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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The Korea Chapter of ESD Association의 News Letter는 정전기방전(ESD)제어와
보호대책에 관심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합니다.
발행번호 No. 9 - 2014 겨울호

분기별 뉴스레터

EOS/ESD
Symposium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Tutorial Seminar
ESD Tutorial은 미국에서 열리는 Symposium에
서 제공되는 강의를 해당 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Factory ESD와 ESD Design의 내용으로 이틀간
진행됩니다. 해당분야 전문가의 최고의 강의를 집중
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ESD Association(미국 정전기협회)와 정전기협회 Technical Presentation
한국지부(ESDA Korea)가 함께 주최하여 내년 6월
30일부터 7월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COEX
에서 열립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
레이, 현대 모비스, IBM, Infinion, Amkor 등 국
내외 전자산업과 반도체산업 선도업체들이 이 행사
를 후원하여, 이들 업체의 EOS/ESD 전문가들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EOS/ESD Symposium을 모델로 하여 모든 면에
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EOS/ESD
Symposium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아시아 최대규모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내년 일정표에
Symposium 행사일정을 넣어두시고, 한국에서 세 EOS/ESD 기술논문발표는 Symposium의 가장
계적인 EOS/ESD 산업기술을 나누고 배우는 기회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
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행사 해 기술논문 발표자는 심포지엄 등록비를 50% 할인
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해 드립니다.(발표 건당 1인에 한함)
다음과 같이 발표에 필요한 초록 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심사 후 승인을 받고 발표하게 됩니다.

I. EOS/ESD Factory and Handling Issues
• Test methods and procedures
• Case studies, reviews and analysis
• Troubleshooting techniques
• Facility design
• Management issues (cost/benefit analysis
etc.)
• Air ionization
• Measurement techniques and risk analysis
II. ESD Control Materials
• Test methods
• Innovations
• Case studies
III. EOS/ESD Standards – System Factory and
Materials
• Test methods and procedures
• Round robin tests
• Comparison and analysis
IV. ESD Packing
• Test methods
• Case studies
• Protection design
V. On-Chip ESD Protection
• Design and layout issues
• Protection devices
• Circuit simulation
• Case studies and analysis
VI. Modeling and Simulation
• ESD device TCAD simulation
• Simulation tools
• TCAD/circuit co-simulation
VII. Device Testing
• Tester correlation issues
• Standards
• Novel EOS/ESD test methods
VIII. System Level EOS/ESD/EMC
• Test methods
• System Level modeling
• Case studies, analysis

발표내용의 초록을 데이터, 결과의 중요성을 명확히
제시하여 그림 포함 두 페이지의 영문으로 작성하신
후 제목, 저자, 소속, 이메일 주소와 함께
info@esda.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초록 접수는 2015년 1월 29일 (목요일)까지 마감합
니다. 제출 형식은 PDF 파일(어도비 ACROBAT®)
입니다. 2015년 2월 23일 심사결과를 통지받고, 최
종 발표자료를 2015년 5월 22일까지 MS 파워 포인
트 포맷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발표자료는
Exhibition
Symposium 기간중 참가자들에게 배포됩니다. 기
특히 내년 Symposium에는 올해 ESD workshop 발표된 바 있는 논문일 지라도 심사 후 발표가능하니 내년 EOS/ESD Symposium관련 내용은 ESD
에서는 제공하지 못했던, 전시회 부스공간을 준비했 기술 프로그램 위원장에게 문의바랍니다. (유용훈 Association (www.esda.org/symposia.html)
으므로, ESD Vendor 여러분들의 제품과 기술을 Joshua@coreinsight.co.kr. )
또는 국제정전기협회 한국지부 웹 사이트
국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www.esd.or.kr)에 더욱 자세히 공지되며, 전체 행
전시회 부스관련 자세한 것은 국제정전기협회 한국 기술논문발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분야로 구분하여 사에 대한 안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다시
지부로 문의바랍니다.
신청바랍니다.
한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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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th International ESD Workshop

제8차
IEW(International
ESD Workshop)
참석 후기
김한구 마스터 /삼성전자
지난 5월 프랑스의 Villard de Lans라는 곳에서 여
덟 번째 IEW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곳은 론 알프
스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는 작은 마을로서 프랑스
의 유명한 군사, 교육, 산업도시인 그르노블의 서남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매우 높은 지
역에 위치해 있기도 하지만 마을 뒷산 위쪽에는 여전
이 하얀 눈이 쌓여있으며, 낮에는 포근하고 따뜻하지
만 밤에는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IEW에서 가장 많이 Focusing을 받은 분야는
EOS와 Automotive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회사
에서 이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였고 참석자들의 관
심을 받았습니다. IEW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미
국과 유럽을 번갈아 가면서 매년 5월에 진행되고 있
으며, 주요 목적은 “ESD Engineer들의 기술교류와
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를 다섯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ESD 기술 동향
에 대한 세미나, 새로운 ESD 표준에 대한 공지, 새로
운 ESD Issue에 대한 논의, 기술논문 발표와 토론,
그리고 ESD Industry Council에서 진행하고 있
는 White Paper 진행현황과 새로운 안건 제안 등
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모두 76명의 Engineer가 참
석하였으며, 3편의 Invited Talk, 6편의 Seminar
및 24편의 논문발표를 통해서 Automotive,
EOS(Electrical Overstress), SEED(System
Efficient ESD Design), Foundry에 대한 ESD
Support 등 4가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Automotive의 경우 Tesla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
를 발표한 이후에 그 중요성이 매우 커졌으며, 일반
고급자동차의 경우 약 1,000개의 반도체가 사용되
고 있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 약 5,000여 개의 반도
체가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
체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 이에 따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EOS 관련 Test도 매우 중요하고 점점 강화되고 있
는 추세이며, AEC Q100, IEC 61000-4-2, ISO
10605를 비롯한 ISO Standard 등의 평가를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Renesas, Freescale, Infineon, STM 등의 회사에
서는 이러한 평가결과가 실제로 Field 불량과 상호
관련성 여부를 떠나 단지 Customer들의 규격을 만
족시키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
한 Automotive에 대한 Customer의 Special 요

Event Schedule
9th International ESD Workshop
2015. 5. 4 ~ 6
Granlibakken Conference Center
레이크 타호, 캘리포니아, 미국
Keynote
Invited Talk
Seminars
Technical Sessions
Discussion Groups
Special Interest Group
Special Ev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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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건과 EOS 관련 분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Gun
Test Model과 TLP Stress Model들이 개발 및 활
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SEED 관련 상호 협력강화와
Foundry 고객사의 ESD 요구조건과 준비에 대한
내용 공유 및 EDA Tool을 이용한 ESD 설계자동화
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White Paper 항목으로 선정되어
작성 중인 EOS 관련 White Paper는 당초 2013년
말까지 Release될 예정이었지만 1년 정도 지연되어

2014년 말에 Release될 예정이라고 하며, 다섯 번
째 White Paper 항목으로는 ESD Technology
and EDA Parameters로 선정되어 지금부터 약
1~2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Release될 예정입니
다. 이러한 IEW는 2013년부터 Korea Chapter 주
관으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ESD Korea Workshop
의 Role Model이 되고 있으며, 1979년부터 매년
9~10월에 진행되고 있는 EOS/ESD Symposium
과는 형식이나 내용이 전혀 다른 순수한 ESD
Engineer들만의 모임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5 EOS/ESD Symposium in Asia
2015. 6. 30 ~ 7. 3
Conference Center, COEX
서울, 대한민국

37th EOS/ESD Symposium
2015. 9. 27 ~ 10.2
Peppermill Resort and Casino
리노, 네바다, 미국

ESD Factory Tutorials
ESD Design Tutorials
Invited Talk
Technical Presentation for Factory & Device
Exhibition

Standard Meetings
Tutorials
Technical Sessions
Workshop
Exhibition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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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th EOS/ESD Symposium

2014년 EOS/ESD
Symposium
참가 후기
김호 차장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20년간 설비 유지 보수업무를
했고, 2012년부터 품질 담당자로 업무를 하면서 정
전기 부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2013년 국제
정전기협회 한국지부에서 진행하는 EOS/ESD 교
육을 받으면서 정전기가 제품에 미치는 영향과 설비
의 정전기 帶電 Mechanism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
면서 업무 또한 TEST공정의 정전기 전체를 담당하
게 되었습니다. 이 후 ESDA 한국지부가 주관하는
Tutorial과 Workshop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국
내 정전기 전문가들과 같은 주제로 토론하게 되고 발
표하면서 정전기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만들
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36회 EOS/ESD Symposium
에 소식에 참석하는 기회가 생겨 미국에 첫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미국방문이 처음이라 준비하는 시간만
10일이상 소요되고 비자 발급부터 많은 숙제가 생기
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준비를 끝내고 인천 →
LA → TUCSON 경유 포함 20시간 동안 잠도 못자
고 도착한 LA에서 출국심사는 무사히 통과했는데

짐 검사에서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게되어 황당했다.
왜 여기로 왔는지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한국분
을 찾았지만 없었고 30분 이후 지긋하신 분께 정중
히 물어 간신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짐안
에 물건이 얼마나 있냐는 질문에 가진 돈이 600불 있
다고 답한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바로
옆 AA(American Air Line) 탑승장으로 이동하여
TUCSON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TUCSON 공항
에 도착했고 예상보다 더운 날씨에 조금은 당황했었
다.

중 ANSYS 명승호님, AMAZON 구광회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기억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TUTORIAL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시상식 이후
NASA에서 달의 먼지 제어를 정전기와 함께 연구하
는 것이 인상 깊었으며 한국지부의 유용훈 대표가
Tutorial을 직접 과정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전기관
련 한국지부의 위상이 글로벌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EOS/ESD 과정 중 가장 남는 것은 같은 주제
이렇게 호텔 Check In을 끝으로 미국에서의 하루가 를 두고 전 세계 곳곳에서 한곳에 모여 토론을 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문화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며 또
끝이 났다
한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Symposium을 진행하는 라팔로마 리조트는
TUCSON에서는 아주 유명한 곳이며 특히 사막 산 TUCSON 이란 도시에는 2,000명 정도의 교포/유
을 배경으로 한 수영장의 풍경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학생이 거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보지는 못했으
곳이었다. EOS/ESD 교육은 한국에서도 수강한 경 며 TUCSON의 많은 관광지 또한 둘러 보지 못했고
험이 있어 낯설지는 않았고 단 교육 받은 사람들이 옛날 멕시칸 거주 지역이라는 것은 주위 사람을 보고
모두 외국인이란 것 외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강의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진행했다.

내년에는 리오, 네바다주에서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성과와 경험 그리고 정전기
강의를 받으면서 한국에서 진행하는 강의도 글로벌
강의수준이란 사실을 이해했으며 또한 수많은 글로 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토론이 이루어 지길 기대합니
벌 업체(Component부터 Set업체에 이르기까지) 다.
에서 정전기라는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큰 교육과 행
사를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ESDA 주관 시상식에서 한국지부 또는 한국분들이
시상하지 못해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으나 많은 글로
벌 업체의 한국 엔지니어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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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EOS의 명예 회복을 바란다
최낙헌 / TOS
본지 지난호에서 "정전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
가 매우 모호하게 사용되는 것을 잘 집어낸 글을 재
미있게 읽었는데, 필자도 오래전부터 껄끄러웠던
"EOS"라는 용어사용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이야기
를 시작하겠다.
EOS(Electrical OverStress : 전기적 과부하)는
최대허용치를 넘는 전류나 전압 pulse가 고집적 반도체 회로 등의 대상에 가
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ESD(ElectroStatic Discharge: 정전기 방전)는 흐
르지 않고 모여 있던 전하(정전기)가 갑자기 전기장을 따라 신속하게 전송되
는 현상을 말한다. 정전기가 전송되면 순간적이긴 하지만 큰 전류(~ 수 A)가
되기 쉽다. 따라서, ESD가 고집적 반도체 회로를 방전경로로 하여 발생하
면, 큰 전류가 반도체 회로에 인가되는 EOS 현상이 될 수 있다. 전기적 과부
하(EOS)를 일으키는 요인의 하나가 정전기방전(ESD)이 된다는 말이고, 제
품불량을 일으키는 외부적 원인의 관점에서 볼 때, EOS는 ESD를 포함하여
더 넓은 의미를 갖는 상위개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기적 과부하(EOS)에 의한 제품불량을 ESD와 EOS로
다시 구분하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다. ESD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불량과 구
분하여, ESD를 제외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EOS 불량만을 EOS로 분류하
고 있다.
EOS를 ESD와 대등하게 재분류하게 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량현상만 관찰하고 측정하여 ESD가 원인인지 ESD를 제외한 다른
원인인지 구분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불량현상과 상황검토만으로 이

러한 구분이 가능하다. ESD현상은 0.1us(마이크로초) 이하의 짧은 시간에
일어나므로 반도체 회로에 인가되는 전기적 에너지의 크기가 작은 편이어서,
회로가 손상되더라도 그 범위가 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입출력단
자에 작은 누설전류가 발생하고 그 단자에 연결된 입력 버퍼의 얇은 게이트
절연체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ESD가 손상을 일으켰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반도체 칩의 패키지가 변색되거나 부풀어 오를 정도의 큰 에너지가 인
가되었다면, 장시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전기적 에너지가 투입되었으리라 추
정되므로 ESD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와같이 투입된 에너지가 크
게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량현상만으로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다.
펄스의 지속시간과 손상회로의 변형형태와의 관련성이 없는 사례가 올해에도
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 EOS 펄스의 근원을 밝히는 일은 일반적으로 어려
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근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불
량현상만으로 ESD인가 아닌가 추정하고 곧바로 대책을 세우기도 하기 때문
에 통상적으로 ESD와 EOS를 구별하여 분류한다.
둘째, ESD는 독특한 불량검사방법과 원인분석 방법 그리고 개선방법이 표준
화되고 체계화 되었기 때문이다. ESD의 매우 짧고 강한 펄스 특성을 재현하
는 검사방법, 그리고 매우 국소적이고 미약한 불량현상을 찾아내는 분석방법,
정전기를 형성하여 모여있는 정도를 측정하고 억제하는 제어방법 그리고 ESD
가 반도체회로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호회로설계방법은 지난 30
년 동안 많은 ESD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눈부신 반도체 기술발전에 발맞추어
개선되어왔으며 고유의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
던 ESD이외의 EOS원인들은 Latch-up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검사방
법조차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EOS 불량원인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대책을 세우는 일까지 ESD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별도의 전문가와 프로세스
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ESD인가 아닌가의 구별이 관련자들의 소통에 필수
적이며 단순히 EOS라고 말하면서 ESD가 아닌 EOS로 이해하면 소통이 빠
르기 때문이다.

EOS는 ESD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면서도 산업현장에서는 왜 ESD와 대등하게 EOS
를 분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필자는 당연히 EOS가 ESD를 포함한다는 개념에 충실하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ESD를 제외한 EOS불량의 원인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EOS 불량원인이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못한다면 분석이 충분치 않아 근원을 알 수 없
거나, 기존 분류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원인일 것이다 . 이 경우에는 원인불명 또는 기타
원인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능력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전체적인 불량원인
분석능력이 ESD수준으로까지 향상되면 원인불명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ESD 등 불량의 외적원인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와
병행하여 불량현상으로도 분류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불량의 외적원인은 ESD인지
불명확하더라도 게이트 절연물 손상을 불량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로써 같은 효과
를 내면서도 성급한 원인추정에 의해 비롯될 수 있는 오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OS의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대처방법을 위해 세계적인 ESD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ESD산업협회(Industry Council on ESD targets)가 주관하고 정전기
협회(ESD Association), JEDEC 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2013년초에 시작한
EOS관련 실태조사를 완료 후 토의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조만간 관련 보고서인 백서
(White Paper)가 발행된다고 한다. EOS 표준화의 첫걸음이 될 이 백서에서 EOS와
ESD 각각의 자리매김을 현실 업무에까지 적용하도록 제시할 지 기대된다. 그렇지 못하
다 하더라도, 전체 EOS 문제가 ESD수준으로 표준화, 체계화되기까지 앞으로 많은 일
들이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ESD관련 업무 종사자들도 많은 관심으로 EOS 표준이 바
람직한 모습이 되도록 참여하고 더 나아가 EOS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자 Note: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News Letter OPINION 란에 싣고 싶습니다. 짧아도 좋습
니다. News Letter 글에 대한 소감 또는 이견도 좋습니다. 오른쪽 메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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