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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반도체 소자 성능 향상을 위한 3차원 TSV배선 공정이 연구되었다. 전기도금을 이용한 TSV 공정 시 기존에는 황산

구리 수용액내에 억제제, 가속제, 평탄제등을 첨가한 복잡한 전해질이 사용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억제제만을 이용하여 

Cu bottom-up filling에 성공하여 전해질의 조성을 단순화 시켰다.

1. 서론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을 지수적으로 증가시키는 무어의 법칙(Moor`s law)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은 

배선폭 미세화 기술이다. Photo lithography, deposition, planarization등 종합적인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 

배선폭은 40 nm, 30 nm, 20 nm, 14 nm 순으로 70%씩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Si wafer 표면을 차지하는 넓이가 50%씩 감

소하여 소자의 집적도가 2배씩 높아졌다. 하지만 세대를 거듭하여 10 nm, 7 nm, 4 nm 순으로 작아질 금속 배선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것이므로 배선폭 미세화를 통한 반도체 집적소자의 성능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3차원 

배선 공정으로써 TSV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TSV를 이용한 3차원 반도체 집적회로의 구성을 통하여 단일 device로써 고집

적, 고용량, 고효율, 고속처리를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logic, memory등 다양한 소자를 이종접합하여 전체 system을 

하나의 chip에 담는 SoC(System on Chip)의 구현도 가능하다.

 TSV내부에 전기도금을 통하여 Cu를 채우는 TSV filling process는 void의 형성 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양한 첨가제가 

사용된다. 첨가제로는 TSV외부와 내부 측벽의 성장을 억제하는 억제제와 TSV 최하단의 성장을 가속시키는 가속제가 대표

적인데, TSV filling mechanism상 TSV 최하단의 억제제가 높은 전위에서 탈착되어 발생하는 superfilling이 TSV filling의 핵

심이므로 이론적으로 억제제만을 이용한 TSV filling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억제제만을 이용한 TSV filling 공정이 연

구되었다.

 

2. 본론  

 본 연구에 사용된 억제제는 독자적으로 개발된 고분자 물질이다. 1 M 황산구리 수용액 내에 억제제의 농도를 0 ppm에서 

300 ppm까지 높이며 순환 전압-전류법을 실행한 결과 0 ppm을 제외하고 모두 억제제의 탈착, 재흡착 현상이 관찰되었다. 

뿐만 아니라 100 ppm의 억제제가 첨가된 경우 Cu 증착 억제작용이 포화됨을 알 수 있었다. Cu가 증착된 sample의 top 

surface를 관찰한 결과 100 ppm미만의 억제제가 첨가된 경우 높은 밀도의 Cu bump가 증착되었으나, 100 ppm이상 첨가된 

경우 균일한 Cu박막이 증착되었다. 

 순환 전압-전류법에 사용된 용액과 동일한 조건의 용액을 이용하여 TSV filling 실험을 진행하였다. TSV filling에 사용된 

via 패턴의 지름은 5.5 μm, 깊이는 60 μm이다. 억제제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TSV 측벽의 증착은 억제되고 TSV 최하

단의 증착은 빨라졌다. Cu 증착 억제작용이 포화된 100 ppm에서 가장 빠른 Cu bottom-up filling이 이루어 졌다. 반면 억

제제 농도가 100 ppm을 초과한 경우 TSV 최하단의 억제제 탈착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Cu bottom-up filling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100 ppm의 억제제가 첨가된 용액에서 관찰된 Cu bottom-up filling은 증착 시간에 정비례하여 이루어졌고 1000 sec내에 

void 없이 완전히 충진되었다.

3. 결론  

 전기도금 전해용액의 조성과 전기화학적 인자들의 체계적인 조작을 통해 억제제만을 이용한 Cu TSV filling 공정이 연구되

었다. 100 ppm의 억제제를 사용한 경우 최적의 Cu TSV filling 조건이 확보되었고 1000 sec 내에 void-free TSV filling이 이

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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