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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회 한국테스트학술대회가오는 6월 22일 수요일서울양재동소재‘교육문화
회관’에서개최됩니다. 금년 학술대회에서도반도체테스트관련한여러분야에서의
연구성과발표와토론이이루어질것이며, 미래 전자산업의주요한역할을수행하고
있는 반도체 발전에 공헌할 충실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가는 첨병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서의 국제적인
경쟁구조 속에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각
분야의지속적인발전을통한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기술경쟁력강화가필수적
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의 소형화와 집적도 향상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 고,
이재 3D IC, Finfet, processor instability등 새로운 technological challenge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항상 cost overhead로 여겨졌던 테스트를 부가
가치를 창조하는 핵심 기술로 자라가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금번 학술대회는 반도체 분야의 학술적 이론과 산업적 기술을 함께 아우르는 한국
반도체를 세계 최고로 이끈 기술을 교류하는 장으로서 연구자들 간의 정보교류와
연구협력이활발해질수있는, 지식과경험, 그리고창의적사고를공유하는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하여 테스트 관련 전 분야에 걸친 뛰어난
연구성과논문을제출해주신모든분들께깊이감사드리며, 아울러옥고를발표해
주시는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 분 에게도 감사의 말 을 올립니다. 또한 본 대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직위원 및 산학연의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규모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한국테스트학회는정상을다가가고있습니다.
제12회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를 통하여 반도체 및 테스트 기술의 발전을 위한
축제의 한 마당으로써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2회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 대회장 김 기 섭 (삼성전자)

사단법인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회장 박 성 주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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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테스트 학술대회 일정표

시 간 거문고 C
(110명)

거문고 B
(110명)

거문고 A
(110명)

대금
(60명)

해금 B
(50명)

해금 A
(40명)장 소

08:30~09:00 등 록

09:00~11:10
(130분)

“Emerging Technology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on Test
and Yield”

Yervant Zorian
(Synopsy)

좌장 : 조정호(하이닉스)

“Emerging SEU
challenges and

method
of addressing them”

ShiJie Wen 
(Cisco Systems Inc)
좌장 : 천범익(삼성전자)

09:00~10:00
(60분)

“LED 패키지
신뢰성평가방법 및

평가장치”
마병진 (KETI)

좌장 : 조상복(울산대)

"Introdution to System
IC Center @ LGE"
홍승일 (LG전자)

"Image Sensor Defect
검출을 위한 CIS Probe

Test Method"
김동일 (동부하이텍)
좌장 : 안진호(호서대)

휴 식 10:00~10:10 휴 식

“Emerging Technology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on Test
and Yield”

Yervant Zorian
(Synopsy)

“Emerging SEU
challenges and

method
of addressing them”

ShiJie Wen
(Cisco Systems Inc)

10:10~11:10
(60분)

“LED 패키지
신뢰성평가방법 및

평가장치”
마병진 (KETI)

"시스템 신뢰성
향상을 위한

SoC 노화 모니터링"
이현빈 (한밭대학교)

11:20~11:40 개 회 식 (개회사 / 감사패 증정 / 우수논문시상)

11:40~12:10(30분) 초 청 강 연 “Smart시대의 Smart Test”

12:10~13:30 점 심

13:30~15:40
(130분)

“Error Control Codes
for Memories"
공준진(삼성전자)

좌장 : 안진호(호서대)

A
Memory TEST(1)

좌장 : 강용석(LG전자)

13:30~14:45
(75분)

C
Test Industry(1)

좌장 : 김 부(삼성전자)

E
Reliability &
Quality(1)

좌장 : 이현빈(한밭대)

I
Test Cost &
Efficiency(1)

좌장 : 남정현(포텍)

H
SoC, Mixed Signal
and Analog Test
좌장 : 한석붕(경상대)

(14:30~14:40) 휴 식 14:45~14:55 휴 식

G
ATE Hardware &

Software
좌장: 김지원(TSC MEMSYS)

B
Memory Test(2)

좌장 : 박정식(하이닉스)

14:55~16:10
(75분)

D
Test Industry(2)

좌장 : 이완준(테라다인)

F
Reliability &
Quality(2)

좌장 : 정우식(하이닉스)

J
Test Cost &
Efficiency(2)

좌장: 김동일(동부하이텍)

K
3D ID Test

좌장 : 김규철(단국대)

16:10~16:20 휴 식

16:20~17:20(60분) 패 널 토 의“Test Technology Trend”

17:30~18:00 폐 회 식

일정표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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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초청강연

TUTORIAL 1
좌장 : 조정호(하이닉스)

Emerging Technology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on Test and Yield
Dr. Yervant Zorian (Synopsys)

강연자 :  박용인 사장(동부하이텍)

Yervant Zorian is Chief Architect at Synopsys and an adjunc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viously he was
the Vice President and Chief Scientist of Virage Logic, a
Distinguished Member of Technical Staff at AT&T Bell Laboratories
and Chief Technology Advisor to Logic Vision. Dr. Zorian received
an MSc from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d a PhD from
McGill University. He served as the IEEE Computer Society Vice
President for Conferences and Tutorials, Vice President for
Technical Activities, Chair of the IEEE Test Technology Technical
Council, and editor in chief of IEEE Design & Test of Computers.
He has authored over 300 papers and four books, holds 28 US
patents, and received numerous best-paper awards and BellLabs’
R&D Achievement Award. An IEEE Fellow, he was selected by EE
Times among the top 13 influencers 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He was the 2005 recipient of the prestigious IEEE
Industrial PioneerAward.

박용인 사장은 연세대학교에서 전자공학 학사, 석사를 마쳤으며, 일리노이대
어바나 샴페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2년간 연구활동을 했다.
1987년에 LG반도체에서 Analog 반도체 설계로 경력을 시작하 으며, 추후
회사내 아날로그 및 Mixed 반도체 개발을 총괄하 다.
1999년에 미국 달라스에 있는 Texas Instruments로 옮겨 High Speed,
High Resolution Data Converter개발 및 사업을 담당하 다.
2007년에 동부하이텍에서 Display사업부장으로 새로운 역을 개척하 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박 사장은 Data Converter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력관리, 센서, 효율
적인 Mixded Design등의 설계뿐 아니라,  고수율 관리, Design for
Testability, Package 및 생산성 향상 등 반도체 사업의 전반 부분에 걸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Smart시대의 Smar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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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V I T E DTUTORIAL

TUTORIAL 2
좌장 : 천범익(삼성전자)

TUTORIAL 3
좌장 : 조상복(울산대)

Emerging SEU Challenges and Method of
Addressing Them
Dr. ShiJie Wen (Cisco System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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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iconductor where he was involved in the area of product
reliability qualification with technology in
0.35u, 0.25u, 0.18u, 0.13u and 90nm.

LED 패키지 신뢰성평가방법 및 평가장치
마병진 박사 (KETI)

1996 국민대학교 석사
1999 동경대 전자공학과 박사
2000 KAIST 전자공학과 Post. Doc 연구원
2001 XL광통신 책임연구원
2003 삼성전기 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재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센터장

30분

30분

60분

30분

좌장 :  안진호(호서대)

“Introdution to System IC Center @ LGE”
홍승일 부장(LG전자)

“Image Sensor Defect 검출을 위한 CIS 
Probe Test Method”
김동일 수석(동부하이텍)

“시스템 신뢰성 향상을 위한 SoC 노화 모니터링”
이현빈 교수(한밭대)

“Error Control Codes for Memories”
공준진 박사(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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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안내논문발표 안내

MEMORY TEST(1)
좌장 : 강용석(LG전자)

Customer를 위한 SiP용 DRAM BIST 구조
박기현,  김일웅, 강성호
(연세대)

Package test 불량 분류를 통한 High density 
제품의 적정 E-fuse 수 예측
안대웅,  조정호, 김웅희, 이강칠
(하이닉스)

Embedded Controller를 이용한
Low Cost Nand Test 구현
김근형,  김명균, 정찬오
(하이닉스)

DRAM Cell 고온 Refresh특성 개선을 위한
wafer screen 방안 연구
유준식, 방종규, 이창렬
(하이닉스)

기하학 고장기반의 효율적인 BIRA 알고리즘
강우헌,  조형준, 강성호
(연세대)

A
MEMORY TEST(2)
좌장 : 박정식(하이닉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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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안내논문발표 안내

TEST INDUSTRY(1)
좌장 : 김 부(삼성전자)

Towerless Interface for ATE System
박진환
(TERADYNE)

FPGA를 이용한 Parallel Test 확장
Universal Probe card Board 개발
송정승,  강병원, 박용순, 박 기
(하이닉스)

MPT에서 멀티 root DUT를 이용한 고장 적응 경로
설정 방법
김학송,  이용, 한동관, 강성호
(연세대/삼성전자)

WAFER PAD PROBE MARK 면적에 따른 WIRE
BONDING 공정의 BONDABILITY 평가
김동균,  이원수, 성석현, 박정식
(하이닉스)

2차 Socketoff 개선을 위한 Channel Share 방법
김태환,  박일원, 우기룡, 박우익, 장철웅
(삼성전자)

External Power Supply 개발을 통한
고전력 소모 다적층 메모리 테스트
정우 ,  오경승, 송주현, 박 기
(하이닉스)

C
TEST INDUSTRY(2)
좌장 : 이완준(테라다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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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안내논문발표 안내

RELIABILITY & QUALITY(1)
좌장 : 이현빈(한밭대)

Wafer Burn-In의 Stress Pattern에 의한
향 및 효과

홍성진,  서재원, 조정호, 이경섭, 이강칠
(하이닉스)

신뢰성 향상을 위한 플래시 메모리
원상회귀 테스트 알고리즘
장기웅,  황필주, 장훈
(숭실대)

Die Level 에서의 Quality Grading 방안
김홍진,  홍성진, 서재원, 조원철, 조정호, 이경섭, 이강칠
(하이닉스)

SPD를 활용한 Module Test 품질 수율 관리
김태광,  이종인, 박정식
(하이닉스)

단품 TEST를 통한 불량 누적 Wafer Map 기반
불량의 참 원인검출에 대한 고찰
박대성,  안중진, 박진요, 박정식
(하이닉스)

로벌 성 불량 컬럼의 인접 컬럼 리페어를 통한
제품의 품질 향상 방안
김추석,  이진용, 한규석
(하이닉스)

E
RELIABILITY & QUALITY(2)
좌장 : 정우식(하이닉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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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안내논문발표 안내

ATE HARDWARE & SOFTWARE
좌장 : 김지원(TSCMEMSYS)

히스토그램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ADC의 정적 파라미터 측정
손현욱,  김인철, 장재원, 강성호
(연세대)

Application Level에서의 System Function
Verification을 위한 System Test Method
박성복,  남정현, 임광빈
(프롬써어티)

프로세서 기반의 효율적인 SoC 디버깅 플랫폼
최인혁,  한태우, 강성호
(연세대)

AC Expansion board design for low cost high
multisite Mixed-Signal device Testing
고진수
(TERADYNE)

SOC 제품용 Vertical Probe Card의 MLC에 의한
Power Impedance 향 분석
이관훈,  남승기, 신연숙, 성정우, 김 부, 윤성준, 이은철
(삼성전자)

G
SOC, MIXEDSIGNALA NDANALOGTEST
좌장 : 한석붕(경상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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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안내논문발표 안내

TEST COST & EFFICIENCY(1)
좌장 : 남정현(포텍)

2 Node System을 활용한 DRAM 실장 특성 분석 자동화
하학수,  전병래, 안남 , 김 수, 송용탁, 위보령
(하이닉스)

LSI device 256-parallel test implementation
via Wired-sharing and Relay extension
윤병희, 최승철, 안상배, 서기명, 김 부, 윤성준, 이규택, 이은철, 한갑수
(삼성전자)

DDL이 없는 LPDDR2 의 High speed test를 위한
SST(Smart Scan Test)
이동훈, 김원섭, 김일환, 조돈구, 박정식
(하이닉스)

고속 메모리 테스트를 위한 타이밍 포메터 구조
박재석,  이인걸, 박 석, 류경호, 조강욱, 강성호
(연세대)

DDR3 Package Test Methodology fot TCR
(Test Cost Reduction)
김인성,  백상진, 권민현, 이성동, 박정식
(하이닉스)

Nand Stack Package 양산성 향상을 위한
Test Method 개발
허민호,  김동호, 노규섭, 이희기
(하이닉스)

I
TEST COST & EFFICIENCY(2)
좌장 : 김동일(동부하이텍)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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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논문발표 안내

3D ID TEST
좌장 : 김규철(단국대)

Redundancy TSV와 래퍼셀을 활용한 효율적인 TSV
병렬 테스트 구조 설계
오정섭,  김화 , 정지훈, 박성주
(한양대/HUMAX)

3D-SICs에 IEEE1149.7(CJTAG)의 클래스 T4를 이용한
DFT 기술
양우진,  권혁민, 정지훈, 박성주
(한양대/LG전자)

Propagation Delay Test in Stacked 3D Memory
Bruce Kim, Sukeshwar Kannan
(University of Alabama)

K
Test Technology Trend
좌장 : 강성호(연세대)

토론자

박제 (삼성전자)
부산대 전자공학과 졸업
연세대 전기전자 석사
現 삼성전자 test기술그룹(메모리) 수석

이성동(하이닉스)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하이닉스 반도체 P&T 제조본부 수석연구원
現 Test기반기술팀장

고진수(TERADYNE)
한양대학교/대학원 전자과 졸업
TERADYNE GSO Manger
現 TERADYNE 전무

김인기(ADVANTEST)
호서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 석사
現 ADVANTEST KOREA Memroy 담당

김지원(TSC MEMSYS)
숭실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 공학박사
現 TSC MEMSYS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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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안내사항

발표자 및 좌장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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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

사전등록 양식을 http://www.koreatest.or.kr의 제12회 테스트학술
대회의 Registration procedure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를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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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수) 학술대회 당일에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논문 발표자 및 좌장은 등록비 면제입니다.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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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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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전 등록 현장 등록

날 짜 2011. 6. 8 (수) 이전 2011. 6. 22 (수) 당일

등록비 학생 일반 학생 일반

회 원 2만원 10만원 3만원 12만원

비회원 4만원 15만원 6만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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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안내사항

학술대회 참가등록 양식 행사장 안내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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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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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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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안내사항

논문·소식 모집안내

논문양식 및 제출방법

문의

회원가입 안내

연회비 및 회원 자격
정회원: 30,000원 (평생회원 300,000원)
※ 4년제 대학을 마치고 반도체 테스에 관한 실무, 연구 또는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자또는2년제졸업이상의 학력을가지고반도체테스트에관한실무,
연구 또는 교육에 6년 이상 종사한 자.

학생회원 : 10,000원
※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자로서 반도체 테스트에 관심이 있는 자.
단체회원 : 400,000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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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논문지와 소식지는 각각 년 2회씩 발간
되며, 3년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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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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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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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ADYNE미코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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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엑실리콘 디아이

TSE엠텍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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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지코리아

아이텍반도체

YOKOGAWA

테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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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EST

MEK

프롬써어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