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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를 검사하는 공정인 Probing test 는 제조하는 

과정만큼 중요한 과정이다. Probing test는 웨이퍼 표면에 

프로브 카드(Probe card)를 접촉시켜 반도체의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공정이다. 검사공정의 개략도는 Fig. 

1 과 같다. 반도체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Probing test 기술 또한 필요하지만 현재 Probing 

test 의 핵심 부품인 프로브 카드의 기술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특히 프로브 카드의 부품인 프로브 팁(Probe 

tip)이 실제 웨이퍼 표면과 접촉하는 부품인 만큼 이에 

대한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프로브 팁은 크게 

수직(Vertical)형과 캔틸레버(Cantilever)형, MEMS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가격 경쟁력과 개량의 

여지가 높은 수직형 프로브 팁을 이용하여 Probing 

test 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 

과정은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수직형 프로브 팁을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프로브 팁 거동 

묘사의 신뢰성을 검증 한 후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설계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프로브 팁의 설계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설계 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2. 기존 수직형 프로브 팁 시험 

2.1 Probe tip 시편 

시험에 사용되어진 프로브 팁 시편은 Cobra 3mil 

프로브 팁을 사용하였다.(2) 시편의 재료는 Paliney 

Key Words: Probe Test(프로브 검사), Probe Tip(프로브 팁), MEMS Process(멤스 공정), FE Analysis(유한요소해

석기법) 

 

초록: 마이크로 프로브 팁의 설계는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타입의 프

로브 팁을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설계를 함으로써 복잡한 설

계과정을 단순화 할 수 있다. 우선, 기존 프로브 팁의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기법을 검증하

였다. 기존 프로브 팁의 물성은 100 µm의 압축 길이시 12.5 gf의 접촉하중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타입의 프로브 팁을 제안하였다. 새로 설계된 프로브 팁의 재료는 NiCo 이며 프로브 팁의 물성

은 100 µm의 압축 길이시 1~2 gf의 접촉하중을 나타내었다. 

 

Abstract: The design process of a micro-probe tip is very complicated and expensive. To avoid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we used element (FE)  analysis. To simplify design process . A new pre-probe tip (cobra-needle type) made of 

Ni and Co was designed by FE analysis. Experimental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btained by FE analysis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The contact force and over drive were respectively found to be 12.5 gf(Contact 

Force) and 100 µm(Over drive). We propose the new designed probe tip. Material of new designed probe tip is NiCo. 

Values of Property are 1~2 gf(Contact Force) and 100 µµm(Over drive). 

† Corresponding Author, kimy0308@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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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Probing system 

 

 

Fig. 2 Shape and dimensions of Probe tip 
 

 

 

Fig. 3 Probe tip specimen 

 

7로써 Pd-Ag 합금이다. 시편의 기계적 성질은 

Table 1과 같다. 

와이어 형태의 재료를 니들 밴딩(needle banding) 

공정을 통해 Cobra 형의 프로브 팁으로 제작하였

다. 제작되어진 프로브 팁을 Si 판인 상판과 하판

에 수작업으로 조립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실제 

프로브 팁의 형상과 치수는 Fig. 3과 같으며 광학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Fig. 2와 같다. 

 

2.2 시험기 

프로브 팁의 압축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Park 

에 의해 개발된 마이크로 인장/피로 시험기를 사

용하였다.(3) 시험기의 하중 인가 장치는 전자장력

을 이용한 보이스 코일(Voice coil)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교하고 신속한 하중조건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Paliney 7 
 

 Elastic 

modulus(GPa) 

Yield 

Strength 

(GPa) 

Ultimate 

tensile 

strength(GPa) 

Paliney 

7 

121.2 0.65~0.93 0.97~1.17 

 

 

Fig. 4 Schematic of tester 

 

 

 

Fig. 5 Tester and test control program 
 

을 구현하였다. 하중의 측정은 50 gf 용량의 로드셀 

(Load cell)을 이용하고, 변위 측정은 측정범위 1250±625 

µm와 0.05% 이하의 Noise level을 가지는 정전용량형 

(Capacitance) 비접촉식 변위 센서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시험기 몸체에는 특별한 겹판 스프링(leaf spring)을 

설치하여 하중 인가 장치의 방향을 직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CCD 카메라를 

통하여 시험기의 축 정렬이 용이하며 시험 도중 

시편의 거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험기의 개략도와 실제사진을 Fig. 4, 

5에 나타내었다. 

 

2.3 압축 시험 

프로브 팁의 압축시험은 하판쪽 프로브 팁 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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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그로 압축하여 수행하였다. 본 시험의 과정

은 실제 프로브 팁의 요구조건인 압축길이(Over 

drive)당 접촉하중(Contact force)을 측정하기 위하여 

100 µm 의 압축길이 만큼 시험을 수행하였다. 압

축 시험은 변위 제어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변위 

제어 속도는 25 µm/min, 50 µm/min 두 가지 속도로 

수행하였다. 실제 시험기에 장착되어있는 프로브 

팁 시편을 Fig. 6에 나타내었다. 

 

 

2.4 시험 결과 

압축 시험 결과 두 제어 속도로 나온 결과가 동

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00 um 의 압축길

이시 13.52 gf 의 접촉하중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 

 

 

Fig. 6 Probe tip specimen 

 

 

Fig. 7 Test result, Contact force-Over drive curve 

3. 유한요소해석기법 검증 

3.1 유한요소해석 

본 연구는 상용프로그램인 ABAQUS 6.9를 이용

하였다. 해석 모델은 그림과 같으며 요소는 3차원 

요소인 C3D20R 과 C3D10M 을 사용하였으며 요소 

수는 30,682개를 사용하였다. 대변형해석을 수행하

였으며 프로브 팁과 하판간에 마찰계수를 주어 접

촉(Contact)해석을 수행하였다. 하판쪽의 프로브 팁 

끝 부분을 경계조건을 통하여 변위제어를 묘사하

였다. 해석 모델은 Fig. 8과 같다. 

 

3.2 변수 해석 

 

3.2.1 경계 조건 

실제 시험과의 동일한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

기 위하여 상판부의 프로브팁의 경계조건을 Fig. 9

와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

석 결과 Case A, B, C 모두 접촉하중에 미치는 영

향이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0) 또한 실제 

상판부의 프로브 팁의 환경과 가장 유사한 Case C

로 나머지 변수 해석을 수행하였다. 

 

3.2.2 마찰 계수 

접촉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판과 프로브 팁

간에 마찰계수를 해석변수로 설정하여 해석을 수

행하였다. 해석 결과 마찰 계수 µ 가 0.1~0.2 일시 

시험값과 가장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1) 실제 프로브 팁과 하판(Si)의 마찰계수를 정량

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며 해석을 통하여 정성

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Si wafer의 경우 공정방법

과 구조에 따라 마찰계수가 0.03~0.4까지 분포하

고 있다. 

 

Fig. 8 Modeling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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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chematic of boundary condition 

 

 

Fig. 10 FE analysis curve variation of boundary condition 

  

 
3.2.3 하판의 구멍 크기 

하판의 구멍크기의 실제 치수를 측정하기 어려

워 해석을 통하여 프로브 팁의 거동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다. 하판의 구멍 크기를 원래 크기

와 절반의 크기인 경우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

석결과는 Fig. 12와 같다. 결과가 나타내듯이 유격

이 작을수록 프로브 팁의 2차접촉이 빨리 일어남

을 확인할 수 있었고 100 µm 의 압축 시 압축 하  

 

 

Fig. 11 FE analysis curve variation of Friction coefficient 

 

 

Fig. 12 FE analysis curve variation of Hole size 
 

 

 

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검증 

시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유한요소

해석만으로 프로브 팁의 기계적 거동이 잘 예측하

였다. 특히 프로브 팁의 압축시 하판과 프로브 팁

간의 접촉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브 팁과 하판간에 

1차 접촉이 발생시 압축하중의 증가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차접촉이 발생시 압축하중의 

증가율이 더욱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2차접촉

시 시험결과와 해석결과의 오차는 실제 시편공정 

오차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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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matrix considered in the dimension of 
cobra type probe tip 

 

Height 

(µm) 

Off- set 

(µm) 

Max. von-

Mises(MPa) 

Contact 

Force(gf) 

2500 100 1516.86 2.70 

2500 300 1714.51 2.35 

2500 500 2018.36 1.89 

2500 800 1403.15 1.30 

3000 100 1173.70 1.90 

3000 300 1249.00 1.70 

3000 500 1578.05 1.43 

3000 800 1109.03 1.01 

 

 

 

Fig. 13 Schematic of Probe tip motion 

 

4. 새로운 프로브 팁 설계 

현재 반도체의 기술동향은 반도체 칩 크기의 감

소로 직접화가 높아지고 있으며 패드의 막 두께와 

하층의 절연막이 얇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

브 팁도 소형화와 직접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

브 팁과 웨이퍼간의 부드러운 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요구에 맞추어 설계조건의 기준을 정

하여 유한요소해석과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프로

브 팁을 설계하였다.(4) 새로운 프로브 팁은 프로브 

카드가 웨이퍼에 가하는 하중을 줄이기 위하여 단

일 프로브 팁의 경우 압축길이 100 µm 시 압축하

중 1~2 gf 로 설계하였다. 프로브 팁의 설계 도면

은 Fig. 14와 같으며 높이와 오프셋(Off set)을 요인

으로 정하였으며 각 요인의 수준은 2수준과 4수준

으로 정하였다. 또한 마찰력을 줄이기 위하여 프

로브 팁과 하판의 구멍 단면을 일정한 기울기의  

     

Fig. 14 Shape and dimensions of new probe tip 

 

 

    
(a) 

    
(b) 

Fig. 15 Effect of level factorial on probe tip (a) Max. 
von-Mises stress (b) Contact Force 

 

사각형상으로 설계하였다. 프로브 팁의 재료는 

MEMS 공정을 통하여 제작하기 위해 NiCo 로 정 

하였다. 기존의 프로브 팁으로 검증한 유한요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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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법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통하여 Table 2와 같은 해석 값을 구하였다. 

해석 결과 높이가 길어질수록 접촉하중과 최대 

von-Mises 응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오프셋의 경우 오프셋 양이 길어질수록 접촉

하중은 감소하며 100 µm 일 시 접촉하중이 큰 값

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오프셋 

양이 500 µm 일 시 최대 von-Mises 응력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5) 

프로브 팁의 접촉하중이 설계조건에 부합하는 

표준 형상과 최대 von-Mises 응력이 높지 않은 선

에서 3개의 표준 형상(2500-800, 3000-300, 3000-

800)을 선정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설

계조건에 부합하는 프로브 팁을 설계하는 것이다. 

기존의 프로브 팁을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이

용한 프로브 팁의 기계적 거동 묘사의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설계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프로브 팁을 설계하였다. 프로브 팁의 기

계적 거동은 마찰계수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묘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프로브 팁의 설계 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추후 수직형 프로브 팁의 안정적인 접촉을 위하

여 프로브 팁 자체의 탄성적인 역할을 보강한 형

태가 필요하다. 또한 프로브 팁의 기계적 거동 뿐

만 아니라 전기적인 거동도 같이 측정하여 안정적

인 전기적-기계적 거동을 확인해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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