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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칩 테스트 로직을 이용한 TSV 결함 검출 방법

TSV Defect Detection Method Using On-Chip Testing Logics

안 진 호*

(Jin-Ho Ahn)

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on-chip test logic for TSV fault detection in 3-dimensional integrated 

circuits. The proposed logic called OTT realizes the input signal delay-based TSV test method introduced earlier. OTT 

only includes one F/F, two MUXs, and some additional logic for signal delay. Thus, it requires small silicon area suitable 

for TSV testing. Both pre-bond and post-bond TSV tests are able to use OTT for short or open fault as well as small 

delay faul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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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차원 IC(3-Dimensional IC: 3D-IC)는 기존 반도체용 다

이를 수직으로 층한 형태의 새로운 반도체 구조로서 고

도, 고성능, 소형, 그리고 낮은 제작 비용 등 다채로운 장

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형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층된 

다이들은 TSV(Through Silicon Via: 실리콘 통 비아)를 

통하여 상호 연결되는데 통 인 와이어본드(wire-bond) 

형태의 연결선 구조에 비하여 실리콘 웨이퍼를 통함으로

써 최단 거리를 형성함에 따라 고 도, 커패시턴스

(low-capacitance) 특성을 제공하며 인터포 (interposer) 제

작 비용이나 시간을 일 수 있다. 한 칩 체 인 크기

를 일 수 있고 인터커넥트 병목 상을 크게 일 수 있

으며 이종 기술이 용된 다이를 쉽게 층하면서도 기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력, 고속 구동을 가능  하는 

3D-IC 핵심 기술 분야이다[1]. 

그림 1에서 3D-IC 제작 과정을 요약하 다. 먼  TSV 

제작 공정으로 화학  는 기계  방식으로 반도체 웨이퍼 

상에 평균 직경 수 μm 내외와 수십 μm 내외의 높이를 갖

는 TSV를 형성한다.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의 평균 두께는 

수백 μm이므로 형성된 TSV를 외부로 노출시키기 하여 

웨이퍼 후면을 깎아서 얇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박화(thinning) 공정이라고 한다. 박화된 다이나 웨이퍼는 

매우 얇은 두께로 인하여 직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캐

리어 웨이퍼(carrier wafer)에 임시로 부착하여 층 공정을 

진행한다. 층을 한 본딩 과정에서는 metal-metal 본딩, 

실리콘 본딩, 그리고 착제를 이용한 본딩 등 다양한 방법

들이 시도되고 있다[2].

그림 1 3D-IC의 제작 과정

Fig. 1 3D-IC production flow 

그러나 3D-IC는 박화나 층과정에서 야기되는 결함으로 

인하여 기존 2D-IC에 비해 수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

져있다. 특히 양품 다이(KGD: Known Good Die)라 할지라

도 층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함이 있는 다

이를 사 에 검출하지 못하고 층시킬 경우 층 모듈 

체를 폐기해야하기 때문에 손실이 기하 수 으로 늘어난

다. 따라서 층 이 에 결함이 없는 양품 다이를 선별하고 

매 층 과정마다 결함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한다. 그림 2

와 같이 리본드 테스트(pre-bond test)는 본딩 이 에 다

이를 테스트하는 것을 가리키며 KGD 선별과 매칭(속도와 

력소모량을 등을 고려하여 동 의 다이를 선별하는 것)을 

총칭한다. 리본드 테스트를 통과한 웨이퍼 혹은 다이를 

Known Good Die(KGD) 혹은 Wafer(KGW)이라고 하며 이

를 층한 다이(Stacked Die)가 바로 3D-IC용 다이이다. 

KGD를 사용하더라도 층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부분 층 는 체 층 다이를 테스트하는 것을 포

스트본드 테스트(post-bond test)라고 한다. 포스트본드 테

스트를 통과한 층 다이를 패키징한 이후에 다시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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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를 실시하고, 최종 으로 시스템 수  테스트를 거쳐

서 3D-IC가 완성된다. 그림 2와 같이 3D-IC 테스트 과정은 

기존 2D-IC 비 매우 복잡하고 많은 단계가 필요하며[3], 

특히 기 단계에서의 고장검출 효율(test efficiency)이 

체 테스트 비용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 한 결함

이 발생한 TSV는 테스트 근 경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효율 인 테스트를 해서는 우선 으로 그 신뢰성

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리본드 단계에서 

TSV의 미세 결함을 사 에 측하고 검출할 수 있는 온칩 

테스트 회로 구조와 용 방안을 소개한다. 제안하는 온칩 

테스트 회로는 참고문헌 [4]에서 제안한 입력 신호 가변 기

법을 사용하며 리본드 단계는 물론 포스트본드 테스트 용

도로도 활용 가능하다. 본 논문의 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는 TSV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검출하

기 한 기존 테스트 방법들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

는 온칩 테스트 회로 구조와 사용방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

는 제안한 구조의 효율성을 기존 방식들과 비교하고 그 활

용방안을 설명한다.

그림 2 2D-IC와 3D-IC 테스트 과정 비교

Fig. 2 Comparison between 2D-IC and 3D-IC 

2.  기존 TSV 테스트 기법

리본드 단계에서는 우선 으로 싱  다이 테스트와 일

부 TSV 결함 테스트가 이루어지며 일반 웨이퍼 수 에서 

테스트가 가능하므로 작업 과정이 수월하나 박화 이  단계

에서의 TSV는 한 면이 웨이퍼 안에 은닉(그림 1 참조)되어 

있으므로 DFT(Design for Testability) 기법 외에는 다른 

테스트 방법 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지 까지 발표된 부

분의 리본드 단계 TSV 테스트는 TSV의 물성  특징 변

화를 추정하여 결함 여부를 검출한다. 먼  참고문헌 [5]에

서는 TSV의 한 쪽을 floating한 상태에서 DRAM에서 사용

하는 charge sharing 회로를 사용하여 TSV의 커패시턴스와 

항 특성을 측정하거나, 혹은 TSV의 한 쪽을 substrate에 

연결하고 ROM에서 사용하는 voltage diving 회로를 사용하

여 측정하는 방식을 용하 다. 그리고 TSV 산화물 증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pinhole 결함( 연막의 작은 흠을 통해 

TSV와 substrate가 상호 연결되는 상태)을 검출하기 하

여 TSV와 substrate간 설 류량을 측정할 수 있는 True 

Single-Phased Clocked(TSPC) D F/F 기반 회로가 [6]에서 

소개되었다. 본 방식은 정상 인 TSV와 웨이퍼(ground)간 

무고장 항치를 참조하여 측정되는 설 류량을 기 으

로 TSV 내부 pinhole 결함으로 발생하는 커패시턴스 변화

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한 참고문헌 [7]에서는 그림 3에서

와 같은 내장 회로를 이용하여 TSV 특성을 규정하고 측정

된 VTSV 결과에 따라 TSV의 결함 정도를 추정한다. 상기 

방법은 결함 정도에 따라 수리 가능한 TSV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다이 수율 향상을 유도할 수 있으나 TSV의 다양

한 결함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하드웨어 비용이 무 크며 

약한 결함을 가진 TSV의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사용된 테

스트 로직으로 인한 시간 지연  력소모 증가를 피할 수 

없다.  하나의 방식은 TSV와 기  사이의 항치를 측정

하기 한 설 류 센서 혹은 기  커패시턴스와 TSV 커

패시턴스를 비교할 수 있는 커패시턴스 릿지 회로를 추가

하는 것이다[8]. 본 방식은 감지 증폭 방식보다 좀 더 정

한 측정 결과를 유도할 수 있지만 각 TSV 별 추가되는 내

장회로의 크기가 기존 비 크게 증가하므로 다이 내 TSV

의 수가 일반 으로 수백~수천 개임을 고려하면 실용성은 

매우 부족하다고 단된다. 

그림 3 TSV short 검출회로  결함 진단표[7]

Fig. 3 TSV short detection circuit and defect table[7] 

참고문헌 [9]에서는 여러 개의 TSV를 그룹화하고 각 그

룹마다 하나의 인버터를 이용하여 링오실 이터를 구성한

다. 그리고 각 TSV를 경유하는 오실 이션 주기를 측정하

여 결함 여부를 측한다. 본 방식은 TSV 그룹 크기에 따

라 주기를 가변시킬 수 있으며 TSV 공정 변화(process 

variation)에 한 향을 일 수 있다. 그러나 측정된 오실

이션 주기를 분석하여 각 TSV의 결함여부를 확인하는 시

간이 별도로 필요하며, 링오실 이터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

차로 인하여 결함과 무결함 여부가 오인될 확률이 높다. 그

리고 [10]에서는 TSV의 R과 C의 값에 따라 신호의 상승/하

강시간 변화가 발생하는 에 착안하여 TSV 양단에 인버터

를 배치하는 링오실 이터를 구성하고 각 출력 컨버터의 문

턱치를 가변시키는 방식으로 TSV의 결함 정도를 측하

다. 상기 방식은 TSV 신호의 미세 지연시간을 측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2개의 다이가 합된 상태에서 2개의 TSV가 

페어로 구성되어야하며 슈미트트리거 인버터와 일반 C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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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SV 입력신호 상승 시 출력신호 형

Fig. 5 TSV output waveform at the input signal rising

인버터를 한 조로 사용하는 특수한 테스트 회로가 요구된

다. 이아웃 정보를 바탕으로 TSV 지연시간을 계산한 후

에 이를 기 으로 고장을 발생시키고 검출 가능한 패턴을 

자동 으로 생성하는 기법[11]은 지 까지 설명한 DFT 로

직이나 푸루버(Prober)를 이용한 식 테스트가 불필요한 

장 이 있다. 그러나 실험에 사용된 TSV 수나 구성이 단순

하여 실제 용 시 만족할만한 커버리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 푸루버를 이용한 식 테스트 방식[12]

은 테스트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TSV가 외부에 노출되는 박

화 과정 이후에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 발생하

는 흠 문제에 한 안 등이 요구된다.

그림 4 TSV 등가회로

Fig. 4 TSV equivalent circuits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로 수행된 리본드 단계에서 최

로 형성된 TSV들의 미세한 micro-void나 pin-hole 결함

을 검출할 수 있는 입력 신호 지연 기법[4]을 실제로 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4]에서는 void와 

pin-hole 결함을 그림 4와 같은 등가회로[9]로 모델링하고 

해당 회로에 한 입력신호와 출력신호의 지연 정도를 립

롭을 사용하여 디지털 벨로 확인함으로써 발생 결함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 다. 를 들어 그림 5에서 in은 TSV 

입력신호, out0은 무고장 TSV의 출력신호, out10은 

micro-void 결함이 발생한 TSV의 출력신호, 그리고 out20

은 pin-hole 결함이 발생한 TSV의 출력신호이다. 실험 조건

으로는 그림 4를 기 으로 결함으로 발생한 항 값을 3KΩ

으로 가정하 으며 커패시턴스는 59fF로 하 다. Void가 발

생한 치는 TSV의 한 가운데로 가정하고 x=0.5로 설정하

다. 일반 으로 void 결함의 경우 어든 커패시턴스때문

에 무고장 TSV에 비해 충/방 시간이 빨라진다. 그림 5를 

보면 v(out10)의 상승시간이 v(out0)에 비하여 빠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pin-hole 결함의 경우 추가된 항(RL)

으로 인하여 커패시터 충 시간은 늘어나지만 방 시간은 

어들며 그림 5에서 v(out20)의 상승시간은 v(out0)에 비하

여 느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4]에서는 TSV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시간 지연 차이를 립 롭의 셋업 시

간(setup time)을 이용하여 상호 비교하고 그 결과를 립

롭으로 출력하게 하 다.

3. TSV 미세결함 검출을 한 온칩 테스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온칩 테스트 회로는 참고문헌 [4]

에서 제안한 입력 신호 지연 방식을 사용하여 자동 으로 

TSV에서 발생한 미세결함을 측하거나 검출한다. 온칩 

TSV 테스터(On-chip TSV Tester: OTT)라 명한 제안한 

회로는 일종의 트랜시버로서 그림 6과 같이 TSV 양단에 배

치되어 하나의 OTT가 TSV 테스트 신호를 생성하면 다른 

OTT는 TSV를 경유하여 출력되는 신호를 장하는 구조이

다. 이 때 립 롭 장 시 은 TSV에 입력되는 테스트 

신호의 에지를 기 으로 발생시키는 지연 클럭을 이용하여 

결정되며 립 롭에 장된 값에 따라 결함 여부를 검출하

게 된다.

그림 6 온칩 TSV 테스터를 이용한 테스트 방법

Fig. 6 TSV test using on-chip TSV tester

그림 7 온칩 TSV 테스터의 내부 구조

Fig. 7 Block diagram of on-chip TSV tester 

그림 7과 같이 OTT는 D 립 롭, 립 롭 클럭 생성

기, 그리고 입력신호  립 롭용 클럭 선택기 등으로 구

성되어있으며, 테스트를 하여 각 TSV별로 하나씩 삽입한

다. OTT를 TSV마다 삽입하게 되면 회로면 이 증가하는 

단 이 있지만 각 TSV 입출력신호의 주기를 일정하게 맞춰

서 신호의 이상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OTT를 

스캔(Scan) 구조와 같이 직렬로 연결하면 외부 I/O의 수를 크

게 일 수 있다. OTT 입출력신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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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온칩 TSV 테스터를 이용한 리본드 TSV 테스트 방법

Fig. 8 TSV test using on-chip TSV tester in pre-bond stage 

tsv_out: TSV를 경유하여 OTT에 입력되는 신호

sin: 이  OTT 립 롭에서 출력되는 신호로서 각 

OTT의 립 롭에 장된 값을 외부로 shift-out

시키기 한 용도로 사용

ffclk: 이  OTT에서 생성한 립 롭용 클럭

tclk: 립 롭에 장된 값을 shift-out 시킬 때 사용하는 

클럭으로 ATE와 같은 외부 장비에 연결할 때 동기

화 용도로 사용

mode: OTT 동작모드로서 TSV를 경유하여 출력되는 테

스트 신호를 OTT 립 롭에 장하는 테스트 모

드(test mode)와 립 롭에 장된 데이타를 이웃 

OTT 립 롭으로 달하는 쉬 트 모드(shift 

mode)로 구분됨

t_din: TSV 테스트 용도로 입력되는 신호로서 지연 시간

을 고려하여 체 TSV 는 그룹 단 로 하나의 

t_din 신호를 공유한다. t_din 신호는 상승 천이 신

호와 하강 천이 신호 두 종류가 있으며 ffclk 속도

보다 느리게 입력한다.

dly_ctrl: 립 롭용 클럭을 만들기 해 t_din 신호의 에

지를 기 으로 립 롭 클럭의 에지가 지연되는 

정도를 제어하는 신호. 카운터 값을 이용하여 직  

지연시간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미리 결정된 지연

시간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도 가능함

dlyclk: t_din 신호의 에지를 기 으로 dly_ctrl에서 정의

한 값만큼 지연되어 발생하는 펄스이며 본 신호는 

이웃 OTT 립 롭의 장 시 을 알려 다. 펄스

의 폭은 사 에 결정하며 그 폭에 비례하여 t_din 

입력 속도가 결정된다. dlyclk 생성에 필요한 클럭 

생성부(edge detector, time delay, pulse gen.)의 순

서는 임의 변경이 가능하다. 

tsv_in: TSV에 입력되는 테스트 신호. 입력된 t_din 신호

를 바로 사용하거나 버퍼를 이용하여 지연시간  

세기를 조정할 수 있다.

sout: OTT 립 롭에 장된 TSV 테스트 신호의 결과 

값으로 쉬 트 모드 시 출력단까지 tclk 속도로 

된다.

그림 8은 리본드 단계에서 OTT 기반 TSV 테스트를 

한 회로 구성도이다. N개의 TSV를 테스트하기 해서는 

N+1개의 OTT가 필요하며 하나의 TSV에 연결된 2개의 

OTT는 각각 테스트 신호 입력과 출력을 담당한다. 그림에

서 OTT1이 TSV1으로의 테스트 신호 입력 신호를 발생시

키며 OTT2가 TSV1을 경유하여 출력되는 테스트 신호를 

장하며, TSV(n)에 해서는 OTT(n)과 OTT(n+1)이 상기 

역할을 하게 된다. TSV 테스트 신호의 입출력 시에는 버퍼

를 이용하여 신호 세기를 조정한다. 같은 t_din을 공유하는 

TSV 그룹은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되므로 1비트 sout을 통

해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호지연에 민감하지 

않은 tclk, mode, dly_ctrl 등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그림 8의 OTT 회로 연결 하에서 OTT1과 OTT2

를 이용한 TSV1의 테스트 과정을 그림 9의 신호 타이 도

를 통하여 설명한다. 먼  모든 OTT 립 롭을 0으로 

기화하고 테스트모드(mode=0)를 설정한다. 이후 OTT1의 

t_din 신호를 0에서 1로 상승시키면 천이 지 을 기 으로 

dly_ctrl에서 지정된 시간 후에 OTT1_dlyclk 펄스가 발생된

다. 한 상기 OTT1_tsv_in 신호는 버퍼를 거쳐 TSV에 입

력된다. TSV를 경유하여 출력된 신호는 OTT2의 tsv_out 

핀으로 입력된다. 이 때 OTT2_tsv_out 신호는 TSV에 입력

된 OTT1_tsv_in 신호 비 일정 시간이 지연되는데 그 크

기는 TSV에서 발생한 결함의 크기와 종류, 그리고 발생

치에 따라 달라진다. OTT2에 입력된 OTT2_tsv_out 신호는 

OTT1_dlyclk(=OTT2_ffclk)에 활성화될 때 립 롭에 장

된다. 장이 완료되면 테스트 모드를 쉬 트 모드(mode=1)

로 환하고 각 OTT 립 롭은 tclk을 기 으로 장된 

데이터를 이웃 립 롭에 순차 으로 송한다. 이와 같이 

상승 는 하강 천이 입력되는 t_din 데이터에 따라 다양한 

dly_ctrl 값으로 TSV 테스트 값을 도출하고 이를 통계 으

로 분석하면 발생 결함의 종류와 세기에 한 측과 검출

이 가능하다.

그림 9 온칩 TSV 테스터를 이용한 TSV 테스트 타이 도

Fig. 9 TSV test timing chart using on-chip tester 

OTT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데 특히 포스

트본드 단계 TSV 테스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0

에서 포스트본드 TSV 테스트 응용 를 나타내었으며 웨이

퍼 박화 이후 상단 다이의 OTT1에서 생성한 tsv_in 신호가 

TSV를 경유하여 하단 다이의 OTT2로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상단 다이의 TSV 테스트 값은 하단 다이OTT

에 장되어 출력되며 같은 방식으로 하단 다이 TSV는 추

가 층 이후 테스트 된다. 이 때 상단 다이의 TSV에서 출

력되는 tsv_out 값은 하단 다이 OTT에서 생성되는 dlyclk 

값을 기 으로 테스트되기 때문에 t_din의 입력 동기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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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맞춘다고 하여도 리본드 테스트 결과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리본드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dly_ctrl에 

한 sout 취합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10 온칩 TSV 테스터를 이용한 포스트본드 TSV 테스트 

방법

Fig. 10 TSV test using on-chip TSV tester in post-bond stage 

제안 

방식
[9] [10] [11]

미세결함(void, pin-hole 

등) 검출 가능 여부
O O O O

박화 이  리본드 TSV 

테스트 가능 여부
O O X X

박화 이후 리본드 TSV 

테스트 가능 여부
O O X O

포스트본드 테스트 용 

가능 여부
O X O O

TSV 1개당 추가되는 

H/W 오버헤드
Low

Very 

Low
Low

Medi

um

외부 I/O 핀 수 Low
Medi

um
N/A

Very 

Low

출력 결과 분석과정의 

복잡성
Low High High

Medi

um

표 1 제안 방식의 효율성 비교 

Table 1 Efficiency comparison of the proposed method 

4.  제안 회로의 효율성  활용방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OTT기반 TSV 테스트 방식은 기

존 TSV 테스트 방식 비 표 1과 같은 구조 인 장 을 제

공할 수 있다. 표 1과 같이 제안하는 방식은 박화 후 

리본드  포스트본드 테스트에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OTT용 립 롭을 기존 DFT용 스캔 립 롭으로 재사용

한다면 추가되는 하드웨어 면 도 크게 어들 수 있다. 

한 스캔 구조를 사용하므로 TSV 수와 계없이 은 수의 

외부 I/O만이 요구된다. 그리고 본 방식은 복잡한 신호 분석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ATE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이 가능하며 상용성이 매우 높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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