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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실험 설계법을 통해 인터포저에서 Through Silicon Via (TSV) 및 Redistributed Layer (RDL)

의 구조적 변형에 따른 삽입 손실 특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때 3-요인으로 TSV depth, TSV diameter, RDL width를 선

정하여, 구조적 변형을 일으켰을 때 400 MHz~20 GHz에서의 삽입 손실을 EM (Electromagnetic) tool Ansys HFSS(High

Frequency Simulation Software)를 통해 확인하였다. 반응 표면법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RDL width

의 영향이 감소하고 TSV depth와 TSV diameter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분석 범위 내에서 RDL width

를 증가시키면서 TSV depth를 감소시키고 TSV diameter를 약 10.7 μm 고정하는 것이 삽입 손실을 가장 최적화 시키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Insertion loss according to the structural variant of interposer to Through Silicon Via (TSV)

and Redistributed Layer (RDL) was studied through design of experiment. 3-Factors was considered as a variant, TSV

depth, TSV diameter, RDL width with factor arrangement method and the response surface method from 400 MHz to

20 GHz.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as the frequency increased, the effect of RDL width was decreased and the

effect of TSV depth and TSV diameter was increased. Also within the analysis range, to increasing RDL width, decreasing

TSV depth, and fixing TSV diameter about 10.7 μm was observed optimal result of Insertion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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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High-Performance Computing (HPC), 빅데이터, 인공 지

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Internet of Things (IoT) 등 크

고 복잡한 데이터의 연산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술들로 인

해 요구되는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고 있다. 기존의

Access Memory (DRAM)은 소비전력, 데이터 처리 속도,

데이터양에 중점을 두어, Graphics Double Data Rate

(GDDR), Low Power Double Data Rate (LPDDR)과 같은

형태로 진화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DRAM 기술들은 wire

bonding 혹은 flip chip bonding을 적용하여 제작되기 때

문에 데이터 처리속도 증가에 있어 물리적 한계에 도달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2) 그에 따라 기존의

DRAM 기술들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많은 데이터양을

처리하는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새로운 형태의

DRAM 적층 기술인 High Bandwidth Memory (HBM)이

등장하게 되었다. HBM은 DRAM을 TSV를 통해 적층

하여 인터포저 기판을 통해 프로세서를 하나의 패키지

로 구현한 메모리로, 2013년 10월 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JEDEC)에서 산업 표준으로 채택되

었다.3) HBM 기술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TSV인데, 기존

DRAM 기술들이 wire bonding으로 접합되어 전자기적

통로가 되는 것과는 달리 HBM은 TSV를 이용해 통신

하기 때문에 전자기적 통로가 짧아져 더욱 빠른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4-6) 현재 HBM은 High Bandwidth

Memory 2 Extended (HBM2E)까지 양산되고 있으며

HBM2E 기준 8개의 DRAM적층, 3.6 Gbps의 데이터 처

리, 1024개의 I/O개수를 특징으로 한다.7-8) 특히 HBM 구

조에서 인터포저는 내부의 RDL과 TSV를 통해 DRAM과

프로세서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신호 전

†Corresponding author
E-mail: gkim@kangnam.ac.kr

© 2021, The Korean Microelectronics and Packaging Socie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98 박정래·정청하·김구성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8권 제4호 (2021)

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

라서 인터포저에서 신호의 손실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찾

아 규명하는 것은 데이터 처리 속도 및 전력소모 특성을

중시하는 HBM에 있어 중요하다.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inite Element Analysis (FEA) Tool을 이용해 인터포저의

구조적 변화를 주었을 때의 전자기적 특성 변화를 확인

하였다. 구조적 변화는 인터포저 내부의 TSV depth, TSV

diameter, RDL, width 세 요인으로 지정하였으며, 해석 결

과를 DOE를 통해 분석하였다.

2. 본 론

 Fig. 1은 HFSS(High Frequency Simulation Software) 3D

layout tool을 이용해 설계한 HBM 인터포저의 일부를 추

출한 그림으로 인터포저 내부는 상부 RDL, TSV, 하부

RDL로 구성된다. 상부 RDL은 인터포저 위에 적층 되는

메모리와 프로세서의 통신 역할을 수행한다. 하부 RDL

은 Ball Grid Array (BGA)와 연결되어 I/O 신호를 입출력

하는 역할을 하며 인터포저 내부 중심에 있는 TSV는 상

부 RDL과 하부 RDL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TSV에 주

로 사용되는 소재는 copper, tungsten, aluminum이 있으며

RDL은 copper를 주로 사용한다. 본 해석에서는 TSV와

RDL의 소재로 copper를 적용하였으며 TSV구조는 SiO2

박막 내부에 copper가 채워진 형태이다.

2.1. 유한요소 해석

인터포저 내의 TSV depth, TSV diameter, RDL width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S-parameter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EM Solver HFSS에서 HBM 인터포저

를 Fig. 1과 같이 모델링하였다. 이때 TSV depth, TSV

diameter RDL width를 3-요인으로 선정하여 각 요인 값에

변화를 주어 400 MHz부터 20 GHz까지의 주파수 영역에

서 S-parameter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2.2. 실험계획법

모든 요인과 수준의 조합에서 실험하는 것은 많은 시

간과 계산이 소요된다. 실험계획법(DOE)은 실험횟수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실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 소프트웨어인 Minitab를 사용하

였으며, 실험계획법의 기법으로 완전요인 배치법과 표면

반응법을 적용하였다. 두 가지 실험계획법에서 공통적으

로 400 Mhz에서 20 GHz 사이 주파수범위 내의 교호작용,

주 효과 및 최적의 설계를 찾기 위해 가장 낮은 주파수인

400 Mhz 가장 높은 주파수인 20 GHz 중간 주파수인 10

GHz에서 3-요인에 대한 S-parameter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때 3-요인은 각각 TSV depth, TSV diameter, RDL width

이며, 수준은 Table 1과 같이 적용하였다. 각 요인의 수준

(Lau, H. John 2016)10)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2.2.1. 완전요인배치법

완전요인배치법은 각 요인들의 수준을 설정하여 모든

조합에 대해 실험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를 통해 각 인자

의 주 효과 및 교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 Fig. 2-4는 0.4

GHz, 9.9 GHz, 19.4 GHz의 주파수에서 각 요인의 주효과

를 나타낸 것이며 기울기가 클수록 해당 인자에 의한 효

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0.4 GHz에서 가장 큰 기울

기를 나타낸 것은 RDL width이며 이때 주파수가 증가할

수록 RDL width에 의한 효과는 감소하고 TSV depth로 인

Fig. 1. HBM interposer design.

Table 1. Control Factors and Their Level

Control Factor
RDL width

[μm]

TSV depth

[μm]

TSV diameter

[μm]

Low Level 2.5 52.5 2.5

High Level 7.5 152.5 7.5

Fig. 3. Main effect at 10 GHz.

Fig. 2. Main effect at 0.4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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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Fig. 5-7은 각 요인 간

교호작용에 대해 나타내고 있으며 선 사이의 기울기가 유

의하면 교호작용이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0.4 GHz

에서 교호작용은 모든 요인들 간에 강하게 나타났으며 주

파수가 10.4 GHz와 19.4 GHz에서는 TSV depth와 TSV

diameter에 의한 교호작용만 나타나며 다른 요인 간의 교

호작용은 없거나 미미하게 나타났다.

2.2.2. 반응표면분석법

반응표면분석법은 여러 개의 요인들이 교호작용을 할

때 교호작용의 영향을 2차함수의 곡선으로 표현하여 반

응표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최적 반응 값을 찾을 때 사

용하는 회귀 분석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표면반응법

중 실험횟수를 최소로 하기위해 Box-Behnken Design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요인들의 범위를 중심점을 기준으로

정육면체 표면을 최대값으로 하여 반응표면을 분석하였

다. Fig. 8은 Box-Behnken Design을 통해 도출된 결과

이며 개별 만족도(d) 및 종합만족도(D)가 1을 만족하므

로 이상적인 설계임을 확인하였다. 이때 각 요인 별 최

적 값은 대략 RDL width 7.3 μm, TSV depth 52.5 μm, TSV

diameter 10.7 μm 나타났다. Fig. 9-11은 표준화된 효과의

Pareto 차트를 나타내며 어떠한 인자 또는 인자의 조합이

삽입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시

각적으로 알 수 있다. 0.4 GHz에서는 기준선 2.306을 통

과하는 RDL width, TSV diameter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

타내었고 그 중 RDL width가 가장 큰 영향을 보였다. 10

GHz와 20 GHz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기준선 2.31을 통과

Fig. 4. Main effect at 20 GHz.

Fig. 5. Interaction at 0.4 GHz. 

Fig. 6. Interaction at 10 GHz. 

Fig. 7. Interaction at 20 GHz.

Fig. 8. Response optimization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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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TSV depth, TSV diameter, RDL width, TSV depth-

diameter 조합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 중 TSV

depth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으

로 큰 영향을 끼지는 것은 TSV diameter이다. 이때 10 GHz

에서 RDL width가 RDL width-TSV diameter 조합보다 상

대적으로 큰 영향을 보였으나 20 GHz에서는 둘의 차이

가 미미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터포저 구조에서 RDL width, TSV

depth, TSV diameter 변화에 따른 20 GHz까지의 삽입손

실 변화를 실험계획법을 통해 해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완전요인배치법을 사용하여 주 효과와 교호작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 0.4 GHz에서 삽입손실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은 RDL width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에서

교호작용이 확인되었다. 10 GHz와 20 GHz에서는 RDL

width의 영향은 감소하고 TSV depth의 영향은 커지는 것

Table 2. DOE table

Std Order Run Order
RDL width

[μm]

TSV depth

[μm]

TSV diameter

[μm]

Insertion Loss [dB]

@0.4GHz @10GHz @20GHz

4 1 7.5 152.5 10 -0.10152 -0.20932 -0.38146

1 2 2.5 52.5 10 -0.12495 -0.17577 -0.24036

7 3 2.5 102.5 15 -0.12613 -0.18975 -0.27807

5 4 2.5 102.5 5 -0.14566 -0.23452 -0.39045

14 5 5 102.5 10 -0.10557 -0.17909 -0.28269

2 6 7.5 52.5 10 -0.09686 -0.14157 -0.18906

3 7 2.5 152.5 10 -0.12979 -0.25036 -0.45631

15 8 5 102.5 10 -0.10557 -0.17909 -0.28269

9 9 5 52.5 5 -0.11164 -0.16028 -0.22633

10 10 5 152.5 5 -0.13666 -0.27574 -0.53587

6 11 7.5 102.5 5 -0.11651 -0.19773 -0.33381

11 12 5 52.5 15 -0.10448 -0.14971 -0.19712

8 13 7.5 102.5 15 -0.10069 -0.16061 -0.23735

12 14 5 152.5 15 -0.10718 -0.19619 -0.33409

13 15 5 102.5 10 -0.10556 -0.17909 -0.28269

Fig. 9. Pareto chart at 0.4 GHz.

Fig. 10. Pareto chart at 10 GHz.

Fig. 11. Pareto chart at 20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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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TSV depth와 TSV diameter를 제

외한 다른 조합에서는 교호작용의 효과가 없거나 미미해

졌다.

2) 반응표면법(Box-Behnken)을 사용한 결과 20 GHz내

에서 각 요인 별 최적 값은 RDL width, TSV depth, TSV

diameter의 값이 약 7.3 μm, 52.5 μm, 10.7 μm에서 삽입손

실이 최소화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Pareto차트를

확인한 결과 0.4 GHz에서 삽입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유

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것은 RDL width, TSV diameter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RDL width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10 GHz와 20 GHz에서는 공통적

으로 삽입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것은 TSV depth, TSV diameter, RDL width, TSV depth-

diameter 조합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TSV depth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3) 완전요인 배치법과 반응표면법의 분석결과로 미루

어 보아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RDL width에 대한 영향은

감소하고 TSV depth, TSV diameter에 대한 영향은 커지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skin effect의 효과로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가 TSV와 RDL의 표면으로 흐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터포저의 삽입손실 특성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RDL width는 증가시키고 TSV depth 낮

추며 TSV diameter는 약 10.7 μm의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

이 20 GHz까지 주파수 대역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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