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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자 부품 패키징에서 각 칩의 접합법으로 사용되

던 2 차원 접합법을 대체하기 위해 칩을 3 차원으로 적층 

하려고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가장 고집화를 

이룰수 있는 방법으로는TSV(Through silicon via)를 이용

한 3 차원 패키징 방법이 있는데 이는 실리콘 웨이퍼에 관

통홀(through via)을 형성, 관통홀에 도전성 금속인 Cu를 

전해도금으로 충진 시킨 후 칩 위에 형성된 범프를 통해 

칩들을 연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3 차원 패키징 기술을 

사용할 경우 제품의 크기, 무게, 전력의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신호를 전달이 가능함으로써 

제품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1). 
3 차원 패키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는 관통홀 

형성기술, 관통홀내 전도성 물질 충진 기술 및 칩간 연결

기술을 꼽을 수 있다. 이중 관통홀 형성기술은 DRIE(Deep 

Reactive Ion Etching)를 이용한 방법과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2)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은 별도의 

마스크 없이 관통홀이 형성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

나 관통홀 개부구 주변에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정밀한 

Aspect ratio로 via의 형성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주로 DRIE를 이용한 관통홀의 형성방법을 많이 사용하

고 있다. 관통홀내 전도충진 물질로는 비용적인 측면과 전

기전도를 고려하여Cu가 주로 쓰이고 있다. Cu를 관통홀 내

에 충진 하기 위해 전해도금법과 무전해도금법 을 사용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해도금의 속도가 무전해도금의 속

도 보다 빠르기 때문에 실제 충진 방법으로는 전해도금법

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3)

2. 실험 방법  

.   
본 연구에서는 3 차원 패키징 기술을 실리콘 웨이퍼에 

적용하기 위해서 최근에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실리콘 웨이

퍼에 DRIE 로 직경 30 ㎛의 via 를 형성하고 Cu 를 전해도금

을 통해 형성된 via에 충진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차원 패키지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웨이퍼에 via 를 형

성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Via 형성을 위해 DRIE 법으로 

직경 30 ㎛ 깊이 60 ㎛ 의 Straight 형의 via 형성하였다. 

그림. 1에 Straight via 형성 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Fig. 1 Flow of DRIE Process 

 

형성된 Straight 형의 via 에 열산화법으로 SiO2 층을 형성

하고, 접합층인 Ti 층, 전해도금을 위한 seed layer 로써 

Au 층을 Sputtering 증착 하였다. 그림 2 에 Straight 형의

via 에 증착된 SiO2 와 Ti/Au 층을 SEM 사진으로 나타내었

다. 이렇게 형성된 Via 에 Pulse 와 Pulse-Reverse 전류를 

이용하여 Cu 전해도금 하여 충전을 진행하였다.  

 

 
 

Fig. 2 Via formation 

  
3. 실험 결과  

 
 그림 3 은 Straight 형의 via 에서의 Cu 충전 결과를 나타

난 SEM 사진이다. Pulse 전류를 가했을 경우 관통홀의 모

서리(edge) 부분의 전류밀도 집중에 의한 도금막의 급속한 

성장으로 개구부가 막히고 Void 가 생기는 현상 발생하였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짧은 도금시간

으로 높은 전류밀도를 요구하는 경우  Pulse  도금 방법은 

충진률에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었다.  

그림 4 는 Pulse-Reverse 전류를 이용하여 Cu 충전을 실

시한 결과이다. Pulse-Reverse 전류는 Pulse plating 과 

비교하여 current off time 을 걸어주는 것이 특징으로 

Off time 에 의한 전류밀도 집중이 완화되면서 높은 전류

밀도로 짧은 시간에 filling 가능한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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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Pulse plating 

 

 
Fig. 4 pulse-reverse plating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TSV 기술 중 DRIE 이용하여 실리콘 웨이퍼 

내부에 30 ㎛의 via 를 형성하여 Pulse, Pulse-Reverse 전

류를 통해 형성된 via 에 Cu 를 충진 하였다. 도금결과 

Pulse 전류를 사용하여 도금을 하였을 경우 via 의 모서리

(edge) 부분에 도금막의 급속한 성장으로 void 가 생성되

어 Cu 가 균일하게 충전되지 않았다. 반면 Pulse-Reverse 

전류를 사용하여 Cu 를 충진 하였을 경우는 current off 

time 의 영향으로 전류밀도 집중이 완화되면서 높은 전류

밀도로 짧은 시간에 filling 가능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충전방법은 Pulse-Reverse 전류를 이용함

으로써 30 ㎛ 급의 미세피치를 구현하고 공정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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