로서 종래기술에서 지칭된다.

프로브들이 "오버트래블"됨에 따라, 콘택 로딩(contact load)들은 증가한다. 많은 프로브들을 구현하는 프로브 카드들에

대해, 이러한 콘택 로딩들은 매우 높아질 수 있고, 측정 결과들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 컴포넌트들의 편

향들을 형성할 수 있다.

단일 대형 콘택 표면에 대한 전기적 평탄도 측정법들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프로브 카드 분석기에서, 프로브 카드의 편향,

프로브 카드 고정체(fixture), 계측 프레임, 또는 이들의 몇몇 조합물은 자체적으로 평탄도 측정의 통합 부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더 낮은 프로브들과의 접촉으로 발생되는 로딩들이 편향을 유발하고 반대로 더 높은 프로브들의 외형상 평탄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 때문이다.

한편, 광학 평탄도 측정법들은 프리-행잉(free-hanging) 프로브들의 팁들을 광학적으로 스캐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

다. 이러한 조건들에서(즉, 오버트래블 없는 프리-행잉 프로브들), 콘택 로딩들이 결코 발생되지 않으므로, 컴포넌트 편향

들 또는 임의의 형태의 만곡(flexure)을 유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광학 평탄도 측정법들은 분석시 동일한 프로브 카

드에 대해서도 전기적 평탄도 측정법들과 상이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광학 방법론들은 일반적으로 전기적 평탄도 평가

방법들에 비해 속도 장점을 갖는다. 광학 평탄도 측정법들 및 기술들의 신속성은 이러한 광학 기술을 매력적이게 하고; 빠

른 광학 측정법들을 기반으로 또는 빠른 광학 측정법들의 이점을 갖는 동일한 전기적 평탄도 분석을 형성하는 방법을 개발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현재 구현되는 시스템들 및 방법들은 전통적인 방법론들이 콘택 로딩들 없이 이루어지는 광학 평탄도 측정법들을 이러한

콘택 로딩들이 없고 콘택 로딩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기적 평탄도 측정법들에 정확히 상호 관련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프로브 카드 분석기 시스템에서 컴포넌트 편향들의 효과들을 완화시키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

고 종래기술의 전술한 단점들 및 다른 단점들을 극복한다. 예시되는 시스템 및 방법은 "효과적으로 로딩(loaded)되는" 평

탄도 측정값들을 형성하기 위해 넌-버스(non-bussed) 전기적 평탄도 측정법들을 빠른 광학 평탄도 측정법들과 결합시킨

다.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프로브 카드 분석 시스템에서 평탄도 측정값들을 획득하는 방법은, 기점 플레이트

(fiducial plate) 편향으로 인한 평탄도 효과들을 컴퓨팅하는 단계; 프로브 카드 편향과 프로브 카드 고정체 편향으로 인한

평탄도 효과들을 조합하는 단계; 및 상기 컴퓨팅 및 조합 단계에 응답하여, 프로브 카드에 대한 로딩 보상된 평탄도를 계산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몇몇 구현예들에서, 상기 방법은 스테이지 편향으로 인한 평탄도 효과들을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상기 로딩 보상된 평탄도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스테이지 편향으로 인한 평탄도 효과들을

계산하는 단계에 추가로 응답할 수 있다. 예시적인 방법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스테이지 편향으로 인한 평탄도 효과들

을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스테이지 편향에 근접한 거리 센서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컴퓨팅 단계는 3차원 광학 계측법과 같은 광학 계측 기술을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광

학 계측 기술을 이용하는 단계는, 상기 기점 플레이트 상의 기점의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획득에 응답하여 상

기 기점 플레이트의 편향을 나타내는 편향 데이터 값들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에 응답하여 상기 편향의 1차 보정

을 가능하게 하는 보정 데이터 값들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몇몇 선택적 실시예들에서, 상기 방법은 상기 기점 플레

이트의 편향율을 나타내는 비율 데이터 값들을 추가로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추가적인 식별에 응답하여, 상기 편향의 2

차 보정을 가능하게 하는 부가적인 보정 데이터 값들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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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도 측정 방법의 몇몇 실시예들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상기 조합 단계는, 상기 프로브 카드에 대한 광학 평탄도 및 전기

적 평탄도의 측정값들을 획득하는 단계; 제 1 전기 콘택에서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획득 및 측정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 카드 및 상기 프로브 카드 고정체에 대한 조합된 편향값을 컴퓨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예시적인 실시예들을 참조로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처럼, 상기 프로브 카드와 프로브 카드 고정체의 편향

들에 대한 조합된 편향 측정값을 획득하는 방법은, 모든 넌-버스 프로브들에 대한 광학적 평탄도의 측정값들 및 전기적 평

탄도의 측정값들을 획득하는 단계; 모든 넌-버스 프로브 지점들에서 제 1 전기 콘택의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식별하는 단

계; 및 상기 획득 및 식별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 카드의 편향과 상기 프로브 카드 고정체의 편향에 기인하는 조합된 편

향을 컴퓨팅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몇가지 이러한 방법들은 근접 센서 지점들에서 스테이지 편향 측정값들을 획득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으로서 개시되며, 상기 컴퓨팅 단계는 상기 획득에 추가로 응답하고, 선택적으로 상기 스테이지

편향 측정값들은 몇몇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제로(zero)로 가정될 수 있다.

조합된 편향 측정값을 획득하는 방법의 몇몇 실시예들에 다라,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식별하는 동작은, 선택된 넌-버스 프

로브 지점에서 광학 데이터를 획득하는 영상 장치를 선택적으로 위치설정하는 단계; 넌-버스 프로브가 상기 선택된 넌-버

스 프로브 지점에서 상기 기점 플레이트와 접촉될 때 상기 광학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및 상기 획득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넌-버스 프로브 지점에서 상기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선택적으로 위치설정하는

단계, 획득 단계, 및 측정 단계는 선택되는 상이한 넌-버스 프로브 지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상기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식별하는 동작은 특정 프로브 지점에서 전체 오버트래블 플레이트 편향과 광학 평

탄도의 함수로서 상기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컴퓨팅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컴퓨팅 단계는 다른 프로브 지점

들에서 대략적인 편향들에 대한 2차원 보간 계산법을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개시된 실시예들의 전술한 실시예들 및 다른 실시예들은 도면들과 연계하여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다 완전히

이해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프로브 카드 분석기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컴포넌트들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2는 오버트래블로 인한 콘택 로딩에서 예시적인 z-스테이지 편향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3은 오버트래블로 인한 콘택 로딩에서 예시적인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4는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측정하기 위한 기술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느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5는 프로브 카드 분석 시스템에서 평탄도 측정값들을 획득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의 일반적인 동작을 도시하는 개략적

인 흐름도이다.

실시예

일반적인 배경기술에 의해, 종래기술에 일반적으로 공지되고 본 발명의 예에 의해 기술되는 광학 평탄도 측정값들을 획득

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투명한 기점 기판, 즉 유리, 아크릴, 석영, 또는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은 다른 적

절한 투명 기점 플레이트를 이용하는 3차원 비교 계측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예시적인 3차원 비교 계측 기술은 이

하에서 기술되지만, 다른 광학 평탄도 평가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원리들에 따라 개시 또는 개발될 수 있다. 이하의

상세한 설명은 예시로 제공되는 것일 뿐 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본 명세서는 광학 평탄도 분석을 수행하는 임의의 특정 방

법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프로브 카드 분석기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컴포넌트들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종래기술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시스템(100)은 다른 컴포넌트들이 장착되는 계측 프레임(110)을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시적인

시스템(100)은, 실질적으로 투명한 기점 플레이트(122)를 지지하거나 운반하도록 구성되고 동작되는 플레이트 기준면

(121), 프로브 카드 고정체(131)에 부착되거나 지지되는 프로브 카드(132), 및 기점 플레이트(122)와 프로브 카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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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상대성 운동(예를 들어, 도 1에서 수직인 z축을 따라)을 제공하도록 구성되고 동작되는 z-스테이지(140)를 일반

적으로 포함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z-센서(141)와 같은 하나 이상의 센서들은 예를 들어, 프로브 카드 고정체(131)와

플레이트 기준면(121) 사이의 상대적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되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투명한 것과 더불어, 기점 플레이트(122)는 전기적 평

탄도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 전도성이다.

광학 어셈블리(150)는 실질적으로 투명한 기점 플레이트(122)를 통해 하나 이상의 프로브들(133)의 영상 데이터(예, 시각

또는 광학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실질적으로 투명한"이라는 용어는 일반적

으로 예를 들어, 광학 어셈블리(150)가 기점 플레이트(122)를 통해 영상들 또는 광학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스

펙트럼의 가시 파장들과 같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적어도 일부분에서 충분한 에너지의 전송을 허용하는 특성을 지칭한다.

이러한 범주에서 "실절적으로 투명한" 특정 기점 플레이트(122)의 특성에 다양한 인자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투명도는 다른 인자들 중에서 이하의 인자들 일부 또는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기점 플레이트(122)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의 전송 특성들 및 감쇠 특성들(예, 굴절률, 임의의 교합(occlusion)들

의 존재 및 밀도 등); 광학 어셈블리(150)의 광학 축을 따르는 기점 플레이트(122)의 두께; 기점 플레이트(122)에 충돌하

거나 관통하는 에너지의 형태(예, 주파수 및 진폭); 광학 어셈블리(150)에 사용되는 광학계 또는 영상 하드웨어의 용량 및

감도 등. 몇몇 실시예들에서, 기점 플레이트(122)는 유리, 아크릴, 석영, 또는 미리 결정되거나 목표되는 스펙트럼 부분에

서 전자기 에너지에 실질적으로 투명한 유사한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시스템(100)은 z-스테이지(140), x-스테이지(160), y-스테이지(미도시), 광학 어셈블리(150), 기점 플레이트(122), 및

프로브 카드(132)와 같은 다양한 컴포넌트들의 상대적 위치설정 및 배향을 제어하도록 구성 및 동작되는, 다양한 모터들,

엑추에이터들, 위치 센서들 등(도 1에 미도시됨)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광학 설비의 동작 촛점 길이, 렌즈 장치

들, 센서들(예, 전하-결합 장치(CCD) 또는 상보성 금속 산화물 반도체(CMOS) 검출기), 또는 광학 어셈블리(150)에 사용

되는 다른 영상 하드웨어는 광학 어셈블리(150)와 기점 플레이트(122) 사이의 최적 거리 또는 목표되는 거리(z차원에서)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사하게, x 및/또는 y 방향에서 기점 플레이트(122), 프로브 카드(132), 또는 이들 모두에 대한 광

학 어셈블리(150)의 선택적 위치설정이 요구되거나 바람직할 수 있다.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에서, 다양한 컴포넌트들의 정

확한 3차원 위치설정 및 배향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 마이크로컨트롤러들,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들, 또는 스텝 모

터, 웜 기어, 정밀 엑추에이터 등과 같은 다른 전자장치 또는 전기기계 컴포넌트들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제어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많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들은 일반적으로 종래기술에 공지되어 있으며, 많은 변화들 및 변

형들이 가능할 수 있다. 본 명세서는 3차원 공간에서 시스템(100)의 컴포넌트들을 선택적으로 조정하도록 동작되는 하드

웨어 엘리먼트 및 소프트웨어 모듈들의 임의의 특정 조합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부가적으로, 예시적인 도 1의 실시예에 도시된 다양한 컴포넌트들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 또는 다른 처리 컴포넌트들에

결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컴포넌트는 획득된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고

평탄도를 컴퓨팅하거나, 예를 들어 다른 동작들을 수행하도록 구성 및 동작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처리 컴포넌트는 이

하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되는 바와 같이 편향들을 보정하는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트들의 운동 또는 회전을 명령하거나 요

청하도록 부가적으로 동작될 수 있다. 본 명세서는 임의의 특정 데이터 처리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구현, 제어 전자장

치, 피드백 메커니즘 등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종래기술에서 일반적으로 공지된 것처럼, 전기적 평탄도 분석 방법론들에 비해 광학 평탄도 분석법들의 속도 우위성 및 효

율성에 기초가 되는 한가지 요소는 광학 기술을 이용하여 버스 프로브들의 평탄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는 것이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본 발명에 따라 구성 및 동작되는 시스템 및 방법은 "효과적으로 로딩되는" 평탄도 측정을 형성하기 위

해 넌-버스 전기적 평탄도 측정값들과 신속한 광학 평탄도 측정값들을 조합한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통

상적인 전기적 평탄도 측정값들에 나타나는 로딩에서의 편향 효과들을 포함시키는 신속한 평탄도 측정값들을 획득하는 것

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서 소개되는 예시적인 방법들은 프로브 카드(132) 및 프로브 카드 고정체(131)의 로딩에

서 조합된 편향의 유용한 측정값들을 생성한다.

본 발명에서 예시되고 배경기술에 의해 추가로 예시되는 것처럼, 이하의 전문용어는 평탄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들을 기술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전기적 평탄도"는 일반적으로 로딩(load) 조건(즉, 콘택 로딩에서)에서 획득되는 넌-버스 프로브들의 전기적 평탄도 측정

값들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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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평탄도" 또는 "언로딩(unloaded) 평탄도"는 일반적으로 언로딩 조건(즉, 콘택 로딩이 없는 조건)하에서 획득되는 모

든 프로브들의 광학 평탄도 측정값들을 지칭한다; 및

"로딩(loaded) 평탄도"는 일반적으로 로딩하에서 획득되는 모든 프로브들의 하이브리드 평탄도 측정값들을 지칭한다. 이

러한 범주에서, 로딩 평탄도 측정값들은 신속한 광학 및 신속한 넌-버스 전기적 평탄도 측정값들의 조합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이러한 측정값들은 일반적으로 로딩시 편향의 효과들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전기적 평탄도" 측정값들과 관련 또

는 상호 연관될 수 있다.

로딩 평탄도를 계산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트들과 관련되는 편향들 또는 만곡들의 크기가 먼저 결정될 수 있으

며, 일반적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편향들 또는 만곡들은 하나 이상의 프로브들이 오버트래블 조건의 결과로서 로

딩될 때 전기적 평탄도 측정 동안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편향들은 이에 제한됨이 없이 이하의 일부 또는 모

두를 포함할 수 있다: z-스테이지(140)의 편향; 기점 플레이트(122)의 편향; 및 프로브 카드(132), 고정체(131), 또는 이

들 모두의 편향.

스테이지 편향 측정 효과들

상술한 바와 같이, 전기적 평탄도는 기준면(예, 플레이트 기준면(121))을 프로브 카드 고정체(131)와 연동되는 기준면

(135)에 대해 천천히 이동시키거나 "오버트래블"시킴으로써 통상적으로 측정된다. 비교 계측법을 통해 광학적으로 평탄도

를 측정하는 프로브 카드 분석기(도 1에서 참조번호 "100"으로 지칭되는 것처럼)의 경우, 적절한 기준면은 통상 플레이트

기준면(121)이다. 프로브 카드(132)에 대한 평탄도는 최저 프로브(133)가 기점 플레이트(122)와 먼저 전기적으로 접촉되

는 지점에서 플레이트 기준면(121)에 대한 z-스테이지(140)(z-축을 따라)의 위치로서 기록될 수 있다. 이러한 스테이지

위치(z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로브 카드 고정체(131)의 기준면(135)에 대한 플레이트 기준면(121)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려된다.

도 2는 오버트래블로 인한 콘택 로딩시의 예시적인 z-스테이지 편향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2에 도시된 것

처럼, 오버트래블 동안 로딩 전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z-스테이지(140)는 z 방향으로 편향되거나 하나 이

상의 축에 대해 만곡되거나, 구조적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로 인해 고정체(131)의 기준면(135)에 대해 변형될 수 있

으며, 부가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이하에서 해결되는 바와 같이, 프로브들(133)상의 콘택 로딩에 의해 발생되는 동일한

힘들로 인해 만곡 또는 다른 변형이 고정체(131), 프로브 카드(132), 또는 이들 모두에서 발생될 수 있다. 예로서, 도 2의

좌측에 프로브 카드 고정체(131)의 기준면(135)에 대한 플레이트 기준면(121)의 편향을 나타낸다. 평탄도를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스테이지(140)의 베이스라인 또는 공허(tare) z-위치가 상기한 편향 효과들을 관측 또는 고려하지 않는 원격 측

정값에서 선택되는 경우(예, 계측 프레임(110)의 베이스 근처의 모터축 인코더로부터 획득되는 측정값), 평탄도 측정값에

에러가 발생될 수 있다.

전술한 에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적인 메커니즘은 플레이트 기준면(121)과 프로브 카드 고정체(131)

와 연동되는 기준면(135)에 가능한 근접하게 획득되는 직접적인 측정값을 사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 2의 실시예는 플레

이트 기준면(121) 및 프로브 카드 고정체(131)와 연동되는 기준면(135)에 인접하게 적절히 배치되는 직접 측정 센서(z-

센서(141))를 사용하는 것으로 도시된다. 이러한 근접 센서 측정값들을 기초로 하거나 고려하는 전기적 평탄도 측정값들

은 스테이지(140)의 편향으로 발생되는 에러들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기점 표면 편향

오버트래블되는 프로브들(133)로부터의 로딩하에서, 기점 플레이트(122)는 편향, 만곡, 휘거나 변형될 수 있다. 이러한 편

향은 통상적으로 2개의 주 컴포넌트들을 갖는다: 그 지지부들에서 컴플라이언스로 인한 기점 플레이트(122)의 강성(rigid)

몸체 편향; 및 기점 플레이트(122) 자체의 컴플라이언스로 인한 굽힘(bending) 편향. 이러한 편향은 프로브 어레이에 대해

하나 이상의 프로브들(133)의 감소된 잠재적으로 불균일한 오버트래블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 3은 오버트래

블로 인해 콘택 로딩하에서 예시적인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에서 기술되는 시스템 및 방법은 프로브들(133)의 어레이와 실제로 접촉되는 기점 플레

이트(122)의 영역에서 발생되는 편향의 양(amount)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명령된 오버트래블은 수치화된

편향의 예기치 못한 효과들을 없애거나 완화시키도록 보상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순 합산(net resultant) 오버트래블은

공개특허 10-2005-0114235

- 5 -



목표되는 오버트래블에 매우 근사될 수 있다. 보상되지 않은 편향 부분만이 프로브들(133)의 어레이와 실제로 접촉되는

영역내에서 기점 플레이트(122)의 편향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편향 컴포넌트는 식별되는

다른 편향 컴포넌트들 보다 훨씬 덜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기술되는 예시적인 광학 계측 기술들은 입체 영상 처리들과 실질적으로 투명한 기점 플레

이트(122)를 사용하거나 포함하는 3차원 비교 계측 분석들이다. 프로브 평탄도 및 정렬 측정과 더불어, 이러한 광학 분석

방법론들은 광학 어셈블리(150)에 대한 기점 플레이트(122)의 편향을 측정할 수도 있다.

도 4는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측정하기 위한 기술의 일 실시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하나의 영상화 동작에서,

기점 플레이트(122)의 구조물에 포함되거나 그 상부에 배치되는 기점 그리드 망은 2개의 투시도들로부터 영상화될 수 있

다. 이러한 영상화 동작은 로딩되지 않는 상황, 즉 기점 플레이트(122)가 이러한 영상 처리의 목적으로 로딩되지 않는 상황

에서 기점 그리드의 시각 데이터 또는 다른 영상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 기점 어레이의 위치(로딩되지 않는 조건에

서)는 각각의 영상 투시도로부터 측정될 수 있다.

다른 영상화 동작에서, 로딩(예를 들어, 프로브 분석 애플리케이션에서 오버트래블 동안 예상될 수 있는 것처럼)이 기점 플

레이트(122)에 제공될 수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기점 플레이트(122)는 이러한 로딩하에서 편향될 수 있다. 그 다음,

기점 그리드 망은 2개의 투시도들로부터 다시 영상화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예시적인 실시예를 포함하는 몇몇 애플리

케이션들에서, 이러한 투시도들은 언로딩 영상화 처리에 사용되는 투시도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몇가지 보다

지능화된 영상 기술들에서, 하나 또는 두개의 투시도들은 언로딩 영상 처리에 사용되는 투시도들과 상이할 수 있다. 이러

한 로딩 영상화 동작(즉, 시각 또는 다른 영상 데이터 획득)을 기반으로, 각각의 영상 투시도로부터 그리드 구조물의 측정

값들이 선택될 수 있다(로딩 조건에서).

전술한 영상화 동작들이 구성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나 부수적으로만 중요할 수 있으며, 몇몇 애플리케이션들

에서, 로딩 또는 언로딩 조건이 먼저 영상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몇몇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 영상 처

리들은 보정 에러들을 방지하거나 그 효과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한번 이상 반복되거나 교번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것

처럼, 기점 플레이트(122)는 거리 δZ만큼 편향된다. 원래 위치(예, 언로딩 조건에서)에 대한 기점 그리드의 하나 이상의 엘

리먼트들의 외관상 위치의 변화들(예, 로딩 조건에서)은 각각의 투시도에 대해 δy0 및 δy1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형

태는 도 4에 도시되며, 여기서 z축은 수직이고 y축은 도면의 평면에 수평이다. 각 투시도에서 수직이 아닌 광학 어셈블리

(150)의 시계각은 각 θ로 정의된다.

도 4의 형태가 주어지면, 식(1)을 통해 언로딩 조건에 대한 기점 플레이트(122)의 편향을 컴퓨팅할 수 있다:

δZ=(δy0 +δy1)/2tanθ (1)

개별적인 편향들은 아래의 식(2)에서 기술되는 것처럼, 콘택 영역에 대한 편향들의 수 n을 나타내는 측정값들의 세트를 형

성하도록 프로브들(133)과 접촉되는 기점 플레이트(122)의 영역에 대해 맵핑될 수 있다.

Pli=(xi, yi,δgli)(i=1,2,…,n)

여기서, xi 및 yi는 편향 측정값의 x 및 y 위치이고, δgli는 기점 플레이트(122)의 측정 편향(z 방향에서)이다. x축은 도 4의

평면에 수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개별적인 지점(point)들 Pli는 예를 들어 선형 최소제곱법 기술, 또는 몇가지 다른 적절한 통계적 방법론과 같은 다양한 방

법들에 의해 최적합(best-fit) 평면에 고정될 수 있다. 평면 피팅(fit)으로부터, 기점 플레이트(122)에 대한 이하의 모든 물

리적 특징들이 추출될 수 있다: 중심에서의 편향(δglcenter); x축에 대한 피치각 θgl; y축에 대한 롤 각 Φgl.

전술한 평면 피팅 또는 유사한 정량(quantitative) 편향 분석 동작에 따라, z-스테이지(140)는 측정된 편향들의 1차 보정

을 수행하기 위해 z, 피치, 롤, 또는 이들의 몇몇 조합으로 증분 이동을 수행하도록 제어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증

분 이동 또는 위치 조정은 공칭 오버트래블 위치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하의 식 3-5에서 기술되는 것처럼 일반적

으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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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z1cmd = -δg1center (3)

θ1cmd = -θgl (4)

Φlcmd = -Φgl (5)

여기서, 축 회전들은 기점 플레이트(122)의 중심에 대해 수행된다.

이러한 증분 이동들 또는 조정들은 편향 효과들의 1차 보정을 형성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많은 경우들에서, 이러한 1차

보정은 야기되는 임의의 효과들을 보정하기 위해 현저한 편향 특징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하고, 원하는 레벨의 균일한 오버

트래블을 모델링하기에 충분하다. 대개 만곡, 변형, 또는 다른 물질 편향 또는 컴플라이언스로 인해, 명령 또는 목표되는

증분 이동(z 이동 또는 x 또는 y 회전)의 전체 범위는 몇몇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술한 명령 또는 목표되는 조정으로부터의 임의의 편차는 일반적으로 2차 편향 에러를 나타내는 것을 이

해한다. 보상에서 보다 높은 레벨의 정확도(상술한 1차 보정에 의해 제공되는 것보다)를 원한다면, 2차 증분 이동 또는 조

정이 이러한 2차 에러 효과들의 제거 또는 최소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몇몇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예를 들어 2차 보정은

1차 증분 이동 이전에 측정되는 것과 동일한 영역에 대해 기점 플레이트(122)의 편향을 측정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이

러한 2차 편향 분석은 이하의 식(6)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측정값들의 세트의 획득을 허용할 수 있다:

P2i=(xi, yi,δg2i)(i=1,2,…,n) (6)

다시, 이러한 측정값들 P2i는 기점 플레이트(122)의 중심 편향 및 회전들 (δg2center, θg2, 및 Φg2)을 식별하기 위해 예를 들

어, 선형 최소제곱법 기술 또는 다른 적절한 통계 메커니즘을 통해 최적합 평면에 고정될 수 있다. 2차 평행 및 회전 편향

비율들은 식(7)-(9)를 통해 컴퓨팅될 수 있다:

f2=(δg2center - δg1center)/δg1center (7)

fθ=(θg2 - θg1)/θg1 (8)

fΦ=(Φg2 - Φg1)/Φg1 (9)

공칭 오버트래블 위치(즉, 편향 보상 위치가 없는) 부가적인 증분 오버트래블 명령은 식(10)-(12)에서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Δz1cmd = -δg1center[1/(1-fz)] (10)

θ1cmd = -θgl[1/(1-fθ)] (11)

Φlcmd = -Φgl[1/(1-fΦ)] (12)

프로브들(133)의 어레이에 대한 기점 플레이트(122)의 굽힘 변화들로 인한 에러들을 제외하고 2차 증분 이동이 종료되면,

목표되는 전체 오버트래블이 달성될 수 있다.

프로브 카드 및 고정체 편향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프로브 카드(132), 고정체(131), 또는 이들 모두의 편향 또는 다른 변형으로 야기되는 편향 효과들

이 고려될 수 있다. 전술한 2개의 컴포넌트들의 상대적 컴플라이언스의 배경지식이 없다고 가정하면, 각각의 컴플라이언

스 효과들은 서로 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된 카드/고정체 편향 측정값들이 획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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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측정된 광학 평탄도 및 전기적 평탄도 사이의 관계는 식(13)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일반적

으로 표현될 수 있다:

Peinb= Poinb + δginb + δcfinb + δsinb (13)

수치값들 Peinb 및 Poinb는 넌-버스 프로브 inb에서 전기적 및 광학 평탄도를 각각 나타낸다. 나머지 3개 항들

δginb,δcfinb,δsinb는 제 1 전기 콘택시에 넌-버스 프로브 inb에서, 기점 플레이트(122)의 편향, 조합된 프로브 카드/고정체

편향, 및 z-스테이지(140)의 편향을 각각 나타낸다. 도 2를 참조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상술된 바와 같이, 항 δsinb는 예를

들어, 적절한 위치에서 적합한 z-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제로로 만들 수 있다.

식(13)에서 카드/고정체 편향 δcfinb에 대해 풀면,

δcfinb= Peinb - Poinb - δginb - δsinb (14)

식(14)에서 유일하게 알지못하는 항은 제 1 전기 콘택에서 기점 플레이트(122)의 편향 δginb이다. 본 명세서는 이러한 1차

접촉 플레이트 편향 δginb를 측정 또는 추정하기 위한 몇가지 메커니즘들을 예시한다.

δginb를 컴퓨팅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기점 플레이트(122)와 접촉될 때 광학 어셈블리(150)를 조절함으로써 바로 반

대편의 각 프로브(133)를 이미징하고, 상기 지점에서 기점 플레이트(122)의 편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은 광학 어셈블리(150)를 정확히 위치설정하고 제 1 콘택으로 이동함에 따라 각각의 프로브(133)에서 기점 플레이트

(122)의 편향을 측정하도록 광학 어셈블리(150), 기점 플레이트(122), 또는 이들 모두의 2차원 운동(x 및 y 방향에서)이

요구되기 때문에, 복잡성 및 시간면에서 비용이 상승된다.

δginb를 컴퓨팅하는 다른 방법은 힘들과 롤 및 피치 순간들에 대한 기점 플레이트(122)의 로딩이 총 누적 프로브 오버트래

블과 함께 대략적으로 선형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범주에서, "총 누적 프로브 트레블"은 각

각의 제 1 접촉으로부터 현재의 위치로의 모든 오버트래블 컴포넌트들(그 각각은 개별적인 각 프로브(133)에 제공될 수

있음)의 합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기점 플레이트 레벨링 조건들에서 통상적인 프로브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브 카드

들에 대해, 이러한 가정의 선형 총 누적 로딩은 좋은 가정이다. 수직 버클 빔 기술을 이용하는 프로브 카드들의 경우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지만, 이러한 기술도 제 1 접촉에서 버클링 직전의 지점으로 선형적으로 증가되는 로딩들을 갖

는다.

전술한 선형성을 가정하면, 제 1 접촉 기점 플레이트 편향은 특정 프로브(inb) 및 광학 평탄도 Poinb의 인지하에서 총 오버

트래블 기점 플레이트 편향 δgfinb의 함수로서 계산될 수 있다.

초기에, 제 1 접촉에서 최종 오버트래블 위치로의 총 누적 오버트래블은 식(15)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여기서, 수치 zfinal은 일반적으로 상기 식(10)에 의해 결정되는 최종 오버트래블 위치를 나타내고, 수치 δzbuckle은 일반적

으로 프로브 버클링 거리를 나타낸다. 그 다음, 모든 프로브에 대해, 제 1 접촉으로부터 도달되는데 요구되는 총 선형 오버

트래블 i는 이하의 식(16)으로 주어진다. 이러한 범주에서, "총 선형 오버트래블"은 로딩들이 이동과 함께 선형적으로 증가

되는 총 오버트래블 거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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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오버트래블과 함께 로딩 선형도의 가정하에, 제 1 접촉에서의 기점 플레이트 편향은 제 1 접촉으로의 누적 오버트래

블 대 총 누적 오버트래블의 비율만큼 곱해지는 총 오버트래블에서 기점 플레이트 편향으로서 간단히 표현된다. 이는 이하

의 식(17)에서 기술되는 것처럼 수학적으로 표현된다:

δginb=δgfinb(OTinb/OTtotal) (17)

식(14)가 주어지면, 모든 넌-버스 프로브에서의 조합된 카드/고정체 편향 inb가 컴퓨팅될 수 있다. 다른 지점들에서의 고정

체 편향은 2차원 보간법에 의해 용이하게 결정 및 정량화될 수 있다.

로딩 보상된 광학 평탄도

식(13)은 전기적 및 광학 평탄도 사이의 관계를 기술한다. 이러한 식은 로딩된 평탄도가 계산될 수 있도록 한다. 주어진 프

로브에 대한 측정된 광학 평탄도를 취해서 상기 프로브에서 관찰되는 제 1 접촉 카드/고정체 편향을 부가함으로써, 동등한

로딩된 평탄도가 식(18)에서 나타낸 것처럼 표현될 수 있다:

Pli= Poi + δcf(xi, yi) (18)

식(18)에서 항 δcf(xi, yi)는 평가를 위해 2차원 보간법을 요구한다. 프로브의 위치 i에서 특징들을 모델링하는 이러한 보간

법은 지점 (xi, yi)에서 평가되는 삼중항의 데이터(xinb, yinb, δcfinb)상에서 수행될 수 있다.

도 5는 프로브 카드 분석 시스템에서 평탄도 측정값들을 획득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의 일반적 동작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도 5의 중심에 나타낸 것처럼, 평탄도 측정값들을 획득하는 예시적인 방법은, 스테이지 편향 효과들을 컴퓨팅

또는 계산하는 단계(510), 기점 플레이트 편향 효과들을 컴퓨팅 또는 계산하는 단계(520), 프로브 카드 및 프로크 고정체

편향 효과들을 컴퓨팅 또는 계산하는 단계(530), 및 로딩 보상된 평탄도를 컴퓨팅하는 단계(540)를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평탄도 에러들을 유발하는 스테이지 편향 효과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시적인 메커니즘은 기점 플레이트와 프로브

카드 고정체에 가능한 근접하게 획득되는 직접적인 측정값을 사용하며, 즉 근접 센서 위치들에서 스테이지 편향 측정값들

을 획득하고, 여기서 "근접"은 일반적으로 스테이지 편향이 대부분 발생되는 기점 플레이트 및 프로브 카드 고정체의 주변

을 지칭한다. 적절히 배치되는 직접 측정 센서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도 1 및 도 2를 참조로 구체적으로 상술되었

다. 블럭 511에서 나타낸 것처럼, 스테이지 편향으로 인한 평탄도 효과들을 계산하는 단계는 스테이지 편향에 인접한 거리

센서(예, 도 2의 실시예에서 z-센서(141))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블럭 520에서 나타낸 것처럼 기점 플레이트 편향 효과들을 컴퓨팅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도 3 및 도 4를 참조로 구체적으

로 상세히 상술된다. 구체적으로, 블럭 520에서의 동작은 프로브들의 어레이에 접촉되는 기점 플레이트 영역에서 발생되

는 편향의 양이 정확히 측정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측정하기 위한 광학 분석법들(블럭 521)은 기점 플레이트상의 그리드 또는 미리

결정된 패턴으로 하나 이상의 기점들의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블럭 522). 블럭 522에서 나타낸

영상 데이터 획득 프로세스는 예를 들어, CCD 또는 CMOS 장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다른 광학 컴포넌트들을

필요로 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영상 데이터는 2개 이상의 투시도들과 같은 상이한 투시도들로부터 획

득되고, 로딩 조건 및 언로딩 조건과 같은 상이한 로딩 조건들에서 획득될 수 있다. 특히, 블럭 522에서의 영상화 동작은

언로딩 조건 및 로딩 조건에서 기점 그리드의 시각 또는 다른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기 각 조건은 2개

의 투시도들로부터 영상화된다. 따라서, 상이한 조건들하에서 다수의 영상 투시도로부터 그리드 구조물의 측정값들이 획

득될 수 있다.

전술한 측정값들은 예를 들어, 식(1)-(5)를 참조로 구처젝으로 상술된 바와 같이 1차 보정(블럭 524)을 통해 보상될 수 있

는 기점 플레이트의 편향, 피치, 및 롤을 컴퓨팅(블럭 523)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블럭 524에서 블럭 520으로 점선 화살

표는 기점 플레이트 편향들을 계산하는 단계가 블럭 524에서 종료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즉 2차 이상의 보정들

이 요구되지 않거나 원치 않을 수 있다. 기점 플레이트에 대한 편향, 피치, 및 롤 비율들이 부가적으로 컴퓨팅(블럭 525)될

수 있기 때문에, 식(6)-(12)을 참조로 상술된 바와 같은 2차 보정(블럭 526)이 가능할 수 있다. 통상의 당업자는 본 발명에

서 기술된 예시적인 계산들에 많은 변형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예를 들어 전체 시스템 구성(configuration) 및 기계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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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사용되는 영상 장치의 해상도, 데이터 처리 컴포넌트들의 컴퓨팅 용량, 보정의 목표되는 정확도, 및 다른 요소들에

의해 변경 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차 보정을 초과하는 보정들 또한 가능할 수 있으며 적절한 하

드웨어 및 데이터 처리 용량들로 용이하게 구현될 수 있다.

도 5에서 나타낸 것처럼, 프로브 카드 및 프로브 카드 고정체 편향 효과들을 컴퓨팅 또는 계산하는 단계(530)는 일반적으

로, 모든 넌-버스 프로브들에 대한 광학 평탄도의 측정값들 및 전기적 평탄도의 측정값들을 획득하는 단계(531), 모든 넌-

버스 프로브 위치들의 제 1 전기 콘택에서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식별하는 단계(532), 및 프로브 카드의 편향 및 프로브 카

드 고정체의 편향에 기인하는 조합된 편향을 컴퓨팅하는 단계(533)를 포함할 수 있다. 예로서, 블럭 530-533에서 나타낸

다양한 동작들이 식(13)-(17)을 참조로 구체적으로 상술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유사하게, 로딩 보상된 평탄도를 컴퓨팅하는 단계(540)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식(13)에서 표현

된 바와 같은 전기적 및 광학 평탄도 사이의 관계는 예를 들어, 로딩된 평탄도가 주어진 프로브에 대한 측정된 광학 평탄도

및 상기 프로브에서 관찰되는 제 1 접촉 카드/고정체 편향의 함수로서 계산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예로서만 특정 실시예들을 참조로 상세히 도시 및 기술되었으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범주와 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상기 예시적인 실시예들에 다양한 수정들과 변경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

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들의 범주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것으로고려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브 카드 분석 시스템에서 평탄도 측정값들을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기점 플레이트(fiducial plate) 편향으로 인한 평탄도 효과들을 컴퓨팅하는 단계;

프로브 카드 편향으로 인한 평탄도 효과들 및 프로브 카드 고정체(fixture) 편향으로 인한 평탄도 효과들을 조합시키는 단

계; 및

상기 컴퓨팅 및 조합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 카드에 대한 로딩(load) 보상된 평탄도를 계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평탄도 측정값들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스테이지 편향으로 인한 평탄도 효과들을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로딩 보상된 평탄도 계산

단계는, 상기 스테이지 편향으로 인한 평탄도 효과들 계산 단계에 추가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도 측정값

들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지 편향으로 인한 평탄도 효과들 계산 단계는, 상기 스테이지 편향에 근접한 거리 센서를 이

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도 측정값들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단계는 광학 계측 기술을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도 측정값들

을 획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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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계측 기술을 이용하는 단계는,

상기 기점 플레이트상의 기점의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획득에 응답하여, 상기 기점 플레이트의 편향을 나타내는 편향 데이터 값들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에 응답하여, 상기 편향의 1차 보정을 가능하게 하는 보정 데이터 값들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평탄도 측정값들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계측 기술을 이용하는 단계는,

상기 기점 플레이트의 편향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 데이터 값들을 추가로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추가적인 식별에 응답하여, 상기 편향의 2차 보정을 가능하게 하는 부가적인 보정 데이터 값들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도 측정값들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 단계는,

상기 프로브 카드의 광학 평탄도 및 전기적 평탄도의 측정값들을 획득하는 단계;

제 1 전기 콘택에서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획득 및 측정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 카드 및 상기 프로브 카드 고정체에 대한 조합된 편향 값을 컴퓨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도 측정값들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8.

프로브 카드 및 프로브 카드 고정체의 편향들에 대한 조합된 편향 측정값을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모든 넌-버스(non-bussed) 프로브들에 대한 광학 평탄도의 측정값들 및 전기적 평탄도의 측정값들을 획득하는 단계;

모든 넌-버스 프로브 위치들의 제 1 전기 콘택에서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획득 및 상기 식별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 카드의 편향 및 상기 프로브 카드 고정체의 편향에 기여하는 조합된 편향

을 컴퓨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조합된 편향 측정값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근접 센서 위치들에서 스테이지 편향 측정값들을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컴퓨팅 단계는 상

기 스테이지 편향 측정값들 획득 단게에 추가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된 편향 측정값을 획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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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지 편향 측정값들은 제로로 가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된 편향 측정값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식별하는 단계는,

선택된 넌-버스 프로브 위치에서 광학 데이터를 획득하도록 영상 장치를 선택적으로 위치설정하는 단계;

넌-버스 프로브가 상기 선택된 넌-버스 프로브 위치에서 상기 기점 플레이트와 접촉될 때 상기 광학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및

상기 획득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넌-버스 프로브 위치에서 상기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된 편향 측정값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식별하는 단계는 선택되는 상이한 넌-버스 프로브 위치에 대해, 상기 선택

적으로 위치설정하는 단계, 상기 획득 단계, 및 상기 측정 단계를 선택적으로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된 편향 측정값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식별하는 단계는 특정 프로브 위치에서 전체 오버트래블(overtravel) 플레

이트 편향 및 광학 평탄도의 함수로서 상기 기점 플레이트 편향을 컴퓨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된

편향 측정값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단계는 2차원 보간 계산법을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된 편향

측정값을 획득하는 방법.

청구항 15.

프로브 카드 분석 시스템에 대해 평탄도 측정값들을 획득하기 위한 데이터 및 명령어들로 인코딩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로서, 상기 데이터 및 상기 명령어들은,

기점 플레이트 편향으로 인한 평탄도 효과들을 컴퓨팅하는 단계;

프로브 카드 편향으로 인한 평탄도 효과들 및 프로브 카드 고정체 편향으로 인한 평탄도 효과들을 조합시키는 단계; 및

상기 프로브 카드에 대한 로딩 보상된 평탄도를 계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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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치가 상기 명령어들을 실행하게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스테이지 편향으로 인한 평탄도 효과들을 계산하도록 상기 장치가 상기 명령어들을 실행하게 하는 데

이터 및 명령어들로 추가로 인코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광학 계측 데이터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기점 플레이트 편향으로 인한 상기 평탄도 효과들을 컴퓨팅하

도록 상기 장치가 상기 명령어들을 실행하게 하는 데이터 및 명령어들로 추기로 인코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

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계측 데이터 처리 기술은,

상기 기점 플레이트 상의 기점의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획득에 응답하여, 상기 기점 플레이트의 편향을 나타내는 편향 데이터 값들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에 응답하여, 상기 편향의 1차 보정을 가능하게 하는 보정 데이터 값을 제공하는 단계로 수행되도록 상기 장치가

상기 명령어들을 추가로 실행하게 하는 데이터 및 명령어들로 추가로 인코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계측 데이터 처리 기술은,

상기 기점 플레이트의 편향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 데이터 값들을 추가로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추가 식별에 응답하여, 상기 편향의 2차 보정을 가능하게 하는 부가적인 보정 데이터 값들을 제공하는 단계로 수행되

도록 상기 장치가 상기 명령어들을 추가로 실행하게 하는 데이터 및 명령어들로 추가로 인코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

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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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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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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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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