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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집적회로(IC) 칩은 다양한 처리기능

을 수행하게 되며,  다수의 입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다. 반도체 소자의 집적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단자의 크기 및 간격도 미세화 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IC패키지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BGA(Ball Grid Array) 패키지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1]. BGA는 칩의 아랫면에 격자 모양으로 

솔더볼이 배치되어 전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패키지로 칩의 단위면적당 솔더볼의 밀도가 높고 

전기적 접촉점이 짧기 때문에 인덕턴스와 커패시

턴스가 낮아 전기적 성능이 우수하다. 이러한 반도

체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테스트 소켓은 포고핀(Pogo-pin)을 사용한 형태이

다. 포고핀 형태의 테스트 소켓은 포고핀, 외장 

구조물 등 각종 부품의 제조 및 조립이 복잡하고, 

큰 접촉힘으로 인해 솔더볼의 손상을 야기하고, 

크기의 제약으로 미세피치의 BGA에는 적합하지 

않다[2-3]. 또한 IC의 동작 클럭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신호특성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데 기존 소켓의 경우 포고핀의 길이에 의해 고속동

작 IC의 측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존 소켓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BGA의 솔더볼에 가해지는 접촉 압력을 최소화

Fig. 1 Concept of test socket for BGA IC package

하여 솔더볼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고, BGA와 물리

적, 전기적 연결을 원활히 하여 테스트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MEMS기반의 PDMS를 이용한 

외팔보형태의 소켓을 제안하였다.

2. 설계 및 공정

본 연구에서는 포고핀 소켓 방식이 가지는 단점

을 보완하고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 PDMS 

(Polydimethylsiloxane)을 사용한 외팔보형태의 소

켓을 고안하였다. PDMS는 내구성이 매우 강한 

탄성 중합체(elastomor)로서 가격이 저렴하며 제작

이 용이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4].

PDMS로 외팔보 형태를 만들기 위해 선폭을 50

μm 로하여 ‘ㄷ’형태로 홈을 만들고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였다. 외팔보에 솔더볼과 접촉될 수 있는 

‘工’형태의 금속빔을 만들어 상단에 압력이 가해질 

경우 Fig. 1과 같이 솔더볼과 PCB회로와 전기적으

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소켓의 설계를 

위해 상용화된 BGA를 이용하였는데 설계에 사용

된 BGA는 외형 크기 10mm*10mm, 솔더볼의 수는 

360개, 솔더볼의 직경 250μm , 피치 400μm 이다. 

이에 맞춰 외팔보의 크기는 300μm *250μm , 두께는 

300μm 로 하였고 금속패드의 크기는 250μm *150μm 

로 설계하였다.

Fig. 2 Mask of PDMS test s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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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cess flow of test socket

먼저 세라믹 기판에 스퍼터링을 한 후 시드층을 

2μm 정도 생성하였다.(Fig 3(a)) 그 위에 포토레지스

트(PR)을 도포하고 마스크(Mask)를 사용하여 포토

레지스트를 에칭하고 금속빔을 도금하기 위한 비

아홀을 생성하였다.(Fig 3(b)) 생성된 비아홀에 니

켈(Ni)을 전기도금으로 증착시켜 금속빔의 기초를 

생성하고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였다.(Fig 3(c)) 구

리(Cu)를 이용하여 블랭킷 금속층을 형성하고(Fig 

3(d)) 상부를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을 통해 150μm 를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였

다.(Fig 3(e)) 전체 외형, 외팔보 형태의 구조와 금속

빔의 기둥부분 형성을 위해 PR로 패터닝을 하였

다.(Fig 3(f)) 니켈을 증착하고 상면을 CMP를 통해 

평탄하게 연마하고 위 과정을 4회 반복하여 300μm 

의 두께를 형성하였다.(Fig 3(g)) 그 후 희생층으로서 

구리를 증착하고(Fig 3(h)) PR패터닝을 통해 금속

빔의 상단부분을 니켈로 증착하였다.(Fig 3(i)) PR

과 구리로 된 희생층을 제거하고(Fig 3(j))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 PDMS 디스펜싱 하였다.(Fig 3(k)) 이

후 시드레이어를 제거함으로서 완성하였다.(Fig 

3(l)) Fig 4는 완성된 PDMS 테스트 소켓의 사진이

다.

 

Fig. 4 Image of PDMS test socket

4. 결론 및 향후 방향

본 연구에서는 PDMS를 사용하여 외팔보의 형

태로 금속빔을 가운데 두어 전기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테스트 소켓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포고핀을 이용한 소켓보다 구조가 단순하

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며 미세피치의 BGA에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향후 BGA에 가해지는 

힘을 통해 PDMS의 휨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기계

적인 테스트와 다양한 신뢰성 테스트를 통해 설계

인자를 확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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