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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The 15th 
Korea Test Conference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명실공히 국내 반도체 테스트 분야 최고의 행사로 자리매김 한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가 올해로 어느덧 15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눈부신 태양을 향해 연녹색 

잎들이 손짓하는 6월 25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가히 스마트 혁명이라고 불리는 IT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절대적이며, 그 중에도 메모리반도체는 모든 스마트 기기

들이 고 용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모리반도체를 작금 세계 최정상의 위치에 올려 놓을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포기를 모르는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으며, 이제 대한

민국은 명실 상부한 세계 메모리반도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지속

적인 고집적화를 통해 발전시켜온 메모리반도체가 미세 공정의 한계에 부딪히며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반도체가 탄생한 이래 미세공정을 통하여 

평면적인 고집적화를 꾀하였던 것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이제는 3D NAND flash의 

개발과 TSV 관통전극을 이용한 stacking 방법의 활용을 통한 SiP의 개발로 

바야흐로 수평과 수직의 양방향 집적화를 추구하는 3D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면, 3D 시대를 맞이하는 반도체 테스트 분야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커다란 chal-

lenge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SiP 안에 적층 될 칩들은 이전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품질과 완성도가 요구되어 지며, 또한 SiP 적층 이후엔 서로 다른 기능과 

특성을 가진 내부 칩들의 정상 동작 유무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칩에 더 많은 기능들이 집적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를 검증하여야 하는 테스트분야는 경계를 넘나드는 고도의 지식과 

함께 서로 다른 칩들을 테스트 하기 위한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활용 될 수 있

도록 긴밀한 협력과 연구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는 테스트관련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의 

우수한 전문가들과 인재들이 모여 서로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테스트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다듬어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다듬어 훌륭한 논문을 제출해주신 모든 저자분들과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학계, 연구소, 관련 기관의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가 테스트 및 관련 분야에서 기여

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5회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 대회장   윤  건  상
사단법인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회장   강  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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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한국 테스트학술대회 일정표

  제15회 테스트                   학술대회 일정표

              시간            
  장소 거문고A 거문고B 거문고C 가야금A 가야금B 대금

 08:30~09:00  등     록

09:00~11:30

Tutorial

정성수(한양대) 

Chair : 

전홍신(SK하이닉스)

Tutorial

정재용(인천대)

Chair :

정근영(삼성전자)

09:00~10:00

(60분)

A
ATE Hardware & 

Software (1)

김영식(엑시콘)

B
Memory Test & 

Repair (1)

김용현(LG전자)

C
Memory Test (1)

박성주(한양대)

D
Reliability

김현진(단국대)

휴식 10:00~10:10 휴식

Tutorial

정성수(한양대) 

E
SoC Design & 

Test (1)

송기재(삼성전자)

10:10~11:30

(80분)

F
ATE Hardware & 

Software (2)

이중호(용인대)

G
Memory Test & 

Repair (2)

조정호(아드반테스트코리아)

H
Memory Test (2)

이현빈(한밭대)

I   
Production Test (1)

박제영(삼성전자)

11:40~12:00
                                                                            개 회 식 사회 : 김현진(단국대)

  개회사 : 윤건상(SK하이닉스) / 감사패증정 / 우수논문상 

12:00~12:30
                                                                            초청강연  “Test 환경 변화(Changes in Test Environment)”

  강연자 : SK하이닉스 오세용 사장  

12:30~13:30  점     심

13:30~16:20

J
Test Cost & 

Efficiency (1)

홍승일(LG전자)

K 
SoC Design & 

Test (2)

고진수(TERADYNE)

13:30~14:50

(80분)

 L
 Test Industry (1)

김규철(단국대)

M
Memory Test & 

Repair (3)

조상복(울산대)

N
Memory Test (3)

유홍범(삼성전자)

O
Production Test (2)

문경서(레틱)

휴식 14:50~15:00 휴식

P 
Test Cost & 

Efficiency (2)

김지원

(코리아인스트루먼트)

Q
SoC Design & 

Test (3)

천범익(AT Semicon)

15:00~16:20

(80분)

R
Test Industry (2)

장훈(숭실대)

S
3D-IC Test

김영부(윌테크놀러지)

T
Memory Test (4)

남정현(TNS)

U
ATE Hardware & 

Software (3)

이진희

(아드반테스트코리아)

16:20~16:30  휴     식

16:30~17:40
                                                                            패널토의 좌장 : 양준성(성균관대)

  “효율적 테스트/디버그를 위한 디자인과 테스트 업체의 연구 방안”

17:40~18:00  폐 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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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도면

>> 약력

•Experiences

    -President, Manufacturing and Technology SK Hynix (2013~)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2012)

    -President & CEO, Seoul Optodevice (2009~2010)

    -Vice President, Samsung Electronics (2007~2009)

 

•Socity and Education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2013~)

    -Samsung Fellow (2005~)

    -Ph.D. MIT

Test 환경 변화
(Changes in Test Environment)
강연자: SK하이닉스 오세용 사장

초청강연

거문고홀(3F) Geomungo Hall

거문고 A 거문고 B 거문고 C

다
과

계
단

3층

가야금홀(2F) Gayageum Hall

가야금 A 가야금 B

다
과

등록
데스크

등록
데스크

계
단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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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Tutorial 1

좌장: 전홍신(SK하이닉스)

SiP and Future of Semiconductor Test 
(SiP와 반도체 테스트의 미래)
정성수 연구교수(한양대)

>> 약력

Sung Soo Chung (IEEE member since’82) received the 

B.S. degree in Electronics Engineering from Sungk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in 1978 and M.S. degree in Electrical 

Engineering from Florida Institute of Technology, Melbourne, 

FL in 1984.

He spent 15 and a half years with Cisco Systems Inc., San Jose, CA 

from 1992 to 2008, where he managed ASIC DFT Technologies 

Team for over 10 years. Three years prior to his departure, Sung 

developedcompanywide SEU test and mitigation processes, 

ranging from memory to ASIC device test and qualification 

criteria, and design methodologies as a SEU Technical Lead.

After departure from Cisco, he briefly joined SynTestas a VP 

of R&D, where he oversaw all key technology development 

for a year. Sung founded Eigenix Inc., in July 2009,served as a 

president and developed fault injection based test and analysis 

tools and methodologies for a reliable systems.

Mr. Chung is now with Hanyang University as a Research 

Professor since July 2013, lecturing and researching in the area 

of SiP test, Single Event Upset (SEU) and SoC reliability.

He holds 12 U.S. patents and has contributed over 20+ 

technical papers in the area of Boundary-Scan, Logic BIST, 

Memory BIST, high speed I/O test and SEU test/mitigation and 

fault injection techniques.

Mr. Chung had served as a working group member of IEEE 

Standards 1149.1,.4, 1500, 1532, JESD89 and recently, 1149.6, 

where his patented innovation became a foundation for the 

Standards.

>> Abstract

This tutorial introduces future challenges of testing SiPand 

outlines new and different techniques to test TSVand SiP 

device.It briefly reviews historical test and DFT techniques and 

identifies difficulties when we apply these techniques to TSVand 

SiP test. The latest development in TSVand SiP test techniques 

are reviewed and compared. Complexity and impact of testing 

future TSV and SiP roadmaps are reviewed in comparison with 

existing tools and test techniques. Based on these difficulties, 

new test principles and techniques are explored to enhance 

SiP test quality. Lastly two latest failure case study results are 

shared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est and consequences 

system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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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Tutorial 2

좌장: 정근영(삼성전자)

Pre and post-silicon techniques to deal 
with large-scale process variations
정재용 교수(인천대)

>> 약력

Jaeyong Chung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He received the B.S. degree in electrical engineering 

from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in 2006, and the M.S. and 

Ph.D. degrees i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from the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University 

of Texas, Austin, in 2008 and 2011, respectively. He worked at 

Strategic CAD Lab (SCL), Intel and IBM T.J. Watson Research Center 

during the summers of 2008 and 2010, respectively. From 2011 

to 2013, he was with the Design Compiler Team at Synopsys, Inc., 

Mountain View, CA.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timing 

ECO, compressed silicon sensing, and silicon data mining.

Prof. Chung was the recipient of best paper award nominations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Aided Design (ICCAD) in 

2009 and the Asia and South Pacific Design Automation Conference 

(ASPDAC) in 2011. One of his co-authored papers is selected in the 

Asian Test Symposium (ATS) 20th Anniversary Compendium.

>> Abstract

Technology scaling in the nanometer era comes with a significant 

amount of process variation, leading to lower yield and new 

types of defective parts. These challenges necessitate robust 

design to ensure adequate yield, and smarter testing to screen 

out bad chips. Extens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coop 

with these challenges at pre and post-silicon stages.

At the pre-silicon stage, sign-off timing methodology is extend-

ed to take on-chip variations into account. A global derating 

method called OCV (On-chip Variation) has been combined with 

the traditional corner based method, which deals with chip-to-

chip variations. For advanced technology nodes, industry has 

employed an enhanced version of OCV called AOCV (Advanced 

OCV). Statistical static timing analysis (SSTA) is considered the 

most accurate timing sign-off method till now, and its simplified 

versions called POCV (Parametric OCV) or SOCV (Statistical OCV) 

are being adopted recently.

To enable pre-silicon design methodology for process variations, 

variation models are developed through expensive silicon 

measurements at post-silicon stage. Recently, research efforts 

have been made to reduce the silicon characterization cost using 

compressed sensing (CS), a new innovative theory in signal 

processing and information theory. This research has shown 

that wafer maps or die maps can be recovered through a few 

measurements taking advantage of various type of correlations 

such as spatial, wafer-to-wafer, and inter-test-item correlations.



논문발표 안내

14  제15회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

The 15th 
Korea Test Conference

15

A.
좌장 : 김영식(엑시콘)

ATE Hardware & Software (1)

고속 다단 제품용 테스트 보드 설계

발표자 | 유종운

저   자 | 유종운, 박수용, 송기재 (삼성전자)

MIPI D-PHY loopback test with UltraPin1600 
passive path

발표자 | 배신규

저   자 | 배신규, 최형모, Chris Lee(TERADYNE)

Logic Scan-test Screen을 위한 DRAM Tester의 Vector 
Converter Tool 구현

발표자 | 이상민

저   자 | 이상민, 남상균, 전홍신, 윤건상 (SK하이닉스)

B.
좌장 : 김용현(LG전자)

Memory Test & Repair (1) 

The Effective BIRA Algorithm for Embedded Memory 
Repair in SiP Environment

발표자 | 홍지헌

저   자 | 홍지헌, 전홍신, 남상균, 윤건상 (SK하이닉스)

A Spare Pivot Re-setting BIRA Algorithm with Opti-
mized Hardware Overhead

발표자 | 조기원

저   자 | 조기원, 이우성, 강성호 (연세대)

A BIRA for multiple memory blocks with global spare 
architecture

발표자 | 정우식

저   자 | 정우식, 신효영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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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좌장 : 박성주(한양대)

Memory Test (1)

The Power Integrity Modeling of 1.0 V PKG Test 
Board using Multi-Node Meshed Decoupling 
Capacitor Placement

발표자 | 곽상근

저   자 |  곽상근, 문승희, 최백규, 박수용, 이재욱, 송기재, 
문길신, 황석원, 김우섭 (삼성전자)

TLC Flash Memory Test Algorithms

발표자 | 김재원

저   자 | 김재원, 장훈 (숭실대)

Wafer Test에서의 Bias Pre-Trimming을 활용한 
수율 및 품질 향상

발표자 | 한승엽

저   자 | 한승엽, 정철, 배휘철 (SK하이닉스)

D.
좌장 : 김현진(단국대)

Reliability

Impacts of Process and Temperature Variations on 
Signal Line Electromigration in FinFET Design

발표자 | 반용찬

저   자 | 반용찬, 강용석, 백우현 (LG전자)

Random Forests를 이용한 품질 Grading 향상 
방안 고찰

발표자 | 이석형

저   자 | 이석형, 이용구, 윤건상 (SK하이닉스)

온도 예측을 통한 3차원 구조 DRAM의 refresh 전력관리 
기법

발표자 | 임재일

저   자 | 임재일, 강성호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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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좌장 : 송기재(삼성전자)

SoC Design & Test (1)

스테이지 고장검출을 통한 파이프라인 ADC 테스트 기법

발표자 | 손현욱

저   자 | 손현욱, 장재원, 김희태, 강성호 (연세대)

Consideration for Scan Design Test Time 
Reduction of SOC Devices

발표자 | 천범익

저   자 | 천범익, 김진주, 임광빈 (AT Semicon)

Mixed-Signal Test Implementation using General 
Purpose Instruments at Logic ATE

발표자 | 윤병희

저   자 |  윤병희, 서기명, 이용천, 강은구, 윤대영, 최승철, 
유홍범, 김요정 (삼성전자)

A Parallel Test Access Strategy for Multiple Identical 
Cores in Network-on-Chip

발표자 | 한태우

저   자 | 한태우, 최인혁, 오형교, 강성호 (연세대)

F.
좌장 : 이중호(용인대)

ATE Hardware & Software (2)

Hardware에 의한 고속 디바이스 Timing Training기능의 
효과적인 측정방법

발표자 | 박재덕

저   자 | 박재덕 (아드반테스트코리아)

적용 제품을 고려한 Socket 특성 평가 방안

발표자 | 김미소

저   자 | 김미소, 한종원, 박현수 (삼성전자)

Adaptive coherent sampling auto adjustment

발표자 | 김민영

저   자 | 김민영 (TERADYNE)

Automatic Probe Mark Defect Recognition Using 
Image Processing and SVM Classification

발표자 | 이정훈

저   자 | 이정훈, 남기호, 이수경, 이건구, 박제영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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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좌장 : 조정호(아드반테스트코리아)

Memory Test & Repair (2)

Constant Temperature Control of a Device Under Test (DUT)

발표자 | Jerry Tustaniwskyj

저   자 | Jerry Tustaniwskyj (COHU SEG)

RA 장비 제약에 따른 CLK Edge Open 방식 적용을 통한 
DDR Mode 구현

발표자 | 김경호

저   자 | 김경호, 박상범, 이상기, 성석현, 조돈구 (SK하이닉스)

DRAM의 Wafer Test시 PI 증진방안

발표자 | 박철희

저   자 | 박철희, 최재영, 김양기, 박제영, 주재훈 (삼성전자)

Using timing training on DRAM built in DLL improves 
productivity of speed test

발표자 | 고병선

저   자 | 고병선, 남상균, 윤건상 (SK하이닉스)

H.
좌장 : 이현빈(한밭대)

Memory Test (2)

Wafer Level Multi Parallel Test에 따른 Test 온도 변화 
고찰

발표자 | 김승수

저   자 | 김승수, 박종현, 성석현, 조돈구 (SK하이닉스)

TLC NAND-type Flash Memory for Fault Detection

발표자 | 김진완

저   자 | 김진완, 장훈 (숭실대)

Component Level Test 불량 Cell 구제 시 고려사항

발표자 | 김진탁

저   자 | 김진탁, 이운복, 김웅희 (SK하이닉스)

동반 Fail 방지를 위한 Protection Resistor에 관한 고찰

발표자 | 김규열

저   자 | 김규열, 김형순, 이현용, 유상규, 나완수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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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좌장 : 박제영(삼성전자)

Production Test (1)

External Loopback Testing using Golden RX Chip

발표자 | 백재선

저   자 | 백재선, 심효진, 이호명, 이수은, 최규식, 김요정 (삼성전자)

On-chip voltage droop sensor for repairing

발표자 | 윤석현

저   자 | 윤석현, 남상균, 전홍신, 윤건상 (SK하이닉스)

Multiple power sequence - Prevention for abnormal 
power sequence in PMIC ATE

발표자 | 이현준

저   자 | 이현준 (하나마이크론)

불량 회로의 구제 이후 잔존 결함이 주변 정상 회로에 미치
는 영향

발표자 | 이용건

저   자 | 이용건, 안중진, 박진요, 조돈구 (SK하이닉스)

J.
좌장 : 홍승일(LG전자)

Test Cost & Efficiency (1)

Zero Download Time: Method to reduce download 
time of test program

발표자 | 박주현

저   자 | 박주현, 이원재, 손성미 (삼성전자)

OpenCL을 통한 그래픽 메모리 병렬처리 테스트

발표자 | 하학수

저   자 | 하학수, 정태준, 홍정일, 위보령 (SK하이닉스)

압축 실리콘 센싱

발표자 | 정재용

저   자 |  정재용(인천대), 김용현, 이재욱, 반용찬, 강용석, 
백우현(LG전자)

TEC기능을 활용한 NAND Flash TEST의 ECC 처리 시간 단축

발표자 | 임   권

저   자 | 임   권, 주영화, 한규석, 이희기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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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좌장 : 고진수(TERADYNE)

SoC Design & Test (2)

Methodology for Power Estimation and IR-drop 
Analysis on SoC Test Mode

발표자 | 최창석

저   자 | 최창석, 이재욱, 배상민, 강용석, 백우현 (LG전자)

An Efficient Method of Characterizing RF Transceiver 
on V93K Without Bench Test

발표자 | 김옥수

저   자 |  김옥수, Lina Jiang, Hank Largey, Jinlei Liu, 
Mengmeng Kang (아드반테스트코리아)

Vehicle SoC Diagnosis Technique using FlexRay Protocol

발표자 | 강승엽

저   자 | 강승엽, 정지훈, 문창민, 박성주 (한양대)

Reducing EVM error through tradition device calibration 
and error correction method by ESA for LTE Transceiver

발표자 | 김대성

저   자 | 김대성, 진한원 (TERADYNE)

L.
좌장 : 김규철(단국대)

Test Industry (1)

Accurate Capacitance measurement를 위한 Parasitic 
capacitance 감소방안 연구

발표자 | 권대성

저   자 |  권대성, 김광현, 김윤수, 강인구, 정현호, 곽진욱, 김양기, 
박제영 (삼성전자)

CRC를 이용한 FTA Check 방법

발표자 | 김이훈

저   자 | 김이훈 (SK하이닉스)

Study on Sequence Simulation of Handler Equipment

발표자 | 배철호

저   자 | 배철호, 스즈끼 가쯔히코, 김수동 (아드반테스트코리아)

와이어 본딩 기술을 이용한 마이크로 퓨즈 제작

발표자 | 김도경

저   자 | 김도경, 황능환, 김종식 (SM HI-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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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좌장 : 조상복(울산대)

Memory Test & Repair (3)

Triggering을 이용한 Smarter AOF 분석 기법

발표자 | 장병주

저   자 | 장병주, 나선윤, 정상철, 신대섭, 이용구 (SK하이닉스)

Optimiz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Each Chip

발표자 | 임채성

저   자 | 임채성, 탁진태, 이용구, 윤건상 (SK하이닉스)

Implementation of FPGA-based Test Processor for 
Memory Test

발표자 | 신성섭

저   자 | 신성섭, 권   혁 (삼성전자)

Determination of the optimal number of repairs using 
the Statistical distribution in DRAM

발표자 | 조원철

저   자 | 조원철, 성형수, 강원준, 이용구, 윤건상 (SK하이닉스)

N.
좌장 : 유홍범(삼성전자)

Memory Test (3)

The Methodology of timing optimization for BOT 
using FPGA

발표자 | 심현무

저   자 |  심현무, 김동건, 최재웅, 이상훈, 구기범, 김양기, 박제영, 
주재훈, 김성열, 최재무, 정현수, 정현태, 양인수, 유호선
(삼성전자)

DC Abnormal 측정 Die에 대한 Screen 최적화 구현

발표자 | 오진석

저   자 | 오진석, 유진주, 노주환, 이준헌, 김희욱, 김웅희 (SK하이닉스)

DDR-3 시스템의 실장테스트 시 Interposer에 의한 영향 
제거 방안 연구

발표자 | 변진도

저   자 |  변진도, 곽현우, 박민호, 김순길, 박종식, 한명준, 위보령, 
이해영 (아주대)

Daisy Chain을 활용한 High-Speed Interface Solution

발표자 | 최범수

저   자 | 최범수, 권오환, 박용순, 박영기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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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좌장 : 문경서(레틱)

Production Test (2)

Analysis and improvement of noise from power 
source of iCP’s family test system

발표자 | 이광희

저   자 | 이광희, 원명배, 양운필, 이준택 (삼성전자)

SMT 불량으로 인한 FPGA 시스템의 JTAG Interface연결 
불가 현상의 진단 사례연구

발표자 | 이호성

저   자 | 이호성, 백상현 (한양대)

System Address Mapping을 활용한 실장 Test 최적화

발표자 | 김민중

저   자 | 김민중, 정기성, 조돈구 (SK하이닉스)

A Study on the Improvement ATE performance with 
OPAMP Boost Circuit

발표자 | 이근선

저   자 | 이근선 (삼성전자)

P.
좌장 : 김지원(코리아인스트루먼트)

Test Cost & Efficiency (2)

ROD 특성 검토를 통한 Speed 공정 Skip 방안

발표자 | 고창만

저   자 | 고창만, 이현우, 이기화, 조돈구 (SK하이닉스)

Handler Simulator Using GPIB hooking

발표자 | 서영택

저   자 | 서영택, 이진욱, 장용철, 이규성 (삼성전자)

Increasing Tester Resource Utilization Efficiency 
for Continuity Test to Reduce Test Time and System 
Resources

발표자 | 오강훈

저   자 | 오강훈, 이영우 (TERADYNE)

Test methodology to overcome limitation of 
parallel extention

발표자 | 권민현

저   자 | 권민현, 박상원, 김선민, 원종수, 조돈구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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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좌장 : 천범익(AT Semicon)

SoC Design & Test (3)

An Efficient Performance Board Solution with 
Daughter Boards for High Quality Modulation 
Accuracy and Low Cost Test

발표자 | 이표구

저   자 | 이표구,나가이마사시, 유주환, 이장우, 장문희 (아드반테스트코리아)

병렬비교 고속 I/O 테스트 기법 개발

발표자 | 장재원

저   자 | 장재원, 손현욱, 김희태, 강성호 (연세대)

Structural test based on AMBA using CAN protocol

발표자 | 황도연

저   자 | 황도연, 김두영, 문창민, 박성주 (한양대)

A Test Access Mechanism for Parallel Test of 
On-Chip Embedded Instruments

발표자 | 최인혁

저   자 | 최인혁, 한태우, 오형교, 강성호 (연세대)

R.
좌장 : 장훈(숭실대)

Test Industry (2)

Voltage Response consideration for peak current

발표자 | 공원진

저   자 | 공원진 (삼성전자)

효율적인 테스트 회로 설계를 위한 PXI기반의 
Co-simulation

발표자 | 이동희

저   자 |  이동희, 이요한, 이동혁, 김기열, 김홍재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A study of new voltage search algorithm for EDS analysis

발표자 | 노시윤

저   자 | 노시윤, 하길수, 남영동, 조병환, Kevin Lee (삼성전자)

Package 관점에서의 기계적 진동이 Idle Current 불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발표자 | 김범수

저   자 | 김범수, 권선후, 김경일, 박영기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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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좌장 : 김영부(윌테크놀러지)

3D-IC Test

3D-IC Multiple Die 적층 방법

발표자 | 권순관

저   자 | 권순관, 양준성 (성균관대)

3D-IC 환경에서 XOR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과적인 저전력 
스캔 테스트 방법

발표자 | 이   용

저   자 | 이   용, 서성열, 임현열, 강우헌, 강성호 (연세대)

Stacked Chip 품질 확보를 위한 Chip Grading 방안

발표자 | 서민경

저   자 | 서민경, 신광우, 배휘철, 윤건상 (SK하이닉스)

A New Result Extraction Scheme for efficient TSV Test

발표자 | 박재석

저   자 | 박재석, 강성호 (연세대)

T.
좌장 : 남정현(TNS)

Memory Test (4)

On Die Parameter를 통한 Wafer Level Speed Sorting

발표자 | 김인기

저   자 | 김인기, 남상균, 윤건상 (SK하이닉스)

probe card의 power distribution network 
impedance를 추출하기 위한 test fixture와 효과적인 
De-embedding 방법

발표자 | 조창현

저   자 | 조창현, 김규열, 박세훈, 유상규, 주재훈 (삼성전자)

Memory Die clustering and matching for 
characteristic enhancement

발표자 | 박용원

저   자 | 박용원, 이재걸, 이창수, 심대용 (SK하이닉스)

최적화된 instruction 생성 기법을 사용한 programmable 
메모리 BIST

발표자 | 박기현

저   자 | 박기현, 우수해, 강성호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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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좌장 : 이진희(아드반테스트코리아)

ATE Hardware & Software (3)

FPGA Direct Control 방식을 이용한 Probe card Para 확장

발표자 | 송정승

저   자 | 송정승, 오경승, 송주현, 박영기 (SK하이닉스)

A Study on Optimized Settling Time and Device 
Interface Board Application for Measuring Static 
Current of the Device with Capacitor Applications

발표자 | 이영우

저   자 | 이영우, 오강훈(TERADYNE), 강성호(연세대)

장시간 극한 Cold Temperature Test 안정화를 위한 성에 
제거시스템 적용

발표자 | 안영상

저   자 |  안영상, 유찬권, 윤종민, 전찬우, 김희영, 이희기
(SK하이닉스)

Research Failure Wafer Detection Mechanism Before 
Fuse Trim Process

발표자 | 백승렬

저   자 | 백승렬, 이두선, 이건구, 박제영 (삼성전자)

효율적 테스트/디버그를 위한 
디자인과 테스트 업체의 연구 방안

좌장: 양준성(성균관대)

    

토론자: 정근영(삼성전자)

  현)삼성전자 수석
(DFT(Scan, TPPG, MBIST) 개발 담당)

토론자: 권민현(SK하이닉스)
  현)SK하이닉스 수석

(PKG&TEST, TEST기반기술팀)

토론자: 강용석(LG전자)
 현) LG전자 수석연구원(SIC연구소 SDT팀)

토론자: 고진수(TERADYNE)
  현) TERADYNE 부사장 

GSO(General Service Organization)

토론자: 김정섭(아드반테스트코리아)
 현) 아드반테스트코리아 이사

논문발표 안내 패널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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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리스트부스도면

전시업체 리스트

부스도면(3F)

거문고 A

티에스이 아드반테스코리아 COHU SEG TERADYNE

거문고 B 거문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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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단

2층

3F

 •티에스이

 •아드반테스트코리아

 •COHU SEG

 •TERADYNE

2F

 •리노공업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와이아이케이

 •레틱

 •엠투엔

 •MEK

 •Wentworth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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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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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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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회 테스트학술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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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13-37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등록 

•6월 25일(수) 학술대회 당일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논문 발표자 및 좌장은 등록비 면제입니다.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날짜 2014년 6월 11일(수)이전 2014년 6월 25일(수)

등록비 학생 일반 학생 일반

회원 2만원 10만원 3만원 12만원

비회원 4만원 15만원 6만원 20만원

발표자 및 좌장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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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학술대회 참가등록 양식 행사장 : The-K 서울호텔(서울교육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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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5분 거리
•고속터미널에서 30분 거리
•김포공항에서 1시간 거리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 40분 거리

지하철

•양재역 9번 출구,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5번 출구
• 무료 셔틀버스이용: 양재역 9번 출구 ->서초구민회관 앞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5번 출구 ->횡단보도 건너편
•마을버스이용: 양재역 11번 출구 -> 환승주차장 앞 마을버스 08번

비행기

•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무료 셔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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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URL:http://www.thek-hotel.co.kr

3호선 양재역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송파/잠
실

가락
동

과천

사당동

서초구청

예술의전당

KT연구소

하이브랜드
E-MART

화물터미널 만남의광장

부산

성남

경
부
고
속
도
로

윤봉길의사
기념관

양재꽃시장

서초구민회관
셔틀버스타는곳

양재시민의숲
셔틀버스타는곳

양재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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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회원가입 안내

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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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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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원/ (Diamond)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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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nze)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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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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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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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반테스트코리아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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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U SEG티에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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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테스트 와이아이케이

TERADYNE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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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K  AT Semicon

디아이 테스나



제15회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 후원

52  제15회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

The 15th 
Korea Test Conference

53

아이에스시 아이텍반도체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리노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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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 Korea TechWing

레틱 아이티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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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인스트루먼트 네오셈

STS반도체통신 스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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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테크놀러지 엑시콘

엠투엔  Wentworth La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