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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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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Schedule
Standard Meeting Series
2017. 4. 23 ~ 4. 30
ESD Association
Spring Meeting Series
Westin La Paloma Hotel
Tucson, AZ, 미국
정기 표준 위원회 모임

Factory Symposium in Singapore
2017년 3월 27일(월)~ 30일(목)
Genting Hotel Jurong
Tutorials
ESD Basics, How to Audit
ANSI/ESD S20.20
Technical Presentations
Professional Program Manager
Certification Exam
2017년 3월 31일(금)

새로운 기대를 품고 준비하는
2017 EOS/ESD Symposium…
유용훈 대표 / 국제정전기협회 한국지부

International ESD Workshop
2017년 5월 7일(일)~ 10일(목)
Granlibakken Tahoe,
Tahoe City, 캘리포니아, 미국

제 39 회 EOS/ESD Symposium
2017년 9월 10일(일)~ 15일(금)
Westin La Paloma Hotel
Tucson, AZ, 미국

Invited Seminar
Technical Sessions
Special Interest Groups (SIGs)
Discussion Groups (DGs)
Invited Speakers

Tutorials: Factory & Design,
System Level
Technical Presentations
ESD Workshops
Exhibition

papers는 물론이고, short papers와 poster presentations,
invited papers, discussion groups 그리고 workshops… 실제
측정 데모를 제공하는 세션을 신규로 만들어서 제조 환경과 관련
된 더 많은 이슈를 다둘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부의 회원분들과 많은 엔지니어, ESD 제어 물품 공급업체
분들께서도 이번 기회를 활용하시어 Device Design 분야 외에 제
조 환경에서의 여러 이슈와 개선 방법에 대한 발표의 기회를 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고 마감은 2017년 2월 27일까지이며, 논
문 저술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ESD Association 홈페이지
에 명시된 공식 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
www.esda.org/events/symposia/symposium-call/

현재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2017년
EOS/ESD Symposium은 최근까지 진행
하던 틀을 탈피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제조 환경에
서의 ESD제어 부분의 논문 발표가 상대
적으로 적고, 대부분의 논문 및 기술 발표
가 Device 분야와 System Level 부분을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지부로 문의하시면 자세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제조 분야 ESD 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지니어들의 논문 제출이 적은 이유도 있고, 영어권의 엔지니어
참석이 적어지는 부분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탈피
39th EOS/ESD Symposium
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행사가 Factory Symposium 행사로 대변
Westin La Paloma Resort, Tucson, AZ
될 수 있겠고, 이는 동남아시아와 한국, 유럽에서 지난 수년동안
진행된 행사들로 상당한 성과와 환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Sep 10 - 15, 2017
듯합니다. 이에 현재 ESD Association의 President인 Gianluca
Boselli의 제안으로 2017년부터 포맷을 달리하는 새로운 Track
으로 Manufacturing 분야와 System Level을 포함하는 OnChip Device Track으로 나누어 좀더 많은 제조환경에서의 EOS/
ESD 이슈를 다루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심포지움의 경우, 논문 제출 기준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
이어서, 논문 제출의 문턱이 높았습니다. 이번에 준비중인
Manufacturing Track의 경우에는, 그 문턱을 과감히 낮춰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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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Council on ESD
Target Levels

White Paper 4. EOS (1)
Released Aug 2016

요약 (Abstract)
Electrical Overstress (EOS) 손상의 흔적은 고집적 회로와 시스템 동
작 중에 발생한 불량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
한 해결책으로 전자 산업에서 널리 알려진 오해는, 소자의 정전기방전
(ESD)에 대한 강성(Robustness)의 부족이 EOS의 주된 원인이라는 잘
못된 개념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문서, 백서 4 (White
Paper 4)는 Industry Council on ESD Target Levels의 주도하에 EOS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통일된 글로벌한 이해를 개선하고, EOS 불량
의 흔적이 폭 넓고 다양한 원인들에 기인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중
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본 백서는 EOS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요약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 다
음 산업계 전반에 걸친 EOS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 설문 조사
는 80 개 이상의 회사에
서 경험한 EOS 문제 유
형, 전반적인 비즈니스
에 있어서 EOS의 중요
성 및 EOS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실행한 개선 방법에 대
한 정보를 함께 수집했
습니다. 설문 조사는 EOS
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의가 가능한 개념도를
제공합니다. EOS의 근
본 원인에 대한 다양한 범
주와 기타 하위 범주는 EOS 불량 발생을 줄이는 더 나은 제품 사양을 구
성하는 방법을 돕기 위한 좋은 예입니다. 조사 결과 외에도 본 백서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해 EOS 불량 흔적이 있는 많은 현장 불량내용
을 조사하고 각각의 확인된 개선방안을 제공합니다.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는 성공적인 불량분석(FA)에 있어서 불량이 발생
한 시점부터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사용자와 공급자 사이에서의 신중한
의사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제조
및 취급 절차에 대한 세부 조사가 필요합니다. 본 백서에서는 소자의 전기
적 불량 분석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
고 있습니다.
EOS 문제에 있어 중요한 점은 IC 설계, 제조 현장과 사용 환경 및 시스
템 구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결합할 때 완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 EOS의 발생률은 HBM 및 CDM 견고성(Robustness) 수준과는 무관
하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줍니다.

Industry Council Worldwide Survey
본 백서를 준비하면서 Industry Council은 EOS와 관련하여 전자 산업
전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EOS는 제품
불량 유형 분석 차트에서 일관되게 "높은 막대"중 하나라는 오래된 견해
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EOS 관
련 불량 수준은 전체 불량의 20% 이상 또는 EOS 관련 전체적인 전기적
불량의 30% 수준으
로 파악하고 있어,
응답자들이 파악한
확인된 불량 원인에
대한 불량 유형 분석
차트에서 EOS를 가
장 높은 불량 원인으
로 확인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EOS에 대한
산업 전반의 이해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EOS 조사를 좀더 살펴보면, Misapplication(Powered Handling)이
EOS 불량의 가장 큰 원인으로 두드러졌으며, 응답자의 40% 이상이
EOS 불량이 대부분의 모든 공정으로 발생된다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EOS와 관련된 불량의 흔적은 종종 소자 패키지 및 실리콘 레이어 손상을
수반 할 수 있으며, 측정 가능한 ESD 영역에서의 방전으로 인한 불량 흔
적에 비해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제품에 불량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
었습니다. EOS 설문 조사에 대한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Powered Handling(전원공급 중 취급) 가장 널리 보고된 근본 원인
으로 돋보이는 것으로, EOS 불량으로 확인하고 보고된 전체 불량의
상당 부분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원공급중 취급에는 과전압,
부적절한 삽입(insertion), 전원 공급 장치 연결 절차 및 사용 중의 부
적절한 Bias인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Absolute Maximum Rating(절대 최대 정격: AMR) EOS 불량으로
구분되어 회수되는 경우는, 지정된 AMR 전압을 초과하는 인가 전압
에 기인 한 것으로,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한 최대정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데이터 시트의 AMR 특성 및 개선된 AMR 정보는 EOS의 위
험을 최소화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3. ESD Related 시스템 레벨이나 대전된 소자로부터의 방전과 ESD 민
감 소자를 취급하는 제조 현장에서의 ESD 제어가 부적할 경우 EOS
불량의 추가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Charged Board Event와
지난 수년 동안 자동차 산업과 같은 전자 산업 및 관련 산업 대부분에서
Cable Discharge Event 또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EOS 손상은 높은 불량률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은 많은 경우
"EOS Failure"로 잘못 표시되어, 여러가지 오작동이 전적으로 EOS라고
4. 기타 원인 취약한 인쇄회로기판(PCB) 설계에서부터 부적절한 취급
불리는 스트레스나 현상의 결과라는 묵시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EOS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타 원인이 보고되었습니다.
를 "스트레스"로 이해하게되면 많은 고객들이 EOS를 경험하는 소자가 "
취약"하다고 잘못 추측하게됩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EOS와 관련하여
소자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합니다.
출처: Industry Council White Paper 4 EOS Rev1.2 Aug 2016. 본 기
또 다른 잘못된 개념 중의 하나는, HBM과 CDM과 같은 소자 파괴 모
사는 향후 계속해서 시리즈로 주요 내용을 기사화 할 계획입니다.
델을 견고하게 함으로써, EOS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해 대해서는 JEDEC에서 발행한 JEP155과 JEP157에서 다루어 졌는

EOS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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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EOS/ESD Symposium 행사 후기
Radiated Emissions, understanding product Workshops
and measurement antenna behavior 강좌가
새로 준비되었고, 20명의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 13일(화)과 14일(수) 양일 저녁 시간에 진행되
과 질문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는 Workshop은 IEC 61000-4-2 의 Target
Level 수립을 중심으로 진행된 워크샵을 비롯해
Tutorials
7개의 세션이 2일에 걸쳐 동시에 진행되었다.
ESD Association의 정규 교육 과정인 Tutorial
은 ESD Basics을 포함하여 38개의 과정으로 3
일간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사 개요
해마다 진행되는 심포지엄 공식 행사는 2016년
9월 11일(일)부터 9월 16일(금)까지 6일동안
진행되었다. 비공식 행사로 시작되는 표준 위원
회(Standard Working Group) 참여 회원들은
이보다 5일 앞선 9월 7일(수)부터 진행되는 표
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행사 장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에너하임에 위치한 하얏트 리전시
오렌지 카운티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
는 NXP의 멜라니 이써튼 박사 주관하에 준비되
었으며, 전세계적으로 14명의 스텝 멤버와 54
명의 Technical Committee 멤버를 중심으로
행사가 준비되었다.

Exhibitions
12일(월) 저녁에 시작된 전시회는 52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하여, 최근의 심포지엄 전시
회 중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를 기록하였다.

Awards
심포지엄 화요일 오전에 진행된 어워드에서는
지난 2년간 ESDA의 President로 수고한 Terry
Welsher 박사에게 Outstanding Contribution
Award를 증정하였고, 그 외 Infineon 등의 기
관과 개인들에게 각종 Award를 증정하였다.

Technical Sessions

Emerging Topics
해마다 새로운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Emerging Topics의 2016년 주제는 EMC 엔지
니어들과의 상호 교류를 위해 준비된, PCB
Design for Real World EMC Control과

13일(화)과 14일(수) 양일간 진행된 Technical
Session은 첫째날 High Voltage를 시작으로 44
개의 논문이 발표 되었다.

ESD Myth & Pitfalls: Drag Chain
Q:

ESD 보호구역(EPA)에서 ESD 바닥재

를 사용하면서, 이동하는 대차 및 카트를 사
용하는 경우 Drag Chain, 일명 돼지꼬리를
연결하여 접지 연결을 하면 문제가 없나요?

발행
발행인 — 유용훈
편집자 — 유용훈
편집위원 — 김한구 최낙헌 김동선 설병수 승만호 김용래
운영간사 — 구소영

A: 정전분산형 또는 도전성 바닥재를 사용
하는 주된 목적은 제전화 등의 신발을 신은
인체와 이동형 설비(카드, 장비)를 접지로 연
결하는 전기적 통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동형 설비는 도전성 바퀴 혹은 드래그 체
인(drag chain)과 같은 다른 접지 연결 방법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래그 체인
의 경우 제전바닥을 통한 접지 접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할 필
요가 있습니다. 카트와 같은 이동형 설비의 경우, 정지해 있을 때와 이동 중에 접지까지
의 저항 측정을 실시하여 적절한 접지 시스템을 결정해야 합니다.
트롤리와 카트는 EPA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접지되어야 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있
는 방법은 각 트롤리와 카트에 적어도 하나의 도전성 바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카트
와 트롤리의 각 선반은 프레임에 연결되어, 모든 구성 부품이 서로 잘 연결되어야 합니
다. 종종 플라스틱 구조물이 프레임과 선반 사이에 위치하여 절연되는 경우가 있습니
다. 드레그 체인은 잘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트롤리와 카트와 같은 이동형 설비의
접지까지의 저항이 표준 및 사내 기준에 부합하는지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트롤리와 카트의 프레임에 전선과 연결 단자를 사용하여 이동형 설비가
정지해 있을 경우 공통접지(Common Point Ground) 단자에 연결하기도 합니다.

Note: 본 내용은 2008년 3/4월호 ESD Association의 Threshold에서 설명한 내용을 가져왔음.

Korea Chapter of ESD Association News Letter는 독자 여러
분들의 다양한 참여를 희망합니다. 원하시는 주제에 대한 요청이
나, 자료 또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요청을 보내 주시면 주제를선
별하여 다음에 발행되는 News Letter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info@e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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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Association Logo Statement:
본 로고는 ESDA와 Local Chapter에서만 사용하며, 국내외에 상표권 등록
이 완료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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