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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The Korea Chapter of ESD Association의 News Letter는 정전기방전(ESD)제어와
보호대책에 관심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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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뉴스레터

제3회 ESD Workshop에 초대합니다
6월 16일(목) ~ 17일(금)
충북 진천
2016년 제3회 ESD Workshop이 6월 16일(목) ~
6월17일(금) 양일간 충북 진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
발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Workshop은 작년 서
울 EOS/ESD Symposium에서 참석자들로부터
가장 환영받았던 기술발표형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ESD 문제와 개선 사례, 측
정 방법을 주제로 알차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EOS/ESD 분야에 전문가는 물론이고 새롭게 시작
하거나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EOS/ESD 최
신 동향을 접하고, 배우고, 나누고, 토론하는 의미있
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독일 자동차 관련 기업, 국내
외 반도체 소자 제조 기업, 디스플레이 분야와 ESD
관련 측정기 분야 기업 및 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초청 세미나와 현장 이슈관련 기술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그룹토론으로 구성하여 2일간의 일정으로 마
련하였습니다.
세미나, 기술 프리젠테이션
일자별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예정되어 있습
니다.
2016년 6월 16일 (목)

CDM High Voltage Measurement Issue and ESD Diode Implement in Mobile and
HBM Issue by Parasitic Effects
Customer Device
김창수 수석 / 삼성전자
전승환 이사 / NXP Korea
How to handle Ultra Sensitive ESD Corona Camera를 이용한 ESD 분석
components and living Successful Tailoring 정상근 부장 / 삼성전자
Concept
3D IC ESD Protection Issues
Dieter Burckhardt /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승만호 위원 / SK Hynix
최근 자동차 OEM ESD 요구사항 및 반도체 업체
Measurement and Modeling of System
와 자동차 전자부품제조사에서의 ESD Issue
Level ESD Noise Voltage in Real Mobile
김용래 위원 /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Products
김진국 교수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Test Un-testable, Measure Immeasurable
허윤종 대표 / Amber Precision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디스플레이 향후 방향과 정전기 위험성
ESD Workshop 의 목적은 한국 산업 전반에 걸쳐
김동선 위원 / LG Display
ESD에 대한 인지도의 개선과 저변 확대에 있습니
다. ESD 보호 및 제어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
그룹토론
는 상황에 여러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정전기 관련 문
첫째날 마지막순서에 마련된 그룹토론은 전자 IC / 제점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
모듈 / 세트 및 자동차산업에서 ESD관련 Issue들 다. 이번 기회가 ESD기술에 대한 적절한 방향 제시
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기업과 담당자분
참석예정자들로부터 관심사항을 사전조사하여 준비 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됩니다.
자세한 참석 안내는 국제정전기협회 한국지부로 연
2016년 6월 17일 (금)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ystem Efficient ESD/EOS Design (SEED)
의 개념 및 사례 소개
김한구 기술위원장 / 삼성전자
TLP Fundamental
유용훈 대표 / 코어인사이트

전화: 031)-750-9207/ E-mail : info@esd.or.kr
6월 17,18일 충북 진천에서 모두 뵙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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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OS/ESD SYMPOSIUM
KOREA

2015년 EOS/ESD
Symposium 서울개최
이모저모
'ESD Association(ESDA)'과 '국제정전기협회 한
국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5 EOS/ESD
Symposium in Korea가 작년 6월 30일부터 7월 3
일까지 총 나흘동안 서울 COEX에서 개최되었습니
다.
첫번째 국제 SYMPOSIUM

FinFET과 TSV(Through Silicon Via)와 같은 혁
신적인 기술이 적용되면서 반도체칩이 3차원 직접회
로로 바뀌어짐에 따라 반도체칩에 내장하여 설계되
는 ESD 보호회로의 성능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Symposium 첫째날 저녁에 자동차 전장에 적
용하는 반도체칩에서 발생되고 있는 EOS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Workshop이 있었습니다. 각
참석자마다 맥주 2병을 나누어 받고 즐거운 웃음속
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EOS관련
기술발표 가장선호
특성규격으로서 AMR전압 (Absolute Maximum
초청강연과 기술발표는 한국어로 동시통역을 제공 Rating Voltage) 등을 자동차회사와 반도체부품사
하면서 영어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 기술 간 사전협의에 의해 부품사양에 명시하고, 이를 기준
발표는 설문조사결과 Symposium 참석자들이 가 으로 EOS로 인해 자동차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품손
장 좋아했던 Session이었습니다.
상 및 오동작 문제의 책임소재를 뚜렷이 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Bosch사 담당엔지니어의 발표에 대해,
기술발표 Session에서 EOS/ESD분야의 다양한 주
제들이 다루어졌는데, 발표되었던 내용을 주제별로
다음번 참가여부(명)
분류하면 Factory ESD control 11편, Chip ESD
Protection 4편, System ESD 3편, EOS control
2편, Chip EOS Protection 2편, Measurements
불참
1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EOS/ESD분야 국제 Symposium
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모두 80명이 참가했는데
우리나라 외에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세계각지에서
도 24명이 참가했으며, Tutorial 강의, 초청강연, 기
술발표, Workshop(토론회)과 전시회를 갖추어 명
기술발표를 진행하는 세미나실 옆방에서는 12개의
실상부한 국제 Symposiu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스와 다과 테이블에 마련된 전시회장이 꾸며졌습
니다. 한국 6개업체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 독일, 싱
가폴, 핀란드, 영국에서 온 EOS/ESD관련 회사소
지역별 참가자 수(명)
속 홍보한다고 엔지니어들이 각각 자사의 부스에 홍
보포스터 또는 시연장치를 설치하여 참가자들에게
자사의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기타

미주
아시아6 3
6
유럽
9

한국
56

Symposium 참석자들을 회사별로 살펴보면 SK 하
이닉스에서 가장 많은 16명이 참석했으며, 삼성 디
스플레이 6명, 삼성전자 5명, 매그나칩 4명, LG 디
스플레이와 Sea Gate에서 3명 순이었습니다. 본
Symposium에 앞서 진행되었던 Tutorial강의에서
는 Factory ESD 관련 강의에 26명, ESD Design
강의에 16명이 수강하여 각 분야 최고전문가의 강의
를 들었습니다.
초청강연 두 강연에서 ESD관련 산업이 향후 어떻게
전개되어 발전될 것인가가 제시되었는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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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편안한 토론회 분위기

사정에 따라3
11

참석
38

커피 브레이크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전시회장
등에서 소개와 질문과 활발한 토론으로 참석자간 교 양사간 상대적인 지위관계 또는 신속하고 근본적인
류를 했습니다.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EOS문제에 대한 책임과 역할
을 분명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등의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Session별 선호도(명)

workshop
10

초청강연
13

기술발표
29

설문조사결과 Symposium 참석자들의 73%가 다
시 참석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94%가 다음년도 참석
에 긍정적이어서 전반적으로 이번 Symposium행
사에 거의 모든 참석자가 만족하였음이 확인되었습
니다.
아쉬웠던 것은 행사 한달 전에 한국에 등장한 전염병
메르스 병균에 대한 두려움과 감염우려로 인해 참석
예정이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했고, 기
계획되었던 일부 프로그램이 발표자 불참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 진행하거나 취소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었습니다. 행사일정이 한국의 메르스 발병시기와 겹
치지 않았다면 Symposium이 더욱 성황리에 진행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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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절차

ESD S20.20
Factory인증 소개

ANSI/ESD S20. 20 인증절차는 규격에서 요구
하는 사항을 조직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3의 인증 기관에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으로써 크게 다음의 단계에 따라 수행
되어 집니다.

안병욱 DNVGL 차장
ANSI/ESD S20.20은 기술적으로 타당한 ESD
Control Program 마련에 대한 전세계 산업계
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ESD협회에서 구
축한 독립적인 3자인증 프로그램 입니다. 심사는
산업표준인 ANSI/ESD S20.20 또는 IEC
61340-5-1에 따라 ESD협회로부터 인증 받은 인
증기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1단계 심사(문서 심사)
심사원이 고객사가 준비한 문서를 검
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심사원은 본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
준으로
고객사가
ANSI/ESD
S20.20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마련하
였는지를 확인하며, 본 심사 스케줄을
확정합니다.

관리적
준비사항

인증 동향
각 산업계에서는 ESD(정전기 방전)문제로 인한
제품의 손실 및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완
제품의 ESD관련 RISK를 줄이고자 자동차, 반도
체, 전자 관련 업계에서 Supply Chain에 ESD
Control Program 수립 및 운영은 물론 이를 3
자 기관에 의한 심사를 통하여 ESD S20.20 인증
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전세계 ESD S20.20 인증 현황
을 살펴보면 총404개의 인증서가 발행이 되었으
며, 그 중 중국(168개) 및 미국(129개)이 대다수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2014년 첫 인증
을 시작으로 2개 기업에 대하여 인증서가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2단계 심사(본심사)
기술적
인증서 발행을 결정하는 최종 심사입
준비사항
니다. 심사원은 고객사가 ANSI/
ESD S20.20 요구사항에 맞게 정전기
관리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인터뷰와 실행자료 검토를 통해 현장
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중
부적합'이 발견되지 않으면 인증서 발행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기 갱신심사
갱신심사는 매년 인증서 만료일 이전에 인증서
재발행을 결정하는 심사입니다. 본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뷰와 실행자료 검토를 통해 현장에

서 확인하고 그 결과 '중부적합'이 발견되지 않으
면 인증서 발행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증심사 준비 사항
ANSI/ESD S20. 20 인증심사를 위하여 조직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ESD Program과 실행자료
로써 다음표와 같습니다.

ESD 제어 프로그램 계획,
교육훈련계획,
제품 Qual 계획,
준수평가계획
GROUNDING/EQUIPOTENTIAL,
BONDING SYSTEMS,
PERSONNEL GROUNDING,
ESD PROTECTED AREAS(EPAS),
PACKAGING,
MARKING
심사를 처음 준비하는 조직에서는 3자 인증기관
등을 통하여 예비심사(Gap Assessment)를 활
용하여 구축한 정전기관리프로그램 기준과 비교
하여 부족한 점이나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문서심사와 본 심사 이전에 보완해야 할 사항들
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SDA 이사회 멤버에 한국인 선출

협회 신임 운영위원 선출

본 협회 유용훈 대표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
로 ESD Association 이사회 멤버에 선출되었
습니다(사진 중앙 오른쪽).
함께 선출된 Matthew Hogan
(Mentor Graphics, 왼쪽 끝), Scott
Ward (Texas Instruments, 중앙 왼
쪽) ,
Lorenzo
Cerati
(STMicroelectronics, 오른쪽 끝) 와
같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활동
합니다. 두가지 보직을 맡아 왕성한 활
동이
예상되는데,
Factory
Symposium 준비와 주관, 각종 행사
및 사업영역 업무협의, 재무검토 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정전
기 산업분야 종사자들의 소통활성화를
위해 더욱 수고하겠습니다.

본 협회에도 새로이 두 명의 운영위원이 위원회 만장
일치로 선출되어 금년부터 활동합니다. 승만호 위원
(SK Hynix)과 김용래 위원(Continental
Automotive)입니다. 각각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업
계에서 쌓은 ESD 전문가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협회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SDA 리더쉽우수상 수상
작년에 서울에서 열린 EOS/ESD Symposium의
전체계획과 운영은 물론 세부적인 일을 추진하는데
에 가장 수고했던 유용훈, 구소영 두 Symposium
운영위원이 Symposium을 성공적으로 조직하는데
에 탁월한 리더쉽과 조정력을 발휘한 공로로 행사를
공동주관한 ESD Association으로부터 리더쉽우수
상을 수상했습니다.

Event Schedule
2016 International ESD Workshop
2016. 5. 17 ~ 5. 19
Evangelische Akademie
투트징, 독일

제3회 ESD Workshop
2016. 6. 16 ~ 6. 17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충북 진천

38th EOS/ESD Symposium
2016. 9. 8 ~ 9. 16
Hyatt Regency Orange County
가든 그로브, 캘리포니아, 미국

2016 EOS/ESD Symposium for
Factory Issues in China
2016. 11. 15 ~ 11. 18
Xian, Shanxi Province, China

Keynote
Invited Talk
Technical Presentation
Seminar
Discussion Group

Technical Presentation
Seminar
Group Discussion

Standard Meetings
Tutorials
Technical Sessions
Workshop
Exhibition
Awards

Tutorials
Technical Sessions
Workshop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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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R E A C H A P T E R O F E L E C T R O S TAT I C D I S C H A R G E A S S O C I AT I O N

OPINION
반갑다. EOS 백서!
최낙헌 TOS 지사장
올해 4월부터 EOS(Electrical OverStress)
Guideline이 백서(White Paper)[1]라는 이름으
로 발행되어 제공되고 있다. ‘Industry Council
on
ESD
targets’이
주관하고
‘ESD
Association’, ‘JEDEC’ 에서 후원하여, 전세계 가
전, 산업, 자동차, 항공기, 군수, 의료용의 완제품업
체 및 부품업체, 반도체업체들을 대상으로
EOS(Electrical OverStress)가 얼마나 중요한 문
제이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광범위하게 조사
하기 시작한 2013년 초 이후 3년이 넘게 분석과 토
의를 거친 결과물이다.
이번 EOS 백서는 전자제품을 제조, 작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EOS를 종합
적으로 다룬 첫 문서로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모호하게 사용해 온 EOS관련 용
어를 명확하게 다시 정의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 또한, EOS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크게 3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마다 상세한 하위분류 및 설명을 풍
부하게 제공한다. 또한, EOS의 근본원인을 찾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방법과 진
단방법을 제시하고 11가지의 실제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EOS를 최소화하기 위
한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백서의 내용 중에서 몇가지만 자
세히 살펴보자.
백서에서 EOS는 ‘device에 전압, 전류, 전력 중 하나가 최대 한도를 초과함으
로써, device가 손상을 받는 경우’로 새로이 정의되었다. 이 때, 손상에는 즉시
손상, 고장, 그리고 수명감소로 이어지는 잠재적인 손상까지 모두 포함된다.
‘ESD Association’의 용어집에 기존에 정의된 ‘최대 정격치를 넘어서는 전류
또는 전압에 IC가 노출됨’과 비교하면, 새로운 정의에는 전기적인 stress중에
전력이 새로이 추가되었고, IC에서 device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device가
손상을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EOS에 의한 device의 손상은 에너지 집중에 의
한 것이므로 에너지 집중도를 나타내는 전력 stress가 추가된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매우 한정된 용어인 IC에서 device로 바꾼 것도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
런데, 손상이나 고장이 확인되어야 EOS라고 말할 수 있게 한 것은 언뜻 쉽게 와
닿지 않는다. 곰곰 생각하니, 산업현장에서 EOS문제를 말할 때는 항상 device
의 손상 또는 고장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EOS 손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통상
적으로 한 단어인 ‘EOS’라고 칭하는 현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듯하다.
이와같이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거니와, 손상의 의미를 짧은 용어에 포함하니
경제적인 용어사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손상이 확인되지 않은 혹은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최대한도를 초과한 전기적 stress를 말할 경우가 분명히 있
을 터인데, 이 때 굳이 ‘손상없는 EOS’라고 말해야 할 것이니 필자는 찬성하고
싶지 않지만 어쩌겠는가. 189쪽에 달하는 방대한 Guideline이 잘 공유되어 원
활한 소통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서에서 제안된 EOS 정의를 받아드
린다.
하나 더 살펴보자. 현재 제품사양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AMR[2]의 의미를 넓
혀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EOS문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온다. 전압, 전류, 전력의 3가지 AMR과 각각의 최대 허용시간으로 제품이
전기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사양을 명확히 하면, EOS로 판정되는 것은 사
용자 실수로 AMR보다 높은 Stress가 인가되었을 경우 발생한 제품손상일 뿐
제품불량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고객 또는 그 제품을 부품으로서 구입하는 완
제품사의 작동조건과 환경을 개선해야 할 문제가 된다. 반면에, AMR보다 낮은
Stress에서 발생한 손상은 AMR 사양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불량이므로 EOS
라 칭할 수 없고, 제품공급자가 불량제품을 공급한 책임을 지게 된다. 부품공급
자가 종종 과중한 책임을 지곤 했던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일단 이 제안은 속
시원하다. 그렇다면, 완제품사도 이 새로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일까? 완제품
사는 자사제품에서 앞으로 EOS문제로 칭하는 것은 자사의 책임이 되는 명쾌하
지만 부담을 더 지는 듯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부품공급사
와 함께 져 온 짐이 본래 완제품사의 몫이라서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 하더라도
완제품사는 그 시기를 연기하고 싶을 수 있다. 완제품사의 사업상의 위치를 활
용하여 현재의 보다 유리한 듯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완제품사가 대기업이고 부품공급사가 중소기업일 때, 대기업이 이와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그 짐은 매우 느리게 제자리를 찾게될 수 있다. 잘못
된 판단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혼자 맡아 버거울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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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오히려 짊어지기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EOS문제를 완제품사와
부품공급사가 서로 협의하여 각자 맡아야 할 영역을 AMR로 명확히 하고
Guideline을 따르면, 제품설계단계에서 설계 Target의 모호성에 의한 오류가
방지되어 문제 발생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AMR 사
양이 불량인 부품 탓인지 완제품사의 동작조건이나 환경에 의한 EOS인지를 구
분하는 프로세스가 발달되고,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고 개선하는 능력이 향상되
기 때문이다. 즉, 짐이 가벼워지고 들어올리는 팔근육은 강해진다. 게다가, 완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부품도 판로가 유지되기 때문에 부품공급자는
완제품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특히, 완제품사의 제품작동조건이나 환경이 특수
하여 개선하기 어렵다면, 부품 AMR사양의 변경을 포함한 완제품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다.
이번 백서는 EOS에 대한 기초 Guideline이므로, 부품의 AMR사양을 확대하
는 범위와 권장사용법만 제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AMR항목을 설계하여 결
정하고 측정 검증하는 일은 부품공급사의 몫이며, 완제품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협력하고 사양을 승인하는 것은 완제품사의 역할이다. 각 제품과 회사별로 다양
한 방법이 시도되고,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을 찾기까지는 약간의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다. 공급자와 완제품사가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부작
용을 최소로 하는 데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편, 이번 백서를 기초로 EOS관
련업무에 종사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목소리를 모아, EOS Guideline의 구
체적인 부분까지 국제표준을 하루빨리 갖추기를 바란다.
[1] "White Paper 4 - Understanding Electrical Overstress - EOS",
www.esdindustrycouncil.org
[2]AMR: Absolute Maximum Ratings, 쉽게 말해 ‘최대 허용치’라는 뜻, 예
를 들어 AMR Voltage는 최대허용전압을 말한다.
편집자 Note: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OPINION 란에 싣고 싶습니다. 협회 운영진
또는 편집위원만이 아니라 일반회원분들의 목소리도 담으려 합니다. 짧아
도 좋습니다( > 3문장). info@esd.or.kr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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