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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을 갖는 상호연결 구조 및 관련 시스템들 및 방법들

(57) 요 약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을 갖는 상호연결 구조들을 갖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들이 본 출원에 개시된다. 일 실시예
에서,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는 제 1 반도체 다이, 제 2 반도체 다이, 및 제 1 반도체 다이와 제 2 반도체 다이
사이에 상호연결 구조를 포함한다. 상호연결 구조는 제 1 반도체 다이에 결합된 제 1 전도성 필름 및 2 반도체
다이에 결합된 제 2 전도성 필름을 포함한다. 상호 연결 구조는 제 1 전도성 필름과 제 2 전도성 필름사이에서
연장되고 제 1 전도성 필름을 통하여 서로 전기적으로 결합되는 복수개의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을 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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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에 있어서,
유전체 재료를 갖는 제 1 반도체 다이;
제 2 반도체 다이; 및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를 상기 제 2 반도체 다이에 결합하는 상호연결 구조를 포함하며,
상기 상호연결 구조는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와 제 2 반도체 다이 사이에 있고, 상기 상호연결 구조는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에 결합되고 상기 유전체 재료에 완전히 매립된 제 1 전도성 필름,
상기 제 2 반도체 다이에 결합된 제 2 전도성 필름, 및
상기 제 1 전도성 필름과 제 2 전도성 필름사이에서 연장되는 복수개의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 - 상기 여분의 전
기 커넥터들 각각은 상기 제 1 전도성 필름 위에 배치되고 상기 제 1 전도성 필름으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제 2
반도체 다이를 향하는 제 1 전도성 부재와, 상기 제 2 전도성 필름으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를
향하는 제 2 전도성 부재를 포함하며, 모든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들은 상기 제 1 전도성 필름을 통하여 서로
전기적으로 결합됨 - 을 포함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제 2 전도성 필름과 전기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 각각은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에 결합된 솔더 재료를 포함하되,
상기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 중 적어도 하나의 상기 솔더 재료는 상기 제 2 전도성 필름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실패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는 제 1 기판 및 상기 제 1 기판을 통하여 연장되는 제 1 쓰루-기판 비아 (TSV)를 포함하
고, 상기 제 1 TSV는 상기 제 1 전도성 필름에 결합되고; 및
상기 제 2 반도체 다이는 제 2 기판 및 상기 제 2 기판을 통하여 연장되는 제 2 TSV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TSV
는 상기 제 2 전도성 필름에 결합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는 기판 및 상기 기판을 통하여 연장되는 쓰루-기판 비아 (TSV)를 포함하고, 상기 TSV는
상기 제 1 전도성 필름에 결합되고; 및
상기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TSV와 상기 제 2 전도성 필름 사이에서 연장되는, 반도체 다
이 어셈블리.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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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도성 필름 및 제 2 전도성 필름의 각각은 전도성 트레이스(conductive trace)를 포함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는 로직 다이(logic die) 또는 메모리 다이이고; 및
상기 제 2 반도체 다이는 로직 다이 또는 메모리 다이인,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8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에 있어서,
유전체 재료 및 상기 유전체 재료에 완전히 매립된 제 1 전도성 트레이스를 갖는 제 1 반도체 다이;
제 2 전도성 트레이스를 갖는 제 2 반도체 다이; 및
상기 제 1 전도성 트레이스와 제 2 전도성 트레이스 사이에서 연장되는 복수개의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로서, 상
기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의 각각은
상기 제 1 전도성 트레이스에 결합되고 상기 제 1 전도성 트레이스로부터 연장되는 제 1 전도성 부재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는 말단 부분을 포함함-,
상기 제 2 전도성 트레이스에 결합된 제 2 전도성 부재, 및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 및 상기 제 2 전도성 부재들 사이의 전도성 본드 재료 - 상기 전도성 본드 재료
는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의 상기 말단 부분에 본딩됨 - 를 포함하고,
모든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들은 상기 제 1 전도성 트레이스를 통하여 서로 전기적으로 결합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9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 중 적어도 하나의 상기 전도성 본드 재료가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의 상기 말단 부분에만 본딩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10
청구항 9에 있어서, 상기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제 2 전도성 트레이스에 전기적으로 결
합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11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의 전부가 상기 제 2 전도성 트레이스에 결합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12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의 전부보다 적은 전기 커넥터들이 상기 제 2 전도성 트레이스에
결합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13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도성 부재들의 각각은 상기 전도성 본드 재료와 상기 제 2 전도성 트레이스 사
이에 본드 패드(bond pad)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14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 중 적어도 하나의 상기 전도성 본드 재료가 상기 본드 패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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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딩되지 않은,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15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들의 각각은 상기 제 2 전도성 트레이스 쪽으로 돌출한 전도성 필라
를 포함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16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도성 부재들의 각각은 상기 제 2 전도성 트레이스에 결합된 양각된 본드(raised bond) 패드를 포함
하고,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들의 각각은 상기 제 1 전도성 트레이스에 결합되고 상기 양각된 본드 패드 쪽으로 돌출
한 전도성 필라를 포함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17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본드 재료는 금속 솔더를 포함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18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는 기판 및 상기 기판을 통하여 연장되는 쓰루-기판 비아 (TSV)를 포
함하고, 상기 TSV는 상기 제 1 전도성 트레이스에 결합된,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19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에 있어서,
유전체 재료 및 상기 유전체 재료에 완전히 매립된 전도성 트레이스를 갖는 제 1 반도체 다이;
제 2 반도체 다이;
상기 전도성 트레이스에 결합되고 상기 제 2 반도체 다이 쪽으로 수직으로 연장되는 복수개의 제 1 전도성 부재
들 -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들은 상기 전도성 트레이스를 통하여 서로 전기적으로 결합됨 -; 및
상기 제 2 반도체 다이에 부착되고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 쪽으로 연장되는 복수개의 제 2 전도성 부재들 - 상
기 제 1 전도성 부재들 중 적어도 하나는 대응하는 상기 제 2 전도성 부재들 중 하나와 결합됨 을 포함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20
청구항 19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들은 서로로부터 측면으로 이격되어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와 제 2
반도체 다이 사이에서 열을 전송하도록 구성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21
청구항 20에 있어서,
상기 제 2 반도체 다이를 지탱하는 패키기 기판; 및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 및 제 2 반도체 다이를 인클로저(enclosure)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봉입하는 열 전도성
케이싱(casing)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
청구항 22
청구항 19에 있어서,
상기 제 2 반도체 다이는 제 2 전도성 트레이스를 포함하고; 및
하나 이상의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들이 금속 솔더로 상기 제 2 전도성 트레이스에 결합되는, 반도체 다이 어셈
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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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제 1 반도체 다이 위에 제 1 전도성 필름을 형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1 전도성 필름은 상기 제 1 반도체 다
이 위에 형성된 유전체 재료에 완전히 매립되는, 단계;
제 2 반도체 다이 위에 제 2 전도성 필름을 형성하는 단계;
복수개의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을 형성하는 단계 - 상기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 각각은 상기 제 1 전도성 필름
위에 배치되고 상기 제 1 전도성 필름으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제 2 반도체 다이를 향하는 제 1 전도성 부재와,
상기 제 2 전도성 필름으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를 향하는 제 2 전도성 부재를 포함함; 및
상기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을 상기 제 2 전도성 필름에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를 형
성하는 방법.
청구항 24
청구항 23에 있어서, 상기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을 상기 제 2 전도성 필름에 결합하는 단계는 상기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의 각각과 상기 제 2 전도성 필름 사이에 솔더 본드(solder bond)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25
청구항 23에 있어서, 상기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을 상기 제 2 전도성 필름에 결합하는 단계는 상기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의 각각과 상기 제 2 전도성 필름 상의 대응하는 본드 패드 사이에 솔더 본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26
청구항 25에 있어서, 상기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 중 적어도 하나의 상기 솔더 본드는 상기 여분의 전기 커넥터
들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본드 패드들 중 대응하는 것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실패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
리를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27
청구항 25에 있어서,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의 기판을 통하여 연장되는 쓰루-기판 비아 (TSV)를 형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1 전도성 필름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TSV를 상기 제 1 전도성 필름에 결합시키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28
청구항 25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도성 필름을 형성하는 단계는 제 1 전도성 트레이스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및
상기 제 2 전도성 필름을 형성하는 단계는 제 2 전도성 트레이스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29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1 반도체 다이 위에 제 1 전도성 트레이스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1 전도성 트레이스는 상기 제 1 반
도체 다이 위에 형성된 유전체 재료에 완전히 매립되는, 단계;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돌출하는 상기 제 1 전도성 트레이스 위에 복수개의 제 1 전도성
부재들을 형성하는 단계;
제 2 반도체 다이 위에 복수개의 제 2 전도성 부재들을 형성하는 단계 - 상기 제 2 전도성 부재들은 상기 제 2
반도체 다이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를 향하여 돌출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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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전도성 부재들의 각각 위에 전도성 본드 재료를 배치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개의 제 1 전도성 부재들 개개의 것을 대응하는 제 2 전도성 부재들을 통하여 상기 제 2 반도체 다이
의 제 2 전도성 트레이스에 결합시키기 위해 상기 전도성 본드 재료를 재용융시키는 단계(reflowing)를 포함하
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30
청구항 29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본드 재료를 배치시키는 단계는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들의 각각 위에 금속
솔더를 배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31
청구항 29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본드 재료를 재용융(reflowing)시킨 후에,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들 중 적어
도 하나의 위에 상기 전도성 본드 재료가 상기 제 2 전도성 트레이스와 솔더 접합부를 형성하는데 실패하는, 반
도체 다이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32
청구항 29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본드 재료를 재용융시키는 단계는 상기 제 2 전도성 트레이스 위의 본드 패드
들과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들의 대응하는 것들 사이에서 상기 전도성 본드 재료를 재용융시키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33
청구항 29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들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전도성 트레이스 위에 복수개의 전
도성 필라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34
청구항 29에 있어서,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는 기판 및 상기 기판을 통하여 연장되는 쓰루-기판 비아 (TSV)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전도성 트레이스는 상기 TSV로부터 측면으로 멀리 연장되고; 및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들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TSV와 상기 제 2 전도성 트레이스 사이에 하나 이상의 상기
제 1 전도성 부재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방법.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개시된 실시예들은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내 적층 반도체 다이들 사이에 형성된 상호연결 구조(interconnect
structure)들에 관한 것이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본 기술은 여분의(redundant) 전도성 전기 커넥터들을 갖는
상호연결 구조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메모리 칩들, 마이크로프로세서 칩들, 및 이미저 칩(imager chip)들을 포함하는 패키징된 반도체 다이들은 전형
적으로 플라스틱 보호 덮개 안에 봉입되고 그리고 기판상에 장착된 반도체 다이를 포함한다. 다이는 메모리 셀
들, 프로세서 회로들, 및 이미저 디바이스들과 같은 기능 특징부들 뿐만 아니라 기능 특징부들에 전기적으로 연
결된 본드 패드(bond pad)들을 포함한다. 본드 패드들은 다이가 외부 회로부에 연결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보
호 덮개 바깥쪽 단말(terminal)들에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0003]

일부 다이 패키지들내에서, 반도체 다이들은 인접한 다이들 사이에 배치된 상호연결부들(interconnect)에 의해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의 위에 적층 될 수 있다. 상호연결부들은 금속 솔더(solder)로 인접한 다이들의
본드 패드들에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금속 솔더 본딩에서의 한가지 난제는 금속 솔더가 상호연결부들 및/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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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드 패드들에 적절하게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호연결부들은 개방 회로가 될 수 있고,
이는 다이 패키지가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는, 차례로, 제조동안에 공정 수율을 줄일 수 있다.

발명의 내용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4]

도 1은 본 기술의 일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의 단면도이다.
도 2a는 본 기술의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상호연결 구조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확대 단면도이다.
도 2b는 제조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솔더 본드들의 임의의 실패 모드들을 예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3은 본 기술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상호연결 구조들을 보여주는 상부 평면도이다.
도면들 4a-4h는 본 기술의 실시예들에 따라 선택된 상호연결 구조들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서 다양한 스테이지들
에서의 반도체 디바이스를 예시하는 단면도들이다.
도 5은 본 기술의 실시예들에 따라 구성된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5]

여분의 전기 커넥터(redundant electrical connector)들을 갖는 상호연결 구조들을 갖는 적층 반도체 다이 어셈
블리들 및 연관된 시스템들 및 방법들의 여러 실시예들에 대한 특정 세부사항들이 이하에서 설명된다. 용어들
"반도체 디바이스(semiconductor device)" 및 “반도체 다이(semiconductor die)”는 일반적으로 로직 디바이
스, 메모리 디바이스, 또는 다른 반도체 회로, 컴포넌트, 등과 같은 반도체 재료를 포함하는 고체-상태 디바이
스를 지칭한다. 또한, 용어들 "반도체 디바이스" 및 “반도체 다이”는 마감된 디바이스 또는 마감된 디바이스
가 되기 전에 다양한 스테이지들의 프로세싱에서의 어셈블리 또는 다른 구조를 지칭할 수 있다. 그것이 사용되
는 환경에 의존하여, 용어 “기판(substrate)”는 웨이퍼-레벨 기판 또는 싱귤레이션된(singulated) 다이-레벨
기판을 나타낼 수 있다. 관련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는 본 출원에서 설명된 방법들의 적절한 단계들이 웨이
퍼 레벨에서 또는 다이 레벨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더욱이, 만약 문맥이 다른식으로 표시
되지 않으면, 본 출원에 개시된 구조들은 통상의 반도체-제조 기술들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재료들은 예
를 들어, 화학적 기상 증착, 물리적 기상 증착, 원자 층 증착, 스핀 코팅, 및/또는 다른 적절한 기술들을 이용
하여 증착될 수 있다. 유사하게, 재료들은 예를 들어, 플라즈마 에칭, 습식 에칭, 화학적-기계적 평탄화, 또는
다른 적절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제거될 수 있다. 관련 기술분야에 통상의 기술자는 또한 기술이 부가적인 실시
예들을 가질 수 있으며, 기술은 도 1-5를 참조하여 이하에서 설명된 실시예들에 대한 세부사항들 중 여러 개를
가지지 않고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0006]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들 "수직(vertical)", "측면(lateral)", "상부(upper)" 및 "하부(lower)"는 도면들에 도
시된 방위를 고려하여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들에서의 특징부들의 상대적인 방향들 또는 위치들을 나타낼 수 있
다. 예를 들면, "상부" 또는 "최상부(uppermost)"는 또 다른 특징부보다 페이지의 꼭대기에 더 가깝게 위치된
특징부를 나타낼 수 있다. 이들 용어들은, 다른 방위들을 가진 반도체 디바이스들을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해
석되어야 한다.

[0007]

도 1은 본 기술의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100)("어셈블리(100)")의 단면도이다. 어셈블리
(100)는 제 2 반도체 다이 (102b)에 의해 지탱되는 제 1 반도체 다이들 (102a)의 적층(총괄하여 “반도체 다이
들 (102)”)을 포함한다. 제 2 반도체 다이 (102b)는, 차례로, 인터포저 (120)에 의해 지탱된다. 인터포저
(120)는 인터포저 (120)와 패키지 기판 (125) 사이에 연결된 전기 커넥터들 (미도시), 예컨대 비아(via)들, 금
속 트레이스들, 등.)을 갖는 예를 들어, 반도체 다이, 유전체 스페이서, 및/또는 다른 적절한 기판을 포함할 수
있다. 패키지 기판 (125)은 어셈블리 (100)를 외부 회로부 (미도시)에 전기적으로 결합하는 예를 들어, 인터포
저(interposer), 인쇄 회로 기판, 다른 로직 다이, 또는 패키지 컨택(contact)들 (127) (예를 들어, 본드 패드
들) 및 전기 커넥터들 (128) (예를 들어, 솔더 볼들)에 연결된 다른 적절한 기판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실시
예들에서, 패키지 기판 (125) 및/또는 인터포저 (120)는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실시예들에
서 인터포저 (120)는 생략될 수 있고, 제 2 반도체 다이 (102b)가 패키지 기판 (125)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0008]

어셈블리 (100)는 열 전도성 케이싱(casing) (110) (“케이싱 (110)”)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케이싱 (110)은
캡 부분 (112) 및 캡 부분 (112)과 일체로 형성되거나 또는 거기에 부착된 벽 부분 (113)을 포함할 수 있다.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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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112)은 제 1 본드 재료 (114a) (예를 들어, 접착제)에 의해 최상단 제 1 반도체 다이 (102a)에 부착될 수
있다. 벽 부분 (113)은 제 2 본드 재료 (114b) (예를 들어, 접착제)에 의해 제 1 반도체 다이 (102a)의 주변 부
분 (106)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들에 "포치(porch)" 또는 "쉘프(shelf)로서 알려진) 에 부착되고 캡
부분 (112)으로부터 수직으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다. 보호 덮개 제공에 추가하여, 케이싱 (110)은
반도체 다이들 (102)로부터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른 데로 소산시키는 열 스프레더(heat spreader)의 역할
을 할 수 있다. 케이싱 (110)은 따라서 열 전도성 재료, 예컨대 니켈 (Ni), 구리 (Cu), 알루미늄 (Al), 높은 열
전도도들을 갖는 세라믹 재료들 (예를 들어,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및/또는 다른 적절한 열 전도성 재료들로
만들어질 수 있다.
[0009]

일부 실시예들에서, 제 1 본드 재료 (114a) 및/또는 제 2 본드 재료 (114b)은 관련 기술 분야에서 "열 본드 재
료들" 또는 "TIM들"로 알려진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이는 표면 접합들에서 (예를 들어, 다이 표면과 열 스
프레더 사이의) 열 컨택 전도도를 증가시키도록 디자인된다. TIM들은 전도성 재료들 (예를 들어, 탄소 나노-튜
브들, 솔더 재료들, 다이아몬드-유사 탄소 (DLC), 등.), 뿐만 아니라 상태-변화 재료들로 도핑될 수 있는 실리
콘계 그리스들, 겔들, 또는 접착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제 1 본드 재료 (114a) 및/또는 제
2 본드 재료 (114b)는 다른 적절한 재료들, 예컨대 금속들 (예를 들어, 구리) 및/또는 다른 적절한 열 전도성
재료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10]

제 1 및/또는 제 2 반도체 다이들 (102)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유전체 언더필(underfill) 재료
(116)안에 엔캡슐레이트(encapsulate)될 수 있다. 언더필 재료 (116)는 다이와 기계적 연결을 강화시키기 위해
서 및/또는 도전체들 및/또는 구조들 (예를 들어, 상호연결부들)사이의 전기적 절연을 제공하기 위해 다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 사이에 및/또는 그 주변에 증착될 수 있거나 또는 다른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언더필 재료
(116)는 비-전도성 에폭시 페이스트, 모세관 언더필, 비-전도성 필름, 주형된 언더필일 수 있거나 및/또는 다른
적절한 전기-절연 재료들을 포함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언더필 재료 (116)는 어셈블리 (100)의 다이들을 통
한 열 소산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의 열 전도도에 기초하여 선택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케이싱 (11
0)을 최상단 제 1 반도체 다이 (102a)에 부착하기 위해 제 1 본드 재료 (114a) 및/또는 제 2 본드 재료 (114b)
대신 언더필 재료 (116)가 사용될 수 있다.

[0011]

반도체 다이들(102)은 실리콘-온-절연체, 화합물 반도체(예로서, 질화 갈륨), 또는 다른 적절한 기판과 같은,
반도체 기판으로 각각 형성될 수 있다. 반도체 기판은 동적 랜덤-액세스 메모리(DRAM), 정적 랜덤-액세스 메모
리(SRAM), 플래시 메모리, 메모리 프로세싱 회로들, 이미징 컴포넌트들, 및/또는 다른 반도체 디바이스들을 포
함한, 다른 형태들의 통합 회로 디바이스들과 같은, 다양한 통합 회로 컴포넌트들 또는 기능적 특징부들 중 임
의의 것을 가진 반도체 다이들로 절단되거나 또는 싱귤레이팅될 수 있다. 선택된 실시예들에서, 어셈블리(100)
는 하이브리드 메모리 큐브(HMC:hybrid memory cube)로서 구성될 수 있는데, HMC 안에는 제 1메모리 다이들
(102a)이 데이터 저장(예로서, DRAM 다이들)을 제공하며 제 2 메모리 다이(102b)가 메모리 제어(예로서, DRAM
제어)를 제공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어셈블리(100)는 반도체 다이들(102) 중 하나 이상 이외에 및/또는 그것
대신에 다른 반도체 다이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반도체 다이들은 데이터 스토리지 및/또는 메모
리 제어 컴포넌트들 외에 집적 회로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더구나, 비록 어셈블리 (100)가 인터포저
(120) 위에 적층된 9개의 다이들을 포함하지만, 다른 실시예들에서 어셈블리 (100)는 9개보다 작은 다이들 (예
를 들어, 6개의 다이들) 또는 9개 보다 많은 다이들 (예를 들어, 12 다이들, 14 다이들, 16 다이들, 32 다이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서, 어셈블리 (100)는 2개의 로직 다이들 위에 적층된 4개의 메
모리 다이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반도체 다이들 (102)은 상이한 사이즈들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실시예들에서 제 2 반도체 다이 (102b)는 제 1 반도체 다이들 (102a) 중 적어도 하나와
동일한 풋프린트를 가질 수 있다.

[0012]

추가로 도 1 에 도시된, 어셈블리 (100)는 반도체 다이들 (102)의 제 1 측면 (109a) (예를 들어, 프론트
사이드)상에 복수개의 제 1 전도성 트레이스들 (140a) (“제 1 트레이스들 (140a)”), 반도체 다이들 (102)의
제 2 측면 (109b) (예를 들어, 백 사이드)상에 복수개의 제 2 전도성 트레이스들 (140b) (“제 2 트레이스들
(140b)”), 및 개별 제 1 트레이스들 (140a)을 개별 제 2 트레이스들 (140b)와 상호 결합하는 복수개의 상호연
결 구조들 (130)을 더 포함한다. 각각의 제 1 및 제 2 트레이스들 (140a) 및 (140b)는 예를 들어, 반도체 다이
들 (102)의 일 측면을 가로질러 측면으로(laterally) 연장되는 전도성 라인, 전도성 플레이트, 또는 다른 전도
성 구조를 포함할 수 있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제 1 및 제 2 트레이스들 (140a) 및 (140b)은 대응하는 쓰루-기
판 비아들 (TSV들) (142)에 결합된다. TSV들은 반도체 다이들 (102)의 대향 측면들에 제 1 및 제 2 트레이스들
(140a) 및 (140b)을 상호결합하도록 구성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TSV들 (142)은 반도체 다이들 (102)의 중심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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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배치될 수 있고, 제 1 및 제 2 트레이스들 (140a) 및 (140b)은 TSV들 (142)로부터 바깥쪽으로 및 상호연결
구조들 (130) 쪽으로 펼쳐질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그러나, TSV들 (142), 제 1 및 제 2 트레이스들
(140a) 및 (140b), 및/또는 상호연결 구조들 (130)은 상이하게 배열될 수 있다.
[0013]

상호연결 구조들 (130)은 각각 인접한 반도체 다이들 (102)의 개별 제 1 트레이스들 (140a)과 개별 제 2 트레이
스들 (140b) 사이에 결합된 복수개의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 (134) (“여분의 커넥터들 (134)”)을 포함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제 1 및 제 2 트레이스들 (140a) 및 (140b)의 각각의 쌍은 복수개의 여분의 커넥터들 (134)에
의해 함께 전기적으로 및 열적으로 결합된다. 이 실시예의 일 측면에서, 여분의 커넥터들 (134)은 제조동안에
공정 수율을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하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될 것처럼, 개별 구조들 (130)은 트레이스
들 (140a) 및 (140b)을 따라서 서로 이격된 복수개의 여분의 커넥터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의 상호연결부들 또는
다른 전기 커넥터들에 비하여 개방 회로의 경향이 더 적다. 이 실시예의 다른 측면에서, 여분의 커넥터들 (13
4)은 반도체 다이들 (102)의 적층을 통하여 그리고 케이싱 (110)의 캡 부분 (112) 쪽으로 열의 전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 특별히, 여분의 커넥터들 (134)은 인접한 반도체 다이들 (102) 사이의 열 전송 경로들을 제공할 수 있
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여분의 커넥터들 (134)은 반도체 다이들 (102)을 가로질러 열을 측면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개별 트레이스들 (140a) 및 (140b)을 따라서 서로로부터 이격될 수 있다. 추가의 또는 대안적인 실시예들
에서, 추가의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 (138) (은선(hidden line)들로)이 추가로 열을 분산시키기 위해 반도체 다
이들 (102)의 안쪽 부분들 (예를 들어, TSV들 (142)사이) 및/또는 바깥쪽 부분들 (예를 들어, 다이들 (102)의
에지들쪽으로) 사이에서 연장될 수 있다.

[0014]

도 2a는 본 기술에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상호연결 구조 (230)을 갖는 반도체 디바이스 (205)의 확대도이다. 도
시된 바와 같이, 상호연결 구조 (230)는 제 1 반도체 기판 (204a) (예를 들어, 반도체 웨이퍼 또는 다이)과 제
2 반도체 기판 (204b) (예를 들어, 반도체 웨이퍼 또는 다이) 사이에서 연장되는 복수개의 여분의 전기 커넥터
들 (234) (“여분의 커넥터들 (234)”)을 포함한다. 각각의 여분의 커넥터들 (234)은 제 1 기판 (204a)의 제 1
전도성 필름, 또는 제 1 트레이스 (240a)에 결합된 전도성 부재, 또는 필라 (232)를 포함한다. 여분의 커넥터들
(234)은 또한 제 2 기판 (204b) 위에 제 2 전도성 필름, 또는 제 2 트레이스 (240b)에 결합된 제 2 전도성
부재, 또는 본드 패드 (233) (예를 들어, 양각된(raised) 본드 패드)를 포함한다. 전도성 본드 재료 (235)는 본
드 패드 (233)를 대응하는 필라 (232)의 말단 부분 (237)에 결합하는 전도성 접합부(conductive joint)를 형성
할 수 있다. 전도성 본드 재료 (235)는 예를 들어, 솔더 (예를 들어, 금속 솔더), 전도성 에폭시, 또는 전도성
페이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0015]

일반적으로, 솔더 본드 재료들이 갖는 한가지 난제는 그것들이 상호연결부를 본드 패드에 적절하게 본딩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 2b는, 예를 들어, 솔더 본드 재료 (295)의 몇몇의 실패 모드들을 도시한다. 제 1
실패 모드 F1는 상호연결부 (292)가 인접한 상호연결부들 (미도시)의 높이에 비하여 더 작은 높이를 가질 때 발
생한다. 이 실패 모드에서, 상호연결부 (292)와 그것의 대응하는 본드 패드 (293)사이의 더 큰 갭이 본드 재료
(295)가 본드 패드 (293)에 컨택하는 것을 막는다. 제 2 실패 모드 F2는 상호연결부 (292) 및/또는 본드 패드
(293) 상에 잔류 오염 (미도시)이 본드 재료 (295)가 상호연결부 (292) 및/또는 본드 패드 (293)에 젖는 것을
막을 때 발생한다. 제 3 실패 모드 F3은 재용융(reflow) 또는 다른 가열 프로세스들 동안에 발생하는 솔더 위킹
(solder wicking)에 기인될 수 있다. 특별히, 솔더 위킹은 표면 장력이 (가열된) 본드 재료 (295)를 상호연결부
(292)의 측벽들 (296) 쪽으로 그리고 본드 패드 (293)로부터 멀리 끌어 당길때 발생한다. 제 4 실패 모드 F4는
상호연결부 (292)와 본드 패드 (293) 사이의 본드 재료 (295)의 균열(cracking) 또는 파손(breakage)을 수반한
다. 균열은 예를 들어, 솔더 재료가 상호연결부의 어떤 재료들 (예를 들어, 팔라듐 (Pd))을 소비할때(즉, 상호
연결부의 재료와 반응할 때) 발생할 수 있고 본드 재료 (295)가 잘 부러지고 파손되는 경향이 있게 된다.

[0016]

그러나, 본 기술의 여러 실시예들에 따라 구성된 상호연결 구조들은 종래의 상호연결부들 및 관련 구조들의 이
런 저런 제한들을 처리할 수 있다. 다시 도 2a를 참고하여, 여분의 커넥터들 (234)은 설사 어떤 커넥터들 (23
4)이 실패한다할지라도 (예를 들어, 실패 모드들 F1-F4중 하나에 의해), 상호연결 구조 (230)는 다른 여분의 커
넥터들 (234)중 적어도 하나가 제 1 및 제 2 트레이스들 (240a) 및 (240b)에 연결되어 있는 한 실패하지 않도록
구성된다. 도 2a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예를 들어, 여분의 커넥터들 (234) 중 네개까지 개방 회로 상호연결 구
조 (230) 없이 실패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상호연결 구조 (230)는 상이한 수의 여분의 커넥터들, 예컨
대 5개보다 많은 여분의 커넥터들 (예를 들어, 6, 8, 10, 또는 그 이상 커넥터들) 또는 5 보다 작은 여분의 커
넥터들 (예를 들어, 2, 3, 또는 4 커넥터들)을 가질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여분의 수의 커넥터들은 제조
동안에 예상되는 공정 수율을 개선시키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경우들에서 세개의 여분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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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터들을 갖는 상호연결 구조는 0.5% 만큼 공정 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반면 네개의 여분의 커넥터들은 추
가의 0.05% 만큼 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공정 수율에서 예상되는 차이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개의-커넥터 구성 보다는 세개의-커넥터 구성이 수락할 만 할 수 있다.
[0017]

다양한 실시예들의 상호연결 구조들의 다른 장점은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이 전도성 접합부를 통한 (예를 들어,
여분의 상호연결부들 (234)의 본드 재료 (235)를 통과하는) 전류 밀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
개의 여분의 커넥터들을 갖는 상호연결 구조는 그것의 전도성 접합부들의 각각을 통한 전류 밀도에서 약 10배
감소를 가질 수 있다. 관련된 장점은 더 낮은 전류 밀도는 전기적이동(electromigration)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더 낮은 전류 밀도는 주석/은-계의 (SnAg) 솔더 접합부들을 통한 전기적이동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전형적으로 다른 상호연결 재료들 (예를 들어, 구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적이동의 영향을 받기 쉬울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여분의 수의 전기 커넥터들은 상호연결 구조를 가로지르는 정전 용량에서의 잠재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균형된 전기적이동에 임의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0018]

다양한 실시예들의 상호연결 구조들의 추가 장점은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이 밀접하게(closely) 패킹될(packed)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 3은 본 기술의 다른 실시예들에 따라 구성된 대응하는 상호연결 구조들 (33
0)의 밀접하게 패킹된 여분의 전기 커넥터들 (334) (“여분의 커넥터들 (334)”)을 보여주는 상부 평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여분의 커넥터들 (334)이 대응하는 상호연결 구조 (330)의 전도성 트레이스 (340)상에 각각
형성된다. 여분의 커넥터들 (334) 각각은 직경 d1을 가지며 간격 거리 s1 만큼씩 서로로부터 이격된다. 일 실시
예에서, 직경 d1의 사이즈는 간격 거리 s1과 대략 동일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간격 거리 s1은 직경 d1 보
다 적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간격 거리 s1는 d1의 75% 보다 적을 수 있고, d1의 50%보다 적을 수 있거나, 또는
d1의 25%보다 적을 수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통상의 상호연결부들은 이런 방식으로 밀접하게 패킹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금속 솔더가 상호연결부들을 브리지(bridge) 할 수 있어서 전기적 쇼트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분의 커넥터들 (334)가 서로 (즉, 전도성 트레이스들 (340)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결
합되기 때문에, 전기적 쇼트 이런 위험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0019]

도면들 4a-4h는 본 기술의 실시예들에 따라 선택된 상호연결 구조들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서 다양한 스테이지들
에서의 반도체 디바이스(405) 부분을 예시하는 단면도들이다. 도 4a을 먼저 참조하여, 반도체 디바이스 (405)는
제 1 기판 (404a) (예를 들어, 실리콘 웨이퍼 또는 다이) 및 그 위에 형성된 제 1 유전체 재료 (450a) (예를 들
어, 실리콘 옥사이드)를 포함한다. 제 1 유전체 재료 (450a)는 기판 컨택 (407) (예를 들어, 구리 본드 패드)을
노출시키기 위해 패턴화된다. 제 1 유전체 재료 (450a)는 또한 제 1 기판 (404a)의 다른 기판 컨택들 (미도시),
예컨대 제 1 기판 (404a)의 집적 회로 (IC) 디바이스 (예를 들어, 메모리; 미도시)에 연결된 기판 컨택들을 노
출시키기 위해 패턴화될 수 있다. 반도체 디바이스 (405)는 제 1 유전체 재료 (450a) 및 기판 컨택 (407)상에
형성된 패턴화된 제 1 전도성 필름, 또는 제 1 전도성 트레이스 (440a) (예를 들어, 구리 또는 구리 합금 필
름)을 더 포함한다.

[0020]

도 4b는 마스크 (460) (예를 들어, 포토레지스트 마스크, 하드 마스크, 등) 및 제 1 유전체 재료 (450a)에 개구
들 (452)을 형성한 후의 반도체 디바이스 (405)를 도시한다. 개구들 (452)는 대응하는 마스크 개구들 (461)을
통하여 제 1 유전체 재료 (450a)의 부분들을 제거함으로써 (예를 들어, 에칭) 형성될 수 있다.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구들 (452)은 하지의 제 1 전도성 트레이스 (440a)의 부분들을 노출시킬 수 있다.

[0021]

도 4c는 제 1 전도성 트레이스 (440a) 위에 전도성 부재들, 또는 필라들 (432) 형성한 후의 반도체 디바이스
(405)를 도시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필라들 (432)은 마스크 개구들 (461) (도 4b)의 측벽들 (462) 및/또는
제 1 전도성 트레이스 (440a) 상에 시드 재료 (472) (예를 들어, 구리)를 증착하고 이어서 시드 재료 (472) 위
로 전도성 재료 (470) (예를 들어, 구리)를 전기도금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장벽 재료
(474) (예를 들어, 니켈) 및 인터페이스 재료 (475) (예를 들어, 팔라듐)이 또한 차례 차례로 전도성 재료
(472) 위에 전기도금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다른 증착 기술들, 예컨대 스퍼터링 증착이 전기도금 대신
에 사용될 수 있다.

[0022]

도 4d는 제 1 기판 (404a)에 개구 (408)를 형성하고 필라들 (432) 위에 보호용 재료 (463)를 형성한 후의 반도
체 디바이스 (405)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개구 (408)는 제 1 기판 (404a)을 통하여 연장되어 개구
(408)의 베이스(base) 쪽의 기판 컨택 (407) 부분을 노출시킨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개구 (408)는 제 1 기판
(404a)을 얇게 하고 (예를 들어, 에칭, 이면연삭, 등을 통하여) 그런다음 제거하는 기판 재료 (예를 들어, 에칭
을 통하여)를 제거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보호용 재료 또는 필름 (463) (예를 들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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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 필름)은 제조동안에 필라들 (432)을 보호할 수 있다.
[0023]

도 4e는 TSV (442), 제 2 유전체 재료 (450b), 및 제 2 전도성 필름, 또는 제 2 전도성 트레이스 (440b)를 형
성한 후의 반도체 디바이스 (405)를 도시한다. TSV (442)는 전도성 재료 (476), 예컨대 구리 또는 구리 합금으
로 제 1 기판 (404a)에 개구 (408) (도 4d)를 충전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제 2 전도성
트레이스 (440b) 및 제 2 유전체 재료 (450b)는 제 1 전도성 트레이스 (440a) 및 제 1 유전체 재료 (450a)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0024]

도 4f는 제 2 유전체 재료 (450b)에 마스크 (465) 및 개구들 (453)를 형성한 후의 반도체 디바이스 (405)를 도
시한다. 개구들 (453)는 대응하는 마스크 개구들 (466)을 통하여 제 2 유전체 재료 (450b)의 부분들을 제거함으
로써 (예를 들어, 에칭) 형성될 수 있다. 도 4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2 유전체 재료 (450b)에 개구들 (453)
은 하지의 제 2 전도성 트레이스 (440b) 부분들을 노출시킬 수 있다.

[0025]

도 4g는 제 2 전도성 트레이스 (440b) 위에 전도성 부재들, 또는 본드 패드들 (433)을 형성한 후의 반도체 디바
이스 (405)를 도시한다. 필라들 (432)에 유사하게, 본드 패드들(433)은 마스크 개구들 (466) (도 4f)의 측벽들
(467) 및/또는 제 2 전도성 트레이스 (440b) 상에 시드 재료 (477) (예를 들어, 구리)를 증착하고 이어서 시드
재료 (477) 위로 전도성 재료 (478) (예를 들어, 구리)를 전기도금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본드 패드들 (432)은 차례 차례로 전도성 재료 (478) 위에 전기도금된 장벽 재료 (484) (예를 들어, 니켈) 및
인터페이스 재료 (485) (예를 들어, 팔라듐)를 포함할 수 있다.

[0026]

도 4h는 마스크 (465) 및 보호용 필름 (463) (도 4g)을 제거하고 필라들 (432)의 말단 부분들 (437)상에 본드
재료 (435) (예를 들어, 금속 솔더)를 형성한 후의 반도체 디바이스 (405)를 도시한다. 일 실시예에서, 본드 재
료 (435)는 전기도금된 재료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드 재료 (435)는 솔더 볼(solder ball) 형태일 수
있다. 어느 한 경우에서, 본드 재료 (435)는 가열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재용융된) 그리고 제 2 기판 (404b)의
대응하는 본드 패드들 (433)과 접촉하게 된다. 재용융 후에, 본드 재료 (436)는 필라들 (432)을 본드 패드들
(433)에 부착하는 전도성 접합부들로 냉각 및 고체화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본드 패드들
(433)은 제 1 기판 (404a) (도 4g)의 본드 패드들 (433)에 구조 및 기능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할 수 있다.

[0027]

도 1-4h를 참조하여 상기 설명된 상호연결 구조들 및/또는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들 중 임의의 것은 다양한 더
큰 및/또는 보다 복잡한 시스템들 중 임의의 것에 통합될 수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도 5에 개략적으로 도
시된 시스템(590)이다. 시스템(590)은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500), 파워 소스(592), 드라이버(594), 프로세서
(596), 및/또는 다른 서브시스템들 또는 컴포넌트들(598)을 포함할 수 있다.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500)는 상기
설명된 적층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들의 것들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특징들을 포함할 수 있고, 이어 열 소산을 강
화하는 다양한 특징들을 포함할 수 있다. 결과 시스템(590)은 메모리 저장, 데이터 프로세싱, 및/또는 다른 적
절한 기능들과 같은, 매우 다양한 기능들 중 임의의 것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시스템들(590)은,
제한 없이, 핸드-헬드 디바이스들(예로서, 이동 전화들, 태블릿들, 디지털 판독기들, 및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
어들), 컴퓨터들, 및 기기들을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590)의 컴포넌트들은 단일 유닛에 하우징되거나 또는 다
수의, 상호 연결된 유닛들을 통해(예로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분배될 수 있다. 시스템(590)의 컴포넌트들은
또한 원격 디바이스들 및 매우 다양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미디어 중 임의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028]

앞서 말한 것으로부터, 기술의 특정 실시예들이 예시의 목적들을 위해 여기에서 설명되었지만, 다양한 수정들이
본 개시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록 반도체 다이들 어셈블
리들의 몇몇의 실시예들이 HMC들에 대하여 설명되었지만, 다른 실시예들에서 반도체 다이 어셈블리들은 다른 메
모리 디바이스들 또는 다른 유형들의 적층된 다이 어셈블리들로 구성될 수 있다. 추가하여, 예시된 실시예들에
서 어떤 특징부들 또는 컴포넌트들은 어떤 배열들 또는 구성들을 갖는 것으로 도시되었지만, 다른 배열들 및 구
성들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예시된 실시예에서 TSV (442) (도 4e)는 프론트-엔드 금속화 (즉, 기판 컨택
(407)을 형성한 후에) 후에 형성되지만, 다른 실시예들에서 TSV (442)는 프론트-엔드 금속화 전에 또는 그와 동
시에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예시된 실시예들에서 필라들은 양각된 패드들에 본딩되지만, 다른 실시예들에서 필
라들은 다른 구조들에 또는 전도성 트레이스에 직접 본딩될 수 있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의 특정 실시예들과
연관된 이점들이 이들 실시예들의 맥락에서 설명되었지만, 다른 실시예들이 또한 이러한 이점들을 보여줄 수 있
으며 모든 실시예들이 반드시 본 기술의 범위 내에 포함하기 위해 이러한 이점들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본 개시 및 관련 기술은 본 출원에서 설명되거나 또는 명백하게 도시되지 않은 다른 실시예들을 아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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