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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바일 기기의 경박단소화, 고성능화, 다기능

화 추세에 따라 큰 메모리 용량과 고성능의 메
모리/logic IC 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TSV(Through Silicon Via) 패키징 방법은 기존

3D 패키징에 비해 높은 집적도로 접속이 가능

하며 electrical line 이 짧아 RC delay 가 매우 작
아 저전력, 고성능의 칩 제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1]. 
본 연구에서는 TSV 를 이용한 3 차원 적층 

공정기술로 고신뢰성 접합부를 형성할 수 있는 
ISB(Insert-Bump Bonding) 기술을 제안하고 공정

변수인 온도에 따른 접합부의 미세조직 및 접
합력 특성을 분석하였다. 

 
2. 고신뢰성  칩 다단 적층공정  기술 

TSV 를 이용한 3 차원 적층기술은 로직과 
메모리 등의 여러 기능을 하는 칩을 하나의 
패키지 내에 구성할 수 있어 모바일기기의 
고집적화, 경박단소화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칩 적층기술은 Cu pillar bump 를 
이용하여 열압착 본딩기술로 칩을 적층하는 
기술이 일반적이나 접합부의 necking 구조에 
따라 패키지 구동 및 실 사용환경에서 열응력 
및 전단응력이 집중되어 기계적 신뢰성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삽입형 형태의 ISB 본딩 기술을 제안하였고 
기존 Cu pillar bump 대신에 TSV 칩 후면의 
backside recessed nail bump 를 이용하여 Cu post 
bump 를 형성하고 TSV 칩 face 면에 우물 형태 
형상을 만들고 Sn 을 채워 planar bump 를 
형성하여 둘을 정렬 후 삽입하여 본딩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장점으로는 삽입형이어서 

기계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구조를 지니며 
planar bump 를 이용함으로써 carrier wafer 에 
임시 본딩 시 웨이퍼의 두께 균일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1 은 삽입형 범프 
구조를 이용한 다층패키지 Chip to Wafer (C2W) 
스택공정을 나타내며 다층을 적층하기 위해 
삽입형 범프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열압착본딩을 수행하여 패키지를 제작하게 
된다. 

 

 

Fig.1 Insert Bump bonding process for 3D 
integration 

 
3. 실험 및 결과 

Fig.2 (a)는 직경 10 ㎛, 높이 12 ㎛을 Cu pillar 
bump 이며 전해도금 공정을 이용하여 균일한 
범프를 형성하였다.  Fig.2 (b)는 Sn planr bump 
구조를 보여주며 디바이스 웨이퍼 상에 
PECVD 공정을 이용하여 low k 절연층을 
형성하고 패터닝한 후 RIE 공정을 통해 깊이 
4 ㎛의 blind hole 을 형성하였다. Blind hole 에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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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esion layer), Cu seed 를 형성하고 전해도금을 
통해 Sn 을 채우고 CMP 공정을 통해 직경 
20 ㎛의 Sn planar bump 를 형성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기존 lithography 공정을 이용하여 
범프를 형성하지 않고 damascene 공정을 
이용하여 Sn 이 채워진 planar bump 를 
형성하였다. 

 

 

(a) Cu pillar bump 

 

(b) Sn planar bump 
Fig.2 Fabricated bumps 

 
Fig.2 는 본딩시간 60sec, 본딩하중 20N, No-

fluxing 의 본딩 조건에서 접합온도에 따른 접
합 결과를 나타내며 접합온도가 230℃로 낮은 
경우 Cu 와 Sn 사이의 계면 반응이 원활히 발
생하지 않고 부분적인 용융이 미흡하여 상부의 
Cu pillar bump 가 Sn planar bump 안쪽으로 삽입

이 불완전한 결합부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n 이 부분적으로 용융

이 발생하여 삽입 깊이가 깊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접합온도가 270℃인 경우 Cu-Sn 의 접합

부 계면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Cu3Sn 의 금속

간 화합물이 형성되어 양호한 접합부를 형성하

고 있어 금속간 결합과 더불어 형상에 따른 기
계적 고착현상에 의하여 6kgf 이상의 높은 전
단강도를 갖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230℃ 

 

(b) 270℃ 

 

(c) 350℃ 

 

(d) Shear strength map of ISB bonding 
Fig.2 ISB bonding results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삽입형 형태로 고신뢰성을 

갖는 TSV 칩 다층 적층 기술의 타당성을 검증

하였으며 본딩 공정변수인 온도 조건을 최적화

하여 기계적 고착 현상에 의하여 6kgf 이상의 
높은 접합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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