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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주요내용 및 우수성

차세대 Wafer Prober용 Chuck은 
종래의 것에 비해 가혹한 조건에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소재에 대한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개발 전략과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기술은 반도체 웨이퍼 프로브 용 척 플레이트에 
관한 것으로서, 내부에 인바 재질을 가진 다양한 형상의 
구성물이 설치되고, 외부에 알루미늄 합금계 기지재료를 용해 주조하여 형성되도록 
하여, 반도체 웨이퍼 검사 시 요구되는 저온과 고온의 가혹한 온도사이클 
조건 하에서도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도록 
반도체 웨이퍼 프로브용 척 플레이트에 관한 것이다.

활동분야(시장성 및 사업성)

일반적으로 반도체 웨이퍼 상에 형성된 각 칩의 전기적인 특성을 검사하여,

칩의 정상 및 비정상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장치로 프로브 스테이션

(probe station)을 이용하며, 이러한 테스트의 결과에 의하여 

칩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혹은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웨이퍼를 프로브 스테이션에 의하여 테스트하기 위하여, 

프로브 스테이션에 존재하는 웨이퍼(wafer)는 소정의 테스트 과정에서는 

소정의 온도로 셋팅되고, 다른 테스트 과정에서는 다른 온도로 셋팅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웨이퍼의 온도는 그것이 놓이는 웨이퍼 척의 

온도에 의하여 결정되며, 웨이퍼가 고온 또는 저온으로 

셋팅될 필요가 있는 경우 웨이퍼 척이 고온 또는 저온으로 셋팅된다.

종래의 척 플레이트의 재질은 7000계

Al합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열처리 조건을 달리하여 성능을 구현하고 있음.

향후, 다음과 같은 측정장비가 요구되고 있음, 

① Wafer의 직경이 대형화됨 : 24 → 54inch

② Fine pitch화 기술 발달로 소자의 고밀도화

③ 소자 Switching의 고속화에 의한 발열문제로 

   검사온도 증가 : 최대 300℃

요구되는 물성 선정 기준 이   유

열전도도

(W/m.k)

특정의 온도에서의

신속한 측정

선팽창계수

(×10-6/K)
정밀한 측정

인장강도

(MPa)

인가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130이상(@ 25℃)

< 23

>600

Chuck은 고강도와 고열전도 특성을 동시에 

겸비해야 하는데, 이는 Single Phase Metal에서는

구현할 수가 없다. 즉, 고강도특성과 고열전도특성은

소재의 미세조직에 의해 좌우되는 성질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열전도특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합재료의 광범위한 소재의 탐사가

필요하며, 신개념의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차세대 Wafer Prober용 Chuck 플레이트 개발 : Wafer의 직경이 대형화, 

Fine pitch화 기술 발달로 소자의 고밀도화, 소자 Switching의 고속화에 의한

발열로 검사온도 증가 예상(최대 300℃)

세계적인 추세

Wafer의 직경이 대형화됨 

( 24 → 54inch )

고강도 특성
Low elongation
Low distortion

고강도 특성
Low linear expansion co.

고내열 특성
고열전도 특성

Fine pitch화 기술 발달로 소자의

고밀도화

소자 Switching의 고속화에 의한

발열로 검사온도 증가 : max. 300℃

요구되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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