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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 Mr. Mike Luttati(TERADYNE SOC business unit and marketing VP)

SOC business and 

test world market trend 

Mr Luttati started his career in the Semiconductor Equipment Industry in 1983 

at Teradyne where over a 15 year period he held various positions in Sales, 

Product and Marketing Management. In 1998 he joined what was then Eaton 

Corporation? Semiconductor Equipment Operation as Head of Worldwide Sales 

and Service and then as General Manager of the Ion Implantation Division. 

After an IPO in 2000, that formed Axcelis Technologies Inc., with front end 

equipment that included Ion Implantation, Plasma Cleaning, Curing and Rapid 

Thermal Processing, he served as Chief Operating Officer from 2001 until 2005. 

In 2005 he joined Photronic? Inc., maker of Photomasks used in the lithography 

process as their Chief Executive Officer until 2008. In 2009 he rejoined Tera-

dyne as Vice President of Global Services and in January of 2012 he became 

Vice President and General Manager of the Semiconductor Test SOC Business 

Group. From 2006 until 2008 he also served on the Board of Directors at Al-

legro Microsystems.

Mr. Luttati is a 1977 graduate of the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in 1977 

with a BS Engineering Technology Degree in Electrical Systems. He served as a 

board member for the NJIT Dormans Honor School from 2006 throug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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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1 좌장 : Chair: 신재경(삼성전자) Co-Chair:박성주(한양대)

LASER Induced Single Event Effect
Dr. ShiJie Wen(Cisco Systems Inc)

Shi-Jie Wen received his Ph.D in Material Engineering from University of Bor-

de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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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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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40년대 후반, 트랜지스터가 개발된 이래 현재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제품, 산업

전자제품, 의료기기 및 특수 장비 등 주요 첨단 제품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는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PC에 주로 사용되던 반도체는 이제 모바일 칩, CMOS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미세 공정 기술의 발달로 고기능화·

고집적화와 차세대 메모리(PRAM, MRAM,FRAM 등), 시스템반도체(SoC), 나노

전자소재 등 차세대 반도체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품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복잡하고 정교한 테스트 공정의 필요로, 테스트 

비용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업계는 수익 확보를 위해 테스트 기술혁신을 통한 

테스트 비용 절감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테스트 기술의 도전적인 시장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적 기술력 우위 

선점을 위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학회는 매년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와 기술 교류를 위한 테스트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학술대회가 6월 27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

됩니다. 금년 학술대회도 전문가들의 최신 기술 교류를 통한 반도체 테스트 기술 

분야의 학술 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하며,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의 계기가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학계, 연구소, 관련 기관의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원 여러분! 본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리며,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3회 한국테스트학술대회 대회장   박 정 식

사단법인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회장   백 상 현

초대의말씀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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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제13회 테스트   학술 대회 일정표

시간

장소

거문고C 

(110명)

거문고B 

(110명)

　

　

거문고A

(110명)

대금 

(60명)

해금B 

(50명)

소금

(40명)

08:30~09:00 등   록    (거문고홀 앞)

09:00~11:10

(130분)

Tutorial

Chair: 신재경 (삼성)

Co-Chair: 박성주 (한양대)

Tutorial

Chair: 박상준 (삼성)

Co-Chair: 안진호 (호서대)

09:00~10:00

(60분)

A
Memory Test (1)

장 훈 (숭실대)

E
Production Test (1)

김영식 (엑시콘)

I
Test Cost & Efficiency (1)

남정현 (포텍)

M
SoC Design & Test (1)

천범익 (삼성)

휴   식 10:00~10:10 휴   식

“LASER Induced Single 
Event Effect”

Dr. ShiJie Wen

“Test Techniques for 
RFIC and Embedded 

Passives” 

Prof. Bruce Kim

10:10~11:10

(60분)

B
Memory Test (2)

김영섭 (아덴텍)

F
Production Test (2)

조돈구 (Sk Hynix)

J
Test Cost & Efficiency (2)

조상복 (울산대)

N
SoC Design & Test (2)

 홍승일 (LG)

11:20~11:40
개회식 :     사회 : 문경서 (LeiTik)

- 개회사 : 박정식     / 감사패증정 / 우수논문시상 -

11:40~12:10

(30분)

초청 강연

“SOC business and test world market trend”     연사 : Mr. Mike Luttati(TERADYNE SOC business unit and marketing VP)

12:10~13:30 점   심

13:30~15:40

(130분)

Tutorial

Chair: 김기섭 (삼성)

Co-Chair: 이현빈 (한밭대)

Tutorial

Chair: 백우현 (LG) 

Co-Chair: 강성호 (연세대)

13:30~14:30

(60분)

C
Memory Test (3)

김동일 (동부 하이텍)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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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단국대)

K
ATE H/W & S/W (1)

변형찬 (SPA)

O
Reliability (1)

정우식 (SK Hynix)

휴   식 14:30~14:40 휴   식

“Future Trend in 
Memory”

조정호 (SK Hynix)

“Reduced Pin Count Test 
for Test Cost Reduction”

천범익 (삼성전자)
14:40~15:40

(60분)

D
Memory Test & Repair

이진희 (어드반테스트)

H
Test Industry

고진수 (테러다인)

L
ATE H/W & S/W (2)

변재열 (세미탑)

P
Reliability (2)

김영부 (삼성)

15:40~15:50 휴   식

15:50~17:10

(80분)

  패널토의 :     좌장 : 조정호(SK-Hynix)

 “국내 test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모델”

17:10~18:00   폐 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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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강연자 : Mr. Mike Luttati(TERADYNE SOC business unit and marketing VP)

SOC business and 

test world market trend 

Mr Luttati started his career in the Semiconductor Equipment Industry in 1983 

at Teradyne where over a 15 year period he held various positions in Sales, 

Product and Marketing Management. In 1998 he joined what was then Eaton 

Corporation? Semiconductor Equipment Operation as Head of Worldwide Sales 

and Service and then as General Manager of the Ion Implantation Division. 

After an IPO in 2000, that formed Axcelis Technologies Inc., with front end 

equipment that included Ion Implantation, Plasma Cleaning, Curing and Rapid 

Thermal Processing, he served as Chief Operating Officer from 2001 until 2005. 

In 2005 he joined Photronic? Inc., maker of Photomasks used in the lithography 

process as their Chief Executive Officer until 2008. In 2009 he rejoined Tera-

dyne as Vice President of Global Services and in January of 2012 he became 

Vice President and General Manager of the Semiconductor Test SOC Business 

Group. From 2006 until 2008 he also served on the Board of Directors at Al-

legro Microsystems.

Mr. Luttati is a 1977 graduate of the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in 1977 

with a BS Engineering Technology Degree in Electrical Systems. He served as a 

board member for the NJIT Dormans Honor School from 2006 through 2011.

KOREA TEST CONFERENCE

9 

The 13th Korea Test Conference

TUTORIAL

TUTORIAL 1 좌장 : Chair: 신재경 (삼성전자) / Co-Chair: 박성주 (한양대)

LASER Induced Single Event Effect
Dr. ShiJie Wen(Cisco Systems Inc)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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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i-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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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자 : Mr. Mike Luttati (TERADYNE SOC business unit and marketing VP)

SOC business and 

test world market trend 

약력

Mr Luttati started his career in the Semiconductor Equipment Industry in 

1983 at Teradyne where over a 15 year period he held various positions 

in Sales, Product and Marketing Management. In 1998 he joined what 

was then Eaton Corporation? Semiconductor Equipment Operation as 

Head of Worldwide Sales and Service and then as General Manager of 

the Ion Implantation Division. After an IPO in 2000, that formed Axcelis 

Technologies Inc., with front end equipment that included Ion Implanta-

tion, Plasma Cleaning, Curing and Rapid Thermal Processing, he served 

as Chief Operating Officer from 2001 until 2005. In 2005 he joined Pho-

tronic? Inc., maker of Photomasks used in the lithography process as 

their Chief Executive Officer until 2008. In 2009 he rejoined Teradyne as 

Vice President of Global Services and in January of 2012 he became 

Vice President and General Manager of the Semiconductor Test SOC 

Business Group. From 2006 until 2008 he also served on the Board of 

Directors at Allegro Microsystems.

Mr. Luttati is a 1977 graduate of the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in 1977 with a BS Engineering Technology Degree in Electrical Systems. 

He served as a board member for the NJIT Dormans Honor School from 

2006 throug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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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3th Korea Test Conference

TUTORIAL TUTORIAL

TUTORIAL 2 좌장 : Chair: 박상준 (삼성전자) / Co-Chair:안진호 (호서대))

Test Techniques for RFIC and 

Embedded Passives
Prof. Bruce Kim(U. of Alabama USA)

약력

B.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Electrical Engineering, Graduate of 

1981, 졸업

Ph.D., Georgia Tech, Electrical Engineering, Graduate of 1996, 졸업

Professor, University of Alabama,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department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ovel test technique for testing embedded pas-

sive RF circuits. We have developed a novel test technique using a 

multi-tone stimulus where the peak-to-average ratio of the circuit is 

measured to determine if the circuit is faulty or not. We have validated 

this test technique by performing hardware measurements on embedded 

passive RF circuits.

TUTORIAL 3 좌장 : Chair: 김기섭 (삼성전자) / Co-Chair: 이현빈 (한밭대)

Future Trend in Memory
조정호 위원(SK Hynix)

약력

경북 대학교 전자 공학과 졸업

SK하이닉스 DRAM개발본부

선행 제품팀 연구위원

Abstract

This toturial will show some views on the demand for furture memory to 

cope with rapid changes in various memory applications.

Several candidates of next generation memory and their basic concepts 

will be provided in this totu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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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TUTORIAL 4 좌장 : Chair: 백우현 (LG) / Co-Chair: 강성호 (연세대)

Reduced Pin Count Test for Test Cost 

Reduction 
천범익 박사(삼성전자)

약력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 수석

독일 Bremen University, 박사

독일 Karlsruhe University, 석사

인하대학교, 학사

Abstract

In tutorial we will discuss how to reduce test cost of SOC devices. RPCT 

is one of the hot issues in test area which designers and test engineers 

have discussed for test cost reduction. RPCT is a popular way to reduce 

test cost and increase test throughput. The tutorial will presents vari-

ous DFT methodologies for test time reduction and touch several RPCT 

techniques for higher test throughput.

The 13th
Korea 

Test 
Conference

THE 13th

KOREA TEST    
CONFERENCE 

June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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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좌장 : 김영섭 (아덴텍)

Memory TEST (2)

Write driver와 data line을 공유하는 Sense Amp. 

최적화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이유성

저  자 | 이유성, 탁진태, 이경섭, 이강칠 (SK Hynix)

다중 자유도(MDOF) 확장을 통한 Wafer 고속 테스트 최적화

평가방법

발표자 | 김동건,

저  자 | 김동건, 김동윤, 이상훈, 구기범, 박제영, 신경선, 박상준 (삼성전자)

외부 입력 Package 선택을 통한 Fail Module 양품화

발표자 | 장호송

저  자 | 장호송, 임민혁, 홍정일, 위보령 (SK Hynix)

A. 좌장 : 장 훈 (숭실대)

Memory TEST (1) 

DDR4에서의 Internal Vref를 위한 Test Method 고찰

발표자 | 이경수

저  자 | 이경수, 김희욱, 이용구, 이강칠 (SK Hynix)

고장검출 향상을 위한 MLC NAND-형 플래시 메모리 테스트 알고리즘

발표자 | 황필주 

저  자 | 황필주,김진완, 김태환, 장훈 (숭실대)

Self-Refresh 주기 다원화를 통한 

Low Power DRAM의 Refresh 특성 개선

발표자 | 이상기

저  자 | 이상기, 방용운, 심휴석, 성석현, 박정식 (SK Hy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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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좌장 : 이진희 (아드반테스트)

Memory Test & Repair 

Multi I /O 동시 Repair 구조에서의 저항성 Column Fuse 불량에

대한 효과적인 Screen 방안

발표자 | 성형수

저  자 | 성형수, 송경근, 남상균, 윤건상, 강성호 (연세대 / SK Hynix)

최소한의 시간으로 메모리를 수리하기 위한 리던던시 분석

알고리즘

발표자 | 조형준

저  자 | 조형준, 강우헌, 강성호 (연세대)

Laser Repair Dual Beam System OTF(on-the-fly) 분석 통한 

퓨즈 배열 최적화 방안

발표자 | 이창욱

저  자 | 이창욱, 박종민, 심휴석, 성석현, 박정식, 강성호 (연세대/SK Hynix)

C. 좌장 : 김동일 (동부하이텍)

Memory TEST (3)

Memory Application Test Pattern 분석 방안 고찰

발표자 | 이상훈

저  자 | 이상훈, 김태광, 조돈구,박정식 (SK Hynix)

Delay Coupling Fault 감지를 위한 March C-의 address rotation

발표자 | 정승재

저  자 | 정승재, 백상현 (한양대)

SoC 내부의 내장된 메모리를 위한 

IEEE 1500 표준 기반의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 BIST

발표자 | 박영규

저  자 | 박영규, 이용, 최인혁, 강성호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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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좌장 : 조돈구 (SK Hynix)

Production Test (2) 

저속 ATE에서 Double Clock을 사용한 고속 Test 구현

발표자 | 김동윤

저  자 |  김동윤, 김동건, 김양기, 최재영, 박제영, 신경선, 박상준 (삼성전자)

I / O Shared Parallel 테스트 확장시 문제점 고찰

발표자 | 정충만

저  자 | 정충만, 이상영, 이기화, 박정식 (SK Hynix)

골드 범핑 패드에서 탐침의 콘텍저항 연구

발표자 | 현창훈

저  자 | 현창훈, 박현호, 함상식, 김영일 (삼성전자)

E. 좌장 : 김영식 (엑시콘)

Production Test (1)

AP-DRAM PoP 제품의 DRAM valid window 테스트 방법

발표자 | 홍용준

저  자 | 홍용준, 이준원 (삼성전자)

High Stack NAND Flash의 과다전류 소모성 불량방지를 위한 

TDBI Power Supply 개선

발표자 | 김형

저  자 | 김형 (SK Hynix)

전원 잡음 최소화 방안 고찰

발표자 | 송기재

저  자 | 송기재, 장철웅, 조언호 (삼성전자)



20 

논문발표 안내 

KOREA TEST CONFERENCE

21 

논문발표 안내

KOREA TEST CONFERENCE The 13th Korea Test Conference

H. 좌장 : 고진수 (테라다인)

Test Industry 

변곡점 감지를 위한 테스트 방법

발표자 | 김진호

저  자 | 김진호, 한상신, 김창석, 이기화, 박정식 (SK Hynix)

Probe Card용 ASIC개발을 통한 Test Resource 극대화

발표자 | 우철종

저  자 | 우철종, 김준연, 유상규, 김훈정, 박상준 (삼성전자)

NAND Flash Memory에 대한 

실장환경 Test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방법

발표자 | 변주섭

저  자 | 변주섭, 이건삼, 이희기 (SK Hynix)

G. 좌장 : 김규철 (단국대)

Defect Diagnosis

품질 불량의 유형별 전기적 물리적 분석 방법 고찰

발표자 | 이용건

저  자 | 이용건, 안중진, 박진요, 박정식 (SK Hynix)

효율적인 후보 선택 알고리듬을 통한 다중 결함 진단 방안

발표자 | 임요섭

저  자 | 임요섭, 박재석, 강성호 (연세대)

Low-Cost Testing Technique for Embedded Passive RF Circuits

발표자 | Bruce Kim

저  자 | Bruce Kim, Sukeshwar Kannan (University of Alab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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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좌장 : 조상복 (울산대)

Test Cost & Efficiency (2) 

New Technique for Opens / Shorts Testing of 

Power pins with Matrix Algorithm

발표자 | 이영우

저  자 | 이영우, 오강훈 (Teradyne Korea)

Board level에서의 Wafer e-fuse blow test

발표자 | 서중원

저  자 | 서중원, 정진국, 이남중, 김현준, 이민수, 이주훈, 

           김영부, 홍규식 (삼성전자)

Nand Flash Probe card Power Integrity 분석

발표자 | 송정승

저  자 | 송정승, 오경승, 박용순, 박영기 (SK Hynix)

I. 좌장 : 남정현 (포텍)

Test Cost & Efficiency (1)

Wafer Test 고 집적화에 따른 

Probe Card Interface Technology 향상방안 고찰

발표자 | 문성욱

저  자 | 문성욱, 김근식, 이성동, 박정식 (SK Hynix)

IEEE 1149.7 경계스캔을 이용한 Wafer RPCT 기술

발표자 | 양우진

저  자 | 양우진, 정지훈, 박성주 (한양대)

GDDR5 PLL WCLK DOUBLE TM을 통한 Wafer Test Time 단축

발표자 | 오의상

저  자 | 오의상, 현승호, 진한호, 남상균 (SK Hy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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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좌장 : 변재열 (세미탑)

ATE H /W & S /W (2)

OP Amp를 활용한 ATE Comparator의 Low Vdd 특성 향상 방안

발표자 | 박수용

저  자 | 박수용, 박일원, 우기룡, 박우익, 장철웅 (삼성전자)

다중주파수 동작제품에 대한 At-Speed Functional Test 방법

발표자 | 김찬모

저  자 | 김찬모, 양광수, 전준우, 박승균, 강성호 (연세대 / LG전자)

Probe Card 시영역 해석에 대한 ATE Driver 특성에 관한 고찰

발표자 | 김규열

저  자 | 김규열, 강신호, 김훈정, 박상준 (삼성전자)

K. 좌장 : 변형찬 (SPA)

ATE H /W & S /W (1)

ATE Model별 Test Program 호환성을 위한 

PMS(Program Management System) 구축 방안 고찰

발표자 | 장윤영

저  자 | 장윤영, 조민상, 이성동, 박정식 (SK Hynix)

대용량 실장 환경 정보를 이용한 메모리 검사 방법

발표자 | 최운섭

저  자 | 최운섭, 장철웅, 조언호 (삼성전자)

고속 메모리 테스트를 위한 듀얼 채널 타이밍 포매터 구조

발표자 | 이인걸

저  자 | 이인걸, 박재석, 박영석, 류경호, 조강욱, 강성호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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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좌장 : 홍승일 (LG)

SoC Design & Test (2)

일시적 잡음구간 보정을 통한 고신뢰성 ADC 테스트 기법 개발

발표자 | 손현욱

저  자 | 손현욱, 장재원, 강성호 (연세대)

Star Topology Test Architecture for Multi-site Testing

발표자 | 한동관

저  자 | 한동관, 김지혜, 정근영, 천범익, 강성호 (삼성전자)

3D-IC 환경에서 DFT회로를 이용한 효과적인 TSV 테스트 방법

발표자 | 이용

저  자 | 이용, 박영규, 김일웅, 강성호 (연세대)

M. 좌장 : 천범익 (삼성전자)

SoC Design & Test (1)

원전용 트립제어기의 Functional Coverage 분석

발표자 | 홍승일

저  자 | 홍승일, 김규철, 오승록, 최종균, 배일호 (단국대)

SiP용 DRAM Test를 위한 Memory BIST

발표자 | 홍지헌

저  자 | 홍지헌, 조정호,이용구, 이강칠 (SK Hynix)

차량용 전자 시스템을 위한 온라인 테스트 인터페이스

발표자 | 최인혁

저  자 | 최인혁, 한태우, 박영규, 강성호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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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좌장 : 김영부 (삼성전자)

Reliability (2)

Wafer Area 집중성 불량 선별을 위한 

효과적인 Package Test 방안 연구

발표자 | 문경국

저  자 | 문경국, 손성미, 김인철 (삼성전자)

TSV기반 3D IC Pre /Post Bond 테스트를 위한 

IEEE 1500 래퍼 설계기술

발표자 | 정지훈

저  자 | 정지훈 (한양대)

6F2 Open - Bitline 구조에서 Sense Amplifier를 공유하는

Bitline의 신뢰성 불량 감소 방안

발표자 | 권오한

저  자 | 권오한, 김인태, 이승택, 정우식, 이용구, 이강칠 (SK Hynix)

논문발표 안내

O. 좌장 : 정우식 (SK Hynix)

Reliability (1)

회로의 상태 유지 및 복구를 위한 스캔 셀 설계

발표자 | 김동주

저  자 | 김동주, 강태근, 윤현식, 이현빈 (한밭대)

Source Synchronized Clock and Date Capture for Testing

Jittered Device Data

발표자 | 오강훈

저  자 | 오강훈, 이영우 (Teradyne Korea)

Hot Carrier Injection에 의한 

DRAM Word Line Driver 회로 동작의 변화

발표자 | 남현우

저  자 | 남현우, 백상현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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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

좌장 : 조정호 위원 (SK Hynix)

국내 test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모델

이세호 이사(ATK)

현)아드반테스트 코리아 연구소장

김종복 상무(ISC)

현) ISC 선행기술 연구소 상무

박웅기 부장(LEENO)

현) 리노공업 서울지점 부장

한민석 상무(TSE)

현) TSE AT 마케팅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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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좌장 숙지사항

사전등록 

• 사전등록 양식을 http://www.koreatest.or.kr의 제13회 테스트학술대회의 Reg-

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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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아

  02-313-37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등록 

•6월 27일(수) 학술대회 당일에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논문 발표자 및 좌장은 등록비 면제입니다.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날짜 2012년 6월 13일 (수) 이전 2012년 6월 27일 (수)

등록비 학생 일반 학생 일반

회원 2만원 10만원 3만원 12만원

비회원 4만원 15만원 6만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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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입니다.

   (발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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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각 발표자의 발표시간은 20분입니다.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시간을 알리는 종은 15분 경과시 한 번, 20분 경과시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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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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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자동차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5분거리

•고속터미널에서 30분거리

•김포공항에서 1시간 거리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 40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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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참가등록 양식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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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성     명

사 업 명

주     소

업     태 종     목

지하철

•양재역 9번출구 성남방면

•무료셔틀버스이용 : 서초구민회관앞

•마을버스이용 : 환승주차장앞 0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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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안내

연회비 및 회원 자격

•정회원: 30,000원 (평생회원 300,000원)

  ※  4년제 대학을 마치고 반도체 테스트에 관한 실무, 연구 또는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2년제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반도체 테스트에 관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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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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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아 / (02) 313-3705 / info@koreatest.or.kr)

논문·소식 모집안내

사단법인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논문지와 소식지는 각각 년 2회씩 발간되며, 3년째

부터 논문지는 등재 후보지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채택율도 조절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단순한 형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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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양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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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보내실 곳 : info@koreatest.or.kr / 담당자 : 이윤아

문의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공학원 381A호 

사단법인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사무국 이윤아

전   화 : (02) 313-3705  

E-mail : info@koreat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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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시

TSE

아이텍반도체티에스이

아이에스시
한 국 내 쇼 날
인스트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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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KOGAWA ADVANTEST KOREA

LG전자 아이테스트 디아이

아이텍반도체 MEK 레틱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엑시콘 아이에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ERADYNE

티에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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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7, 2012     

레틱

레틱(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70-8 KCC 웰츠밸리 1101
T : 02-6111-8760  F : 02-6111-8761 C : 010-4104-9876 | www.leitik.com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사단
법인

Tel (02)313-3705   |  Fax (02)363-8389
E-mail info@koreatest.or.kr
http://www.koreate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