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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view of the manual spray coating sys-
          tem set-up

1. 서론

시편의 물성 및 결함 유무를 판단하여 소자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직접 접촉형 프로빙 기술은 전자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오늘날 고진공 및 극저온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반도체 소자 및 바이오 응용을 

위한 새로운 소재 관련 물성 측정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정확도가 높은 새로운 4단자 프로빙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4단자 저항 측정은 반도

체의 저항 특히, 절연체 위에 형성된 금속박막의 

비저항을 측정하는데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측정이 매우 간단하고 정확하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연한 성질을 갖는 폴리머 기반

의 새로운 마이크로 4단자 탐침 구조체를 제안하고 

제작에 필요한 공정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4각 형태의 4단자 탐침 형상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면적의 감소로 측정범위를 향상시키고, 소자

와 프로브 간의 접촉 시 발생될 수 있는 기계적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률이 낮은 폴리머를 

사용하였으며, 스프링 형식의 캔틸레버 구조체를 

설계함으로서 불균일한 표면을 갖는 소자도 측정

이 가능한 구조체를 제안하였다.

2. 설계 및 제작

제안한 4단자 탐침 구조체의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SU-8 기반의 소자를 제작함으로서 높은 유연

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4각 형태의 4단자 탐침 

형상을 설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향상시켰다. 또한, 캔틸레버 끝단이 열린 스프링 

형식의 소자를 제작함으로서 불균일한 표면을 갖

는 소자의 특성 평가도 가능하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smart 4-point probe

전체적인 소자 제작은 표면미세가공기술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Ti 박막을 희생층으로 공정을 

진행한다. 두 번의 실리콘 식각 공정을 거쳐 2단 

형태의 탐침 구조체를 형성한다. 전극 형성을 위해 

e-beam evaporator를 이용한 Ti/Au(100/100nm) 증착

을 실시한다. 이때 adhesion layer로 사용되는 Ti 

박막은 추후 희생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2μm 

식각된 표면의 photo공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pin coating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spray coating 

방법을 사용한다. Spray coating 방법을 사용함으로

서 측면 및 모서리 부분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으며, 

PR의 두께 조절을 통해 미소 패턴 형성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수동형 spray coating 공정 

최적화를 통해 효율적인 공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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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Different condition of manual spray coating
     method for optimization

Fig.5 SEM image of the fabricated 4-point probe

Fig. 4 For the mushroom-shaped structure to improve
          the adhesion between the copper and SU-8.

그림 2는 수동 spray coating 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Spray coating시 중요한 요소인 회전속도

를 조절하기 위한 spin coater, PR을 일정량 분사하

기 위한 분사기와 펌프, 기판 상부에 균일하게 분사

하기 위한 stage 그리고 기판과 분사기간의 거리를 

조절하기 위한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수동 spray 

coating시스템을 구성한 후 그림 3과 같이 다양한 

조건 변화(회전속도, 분사기각도, PR혼합율, 샘플

과 분사기간의 거리등)에 따른 표면을 SEM 관찰하

여 공정 최적화 하였다. Spray coating 방법을 이용

하여 패턴된 전극 모양을 바탕으로 금속 식각 공정

을 거쳐 전극을 형성한 후 도금 공정을 위한 지지대 

형성 작업을 수행한다. 지지대 형성의 필요성은 

Cu 도금 박막과 SU-8간의 접착성이 좋지 않기 때문

에 이를 보완하고자 제안한 방법이다. 그림 4와 

같이 버섯모양의 Cu 도금을 형성하여 SU-8 물질이 

지지대를 감싸 서로간의 접착성이 좋지 않는 부분

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금 공정 후 

SU-8을 이용한 캔틸레버 구조체는 캔틸레버 끝단

이 열린 형태로 제작함으로서 스프링 형식의 구조

체를 제작할 수 있으며, 조작의 편리함을 위해

SU-8 body 구조체를 제작한다. 마지막으로 희생층

으로 사용된 Ti박막을 제거함으로서 그림 5와 같은 

사각형태 4단자 탐침 제작을 완료한다.

3.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마트 4단자 탐침은 일렬방

식이 아닌 4각 형태로서 측정 범위를 향상시켜 

평면뿐만 이나라 곡면에서도 적용 가능한 4단자 

탐침이다. MEMS기반의 4각형태 4단자 탐침 제작

을 위한 공정 최적화를 통해 수동 spray coating기술 

개발을 실시하였으며, 버섯모양 도금 구조체 제작

으로 SU-8과 도금 박막간의 접착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제작된 4각 형태 4단자 탐침을 이용한 

다양한 박막의 전기적 특성 평가와 결정방향에 

따른 소자의 특성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원자현

미경 탐침으로의 응용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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