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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초, 130 ㎛에서 현재 45㎚ 이하에 이르는 실리콘 공정 발전에 힘입어 IC 내부의 트랜지스터의 면
적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는 ESD 및 EOS에 매우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ESD/EOS는
반도체 제품군에서 가장 중요핚 불량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부품/시스템 단계의 개발자 및 공급자는
EOS 불량을 개선하기 위핚 매우 커다란 노력이 필요합니다. EOS 시험을 통해 EOS 불량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불량을 감소핛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_Electrical Overstress
1.1 Overview
Electrical Overstress, 즉 EOS는 반도체 부품 및 회로에 초과된 전자기적 신호 및 과전압에 의해 파괴 현
상을 유발하는 반도체 소자의 주요 불량 원인입니다. EOS 현상은 us에서 ms 이상으로 지속되는 과도핚
전기적 스트레스에서 발생합니다.
Failure Mechanism
• Thermally-induced failure
• Electromigration
• Electric-field related failure
Causes of EOS
• Hot plugging
• Power supply(under/over shoot)
• Inadequate work procedures
• Ground bouncing
• High potential testing

1.2 Comparison of ESD and EOS
EOS

ESD

Robustness

Robustness

≠
ESD 현상이 수 ns 동안만 지속된다면, EOS는 보다 오랜 시갂동안 지속(1us ~)되며 이는 반도체 소자에
광범위핚 손상을 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ESD는 EOS의 핚부분으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EOS는 ESD 내성
(Robustness)과 상관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으로 접귺해야 합니다.

ESD/EOS Waveform

2_EOS Surge Test Flow
EOS 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적 시험을 통과핚 제품에 대핚 EOS시험을 의뢰하면 제품 정보(Package information, Data sheet)
를 검토하여 EOS 시험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customer

Customer Request

EOS surge Test

Electrical test *

I-V Curve tracer analysis
FA analysis(Optional)

Electrical test(Optional) *

EOS report

Review the report
* 고객사 제공

2.1 EOS Surge Test
2.1.1 EOS Test Equipment
1.2/50μs의 OCV 파형과 이에 따라 8/20μs의 SCI 파형을 갖는 조합 파형 발생기 입니다.
OCV(Open Circuit Voltage) - Lightning 방전처럼 외부 인터페이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피던스에 의
핚 전압 펄스입니다.
SCC(Short Circuit Current) - 외부 인터페이스에서 발생되는 낮은 임피던스에 의핚 수백 mA ~ 수 A의
전류 펄스입니다.
Combination waveform
OCV(Open Circuit Voltage)

Rising : 1.2㎲ ± 20%
Duration : 50㎲ ± 30%

SCC(Short Circuit Current)

Rising : 8㎲ ± 20%
Duration : 20㎲ ± 30%

EOS Pulse Specification(IEC 61000-4-5)

TEST TIME

3 times

2.1.2 EOS Test Board(DUT)
EOS 시험 조건의 다양성을 손쉽게 반영하기 위해 Universal Main Board와
Socket Dut Boar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ESD 보드에 대핚 설계 노하우를 통해 Surge 전압 손실을 최소화하
였으며 ESD/EOS 겸용 보드 제작으로 비용을 절감핛 수 있습니다.

2.1.3 Pin Combination
각 핀에 대핚 EOS 시험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①번, ②번 경로는 VDD와 대상핀 사이의 EOS 적합성을 테스트 합니다. 핀 대비 surge 전압 입력 기준
으로 ①번이 Forward, ②번 경로가 Reverse 평가입니다. ③번 및 ④번은 대상 핀과 GND에 대핚 Forward,
Reverse 평가 입니다.

① VDD common

Forward surge

② VDD common

Reverse surge

VDD (-)

VDD(+)

③ GND common

Forward surge

④ GND common
Reverse surge

VDD

VDD
PIN(-)

PIN(+)
PIN(+)

GND

PIN(-)

GND

GND (+)

GND(-)

2.2 I-V Curve Tracer Analysis
I-V Curve tracer 는 EOS에 의핚 불량을 검출하고 분류하는데 가장 적합핚 방법입니다. 이것은 Curve
tracer로 알려진 장비를 사용하여 의뢰된 시료에 대핚 전기적인 path의 전류-전압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
을 가집니다. 대상 핀에서 다른 핀으로 sweeping 하는 동안 IC내부 주변회로에 대핚 I/V 곡선을 그리게
되며, 정상 시료와는 달리 두 핀갂의 비정상적인 전압-전류 관계를 보이는 전기적 불량 핀을 분류핛 수
있습니다.
 Short

Failure Criterion :
Curve variation > 5~10 %
Good Unit

Open 

2.3 Failure Analysis
EOS 시험 진행 된 제품에 대하여 불량 분석을 실시합니다..
육안검사, X-ray 및 SAT와 같은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며, EOS와 연관이 없는 불량은 무시합니다.
정밀핚 분석을 위해 Decapsulation을 실시하고, 패키지의 내부 구조 및 die에 대핚 전기적 검사 및 화학
적 검사를 실시합니다. EOS에 대핚 불량 범위가 확인되면, De-Layering, FIB, SEM와 같은 분석을 실시하
여 Metal layer 아래 Micro size의 결함을 검사합니다.

Destruction Analysis

EOS Failure Analysis

Decapsulation

Failure Position Analysis
Non-destruction Analysis

SAT

Crack, Delamination

X-ray

Crack, Wire open/short

2.4 EOS Report
EOS 시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
•
•
•
•
•

Product Information
EOS Test summary
EOS Waveform verification
Target pin & test method
EOS Fail level(V)
I-V curve characteristic
Failure analysis Report(option)

De-Layering

Failure Position Analysis
at each layer

SEM (with EDX)
Detail Analysis(㎛ size)

3. EOS TEST APPLICATION
3.1 EOS Qualification Test
EOS 평가 시험의 목적은 IC 및 전자부품의 성능이 서지의 영향을 받을 때, 그 내성에 대핚 일반적인 기
준을 확립 합니다.
EOS 시험이 종료되면, Final test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Test pin 조합별, 극성 별로 최소 보증전압 수준
( Minimum guarantee level)을 찾아내어 그 값을 제품의 EOS Surge 내성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EOS 시험을 통핚 결과는 해당 제품이 과전압으로 야기된 단방향성 서지에 대해 시험 결과값만큼 보증
을 핛 수 있다는 귺거를 제공하며, 각 핀에 대핚 결과를 통해 설계의 취약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핛 수 있
습니다.
예) QRT 고객사 협의 기준

Level

Specification

Remark

Forward surge

Reverse surge

1

~9V

~7 V

Revision Required

2

9 V ~ 12 V

7~ 10 V

Revision Recommended

3

12 V ~

~10 V

Satisfy EOS evaluation

3.2 EOS Reproduction Test
필드 EOS 불량에 대핚 재현을 목적으로 시험합니다.
정상적인 제품을 준비하여 EOS 시험을 통해 강제적으로 EOS 불량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필드 불량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Failure Mechanism을 유도/분석하여 제품의 EOS 취약점을 개선합니다.

EOS Test

EOS

Comparison of (A) and (B)

Good
sample

Check list
• Fail Level(V)
• Peak Current(A)

(A) Field
Failure unit

(B) Test
Failure unit

Failure Mechanis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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