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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키지 및 검사용 probe상 전도성 내마모 코팅 기술 
(Electrical and Wear resistance coating technology for semiconductor detector probe)

3 시장성 및 사업성

● 기대 효과

   - 기존 접촉식 전기 전도막 대체 가능성 확인을 통한 신규 시장 가능성 확인

   - 고경도 전기 전도성 DLC막의 응용분야 확장

● 활용 분야

   - 전기적 + 기계적 특성이 요구되는 부품 분야 적용

      : 반도체 probe 및 측정장비의 tip

1 기술개요

● 반도체 Package  및 검사용 probe용 전도성 및 내구성 코팅 기술

● 사용하는 모재에 금속 또는 질소 (Nitrogen)가 도핑된 다이아몬드 상 카본 막 

    (ta-C:Me or ta-C:Nx)을 코팅하여 기존 사용 재료인 Au 보다 높은 내마모성과, 

    반도체 package 접합물질인 Sn과의 이형성 증대를 통해 사용수명 향상을 위한 

    코팅 장비 및 제조공정 기술

● 기술특허 : 제 10-1825095 탄소막이 코팅된 반도체 검사 장치용 프로브 핀 및 

    그 제조방법 
<전도성 내마모 카본막 증착으로 성능 개선>

D-07

2 주요내용 및 우수성

기술 주요내용

● 기존 사용중인 금속(Au, Ni) 소재 대체 및 탄소코팅을 활용한 전도성 및 내구성 향상 기술

우수성

● 사용자 맞춤형 전도성 및 고내구성 탄소막 코팅 기술 

    (경도 20 GPa ~ 40 GPa) 

● 전기 전도성 제어 기술 (전기저항 : ~ 10 Ω/□)

● 사용자 맞춤형 전기 전도성을 포함하는 고내구성 탄소막 

    제작용 준양산 장비제작 기술

    (https://www.dlc-kims.com/facilities-2)

코팅막구조 기존사용재료 두께 역활 단점

기능성도금층 금 (Au) 0.1 ~ 0.3 um
Sn Soldering
전기 전도성 증대

사용 수명 : 
10,000회 (10K) 사용

금도금 층의전기적기능성은
우수하나경도가낮아쉽게마모됨

도금층 니켈 (Ni) 3 ~ 5 um 밀착층 및경도 부여

모재 베릴륨 동 (Cu-Be) - 모재

[기존 방법 분석]

[KIMS 보유 기술을 활용한 전도성 및 내구성 코팅 기술방법]

코팅막구조 기존사용재료 두께 역활 장점

기능성코팅층

DLC (ta-C;x)
x = 전도성을 부여할 수 있

는
금속, 질소 등 도핑기술

10 ~ 500 nm
IC soldering부와 접촉시전
기적신호를통하게하며, 
또한내마모성향상

전기전도성증가
이형성증가 (내소착성)
내구성증가 (50,000 이상

사용)

밀착층 Ti, Cr 등 금속류 5 ~ 100 nm 밀착층 및 전기 전도성 증대 DLC 코팅 층의 밀착력 향상

기능층 금 (Au) 50 ~ 300 nm 전기 전도성, 기능성 기존 제작 방식의 코팅 방법
(제조 원가 및 공정 단순화
를 위해 기능 층인 Au 코팅

제거 가능)

도금층 니켈 (Ni) 3 ~ 5 um 밀착층

모재 베릴륨 동 (Cu-Be) - 전기 전도성 증가

<기계적 물성 제어 기술> <Lab. scale> <Semi-mass production sca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