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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 Silicon Via (TSV) technology is the shortest interconnection technology which is compared with 
conventional wire bonding interconnection technology. Recently, this technology has been also noticed for 
the miniaturization of electronic devices, multi-functional and high performance. The short interconnection 
length of TSV achieve can implement a high density and power efficiency. Among the TSV technology, 
TSV filling process is important technology because the cost of TSV technology is depended on the filling 
process time and reliability. Various filling methods have been developed like as Cu electroplating method, 
molten solder insert method and Ti/W deposition method. In this paper, various TSV filling methods were 
introduced and each filling material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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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 소비자들은 보다 가볍고, 작고, 얇고, 다양한 

기능의 구 이 가능한 자기기에 한 요구가 증가되

고 있으며 이는 모바일 시 에 어들면서 더욱 가속되

고 있다. Fig. 1은 TSV(Through Silicon Via)를 활

용한 3D-LSI(Large Scale Integration)의 제품 로

드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기술  동향에 따라 

재까지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에 의한 반도체 집

공정을 통해 칩(chip)의 고집속화는 진행이 되어 왔

으나, 이러한 반도체 집 공정의 물리  한계에 따라 

동일 칩의 기  직  연결을 해 최근에는 칩의 수

직 연결 는 수직 통합 개념의 3D 패키지 기술이 부

각되고 있다. 이는 집 도 향상뿐만 아니라 짧은 통

거리에 의한 빠른 신호 달과 낮은 력소비, 다양한 

칩들을 하나로 통합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1,2). 

특히, TSV 기술은 실리콘 내에 미세 비아 홀(via 

hole)을 형성하고 홀 내에 도 성 재료를 충 하여 

기 으로 연결하는 기술로서 기존의 와이어 본딩(wire 

bonding)과 비교하여 배선의 신호 특성 향상과 공간 

활용성등을 높여 고 도, 력, 다기능 통합 칩 모듈

의 구 이 가능한 장 을 가지고 있다1,2).이러한 TSV

의 매력 인 장 으로 인하여 학계  산업계에서는 

TSV 공정 기술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SV 공정은 비아 형성, 비아내 연층  확산 방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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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ous filling defects images in copper elec- 

troplating4)

형성, 비아 충 , 칩 합으로 크게 나  수 있는데 TSV

는 기존의 반도체 공정과 달리 높은 종횡비에 의해 많

은 기술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비아 직경이 

작아지고 높은 종횡비3)에 의해 비아 충  공정은 많은 

기술  이슈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충  기술과 재료

들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TSV 제조 기술  가장 핵심 인 비아 충  공정에 

한 재까지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에 해 정리하고 이

러한 기술들의 향후 기술  이슈와 용 가능성 등에 

해 논의 하 다.

2. Via 충  방법  재료

  TSV 충 을 한 소재는 낮은 응력, 높은 기 도

도, 그리고 높은 열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비아 충 을 

한 소재는 표 으로 구리(Cu), 텅스텐(W), 폴리 

실리콘(Poly-Si), 솔더(solder), 도 성 폴리머(polymer)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 소재에 따라서 충  기술도 

해도 , CVD, 폴리머 충 , 솔더 충 법등으로 나뉘

게 된다. 

2.1 Cu Electroplating

  해도 을 사용한 구리 충  방법은 이미 반도체 공

정에서 보편 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아 

충  기술의 표 인 방법이 될 것으로 단된다. 하

지만 비아 직경이 작아지고 높은 종횡비에 따라 비아내 

기공 억제(void-free)와 짧은 충  시간이 요구되고 있

다. 기공 발생 원인은 구리 해도 시 비아 벽 에 씨

앗층(seed layer) 증착이 필수 인데 높은 종횡비에 

의해 균일한 씨앗층의 증착이 어려워져 비아 입구와 비

아 바닥의 류 도가 달라지게 되어 불균일한 도 층

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결국 비아내 결함으로 이어

지게 된다. Fig. 2는 이러한 구리 해도  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을 보여 다4). 

  이러한 결함들을 해결하기 해 구리 충 을 한 다

양한 도 방법의 개선이 이루어 졌다. P. Dixit et. 

al.5)은 비아 , 아래의 류 도 차이를 이기 하여 

도 액의 젖음성을 향상시켜 도 하는 방식을 보고 하

으며 S. Lee et. al.6)과 G. Chang et. al.7)은 펄

스- 역펄스 착법  첨가제 최 화를 통해 높은 종횡

비의 비아를 충 하는 방식을 보고하 다. 젖음성 향상

을 통해 도  하는 방식은 비아벽과 비아바닥을 H2O2, 

NH4OH  DI water 용액으로 SiO2와 Si3N4 연막

의 처리를 실시하여 구리 도 용액의 젖음성을 향상

시키는 방식으로서 처리 용액은 연막 의 오염물

질들을 제거하고 표면을 활성화 시켜 좋은 젖음 특성을 

갖게 한다. 한 펄스-역펄스 착법은 류가 집 되

는 비아 입구에 역펄스 류를 인가하여 입구가 막히는 

상을 방지하며 류의 off-time 동안에 구리 이온과 

첨가제가 비아 내부로 확산되어 들어가 수 있어 기공이 

없는 완벽한 비아 충 을 이룰 수 있다.

  한 Fig. 3에 나타나 있듯이 블라인드 비아(blind 

via) 신 통 비아(through via)를 형성하여 비아 바

닥부에서 쪽으로 충 하는 상향식(bottom-up) 구리 

해도 법이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비아 바닥부에서

부터 구리가 도 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비아 입구가 막

히는 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높은 종횡비를 가지는 

비아에 해 기공등의 결함 없이 충 이 가능하다8,9). 

  이러한 다양한 구리 해도  방식의 개발에도 불구

하고 해도 시의 긴 충  시간은 TSV 공정비용을 상

승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MECE 2011 

conference에서 발표된 논문10)에서 빠른 충  속도를 

가지는 구리 해도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Table 1에

서 볼 수 있듯이 비아 직경이 10um까지는 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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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 Sputtering

(b) Al Sputtering

(c) DRIE etching

(d) Wafer thinning

(e) Al removing

(f) Dual side PECVD SixNy

(g) Copper seed layer sputtering

(h) Back-side electroplating

(i) Bottom-up electroplating

Si SixNy

Al Copper

Fig. 3 Concept diagram of bottom-up copper elec- 

troplating8,9)

Via profile 

(Dia. × depth, um)

Plating 

time(min)

Current 

density(mA/cm2)

5 × 50 40 5

10 × 50 10 25

20 × 65 15 25

10 × 100 30 20

20 × 100 30 15

30 × 100 25 25

Table 1 Filling time on various via size by using 

fast Cu CVD10)

Ejection head

N2 gas flow 
(Oxidation prevention)

Via

Si

Heat stage

Solder droplet

via filled with 
molten solder

Fig. 4 Schematic diagram and filling result of Molten 

Solder Ejection Method (MEMs)13)

이 10분까지 어드나 5um 직경의 충 에는 40분이

상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아 직경이 

10um 이하로 어들면서 비아 입구가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류 도를 낮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긴 공정 시간은 TSV 체 공정비용을 상승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빠른 충 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2.2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텅스텐(W)  폴리 실리콘(PolySi) 소재의 충 은 화

학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방법

을 사용하여 충 한다.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충  

방법은 작은 직경을 갖는 비아에 합하며 씨앗층의 증

착이 필요하지 않은 장 을 가지고 있다. 표 인 충

 소재는 텅스텐11)과 폴리실리콘12)으로서 텅스텐은 높

은 융 을 가지고 있어 열  안정성이 높아 via first 

공정이 가능하다. 

  한 열팽창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 

sion, CTE)가 4.5ppm/℃로 실리콘의 열팽창계수(약 

3.0ppm/℃)와 비슷하여 높은 신뢰성을 가지지만 구리

와 비교하여 높은 기 항을 가지며 400℃이상에서 

산화되기 쉽고 실리콘과의 착성이 좋지 않아 착층

이 필요한 단 을 가지고 있다. 폴리 실리콘도 열  안

정성이 높아 via first 공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큰 비

아의 충 에 합하지 않으며 높은 기 항으로 성능

을 하시키고 높은 증착 온도가 필요한 단 을 가진

다. 특히 화학 기상 증착법은 공정이 복잡하고 공정시

간이 수 시간(hour) 이상으로 공정단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3 Molten Solder Filling 

  솔더(Solder) 충  방법은 솔더를 용융하여 충 하

는 방법으로서 공정이 간단하고 빠른 충  속도를 가져 

높은 생산성과 낮은 단가로 충 할 수 있는 장 을 가

지고 있다. 솔더 충  방법은 다양한 연구가 소개되었

다. S. Ogawa et. al.13)은 MEMS내 TSV의 새로운 

솔더 충  방법을 제시하 는데 Fig. 4와 같이 용융 솔

더를 ejection head를 이용하여 떨어뜨려 비아내에 채

우는 방식을 고안하 다. 이 연구에서 용된 TSV 직

경은 150um이며 깊이는 300um 으며 솔더의 비아내 

젖음성을 하여 니 (Ni)/ (Au)의 젖음층을 증착 하

다. 떨어지는 솔더의 직경은 약 45um이었으며 방출

율(ejection rate)은 당 200drop으로 실시되었다. 

솔더가 떨어지는 동안 산화방지를 해 질소 가스(N2 

gas) 분 기에서 공정을 실시하 다. 충  결과 Sn- 

Ag 솔더가 기공없이 충  된 결과를 얻었으며 본 충  

방법은 낮은 손실율의 연결 공정이 가능하고 비아 충  

후 마이크로 범  형성이 연속 으로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비아 직경에 한계가 

있으며 비아 수가 증가하면 공정 시간이 증가하는 단

을 가진다.

  R. He et. al.14)은 충  소재인 주석(Sn)의 낮은 용

융 과 높은 열팽창계수로 인한 후 공정(pos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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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ackside grinding 
& polishing

(a) DRIE

(c) insulation (d) barrier/seed layer

(e) plating (f) wave soldering fill

(g) annealing (h) planarization

IMC IMC

Fig. 5 Schematic diagram of Sn-based IMCs filling 

process14)

(a) (b) (c)

(f) (e) (d)

(g) (h) (i)

Fig. 6 Schematic flow diagram and their initial 

result of  Cu-cored solder via filling method15)
에서의 주석의 재용융(re-melting) 문제와 실리콘과의 

열팽창계수 차이로 인한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하

여 비아내 주석 합  속간 화합물(Intermetallic com- 

pound, IMC)을 형성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 TSV 

직경은 130um 으며 Fig. 5와 같이 비아벽에 해도

을 먼  실시하여 구리 는 니 층을 형성한 후 용

융 솔더를 충 하고 어닐링(annealing) 공정을 실시하

여 구리, 니 층과 충  된 솔더의 반응을 통해 Ni3Sn4, 

Cu6Sn5의 속간화합물을 형성하 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없으나 시뮬 이션을 실

시하여 비아의 응력(stress)을 측하 는데 Ni3Sn4 

속간화합물이 충 된 비아는 기존 주석 충 보다 40~ 

45%, 구리보다는 14~15% 낮은 응력이 측되었다. 하

지만 이 방법 한 비아 직경이 작은 경우 용하기 어려

우며 복잡한 공정과 긴 공정 시간이 단 으로 상된다.

  R. He et. al.15)은 Cu-cored solder ball 충  방

법도 고안하 다. 이 방법은 주석과 실리콘의 열팽창계

수 차이로 인한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고안되

었으며 직경 110um, 깊이 200um의 TSV를 형성하고 

비아 벽 내에 타이타늄(Ti)/구리(Cu)/ (Au)의 젖음

층을 증착하 다. 그리고 Fig. 6에서 보이듯이 스텐실

(stencil)을 사용하여 Cu core ball을 비아내에 넣고 

비아 에 솔더 볼을 올려 놓은 후 리 로우(reflow)을 

실시하여 비아를 충 하 다. 그 결과, Cu-cored solder

는 비아내 충  되었지만 완벽하게 충  된 결과는 아

직까지 제시하지 못하 다. 이 연구에서는 시물 이션

을 통해 구리와 주석, Cu-cored solder의 열-기계  

특성을 분석하 는데 Cu-cored solder가 충  된 비아

의 열 응력은 구리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주석보다는 낮

은 결과를 보여줬다. 이 충  방법은 충  후 비아 자체

를 범 (bump)로 활용할 수 있고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이 추가되지 않는 장 을 

가지나 비아 직경이 작은 경우 충 에 한계가 있으며 

볼의 제어가 어렵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A. Tsukada et. al.16), R. Sato et.al.17)은 용융 

솔더를 가압하여 비아를 충 하는 방법을 보고하 다. 

충  방법은 Fig. 7과 같이 TSV가 형성된 웨이퍼

(wafer) 에 용융 솔더을 붓고 용융 솔더를 기계 으

로 가압하여 TSV내에 충 하 다. Fig. 8에서 보이듯

이 직경 0.2~20um, 깊이 8~200um의 비아를 충

하는데 성공하 으며 이 때 충  시간은 30~300

다. 본 충  방법은 다양한 비아 직경과 종횡비에 해 

실험을 실시하여 작은 직경을 갖는 비아와 높은 종횡비

를 갖는 비아의 충 을 성공 으로 완료하 다. 한, 

충  소재로서 높은 용융 과 낮은 열팽창계수를 갖는 

Bi-1.5Sn-3Ag 조성의 충  소재를 개발하 다. 개발

된 소재는 용융 이 271℃로서 후 공정 동안의 재용융

을 방지하고 액상에서 고상으로 상(phase) 변화 시 부

피가 팽창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충  소재의 수축

(shrinkage)에 의한 결함을 방지할 수 있다. 한 개

발된 소재의 시뮬 이션 결과 구리와 비교하여 낮은 열 

응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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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ssure reduction

Via

Si Wafer

2. Filling metal

3. Applying pressure

Fig. 7 Liquid metal pressure filling method16,17)

No No1 No2 No3 No4 No5

Dia./

Depth 

0.2㎛/

8㎛
0.8/18 2/40 15/270 20/200

AR  40 22.5 20 18 10

Relative 

Size
1 ×0.6 ×0.32 ×0.03 ×0.04

Cross

section

of

TSV

0.2㎛ 0.8㎛ 2㎛ 1.5㎛ 20㎛

Fig. 8 Filling result of via with various diameter 

and aspect ratio by using liquid metal pressure 

filling method16,17)

Molten solder 
P1

(Apply pressure)
Diffusion barrier/
Wetting layer

TSV 
formed 
Si Chip

Substrate 
Holder

(Apply vacuum) P2

P1>P2

Fig. 9 Schematic diagram of molten solder via filling 

by using  difference of preassure

(a) (b)

(c) (d)

Fig. 10 Cross-sectional SEM image of molten solder 

filling by difference of pressure,  (a) Dia.: 200um, 

depth: 675um, (b) Dia.: 30um, depth: 200um, 

(c) Dia.: 20um, depth: 200um, (d) Dia.: 10um, 

depth: 110um

  Y. K. Jee et. al.18)은 솔더 충 의 해도  & 리

로우법과 가압 침지(pressure Infiltration)법을 보

고 하 다. TSV 직경은 50um, 깊이는 150um 다. 

충  소재는 후 공정 동안의 높은 열에 의해 충  소재

의 재용융을 방지하기 하여 높은 용융 을 갖는 아연

(Zn)와 주석(Sn)-아연(Zn) 합 이 충  소재로 사용

되었다. 해도  & 리 로우 방법은 비아내에 먼  아

연을 해도  한 후 리 로우를 실시하여 용융 시킨 

후 용융된 아연을 질소(N2) 가스에 의해 가압하여 비

아내에 충 하는 방법이다. 가압 침지법은 용융된 이연

( 는 Sn-Zn 합 )내에 비아가 형성된 웨이퍼를 침지

시킨 후 질소(N2) 가스에 의해 용탕을 가압하여 비아

내에 충 하는 방법이다. 질소 가스의 압력이 증가 할

수록 비아내 솔더의 충 율은 증가하 다.

  다음은 본 자가 속한 연구그룹에서 개발된 고속 용

융 솔더 충  방법을 소개한다. Fig. 9는 진공과 솔더 

가압에 의한 웨이퍼 양단의 압력차를 이용한 용융 솔더 

충  방법의 모식도를 보여 다. 충  소재는 주석 

는 주석 합 을 사용하 으며 용융 솔더는 웨이퍼와 

 후 가압 는 면의 반 면에 진공을 형성하여 

비아내로 충  하 다19,20). 

  Fig. 10은 본 충  방법에 의해 충 된 다양한 직경

의 비아 단면을 보여 다. 직경이 작아지면서 충 에 

필요한 압력차는 증가하 고 진공을 사용함으로서 비아

내에 기공 없이 완벽한 충 을 이루었다. 충 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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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ross sectional SEM images of (a)  polymer 

printing, dia.350um, (b) spin-on liquid polymers, 

dia.30um, (c) vacuum lamination of dry film 

resist19,20)

Flame off 
electrode

Deep access
bond capillary

Silicon

SiO2

Metal

Gold

Dielectric

(h)

Fig. 12 Via interconnection by using bonding and 

dielectric material21,22)

(a) (b)

(d)

(h)

(c)

(g) (f) (e)

CNT forest Densified CNT forest

Ti/Au pad
Si chip 

with vias

BCB

Fig. 13 Illustration of the fabrication process of 

TSVs filled with densified CNT forests24)

을 미친 요인은 오직 압력차여서 공정이 간단하고 수 

(sec.)이내의 빠른 충  시간을 가짐으로서 높은 생

산성과 낮은 공정비용이 최  장 이다. 한 1:10 이

상의 높은 종횡비를 갖는 비아내에도 완벽하게 충 이 

가능하며 다양한 크기의 비아를 동시에 충  할 수 있

다. 본 충  방법은 진공, 가압, 는 진공과 가압을 동

시에 가하는 공정이 가능하여 블라인드 비아(blind 

via)와 통 비아(through via) 모두 용이 가능하다.

2.4 Other Filling Method

  폴리머 충 은 기존의 충  소재와 비교하여 매우 낮

은 가격으로 충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D. 

Saint-Patrice et. al.21)은 도 성 폴리머의 비아 충

에 해 보고하 는데 직경 350um, 깊이 725um의 

비아 내에 스크린 린틴(screen printing) 방법을 사

용하여 도 성 폴리머를 충 하 다. 한, P. Chausse 

et al.22) 역시 폴리머 충 에 해 보고하 는데 20~ 

100um 직경, 종횡비 1:1~1:5를 갖는 비아에 해 

기존의 구리 충 의 긴 충  시간을 이고 응력등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리를 비아내 완벽하게 충

하지 않고 비아벽내에 5~7um의 두께의 구리를 

해도 을 통해 먼  형성 한 후 나머지 공간은 폴리머

를 충 하여 단가의 충  공정을 구 하고자 하 다. 

이 때, 폴리머 충  방법은 액상 폴리머를 진공상태에

서 스핀 코 (spin coating)하는 방법과 폴리머 필름

을 진공 상태에서 열과 압력을 가하여 충 하는 방법을 

보고하 다. Fig. 11은 각각의 충  방법에 의해 폴리

머 충 된 결과를 보여 다. 폴리머 충 은 단가의 

충 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비아 직경이 

작아지면 용하기 어려운 단 을 가지고 있다.

  A. C. Fischer et. al.23,24)은 각각 (Au)과 니

(Ni) 와이어(wire)를 비아내에 삽입하여 연결을 실시

하 다.(Fig. 12) 이 방법은 기존의 인 라를 사용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지만 비아수가 많으면 공정시간

이 증가하여 결국 공정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비

아 직경이 작아지면 용 할 수 없는 단 을 가지고 있다.

  A. Gupta et. al.25)과 T. Wang et. al.26)는 충  재

료로서 탄소나노튜 (CNT)를 선택하 다. 탄소나노튜

는 매우 낮은 열  팽창과 Joule heating, 그리고 

electromigration 동안의 높은 류 도에서 fail이 

되지 않는 장 을 가지고 있다. A. Gupta et.al.은 화

학기상증착법에 의해 비아내에 직 으로 탄소나노튜

를 형성하 으나 이 경우 낮은 탄소나노튜  도가 

문제 다. 따라서 Fig. 13과 같이 T. Wang et. al.은 

높은 도를 갖는 탄소나노튜 의 비아내 충 을 하

여 기 에서 미리 성장시킨 탄소나노튜 를 기체 치

화(vapor densification) 공정에 의해 압축하여 탄소나

노튜 의 도를 높이고 그것을 비된 칩의 비아내에 

나란히(align)하여 200℃의 온도에서 본딩(bonding)을 

실시하 다. CNT-TSV의  항은 bulk와 비교하

여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체 인 제조 공정

이 복잡하고 비아 수의 증가와 직경이 작아지면 align

이 어려운 것이 단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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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향후 TSV기술은 자부품에 한 고 도, 력, 

고성능, 다기능성등의 요구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 요

성은 더욱 부각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SV 

요소기술  하나인 비아 충  공정의 다양한 방법과 

소재에 해 논의하여 보았다.

  TSV 기술은 용 분야  생산 & 수요환경에 따라 

각 공정들이 크게 달라지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이슈

(issue)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정이 

합한지에 한 그 단은 사용자의 몫이다. 비아 충  

공정 한 재 구리 해도 법이 가장 많이 사용 되

고 있으나 비아 크기 & 비아 수, 충  소재의 기  

특성, 비용, 공정 합성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비아 충

 공정과 재료들이 선택 가능하다. 이는 곧 다양한 비

아 충  공정들이 향후 TSV 기술이 보편화되면 그 사

용 가능성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

의 비아 충  공정은 재의 이슈들을 해결하고 소재 

 공정에 한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가치에 한 단은 아

직까지 이르며 향후 TSV을 이용한 3D 층 기술이 시

장에 선보이고 일반 인 기술로 부상하게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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