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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업체

존경하는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추웠던겨울이지나고올해도어김없이한국테스트학술대회를개최할
시기가다가왔습니다. 금번학술대회는오는6월29일서울양재동소재‘교육문화
회관’에서개최됩니다. 한국테스트학술대회는지난 10여년동안회원여러분의
각별한성원속에양적, 질적인성장을거듭하여올해로열한번째를맞이합니다.
올해학술대회역시, 반도체테스트와관련된여러분야의연구성과발표와이에
대한토론이어우러지는열띤축제의장이될것으로굳게믿습니다.
세계적인경기침체가이어졌던지난몇년동안에도한국반도체산업은성장을
거듭하 으며, 이러한성장의배경에는반도체산업에종사하는여러분의각고의
노력이있었음은주지의사실입니다. 새로운기술에대한끊임없는노력과갈증
이야말로‘반도체강국’으로서의한국의역량을강화시키는토대라생각합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더욱공고히하기위해서는반도체각분야의치열한연구를통한지속적인
경쟁력강화가반드시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반도체집적기술의고도화와미세화로인하여, 현재반도체산업은심각한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아울러극심한 로벌경쟁으로인하여원가절감의부담도점점
더커지고있습니다. 이는반도체테스트분야를위시한관련장비업계및여타
연구분야에서도예외가아닙니다. 오히려이러한기술흐름은우리들공학기술인의
주도적인역할을어느때보다강력히요구하고있습니다. 이는한국반도체산업에종사
하는우리들의시대적사명이라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반도체 및 테스트 관련 전 분야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우수한연구성과들이발표될예정입니다. 아울러반도체기술을이끌어
나가는유명연사의초청강연이함께진행될것입니다. 훌륭한논문을제출해주신
저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오며, 본학술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
수고해주신조직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끝으로한국반도체기술및전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산학연의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11회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가 반도체 테스트 및 관련 기술의 한바탕 축제가
될수있도록여러분의많은관심과참여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회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 대회장 이 강 칠
사단법인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회장 강 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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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일정표

시 간 프 로 그 램

장 소 거문고 C
(110명)

거문고 B
(110명)

거문고 A
(110명)

대금
(60명)

해금 B
(50명)

해금 A
(40명)

08:30~09:00 등 록 -  거문고홀 앞

09:00~11:50
(170분)

Tutorial 1

“3D IC design and
challenges”

09:00~10:15
(75분)

A

Memory Test(1)
B

Test Industry(1)
C

Reliability(1)
D

ATE Hardware
& Software

(10:20 ~ 10:30) 휴식 10:15~10:25 휴 식

“Massively Parallel Testing” 10:25~11:45
(75분)

E

Memory Test(2)
F

Test Industry(2)
G

Reliability(2)
H

Production Test

12:00~12:20 개 회 식 ( 개 회 사 /  감 사 패 증 정 /  우 수 논 문 시 상 )

12:20~12:50
(30분) 초 청 강 연 “Semiconductor for Society, Tester for Safety”

12:50~14:10 점 심

14:10 ~ 17:00
(170분)

Tutorial 2

“Mixed-signal
testing, DFT,

and BIST:
Trends and
Principles”

Tutorial 3

“IC component
relia bility and

its trend”
14:00~15:15

(75분)

I

Memory Test(3)
J

SOC Design 
& Test(1)

K

Test Cost 
& Efficiency(1)

L

Mixed Signal and
Analog Test(1)

(15:30 ~ 15:40) 휴식 15:15~15:25 휴 식

“Mixed-signal
testing, DFT,

and BIST:
Trends and
Principles”

“IC component
relia bility and

its trend”
15:25~16:45

(75분)

M

Memory Test(4)
N

SOC Design
& Test(2)

O

Test Cost
& Efficiency(2)

P

Mixed Signal and
Analog Test(2)

17:00~17:10 휴 식

17:10~18:30
(80분) 패널토의

18:30~18:40 폐 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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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개회사
감사패 증정
우수논문 시상

초청강연 12:20~12:50 (거문고A B C)

“Semiconductor for Society, Tester for Safety”
Matsuno - Advantest Korea

1984 Graduated from School of Law, 
Waseda University

1984 Joined Advantest Corporation
1997 Section Manager, Executive Secretary Section,

Corporate Relations Group
2002   Vice President, Corporate Liaison Advantest

America Corporation
2005   Deputy Manager, Personnel Department, 

Corporate Affairs Group
2006  Senior Vice President, Procurement Group
2008  Senior Vice President, Production Group
2008  Executive Officer (present position) 

Tutorial 1 좌장 : 조정호 (하이닉스)

“3D IC design and challenges
이형동 (하이닉스) 09:00 ~ 11:50 (거문고C)

1994  광운대학교 전자재료 공학 학사
현 재 하이닉스 반도체 연구소 선행 설계팀
개발경력 DDR/DDR2/DDR3 SDRAM, PDN analysis, 

Wide I/O vertical stack memory

Massively Parallel Testing  
김기섭 (삼성전자) 

Kee Sup Kim is Vice President of DFx Group at Samsung
Electronics. Previously he was Director of DFx at Intel
Corporation. He was recepient of IEEE Don O Pederson award
and Intel Achievement Award. He was General Chair of ICCD
2009. He received his PhD from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개회식
사회자 : 박성주 (한양대) 12:00~12:20 (거문고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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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A. Memory Test(1)

좌장 : 안진호 (호서대) 09:00~10:15 (거문고A)

[A-1]
DATA Retention 향상을 위한 테스트 조건 최적화

안 상, 전찬우, 전용주, 양중섭 (하이닉스)

[A-2]
TLC NAND 플래시 메모리 테스트를 위한 랜덤 테스트 패턴

이승우, 김종훈, 신은수, 한 수, 양중섭 (하이닉스)

[A-3]
High Temperature 및 User Cycling Rate 조건에 따른
NAND Flash 메모리의 Retention 특성 분석

허민호, 이동욱, 손 석, 한 수, 양중섭 (하이닉스)

Tutorial 3 좌장 : 박성주 (한양대)

IC component reliability and its trend 
Shi-Jie Wen (Cisco Systems Inc. U.S.A) 

14:10 ~ 17:00 (거문고B)

Shi-Jie Wen received his Ph.D in Material Engineering from
University of Bordeaux I in 1993. He joined Cisco Systems Inc., San
Jose, CA in 2004, where he has been engaged in IC component
technology reliability assurance. His main interest is in silicon
technology reliability, such as SEU, WLR, and complex failure
analysis, etc. He is a member of DFR, SEU core teams in Cisco.
Before Cisco, he worked in Cypress Semi-conductor where he
was involved in the area of product reliability qualification with
technology in 0.35u, 0.25u, 0.18u, 0.13u and 90nm.

Tutorial 2 좌장 : 장 훈 (숭실대)  

Mixed-signal testing, DFT, and BIST: Trends and Principles
Steve Sunter (Mentor Graphics, Canada)

14:10 ~ 17:00 (거문고C)

Steve Sunter has worked with mixed-signal ICs for over 30 years:
15 in IC design, 3 in test engineering, and the last 14 years
developing mixed-signal BIST at LogicVision. He is presently the
Engineering Director for Mixed-Signal DFT in Mentor Graphics’
Silicon Test Solutions division. He has published over 30 papers
and 4 book chapters, and has been granted 25 U.S. patents. He
chaired the International Mixed Signal Testing Workshop for 3
years, and has been a member of the ITC and VTS Program
Committees for over 10 years. He has been vice chair of the IEEE
P1149.4 and P1149.8 Working Groups, and a member of the 1149.6
Working Group. He has won the ITC Best Paper award once, and
Honorable Mention Paper award twice. He presented full-day
mixed-signal tutorials at ITC every year between 1999 an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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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안내

B. Test Industry(1)  

좌장 : 김 섭 (동부하이텍) 09:00~10:15 (대금)

[B-1]
테스트 패턴 checksum을 통한 write/read 패턴 이상판별기법

엄경운, 박성근, 강성호 (연세대, 삼성전자)

[B-2]
Efficient Logic Sharing in Parallel Chien Search
Using Algorithmic Approach

Umair Ishaq, Jungsub Oh, Woojin Yang, 
and Sungju Park (한양대)

[B-3]

Outlier를 제거하기 위한 Grouping 방법

김홍진, 조원철, 조정호, 이경섭, 이강칠 (하이닉스)

C. Reliability(1)

좌장 : 강용석 (LG전자) 09:00~10:15 (해금B)

[C-1]
Probe Test에서의 특성 평가를 통한
NAND Flash Memory의 신뢰성 예측 및 Die Grading 

오춘 , 한규석, 한 수, 양중섭 (하이닉스)

[C-2]
효율적인 Wafer Burn-In을 통한 품질 및 신뢰성 향상

홍성진, 서재원, 조정호, 이경섭, 이강칠 (하이닉스)

[C-3]
Wafer level test data의 온도 특성 분석을 통한
잠재 신뢰성 불량 검출

홍지헌, 조정호, 이경섭, 이강칠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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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안내

D. ATE Hardware & Software      

좌장 : 최호정 (삼성전자) 09:00~10:15 (해금A)

[D-1]
An Auto Navigation Fuse Monitoring Solution  

박승병, 송석 , 이성동, 박정식 (하이닉스)

[D-2]
FBM이 없는 Test System에서 분할 Test Pattern을
이용한 Fail Bit Map 구분 방법

이용건, 윤상배, 박진요, 박정식 (하이닉스)

[D-3]
Interface를 통한 SSD Aging Tester RDT 구현

최범수, 오경승, 박용순, 박 기 (하이닉스)

E. Memory Test(2)    

좌장 : 박정식 (하이닉스) 10:25~11:45 (거문고A)

[E-1]
Termination 기법을 이용한 신호 특성 향상

신재민 , 박일원, 우기룡, 장진철, 박우익, 고상현 (삼성전자)

[E-2]
동일한 B/L Stress를 인가하기 위한 새로운 테스트 패턴 구현

신효 , 한상신, 조돈구, 박정식, 강성호 (하이닉스, 연세대) 

[E-3]
고장 그룹을 이용한
고속 BIRA(Built-In Redundancy Analysis) 알고리즘

조형준, 강우헌, 강성호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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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안내

F. Test Industry(2) 

좌장 : 김홍식 (연세대) 10:25~11:45 (대금)

[F-1]
GDDR5 EDC ATE 자동연산 Method 개발

강희원, 최경식, 진한호, 남상균, 윤건상 (하이닉스)

[F-2]
Reasonable Fail Bit Count Extraction for DRAM by
using the Simple Statistics

조원철, 이경섭, 조정호, 이강칠 (하이닉스)

[F-3]
LDI(LCD Dirver IC) 에서의 고속 주파수 2.4Gbps Test 방법

박찬열, 한태형, 이경민, 김경택, 김만준, 김 부 (삼성전자)

G.  Reliability(2) 

좌장 : 조상복 (울산대)  10:25~11:45 (해금B)

[G-1]
복합적인 고장에 의한 VDDmin Shift의 관계 분석

배종선, 백상현 (한양대)

[G-2]
An Aging Test Strategy for SoC Failure Prediction

Hyunbean Yi, Tomokazu Yoneda, Michiko Inoue,
Hideo Fujiwara, Yasuo Sato, Seiji Kajihara (NAIST)

[G-3]
Propose probe test process through semiconductor
yields classification using statistical methods 

Daewoong An, Woonbok Lee, Woonghee Kim,
Kangchil Lee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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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roduction Test     

좌장 : 김 식 (삼성전자) 10:25~11:45 (해금A)

[H-1]
Low CTE PCB를이용한 Probe Card 개발

김준연, 이동환, 유상규, 안중배 (삼성전자)

[H-2]
Mobile Application을 위한 eMMC의 검증

염대섭, 정원석, 이건삼, 홍성희 (하이닉스)

[H-3]
NAND Controller 강건성 분석을 위한
NAND Flash Memory Fail Generator Model제안

전장환, 곽정순, 김경로, 홍성희 (하이닉스)

I. Memory Test(3)  

좌장 : 최호용 (충북대) 14:00~15:15 (거문고A)

[I-1]
이중 포트 메모리의 실제적인 고장을 고려한
Programmable Memory BIST

박 규, 박재석, 한태우, 강성호 (연세대)

[I-2]
리던던시 그룹(Redundancy group)제약과 효율성 분석

최민규, 차명환, 전용주, 양중섭 (하이닉스)

[I-3]
다중 링 Shared Memory BIST 구조

김일웅, 강성호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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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SOC Design & Test(1)      

문경서 (테스트파이오니아) 14:00~15:15 (대금)

[J-1]
TSV환경에서 IEEE std 1149.7(CJTAG)을 적용한 DFT 기술

권혁민, 김화 , 송재훈, 박성주 (한양대) 

[J-2]
Package Test Pattern의 설계
Logic Simulation Vector로의 변환

강일권, 박주현, 조정호, 이경섭, 이강칠 (하이닉스)

[J-3]
Test Board의 SI/PI 특성 확보를 위한
Board Design Guide

남승기, 신연숙, 최승철, 안상배, 
정진국, 이남중, 조병환, 허부 (삼성전자)

K. Test Cost & Efficiency    

이완준 (Teradyne korea) 14:00~15:15 (해금B)

[K-1]
High site count complex mixed-signal
device parallel testing solution

Joon Hong, Kang-hoon Oh, 
Jin-soo Ko (Teradyne Korea)

[K-2]
압출 테스트 패턴을 통한 효율적인 다중 고장 진단 방법

임요섭, 강성호 (연세대)  

[K-3]
BOST를 이용한 Parallel Test Capacity 확장 방안

박건성, 권오환, 송주현, 박 기 (하이닉스)



The 11th korea Test Conference _ 23

논문발표 안내

22 _ The 11th korea Test Conference

논문발표 안내

L. Mixed Signal and Analog Test(1)     

좌장 : 김 부 (삼성전자) 14:00~15:15 (해금A)

[L-1]
SSC Applied High-speed Serial Interface Signal 
Generation and Analysis By Analog Resources 

Hideo Okawara (Verigy Japan)

[L-2]
Low Cost Broadband Analog Waveform
Generator Design

James J. Ko (Teradyne Korea)

[L-3]
고성능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테스트를 위한 저비용 결정론적
DEM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의 구조

장재원, 손현욱, 김인철, 강성호 (연세대)

M. Memory Test(4) 

좌장 : 김진주 (ITEST) 15:25~16:45 (거문고A)

[M-1]
이종의 메모리를 위한 다단 메모리 자체 테스트

박재흥, 심은성, 홍원기, 장훈 (숭실대)

[M-2]
진보된 memory BIST 검증방법

한동관, 박지연, 김 식, 김남도, 
천범익, 김기섭, 강성호 (삼성전자, 연세대)

[M-3]
DDR2 Tester Upgrade를 통한 DDR3 DIMM Test 

김찬민, 이호성, 김동석, 이종인, 박정식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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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OC Design & Test(2)    

좌장 : 길성재 (TESTIAN) 15:25~16:45 (대금)

[N-1]
Test Techniques and a Solution for the
Embedded DisplayPort Main Link 

Jin-Hwan Park, Ki-Yeul Kim,
Young-Jae Kim (Teradyne Korea)

[N-2]
MIPI D-PHY Interface Test

Jack Lee, Kang-hoon Oh(Teradyne)

[N-3]
Logic Sharing Between Parallel BCH Encoder and
CRC Encoder

Syed Mohsin Abbas, 
Jihun Jung and Sungju Park (한양대)

O. Test Cost & Efficiency(2)   

좌장 : 차문용 (STATSChipPAC) 15:25~16:45 (해금B)

[O-1]
입력선택을 이용한 새로운 테스트벡터 압축 기법

임재일, 홍혜정, 강성호 (연세대)

[O-2]
연속된 동일 블럭을 이용한 테스트 데이터 압축

이인걸, 박재석, 강성호 (연세대)

[O-3]
Mesh Ground Structure를 이용한
Impedance Controllable Strip Line 설계

이춘광, 김우일, 유종운, 박우익, 고상현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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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Mixed Signal and Analog Test(2)         

좌장 : 김지원 (TSC 멤시스) 15:25~16:45 (해금A)

[P-1]
RADPro: RF Load Board Diagnostic Tool 

Bruce Kim, Sukeshwar Kannan, Seok-Ho Noh 
(University of Alabama)

[P-2]
Analog Circuit의 온도 정합성 검증 방법

홍무종, 방준혁, 최용준, 유석희, 김요정, 김 부 (삼성전자)

향후 3년간의 테스트 분야 최대 고민은?  
좌장 : 강성호 (연세대) 17:10~18:30 (거문고A B C)

토론자

조정호 (하이닉스)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하이닉스 반도체 DRAM개발 사업본부 연구위원
現 선행 제품 테스트 기술 연구

오세장 (삼성전자)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수석
現 Test 기술 Group

이기환 (Advantest Korea)
경북대학교 전자 공학과 졸업.
現 ADVANTEST KOREA Application팀 총괄 이사

김창식 (Teradyne Korea) 
중앙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수석
現 테라다인 메모리응용기술부 이사

홍승일 (LG전자) 
성균관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LG전자 System IC 사업팀 책임연구원
現 Test Part Leader

김지원 (TSC MEMSYS)  
숭실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現 TSC MEMESYS 기술사업본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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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좌장 숙지사항

구두발표자
논문 발표자께서는 발표분야, 발표장소, 시간을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구두발표는 Beam 프로젝트만 사용하여 발표를 합니다.
발표 10분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각 발표자의 발표시간은 25분입니다. 
(발표 20분, 질의응답 5분)
두 번째 종소리가 나면 곧 발표를 종결 지어 주십시오.

좌장
담당 발표분야 및 시간, 발표장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발표 10분전까지는 발표실에 입실해 주십시오.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해 있는지 발표시간 전에 확인하여 주십
시오.
각 발표자의 발표시간은 25분입니다. 
(발표 20분, 질의응답 5분)
시간을 알리는 종은 20분 경과시 한번, 25분 경과시 두번 울리
십시오.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발표를 종결지어 주십시오.

그 외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학술대회 홈페이지
(http://www.koreatest.or.kr)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및 좌장 숙지사항

사전등록
사전등록 양식을 http://www.koreatest.or.kr의 제11회
테스트학술대회의 Registration procedure 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를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주시고, 입금 후 사전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E-mail : info@koreatest.or.kr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하나은행 : 128-910006-25304
예금주 :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등록에 관한 문의는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사무국 조유진
010-8918-8440, 02-313-37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등록
6월 29일(화) 학술대회 당일에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논문 발표자 및 좌장은 등록비 면제입니다.

구 분 사전 등록 현장 등록

날 짜 2010. 6. 15 (화)
이전

2010. 6. 29 (화)
당일

등록비 학생 일반 학생 일반

회 원 2만원 10만원 3만원 12만원

비회원 4만원 15만원 6만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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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참가등록 양식 행사장 안내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기관명

성 명

전화번호

E-mail

구
분

사전등록 □ 학생 □ 일반

현장등록 □ 학생 □ 일반

계 산 서
발급유무 계산서 발급 (   )

금 액 원

계산서 신청 양식
※ 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 분만 작성해 주십시오.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대표자
성 명

사업명
주 소

업 태 종 목

자동차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5분거리
고속터미널에서 30분거리
김포공항에서 1시간 거리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 40분거리

지하철
양재역 7번출구 성남방면
무료셔틀버스이용 : 서초구민회관앞
마을버스이용 : 환승주차장앞 07-2번

비행기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무료셔틀버스 운행
(1시간 30분 간격으로 운행)
호텔 → 도심공항터미널 (오전 7:00 ~ 오후 5:30)
도심공항터미널 → 호텔 (오전 7:30 ~ 오후 6:00)

전화 : (02) 571-8100    FAX : (02) 571-705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02번지
URL : http://www.tem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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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소식 모집안내

사단법인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에서 2010년 올해부터 논문지와
소식지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논문지와 소식지는 각각 년 2회씩 발간될 예정이며, 올해부터
3년째부터는 논문지는 등재 후보지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채택율도 조절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단순한
형태의 보다는 정식 논문 형태로 논문 투고를 받게 됩니다.
한국반도체테스트 학회지를 발간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논문양식 및 제출방법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홈페이지(http://www.koreatest.or.kr)
에서 학회지 논문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아래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소식지에 게재 할 내용 및 광고는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소식지는
인쇄물 형태가 아니라 (회사소식 및 광고 홍보, 연구실 소식 등)
뉴스레터 형태로 제작되어 이메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보내실 곳 : info@koreatest.or.kr / 담당자 :  조유진

문의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공학원
381A호 사단법인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사무국 조유진
전 화 : (02) 313-3705  
E-mail : info@koreatest.or.kr

회원가입 안내

연회비 및 회원 자격
정회원: 30,000원 (평생회원 300,000원)
※ 4년제 대학을 마치고 반도체 테스에 관한 실무, 연구 또는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2년제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반도체
테스트에관한실무, 연구또는교육에6년이상종사한자.

학생회원 : 10,000원
※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자로서 반도체 테스트에 관심이

있는자.
단체회원 : 400,000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단체또는기관
특별회원 : (Diamond) 8,000,000원 / (Gold) 6,000,000원 /

(Silver) 4,000,000원 / (Bronze) 2,000,000원
※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회원 혜택
별도의 구독료 없이 학술대회 논문집 및 정기, 비정기 출판 간행물
구독 가능
※ 입회원서에서 선택한 주소지로 학회가 우송료를 부담하여 발송
매년 개최되는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 등록비 할인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초청
테스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추후 실시 예정) 할인 혜택
특별회원의 경우 등급에 따라 해당 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Diamond)50인 / (Gold)40인 / (Silver)30인 / (Bronze)20인의
학술대회 등록비 면제

납입 방법
계좌이체
하나은행 : 128-910006-25304 / 예금주 :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입금 후 사무국 직원에게 메일 또는 유선으로 입금 사실을 알려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무국 조유진 / (02) 313-3705 / info@koreate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