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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칩의 고 도 패키징화에 발 맞추어, TSV 

(through-Si-via, 실리콘 웨이퍼 통홀) 기술을 이

용한 Si 칩의 수직 층 기술은 반도체 시스템 집 에 

매우 요한 기술이다. 자산업에서 자기기와 부품

은 칩의 2차원  배열인 2D 로부터, 인터포  상에 칩

을 평면으로 층한 2.5D 방식, TSV를 이용하여 칩

을 수직으로 층한 3D 방식, 다이 에 여러 개의 칩

을 수직으로 층한 5.5D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패키징 

산업은 고집 화  고성능화로 더욱 발 해 가고 있

다. TSV 기술을 포함한 이러한 고 도, 고집  패키징 

기술은 IoT(internet of things), AI(artificial in-

telligence), 5G(fifth generation) 통신, HPC(high 

performance computer) 등의 분야에서도 요한 기

술로서 자리 잡고 있다1,2).

  TSV 기술을 이용하면 크기가 작고 성능이 우수한 

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 인데, CMOS 

이미지 센서, 층 DRAM, 층 NAND 래시, SiP 

(system in package), 3D SOC(system on chip), 

HBM(high bandwidth memory) 등 다양한 분야에 

용될 수 있다1). 3D 패키징은 system integration 

등에 용될 수 있는데, 이는 2D, 2.5D 패키징에 비

해 속 거리가 짧아서, 디바이스를 최단거리 속 가능

하게 한다. Intel 등에서도 AI, 고성능 컴퓨터(HPC) 

등에 사용할 chiplet system integration 등에 3D 

패키징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들을 발표하 다3). 근

래 삼성 자 등 산업계에서는 12 DRAM 칩을 60,000

개 이상의 TSV를 사용하여 층한 보고도 있다4). ,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련

하여, 워 디바이스의 과  류 감지 등을 하여 TSV 

구조 배선을 이용하여 Rogowski 코일 류센서(coil 

current sensor)를 제작한 연구도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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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V 기술을 이용한 3D 층기술은 실리콘 웨이퍼

에 미세 통홀을 형성하는 과정, 통홀 내부 벽에 기

능 박막층을 코 하는 과정, 도성 물질을 통홀 내

부에 충 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통홀 노출과 웨이퍼 

박층화를 한 웨이퍼 연마(CMP, chemical mechan-

ical polishing), 범핑, 층과정을 통해 칩 간 직  

기  연결 통로를 확보하는 기술이다6,7). TSV 기술

은 칩 내부에 직  연결 통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다른 

칩과의 연결시 연결부의 길이를 최소로 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 항이 어들고 데이터의 송 속도도 

빨라진다. 메모리나, 로세서, 력소자, 센서/액추에

이터, 바이오칩 등 이종(異種)의 칩의 층이나, 후 

차량용 반도체나 빅데이터 처리용 디바이스 등에 더욱 

폭 넓게 용하기 해, 소형, 소비 력, 고성능을 

가진 3차원 실장기술의 발 이 필요하다1,8,9).

 

2. TSV 형성  DRIE 기술

  Si wafer에 TSV를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DRIE (deep 

reactive ion etching)법, metal-assisted chemical 

etching 법, 이 (laser)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

다. TSV 형성에는 DRIE 법이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Nd YAG 등을 사용한 이  드릴링법도 있

다. 이  드릴링법은 통홀 내부가 불균일하고 거칠

며, 외부 Si 웨이퍼 표면에 Si 용융 꺼기의 생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용에 한계가 있다10). DRIE 기술은 미

세 통홀 형성에 95% 정도 사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

인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11).

  DRIE 방법은 Bosch 공법과 극 온 공법(cryogenic 

process)으로 나 어진다. Bosch 공법은 Si 웨이퍼의 

등방성 라즈마 에칭 기술로서, 반응 챔버에 혼입된 

SF6, CF4, C4F8 등의 불화물 가스에 라즈마가 충돌

하여 가스 분자를 이온으로 변환시킨다. 주로 SF6 가

스에서 생성된 반응성 이온을 사용하여 실리콘을 에칭

(etching)시키고, 테 론(teflon)과 유사한 특성을 갖

는 C4F8 막으로 통홀의 측면을 보호(passivation)

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에칭을 하는 방법이다. 극 온 

공법은 Bosch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채꼴형(scallop) 

TSV 벽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개발된 공법이다. 식각 

과정 에 식각 방지층을 형성하는 O2 는 CHF3+ 

C4F8 가스를 SF6 가스와 같이 공 하여 Si의 연속

인 식각을 유도한다12). 이 과정은 등방성(isotropic) 

에칭 특징을 띄지만 해당 과정을 −110℃ 극 온으로 

진행하면, 극 온에서 화학  반응이 느려지게 되면서 

이방성 에칭(anisotropic etching)의 특징을 띄게 된

다13). 따라서 수직의 벽을 갖는 비아 제조가 가능하다. 

DRIE를 이용하여 TSV를 형성하는 장 은 다수의 홀

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는 과, 다양한 종횡비의 

TSV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을 들 수 있다. DRIE 방

법으로 0.5 mm 두께의 Si 웨이퍼에 통홀을 제조하

는데 약 100-1000회의 에칭/부동막 처리 과정이 필요

하다.

  이 를 이용한 방법의 장 은 불화물계 에칭 가스 

등의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TSV 형성을 한 별

도의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을 들 수 있다. 단

으로는 이 를 사용하여 형성한 술한 TSV 입구 

주변의 Si 스패터나 꺼기 외에, TSV 쪽에 비해 

바닥쪽의 직경이 조  작고, TSV 내벽이 거칠며, 종횡

비(aspect ratio)가 큰 TSV를 형성하기 힘들다는 을 

들 수 있다. 한편, metal-assisted chemical etching 

법의 장 은 간단하고 가의 공정으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4,15). 단 으로는 매로 주로 사용하는 Ag, Au, 

Pt 등이 고가이고 Si 으로의 확산으로 CMOS (com- 

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등의 성

능에 악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met-

al-assisted chemical etching 반응을 이용한 Si 의 

높은 종횡비(aspect ratio)를 갖는 TSV 제조 기술이 

보고되었다14,16). 이 방법은 Si 혹은 SiO2를 HF 가스를 

사용하여 H2SiF6로 식각하여 TSV를 제조한다. Matsuo

는 Si 칩 표면을 H2SiF6로 에칭하여 직경 수 ㎛ 종횡

비 100의 TSV를 형성하 다15,17).

  DRIE 법은 Si 웨이퍼에 해 식각과 보호층 증착을 

반복하며 수직에 가까운 TSV를 만들 수 있다. DRIE

에서 식각과 보호층 증착시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아래 

일련의 식들에 보인 바와 같다.

<DRIE chemical reactions>

① 에칭공정(etching term)

  SF6 + e- (from plasma) → SF5++F+2e- (1)

  Si (solid) + 4F (gas) → SiF4 (gas) (2)

② 보호막층 형성공정(passivation term)

  C4F8 + e- (from plasma) → C3F6 + CF2 + e- (3)

  nCF2 → (CF2)n (4)

  Fig. 1(a)는 DRIE 공정 진행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고, Fig. 1(b)는 실제로 제조된 비아 벽면을 보인 

것이다18). 비아 벽면은 수직홀의 형상을 나타내지만, 

에칭  보호막 층 반복 형성과정에서, Si 벽면을 미세

하게 보면 부채꼴(scallop) 형상을 나타낸다. 

  DRIE에 의해 제조되는 TSV 형상에는 Fig. 2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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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처럼 수직형 스트 이트(straight) TSV(Fig. 2 

(b, c)), 경사형(tapered) TSV(Fig. 2(a)), 항아리 

형 등방성(isotropic) TSV(Fig. 2(d)) 등이 있다. 일

반 으로 수직형 TSV가 많이 사용되는데, 도 액이나 

도  조건이 잘 조 되어야 결함 없는 Cu의 충 이 가

능하다. 그 지 않으면 류 도가 높은 입구 모서리 

부분의 동 도 층이 서로 연결되어 내부에 시임(seam) 

결함이 생성되기 쉽다. 이를 개선하기 해 모서리 부

분의 류 도를 낮추기 해 모서리 부분을 모따기

(rounding) 하기도 한다(Fig. 2(b)). 경사형 TSV는 

입구의 직경이 넓고 바닥의 직경이 좁은데, 다양한 경

사각을 만들 수 있으며, 경사형 TSV가 수직형 TSV나 

항아리형 TSV에 비해, 도 시 TSV 입구가 막히는 

상이 덜 하기 때문에 TSV 내 도  충 이 용이하다. 

자 등은 TSV 입구 직경 44.3 ㎛, 바닥 직경 34.2 ㎛, 

깊이 60 ㎛, 경사각도 11˚의 경사형 TSV를 제작하여 

용이하게 Cu 충 을 실시한 바 있다19). 반면 항아리형

은 TSV 입구 막힘에 의해 내부에 기공(void)이나 심

(seam) 결함의 발생이 용이하다.

3. TSV 내벽의 기능성 박막 코

  기능성 박막(functional layer)은 TSV 내부와 TSV

가 형성되지 않은 실리콘 웨이퍼에 연층, 합층, 시

드층 등을 코 한다. 코  물질  코  목 은 ① 

연층(insulating layer)으로서, 보통 SiO2, 혹은 SiN

을 TSV와 실리콘 웨이퍼의 기  연을 해 코

하고, ② 합층(adhesion layer)으로서 Ti 등을 TSV 

내부의 충  속(보통 Cu)과 실리콘 웨이퍼 사이의 

합력을 향상시키기 해 코 하며, ③ 시드층(seed 

layer)으로서 Cu나 Au를, 충  속(보통 Cu)의 

해도 을 용이하게 하기 한 처리로 코 한다.

  기능박막층의 코  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SiO2/ 

Ti/Cu
20)

와 같은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연층으로 형

성되는 SiO2의 경우 실 인(SiH4)을 이용하여 CVD로 

증착할 수 있는데, SiO2 CVD 증착 시의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SiH4 (gas) + O2 (gas) → SiO2 (solid, on Si surface)

+ 2H2 (gas) (5)

  합층인 Ti는 SiO2 등의 연층과 Cu 충  속 

양쪽과 합성이 모두 좋기 때문에 TSV 내벽표면의 

SiO2 층 에 박막으로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시드층

은 술한 바와 같이 충  속인 Cu의 해도 을 용

이하기 해 코 하는데, 주로 동종의 Cu 박막을 코

하지만20) Au를 코 한 사례도 있다.(Fig. 3)21) 자 

등은 SiO2, Ti, Au 층을 Si 벽 내측으로부터 TSV 쪽

으로 차례 로 코 하 다21-23).

Etching Passivation Etching

Photoresist 

SF6+plasma C4F8 gas SF6+plasma

Si-Wafer Si-Wafer Si-Wafer Si-Wafer 

(a)

SiVia

Wafer 

Scallop

(b)

Fig. 1  Schematics of TSV drilling by DRIE process (a), 
and magnified via wall fabricated by DRIE (b)18)

Si-Wafer Si-Wafer Si-Wafer Si-Wafer 

TSV

Seed layer Cu

Harder to Fill

Fig. 2 Relation between various TSV’s and Cu elec-
tro-deposited shapes

Si-Wafer 

SiO2 layer

Seed-layer

Cu

Fig. 3 Interface between Cu filling and Au seed layer on 
the via side wal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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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 층을 사용하는 이유는 산화방지  도 액 내에

서의 화학  안정성을 고려한 경우, Au의 특성이 Cu

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이다. Ti/Cu 는 Ti/Au와 같

은 속박막 형성은 스퍼터링(sputtering)을 이용하여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 등은 연층으로 1 ㎛ 

두께의 SiO2를 고 도 라즈마 CVD(high density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 HDPCVD)로 

코 하고, 이어서 Ti를 착층(adhesion layer)  Cu 

를 시드층으로 스퍼터 코 장치로(sputter coater) 증

착한 가 있다19). Cu 층은 기 도성도 좋고 Au층

에 비해 가이지만, 산화되기 쉽고 이후의 비아내 Cu 

도  충 공정에서 Cu층이 도 액 으로 용해되어 소

모되는 단 이 있다. Fig. 4는 기능박막이 TSV 내에 

형성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TSV 내면에 형성되는 시드층은 Fig. 4 보듯이 비아 

입구 부분이 두껍고 바닥 부분이 얇게 형성된다. 이러

한 상은 시드층 속의 스퍼터링 시 속 원자가 불

규칙한 방향으로 직선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비아 홀 

입구 부분은 바닥부분보다 속 원자가 증착될 확률이 

더 크며, 이로 인해 더 두꺼운 시드 층이 형성된다. 그 

결과는 Hong 등21) 의 연구에서 Fig. 5에 보인 것처럼 

스퍼터링된 Ti, Au 시드층과 이의 EDS 분석을 통해

서도 확인된다. 그림에서 보듯이 TSV 입구 부분에서

는 Au 시드 층이 두껍게 나타나고, 바닥 부분에서는 

얇게 찰된다. 

4. TSV 의 Cu 충  도  

  TSV 내벽을 기능성 박막으로 코 한 후에 도성 

속을 TSV에 충 한다. 보통은 해도 법으로 충

하지만, 바아 홀 직경이 1 ㎛ 이하로 아주 작은 경우나 

트 치(trench) 충 의 경우에는 무 해도 이 사용되

기도 한다. 습식 코 법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기도

법은 류를 흘려서 음극인 Si 웨이퍼의 비아 홀에 

속을 도 하는 방법이다. 해 도 시 속은 도 용

액상의 속이온( , Cu++)이 음극에서 자를 받아 

비아 홀 내벽의 기능성 속층에 석출된다.

  Cu++ + 2 e-→ Cu (6)

  음극에서 환원 석출되는 속이온의 무게(W)는 도  

류의 양에 비례하며, Faraday의 법칙에 의하여 계

산될 수 있다(Eq. 7).

  W=ZQ= (A/nF)Q = (A/nF)it (7)

단, Q ; 통 량이며, i ; 도  류(A), t ; 도  시간(s), 

Z ; 기화학당량(electrochemical equivalent) (g/ 

Coloumb), F ; Faraday 상수(96500 C/equivalent), 

n ; 가수  

  기 도 법에 의한 TSV 내 Cu의 충  방법은 공

정 비용이 비교  렴한 장 이 있으며, 도  류 

형의 조 이나 첨가제를 가한 도 액을 사용하여 결함 

없는 충 이 가능하다. , 실리콘 웨이퍼 내의 수 ㎛ 

직경의 작은 비아의 100 정도의 깊은 종횡비를 갖는 

통홀까지 도 이 가능하고, 양산이 가능하므로 TSV 

충 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TSV 내부 바닥부터 

Cu가 도 되는 방법  류 형 조 에 의한 방법은 

자 등 이 보고한 바 있다24). 그러나 Cu 기 도 에 

의한 TSV 충 시 류 도가 TSV 입구의 모서리 부

분이 높기 때문에 결함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TSV 

내에 Cu를 도 할 때 도 이 진행되는 형상에 따라서, 

subconformal, conformal, superconformal의 3 종

류로 구분한다(Fig. 6). Subconformal은 TSV 입구

부분에서 빠른 도 이 일어나며, TSV 내부가 Cu 도

되기 에 입구 도 층이 연결되어 내부에 기공(void)

결함이 생성된다. Conformal은 TSV 체 으로 균일

Cu, Au 

SiO2

Ti 

Si-Wafer 

Seed layer
Adhesion layer
Insulating layer

Fig. 4 Structure of functional layers on a TSV

Au

Si 

Au

via

(a)               (b)

Fig. 5  EDS analysis for the adhesion layer of Ti (a), and 
seed layer of Au (b) on a TSV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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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속도로 도 이 진행되며, TSV 내부에 시임 결함을 

남긴다. Superconformal 도 은 TSV 내부 바닥에서 

빠른 도 이 일어나는 bottom-up 충 으로 TSV 내

에 결함이 없는 도 부를 얻을 수 있다. 가속제의 농도

에 따른 TSV 바닥으로부터의(bottom-up) Cu 충 에 

하여 Hoffmann 등이 연구 보고한 바 있다25). 

  TSV에 Cu등 도 성 속을 충 할 경우, DC(di-

rect current) 기도 을 이용하면, 비아 홀 입구의 

모서리 부분에 류 도가 높아져서 비아 입구부에서 

착속도가 비아 바닥보다 빨라지는 sub-conformal 

도 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sub-conformal 

착을 방지하고 보이드와 시임 등 결함이 없는 충 을 

해서는 TSV 입구부에 류 도의 집 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해 펄스 류를 이용한 충 도 이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Lee 등26)의 보고에 의

하면, 펄스 류인 PPR(periodic pulse reverse) 

형에서도 환원 류 도를 -7~-10 mA/cm2 로 하고, 

산화 류 도는 30~50 mA/cm2 범 에서 가하며, 양

극  음극 극 사이의 거리를 3 cm 하 을 때, 도  

기에 비아 바닥부가 미처 도 되기 에 TSV의 입

구부가 막히게 되는 sub-conformal 착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TSV 내부에 보이드와 시임 등의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Fig. 7(a)). 

  때로는 비아의 간부분에서 먼  도 이 일어나서 

이들 도 부가 연결되면서, 비아 바닥쪽에 void와 seam 

등의 결함이 발생되는 도 이 나타나기도 한다 Hong 

등27)에 의하면, 평균 류 도 -7.71 mA/cm2의 

PPR 류 형을 이용한 Cu 충 에서 양극  음극 

극 사이의 거리를 3 cm 하 을 때, Fig. 7(b)와 같

은 Cu 충  형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펄스 류를 사

용하더라도 TSV 바닥부터 우선 도 되는 bottom-up 

도 이 부족하여, TSV 양쪽 벽에서 성장해 나온 구리 

층이 TSV 심부에서 만나 and middle point of via 

(b)27).

  도 작업에서 펄스 류는 음극에 도 을 일으키는 

환원 류와 과도 층을 다시 용해시키는 산화 류를 번

갈아 가한다. 이를 통하여, 환원 류만 흐를 때의 TSV 

입구 모서리부의 류 집 효과를 완화하여, 비아 입구

부에서 도 속도를 감시켜 비아 홀의 입구부가 막히

는 상을 억제한다. 펄스 류에는 산화 류 신 도

류를 0 으로 하여, 도 속도만을 0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나, 산화 류를 가하는 방법에 비해 과도  억제의 

효과가 떨어진다.

  펄스에 의한 류 형 조 에 더하여, 도 액에 도

Si-Wafer Si-Wafer 

Subconformal

Void

(a)

Si-Wafer Si-Wafer 

Conformal

Seam

(b)

Si-Wafer Si-Wafer 

Superconformal

Defect-free

(c)    

Fig. 6 Schematic of sub-conformal, conformal, super- 
conformal electro-plating of Cu in TSV

(a)

(b)

Fig. 7 Void creation by over-growth of electro-deposited 
Cu at the top point (a),26) and middle point of via 
(b)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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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억제제  가속제를 첨가하여 결함발생을 억제

하면서 빠른 도 을 하기도 한다(Fig. 8 참조). 억제

제로는 흔히 polyethylene glycol(PEG)를 사용하고
19,28), 가속제로는 bis-(3-sodiumsulfopropyl) disul-

fide(SPS) 등이 사용된다29). 

 TSV 내에 결함 없는 Cu 도  충 과 련하여, 

Hong 등21) 에 의하면 TSV 내 Cu 충 시 정(+)펄스 

류 도를 1000 mA/dm2 로 5 간 인가하고, 역

(-)펄스 류 도를 190 mA/dm2로 25 간 인가하

여 총 57.6 ks 동안 도 했을 때 결함이 없는 완 한 

Cu 충 을 할 수 있었다(Fig. 9). 

  Fig. 10은 TSV 내에 Cu의 빠른 도  충 을 하

여, 환원 류와 산화 류를 가한 후 짧은 시간 동안 

류를 인가하지 않는 휴지기간(current-off dura-

tion)을 두는 펄스-역펄스 류(PPR) 형을 이용한 

고속 해 도 법의 도 기구(plating mechanism)를 

보인 것이다.

  펄스-역펄스 류를 사용 할 경우, 환원 류 기간에 

TSV 내에 Cu가 도 되고, 산화 류 도가 걸리는 역

펄스 기간에 TSV 입구 모서리 등 과도 된 부분의 

Cu 층이 도 액 으로 다시 용해된다. 류가 꺼지는 

휴지기간에는 TSV 주 의 용해된 Cu 이온이 도 액 

속으로 농도차에 의해 확산해 퍼져나간다. 이런 과정으

로 인하여, TSV 입구는 막히지 않고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며, TSV 내부에 보이드와 시임 등의 결함이 억

제된다.

Leveler

Ti

SiO2

Cu

Suppressor (PEG)
Slow deposition

Accelerator

Fast deposition

Cu2+

Si-Wafer 

Fig. 8 Cu electro-deposition in TSV preferentially with 
additives

Si-Wafer Si-Wafer Si-Wafer 

Cu2+ Cu2+ Cu2+

Cu2+Cu2+

Cu2+
Cu2+

Cu2+ Cu2+

Cu2+ Cu2+

Cu2+
Cu2+

Cu2+ 

Cu2+ 

Cathodic
Current

(-)

Anodic 
Current

(+)

T(sec)

Fig. 10 Characteristics of periodic pulse reverse

Si-Wafer Cu-via

Fig. 9 Void-free electro-deposition of Cu in TSV(Cu fill-
ing in TSV in conditions of the forward pulse of 
1000 mA/dm2 for 5s and reverse pulse of 190 
mA/dm2 for 25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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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V 내에 Cu 충 시 펄스 류를 사용하면, 도 과 

에칭이 반복되기 때문에 TSV 내 Cu 충  시간이 길

어지는 단 이 있다. 따라서 TSV의 충  시간을 단축

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ong 등30) 은 

TSV 내 도 속도 향상을 해 Cu 합 을 사용한 

TSV 충 을 보고하 다. Cu-Ni 합  도 을 이용한 

TSV의 PPR도  충 에서, 순 속 Cu 충 에 비해 

도 시간 20분 기 으로 약 1.36 배 빠른 결함 없는 

고속 충 을 달성하 다. 한편, Ha 등31) 은 직경 3 ㎛, 

깊이 27 ㎛ 의 TSV에 해 도 액내의 sulfonated 

diall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copolymer 

(SDDACC) 첨가제 최 화를 통해, 단 3분만에 TSV 

내에 Cu의 충 을 완료하는 고속 Cu 충  연구 결

과를 발표하기도 하 다. 

  한, TSV 내 Cu 도 후 어닐링 처리시 TSV로부

터 Cu 도 층 돌출은 Si 재질의 TSV 벽과 Cu 도

층 사이에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한 응력을 유발하며, 

이는 Cu 도 된 TSV 계면의 균열  수명 단축을 일

으킨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Cu 도 층

의 돌출 억제가 필요한데, 이를 해 Cu-Ni 합  도

이 보고되었다. Jung 등32)은 TSV 내 Cu-Ni 도 을 

통하여, 450℃ 어닐링 조건에서 Cu-Ni 도 부(cu plug)

는 약 1250 nm 돌출되었는데, 이는 같은 조건에서의 

Cu 도 부 돌출길이 1360 nm 에 비해 8.8% 돌출 

길이가 감소된 것이다.

  한편, 2.5D, 3D 등의 집  반도체 디바이스의 패키

징 과정에서, TSV의 형성과 Cu 충  도  문제 이외

에도, Si 웨이퍼의 기계화학  연마(CMP)에 의해 웨

이퍼의 두께가 100 ㎛ 이하로 얇아짐에 따라, 웨이퍼

의 취 을 용이하게 하는 임시본딩(temporary bond-

ing, TB)  디본딩(debonding) 기술이 한 요해

지고 있다33-35). 디본딩과 본딩 성능은 모두 착제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착제  착 공정 기술에 해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즉, TB 착제 소재로

는 실리콘이나 폴리이미드 등을 사용할 수 있고, Si 웨

이퍼의 리어는 실리콘이나, 유리를 사용할 수 있으

며, 본딩 온도는 실리콘 착제의 경우 약 180℃ 내

외, 폴리이미드 착제의 경우 약 350℃ 정도이다. 본

딩부의 열  안정성은 실리콘 착제의 경우 약 250℃, 

폴리이미드 착제의 경우 약 350℃ 이상이다. 디본딩 

방법은 4가지 정도로 나  수 있는데, 열  슬라이드 

오 (slide-off)법, 화학  용해법, 이  보조법(엑시

머 이  등 사용), 리 트 오 (lift-off)법 등이 있

다36). 이에 한 보다 상세한 서술은 지면 계상, 이

후의 리뷰 논문에서 다루기로 하고, 문헌을 참고해 주

기 바란다. 

  이상에서 반도체 Si 칩의 3차원 층 실장을 한 

TSV 연구들에 해 살펴 보았다. 후의 3차원 실장

기술의 발 과 련하여, 웨이퍼 벨의 3차원 실장에

서는 웨이퍼 표면의 거칠기를 1 nm 이하로 하는 화학

기계  연마(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

ing), 웨이퍼 뒷면의 연마기술, 웨이퍼간의 합(WoW, 

wafer on wafer) 등1)도 IoT, 5G, AI, HPC 등 3차

원 실장 용분야의 원가 감을 해 더욱 연구할 필

요가 있다고 단된다.

 

5. 결    론

  본 고에서는 Si 웨이퍼에 TSV를 이용한 3차원 고

도 패키징에 하여 연구 동향을 조사 보고하 다. AI, 

IoT, 5G, HPC 등 많은 최신 혹은 미래의 자기기와 

기술 분야에서 고집  고성능 자패키징 기술이 필요

하며, 3차원 집 기술은 이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

고 있다. 3차원 실장 기술  집 도가 높은 Si 웨이퍼 

상의 TSV는 DRIE 공정에 의해 수직 홀을 만들고 실

장 도를 높이기 해 직경 수 ㎛ 정도의 TSV를 형

성하고, 종횡비 100의 아주 깊은 홀까지 제조한다. 이

러한 TSV의 고 도화에 동반되는 TSV 간의 Cu 이동

(migration)에 의한 연 괴, TSV의 항, 인덕턴스 

등 기  문제, TSV의 상호 간섭 문제, Cu 도 층의 

결함 억제와 빠르고 정확한 결함의 탐지, 응력발생, 웨

이퍼의 보다 미세한 연마  생산성 향상 등을 해결하

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후 가속

화하는 자기기와 부품의 성능발 과 경박단소화에 

응하여 Si 칩의 3차원 층기술에 한 더 많은 연구

와 발 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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