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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십니까?

  국내 반도체 테스트 분야에서 가장 큰 행사인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가 올해 어느덧 14회를 

맞이하여 6월 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산업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테스트도 하나의 고유한 전문분야로 자리매김하며 성장해 와 이제 국내에서도 Prober/Handler

를 포함 한 테스터 Solution, Probe card 및 Board등 Test Interface Solution을 비롯하여 Socket

등 Contact Solution까지 포함하는 테스트 Ecosystem이 형성되어 서로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업계는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산업의 중심도 지난 30여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PC에서 모바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도 그간 DRAM 

및 Flash등 메모리 일변도에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여 Mobile Application 

Processor (AP) 및 Image Sensor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제품도 이제는 단순한 Hardware가 아닌 Software와 결합된 Solution 제품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진화하는 Paradigm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반도체  

테스트도 더 이상 기존의 Functional 및 Parametric 테스트에 머무를 수 없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하는 기로에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는 그간 관련되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이제 양적으로도 6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큰 대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큰 변화를 맞이하

고 있는 시대에 테스트 관련 모든 학계/업계가 또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경험과 생각

을 나누고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변화의 시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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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제 14회 테스트                   학술대회 일정표

                 시간            

  장소

거문고C

(110명)

거문고B

(110명)

거문고A

(110명)

해금A

(45명)

해금B

(50명)

소금

(40명)

 08:30~09:00                                                                           등                         록        (거문고홀 앞)    

09:00~11:10

(130분)

Tutorial

Chair: 전홍신(SK하이닉스)

Co-Chair: 정근영(삼성)

Tutorial

Chair: 백우현 (LG)

Co-Chair:전준우(LG)

09:00~10:00

(60분)

C
Memory Test(1)

이진희 (아드반테스트)

G
Test Industry(1)

김영식 (엑시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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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호 (호서대)

O
SoC Design  & Test(1)

홍승일 (LG)

휴식 10:00~10:10 휴식

“Exploiting redundancy to 

improve yield: Defect and 

error tolerance”

Sandeep k. Gupta 교수

“Test Challenges 

in TSV-based 3D 

stacked DRAMs ”

정우식 박사

(SK 하이닉스)

10:10~11:10

(60분)

D
Memory Test (2)

김영섭 (아덴텍)

H
Test Industry (2)

조돈구 (SK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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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석붕 (경상대)

 P    
SoC Design & Test (2)

양준성 (성균관대)

11:20~11:40
                                                                     개 회 식 :                   사회 : 이현빈 (한밭대)

                                                                                                   개회사 : 홍규식 (삼성) / 감사패증정 / 우수논문상 

11:40~12:10

(30분)

                                                                                                   초청 강연 

        Challenges in 14nm FinFET and beyond:              Development, manufacturing, and Test   강연자 : 삼성전자 김광현 부사장  

12:10~13:30 점      심 

13:30~15:40

(130분)

Tutorial

Chair: 박제영 (삼성)

Co-Chair: 박상준 (삼성)

A
3D-IC Test and 

Reliability

김영부 (삼성)

13:30~14:30

(60분)

E
Memory Test & Repair(1)

조정호(아드반테스트)

I
Test Cost & Efficiency(1)

남정현 (프롬써어티)

M
NAND Flash Memory 

Test

이중호 (용인대)

Q
Design-for-Testability 

& Reliability

이현빈 (한밭대)

휴식 14:30~14:40 휴식

“Automated Volume 

Diagnostics for accelerated 

yield learning in 40nm and 

below technologies”

John Kim

B
Better Test by 

Tweaking Key Test 

Parameters

김태환 (서울대)

14:40~15:40

(60분)

F
Memory Test & Repair (2)

장훈 (숭실대)

J
Test Cost & Efficiency (2)

조상복 (울산대)

N
Signal &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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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단국대)

15:40~15:50  휴    식

15:50~17:10

(80분)

                                                               패널  토의 :                          좌장 : 고진수 (TERADYNE)

                                                                                                       (주제 : 한국  테스트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 협동방안) 

17:10~18:00   폐  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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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1                  좌장 : Chair: 백우현 (LG) / Co-Chair: 전준우 (LG)

Test Challenges in TSV-based 
3D stacked DRAMs 

강연자: 정우식 박사(SK하이닉스)

약력 :
  

       

Abstract

 Recently, TSV (Through Silicon Via) technology becomes a red-hot issue on 
semiconductor testing. TSV technology can be one of the most promising  
solutions to achieve higher memory density, lower power consumption and 
improved bandwidth.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significant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testing the TSV memories, especially in the mass production area. 
In this tutorial, you can find the critical problems in testing TSV memories, 
their potential solutions, test flows, and future directions both for stand-alone 
3DS TSV stacked memory application and the KGDS (Known Good Stacked Die) 
memories for SiP (System-in-Package) applications.

사회자 : 이현빈 (한밭대) 

Challenges in 14nm FinFET and beyond:         
Development, manufacturing, and Test

강연자 :  삼성전자 김광현 부사장

 

 약력:

   • Current positions
      - Executive VP, Head of Foundry Business
   • Experiences   
      - Chief of Digital and analog IP Development Team
      - Chief of Network & Communication IC Development Team (2003~)
      - Chief of ASIC Development Team (2003~)
      - Chief of Marketing and Sales Teams (2006~)
      - Chief of Foundry Business Teams (2010~) 
   • Education
      - (Bachelor’s Degree) Sogang Univ. Electronics Engineering   
      - (Master’s Degree) Virginia Tech Electrical Engineering
      - (Doctor’s Degree) Virginia Tech Electrical Engineering

The 14th Korea TesT ConferenCe

        1997년 2월               고려대 제어계측공학 학사

          1999년 2월               고려대 전자공학과 석사

          2011년 2월               연세대 전기전자공학 박사

          1999년 5월~현재       (주) SK하이닉스 DRAM개발본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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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TORIAL 2 

 Exploiting redundancy to improve yield:
 Defect and error tolerance

강연자 : sandeep k. Gupta 교수

(Ming Hsieh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약력 :

 Sandeeep Gupta has been on the faculty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ince 1991. Currently he is a Professor and Chair of the Electrical 
Engineering Department. He is a Past Chair of the Faculty of Viterbi School 
of Engineering and the Immediate Past President of the USC Faculty. He has 
received a Silver Medal from the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haragpur; 
Research Initiation and CAREER Awards from the National Science Foun-
dation; the Northrop-Grumman Assistant Professorship and a Zumberge  
Fellowship from USC; and the Distinguished Service Award from USC  
Academic Senate. He has received the Best Paper Award from the Asian 
Test Symposium (2000), Honorable Mention Award from the International 
Test Conference (1996), and three other best paper nominations at leading  
conferences. One of his papers was recognized as one of the ‘excellent  
papers’ in Asian Test Symposium 2008.

 His primary research interests are in the area of characterizing the impact 
of growing levels of imperfections on digital systems and developing non- 
traditional design and test approaches to combat these, with the goal of cre-
ating new avenues based on design and CAD to compensate for the slowdown 
in the benefits provided by scaling of fabrication technology. His research 
is/has been funded by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Defense Ad-
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DARP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Intel, Texas Instruments, Bell Laboratories, and 
Semiconductor Research Corporation(SRC).

         좌장 : Chair: 전홍신(SK하이닉스) / Co-Chair: 정근영(삼성)

 Abstract

 Digital system yield can be improved by exploiting (at least) three types of 
redundancy, only one of which, namely

explicit redundancy, is classically exploited in the form of traditional defect 
tolerance. In our research we define

redundancy broadly as: functionality that is useful yet not necessary for acceptable 
system operation. We characterize two new types of redundancy and describe the 
design, test, and reconfiguration approaches we have developed to exploit these to 
improve yield at extremely low overheads.

 First we consider general purpose processors where acceptable operation is 
defined as guaranteed error-free operation at acceptably high levels of per-
formance. We introduce our first new type of redundancy, namely functional 
redundancy. We then develop a new type of defect tolerance approach by deriv-
ing uniquely efficient(zero-cost in some cases) reconfigurations that can ensure 
correct operation of general purpose processors even in the presence of faults in a 
large fraction of their modules. Second, we consider media applications, including 
audio, images, video, and graphics, where acceptable operation allows for occur-
rence of some errors at system outputs, provided that the errors are of types and 
at levels deemed acceptable by the user. We formalize this into our second new 
type of redundancy, namely error tolerance, and show that a significant percent-
age of faults in such modules/chips are acceptable and outline our new design 
and test approaches.

 We then turn to the study of the classical form of redundancy, namely explicit 
redundancy as used in traditional defect tolerance, in the context of upcoming 
fabrication technologie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problem of explicitly insert-
ing redundancy into digital systems to optimize yield/die-area for fabrication pro-
cesses that are increasingly variability-and defect-prone. We present theoretical 
limits and asymptotic results associated with redundancy insertion and describe 
our algorithms that use these and other characteristics to insert red    undancy in 
ways that maximize yield/die-area.

TuTorialTu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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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좌장 : 김영부(삼성)

3D-IC Test and Reliability

3D IC의 신뢰성을 위한 Thermal Spare Core를 이용한 열관리 기법

임현열, 임재일, 홍혜정, 강성호 (연세대)

A Study on Measurement Scatter Issue Removed of 

Capacitance at Semiconductor DC Test

손기복, 함상식, 최우성, 장주원, 전중호, 박광우 (삼성전자)

3D IC를 위한 새로운 메모리 스케줄링 알고리즘

박기현, 우수해, 강성호 (연세대)

TUTORIAL 3 좌장 : Chair: 박제영(삼성) / Co-Chair: 박상준(삼성)

automated Volume Diagnostics for accelerated 
yield learning in 40nm and below technologies.

강연자: John Kim

(Synopsys)
 약력 :

 John Kim is a currently an applications consultant for the Yield Explorer  
product at Synopsys.  John holds a BS in Chemical Engineering from UC  
Berkeley and an MSEE from Yale University.  He has previously held positions 
at IBM Microelectronics, PDF Solutions, and Virage Logic prior to joining Syn-
opsys and has experience in Process Integration, Yield Engineering, and Data 
Analysis as well as having worked as a Yield Enhancement Consultant to sev-
eral major semiconductor fabs in Japan, Korea and the US, to improve their 
yields, as well as teach new yield enhancement methods.  John’s professional  
interests include yield enhancement and modeling as well as a study of  
statistical methods and their automated implementations and holds several 
patents in semiconductor process integration.
 Abstract
  As the industry progresses into advanced nodes, it is becoming more  
obvious that design-process interactions are contributing to more early yield 
losses than ever before.  While memory analysis of new products are still  
effective for yield learning of general process issues, and early process and 
product-like testchips can help eliminate some number of gross design- 
process systematics, it is becoming more difficult to comprehensively  
characterize all possible design/layout variations and standard cell usage 
only using such vehicles.  ATPG scan diagnostics from product test offers an  
efficient and effective method to identify systematics and enable the analyst  to 
isolate important yield issues that may be otherwise be difficult to isolate using  
traditional methods.  In this presentation, we describe several automated meth-
ods and flows to systematically analyze such results, including incorporation of 
other supporting data to drive rapid failure analysis and product yield ramps, as 
well as new analysis methods to characterize design attribute and process fail 
rates in order to drive process fixes more effectively than ever before.

Tu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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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 안내

C.                                      좌장 : 이진희(아드반테스트코리아) 

Memory Test (1)

페이지버퍼 접근 모드를 이용한 High Speed 특성 테스트

이학영, 주영화, 한규석, 이희기 (SK하이닉스)

A New Memory Test Architecture for Memory-on-logic 3D ICs

김일웅, 강성호 (연세대)

Intermittent 불량 검출을 위한 패키지 테스트 방법론

신효영, 김기윤, 정우식, 이경섭 (SK하이닉스)

논문 발표 안내

B.                                                       좌장 : 김태환(서울대)

Better Test by Tweaking Key Test Parameters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를 위한 Max. 분기 구조의 SI/PI특성 고찰

이현용, 박상준, 최재영, 윤재원, 김양기, 박제영,

김형순, 김규열, 유상규, 김훈정 (삼성전자)

Die Stacking Order for Thermal Management in 3D ICs under 

Process Variations

홍혜정, 임재일, 임현열, 강성호 (연세대) 

패키지 테스트 공정을 줄이기 위한 웨이퍼 테스트 조건 고찰

전우근, 전홍신, 남상균, 윤건상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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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 안내

E.                                       좌장 : 조정호(아드반테스트코리아)  

Memory Test & Repair (1)

Efficient process vehicle SRAM testing with software APG and 

Test Methods on the Logic-oriented Tester

이건웅, 전배선 (삼성전자)

An RA Algorithm Based on Line Fault Groups

강우헌, 조기원, 이창욱, 강성호 (연세대)

Nand PKG Test 공정에서 Block Repair Algorithm 개발

김경범, 권오환, 송주현, 박영기 (SK하이닉스)

논문 발표 안내

D.                                                      좌장 : 김영섭(아덴텍)                                           

Memory Test (2)

회로 집적 구조 변화에 따른 불량 검출 Data Pattern의 변화 대응

이용건, 안중진, 박진요, 조돈구 (SK하이닉스)

Substitutive model of the sense amplifier dynamic 2-cell 

incorrect read fault of type 1

이기석, 정승재, 박경배, 백상현 (한양대)

Address Swap 불량 검출을 위한 Unique Pattern Solution

문광수, 기영, 나한주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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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좌장 : 김영식(엑시콘) 

Test Industry (1)

EIT(Enhanced Intelligent Test) 적용을 통한 

Speed Portion 향상 방안 고찰

곽재설, 김찬석, 이기화, 조돈구 (SK하이닉스)

Magnetically coupled current probe embedded on chip for 

analysis of simultaneous switching current

조창현, 김종훈, 김정호 (삼성전자)

Protocol Aware for LPDDR3 memory controller on Mobile AP

최형모, 오강훈 (TERADYNE)

논문 발표 안내

F.                                                        좌장 :  장훈(숭실대)

Memory Test & Repair (2)

Memory Repair Data 배열과 Laser Rapair 공정의 

Throughput 상관 관계

황돈하, 방형찬, 성석현, 조돈구 (SK하이닉스)

A Redundancy Analysis Algorithm using Priority Strategy 

depending on the Memory Structures

조기원, 강우헌, 이창욱, 강성호 (연세대)

A method of RA using sharing redundancy for 

pre-bond and post-bond tests

이창욱, 강우헌, 심휴석, 성석현, 조돈구, 강성호 (연세대 /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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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 안내

I. 좌장 : 남정현(프롬써어티) 

Test Cost & Efficiency (1)

Module Test 공정 자동화를 통한 공정 TAT 단축 방안

김민중, 정기성, 조돈구 (SK하이닉스)

An Automated Retesting System Development

장성인, 이수경, 남기호, 지대갑, 김양기, 박제영, 박상준 (삼성전자)

User Function(Copy-back)을 이용한 Test Time 단축 방법　

김추석, 김은경, 오춘영, 한영수, 이희기 (SK하이닉스)

논문 발표 안내

H. 좌장 :  조돈구(SK하이닉스)

Test Industry (2)

PKT Handler Case Temperature 측정을 통한 정밀 Control 방안

서창록, 김근식, 조민상, 조돈구 (SK하이닉스)

Non-Statistical Method to Improve Quality of Adaptive Test

김상헌, 손성미 (TERADYNE / 삼성전자)

Test Infra를 이용한 Stack Die Test Solution 확보

하영태, 유선종, 김현래, 심대용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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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 안내

K. 좌장 : 안진호(호서대) 

ATE H/W and S/W (1)

CI-MCP Test 효율 향상을 위한 Multi ALPG DC Tester개발

안현옥, 김형, 조영우 (SK하이닉스)

EVALUATING PPM-LEVEL EFFICIENCY OF 6Gbps S-ATA BIST 

TEST BY AT-SPEED CHARACTERIZATION ON ATE

배철호, 이은철, 윤성준, 오철웅, SeiKyoichi, 신연숙, 홍규식 (삼성전자)

Socket Misloading 기인 Burnt Damage 개선에 대한 고찰

김희태, 이준희, 김일환, 이기화, 조돈구 (SK하이닉스)

논문 발표 안내

J.         좌장 : 조상복(울산대)

Test Cost & Efficiency (2)

ARE Rupture Time 감소를 위한 ATE 활용 방안

김선태, 권오한, 송경근 (SK하이닉스)

FPGA를 이용한 저가형 Pin-leakage Test 구현

김현준, 정진국, 이남중, 김영부, 홍규식 (삼성전자)

PXI기반 반도체 ATE 시스템

이동희, 이동혁, 이요한, 김기열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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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 안내

M. 좌장 : 이중호(용인대)     

NAND Flash Memory Test

1Pulse Program방식을 활용한 NAND Flash 불량 Screening 방안

유승환, 김현우, 김경일, 박영기 (SK하이닉스)

NAND 플래시 메모리 패턴 테스트를 위한 PMBIST

김태환, 장훈 (숭실대)

NAND FLASH NEW RA Solution

정성희, 김현중, 박용순, 박영기 (SK하이닉스)

논문 발표 안내

L. 좌장 : 한석붕(경상대)

Adaptive Digital Driving Format

김민영 (TERADYNE)

BOST를 이용한 테스트 방법 및 응용 방안

조형준, 전홍신, 윤건상 (SK하이닉스)

Signal전송 특성 향상을 통한 High Speed Multi Parallel Test 구현

유주환, 이표구, 이진우, 김민현, 이장우, 임혜빈 (아드반테스트코리아)

ATE H/W and S/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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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 안내

O. 좌장 : 홍승일(LG)

SoC Design & Test (1)
  

시스템 온 칩 환경에서 버스트 클럭 컨트롤러를 이용한 효과적인 

RPCT(Reduced Pin Count Testing) 방법

이용, 김학송, 서성열, 이주환, 김영부, 홍규식, 강성호 (연세대)

A Study on Testing Method for Specified Transactions between 

the Device with Built-in SPI Port and the SPI Slave Device

이영우, 오강훈, James Paik (TERADYNE)

Low Power Test Data Compression Technique for 

Test Cost Reduction

문창민, 김두영, 황도연, 강승엽, 박성주 (한양대)

논문 발표 안내

N. 좌장 : 김규철(단국대)

Signal & Power Integrity 

전원 릴레이를 이용한 Power Plane 분할에 따른 

Power Integrity(PI)연구

김형순, 조창현, 유상규, 김훈정, 박상준 (삼성전자)

High Density제품 환경에 대한 DRAM의 전기적 특성 측정에 

대한 고찰

이승택, 안대웅, 정상용, 서민경, 서기원, 안영창, 윤건상 (SK하이닉스)

Probe Card의 Power Integrity 특성 검증에 관한 고찰

김규열, 김형순, 유상규, 김훈정, 박상준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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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 안내

Q. 좌장 : 이현빈(한밭대)

Design-for-Testability and Reliability

Custom Logic을 포함한 설계의 Structural Test 방법론

신정환, 김지혜, 한동관, 정근영 (삼성전자)

A Scan Cell Design for On-Chip Aging Monitoring

윤현식, 강태근, 이현빈 (한밭대)

Discussion about Test Strategy with DFT Solutions for 

Automotive SOC Devices

천범익, 이상희, 김진주, 임광빈 (아이테스트)

논문 발표 안내

P. 좌장 : 양준성(성균관대)

SoC Design & Test (2)

시스템 온 칩에서 재구성 시프팅 디코더를 이용한 

효과적인 테스트 패턴 압축 기법

서성열, 이용, 김학송, 이주환, 김영부, 홍규식, 강성호 (연세대)

Fine Pitch 반도체 소자 Test를 위한 PCB Technology

김충현, 권상일 (티에스이)

Analysis of Recent Secure Scan Test Techniques

Cheng Xing, Muhammad Adil Ansari, 정지훈, 박성주 (한양대)



패널토의

‘한국 테스트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 협동방안’         

좌장 : 고진수 전무(TERADYNE)    

김요정 상무(삼성전자)

 현) 삼성전자 상무 (LSI Product & Test Engineering 담당)

전홍신 위원(SK하이닉스)

 현) SK하이닉스 연구위원

조정호 전무(아드반테스트코리아)

 현) 아드반테스트코리아 전무

박성주 교수(한양대)

 현)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강성호 교수(연세대)

 현)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이윤식 박사(KETI)

 현) 전자부품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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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및 좌장 숙지사항

사전등록 

•사전등록 양식을 http://www.koreatest.or.kr의 제14회 테스트학술대회

   의 Registration procedure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를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후 사전등록 양식을 작성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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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수) 학술대회 당일에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논문 발표자 및 좌장은 등록비 면제입니다.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날짜 2013. 6. 5 (수) 이전 2013 .6. 19 (수)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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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프로젝터만 사용하여 발표를 합니다.

•발표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각 발표자의 발표시간은 20분입니다.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두 번째 종소리가 나면 곧 발표를 종결지어 주십시오.

     
좌장

•담당 발표분야 및 시간, 발표장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발표 10분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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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자동차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5분거리

•고속터미널에서 30분거리

•김포공항에서 1시간 거리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 40분거리

지하철

•양재역 9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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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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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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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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atinum) 10,000,000 원/ (Diamond) 7,000,000 원

                 (Gold) 5,000,000원/ (Silver) 2,000,000 원/ (Bronze) 1,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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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num) 60인 / (Diamond) 40인 / (Gold) 30인 / (Silver) 20인 / (Bronze) 10인의          

   학술대회 등록비 면제(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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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

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단순한 형태의 글 보다는 정식 논문 형태로 논문 투고를 받게 됩니다. 한

국반도체테스트 학회지를 발간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논문양식 및 제출방법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홈페이지(http://www.koreatest.or.kr)에서 학회지 논문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아래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 및 광고는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소식지는 인쇄물 형태가 아

니라 (회사소식 및 광고 홍보, 연구실 소식 등) 뉴스레터 형태로 제작되어 이메일로 배

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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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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K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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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반테스트코리아

티에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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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ADYNE LG전자

와이아이케이유니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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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이 엑시콘

테스나M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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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이크론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아이에스시아이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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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텍반도체 프롬써어티

SPEA Test레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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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엔티 블루이엔지

코리아인스트루먼트STS반도체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