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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SV(through silicon via) filling technology is making a hole in Si wafer and electrically connecting 
technique between front and back of Si die by filling with conductive metal. This technology allows that a 
three-dimensionally connected Si die can make without a large number of wire-bonding. These TSV 
technologies require various engineering skills such as forming a via hole, forming a functional thin film, 
filling a conductive metal, polishing a wafer, chip stacking and TSV reliability analysis. This paper addresses
the TSV filling using Cu electrodeposition. The impact of plating conditions with additives and current density
on electrodeposition will be considered. There are additives such as accelerator, inhibitor, leveler, etc. 
suitably controlling the amount of the additive is important. Also, in order to fill conductive material in 
whole TSV hole, current wave forms such as PR(pulse reverse), PPR(periodic pulse reverse) are used. This 
study about semiconductor packaging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commercialization of 3D TSV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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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TSV 기술은 차세  층기술로써 수십 ㎛ 두께로 

만든 메모리칩에 통홀(through silicon via)을 형성

하고, 수직으로 쌓아올린 뒤 비아 내부에 도성 속

으로 채워 연결하는 3차원 패키징 방법 (3D chip 

packaging)이다1-3). 이는 복수의 칩을 wire bonding 

방식으로 속하는 종래의 방식에 비해 배선의 거리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자의 고속화, 소비 

력화, 소형화 등의 측면에서 매우 큰 장 을 가진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다수의 다이를 와이어 본딩 없이 3

차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TSV를 이용한 

3차원 패키징을 해서는 웨이퍼 상에 비아 홀을 형성

하는 기술, 연층(dielectric layer), 확산 방지층(di- 

ffusion barrier layer)  씨앗층(seed layer)과 같

은 기능성 박막층을 형성하는 기술, 구리와 같은 도

성 물질을 충 하는 기술, 웨이퍼 연마 기술, 칩 층 

기술 TSV 신뢰성 해석 등 다양한 기술들이 요구된다
4-8). 이러한 기술 에서 비아 홀에 도성 물질을 충

하는 기술은 결함 없는 충 을 해서 상업 인 공정 

시간이 길게는 10시간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체 

공정비용  약 26~40%를 차지한다. 따라서 TSV의 

상용화를 해서 도성 물질을 결함 없이 충 하는 기

술은 매우 긴요한 기술이다. TSV 내에 충 하기 한 

도성 물질로는 구리가 표 으로 사용된다. 구리는 우

수한 기  특성과 일 트로마이그 이션(electromi- 

gration)에 한 높은 항성으로 인해 3차원 고 도 

특집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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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mmary of influence factors of electroplating- 

based via-filling
Fig. 2 Electrolysis theory of copper(II) chloride 

electrolyte

패키징에서 충  속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 

해도 은  TSV에 구리를 충 할 때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방법으로 신뢰도가 높고 공정비용이 낮으며, 양산

이 용이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Fig. 1은 해도

을 이용하여 TSV 내부에 구리를 충 할 때 고려해야할 

변수들을 나타낸 그림이다. 각각의 변수들에는 웨이퍼

의 디자인(via size, aspect ratio), 기능성 박막

(sufficient thickness, uniform coverage), 도 액(accele- 

rator, suppressor, leveler), 도 공정(current density, 

current waveform) 등이 있다.

  TSV 층 공정은 박형화 된 Si 칩을 본딩 기술로 고

온에서 합하는 층 과정과 칩과 칩 사이를 언더필로 

채우는 과정, 그 후에 어닐링이 반복 으로 수행된다. 

이와 같은 고온과 상온에서의 공정을 반복 으로 수행

되게 되면, 비아 홀에 충진된 구리  언더필 재료 등

의 열팽창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의 

차이에 의해 응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 응력으로 인해 변

형이 생기게 되어 휨이나 돌출 상(extrusion effect)

이 발생하게 된다9-12). 이러한 돌출의 발생으로 인하여 

층된 칩들의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변형은 칩을 

합하는 과정에서, 본딩 얼라인먼트(bonding alignment)

에 향을 미치며, 칩이 층될 때 마다 정렬 불량

(misalignment)은 증가하게 된다. 한, 구리로 채워

진 비아 홀에도 응력 집  상이 발생되어 칩이 괴

되는 상을 래하게 된다. 특히, 비아 홀에 충진된 

구리는 Si에 비하여 6~7 배의 높은 열팽창계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리로 충 된 TSV 구조에서는 열팽

창에 의한 구리 돌출(Cu extrusion) 문제도 큰 이슈

가 되고 있다.

2. 해도

2.1 기분해

  습식 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도

은 외부 원을 이용하여 음극에 속을 도 하는 방

법이다. 해질의 수용액이나 용융 에 극을 담그고 

직류 류를 통하면 그 해질은 두 극에서 화학변화

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때 해질 수용액  속이온

이 음극계면에서 환원되고 음이온들은 양극에서 산화된

다. 이것이 기도 의 기본 원리이다. 해도 을 행

하면 도 될 속은 해용액상의 이온으로부터 음극에 

석출된다. 사용되는 양이온들은 첨가한 염이나 도  

속으로 만들어진 양극의 산화에 의해 공 받는다. 자

는 외부회로를 따라 흐르고, 이온들은 해액 내에서 

하를 운반한다. 류가 연속 으로 흐르기 해서 

극과 해질 수용액 간 계면에 하 이동이 일어나야 

하며, 이때 해질 수용액 의 속이온이 음극계면에

서 환원되고 음이온들은 양극에서 산화된다. 를 들면, 

Fig. 2에서와 같이 염화구리 수용액에 압을 인가하게 

되면 음극에서는 Cu2+(구리 이온)이 자(-)를 얻어 

구리가 석출되고, 양극에서는 Cl-(염화 이온)이 자

(-)를 잃어서 Cl2(염소 기체)가 발생되게 된다. 이 때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Cathode reaction)

    →                         (1)

(Anode reaction)

    →                         (2)

  이러한 기분해를 이용하여 TSV 내에 도성 속 

충 을 하는 데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웨이퍼의 

디자인 (홀 크기, 종횡비 등), 기능성 박막 (두께, 균일 

도포성 등), 도 액 (가속제, 억제제, 벨러 등), 도

공정 ( 류 도, 류 형, 도 액 교반, 도 온도) 등

이 있다.

2.2 도 액의 도도

  일반 으로 산, 염기 등은 수용액 내에서 그것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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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원자나 이온으로써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도

액의 조성이 틀리면 그 조성도 다르게 된다. 도성의 

척도로는 일반 으로 비 도도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비

항의 역수이다. 즉, 도체의 항은 옴의 법칙에 의해, 

길이 , 단면  의 도체를 생각할 때, 그 비 항을 

라고 하면, 항 R은

     

                (3)

  이 식은 이온 도체에도 속과 같은 자 도체와 

같이 용된다. 의 역수 


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 도도로, 류가 통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보통 로 표시한다.   


이므로, 식 (3)은 

    

∙ 

             (4)




을 C라는 값으로 표시하면, 이것은 도성을 표시하

는 값으로,

    

  


 (Ω-1)          (5)

     

                (6)

로 되어, 그 단 는 Ω-1cm-1가 된다. 

2.3 과 압

  도 액 내에 류가 흐르기 해서는 압이 필요하

다. 기에는 압이 증가할수록 류가 잘 흐르지 않

지만 일정 압 이상이 되면 격하게 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의 압을 분해 압(decomposition voltage, 

Ez)이라고 한다. 실제 도 은 이 분해 압 부근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압의 변화에 따라서 류의 변화가 

크다. 분해 압은 아래의 식 (7)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7)

  Er: 석출에 필요한 이론 인 최소 압

  Eohm: 해질의 기 항을 이겨서 류를 흘려야할 

압

  Eir: 항 이외의 과 압 등에 의한 필요 압

 

  한, 분해 압은 해하는 속염의 종류, 농도, 착

화제의 종류, 농도, 온도, 극의 종류나 표면상태 등에 

의해 변하며, 이론 인 석출 최소 압보다 크다. 이 

압의 차이를 과 압(overpotential)이라고 하며, 음극

에서의 수소 발생이 속의 재질, 표면 상태 등에 의해

서 석출 압이 달라지는 것을 수소과 압이라고 한다. 

과 압은 극면이 거칠고, 온도가 높고, 류 도가 

작을수록 작다. Fig. 3은 Gerischer의 모형도를 나타

낸 그림이다. 수화된 속 이온이 극 표면에 근 하

여, 기2 층을 통과하여 탈수화해서 속 표면에 흡

착하게 된다. 여기에서 자를 얻어 기 으로 화되

어 이동함으로써 결정격자를 이루게 된다.

2.4 류 도와 류효율

  류 도(current density)는 단 면 당 흐르는 

류의 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일반 으로 해도  시에

는 1dm2의 면 에 한 류의 양을 나타내며, A/dm2

으로 표시한다. 를 들면, 류 도 1A/dm2의 의미는 

1dm2당 1A의 류가 흐름을 의미한다. 같은 면 에 

도 할 때에는 류 도가 클수록 같은 시간에도 도

두께가 두꺼워진다. 양극의 면 과 음극의 면 이 다른 

경우, 각 류 도는 다르다. 이 때 음극 류 도는 , 

양극 류 도는 로 표시한다. 일반 으로 류 도

라 함은 음극 류 도인 를 말한다.

  류효율(current efficiency)은 도 에 사용된 류

의 몇%가 실제로 도 에 소비되었는가를 나타내며, 음

극 류효율은 , 양극 류효율은 로 표시한다. 

음극 류효율은 음극에 석출된 도 량이 이론석출양의 

몇%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식 (8)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론석출양
실제석출양

×      (8)

  반 로 양극 류효율은 실제 양극에서 용해된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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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ia filling cross-sections as a function of 

accelerator concentration13)

Fig. 5 SEM micrograph of the copper electroplated 

from the base Cu(CH3SO3)2 & CH3HSO3 

electrolyte14)

Fig. 6 SEM micrograph of the copper electroplated 

from the Cu(CH3SO3)2 & CH3HSO3 electrolyte 

containing NaCl and poloxamine suppressor14)

이론용해량의 몇%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식 (9)와 같

이 표시할 수 있다.

   이론용해량
실제양극용해량

×     (9)

   이 두 가지의 효율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계가 성

립한다.

  (1)    : 도 액 내의 속염의 농도가 시

간에 계 없이 일정하다.

  (2)    : 용해량보다 석출양이 많으므로,  

도 액 내의 속염의 농도는 어든다.

  (3)    : 석출양보다 용해량이 많으므로, 

도 액 내의 속염의 농도는 늘어난다.

3. TSV 충 을 한 첨가제

  해도 을 사용하여 TSV 내에 도성 속으로 구

리를 결함 없이 충 하기 해서는 유기첨가제의 조합

이 필요하다. 구리 해도 에 첨가되는 유기 첨가제는 그 

특성에 따라 가속제(accelerator), 억제제(suppressor), 

벨러(leveller)  그 외 여러 가지 첨가제가 있다. 

구리 해도 액 내에 이러한 첨가제들을 히 혼합

함으로써 결함이 없는 충 을 가능하게 한다.

3.1 가속제

  가속제(accelerator)는 기  표면에 흡착되어 구리 

이온이 환원되는 동안 구리의 핵생성 수를 늘려주는 

매역할을 함으로써 구리의 도  속도를 빠르게 한다. 

Hoffmann13) 등은 가속제의 농도에 따른 비아 바닥

(bottom) 부분의 충  거동에 해 연구하 다. Fig. 

4에서 가속제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비아 바닥 부분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속제

의 농도가 일정량을 과하게 되면 그 효과가  감

소한다고 보고하 다.

3.2 억제제

  억제제(suppressor)는 해도  시에 도 속도를 낮

추기 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극에 흡착되어 부동태

층을 형성하여 도 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Henry14) 

등은 Fig. 5와 Fig. 6은 도 액 내에 억제제를 첨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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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M images of electroplated TSV17)

을 때와 첨가하지 않았을 때의 사진을 비교하는 그림

이다. 낮은 류 도에서는 염화물  억제제로서 polo- 

xamine가 포함된 구리 도 액(Fig. 5)에서 얻은 구리 

도 층의 결정립(grain) 크기가 구리 메탄설폰산

(copper methane sulfonate)을 기본으로 하는 도

액(Fig. 6)에서 보다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와는 달리 20mA/cm2이상의 류 도서는 억제제를 

포함하는 도 액서 상 으로 조 한 결정립들이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정립 크기의 측면에서 볼 때, 

구리 해도 을 사용하여 TSV 내부를 충 할 때는 낮

은 류 도에서 도 하는 것이 유리하다.

3.3 벨러

  벨러(leveler)는 도 액 내에 존재하여 도 층 표

면의 돌출된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에 존재하여 균일한 

도 층을 형성시키기 한 첨가제이다. Xu15) 등은 

Fig. 7은 벨러의 함량에 따른 구리 해도  층의 잔

류응력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벨러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잔류응력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TSV 충 기술

4.1 직류 류법(direct current, DC)

  TSV 내에 구리 해도 을 할 때 직류 류법(DC)

을 사용하여 착할 경우 비등각(sub-conformal) 

착 상이 나타난다. Zhua16) 등은 비등각 착이라는 

것은 미세 패턴 하부보다 상부에서 착속도가 빨라 

착 기에 비아 홀의 입구부분이 막히게 되어 Fig. 8에

서와 같이 TSV 내부에 결함이 형성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상은 비아 내부가 완 히 채워지기 에 입구

가 막  발생한다. 따라서 sub-conformal 상을 방

지하고 보이드(void)와 심(seam) 등의 결함이 없는 

완 한 충 (super filling)을 해서는 비아 입구의 

모서리 부분에의 류 도의 집 을 방지해야 한다. 펄

스 형태의 류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4.2 펄스-역펄스법

  펄스-역펄스법(PR)은 주기 으로 순방향 류와 역

방향 류를 인가하여, 구리의 석출과 식각이 반복 으

로 일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비아홀의 모든 부분에서 

도 층의 성장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다. Lin17) 등은 펄스-역펄스법을 사용하여 TSV의 크

기에 따른 구리의 충  형상에 해 보고하 다. Fig. 

9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펄스-역펄스법을 사용하여 

비아 홀이 깨끗하게 채워진 것을 볼 수 있다.

4.3 주기  펄스-역펄스법

  주기  펄스-역펄스법(PPR)은 Fig. 10과 같이 펄스

-역펄스법에서 역방향 류 인가 후 일정시간 류를 

인가하지 않는 류오  시간을 두는 것을 반복하는 방

법이다.

  Hofmann13) 등은 류 도와 류인가 시간에 따른 

TSV의 충  형상에 하여 보고하 다. Fig. 11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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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0 Principle TSV filling by electrodeposition.

Fig. 11 SEM images of 20μm deep TSV plated with 

different PPR parameter13)

(a) (b)

(c) (d)

Fig. 12 SEM images in Cu filled TSV with different 

cathode current density

(a) (b)

(c) (d)

Fig. 13  Cu filling into TSV by 3-step PPR current 

(current type II); (a) by 1st step, (b) by 

2nd step, (c) by 3rd step (total plating 

time from 1st to 3rd; 80 min), and (d) 

interface between via wall18)

방향 류 도와 역방향 류 도와 정방향 류인가 

시간을 고정한 후, 역방향 류인가 시간과 류오  

시간을 조 하여 TSV 충 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자 등은 음극 류 도를 변화시켜가면서 주기

 펄스-역펄스법을 사용하여 TSV내에 구리를 충 하

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Fig. 12는 음극 류 도

의 변화에 따른 TSV 내의 충  형상을 나타낸 그림이

다. 음극 류 도가 높은 경우 비아 입구부분의 모서리 

부분이 과 도 되어 입구부분이 막히는 상이 발생하

으나, -5mA/cm2의 조건에서는 결함없는 완 한 충

 형상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4.4 3-step 주기  펄스-역펄스법

  3-step 주기  펄스-역펄스법(3-step PPR)은 역방

향 류인가와 류오  시간으로 인해 다른 류인가 

방법들보다 공정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PPR 방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PPR 방법을 단계 으로 용하

는 방법이다. 3-step PPR 방법은 1단계에서는 낮은 

평균 류 도의 PPR을 인가하여 TSV에 균일한 도

층을 형성한 후에 2단계에서 간 크기의 평균 류 도

의 PPR을 인가하여 TSV의 바닥(bottom)으로부터 

bottom-up filling을 하고, 3단계에서 높은 평균 류

도의 PPR을 인가하여 TSV를 완 히 충 하는 단계

로 이루어져 있다.

  Hong18) 등은 3-step PPR 방법은 이용하여 충 한 

TSV의 단계별 충  형상에 하여 보고하 다(Fig. 

13). 3-step PPR 방법의 장 은 1단계에서 상 으

로 장시간 소요된 공정시간을 2단계와 3단계에서 만회

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PPR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는 것이다. Fig. 13(d)에서 높은 류 도를 사용한 

3단계 충  거동으로 결함 없이 100% 구리가 충 되

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u 해도 을 이용한 TSV 충 기술

에 하여 소개하 다. 비아 홀에 도성 물질을 충

하는 기술에는 해도 을 이용한 충 이 표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해도 을 이용한 충  시에는 

도 조건, 류 도  첨가제의 조 을 통하여 충 시

간의 단축이나 비아 내부에 결함이 없는 충 을 이룰 

수 있다. 한 해도 을 이후에는 과도 된 도 층을 

제거하기 한 CMP 공정 등의 후처리 공정 등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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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본 논문을 통하여 향후 TSV 충  기술을 이용

한 3차원 반도체 패키징을 상용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후      기

  본 논문은 2013년도 서울시립 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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