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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ed step-coverage enhancement process (SSEP) using Pd/Cu/PVP colloids was investigated for the
filling of through silicon via (TSV) without void. TEM analysis showed that the Pd/Cu nano-particles were
well dispersed in aqueous solution with the average diameter of 6.18 nm. This Pd/Cu nano-particles were
uniformly deposited on the substrate of Si/SiO2/Ti wafer using electrophoresis with the high frequency Alter-
nating Current (AC). After electroless Cu deposition on the substrate treated with Pd/Cu/PVP colloids, the
adhesive property between deposited Cu layer and substrate was evaluated. The Cu deposit obtained by SSEP
with Pd/Cu/PVP colloids showed superior adhesion property to that on Pd ion catalyst-treated substrate. Finally,
by implementing the SSEP using Pd/Cu/PVP colloids, we achieved 700% improvement of step coverage
of Cu seed layer compared to PVD process, resulting in void-free filling in high aspect ratio TSV.

Keywords: Seed step-coverage enhancement process (SSEP), Pd/Cu/PVP colloids, Through silicon via (TSV),
Electrophoresis

1. 서 론

최근 전자제품의 소형화, 다기능화 요구가 증가

함에 따라 반도체 칩의 배선 선폭이 지속적으로 줄

어들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공정에서의 배선 선폭

감소가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하여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써 실리콘 관통전극(through silicon via, TSV)

을 이용한 3차원 패키징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TSV를 이용한 3차원 패키징 방법은 실

리콘 웨이퍼를 관통하는 비아 홀(via hole)에 전도

성 금속을 충전시켜 칩 내부에 전기적 통로를 확보

한 후 여러 개의 칩을 적층하여 실장하는 방법이

다1). TSV 충전 물질로는 낮은 비저항, 높은 열 신

뢰성의 특성을 갖는 Cu가 사용되며, 구리 충전 방

법으로는 전해도금법이 보편화 되어 있다. 일반적

으로 전해도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씨앗층(seed

layer) 형성이 필수인데, 현재까지 물리기상증착방

법(PVD)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2). 그러나, 물리기상

증착방법의 경우 고종횡비의 TSV 내벽에 고르게

증착되기가 힘들며, 특히 TSV 바닥 모서리(bottom

corner) 부분에는 연속적 씨앗층 형성이 어렵고, 이

후의 TSV 충전 도금 공정에서 TSV 내 기공(void)

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기

공은 반도체의 전기적 성능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oid-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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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P 콜로이드를 이용한 무전해 도금 공정을 연구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Pd/Cu/PVP 콜로이드 제조 및 분석

Pd/Cu/PVP 콜로이드는 4.17 mM Pd(NO3)2 · H2O과

2.08 mM CuSO4 · H2O를 증류수에 용해시킨 후 첨가

제인 Trisodium 2-hydroxypropane-1,2,3-tricarboxylate

(trisodium citrate)와 안정화제인 polyvinylpyrrolidone

(PVP, MW 29,000)를 첨가하고, HCHO와 NaOH 용

액을 이용, Pd와 Cu를 화학적으로 환원시켜 제조

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후 여분의 안정화제와 첨가

제, 그리고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온을 제거하

기 위해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Pd/Cu 나노입자를 침

전시키고, 침전된 Pd/Cu 나노입자를 필터로 여과하

였다. 여과된 Pd/Cu 나노입자는 다시 증류수에 분

산시켜 순수한 Pd/Cu/PVP 콜로이드를 제조하였다.

이후 전기영동을 이용해 TSV 내부로 Pd/Cu/PVP

콜로이드 내의 Pd/Cu 나노입자를 원활히 이동시킬

수 있는 제타전위(Pd/Cu 나노입자 주변 이온층의

전위)를 도출하기 위해 pH를 조절하였다. 이때 제

타전위 측정기(Zetatrac)와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

기(ICP-OES)를 이용하여 pH에 따른 Pd/Cu 나노입

자의 제타전위와 Pd/Cu/PVP 콜로이드 내 용해된

금속 이온농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적화된 Pd/Cu/

PVP 콜로이드 내의 Pd/Cu 나노입자 형상 및 크기

등을 투과전자 현미경(TEM, JEM-ARM 200F)을 이

용해 분석하였다.

2.2 Pd/Cu 나노입자의 전기영동 증착 및 무전해

도금

합성된 Pd/Cu/PVP 콜로이드 내에 작업 전극을 침

지시킨 후 Potentiostat을 이용하여 전기영동법으로

작업 전극에 Pd/Cu 나노입자를 증착시켰다. 이 때

작업 전극으로는 Si sub./SiO2/Ti 적층 기판을 사용

하였고, 상대전극과 기준전극으로 각각 Pt mesh 전

극과 Ag/AgCl 전극을 사용하였다. 전극 사이의 전

계강도(electric field strength)는 정전압 1 V/cm, 역

전압 −0.5 V/cm으로 고정시키고, 표 1과 같이

Alternating Current(AC)의 인가 조건을 변화하여 증

착시킨 입자의 분포도를 분석, 전기영동 조건을 최

적화하였다. 이후 최적화된 증착 조건으로 Pd/Cu

나노입자를 TSV(비아 홀 크기:지름=10 µm, 깊이=

50 µm, 종횡비= 5)에 증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TSV 웨이퍼의 경우, TSV 패터닝 후 화학기상증착

방법(CVD)을 이용해 절연막인 SiO2 증착 후 PVD

를 이용해 Cu 확산방지막 및 도금 씨앗층으로써,

Ti와 Cu를 각각 증착하였다. Pd/Cu 나노입자의 증

착 후에는 무전해 구리도금을 30분간 진행함으로써

씨앗층 보강을 실시하였다. 

평판기판에서의 전기영동 조건 변화에 따른 Pd/

Cu 나노입자의 분포 변화를 전계방출 주사현미경

(FE-SEM, JEM-ARM 200F)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Pd/Cu 나노입자 위에 증착한 구리 도금막의 접착

력을 알아보기 위해 Tape Peel Test를 실시하였고,

이때 기존 무전해 도금 활성화제로 이용되고 있는

Pd 이온촉매(Sn sensitization/Pd activation)위에 증

착한 구리 도금막과 비교하였다.

2.3 TSV 충전 및 구조특성 분석

황산구리 기반의 전해 도금액 내에서 Potentiostat

로 AC를 인가하여 TSV 충전을 진행하였다. 이 때

작업 전극으로는 씨앗층 보강공정을 진행한 TSV

전극을, 상대전극 및 기준 전극으로는 Pt mesh 전

극과 Ag/AgCl 전극을 사용하였다. TSV 충전 후,

TSV 내부 구리 도금층에 미치는 씨앗층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FE-SEM을 이용하여 단면을 분석하

고 TSV 내부의 기공 생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합성된 Pd/Cu/PVP 콜로이드 특성 평가 및 최

적화

전기영동시 높은 종횡비의 TSV 내부에 Pd/Cu 나

노입자를 균일하게 증착시키기 위해서는 인가된 전

계에 의해 나노입자가 TSV 내부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Pd/Cu 나노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제

타전위를 가져야 한다. 그림 1(a)는 합성된 Pd/Cu 나

노입자의 pH 변화에 따른 제타전위를 나타낸다. pH

6에서 제타전위 절대값이 |–9.53 mV|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pH가 증가 혹은 감소할 경우 제타전위

의 절대값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영동으로 Pd/Cu 나노입자를 균일하게 증착시

Table 1. Electrophoretic deposition condition using

alternating current (AC) 

Sample
Time for 

Forward Voltage
 [ms]

Time for 
Reverse Voltage 

[ms]

Frequency 
[kHz]

1 400 20 0.143

2 400 80 0.125

3 20 1 2.857

4 20 4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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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서는 용액내 Pd/Cu 나노입자의 이온 분

해가 없어야 하는데, 나노 입자의 이온 분해는 pH

에 민감하므로 pH 조건에 따른 Pd 이온 및 Cu 이

온농도를 측정·비교하였다. Pd/Cu/PVP 콜로이드의

pH에 따른 이온농도는 실험 결과 그림 1(b)로 나타

났고, pH 6에서 Pd/Cu/PVP 콜로이드는 높은 제타

전위와 함께 높은 이온농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d/Cu 나노입

자를 증착시키기 위해 제타전위와 이온농도를 모두

고려해, pH 10의 콜로이드를 사용하였다. 

pH 10의 Pd/Cu/PVP 콜로이드 내 Pd/Cu 나노입

자의 형상과 크기를 투과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그림 2(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입자의 형상은 구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

균 입자의 크기는 약 6.18 nm임을 확인하였다. 

3.2 전기영동시 전류 인가조건에 따른 Pd/Cu 나노

입자의 증착 경향

전기영동시 전류 인가조건에 따라 기판에 증착된

Pd/Cu 나노입자의 분포를 FE-SEM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그림 3(a)과 같이, Direct current(DC)에서

는 100~200 nm 사이의 입자의 분포가 59%로 가장

많았으나, AC로 증착을 한 결과 그림 3(b)~3(e)에

서 볼 수 있듯이 100 nm 이하의 작은 입자수가 급

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백 Hz의 저주파

수에 비해 수 kHz의 고주파수에서 100 nm 이하의

입자수가 더 많았으며, 고주파수에서도 역전압 인

가시간이 길수록 100 nm 이하의 입자수가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 kHz의 고주파수에

서 나노입자가 거동할 수 있을 만큼 Pd/Cu 나노입

자의 제타전위 크기가 충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즉, 역전압 인가시 제타전위로 인해 나노입

자가 순간적으로 전극 표면에서 분산이 이루어져,

짧은 시간동안의 정전압 인가시 나노입자의 응집이

제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는 TSV에 2.5 kHz의 AC 전압을 인가해 Pd/

Fig. 1. Effect of pH on (a) zeta potential of Pd/Cu nano-

particles and (b) Pd/Cu ion concentration in Pd/

Cu/PVP colloids.

Fig. 2. (a) TEM image and (b) size distribution of Pd/

Cu nano-particles in Pd/Cu/PVP coll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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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나노입자를 증착시킨 결과로, 그림에서 볼 수 있

듯이 TSV 바닥(Bottom)과 측면(Sidewall) 모두 고르

게 Pd/Cu 나노입자가 증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무전해 도금 씨앗층의 Tape Peel Test 결과

그림 5(a) 및 (b)는 각각 Pd/Cu/PVP 콜로이드와

기존 Pd 이온촉매로 활성화된 평판 기판에 무전해

Fig. 3. Plan view FE-SEM images and size distributions of Pd/Cu nano-particles deposited onto substrate using various

electrophoretic deposition (EPD) condition: (a) DC, (b) 0.143 kHz, (c) 0.125 kHz, (d) 2.857 kHz, and (e)

2.500 kHz.



72 이동열 외/한국표면공학회 47 (2014) 68-74

도금한 후 실시한 Tape Peel Test 결과이다. Pd 이

온촉매로 활성화시킨 경우 무전해 구리 도금막의

박리가 도금막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반

면, Pd/Cu/PVP 콜로이드를 이용하여 활성화된 기

판 위 도금막의 경우 도금막의 박리가 발생하지 않

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Pd/Cu/PVP 콜로이드

를 이용한 무전해 구리 도금막의 경우 Pd 이온 촉

매와 비교해 기판에 흡착된 촉매 표면적이 증가하

는 한편, 전기영동을 통해 기판에 증착시킴으로써,

촉매의 밀착력 또한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4 Pd/Cu/PVP 콜로이드에 의한 씨앗층 보강 및

TSV 충진 결과

Pd/Cu/PVP 콜로이드를 이용한 씨앗층 단차피복성

개선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TSV내 위치별로 씨

앗층 보강 전후 구리 씨앗층의 형성 정도를 FE-SEM

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그림 6(a)). 분석 결과 씨앗

층 보강 공정 후 기존 PVD 씨앗층과 비교해 씨앗

층의 두께가 전 영역에 걸쳐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b)는 씨앗층 보강공정

전후의 TSV내 위치별 단차피복도를 비교한 그래프

로써, 씨앗층 보강공정을 통해 TSV 측면 및 TSV 바

닥모서리, TSV 바닥 부분의 단차피복도가 각각

2.5배, 70배, 7배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7(a), (b)는 씨앗층 보강공정 여부에 따른 TSV

전해충전 결과를 보여주는 FE-SEM 결과이다. 그림

7(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씨앗층 보강 공정을 시행

하지 않고 PVD 씨앗층만 형성한 경우, TSV 전해도

금 충전 후 TSV 내부에 기공이 형성되었으나 Pd/

Cu/PVP 콜로이드 및 무전해 도금을 이용하여 씨앗

층을 보강한 경우, 그림 7(b)과 같이 TSV 내부에 기

공과 같은 결함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Fig. 3. Continued.

Fig. 4. SEM image of Pd/Cu nano-particles deposited in TSV by optimized EPD condition.



이동열 외/한국표면공학회 47 (2014) 68-74 73

Fig. 5. Tape test results of electrolessly deposited Cu film onto activated substrate by (a)Pd/Cu/PVP colloids and (b)

Pd Ion catalyst.

Fig. 6. Comparison of seed layer coverage at the sidewall, bottom-corner, and bottom of TSV with and without SSEP.

Fig. 7. Cross sectional SEM image after TSV gap-fill using Cu electroplating : (a) without SSEP and (b) with S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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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TSV 충전시 기공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해 Pd/Cu/

PVP 콜로이드를 이용하여 씨앗층 보강공정을 개발

하였다. TEM 분석 결과 Pd/Cu/PVP 콜로이드 내

Pd/Cu 나노입자의 크기는 평균 6.18 nm로 측정되었

으며, 전기영동시 2.5 kHz의 고주파 AC 인가시 증

착되는 나노입자의 크기가 가장 작고, 고르게 증착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기영동법을

이용해 Pd/Cu 나노입자 증착 후 구리 도금막을 성

장시킨 경우 Pd 이온 촉매를 이용한 경우와 비교

해 구리 도금막의 밀착력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전기영동 도금법을

적용해 Pd/Cu 나노입자를 TSV에 증착한 후 씨앗

층 보강 공정을 적용한 결과 PVD 공정에 비해 TSV

바닥과 바닥모서리에서 700% 이상 구리씨앗층의

단차피복도가 개선되었으며, 그 결과 TSV 충전시

기공 발생을 억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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