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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n effort to overcome the problems which arise when fabricating high-aspect-ratio TSV(through silicon via), we

performed experiments involving the void-free Cu filling of a TSV(10~20 µm in diameter with an aspect ratio of 5~7) by

controlling the plating DC current density and the additive SPS concentration. Initially, the copper deposit growth mode in and

around the trench and the TSV was estimated by the change in the plating DC current density.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the plating current density, the deposition rate during Cu electroplating differed at the top and the bottom of the trench.

Specifically, at a current density 2.5 mA/cm2, the deposition rate in the corner of the trench was lower than that at the top and

on the bottom sides. From this result, we confirmed that a plating current density 2.5 mA/cm2 is very useful for void-free Cu

filling of a TSV. In order to reduce the plating time, we attempted TSV Cu filling by controlling the accelerator SPS

concentration at a plating current density of 2.5 mA/cm2. A TSV with a diameter 10 µm and an aspect ratio of 7 was filled

completely with Cu plating material in 90 min at a current density 2.5 mA/cm2 with an addition of SPS at 50 mg/L. Finally,

we found that TSV can be filled rapidly with plated Cu without voids by controlling the SPS concentration at the optimized

plating current density.

Key words electroplating, via filling, copper, organic additive, SPS.

1. 서  론

최근 전자제품들의 소형화, 경량화, 다기능화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기판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도체 소자를 패

킹 할 수 있는 전자 패키지(package) 기술이 요구되고 있

다. 패키징에 있어, 상용되는 SiP(system in package)의 칩

과 칩, 그리고 칩과 기판 사이의 연결을 위해 대다수 와

이어 본딩(wire bonding)방식을 적용하여 왔지만, 최근에

는 3차원적으로 적층하는 3D 스택 방식인 TSV(Through

Silicon via)기술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1) 

TSV란 실리콘 내부에 via를 형성하여 소자와 소자, 소

자와 기판 사이에 신호 전달 통로로 사용하는 기술로써,

via가 소자의 열 방출 통로로 작용함으로써 패키지 온도

상승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와이어

본딩 방식은 외부의 와이어에 의하여 신호가 전달된다. 일

반적으로, 와이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저항이 높아지

고, 전류의 손실이 높아져 결국 주파수특성이 나빠지게

된다.

TSV 기술을 이용한 신호 전달은 소자 내부의 최단거

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전류와 신호의 손실이 적어 와

이어 본딩에 비해 고주파 특성이 월등히 향상되며 I/O

패드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패키지

사이즈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TSV기술을 이용하여 특

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via내부를 결함 없이 충진

(filling) 물질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Via 내부를 채우

는 전도성 filling 물질로써, 전기전도도와 도금특성이 우

수한 물질인 구리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3)

Via를 filling하는 방법으로는 CVD(Chemical Vapor De-

position), PVD(Phsical Vapor Deposition), 무전해 도금법,

등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전해 도금법이 가장 많이 보편

화 되어 쓰이고 있다. 전해도금법은 종횡비(aspect ratio)

가 큰 패턴 충진에 적합하며 전착 속도가 빠르고, 공정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via filling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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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4-6)

전해도금 시 기본적인 전해액(electrolyte)만으로도 충분

히 도금이 가능하지만, 조성과 농도에 따라 도금된 금

속의 물리적 성질의 변화 및 조절이 가능한 유기첨가제

(additives)를 이용하여 도금된 구리 전착막의 특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7,8) 유기 첨가제

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가속제(Accelerator), 억제제(Sup-

pressor), 그리고 평탄제(Leveler)가 있다. 가속제는 전해

액 내에 수소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켜 전해액의 pH를

낮추며, 전도성을 증가시켜 도금속도를 향상시킨다. 억제

제는 양극 표면에 점성층의 저항을 증가시켜 도금속도

를 낮추며, 평탄제는 모서리 같은 곳에 흡착되어 부분

적으로 도금을 방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9-11) 결함 없

는 via filling을 위해 첨가제와 함께 인가전류 세기 또

한 중요하다. 전류밀도가 클수록 도금 속도는 빠르나 via

입구가 우선적으로 막힐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결함을

발생시킨다. Via 내의 결함은 비저항이나 전기적 특성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결함없는 via filling이 절실히 요구되

고 있다. 전류밀도가 낮으면 비례적으로 도금의 속도 또

한 낮게 되면서 via내부의 결함은 없으나 공정시간이 많

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Via filling에 사용되는 시간 및

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속도는 향상시키며

공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기도금법을 이용하여 전류밀도

세기에 따른 via filling 특성을 확인하고, 유기첨가제 중

가속제(SPS)의 첨가량 변화가 via filling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p-Si(100) 기판에 DRIE(deep reactive ion

etching) 방식으로 42개의 칩 패턴을 형성하였으며, 1개의

칩에는 폭의 직경이10 µm, 15 µm, 그리고 20 µm인 via

패턴을 갖도록 나노종합팹센터(NNFC)에서 제작하였다. 

기판은 내벽에는 SiO2 절연층을 증착하고, 스퍼터링 공

정으로 확산방지 층과 Cu 씨앗 층(seed layer)을 형성하

였다. 확산방지막 층은TiN/Ti/TiN(600 Å) 증착하고, seed

layer는 1 µm 증착하였으며 각각의 종횡비는 5:1, 6:1, 그

리고 7:1이 되도록 하였다(Fig. 1). 

Via내부에 Cu seed layer가 형성된 TSV 기판을 다이

아몬드 절단기를 사용하여 크기 2 × 3 cm로 절단하였다.

절단된 wafer는 Cu 전기도금 filling용 음극(cathode)으로

사용되었고, 양극(anode)으로는 백금(Pt)을 사용하였다.

Anode와 cathode 사이의 거리는 0.5 cm 의 간격을 두고,

기준(reference) 전극으로는 Ag/AgCl전극을 사용하였으며,

구리 전기도금은 상온에서 실행되었다. 그리고 전류의 방

식은 직류전류(direct current, DC)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전류밀도를 2.5 와 5.0 mA/cm2을 사용하여 전류밀도의

세기에 따른 via filling을 비교하였다. 

Cu 도금을 위한 전해액(CuSO4·5H2O 157.134 g/L, H2SO4

5.847 mL/L, HCl 0.43 mL/L)에 유기첨가제는 가속제(SPS),

억제제(PEG), 그리고 평탄제(JGB)를 첨가하였으며 전해

액과 유기첨가제의 조성은 이전에 발표된 논문에서와 동

일한 실험조건을 사용하였다.12) 유기첨가제의 첨가량은

Table 1과 같다. 그 중 가속제 첨가량 변화에 따른 Cu

via filling을 확인하였다. 

도금 후 via 내부의 충진율 및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epoxy resin으로 mounting 후 polisher을 이용하여 경면

가공하고 단면을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y)으로 관

찰하였다.

3. 실험 결과

먼저 전류밀도 세기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DC

Fig. 1. FE-SEM cross-sectional image(bottom) and OM(optical

microscopy) top view image(top) of 10 µm via(aspect ratio = 7:1) in

TSV wafer.

Table 1. Condition of organic additive.

Sample No. SPS(mg/L) PEG(mg/L) JGB(mg/L)

#1 25 50 5

#2 50 5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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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밀도를 2.5 mA/cm2와 5.0 mA/cm2 사용하고 도금시

간 120 분에 대한 전류밀도 세기에 따른 트렌치(trench)

내부에서의 구리 전착 상태를 확인하였다. 전류밀도 5.0

mA/cm2일 때(Fig. 2(a)), trench바닥부분에 비하여 trench

위의 평면부분에 전착된 구리박막의 두께가 두껍게 성장

하였고, 특히, 모서리 부분의 구리 전착막 성장이 trench

벽면에서의 성장보다 큰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하

단 trench 벽면에서 보다 상단 trench 벽면에서 구리 전

착막이 두껍게 성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증착시간을 늘린

다면, 입구부 모서리 부분의 구리 전착막의 성장속도가

trench바닥이나 하단 trench 벽면에서의 구리 전착막 성

장속도보다 빨라 trench 입구가 우선적으로 막히게 되어

void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전류밀도를 낮추어

2.5 mA/cm2로 하였을 때, Fig. 2(b)에서 trench 내부 벽

면에서의 구리 전착막의 성장이 하단 부분과 상단부분

모두 균일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모서

리 부분에서 구리 전착막의 성장속도가 다른 부분들에

비하여 늦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기도

금법을 이용하여 전류밀도를 2.5 mA/cm2 사용 할 경우

가, 내부의 결함없이 trench filling이 가능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PS를 25 mg/L을 첨가하였을 경우(Fig. 3), Fig. 2의

trench 내부를 채운 결과와 유사하게 모서리 부분의 Cu

성장이 제어되고 via의 바닥부분이 먼저 차오르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Fig. 3의 모든 패턴에 대해 via 크기와

무관하게 90분 도금된 상태의 via의 벽 상단부분, via 의

모서리, 그리고 via의 위 평면에 성장된 Cu의 두께가 모

두 비슷함을 볼 수 있다. 반면에 via의 바닥부분과 via 벽

하단부분에서 전착된 Cu의 두께 및 채워진 정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Via 크기가 15 µm와 20 µm 패턴에 대

해(Fig. 3(a) and 3(b)), 90분 동안 도금된 상태를 살펴볼

때, via 바닥부분과 via 벽 하단부분에서 Cu의 도금속도

가 빠르고, via 벽 상단부분, 모서리, 그리고 via 위 평

면부분의 Cu 도금속도가 낮았다. 그리고 비교적 작은 via

10 µm 패턴은 도금시간 90 분에 대해 입구부분의 막힘

이 없이 상당부분 바닥부분부터 차올라 있는 상태로 보

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도금시간을 증가시키게 되

면 결함없이via filling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완벽하게 via내부를 채우기 위한 방법은 전류밀도 변

Fig. 2. Trench filling SEM images at current density (a) 5.0 and (b)

2.5 mA/cm2, when SPS, PEG, and JGB concentrations were 25, 50

and 5 mg/L, respectively.

Fig. 3. OM cross-section images of TSV Cu filling samples by SPS

concentration(25 mg/L): via size (a) 20 µm, (b) 15 µm and (c) 10

µm. Cu plating time was 90 min.



3D패키지용 Via 구리충전 시 전류밀도와 유기첨가제의 영향 377

화, 도금시간 변화, 유기첨가제의 변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가속제는 일반적으로 기판 표면에 흡착되어 Cu2+

이온이 환원반응을 하는 동안 Cu 도금에 대한 핵 생성

site의 수를 늘려주는 촉매역할로 인해 Cu의 전착속도를

증가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도금전류밀도 2.5

mA/cm2와 도금시간을 90분으로 동일하게 하고, 가속제

의 첨가량을 25 mg/L에서 50 mg/L로 증가시켜 도금속도

의 변화와 TSV Cu filling 상태를 확인하여 보았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via 위 평면 부분에 전착

된 Cu의 두께가 Fig. 3에서의 두께보다 두껍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류밀도가 직접적으로 Cu

도금속도에 영향을 준다. 

전류밀도를 동일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속제 첨

가에 의해 Cu 전착막 성장속도가 변화하였다. 이는 TSV

패턴 표면에 가속제가 작용하여 Cu의 성장에 촉진제 역

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에 의하며, 동일한 저

전류밀도를 사용하면서도, 가속제의 첨가량을 증가시킴에

의해 Cu filling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가속제의 첨가량 변화에 따른 충진율을 확인하기 위하

여 Fig. 5 와 같은 방식으로 via내부의 구리 전착 전 단

면적(Area S =비어있는 via hole 내부 단면적)과 구리

전착 후 단면적(Area A)의 비를 구하였다. 가속제 첨가

량 변화에 따via 크기별 충진률을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의 그래프에서, SPS 25 mg/L(전류밀도 2.5 mA/cm2,

도금시간 90분) 첨가한 경우, via 크기에 따라 약 40%~

80%의 충진율을 보였다. Via의 크기가 클수록 비어있는

via hole 내부 단면적(S)가 증가하여 낮은 충진율을 보

이고, via 크기가 작을수록 S가 작아지면서 높은 충진율

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가속제를 50 mg/L(전류밀도 2.5 mA/cm2, 도금

시간 90분) 첨가한 경우, 약 98%~100% 의 충진율로 거

의 완벽한 via filling이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하였다.

전기도금을 이용한 via filling시 DC 방식보다 PRC

(Pulse-reverse current)방식을 사용하여 역전류시 전해 에

칭시켜 via 입구부에 우선 막힘 현상을 막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13) 그러나 역전류시 전착이 아닌 에칭이

Fig. 4. OM cross-section images of TSV Cu filling samples by SPS

concentration(50 mg/L): via size (a) 15 µm and (b) 10 µm. Cu Plating

time was 90 min.

Fig. 5. 2D filling ratio of via.

Fig. 6. 2D filling ratio of via sizes(20 µm, 15 µm, 10 µm) using

different SPS concentration(25 & 5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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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루어지면서 공정시간이 증가하여 약 4~12시간의

긴 공정시간을 갖는 단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실

험 결과에 의하면, DC 전기도금법을 이용하여 전류밀도

제어와 유기첨가제의 조절을 통해, 종횡비 7인 via 크기

10 µm의 hole을 90분만에 결함없이 Cu filling을 시킴으

로서 공정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었다. 

4. 결  론

TSV Cu filling 시 사용되는 전류밀도의 세기와 유기

첨가제는 Cu 도금층의 성장 속도를 변화 시킬 뿐 아니

라 결함이 없는 도금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전류밀도가 5.0 mA/cm2의 경우 도금층 성장속

도가 빨라 via 입구부분이 via 하단부 보다 두껍게 증착

된다. 반면에 2.5 mA/cm2의 저 전류밀도를 사용 할 경

우에 전류밀도 5.0 mA/cm2를 사용할 때 보다 모서리 및

hole 벽면 상단 부분의 Cu 성장을 억제하여 바닥차오름

형태로 Cu filling이 이루어졌다. 본 실험 결과로부터, 저

전류밀도 2.5 mA/cm2가 결함없이 Cu filling을 할 수 있

는 최적의 전류밀도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최적 전류밀

도 2.5 mA/cm2 를 이용하여 가속제의 첨가량에 따른 via

filling 및 특성을 확인한 결과, 가속제의 첨가량을 25 mg/

L에서 50 mg/L로 증가시켜 Cu filling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DC방식의 전기도금법을 이용할 때,

전류밀도를 조절하여 via 모서리와 via 벽면상단 부분의

Cu 성장속도를 제어하여 TSV Cu filling이 가능하도록

하면, 이 최적화된 전류밀도에서 SPS의 첨가량을 조절

하여 완벽하게 via 내에 Cu가 채워지기까지의 공정시간

을 단축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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