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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고종횡비의 실리콘 관통전극(TSV)은 반도체 3차원 적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다. TSV의 충전은 주로 
전해도금을 이용하는데 무결함 충전을 위해서 도금액에 몇 가지 첨가제(억제제, 가속제, 평탄제)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는 첨가제 유무 따른 비아 충전 양상 및 무결함 충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아 충전 공정을 위해서 직경 10 um, 
깊이 50 um의 TSV가 패터닝된 웨이퍼를 준비하였으며 도금 후 단면을 관찰하여 도금의 양상을 비교하였다. 도금액에 첨
가제가 포함되지 않는 조건, 억제제와 가속제만 포함된 조건, 세 가지 첨가제가 모두 포함된 조건으로 비아 충전을 실행하
였으며 최종적으로 무결함 충전이 되는 첨가제 조건을 찾을 수 있었다.

1. 서론 

고종횡비의 실리콘 관통전극(TSV)을 결함 없이 채우는 기술은 반도체를 효율적으로 3차원 적층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
이다. TSV의 충전 공정은 주로 전해도금을 이용하며 도금액에는 무결함 충전을 위해서 세 가지의 유기첨가제가 첨가된다. 
이 세 첨가제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 억제제(suppressor), 가속제(accelerator), 평탄제(leveler)라 불리며 서로 상호작용하여 
도금 시 무결함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첨가제 유무에 따른 비아 충전 양상 및 첨가제 최적화를 통한 무결
함 충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본론  

비아 충전 공정을 위해서 직경 10 um, 깊이 50 um의 TSV가 패터닝된 웨이퍼를 준비하였다. 시간에 따라 도금이 진행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500 초부터 2500 초까지 500초 간격으로 단면을 관찰하였다. 실험 조건은 첨가제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첨가제가 포함되지 않은 도금액, 억제제와 가속제만 포함된 도금액, 세 가지 첨가제가 다 포함된 도금액으로 설정
하였다. 더하여 세 가지 첨가제가 다 포함된 도금액으로 도금했을 때, 평탄제의 종류를 달리하여 도금을 진행하였다.

Fig. 1. Cross-section OM images of TSV after gap-fill process with various levelers 

3. 결론  

첨가제의 유무에 따라 도금이 진행되는 양상이 다르며 특히 평탄제의 종류에 따라 도금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첨가제가 없이 도금을 진행할 경우 비아의 입구가 먼저 막혀서 비아 바닥에 보이드가 생성되었다. 억제제와 가속제만 
첨가하여 도금을 진행하였을 경우 전반적으로 벽이 균일하게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바닥부터 차오르지는 않으
며 비아 중심에 심(seam) 보이드가 발생하였다. 평탄제까지 포함하였을 경우 평탄제에 따라 양상은 다르지만 구리가 바닥
부터 차올라 무결함 충전이 가능한 첨가제 조건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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