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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를 위한 SiP용 DRAM BIST 구조

(A DRAM BIST Architecture for Customer in SiP environment)

박기현, 김일웅, 강성호

연세대학교 전기전자 공학부

Abstract

In this paper, a proposed DRAM BIST(Built-In Self-Test) architecture for customer is suitable for a

SiP(System-in-Package) environment. The proposed BIST architecture satisfies DDR2 SDRAM specification and provides

pseudo-random pattern generation. The proposed BIST methodology can minimize DFT(Design for Testability) costs to

customers. The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DRAM BIST architectures shows that the proposed DRAM BIST

architecture has the advanced functions.

Keywords : DRAM BIST, SiP, pseudo-random pattern generator, DDR2 SDRAM

Ⅰ. 서  론

SiP는 패키징이나 보드 레벨에서 시스템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제거하여 부품이나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SiP에는

SoC(System-on-Chip)나 SDRAM, Flash 메모리와 같

은 서로 다른 기능의 능동 전자 부품들이 조합되어 하

나의 단위로 패키징된다. 이 경우 각각의 메모리 칩들

은 메모리 공급자에 의해 웨이퍼 단계에서 테스트 되어

KGD(Known-good Die)로 보장된 상태에서 제공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백 그라인딩 후나 어셈블리 과

정에서 인접한 서로 다른 소자들에 의해 메모리에

functional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셈블리 후

의 메모리 테스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SiP 안의 메모리 die를 테스트하기 위한 접근 방식은

SiP내에 존재하는 SoC로부터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과

외부 터미널을 이용한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SoC로부터의 normal 데이터 경로를 통한 테스트 방법

은 메모리 테스트 패턴을 SoC 안의 프로세서를 통해

생성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 다수의 메모

리에 대한 동시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 시

간이 길어진다. 외부 입출력 포트를 이용한 직접적인

방식의 경우 SiP에서 메모리 테스트를 위한 별도의 외

부 입출력 포트를 할당해야 한다. 이 방식은 다양한 테

스트를 적용할 수 있지만, at-speed 테스트의 경우 고

가의 메모리 테스트 장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테스

트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입출력 포트의 오버헤드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SiP 안의 메모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메모리 BIST 이다. 메모리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메모리를 테스트 할 수 있는 BIST를 메모

리에 내장함으로써 메모리의 at-speed 테스트가 가능하

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셈블리 후의 메모리의

functional 테스트를 위해 BIST를 제어하는 간단한 신

호만 생성해 주면 되기 때문에 DFT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SiP 안의 메모리를 최소 비

용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DDR2 SDRAM BIST를 제

안한다.

Ⅱ. 본  론

SiP 안에 내장 될 메모리의 BIST는 다음과 같은 기

능이 필요하다. 우선 대상이 되는 메모리의

specification을 만족시키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본 논

문에서는 대상이 되는 메모리를 DDR2 SDRAM으로 정

하였다. 따라서 메모리의 초기화, 버스트 모드 지원,

DDR 모드에서 주고받는 데이터의 제어, 리프레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SiP 안의 메모리의 경우 이미

웨이퍼 단계에서 테스트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잡한 테

스트 패턴은 필요 없지만, 실제 메모리가 사용될 때와

비슷한 테스트 환경 구축을 위해 의사 난수 데이터 패



턴을 생성해 줄 수 있는 패턴 생성기가 필요하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위의 테스트 요소들을 고려한

DRAM BIST 구조를 제안한다.

1. DDR2 SDRAM Specification

DDR2 SDRAM을 위한 BIST 구조는 다음과 같은 사

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가. Initialization

DDR2 SDRAM의 경우 메모리가 정상동작을 수행하

기 위해서 초기화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모드

레지스터와 추가적인 모드 레지스터를 설정해 주게 된

다. 모드 레지스터 설정에서는 CAS latency, burst

length, burst sequence, test mode, DLL reset, WR 등

의 값을 제어해준다. 여기서 어떤 값을 선택해 주느냐

에 따라 데이터를 읽고 쓰는 동작에서 입력되거나 입력

받는 신호들의 타이밍이 달라진다. 또한 추가적인 모드

레지스터 설정에서는 DLL의 enabling과 disabling,

output driver strength, additive latency, ODT 그리고

리프레시와 관련된 특성들을 조절해 준다. 이 같은 설

정들은 메모리에 파워가 들어온 후 일련의 초기화 과정

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BIST 구조는 이와 같은 일련의 초기화 과정을 내부의

Initializer 블록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해 줌으로써 메

모리 테스트 시 필요한 제어 신호를 간소화 하였다.

나. Burst Mode

Burst mode란 DDR2 SDRAM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단일 주소에 해당하는 셀의 값이 아니라 인접하

는 몇 개(4 또는 8)의 셀 값이 연속으로 접근되는 기능

을 의미한다. 따라서 버스트 길이가 4인 경우 읽기 명

령이 메모리에 입력된 후 RL 값만큼의 클럭 싸이클 이

후에 메모리의 해당 주소에서 두 클럭 싸이클 동안 연

속으로 4개의 데이터 값이 출력된다. 때문에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DRAM BIST에서 골든 패턴과 실제 메모

리에서 읽은 값을 비교하는 Data Controller 블록에서는

읽기 명령이 발생했을 때의 골든 패턴을 저장하여 가지

고 있다가 RL 만큼의 클럭 싸이클이 지난 뒤 메모리에

서 출력되는 값과 BL/2의 클럭 싸이클 동안 비교한다.

다. DDR Data Control

DDR2 SDRAM의 경우 클럭 신호의 상승 천이와 하

강 천이에서 모두 데이터가 입출력되기 때문에 DRAM

BIST의 Data Controller 블록에서는 이를 고려한 동작

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데이터를 메모리에 쓸 경우에

는 DQS 신호를 1/2 클럭마다 천이시켜 주면서 데이터

를 메모리로 인가해 주어야 하고, 데이터를 메모리로부

터 읽을 경우에는 고장 주소를 역시 1/2 클럭마다 증가

시켜 주면서 결과 값 비교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Refresh

DDR2 SDRAM의 경우 사용되는 소자의 특성 상 각

셀의 데이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주기적인 리프레시 동

작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row에 대해 64ms

마다 한 번씩의 리프레시 동작이 필요하다. 따라서

DRAM BIST를 통해 메모리를 테스트 하는 중에도 이

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즉, 메모리를 March 알고리즘

을 사용해 테스트 한다고 했을 때 메모리의 크기나

March element안의 operation 개수에 따라 리프레시

viol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DRAM BIST는 내부 Address Counter의 값을 사용

해서 리프레시 타이밍을 측정해 메모리 테스트 도중에

주기적으로 리프레시 루틴을 수행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 같은 사항들 외에도 DDR2 SDRAM의 bank

active, precharge 그리고 seamless 동작 등에 대해서도

고려한 DRAM BIST 구조를 제안하였다.

2. Pseudo-Random Pattern Generator

일반적인 메모리 BIST의 경우 메모리 테스트 시 메

모리에 인가하는 데이터 패턴의 종류는 크게 11...11,

00...00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는 체커보드 형태의

데이터 패턴인 10...10 과 같은 패턴 또한 지원하는 경

우도 있다. 하지만 메모리를 실제 사용 시 이 같은 규칙

적인 형태의 데이터 패턴만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

서 실제 메모리가 쓰일 때와 같이 불특정한 데이터 패

턴을 통해 메모리를 테스트 해 주는 것이 메모리를 실

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검출하는데 있어 보

다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RAM BIST는 의사 난수의 데이터 패턴을 생성해주

고 비교 시에는 역시 생성해 준 데이터 패턴과 동일한

값을 골든 패턴으로 생성해 줄 수 있는

PRPG(Pseudo-random Pattern Generator) 구조를 내장

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PRPG의 구조도이다. 제안하는

PRPG는 의사 난수의 데이터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

LFSR을 사용한다. 사용하는 LFSR은 내부의 tap 설정

과 seed 값을 사용자가 세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 이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입력 핀의 개수를 최

소화하기 위해서 serial 한 형태의 입력을 사용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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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PRPG 구조

3. 제안하는 DRAM BIST의 하드웨어 구조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RAM BIST의 하

드웨어 구조와 내부 신호들이다. 크게 6개의 기능 블록

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제안하는 DRAM BIST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RAM BIST는 March C- 알

고리즘과 PRPG 모드에서의 간단한 테스트 알고리즘을

지원한다. 먼저 테스트가 시작되면 Initializer 블록에서

메모리의 초기화 신호들을 생성해주고 초기화가 끝나면

Test Pattern Generator 블록에서 테스트 element 단위

의 신호를 Pattern Decoder로 전달한다. Address

Counter 블록은 메모리의 주소를 생성해주고 Pattern

Decoder 블록은 입력받은 테스트 element에 해당하는

명령 신호와 읽기, 쓰기 신호를 생성해 각각 Physical

Signal Generator 블록과 Data Controller 블록에 전달

한다. Physical Signal Generator 블록과 Data

Controller 블록은 생성된 테스트 패턴을 메모리에 직접

인가하고 메모리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비교해 고장 유

무를 판단한다.

Ⅲ. 실 험 

본론에서 기술한 구조를 바탕으로 verilog HDL을 통

해 RTL code를 설계하였다. 설계한 구조를

std130(0.18um) 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합성하였다.

기존의 DRAM BIST와의 성능 비교 결과를 표 1에 정

리하였다.

[1] [2] [3] proposed

대상 메모리
256Mb

SDRAM

1Gb DDR3

SDRAM

Embedded

DRAM

256Mb DDR2

SDRAM

핵심 구조
Microprogram

ROM

Instruction

based

programmable

Single instruction

based

programmable

Non

programmable

테스트

유연성
Medium High Medium Low

PRPG N N N Y

동작 속도 N/A 1Gbps(DDR) Full-speed 1Gbps(DDR)

면적

오버헤드
0.5% 43,600 gate 5,197 gate 5,481 gate

표 1. 기존 DRAM BIST와의 결과 비교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iP 안의 메모리를 테스트 하는

DRAM BIST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미 메모리 공급자

에 의해 테스트 된 메모리를 SiP에 어셈블리 후, 간단

한 기능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DDR2 SDRAM의

specification을 만족시키면서 의사 난수의 데이터 패턴

을 생성해 줄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은

DRAM BIST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SiP안의 메모리를 최소 비용으로 테스트 하는 것을 가

능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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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dicts the proper number of the package E-fuse 

sets used for cell repair based on the actual package test results 
in a failure mode and the number of defect. In order to estimate 
the number of defect per chip, the Poisson distribution was used. 
In addition, we propose the appropriate screen condition at the 
wafer level to reduce the increased area overhead by E-fuse sets.  

 

 

I. 서론 

반도체 산업은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첨단 

핵심부품 산업이다. DRAM 칩의 기능과 성능 향상은 

low power, high speed, high density 등에 의해 실현 

가능하다. 그러나, 디바이스가 high density화 되면서 

불량의 발생 확률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량 

발생 확률 증가로 인해 원하는 수율을 확보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Package test 수율이 

낮을 경우 조립공정과 최종검사까지 진행되는 동안 소

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증가하게 되어 생산 비용 

및 원가의 상승을 초래한다. 또한 최근 메모리 칩이 대

용량화됨에 따라 최종검사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수 기능 제품의 고정밀도 개별검사 요구로 인해 최종

검사비용 및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Package test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최소화 시키

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package test에서 불량이 발생한 경우 구제를 할 수 

있는 E-fuse 기능이 최근 개발되었다. E-fuse 기능으

로 인해 package test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의 약 

60%를 구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머지 불량을 구제

하기 위해 적정 E-fuse의 개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점차 발전하

는 DRAM 기술에서 package test 결과를 바탕으로 

package test에서의 불량 모드 및 defect 수를 조사하

여 package에서 cell 불량 구제 용도로 사용할 E-

fuse의 적정 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II. 본론 

1. Package test 불량 mode 및 defect 수  

본 연구는 최근 양산하고 있는 자사 2Gb 제품의 데

이터를 이용하였다. <표 1>은 최근 1개월간 발생한 불

량 sample 중 1,474개의 sample을 대상으로 불량 

mode를 조사한 결과이다. 1 bit성 불량이 major이며, 

특이사항으로는 column 불량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이

는 이전 공정에서의 적절한 스크린 결과로 보여진다. 

 

Input 1bit 2bit 2row 1col 3bit+row others 

1474 1199 41 9 1 34 190 

 
81.3% 2.8% 0.6% 0.1% 2.3% 12.9% 

<표 1> Package test 불량 모드 

 

위 <표 1>에서 others sample들은 block 혹은 DC 

불량 등으로 package test 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하고, 나머지 package test 불량 sample들을 chip당 

defect 개수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여기서 E(x)

는 불량 chip당 defect 수의 기대치이다.  

 

Defect 수 1 2 3 4 E(x) 

Portion 93.5% 3.9% 0.0% 2.6% 1.117 

<표 2> Package test 불량의 defect 수 

 

즉, package test 불량 sample들 중 DC와 block 불

량 등을 제외한(즉, 구제해서 살릴 가능성 있는) 

sample들의 chip당 평균 defect 수는 1.117개이다.  

 

 

 

 

Package test 불량 분류를 통한 High density 제품의  

적정 E-fuse 수 예측 

Prediction of the proper number of E-fuse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the 
package test failure for high density products 

 

안대웅, 조정호, 김웅희, 이강칠 

Hynix Semiconductor Inc. 

daewoong.an@hyn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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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률 분포를 이용한 chip당 평균 defect 수  

본 연구에서는 chip당 defect 수를 예측하기 위하여

poisson 확률 분포를 사용하였다. Poisson 분포는 특

정 영역에서 특정사상이 발생했던 평균을 근거로 하여 

특정사상의 발생횟수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 주는 분포

이다. Poisson 분포에 의해 분포된 확률 변수에 대하여 

사건의 발생건수 평균이 λ일 때 특정횟수(X)의 사상

이 발생할 확률은 다음 공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λλ −== e

k
kX

k

!
}Pr{        (1) 

 

여기서, k는 chip당 defect의 수이다. Chip당 평균 

defect 수에 따라서 특정 개수의 defect가 존재할 확

률이 달라지는데, chip당 평균 defect 수가 1개부터 5

개까지의 경우에 대해서 defect 개수 별 확률을 보면 

<표 3>과 같다. 즉, *1)은 chip당 평균 defect이 1개인 

sample 군에 속해 있는 어떤 sample에 2개의 defect 

이 존재할 확률은 0.18394이라는 것이다.  

 

Defect 수 1 2 3 4 

0 0.3678 0.1353 0.0497 0.0183 

1 0.3678 0.2706 0.1493 0.0732 

2 0.18394
*1)

  0.2706 0.2240 0.1465 

3 0.0613 0.1804 0.2240 0.1953 

4 0.0153 0.0902 0.1680 0.1953 

5 0.0030 0.0360 0.1008 0.1562 

6 0.0005 0.0120 0.0504 0.1041 

7 7.3E-05 0.0034 0.0216 0.0595 

8 9.1E-06 0.0008 0.0081 0.0297 

<표 3> Chip당 평균 defect 수와 defect 개수 별 확률 

 

<그림 1>은 <표 3>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Chip

당 평균 defect 수 1~10개의 경우 defect 개수에 대

한 확률 분포이다. 

 

 
<그림 1> Chip당 평균 defect 수에 따른 defect 확률분포 

 

<표 4>는 <표 3>의 확률을 누적 확률로 변환 한 것

이다.  

 

Defect 수 1 2 3 4 

0 0.736 0.406 0.199 0.092 

1 0.920 0.677 0.423 0.238 

2 0.981 0.857 0.647 0.433 

3 0.996 0.947 0.815 0.629 

4 0.999 0.983 0.916 0.785 

5 1.000 0.995 0.966 0.889 

6 1.000 0.999 0.988 0.949 

7 1.000 1.000 0.996 0.979 

8 1.000 1.000 0.999 0.992 

<표 4> Defect 개수 별 누적 확률로 변환 

 

본 제품의 경우 package test 불량의 평균 defect 

수가 1.117개이므로 2개의 defect이 있다고 가정하고, 

DC와 block 불량을 제외한 package test 불량 중 

95% 이상을 구제하려고 하면 4개의 chip당 defect을 

구제할 수 있는 package test 용 E-fuse sets이 필요

하다. Chip당 4개의 E-fuse sets가 갖추어 질 경우   

<표 4>를 보면 약 98.3%의 불량을 구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제품의 경우에는 4개의 E-fuse sets가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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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ckage E-fuse sets 추가를 위한 Wafer level 

불량 확인 및 조건 변경 제안  

Area overhead 부담으로 package repair만을 위한 

redundancy line 및 fuse sets를 추가하기가 어려우므

로 기존에 wafer level에서 laser repair용으로 만들어

져 있는 redundancy line 중 일부를 package repair용

으로 전환하면 area overhead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wafer level에서 사용할 수 있는 

redundancy line 및 fuse sets 수가 줄어들어 probe 

test 수율 저하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repair unit당 동원 할 수 있는 

redundancy line의 수를 키워주는 것과 probe test에

서 발생되는 defect의 수를 줄여서 fuse sets 수가 줄

어드는 것을 보상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로 repair unit당 redundancy line 수를 키워 

주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개 이상의 repair 

unit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redundancy 

line의 대체 영역을 키워주는 것이 좋다. <그림 2>는 

repair unit 통합에 대한 예이다. <그림 2-1>이 1 sub 

block을 통합하여 2 sub block으로 대체하는 방식이고, 

<그림 2-2>은 1 octet을 통합하여 2 octet으로 대체

하는 방식이다.  

 

 

<그림 2-1> Repair unit 통합의 예 1 

 

<그림 2-2> Repair unit 통합의 예 2 

 

두 번째로 probe test에서 발생되는 defect 수를 줄여

주는 것은 probe test의 test 조건을 조정하여      

probe test에서 사용하는 fuse sets를 줄이는 방법이다. 

아래 <표 5>는 probe test의 screen 조건 별 

redundancy line 사용량을 비교한 것이다. <표 6>은  

<표 5>의 조건으로 probe test한 wafer들을 repair한 

후 조건을 변화시켜 가면서 발생되는 wafer 단위 

failure bit 수를 본 것이다. <표 5>에서 repair 전 test 

조건의 가혹 정도는 조건 1 < 조건 2 < 조건 3 < 조건 

4이며, 각 test 조건은 step당 약 20%씩 강화한 것이

다. <표 6>의 repair 후 test 조건의 가혹 정도는 조건 

1 < 조건 2 < … < 조건 9이며, test 조건은 매 step당 

조건 1 대비 약 50%씩 강화한 것이다. 

 

Repair 전  

test 조건 

C_fuse 

사용율 

R_fuse 

사용율 

조건1 4.05% 1.04% 

조건2 10.19% 1.22% 

조건3 16.33% 1.38% 

조건4 33.80% 3.99% 

<표 5> PT1H 스크린 조건에 따른 fuse 사용량 비교 

 

Repair후 

test 조건 

Repair전 test 조건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조건1 0 0 0 0 

조건2 0 0 0 0 

조건3 1 1 1 1 

조건4 1 3 3 1 

조건5 6 4 6 3 

조건6 14 16 11 7 

조건7 28 23 22 17 

조건8 58 49 41 44 

조건9 105 101 78 70 

<표 6> PT1H 스크린 조건에 따른 repair 후 

wafer 단위 failure bit 수 

 

Repair 전 test를 조건4로 test한 wafer와 조건1로 

test한 wafer의 repair 후 test결과를 비교해 보면 

package test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조건5 이하의 test

영역에서 불량 발생 빈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표 6>이 시사하는 바는 현재 probe test의 스크린 

조건을 조건3에서 조건2로 변경하여도 package test 

공정에서 불량 bit의 발생 빈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 7>은 repair 전 test 조건

별로 test한 <표 5>의 wafer들을 repair 후 조건8로 

test했을 때 발생된 불량 bit의 수를 비교한 것이다. 즉, 

repair 전 test 조건1로 test한 wafer의 경우 repair 

후 조건8 (user 사용 환경은 조건 3에 해당)로 test하

였더니 불량이 없는 die가 93.4%, 1bit 불량 die가 

6.2%, 2bit 불량 die가 0.4% 발생하였다. <표 8>은 

die당 평균 불량 bit 수를 모수에 good을 포함한 경우

와 제외한 경우에 대해서 비교한 것이다. Repair 관점

에서는 good을 제외한 die 평균 불량 bit 수를 보는 것

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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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ir 전  

Test 조건 
0bit 1bit 2bit 

조건1 93.40% 6.20% 0.40% 

조건2 93.80% 5.90% 0.30% 

조건3 95.30% 4.60% 0.10% 

조건4 94.80% 4.90% 0.20% 

<표 7> Repair 후 조건8로 test시 불량 bit 수 비율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good 

포함 

good 

제외 

good 

포함 

good 

제외 

good 

포함 

good 

제외 

good 

포함 

good 

제외 

AVG. 0.07 1.05 0.06 1.04 0.05 1.03 0.05 1.05 

 <표 8> Repair 후 조건8로 test시 die당 평균 불량 bit 수 

 

Repair 전 test 스크린 조건3 test를 조건2로 낮추

어서 test했을 때 package test에서 good die를 제외

한 경우 불량 bit의 증가는 불량 package당 1.03개에

서 1.04개로 0.01개 증가한다. Repair 전 test 스크린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package test 불량의 불량 bit 수 

평균 증가량 0.01개를 <표 2>의 package test 실제 

평균 불량 bit 수 1.117개에 더하면 평균 불량 수는 

1.127개로 늘어난다. 평균 불량 수 1.117개(Repair 전 

test 스크린 조건3으로 test한 경우)와 1.127개

(Repair 전 test 스크린 조건2로 test한 경우)에 대해

서 불량 bit 수 별 발생 확률을 <표 9>에 비교하였다. 

PT1H 조건3와 조건2 간에 package test 불량 bit 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고, 4개의 

E-fuse로 불량의 99.9%를 구제할 수 있다.  

 

Defect 수 1.117 1.127 

0 0.693 0.689 

1 0.897 0.895 

2 0.973 0.972 

3 0.994 0.994 

4 0.999 0.999 

5 1.000 1.000 

<표 9> 평균 불량 bit 수 1.117과 1.127간 

불량 bit 발생 확률 비교 

 

Repair 전 test 조건3을 조건2로 변경할 경우 

probe test에서 발생되는 불량이 약 58.8% 줄어 들어 

margin 불량률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package test 수율 저하의 우려가 있으나 chip당 

4개 정도의 package level cell 불량을 repair할 수 있

는 E-fuse sets을 구비한다면 package test 수율 저

하는 없을 것이다.  

 

 

III. 결론 

본 논문은 실제 package test한 결과를 바탕으로 

package test에서의 불량 mode 및 defect 수를 조사

하여 package 에서 cell 불량 repair 용도로 사용할 

E-fuse의 적정 수를 예측하였다. Chip당 defect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poisson 확률 분포를 사용하였다. 

또한 늘어난 E-fuse sets에 의한 area overhead 감소

를 위하여 wafer level에서의 적정한 스크린 조건을 제

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ackage level에서 

cell 불량 repair 목적으로 사용할 E-fuse sets는 4개

이며, column fuse은 1개 이상 포함하며 나머지는 row 

fuse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column 불량

율이 0.1%로 매우 낮게 나왔으나 1개 이상의 column 

repair chance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론에서 이야기 했듯이 package test의 수율 확보

를 위해서는 E-fuse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

수 사항이 되어 가고 있다. 향후 개발 제품의 적정 E-

fuse 수를 고려할 때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가이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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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creasing the mobile application like smart phone or tablet 

PC, the market requires the high performance and reliability of 

NAND flash memory. 

Accordingly to meet the needs of the market, the vendors of 

the NAND flash memory releases the NAND flash which 

embedded the controller in order to enhance the performance 

and reliability. 

 This paper introduces the low cost test method of the new 

NAND flash memory embedded controller through 

implementing the programmable BIST (Built-In Self Test). 

 

I. 서론 

최근 태블렛 PC와 스마트폰 등 소형 전자 기기 증가

로 인해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

의 자기 메모리인 디스크의 크기가 플래시 메모리로 교

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형 전자 기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시스템에서 주로 채용되고 있는 

Controller 내장 NAND Flash Memory의 수요가 증가

되고 있다. 

그림1-1.은 NAND Flash 메모리 시장에서 시스템 장

착 NAND Flash 메모리의 비중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매해 시스템 장착 NAND Flash 메모리의 비중이 급격

히 증가함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시스템 장착되는 NAND Flash 메모리는 메모리 카드 

어플리케이션 보다 높은 수준의 성능과 품질을 요구한

다. [1] 

 
[그림 1-1. 플래시 메모리 수요 동향]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NAND Flash 

메모리에 Controller를 내장한 제품이 출시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Controller 내장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Low Cost Test를 위해 

Programmable BIST(Built-In Self Test)를 제안한다.  

자사에서는 이를 CAT(Controller Aided Test)라 명명

하였다. 

 

II. 본론 

1. E2NAND 2.0소개 

 E2NAND는 Embedded ECC(Error Correction 

Code), Enhanced Efficiency NAND라는 의미를 

가지며,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개발한 Controller 

내장형 NAND Flash 제품이다. 

표2-1. 은 기존 NAND Flash 제품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표이다. 

 

[표 2-1. 기존 NAND Flash와 E2NAND 2.0 차이점] 

 

기존 낸드 제품과 비교할 때, E2NAND 2.0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NAND Flash 제품 내부에 Controller가 내장 

되어, ECC 기능을 지원하여 Error Bit가 없다. 

둘째, NAND Flash 제품 내부의 Controller가 내부의 

NAND Flash를 Multi-Die Operation, Multi-Plane 

Operation을 지원하여, 최적화된 Performance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E2NAND 제품 내부의 Controller를 

이용한 CAT를 구현 하였다.  

 

Embedded Controller 를 이용한  

Low Cost NAND Flash Test 구현 

 

Implementation of Low Cost NAND Test using Embedded Controller 

김근형, 김명균, 정찬오 

Hynix Semiconductor Inc. 

keunhyung.kim@hyn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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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ND Flash Memory Test Items 

 일반적으로 NAND Flash 메모리 테스트를 아래 

그림2-1. 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1. NAND Flash 메모리 테스트 항목] 

 

DC Test는 제품의 Spec 상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의 

전기적 특성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AC Test는 제품의 Spec 상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의 

인터페이스 상의 시간 특성을 테스트 하는 것이다. 

Function Test는 제품의 Spec 상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의 동작의 동작 여부를 테스트 하는 것이다. 

Memory Cell Test는 메모리 셀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는 지 확인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NAND Flash 메모리 제품 테스트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 

AC Test와 Function Test는 최종 고객(End User)과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CAT를 이용한 테스트는 SW구조상 최종 고객과는 

다른 Test용 Firmware와 명령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BIST를 이용한 Function Test는 불가 하다. 

DC Test를 CAT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PMU(Power 

Measuring Unit)의 별도의 회로가 추가되어야 하며, 

이는 제품 생산 비용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AT 구현을 개발 비용과 

테스트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NAND Flash 

메모리 전체 테스트 시간의 90%이상을 차지하는 

Memory Cell Test로 한정하였다. 

 

3. CAT 주요 기능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CAT의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 NAND Flash Basic Command 

-. Pattern Generator 

-. Data Comparator 

-. Bad Block Management 

-. Test Mode Operation 

-. Test Result Save 

 

NAND Memory Cell Test시, Data Pattern을 통해 

인접 셀 간의 간섭(disturb)이나 방해(interference)에 

의한 불량을 찾아 낸다. 따라서, CAT에서 원하는 Data 

Pattern의 생성 및 비교를 위해, Data Pattern 

Generator와 Data Comparator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2-2. 에서와 같이 NAND Flash Memory는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과 달리 

Bad Block이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으면 양품으로 

판정된다. 따라서, CAT에서는 발생한 Bad Block 

위치와 수량을 저장하고 양품과 불량품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하였다. 

 

[그림 2-2.  NAND Memory Cell Test Flow Chart ] 

 

CAT에서는 효율적이고 높은 품질 확보를 위해서 

TEST MODE의 사용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TEST 

MODE란 메모리 제조사마다 테스트 마진을 확보 및 

효율적인 테스트를 위해 유저에게 공개 되지 않은 

특별한 동작모드를 말한다. 이를 이용하면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CAT에서 TEST후의 결과를 후속 공정 전달 및 Fail 

분석 및 Trend 관리를 위해 테스트 결과 정보를 

원하는 양식으로 생성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CAT 구현 

앞에서 언급한 CAT 주요 기능을 내부 Controller를 

통해 동작 시킬 수 있는 Software를 통해 구현하였다. 

그림2-3. 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CAT Software 

구조이다. 그림2-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Software를 

세 개의 Layer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Software 

Layer간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는 

Software의 수정의 용이성과 Hardware 변경사항이 

존재하더라도 Software의 수정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0



 

[그림 2-3. CAT Software Layer Structure] 

 

External Command Layer는 외부 

호스트(Host)로부터 동작 명령을 받아, Flash Tester 

Layer의 테스트 알고리즘 함수를 호출 하며, NAND 

Flash 외부의 Ready/Busy 핀을 통해 CAT 테스트 

진행상황을 외부 호스트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해당 Layer의 Software는 Hardware와 연관되어 있다. 

Flash Tester Layer는 하드웨어에 연관이 없는 

Layer로써, CAT의 테스트 알고리즘 동작을 수행하며, 

테스터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테스트 알고리즘 수행 

후,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생성하고, 생성된 테스트 

결과를 다음 공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NAND Flash 

Memory의 특정 영역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다.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는 테스트 결과(Pass or 

Reject), 전체 Bad Block 개수, 마지막 테스트 아이템, 

테스트 아이템 별 발생한 Bad Block 수량 및 

주소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Mass 

Production을 위한 테스터에서 Fail Trend나 Bad 

Block Trend를 Monitoring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테스트 목적에 따라 Software 변경만으로 

원하는 양식의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Flash Access Layer는 Controller와 내부의 Flash 

NAND Memory와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테스트 

알고리즘상의 NAND 명령어를 내부 NAND Flash 

Memory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Hardware에 연관되어 있다. 

 

5. CAT 적용 및 효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AT의 목적은 고가의 

ATE에서 테스트 하던, Memory Cell Test를 저가의 

Burn-In Tester에서도 동일한 Test Coverage를 

갖도록 테스트하여, 제품의 테스트 비용을 줄이는데 

있다.  

제안한 CAT Test Coverage 비교를 위해 기존 ATE 

테스트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양품 칩의 

매치율이 99.5%였으며, Good Block의 매치율이 

99.9%였다. 매치 되지 않은 항목은 CAT에서 이전 

Test 대비 Over Kill이었다. 이는 CAT의 경제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미비한 수준이었다. 

최종적으로 CAT Test Coverage를 자사 품질 평가를 

통해 확인하였고, 그 결과 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이로써, CAT를 이용한 Burn-In Test에서의 

Memory Cell Test가 고가의 ATE와 동일한 Test 

Coverage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CAT구현, Burn-In Tester에 

CAT를 이용한 Memory Cell Test 적용 후, 전체 

테스트 비용의 변화는 그림2-4와 같다. 

 

[그림 2-4. CAT 적용 후 테스트 비용 변화]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Controller 내장형 NAND Flash 

제품에서의 저가 테스트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방법은 내장된 Controller를 이용한 테스트(Controller 

Aided TEST)이다. 제안한 CAT를 제품 내부의 

Hardware의 추가나 변경 없이, Software 변경만으로 

구현 하였다. 이는 CAT구현에 따른 제품 생산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이다. 또한, 

공정변화나 개발단계에 따른 테스트 알고리즘의 

변경이나 수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CAT를 이용한 Test Coverage는 기존의 고가 ATE 

테스트와 동일함을 양산 품질 평가와 Monitoring을 

통해 확인 하였다. 

구현된 CAT를 이용하여 NAND Flash제품 테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Memory Cell Test를 저가의 

Burn-In장비에서 동일한 Test Coverage로 테스트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제품의 테스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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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high speed and power dissipation of 

graphic DRAM operation environment, some chipset 

makers require extremely high case temperature 

specification for graphic DRAM. To avoid additional 

investment for extremely high temperature 

sustainable test equipments and test infra, a new 

wafer screen method in low temperature is 

designed by analyzing activation energy and 

leakage current mechanism of the refresh fail cells 

in high temperature. It is confirmed that MF pause 

and VCP bump pause screen methods have 

effectiveness in both lowering high temperature 

package refresh fail rate and minimizing additional 

probe test yield loss. 

 

I. 서론  

DRAM의 refresh 특성 취약 cell을 걸러내기 위해

서 pause screen 및 Long tRAS screen을 실시하고 

있다. Pause screen의 목적은 negative word line의 

구조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GIDL(Gate Induced 

Drain Leakage) 취약 cell을 걸러내는 것이고, Long 

tRAS screen test의 목적은 인접 bit line의 

active/precharge noise에 기인된 channel off leakage 

취약 cell을 걸러내는 것이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pause screen시 negative wordline off 

bias(VBBW)는 절대값이 충분히 커지도록 인가되어 

GIDL을 많이 발생시키고, Long tRAS screen시 

VBBW는 절대값이 충분히 작아지도록 인가되어 

channel off leakage가 많이 발생되도록 설정한다. 즉, 

“1” data가 저장된 storage node 전위(VSN)와 off

되어 있는 wordline 전위(VBBW)의 차이가 큰 high 

field(HF) pause screen과 양 전위간의 차이가 적은 

low field(LF) Long tRAS screen을 시행하고 있다. 상

기 두 가지 screen 항목은 동작 중 DRAM 내부 전압

의 변동 및 process 변화에 대한 제품의 불량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온도 변화에 따른 불량

을 screen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불 충분 할 수 있

다. 실제로 상기 2가지 조건으로 screen된 제품의 고

온 refresh 불량률은 >1000ppm으로서 양산 부적합하

다. 따라서 고온 refresh 불량 개선을 위한 새로운 

screen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객이 요구

하는 고온의 조건으로 test 온도를 직접적으로 올리는 

것은 양산 probe tester에 인가 가능한 최고 온도를 넘

기 때문에 기존 test 장비를 이용할 수 없고 새로운 

test 장비 투자 및 test infra 구축이 필요하므로 많은 

비용이 발생 한다. 따라서 cell의 온도에 따른 refresh 

거동 및 취약한 특성을 분석하여 온도를 높이지 않고도 

고온 refresh 불량을 저온 test에서 재현하는 방안, 즉, 

온도 특성이 양호한 cell들과의 refresh 실력치 차이를 

발생시켜 불량 cell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쉽게 만

드는 test 조건 확보가 필요하다.  

 

II. 본론 

1. Medium Field Pause Screen 

 

DRAM cell의 온도에 따른 refresh 특성은 다음과 

같은 Arrhenius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1]. 이 식

에서 EA는 Activation energy, Cs는 cell storage 

capacitance, ΔVsn은 storage node high 전위와 

bitline precharge 전위의 차이, Voffset,SN은 storage 

node에서 측정되는 bit line sense amp의 offset 전위

값이며, Io 는 cell leakage 전류의 상수 성분에 해당한

다.  

 

      (식1) 

 

본 연구에 사용된 DRAM 제품은 technology 특성상 

GIDL이 좀 더 문제가 되어 대부분의 취약 cell(tail 

cell)이 pause screen으로 걸러지고 있다. HF pause 

screen test로 측정된 tail cell refresh의 온도 특성은 

Fig.1과 같다. Fig.1에 표시된 B1,B2,G1,G2는 대부분

의 tail cell들의 온도 특성을 대표하는 sample cell들에 

해당한다. 

DRAM Cell 고온 Refresh 특성 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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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wafer screen test method for improving DRAM re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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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1. 온도에 따른 pause refresh 실력치 변화 >  

 
<Table1. Pause refresh 측정치 및 Activation 

energy 계산치> 

 

위 4개의 sample cell의 거동을 살펴보면 G1, G2는 양산 hot 

temp test 조건인 95℃기준으로 test screen limit을 초과하

며 115℃에서도 test screen limit을 초과하는 good cell에 해

당한다. B2는 95℃ 기준으로 screen limit을 넘지 못하는 불

량 cell이지만, 115℃ 기준에서는 screen limit을 초과하고 있

다. B1 cell은 115℃ 기준 screen limit 미만의 refresh 특성

을 보여 screen 대상 cell이다. 그러나 95℃ test시는 good 

cell로 판정되므로, 115℃ refresh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도에 따른 refresh 거동을 반영한 cell screen test를 통해 

B1 cell을 screen 해야 한다.  

고온 refresh screen의 대상이 되는 B1 cell의 온도 특

성을 식(1)로 fitting해 본 결과는 table1에 표시되어 있는 바

와 같이 EA는 다른 cell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크며 τ0는 다른 

tail cell에 비해서 작다. 전술한 바와 같이 pause screen은 

VBBW를 이용하여 강한 GIDL 전계를 인가하므로 대부분 tail 

cell의 refresh 값은 GIDL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B1을 제외한 B2,G1,G2의 EA 분포를 보면 0.49~0.50eV로서 

HF pause 조건하에서의 GIDL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

겨진다. 한편 B1 cell은 EA가 매우 커서 GIDL이 아닌 다른 

mechanism의 누설전류가 refresh 특성을 결정한다고 여겨진

다. GIDL mechanism의 EA는 인가된 field에 의해서 

modulation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1] high field(HF) 

pause screen과는 별도로 medium field(MF) pause screen

을 실시하여 B2,G1,G2와 같은 GIDL cell의 EA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 결과로서 non-GIDL성 B1 cell과 차별적으로 

refresh를 증가시킬 수 있다. 즉, HF에서 MF로 변경함에 따

라 대부분의 tail cell들의 GIDL은 크게 줄어들어 refresh 특

성이 개선되는 반면 GIDL의 영향을 받지 않는 B1 cell은 

refresh 개선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즉, MF pause screen을 

통해서 B1 cell의 refresh 특성을 나머지 3가지 종류의 cell에 

비해 제일 작게 만들 수 있으며 적당한 screen limit를 설정하

여 수율 loss를 최소화하며 B1 cell을 걸러낼 수 있다.  

그림 2.와 table.2는 MF pause screen의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한 test 시행 결과를 보여준다. Test는 100개 이상의 

sample에 대해서 HF 및 MF에 대해서 각각 실시되었

으며, 95℃에서 fail bit address를 추출하고 105℃에서 생성

된 fail bit과 비교하여 각 test조건의 고온 refresh fail bit 

screen 효과를 검증하였다. 

 

< Fig2. Fail Address match Result>  

 
Table.2의 표기에서 SAME은 95℃와 105℃에서 동시에

fail된 cell을 의미하며 LOST는 105℃에서 fail된 cell이 

95℃에서는 pass된 경우를 의미하며, ADD는 105℃에서는 

pass되었지만, 95℃에서는 fail된 cell을 의미한다. 즉, 전체 

fail address에 대한 SAME address의 비율은 95℃ test의 

105℃ fail에 대한 재현율을 의미하며 ADD는 95℃ 기준 

overkill 비율을 의미한다.    

      

< Table2. Fail Address match Result >  

 

 

Table에서 볼 수 있듯이 HF pause는 MF pause에 비

해서 105℃ 재현율이 떨어지는데, 이를 높이기 위한 screen 

limit 증가는 매우 높은 overkill을 야기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MF pause는 105℃ 재현율을 MF에 비해서 약 2%이상 

높이면서도 overkill rate는 상당히 작은 수준으로서 고온 

refresh screen에 확실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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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CP Bump Pause screen 

 

Activation energy는 크고, GIDL 특성은 상대적
으로 양호한 고온 refresh fail 대상 cell은 cell plate 
전위(VCP)의 bump test를 통해서 screen이 가능하다. 
Fig.3은 GIDL 특성이 차이가 나지만 기존 refresh 실
력치는 동일한 두 cell(B1,G1)의 시간에 따른 VSN의 
변화를 도시하고 있다. (B1,G1 cell의 온도에 따른 
refresh 경향성은 Fig.1 참조) G1 cell의 경우 GIDL 
이 B1에 비해서 크고, GIDL은 VSN의 크기에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초기 누설전류는 크고 이에 따
른 VSN의 감소율은 크다. 그러나, 말기에는 VSN의 충
분한 감소로 누설 전류는 줄어들고 VSN의 감소율은 
작아진다[2]. 반면, GIDL이 적은 B1은 상대적으로 초
기와 말기의 VSN 변화률이 일정하다. VSN 전위는 시
간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여 VSN이 bit-line 
precharge 전위와 SA offset 전압값의 합(임계 전위)
과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refresh fail이 발생하
고 이때까지 걸린 시간으로 refresh 실력치(tREF)가 
정의된다. 고온 refresh screen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G1 cell의 tREF을 B1 cell의 tREF보다 상대적
으로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VCP bump 
down test를 실시한다. Test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
저 VCP를 하강시키고(bump down), cell에 “ 1 ” 
data를 write한 후 pause시킨다. 이후 read시에 VCP
를 상승(원복)시킨다면 refresh fail의 임계 전위가 하
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tREF가 증가하게 되
는데, VSN의 변화률이 작은 G1 cell은 상대적으로 
VSN의 변화률이 큰 B1 cell에 비해서 tREF의 증가률
이 크다. 즉, G1 cell의 refresh 실력치가 B1 cell의 
refresh 실력치에 비해 증가하여 B1 cell만 선택적 
screen 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 Fig3. VCP bump down test시 VSN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  

 

 

G1 cell의 refresh 실력치를 선택적으로 높이기 위한 

또 한가지의 방법은 VCP bump up test이다. VCP 

bump up test는 먼저 VCP를 일정 수준 상승 시키고 

cell 에 “1” data를 write한다. Write 직후 VCP를 

하강(원복)시키고 pause를 실시하면 VSN 전위의 하강

으로 tREF가 줄어들게 되는데 GIDL이 작은 B1 cell보

다 GIDL이 큰 G1 cell의 tREF 감소율이 더 작기 때문

에 G1 cell의 tREF를 B1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만

들 수 있다. 즉, VCP up write후 pause 전 VCP 원복

을 통해 G1 cell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GIDL effect는 

줄이고 Cs나 Io 가 취약한 B1 cell은 더 refresh에 취

약한 조건이 형성된다. 이 결과로서 두 cell간에 tREF 

실력치의 차이가 발생하여 선택적인 screen이 가능해

진다(Fig.4). 

 

< Fig4. VCP bump up test시 VSN의 시간에 따른 변

화 양상>  

 

 

3. MF pause 및 VCP bump pause Test 적용 효

과 검증 

 

아래의 그림은 probe test에서 laser repair한 후 

tREF 평가한 결과로, 기존 조건으로 test한 결과와 

high temp refersh개선 item을 추가 적용하여 test한 

결과를 보여준다. 

 

< Fig.5 PT Evaluation Result>  

 

고온 refresh 개선이 추가 적용된 test에서 기존 조건 대

비 10ms(1st Fail bit 기준) 이상의 refresh 실력치가 향

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MF pause와 VCP b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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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se(2종)을 추가했을 때 발생하는 fail bit은 die당 평

균 200bit 정도로서 repair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며, 

실제 wafer의 수율 loss는 0.1% 이내로서 미미한 수준

이다. Wafer단계에서의 평가에 이어 고객의 실장환경과 

좀더 근접한 package 단계에서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Wafer test 단계에서 기존 조건과 고온 refresh screen 

추가 조건으로 split test한 wafer를 각각 package로 제

작하여 115℃에서 tREF 평가하였다(Table 4). 

 

<Table4. PKT Evaluation Result > 

위의 Table에서 알 수 있듯이, high temp refresh개선

이 적용된 실험 group에서 고온 refresh 불량률이 크

게 개선되어 양산 가능 수준인 274ppm까지 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III. 결론 

   

 DRAM cell의 온도에 따른 refresh 경향을 분석

하여 고온 refresh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온 wafer 

screen 방안을 도출하였다. MF pause 및 VCP bump 

screen test를 95℃에서 실시하여 105℃ 기준 

refresh를 검증한 결과 10ms 이상의 개선을 확인하였

다. 고온 refresh 불량 screen 추가에 의해 생성된 

fail bit은 200bit/die로서 수율 loss는 0.1%정도이다. 

고온 refresh screen 적용 자재의 115℃ package 

level 불량률은 screen 적용 전 1172ppm에서 

274ppm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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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테스트학술대회 논문 투고 형식

기하학적 고장 기반의 효율적인 BIRA 알고리즘

(The effective BIRA Algorithm Based on Geometric Faults)

강우헌 조형준 강성호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built-in redundancy analysis (BIRA) algorithm based on geometric faults. Finding

a repair solution using conventional methods takes a long time because they adopt search tree using single or line faults.

In order to reduce the time to find a repair solution, the faults are classified into geometric faults and a repair solution is

found by geometric faults-based search tree. In order to maximize efficiency of the geometric faults-based search tree,

therefore, an effective fault collection method and a fault-storing structure are propose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obtained about 2.24 times better performance than SFCC algorithm in terms of the analysis speed.

Keywords : BIRA, geometric faults, hardware overhead, analysis speed

Ⅰ. 서  론

반도체의 설계 및 공정 기술의 발달에 따라 메모리의

집적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메모리에 고장이 발

생할 확률은 증가한다. 이는 메모리 수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메모리의 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메모리에

발생한 고장을 정상적인 여분의 셀을 이용하여 수리하

는 방식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SoC (System on Chip)

에 내장되는 메모리는 외부 장비를 이용하여 테스트하

고 수리하는데 많이 비용이 든다. 따라서 임베디드 메

모리를 수리하기 위하여 칩 내부에 Built-in

Redundancy Analysis (BIRA) 방법이 사용되고 중요성

은 높아지고 있다. BIRA의 성능은 연산시간, 수리 효

율, 하드웨어의 크기로 평가된다. 연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리 효율이 낮아지거나 하드웨어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 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산 시간

이 증가하거나 하드웨어가 커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를 줄이게 되면 수리 효율이 낮아 질 수 있다.

이처럼 이 세 가지의 요소는 서로 상반관계에 있기 때

문에 이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BIRA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Ⅱ. 본론

1. 선행 연구

CRESTA (Comprehensive Real-time Exhaustive

Search Test and Analysis) 방법[1]은 100%의 효율과

솔루션을 찾는 시간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BIRA 알고

리즘이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sub-analyzer를 이용하

여 메모리를 테스트 하는 동시에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CRESTA는 빠르고 100%의 효율을 가지

는 장점이 있지만, 여분의 메모리의 수가 증가할수록

하드웨어의 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ISF (IntelligentSolveFirst) 알고리즘[2]은 이진트리

구조를 이용하여 100%의 수리 효율을 보장하면서 하드

웨어의 크기를 줄인 알고리즘이다. 그러나 입력되는 고

장 하나에 대해서 트리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

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SFCC (Selected Fail Count Comparison) 알고리즘

[3]은 라인 기반 트리 구조를 이용하여 100%의 수리 효

율을 보장하는 동시에 솔루션을 찾는데 시간을 줄인 알

고리즘이다. 이 방법은 CRESTA에 비해 작은 하드웨어

의 크기를 가지지만, 트리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

에 고장의 분포가 복잡하면 솔루션을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4]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BIRA를 위한 방법은 아니

지만 기하학점 고장을 기반으로 하는 트리 구조를 이용

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방법들보다 빠르게 솔루션을

찾는다.

이 논문에서는 작은 크기의 하드웨어를 통해 기하학

적 고장 기반 트리 구조를 구현한 BIRA 알고리즘을 제

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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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하는 방법

기하학적 고장을 저장하여 트리 구조 알고리즘을 효

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메모리에 발생한 고장을 저

장하는 캠 구조를 그림 1과 같이 제안한다. 제안하는

캠은 크게 마스터 캠과 슬레이브 캠으로 구분된다. 마

스터 캠과 슬레이브 캠의 크기는 여분의 셀의 수에 의

해서 결정이 되는데, 수리가 가능한 범위의 개수만큼

캠의 개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림1. 제안하는 BIRA의 고장을 저장하는 캠의 구조

메모리에 발생한 고장은 그 성질 및 특성에 따라 마

스터 고장과 슬레이브 고장으로 나눌 수 있다[3]. 이렇

게 분류된 고장은 각각 캠에 저장이 되어 분석을 통해

메모리를 수리할 솔루션을 찾는데 이용된다. 새로운 마

스터 고장이 발견되면 마스터 캠에 저장이 된다. 마스

터 캠의 크기는 여분의 셀의 개수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마스터 캠의 개수보다 더 많은 마스터 고장이

발생한 메모리는 수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메모

리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의 테스트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후에 발견되는 슬레이브 고장에 대해서 마스터 고

장과 행과 열의 주소를 비교하여 행의 주소가 같으면

마스터 캠의 complement line flag는 0이 되고, row

repeat fail counter는 1이 증가한다. 그리고 하드웨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슬레이브 캠에는 슬레이브 고장

의 열의 주소만 저장이 된다. 이때 슬레이브 캠에는 현

재의 슬레이브 고장이 어느 마스터 고장에 속하는지 알

기 위해 마스터 캠 pointer (Master CAM pointer)에 마

스터 캠의 캠 주소를 저장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슬레이브 고장의 열의 주소가 마스터 고장의 열의 주소

와 같은 경우는 마스터 캠의 complement line flag는 1

이 되고, column repeat fail counter는 1이 증가한다.

슬레이브 캠에는 슬레이브 고장의 행의 주소가 저장이

된다. Row/column repeat fail counter의 수가 spare

column/row보다 크게 되면 그 라인은 must repair 라

인이 되면서 must line flag를 row/column의 정보로 세

팅하게 된다.

위의 과정을 통해 모든 고장이 마스터 캠과 슬레이브

캠에 저장이 되면 기하학적 고장을 찾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고장의 종류 중에서 single fault와 line fault

는 고장의 정보를 캠에 저장할 때 결정이 된다. 마스터

고장 중에서 다른 어떤 고장과 행과 열의 주소가 모두

같지 않은 고장은 single fault이다. 그리고 행과 열에만

슬레이브 고장을 갖는 마스터 고장은 라인 고장이다.

하나의 마스터 고장에 대해서 행과 열에 슬레이브 고

장이 있는 경우 고장의 종류 (faulty type)는 삼각 고장

이다. 이 과정은 슬레이브 캠에 슬레이브 고장의 정보

를 저장할 때, complement line flag가 0 또는 1인 경우

반대의 고장이 저장이 되는 경우에 진행된다. 마스터

캠의 complement line flag가 0 일 때, 슬레이브 고장의

열의 주소가 마스터 고장의 열의 주소와 같은 경우이

다. 또한, 마스터 캠의 complement line flag가 1일 때,

슬레이브 고장의 행의 주소가 마스터 고장의 행의 주소

와 같은 경우이다.

메모리에 발생한 고장의 정보가 전부 마스터 캠과 슬

레이브 캠에 저장이 된 이후에는 사각 고장을 찾기 위

한 과정이 진행된다. 슬레이브 고장의 포인터가 가리키

는 마스터 고장 외에 행/열의 주소가 같은 마스터 고장

이 있을 때, 슬레이브 캠의 열/행 마스터 캠 포인터와

같은 값을 갖는 슬레이브 캠의 행/열 마스터 캠 포인터

를 찾는다. 이렇게 찾은 행/열 마스터 캠 포인터를 갖는

슬레이브 캠에 저장된 열/행의 주소와 마스터 고장의

열/행 주소를 비교하여 같으면 그 마스터 고장과 마스

터 캠 포인터가 가리키는 마스터 고장은 사각고장이 된

다.

이처럼 메모리에 발생한 고장을 전부 캠에 저장하고

특성에 따라서 고장의 종류를 분류한다. 사각고장은 두

개의 평행한 라인으로 수리가 되기 때문에 수리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삼각고장은 한 변의 두

개의 고장을 수리하게 되면 남는 고장은 싱글고장이 된

다. 기하학적인 고장을 전부 수리하고 나면 싱글고장이

남게 되는데 이는 한 번에 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처럼 [4]에서 제안한 기하학적 고장을 수리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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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메모리를 수리하기 위한 솔루

션을 찾게 된다.

Ⅲ. 실험

트리 구조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의 연산 시간을 결정

하는 것은 메모리의 크기보다는 여분의 셀의 개수이다.

여분의 셀의 개수는 트리 구조의 깊이를 결정하기 때문

에 동일한 크기의 메모리 환경에서 여분의 셀의 개수가

많을수록 솔루션을 찾기 위한 연산 시간은 증가한다.

표 1은 기존 연구의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메모리 리페어 솔루션을 찾는 시간을 비교한 표이다.

각 실험은 1000회 진행되어 메모리의 리페어 솔루션을

찾기까지 평균 연산 클록 수를 비교하였으며, 모든 알

고리즘은 솔루션을 찾으면 연산을 종료하는 방법을 택

하였다. 표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하는 방법의

연산 시간이 SFCC 방법의 연산 시간에 비하여 1.24배

에서 2.24배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는 기존 연구의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

을 정성적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SFCC 알고리즘과 비슷한 크기의 하드웨어를 가지지만,

솔루션을 찾는 속도는 더 빠르다. 또한, ISF, SFCC, 제

안하는 알고리즘은 트리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100%

의 수리 효율을 가지면서 비슷한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가진다.

표 1. 기존 연구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연산 시간 비교

Size Sr/Sc Faults
Algorithm

[2] [3] Proposed

1024
by
1024

3/3

8 35.612 9.416 6.335

9 47.587 16.153 9.419

10 55.139 15.767 12.684

10 75.18 10.441 7.901

4/4 11 102.497 16.01 11.552

12 152.069 32.535 14.522

표 2. 기존 연구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정성적 비교

[1] [2] [3] Proposed

Repair
efficiency

optimal optimal optimal optimal

Hardware
overhead

large medium small small

RA time

(clock)
shortest long medium short

Algorithm
complexity

low medium medium medium

Ⅳ. 결 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BIRA 알고리즘은 메모리에

발생한 고장을 특성에 따라 기하학적인 고장으로 분류

하여 트리 구조를 이용하여 메모리 리페어 솔루션을 찾

는다. 트리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100%의 수리 효율

을 보장하면서 짧은 연산 시간을 갖으면서 하드웨어의

크기는 기존의 방법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따라

서 제안하는 BIRA 알고리즘은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메모리를 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 메모리의

수율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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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niaturization of NAND flash memory 

manufacturing technique brough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ps per square. Thereby, it brings the 

limitation into the existing BACK-END parallel test 

capacity. This became the reason requiring new 

paradigm to improve the previous parallel test 

environment. This paper attempts to describe the 

content: “The Universal FPGA board technique” – 

parallel test expansion solution developed by keeping 

with paradigm – applied to the own company’s wafer 

test environment. 

 

I. 서론 

NAND flash 메모리 제조 기술이 미세화 됨에 따라 

웨이퍼 단위 면적당 칩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

으며 이에 기존 장비 리소스로는 병렬 테스트를 one 

shot에 진행 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

는 프로브카드의 TD(Touch Down) 횟수를 증가시키게 

되었고 이는 곧 test time 증가로 이어져 생산성에 문제

를 야기하게 되었다. 

기존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이

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병렬 테스트 

확장 솔루션 즉 기존의 단순 분기 확장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병렬 테스트 확장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는 이러한 테

스터 리소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

로 이를 양산 test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검토하게 

되었다. FPGA 기술을 사용할 때의 장점은 장비의 부족

한 리소스에 대해 장비와 프로브카드 간에 FPGA가 

interface 역할을 가능하게 해주며, 프로브 카드 위에 장

착이 가능하게 설계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설

계한 로직을 단 기간에 구현이 가능 하고, 저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FPGA 기술을 양산 테스트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이는 

바로 프로브카드 위에 실장 가능한 공간의 확보와 

FPGA 보드의 공용화이다. 프로브카드가 장착된 상태에

서 프로브카드와 장비 사이의 여유공간은 매우 제한적이

다.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보드를 구성 

및 장착 시킬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며, 일정한 주기로 

변경되는 디바이스 특성에 맞추어 FPGA를 지속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는 공용화된 타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제들을 바탕으로 

FPGA 개념을 자사 테스트 환경에 적용한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II. 본론  

1. FPGA를 이용한 테스트 개념 

 

 

그림 1. FPGA 테스트 개념도 

 위 <그림 1>은 FPGA 개념을 웨이퍼 테스트 환경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해 나타낸 개념도

이다. 기술 미세화에 따라 웨이퍼 칩 수가 증가하는 상

황에서 장비 리소스가 부족한 경우 그림 1왼쪽에서 보

듯이 웨이퍼 안의 모든 DUT(Device Under Test)를 

병렬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이 제한된 장비 리소스로 부족한 

채널에 대해 분기하고 이를 장비 논리 비트를 이용하여 

FPGA를 통해 제어 한 후 분기된 채널들에 대해 

Relay 스위칭을 하여 우리가 원하는 병렬 테스트를 수

FPGA 를 이용한 Parallel Test 확장 Universal Probe card Board 개발 

Development of Universal Probe card board 

for Expanding Parallel test using FPGA 
 

송정승, 강병원, 박용순, 박영기 

Hynix Semiconductor Inc. 

jungseung.song@hyn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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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게 하는 것이다. 

 

2. Universal FPGA 보드 구조 

 

그림 2 FPGA Wire Connection Diagram 

 

위에서 언급한 방안을 토대로 프로브카드 위에 컨셉 

보드를 실장한 방법이 그림 2와 같다. FPGA 보드를 

프로브카드에 실장 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프로브카드 PCB 위에 보드 형태로 장착 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며, 그 개념을 바탕으로 장비와의 여유

공간과 프로브카드 PCB에 장착 할 수 있는 여유 공

간을 모두 고려 그 공간에 맞는 소자들을 search 및 

구성하였다. Power 제어 부분은 설계 공간을 고려하

여 외곽 쪽에 side-board 형태로 배치하였다. 그림에

서 보듯이 장비에서 나오는 입력 신호는 PCB를 거쳐 

FPGA 보드 커넥터를 통해 FPGA 보드로 입력되며 

FPGA를 통해 제어 된 출력 신호는 커넥터를 거쳐 

DUT로 입력된다. 장비에서 공급되는 Power 소스는 

side-board에 입력되고 FPGA에서 출력되는 Power 

제어 신호는 FPGA 보드 커넥터를 통해 FPGA 보드

로부터 PCB를 거쳐 side-board에 입력된다. side-

board에 입력된 Power 제어 신호는 Power relay를 

동작 시키며 그로 인해 출력된 Power 출력 신호는 

side-board 커넥터를 통해 DUT로 인가된다.   

 

 

그림 3 Universal type 설계 

공용화된 FPGA 보드 타입으로 가기 위해서는 디바

이스가 변경되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대 병렬 테스트 DUT수 만큼의 입출

력 신호와 각 제어 신호 선들이 모두 보드 및 커넥터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3은 공용화된 타입에 

대한 커넥터 핀 설계도 이다. FPGA 보드 각 사분면 별

로 커넥터 핀을 논리적으로 분배하고 한 사분면 당 최

대 테스트 할 수 있는 DUT로 설계하였다. One 보드로 

제작 할 경우 설계가 용이해질 수 있으나 커넥터 수가 

한 보드내에 많아지게 되어 FPGA 보드 커넥팅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효율적

인 커넥팅 방법을 고려하여 4개의 사분면으로 설계를 

진행 하였다. 

 

3. Universal FPGA 및 보드 설계 

공용화된 FPGA를 설계하기 위해 양산 테스트 환경

과 가격을 고려하여 Low speed와 다수의 입출력 핀이 

할당되어 있는 자일링스 FPGA 저가형 패밀리 계열의 

소자를 선정하였다. 

 

그림 4 Universal FPGA 설계 구조 

위 그림 4는 공용화된 FPGA 설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입력 부분은 장비로부터 FPGA로 공급되는 논리 

비트 입력 그룹과 각 사분면 별로 FPGA를 구분해주는 

구분자, 동기식 설계에 의한 동기 클럭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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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출력 부분은 장비로부터 나온 분기된 각 신호선

에 달려 있는 Relay를 제어해 주는 Output Group들과 

FPGA Configuration 이후 정상 동작을 확인하는 클럭 

표시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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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보드 설계 및 FPGA 입출력 , Relay 

공용화된 FPGA 보드 설계는 회로 별로 FPGA 

configuration 회로, FPGA 입출력 설계 회로, Relay 

제어 회로, 보드 커넥터 회로, 주 전원 공급 회로, 

PROM configuration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

로 그림 5에 보듯이 FPGA 입출력 회로는 논리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로 설계 되어 있으며 FPGA 소자의 

핀 configuration을 기초로 최대 허용 입출력 개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하였다. 장비에서 공급되는 

논리 비트 채널 전압과 FPGA에서 받아들이는 전압간

의 level 편차를 맞추기 위해서 전압 분배 회로를 설계

하였다. 여기서 장비의 논리 비트 채널을 구성하는 회

로가 Pull-up 회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Pull-up 

저항치를 고려하여 전압 분배 회로의 저항 값을 산정하

였다. 

4. Universal FPGA 보드 평가 

공용화된 FPGA 보드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

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model simulator를 통해 

공용화된 FPGA의 정상 동작을 평가하였고, 두 번째로

는 Checker 보드를 제작하여 FPGA 보드를 장착 후 

정상 동작을 평가하였다. Model simulator를 통해 평가

한 방법은 공용화된 FPGA 로직에 대해 VHDL로 설계

한 뒤 Test bench를 작성하고 이를 Model simulator

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6 Model Simulation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6에서 보듯이 Test bench를 

통해 인가된 논리 입력 조합에 의해 FPGA 해당 출력 

신호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hecker 보드를 제작하여 평가한 방법은 장비에서 공

급되는 Power와 신호 채널을 Checker 보드에서 DC 

level로 구현하고 FPGA에 입력되는 논리 비트에 대해

서는 논리 파형 발생이 가능하도록 또 다른 FPGA로 

설계하였다. 공용화된 FPGA 보드가 제대로 동작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Power와 신호 채널을 제어하는 

FPGA의 출력 단에 LED를 연결하여 Checker 보드 

FPGA에 나오는 신호 패턴 조합에 의해 LED 출력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7. 

 

 

그림 7 Checker 보드 평가 

기대 파형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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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비 장착 테스트 

공용화된 FPGA 보드의 평가를 완료한 후 실제 

웨이퍼 테스트 환경에서 동작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 하였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인 병렬 

테스트 확장 솔루션 구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프로브 카드에 공용화된 FPGA 보드를 장착 한 후 

장비에서 실제 파형을 인가하고 프로브카드 출력단에서 

FPGA를 통해 제어된 파형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에 파형을 관측하기 위해 

프로브카드의 출력단에 테스트 PCB를 제작 및 

부착하여 장비로부터 입력된 파형에 대해 신호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를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8. 

 

그림 8 Probe card FPGA 동작 검증 

확인 결과 장비로부터 공급된 신호는 FPGA 보드에 의

해 제어된 후 프로브 카드 출력단에서 기대 파형 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 결론 

위에서 진행한 내용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병렬 

테스트 수를 향상 시키기 위해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 없이 양산 환경에 적합한 FPGA 

인터페이스 보드를 개발함으로써 병렬 테스트 수를 

기존의 2배로 늘리는 것을 구현하게 되였고 이를 

통해 테스트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이번 

솔루션 개발로 양산 웨이퍼 테스트 장비의 투자 절감, 

프로브 카드 비용 절감, 납기 단축, 국내 협력업체 

기술 선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웨이퍼 단위 

면적당 칩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 병렬 테스트 수의 추가 확장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 테스트 스피드 증가 및 저 

전압에 대한 추세까지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테스트 

환경에 발 맞추기 위해서는 신호의 무결성을 포함한 

또 한번의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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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enhanced with multi-root DUT MPT method is proposed. This method brings high reliability and test speed.

Using multi-root DUT, root DUT failure problem was solved. In addition to, root DUT by the fault DUT isolation problem.

The proposed method to various types of wafer failure tests is achieved by adaptive path. Multi root DUT is used, The total

wafer test time is reduced to 1/4. The advantage of this method can be tested in a low yield. And The financial benefits from

the proposed method are realized without no additional cost.

Keywords : MPT, ATE, Probecard, BFS, TREE

Ⅰ. 서  론

최근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전체 칩 비용에서 테스트

가 차지하는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공정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Wafer 테스트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증가

하고 있다[1]. 따라서 ATE (Automated Test

Equipment)장비로 Wafer에 대한 테스트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론이 연구가 되어 오고 있다. ATE장비의 채

널 수만큼 Wafer의 DUT(Device Under Test)의 PAD

를 연결하여 동시에 여러 개를 테스트하는 Multi-site테

스트가 제안 되어 왔는데, 이 방법은 DUT Pad수가 점

점 증가되고 공정이 발전할수록 Probe needle를 제작하

는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ITRS (SIA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s)에서는 이와 같은 Multi-site를 위한

ATE 장비의 비용이 10년간 2천만 달러 이상이 상승했

다고 예측했다[1]. 그리고 ATE장비의 채널 수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시간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

다. 이에 따라 채널 수에 대한 제한을 극복하고 Wafer

테스트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많은 DUT를 병렬적으로

테스트하는 방법론을 연구하고자 나온 것이 MPT

(Massively Parallel Testing)이다. 따라서 테스트 비용

을 줄이고자 채널은 적게 사용하면서도 기존의

Multi-site 테스트보다 더 많은 DUT를 테스트하는 방

법론이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 root DUT를 이용한 고장 적응

경로 설정 MPT 방법으로 Wafer 테스트 시간을 단축시

키고 고장에 따른 적응적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을 통해

고장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2장에서는 MPT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한 방

법에 대해 2장에서 소개한 선행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설명한다. 4장과 5장에서

는 실험을 통한 수치화로 검증 및 결론을 맺는다.

Ⅱ. 선행 연구

기존에 제시된 MPT방법으로는 Probecard에 DUT들

의 상호연결을 구현하고, ATE장비로부터 테스트 데이터

를 받아서 각 DUT로 전송한 후 테스트 결과는 다시

ATE로 전달하는 단일 DUT (root DUT)을 사용한 방법

론이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많은 DUT들로 구성된

Wafer는 최단 거리 알고리즘인 BFS (Breadth First

Search) 그래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root DUT에서 상

대적인 거리에 따라 자신들의 위치정보인 ID를 받게 되

고 root DUT에서부터 각 DUT까지의 위치 정보와 경로

가 설정된다. 그 경로에 따라 테스트 데이터를 전송 후

테스트 결과를 ATE로 전송함으로써 모든 DUT에 대한

MPT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기존에 연구 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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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D Path Data format 그림 4. 트리로 나타낸 고장 적응 경로 설정

Ⅲ. 제안하는 멀티 root DUT를 이용한 방법

MPT를 구현하기 위해 Probecard에 각 DUT의 상호

연결을 구현 했던 기존 방법에서 ATE에 직접적으로 연

결되는 root DUT가 고장이 발생하거나 fault DUT에 고

립되어버리는 경우에는 모든 DUT들에 대해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 하였다. 실제 Wafer상에서 고

장은 임의의 위치에 분포가 되고 어느 특정한 쪽에 대량

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3]. 따라서

root DUT 1개로는 테스트할 수 있는 DUT의 한계가 있

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림1. 경로 설정 및 ID 할당 위한 트리 구조

이를 해결하고자 제안 하는 방법은 그림 1 과 같이

Wafer 상의 4개의 root DUT를 임의의 위치에 잡고, 각

root DUT는 트리 구조를 사용하여 4개의 root DUT(0,0)

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정보인 ID를 각 DUT마다 할당

한다. 이 때 각 DUT들은 멀티 root DUT로부터 그림 2

와 같은 IPD (ID Path Data)를 받게 되고, Previous ID와

X-cost, Y-cost를 비교하여 ID를 저장한다. 그 후

Previous ID에 자신의 ID로 갱신하고, X-cost, Y-cost에

맞는 방향의 DUT로 전달한다. 또한 모든 DUT는 4개의

root DUT 중 어떤 root DUT에 의해 경로와 ID가 할당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인 root DUT No. 데이터를 가지며

우측 root DUT부터 시계 방향 순으로 00→01→10→11

이다.

초기화 단계가 끝나면 4개의 root DUT에 대한 모든

DUT의 상대적인 위치와 경로가 설정된다. 다음 단계인

테스트 데이터 전달 단계에서 root DUT는 BFS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ATE장비로부터 받은 테스트 데이터를

모든 DUT로 전달하게 된다. 그 후 테스트 결과 전송 단

계에서 각각의 DUT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 결과는 경로

및 ID할당 단계에서 설정된 경로를 이용하여 root DUT

들로 보내지고 최종적으로 ATE장비로 전송 된다.

그림 3. fault DUT에 의해 경로가 끊어진 경우

제안하는 멀티 root DUT를 이용한 적응적 경로 설정

방법은 그림 3 과 같이 fault DUT에 의해 설정되어 있던

경로가 끊어진 경우 (x로 표시)적응적 경로를 설정한다.

1번 사각형 (root DUT의 Right)의 경우에는 fault DUT

의 바로 전 DUT에서 좌측, 우측 DUT의 Cost 비교 후

작은 Cost의 DUT로 연결하며, Cost가 같을 경우에는 좌

측→우측으로 우선순위를 가진다. 만약, 양쪽의 DUT도

fault DUT일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바로 전 DUT에서

경로 설정을 시도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번 (위쪽→

아래쪽), 3번 (우측→좌측), 4번 (아래쪽→위쪽)사각형도

고장 적응적 경로 설정을 하게 된다. 1번 사각형의 경로

설정 방법을 트리 구조로 나타내면 그림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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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root DUT 멀티 root DUT

초기화 속도 1x 4x

테스트 시간 1x 4x

root DUT 고장 해결 불가 해결 가능

root DUT 고립 해결 불가 해결 가능

그림 5. 고장분포에 따른 Single root DUT와 4개의 root

DUT를 사용한 Multi root DUT의 Test coverage 비교

Ⅳ. 실 험

1. Wafer 테스트 소요 시간 비교

기존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Wafer 테스트 소요 시

간을 수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전체 Wafer의 DUT 수는 1000개 이다.

• 각 DUT의 테스트 시간은 동일하다.

•  = DUT 1개의 초기화 시간

•  = DUT 1개의 테스트 시간

• 테스트 소요 시간( )

= 초기화 시간() + 테스트 시간( )

가. 단일 root DUT 테스트 소요 시간

      ⋯    

  

나. 멀티 root DUT 테스트 소요 시간

 

    ⋯    

 



2. 시뮬레이션 비교

그림 5 에서는 Wafer상의 고장 분포를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하였다. X축은 root DUT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었는데 고장 분포가 root DUT와 가까울수

록 0 에 가까워지고, 거리가 멀수록 0 을 기준으로 좌우

로 멀어지게 된다. 즉, 선행 연구에서는 고장 분포가 root

DUT에 밀집하게 되면 Test coverage가 낮아지는 반면

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장 적응 경로 설정 방법은 멀

티 root DUT를 사용하여 고장 분포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높은 Test coverage를 얻을 수 있다.

실험 1 과 실험 2 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표 1에서

선행 연구인 단일 root DUT를 사용한 MPT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멀티 root DUT를 사용한 고장 적응

경로 설정 MPT 방법을 비교하였다.

표 1. 단일 root DUT와 멀티 root DUT의 비교

Ⅴ. 결 론

제안하는 멀티 root DUT를 이용한 고장 적응 경로 설

정 MPT 방법은 기존에 제안된 단일 root DUT를 사용한

MPT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멀티 root DUT를 사

용함으로써 모든 DUT의 초기화 시간을 단축시켰다. 또

한 fault DUT에 의해 root DUT가 고립이 되더라도 fault

DUT를 제외한 DUT에 대해서는 멀티 root DUT를 이용

하여 신뢰성을 향상 시켰다. 따라서 낮은 수율에서도 테

스트가 가능하고, 선행 연구에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구현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root DUT를 임의의 위

치에 4개로 결정 하였지만, 차후 연구에서는 최적의 root

DUT개수와 위치 연구를 통해 더 향상된 MPT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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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ring wafer test, probe needle makes 

mechanical contact with bond pad on a chip. This 

probe needle contact results in a ‘Probe Mark’ on 

the bond pad. As the number of probe needle 

contact and/or the force of probe tip increases, the 

size of Probe Mark also increases. Because the 

excessive Probe Mark impacts the yield and 

reliability of wire bonding process following a probe 

test, in general, a maximum of four times of probe 

needle contact and a low tip force are recommended. 

But, to get a higher chip yield, chip makers want to 

extend the allowed number of contact and prefer 

rather high tip force. In this paper, impacts of Probe 

Mark on wire bond yield and reliability are studied 

and discussed. 

 

I. 서론 

최근 완제품 Wafer Business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Probe Test에서의 신뢰성 평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의 단계가 많아질수

록 Contact횟수가 증가해 Wafer Pad에 더 많은 압력

을 주게 되고, 더 넓은 Probe Mark면적을 발생시킨다. 

이는 Pad에 손상이 생길 확률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이로 인해, PAD를 통한 정상적인 전기적 신호 전달이 

어렵게 되거나, PAD 접합면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Wire bonding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Peeling 또는 

Missing 현상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Wafer Pad Probe Mark 

면적에 따른 Wire Bonding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현

재 Probe Test Mark Size수준이 적정한지 확인해본다. 

 

II. 본론 

Probe Mark 면적과 Wire Bonding간 연관성을 확인하

기 위해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단계로, 실험 Wafer를 선정하여, Pad 면적당 Mark 

Size를 다르게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단계로, 평가를 위해 실험자재를 Wire Bonding한 뒤, 

각 Group별로 Bond Ability평가를 진행하였다. 

 

1. Probe Mark 시료 선정 

Probe Mark면적에 따른 Wire Bonding을 검증하기 

위하여, Pad Contact을 하지 않은 3장의 Wafer를 임의 

선정하였다. 

아래 표 1.1과 같이 Probe Mark 면적 실험 Group

설정 후, 조건에 맞춰 직접 P/Card로 Contact하였다, 

각 Wafer에서 Mark분포와 모양은 아래 표1.2와 같다. 

 

Probe Mark Size 

(전체 면적당) 

1 Pad당 

Contact횟수 
시료 Pad Material 

15~20% 4회 1Wafer 

Al 20~25% 8회 1Wafer 

25~30% 12회 1WAfer 

표 1.1 Probe Mark 면적 실험 조건 

 

Mark Size Probe Mark Size 분포 및 Mark 모양 

15~20% 

(Contact 4회) 

 

20~25% 

(Contact 8회) 

 

25~30% 

(Contact 12회) 

 
표 1.2 Wafer 中 Probe Mark 면적 분포도. 

Avg  : 15.08% 

Range:10~22.4% 

Avg  : 20.24% 

Range:12~32% 

Avg  : 25.89% 

Range:14~35% 

Wafer Pad Probe Mark 면적에 따른  

Wire Bonding 공정의 Bond ability 평가 

Wire Bonding Ability Evaluation of Wafer Pad Probe Mark. 

김동균, 이원수, 성석현, 박정식 

Hynix Semiconductor Inc. 

Dongguen.kim@hyn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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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re Bonding평가 

Probe Mark Size가 다른 각 Group시료를 선정하여 

Wire Bonding 평가를 진행하였다. 

 

1) Wire Bonding 조건 

Wire Bonding조건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Probe Mark면적을 다르게 했던 각 Group에 

대해 아래 표 2.1과 같이 다시 4Group 구분하였다. 

(각 Group당 시료 개수: 5100) 

Wire Bonding Group Power Force 

A Group Low Low 

B group Low High 

C Group High Low 

D Group High High 

표 2.1 Wire Bonding 조건 

 

2) Wire Bonding Ability 평가 

Bonding Ability 평가를 위해 아래 항목 4가지 Test

를 진행하였다.. 

① BST (Ball Shear Test) 

② BPT (Ball Pull Test) 

③ Missing 

④ Peeling 

 

Wire 

Bond 

Power Low Low High High 

Force Low High Low High 

BPT Max 7.43 7.74 7.47 7.32 

Min 5.66 5.72 5.28 5.27 

Avg 6.31 6.50 6.28 6.05 

CPK 2.21 2.17 1.82 1.75 

BST Max 46.15 45.98 46.26 46.2 

Min 41.91 41.68 40.85 40.54 

Avg 44.3 44.06 43.73 43.9 

CPK 9.90 8.83 6.97 6.76 

Fail 

Count 

Missing - - - - 

Peeling - - - - 

Yield 100% 100% 100% 100% 100% 

표 2.2 Mark Size 15~20%시료 평가 결과 

 

Wire 

Bond 

Power Low Low High High 

Force Low High Low High 

BPT Max 7.13 7.38 7.78 7.75 

Min 5.80 5.75 5.46 5.38 

Avg 6.21 6.59 6.23 6.20 

CPK 3.02 2.18 1.89 2.06 

BST Max 45.98 46.14 46.74 44.57 

Min 40.66 41.72 41.36 40.90 

Avg 43.56 44.27 44.36 43.24 

CPK 9.51 9.19 8.48 9.95 

Fail 

Count 

Missing - - - - 

Peeling - - - - 

Yield 100% 100% 100% 100% 100% 

표 2.3 Mark Size 20~25%시료 평가 결과 

 

Wire 

Bond 

Power Low Low High High 

Force Low High Low High 

BPT Max 7.66 7.52 7.81 7.85 

Min 5.45 5.67 5.62 5.35 

Avg 6.09 6.44 6.28 6.59 

CPK 1.88 2.30 1.85 1.84 

BST Max 46.03 47.93 46.01 47.31 

Min 42.32 43.17 42.8 41.86 

Avg 44.23 45.18 44.54 44.25 

CPK 10.54 10.12 12.15 10.48 

Fail 

Count 

Missing - - - - 

Peeling - - - - 

Yield 100% 100% 100% 100% 100% 

표 2.4 Mark Size 25~30%시료 평가 결과 

 

3) 평가 결과 

BPT의 경우, Probe Mark Size별 / Wire Bonding 

조건별 유의 차 없었으며, 모든 시료가 정상 자재 기준

인 3gf 이상 / Cpk 1.67이상으로 측정되었다. 

BST의 경우, Probe Mark Size별 / Wire Bonding 

조건별 유의 차 없었으며, 모든 시료가 정상 자재 기준

인 15gf 이상 / Cpk 1.67이상으로 측정되었다. 

  Missing 및 Pad Peeling불량은 각 Group에서 발생

하지 않았다. 

 

III. 결론 

본 실험 결과, 실험 Group간 Wire Bonding Ability 

유의차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Worst조건이었던 Probe Mark Size 25~ 30% 

(Contact:12회)에서 Bond Ability 평가시 특이점 발생 

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Probe mark가 Pad Open size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probe needle contact 횟수가 

bonding 공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probe mark size가 pad open size의 

30% 이상 경우에 대한 bond ability study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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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Socketoff 개선을 위한 Channel Share 방법 

(Types of Channel sharing to reduce the secondhand Socketoff) 

 
김태환, 박일원, 우기룡, 박우익, 장철웅 

 

Abstract 
최근 다양한 종류의 Smart Device들이 출시되면서 이에 대한 보급 속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Test Capability로는 Smart Device 시장의 성장속도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Parallel 배가 

방식을 통한 생산성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Parallel 배가를 이용한 Test 

방식인 Test Interface Board에서 Test Channel을 Share하는 방식은 신호의 특성을 저하시켜 다수의 Socketoff를 

유발한다. Socketoff의 증가는 생산성 감소뿐만 아니라 Yield Drop 등 Test에 대한 신뢰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본 Report에서는 Test Interface Board에서 발생하는 Socketoff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Test Channel Share 

방식인 T-Branch Type과 Daisy Chain Type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실험 및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Keywords : Socketoff, Termination, Channel Share, T-Branch Type, Daisy Chain Type 

 

Ⅰ. 서  론 

 최근 들어 Tablet PC 등 고사양의 Smart Device의 

발전과 Mobile 기기의 활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이에 탑재되는 Memory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Memory 반도체를 Test 

해야 하는 절대적인 개수도 증가하고 Density가 

높아짐에 따라 동일 개수를 Test 하기 위한 Test 

Time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Test 

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모든 반도체 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에서는 Test Infrastructure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며 Test Capability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Test 

Capability 확장을 위해서는 Software 적인 방법으로 

Test Item 개선을 통한 Time 단축이 있으며 

Hardware적인 방법으로 Parallel 배가 방법을 통해 

물리적으로 Channel을 증가시켜 동시 측정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Parallel 배가는 Test Interface Board에서 Test 

Channel을 Share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Test Channel을 Share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Share에 따른 Reflection 발생, Signal 

Loss 및 Timing Delay로 인해 신호 특성이 

저하되어 Socketoff를 유발한다. 이렇게 발생한 

Socketoff는 다시 Channel을 Share하고 있던 다른 

DUT에도 영향을 끼쳐 2차 Socketoff를 일으킨다. 

따라서 Channel을 Share한 개수에 따라 

Socketoff율은 배로 증가한다. Socketoff의 증가는 

단순히 Test Capability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Yield Drop 등 Test에 대한 신뢰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본 Report에서는 Test Interface Board에서 Test 

Channel Share를 이용한 Parallel 배가를 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2차 Socketoff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Test Channel Share 

방법 중 T-Branch Type과 Daisy Chain Type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그림 1. Socketoff율에 따른 Yield의 변화 

 

Ⅱ. 본  론 

1. 2차 Socketoff 현상 

 Test Channel Share 방식을 적용하여 Test Interface 

Board를 Parallel 배가 하였을 경우, 하나의 DUT이 

Socketoff 되었을 때 Test Channel을 Share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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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DUT의 Signal Integrity 특성을 저하시키고 

DUT 간 Signal 편차를 발생시켜서 Fail을 

유도하거나 Yield를 Drop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Test Channel을 Share하고 있는 모든 DUT이 

Socketoff 된다. 이러한 현상을 2차 Socketoff라 

한다. 

 

 가. Impedance Mismatching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Signal 전송회로에서 

Input Port와 Output Port를 연결할 때, 서로 다른 두 

Port의 Impedance 차이에 의한 Reflection이 

발생한다. (1) Reflection은 Input Port에 영향을 끼쳐 

출력 Signal 특성을 저하시키는데 이것을 

Impedance Mismatching이라고 한다. [1] 

 

 
 

그림 2. Impedance Mismatching Signal 경로 

      (1) 

 

 Socketoff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해당 DUT는 

하나의 Impedance로 볼 수 있고, 그만큼 같은 

Channel을 Share하고 있는 다른 DUT로 들어가는 

Signal의 특성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                     (나)  

 

 
                       (다) 

그림 3. Impedance 특성 (가) Signal 흐름도  

(나) ODT 사용시 Eye Diagram 

(다) TDR측정 결과 

 

 그림 3의 (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DUT이 

Socketoff가 되었을 때, 더 이상 Device가 투입 

되지 않아 ODT저항을 사용할 수 없어 

Reflection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그림 3의 (나)에서 보는 것처럼 Jitter와 Overshoot/ 

Undershoot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est 

Channel Share 회로의 경우 Impedance Matching의 

자유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PCB 내 실장 면적 부족과 Test Interface 

Board 내의 분기 회로가 Channel의 증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결과 Signal Integrity 저하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점이다. 이를 TDR을 통해 

측정하였을 때 그림 (다)과 같이 Impedance 

Mismatching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Impedance Mismatching은 Device의 Margin을 

축소시키고 Timing에 영향을 주어 Yield Drop을 

일으키고 결국 Socket을 Off시키게 된다. 

 

 나. Termination Method 

  
(가) 

  
(나) 

 
(다) 

그림 4. Impedance Matching 특성  

     (가) Digital 내부 저항과 선로의 Impedance 

     (나) Digital 내부 저항과 외부 Matching 저항 

     (다) Termination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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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Channel Share 방식을 적용하여 Test Interface 

Board를 Parallel 배가 하였을 경우 대부분 Signal 

Integrity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Impedance Matching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장 면적 때문에 직렬 

저항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Impedance Matching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High Speed Signal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가) 

 
            (나)                    (다) 

 
(라) 

그림 5. Termination의 적용  

(가) PCB에서 Termination 적용 

(나) Termination 적용 결과 

(다) Voltage Drop 현상 

(라) TDR 측정결과 

 

 따라서 High Speed Signal의 Impedance 

Mismatching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Shunt Resister 

Termination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5의 

(가)에서 보는 것처럼 Reflection 된 Signal을 

Resister를 통해 Ground로 흐르도록 하여 Signal 

Integrity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Termination의 사용은 Tester의 Current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Current가 많이 필요한 

Device의 경우 Input Signal의 특성 저하를 

유발한다. 또한 (다)에서처럼 Termination 사용으로 

인해 Voltage Drop이 발생하는데 Tester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Level의 정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Memory 

Device Package의 ball pitch 및 size로 인하여 PCB 

설계 시 공간상의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Termination을 사용하는 PCB를 설계할 때에는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PCB 설계 시 Channel Share 방식 

가. T-branch Type 

  
        (가)                       (나) 

 
(다) 

 

 
(라) 

그림 6. T-Branch Type Test Channel Sharing 

(가) T-Branch 개념도 

(나) Impedance Matching 

(다) Socketoff 시 Impedance 변화 

(라) TDR 측정결과 

 

 그림 6의 (가)에서 보는 것처럼 T-Branch Test 

Channel Share 방식의 PCB는 Share된 Signal 각각에 

Termination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DUT에 

Termination 회로를 연결하여 Reflection이 다른 

DUT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 준다. 그 결과 

(나)에서 보는 것과 같이 Socketoff가 되었을 때 

Impedance Matching이 개선된 모습을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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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양산 적용을 위해 전체 PCB를 

제작하였을 경우 회로 내 다른 저항 성분들로 

인해 발생된 Reflection에 의하여 Signal에 DUT간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도 볼 수 있다. T-Branch 

Type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DUT에 Signal이 

분기되어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Socketoff 등 

Signal Integrity에 변화가 생겼을 때 DUT별로 

Signal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나. Daisy Chain Type 

   
        (가)                        (나) 

 

 
(다) 

 

 
(라) 

그림 7. Daisy Chain Type Test Channel Sharing 

    (가) Daisy Chain Type 개념도 

   (나) Impedance Matching 

    (다) Socketoff 시 Impedance 변화 

    (라) TDR 측정결과 

 

 그림 7의 (가)에서 보는 것처럼 Daisy Chain Type 

Test Channel Share 방식의 PCB는 DUT들을 하나의 

Line에 연결하고 그 종단에 Termination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연결된 모든 Pin들의 

Reflection을 하나의 Termination으로 흐르게 하여 

Signal Integrity 확보가 가능하다. 각각의 DUT과 

Tester간의 거리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Timing Delay등은 Test Interface Board 장착 후 

Calibration으로 보상해 준다. (나)에서 보는 것과 

같이 Impedance Matching도 T-Branch Type보다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각의 DUT들에 Signal을 

분기하여 Termination을 사용한 T-branch Type과는 

다르게 하나의 Line을 따라 Signal이 전달되는 

구조로 회로 구성이 간결해졌고 Socketoff의 

여부와 상관없이 Signal이 종단까지 흐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Signal의 DUT간 편차를 

최소화 해주기 때문이다  

 

Ⅲ. 결 론  

본문의 내용과 같이 Signal의 DUT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Daisy Chain Type으로 Test Channel을 

Share하는 방법이 T-Branch Type 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Memory 반도체 제품이 계속해서 High 

Speed로 발전해 나가면서 Termination 회로를 실장 

하기 위한 설계방법 또한 발전해 나가고 있다. 

Termination 회로를 실장 하면 Parallel 배가된 Test 

Interface Board에서 Signal Integrity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High Speed 

조건처럼 Signal Integrity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Test Channel Sharing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문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 

이외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공간 안에 모든 

Pin에 대한 Termination 회로를 실장 하기 위한 

설계방법에 대해서도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Termination 회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DC Test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공간적으로 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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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ernal Power Supply는 Tester로부터 지

시되는 테스트 항목에 따라 Tester에서 생성

되는 테스트 패턴을 인가 받아 테스트되는 다

수의 테스트 대상 반도체 디바이스들(DUT)에 

각각의 지정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External Power Supply는 신호 수신 인터페

이스를 통해 테스트 항목에 따라 필요한 전력

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력 연동 신호를 

Tester로부터 수신하고, 전력 연동 신호에 기

초하여 전력의 연동 공급을 결정하는 전력 연

동 제어부와 각각의 DUT들에 대해 전력 연동 

제어부의 결정에 따라 주 테스트 장치와 더불

어 전력을 연동 공급하는 전력 공급 보드들로 

구성된다. 

 

 
I. 서론 

 

최근 Smart Phone, Tablet PC 등 고용량의 

Memory를 사용하는 Mobile 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NAND Flash의 수요

도 저용량 제품에서 고용량 제품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Package 기술 또한 고용량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다단 적층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DDP, QDP 제품뿐만 아니라 ODP 제품까지 

생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는 반대로 현재 

양산중인 Tester는 일단 설치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최대 동작 주파수나, 공급 전력과 같은 

System Spec.을 변경하기 어려우며, 일부 

Tester의 경우 이러한 단점으로 인하여 상대

적으로 소모 전력이 크게 늘어난 ODP 제품 

등 다단 Stack 제품의 일부 테스트 항목을 제

대로 테스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Tester의 전

원 공급 능력을 추가 개선할 수 있는 

External Power Supply의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고, 본론에서 개발과정과 검증된 기능을 

기술 하였다. 

 
II. 본론 

 
1. External Power Supply 

 

본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기존의 

Tester와 연동하여 ODP 제품과 같이 다단 

Stack 제품에서 Test Mode와 같이 전력 소모

가 큰 테스트 항목의 수행 시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Device에 공급하는 데에 있다. 이

를 위해 Tester 자체 개선방법을 검토하였으

나 비용 및 납기 문제, Test Para 감소라는 단

점이 있어 대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결국 외부

에서 추가 전원 공급이 가능한 장치, 즉 

External Power Supply 개발을 진행 하게 되

었다. 

External Power Supply는 Tester로부터 지

시되는 테스트 항목에 따라 Tester에서 생성

되는 테스트 패턴을 인가 받아 테스트되는 다

수의 테스트 대상 Device에 각각의 지정된 전

력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신호 수신 인터페이

스를 통해 상기 테스트 항목에 따라 필요한 전

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력 연동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전력 연동 신호에 기초하여 전

External Power Supply 개발을 통한 고 전력 소모 다 적층  

메모리 테스트 

Development of External Power Supply for high-current-

consuming multi-chip stack memory test 
 

정우영, 오경승, 송주현, 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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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연동 공급을 결정하는 전력 연동 제어부 

및 상기 각각의 DUT들에 대해, 상기 전력 연

동 제어부의 결정에 따라 상기 주 테스트 장치

와 더불어 전력을 연동 공급하는 전력 공급 보

드들로 구성이 된다. 

 
 

2. External Power Supply Concept 및 SPEC. 

 

그림1) 은 External Power Supply, Tester 

그리고 DUT의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Block 

Diagram 이다. 

 

 
그림 1. Block Diagram 

 
이 External Power Supply는 0 ~ 5V의 

Voltage Range, 800mA의 Maximum Current

로 설계되었고, 자세한 사양은 표 1)과 같다. 

 
Item SPEC 

 1. Voltage Range 0 ~ +5V 

    - Voltage (Res., Acc.) ±10mV/14bit, ±(1%+25mV) 

Accuracy=+/-50mV 

    - Voltage Slew Rate Control 0.5V/100us 

    - Max Current Range +800mA 

    - Current Clamp Max +800mA 

 2. Interlock Function 2Ch/Board VM 

    - Measure Accuracy 100mV 

표 1. External Power Supply Specification 

 

 
3. External Power Supply 성능 검증 

 
제작된 External Power Supply의 Voltage 

Level은 NAND Test시 주로 사용하는 2.6V, 

3.0V, 3.3V 그리고 3.7V를 기준으로 Tester 

전원 전압과 External Power Supply 전압을 

실측 비교하여 검증 하였고, 표 2)와 같이 

Tester 전원과 External Power Supply간 유

의 차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DUT/Vol 2.6V 3.0V 3.3V 3.7V

1 2.600 3.000 3.300 3.700
3 2.593 2.992 3.293 3.692
5 2.601 3.001 3.300 3.700
7 2.599 2.999 3.298 3.699
9 2.598 2.998 3.298 3.698
11 2.593 2.992 3.294 3.693
13 2.604 3.005 3.304 3.705
15 2.610 3.010 3.310 3.711
2 2.607 3.007 3.307 3.707
4 2.589 2.989 3.288 3.688
6 2.599 2.999 3.299 3.699
8 2.608 3.008 3.308 3.708
10 2.597 2.997 3.297 3.698
12 2.599 2.998 3.298 3.698
14 2.607 3.006 3.306 3.706
16 2.602 3.002 3.302 3.702

  

 
DUT/Vol 2.6V 3.0V 3.3V 3.7V

1 2.609 3.010 3.310 3.711
3 2.602 3.002 3.302 3.702
5 2.612 3.012 3.314 3.715
7 2.602 3.003 3.303 3.704
9 2.609 3.010 3.311 3.711
11 2.600 3.000 3.300 3.700
13 2.609 3.009 3.309 3.710
15 2.602 3.003 3.303 3.704
2 2.609 3.010 3.311 3.711
4 2.605 3.006 3.307 3.709
6 2.606 3.007 3.307 3.708
8 2.601 3.001 3.301 3.702
10 2.607 3.007 3.307 3.707
12 2.604 3.005 3.305 3.706
14 2.608 3.009 3.310 3.711
16 2.605 3.005 3.305 3.706

  

 
표 2. Tester Power Supply와 External Power 

Supply Voltage Level 비교(상: 일반 Tester, 하: 

External Power Supply) 

 

 
그림2)와 같이 Tester 전원과 External 전

원간 동작 특성에는 유의 차를 보이지 않았고, 

Tester 전원 대비하여 External 전원 사용시 

Voltage Drop 현상은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5



 

 
그림 2. Oscilloscope 파형 비교 (상: 일반 Tester, 

하: External Power Supply) 

 

III. 결론  

 Mass 3Lot Test 결과 Normal Tester 대비 

Yield 평균 0.2% 상승의 효과가 있었으며, 

QPE 결과 모두 Pass였다. 이상의 진행과정을 

토대로 기존의 Tester를 개조하거나 신규 

Tester로 대체할 필요 없이, External Power 

Supply를 기존의 Tester와 연동하여 테스트 

엔지니어가 요구하는 테스트 항목에 초과되는 

전력 요구량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

으며, 기존 Tester에서 다단 Stack 제품 

Test시 보다 안정적인 제품 테스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양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Interlock 기능 개선 등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Test System에 적

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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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st method and test efficiency is getting important to 

DRAM Makers. The meaning of “TEST” is no longer to 

distinguish between a good and a bad chip. Instead, it 

includes many other issues such as production, cost 

reduction, and customer satisfaction. This paper 

especially focuses on the test of Wafer Burn-In which 

makes DRAM suppliers conflict between test efficiency 

and reliability. This paper presents how to improve a test 

efficiency and reliability through the Wafer Burn-In 

Stress Pattern. 

 

I. 서론 

Technology 발전에 따라 DRAM Density와 고객 요

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Test 방법과 

효율성은 DRAM Maker에게 더욱 큰 Issue 가 되고 

있다. 더 이상 Test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양품과 

불량품을 구별하는 문제가 아닌 생산 능력, 원가절감, 

고객 만족을 통한 회사 Brand 가치 상승이라는 다양한 

Issue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DRAM Test 중에서 Wafer Level Burn-

In에 초점이 되어 있다. Wafer Burn-In을 사용하는 장

점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짧은 

Test Time이다. Wafer Burn-In Stress는 짧게는 수

초에서 길게는 수분까지 Stress를 인가한다. 이는 시간 

단위로 인가하는 Package Level Burn-In Test Time

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

째는 Repair 가능성이다. Wafer Burn-In에서 문제가 

발생한 Die의 경우 차후 Repair 공정을 통해 단순한 

Loss가 아닌 재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을 가졌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Wafer Burn-In을 좀 더 효과적

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Wafer Burn-In Stress 

Pattern 영향 및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II. 본론 

1. Wafer Burn-In Stress 형태에 따른 영향 차이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서 Wafer Burn-In Stress는 

온도와 전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Stress를 Control 했었다면 본문에서는 BI Stress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실제로 Wafer Burn-In 

Stress Pattern의 형태에 따라 Wafer에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실험을 통해 확인

을 해보았다. 실험은 각기 다른 Type의 Stress 

Pattern 을 이용하여 Stress Time을 증가시킬 때 

Wafer에 나타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표 1. 실험1 Pattern 및 실험 진행 방법 

 

1) BI Stress 형태에 따른 BI 후 Fail Bit Count 변화 

표 1에서 설명한 실험의 Pattern A, B, C 에 대한 

Fail Bit Count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는 아래 

그림 1에 표시하였다.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Fail 

Bit Count의 변화는 BI Stress Time에 따라 Pattern 

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 결과를 통해 말하고

자 하는 것은 어떤 Pattern의 좋고 나쁨이 아닌 BI 

Stress Pattern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

는 것이다. Pattern A, B, C는 각각 Stress를 인가하는 

위치와 목적에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Fail Bit의 변화

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Wafer Burn-In 의 Stress Pattern 에 의한 영향 및 효과 

The Effect of Wafer Burn-In Stress by Stress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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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attern 별 BI Time에 따른 ∆Fail Bit Count 

 

위 실험에서 나타난 Stress Pattern에 따라 그 영향

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다음의 Refresh 변화에서

도 보여지고 있다. 

 

2) Wafer Burn-In Stress 형태 별 Refresh 변화 

Stress Pattern 차이에 대한 또 다른 관측 지표로 

Refresh 변화에 대해 측정해 보았다. 실험 방법은 표 

1과 동일하며 실험 결과는 그림 2에 표시하였다. 

 

 

그림 2. Pattern 별 BI Time에 따른 tREF 변화 측정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BI Stress를 인가하기 전

에는 모든 Wafer가 동일한 수준의 Refresh 수준을 나

타내고 있지만 BI Stress를 Pattern A, B, C로 나누어 

Wafer 에 인가할 때, BI Stress 시간에 따라 서로 다

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그림 

1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Stress를 인가하는 위치와 목

적에 따라 Refresh 열화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Pattern A를 썼을 때 Refresh 열

화가 시간에 따라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attern C의 경우 Refresh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두 가지 결과를 통해 Wafer Burn-In Stress는 

온도 및 전압에 의한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Stress 

Pattern에 의해서도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Screen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추어 

적절한 Stress Pattern 을 사용해야 온도와 전압에 의

한 Stress와 더불어 Wafer Burn-In을 사용하는 효율

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2. Wafer Burn-In Stress Pattern 활용 가능성 

다음으로 Wafer Burn-In Stress Pattern 활용 가능

성에 대해 Package Burn-In SKIP을 이용하여 실험해 

보았다. 우선 Wafer Burn-In Pattern을 Package 

Burn-In Pattern 과 유사한 형태로 만든 후 Package 

Burn-In에서 사용하는 온도, 전압 및 Stress Time 조

건 역시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Stress Time의 경우 

Package Burn-In 상황에서 Sense Amp의 Turn 

On/Off 횟수를 클락 시간으로 계산하여 Wafer Burn-

In에서도 동일한 횟수 및 시간을 설정하였다. 실험은 

Package Burn-In을 사용한 Base 그룹과 Wafer 

Burn-In을 진행 후 Package Burn-In을 SKIP 한 

SPLIT 그룹으로 나누어 결과를 확인하였다. 하기의 표 

2 결과는 Base 그룹의 Yield를 기준으로 SPLIT 그룹

의 Yield와 비교 하였다.  

 

 

표 2. Package Burn-In SKIP 실험 결과 

 

표 2 결과를 보면 SPLIT 그룹의 Yield가 Base 그

룹 Yield와 비교하여 좀 더 높은 Yield를 보여주고 있

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Package Level Test에서 

Detection 되는 Defect 수의 차이 이다. Wafer Burn-

In만을 진행한 SPLIT 그룹은 Base 그룹 대비 20% 

수준으로 Defect의 수가 적었다. Base 그룹과 SPLIT 

그룹의 Test에서 보이는 Defect의 수가 차이를 보인다

는 것은 Wafer Burn-In을 통해 Package Burn-In에 

의한 상당수의 Defect을 검출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Burn-In Fail 유형을 보아도 Base 그룹과 

SPLIT 그룹간에 Fail 유형 별 Portion에 큰 차이가 나

타나지는 않는다. 아래 그림 3은 실험 그룹들의 

Burn-In Fail 유형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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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urn-In Fail 유형 비교 

  

 물론 품질에 대한 검증 없이 위의 결과만 가지고 

Wafer Burn-In 이 Package Burn-In을 대체할 수 있

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의 실험 결과를 통해 

Wafer Burn-In Stress Pattern에 대한 중요성 및 

Test 효율성 향상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Burn-In Stress의 품질 영향 

지금까지 Wafer Burn-In Stress Pattern에 따라 

Wafer에 어떻게 영향이 나타나는가와 Wafer Burn-In 

Stress Pattern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Burn-In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

뢰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실제로 Wafer 

Burn-In Pattern 및 조건 튜닝을 통해 Package 

Burn-In SKIP 또는 Test Time을 감소시켜도 품질 

및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Wafer Burn-In Pattern에 따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Wafer Burn-In 조건을 SPLIT하여 품질 실험을 진행

하였다. 

 

 

표 3. 품질 확인 실험 그룹 및 조건 

 

위의 표 3은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 그

룹에 대한 설명이다. Base 그룹은 기존과 동일한 형태

의 Test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SPLIT 그룹은 Wafer 

Burn-In Pattern 중 Normal 동작 Stress Pattern을 

변경하고 Stress는 기존 대비 130% 수준으로 강화하

였다. 또한 SPLIT 그룹은 다시 SPLIT 1, 2 로 나누어 

Package Burn-In 을 진행하는 그룹과 진행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1) Wafer Test 결과 

먼저 실험 그룹의 Wafer Test 결과인 그림 4를 확

인해 보면, Wafer Test Yield 측면에서는 실험 그룹 모

두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SPLIT 그

룹에서 Fail Rate는 낮지만 Fail Bit 및 Fuse 사용률은 

높다는 것이다. 즉 Normal 동작 Stress를 통해 

Row/Column 성 잠재 불량 Detection 비율이 증가 하

였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 실험 그룹 Probe Test 결과 

 

2) Package Test 결과 

다음으로 Package Test 결과를 보게 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결과는 Base Gr.의 Yield를 기준으

로 상대 비교한 값이다. 

 

 

표 4. 품질 실험 Package Test 결과 

 

표 4의 Package Test 결과를 보면 Yield 는 

Package Burn-In을 진행하지 않은 SPLIT 1 그룹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Pattern 및 

Package Burn-In까지 진행한 SPLIT 2 그룹이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 5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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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ackage Test에 대한 Fail Mode 중 대표적인 2

개의 Item에 대해 Fail Portion을 비교해 보았다. 

Package Burn-In을 진행한 Base Group과 SPLIT 2 

그룹에서는 Core 영역의 Refresh 관련 Fail이 Wafer 

Burn-In만 진행한 그룹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반면에 SPLIT 1의 Wafer Burn-In만 진행한 그룹

의 경우 Cell R/W Fail 이 다른 그룹에 비해 많이 발생

하였다.  

 

그림 5. Package Fail 자재의 Fail Mode 

 

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

다. 하지만 SPLIT 1 그룹의 경우 Base 대비 Core 영

역에 낮은 Stress가 인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차이가 실장에서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 

품질 평가를 진행하였다. 

 

3) 품질 평가 결과 

마지막으로 품질과 관련된 평가를 확인해보았다. 첫 

번째는 Bath-tub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Bath-tub 결

과는 Package Burn-In Stress 를 얼마나 인가하여야 

하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이며, 제품이 

실제 Field에서 얼마나 수명(신뢰성)을 유지하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 중의 하나이다.  

 

그림 6. 품질 실험 그룹 별 Bath-tub 

위의 그림 6은 실험 그룹 별 Bath-tub 결과이다. 결

과를 보면 초기 Fail 부분에서는 그룹 별로 차이가 존

재하나 BI 4번째 Step 부터는 실험 그룹 모두가 비슷

한 FIT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실험 그룹 모두 Bath-tub 결과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확인한 부분은 Module 실장 Level에서 

User 조건 품질 평가이다. 아래 그림 7은 실장 평가 

결과에 대해 Base 그룹 Fail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

을 표시한 그래프이다. 

 

 

그림 7. 실장에서의 그룹 별 품질 불량률 

 

위 결과를 보면 3개의 그룹 모두 자사 품질 기준으

로 Pass 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SPLIT 그룹이 

Base 그룹보다 더 좋은 품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즉, Wafer Burn-In 조건의 조정을 통

해서 실장 불량 개선에 기여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는 Life Time Test를 진행하여 결과를 비

교하여 보았다. 아래의 그림 8은 Base 그룹의 Fail 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으로 표시한 결과 값이다.  

 

그림 8. Life Time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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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Time Test 결과는 지금까지의 결과와는 다르게 

SPLIT 그룹보다 Base 그룹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그림 8의 결과를 세

분화 시키면 하단에 파란색 표시 부분은 각 실험 그룹

에서 발생한 Core 영역의 Fail 을 표시한 것이고 빨간

색으로 표시 된 부분은 Core 외 영역의 Fail이다. 위의 

결과 Core 지역의 Fail만 생각할 경우 실험 그룹 모두 

동등한 수준의 Life Time Test 결과를 가지고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Wafer Burn-In이 Core 외

부의 잠재 불량에 대해서는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

인다. 즉, Package Burn-In을 진행하였던 Base 그룹

과 SPLIT 2 그룹에서는 Wafer Burn-In에서 인가하지 

못했던 Stress를 보상해 줄 수 있었으나 Package 

Burn-In을 진행하지 않았던 SPLIT 1 그룹에서는 다

량의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 실험의 Feedback을 통해 아직은 수정 및 보완해

야 할 부분이 보이지만, 실험에서 진행했던 Wafer 

Burn-In Stress 형태에 대한 결과만으로도 더 효과적

으로 품질 및 Yield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을 통해 Wafer Burn-In 에서 

Stress Pattern에 대한 영향 및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

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Burn-In Test는 단순히 온

도와 전압을 User 조건보다 Worse하게 진행하는 

Test가 아니다. 적절한 Stress Pattern 은 DRAM의 

특성을 열화 시키지 않으면서도 제품의 품질을 향상 시

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보여준 마지막 실

험의 결과를 통해 Wafer Level Burn-In을 통해 품질

과 Yield 모두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urn-In 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고객

의 품질과 신뢰성을 만족시키고 향상 시키기 위해서이

다. 이를 위해서 Wafer Burn-In이 각각의 제품에 맞

는 최적의 Stress Pattern을 통해 진행될 때, Wafer 

Burn-In을 통해 품질 및 신뢰성 향상만이 아닌 수율 

향상과 Cost 절감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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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메모리를 위한 원상회귀 테스트 알고리즘

(Transparent-test Algorithm for Flash memory)

장기웅, 황필주, 장훈

숭실대학교 대학원 컴퓨터학과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플래시 메모리의 원상회귀 테스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원상회귀 테스트 알고리즘은 고장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메모리의 내용을 그대로 복원시켜놓고 테스트를 마치는 기법으로,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에 많은 시스템에 탑재되어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플래시 메모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기법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원상 회귀 테스트를 통해 저장된 내용을 유지하면서 고장을 검출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를 위한 원상

회귀 테스트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Keywords : Transparent-test, Flash memory, Reliability, Coupling fault, Flash memory disturbance

Ⅰ. 서  론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SoC(System-on-Chip)에

서 메모리 코어는 칩 면적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칩의 가장 밀집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메

모리 코어의 신뢰도는 칩 신뢰도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원상회귀 테스팅은

메모리 신뢰성 향상을 위해 ECC(Error-Correction

Code)와 함께 널리 쓰이는 기법중의 하나이다. 원상회

귀 테스트는 고장 검출 없이 테스트가 완료되었을 때,

원래 내용이 보존되는 테스트 기법이다. 원상회귀 테스

트의 주 장점 중 하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간 내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1].

원상회귀 테스트 스키마는 RAM(Random Access

Memory)에서 많은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2]와 [3]의

연구에서는, 마치(March) 테스트 알고리즘을 원상회귀

마치 테스트 알고리즘으로 변환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이

제안되었다. 변환 규칙은 원상회귀 마치 테스트 단계와

시그니쳐(Signature)-예측 테스트 단계로 나뉜다. [4]의

연구에서는 원상회귀 테스트 방법론이 제안되었다. 테

스트 방법론은 민감(Sensitive)하고 역동적(Dynamic)인

고장 패턴을 모두 포함하는 고장 클래스를 커버할 수

있다. 또한 캐시와 듀얼-포트(Dual-Port) RAM에도 확

장 가능하다. [5]-[8]의 연구에서는 [2]의 방법론이 패턴

(Pattern)에 민감한 고장과 단일 V-커플링 고장(CF,

Coupling Fault) 검출에 적용되었다. 그 후 [9]의 연구

에서는 대칭 원상회귀 테스트 방법론이 제안되었다. 대

칭 특성 때문에, 시그니쳐 분석기(Analyzer)의 최종 시

그니쳐는 고장이 발견되지 않는 한 0(zero)이 되며, 시

그니쳐-예측 테스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10]에서는 대칭 원상회귀 마치 테스트의 자동 생성법

이 제안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반도체의 화학적, 전기적 반응을 이용

해 데이터의 읽기/쓰기가 가능하여 하드디스크처럼 기

계적인 구성요소가 필요하지 않고 고성능/저전력의 장

점을 지닌 플래시 메모리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플래

시 메모리는 이러한 우수한 특성 때문에 스마트폰과 같

은 휴대기기, 랩톱 및 데스크톱 컴퓨터, 엔터프라이즈

서버 같은 고성능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다. 이런 플래시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셀

배열에 따라 NOR-형과 NAND-형으로 나뉜다[11].

NOR-형 플래시 메모리는 셀별 접근이 가능하며 속도

가 빠르지만 대용량화가 어렵고 도입 비용이 비싸다.

NAND-형 플래시 메모리는 페이지(Page)별로 접근할

수 있고 집적도가 높아 대용량화가 용이하지만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하지만 NAND-형 플래시 메모리는

하드디스크에 비해 빠른 속도와 대용량화, 지속적인 가

격하락으로 인해 널리 쓰이는 저장매체인 SSD(Solid

State Disk)로까지 발전 하였다. SoC에서도 대용량 데

이터의 저장을 위해서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 메모리에는 NOR-형 플래시 메

모리와 RAM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에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많은 테스트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RAM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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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차이로 인해 테스트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은 무리가 있다. 본 논문의 본론에서는 플래시 메모리

의 구조와 원상회귀 테스트의 원리를 살펴보고 플래시

메모리에서 원상회귀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

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논한다. 실험에서는 8*8크기의

블록에 논리 값을 임의로 배치하고 플래시 메모리에서

원상회귀테스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복원 과

정을 보이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Ⅱ. 본  론 

1.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

플래시 메모리는 셀 배열구조에 따라 NOR-형 플래

시메모리와 NAND-형 플래시 메모리로 나뉜다.

그림 1. NOR-형 플래시 메모리의 전형적인 셀 배열

Fig. 1. Typical cell arrangement of NOR-type flash

memory.

[그림 1]은 전형적인 NOR-형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

을 나타낸다. BL과 WL은 각각 Bit Line과 Word Line

을 의미한다. 셀의 배열 때문에 NOR-형 플래시 메모리

메커니즘은 무작위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사용자가

무작위로 셀에 program이나 읽기 동작을 수행할 수 있

는 것이다. 동작의 예를 들면, 셀 (1,1)에 program 을

수행하려면 WL1에 HV(12-V 가량)가 공급되는 동안

BL1에 저 바이어스(6-V 정도)가 인가되어야 한다. 셀

(1,1)의 값은 바이어스 전압을 WL1에 인가하고 BL1로

부터 출력을 감지하여 얻을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NOR-형 플래시 메모리는 최소 접근단위가 byte이므로

무작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사용자

관점에서, NOR-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접근은 SRAM

이나 DRAM의 Erase 작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전형적인 셀 배열

Fig. 2. Typical cell arrangement of NAND-type flash

memory.

[그림 2]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셀 배열을 그

리고 있다. SL은 Select Line을 말한다. NAND-형 플래

시 메모리의 페이지(Page)는 행을 나타내는 단위로 자

주 사용된다. [그림 3]에서 몇몇 플래시 셀들이 두

Select transistor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숫

자들은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의 단위를 의

미한다.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동작은

program과 read, 그리고 flash가 있다. 플래시 메모리

셀의 초기 값은 논리 값 “1”이다. 그러므로 program 동

작은 플래시 메모리 셀에 논리 값 “0”을 기록하며,

flash 동작은 소거동작으로, 플래시 메모리 셀에 논리

값 “1”을 기록하는 작업이다. 여기서, flash 동작이 플래

시 메모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블록단위로 수행된다

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플래시 메모리는 플로팅-게

이트 셀(Floating gate cell)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의

블록은 이들 플로팅-게이트 셀의 실리콘 기질(Silicone

- substrate)을 공유하고 있다[12]. 플로팅-게이트 셀의

논리 값을 “1”로 만들려면 실리콘 기질에 바이어스보다

높은 고전압(25-V 가량)을 인가하게 되는데 실리콘 기

질을 블록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블록의 모든 플로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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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셀의 논리 값이 “1”이 된다. 이 특성은 플래시 메

모리를 위한 고장 검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논리

값 “1”을 기록하는 작업에 특별한 처리가 필요함을 의

미한다.

2. 원상회귀 테스팅

RAM에서의 원상회귀 테스팅은 [그림 3]처럼 마치

테스팅을 수행하며 원래 저장된 내용을 복원한다.

그림 3. RAM에서의 원상회귀 테스팅

Fig. 3. Transparent testing in RAMs

XOR 연산의 반복을 이용하여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8]

① Read(CONTENT), take signature S(CONTENT)

② Read(CONTENT),

Write(CONTENT.XOR)=NEW_CONTENT

③ Read(NEW_CONTENT),

take new signature S(NEW_CONTENT)

④ Write(NEW_CONTENT.XOR)

①에서, 원래 셀에 있던 내용에 대한 읽기를 수행하

고 읽기가 수행된 내용에는 시그니쳐(Signature)를 표

시한다. ②에서는 내용에 대한 읽기를 수행한 후에 그

내용에 기준 값 D와 XOR 연산을 한 후 결과 값을 해

당 메모리 주소에 기록한다. 논리 값은 “0”과 “1” 두 가

지만 존재 하므로 기준 값을 “0”이나 “1”로 잡고 XOR

연산시 기준 값과 셀 값이 같을 때 “1”, 다를 때는 “0”

이 된다. ③에서는 다시 해당 주소의 값을 읽고 새로운

시그니쳐를 기록한다. ④에서는 새롭게 쓰인 값을 읽고

기준값 과의 XOR 연산을 한 번 더 수행해서 그 결과

값을 기록한다. 두 번의 XOR 연산이 일어나면서 논리

값 “0”은 0 -> 1 -> 0로 변화 되고, 논리 값 “1”은 1

-> 0 -> 1로 바뀌어 결함 없이 테스트가 끝날 경우 모

든 메모리의 값이 복원 되며 이런 수행 단계를 마치 테

스트와 조합하여 원상회귀 마치 테스팅을 진행할 수 있

게 된다.

3. 플래시메모리를 위한 원상회귀 알고리즘

원상회귀 기법이 조합되지 않은 테스트 알고리즘을

원상회귀 테스팅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그림 4]와 같

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8]

그림 4. 전형적인 변환 방법

Fig. 4. a Typical Transformation Method

[그림 4]의 변환방법을 통해 도출되는 알고리즘은 플

래시 메모리의 몇 가지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변형이

필요하다. 우선, 플래시 메모리를 위한 원상회귀 마치

테스팅에서는 논리 값이 “0”인 셀들의 주소를 기록해

놓는 과정이 선행된다. 그 다음 플래시 메모리를 위해

변환된 마치 테스트를 수행하고, 마치테스트가 끝난 후

flash 동작을 통해 모든 셀에 논리 값 “1”을 기록한다.

이 상태에서 초기에 읽은 논리 값이 “0”이었던 셀들만

제외하고 논리 값 “0”을 기록해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원래 셀의 값들에 테스트가 수행된 후 반전이

일어난 결과가 되는데, 저장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행되는 원상회귀 테스트의 경우 보통 시스템이

유휴상태일 때 진행되기 때문에 테스트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 테스트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를

유실할 수 있으므로 테스트는 블록단위로 진행되어야

하며 본 논문은 방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알고리즘의 개

발을 진행 한다. 블록의 모든 셀 값에 반전이 일어난 후

에는 Flash를 통해 소거 시킨 후 반전 시 논리 값이

“1”이었던 셀들에 program 을 수행하여 논리 값 “0”을

써줌으로써 원래 값으로 복귀되게 한다. 어떤 마치테스

트를 적용하더라도 위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플래

시 메모리에서 원상회귀 테스트가 적용되며 본 연구에

서는 각 셀에 대해 논리 값 “0”과 “1”의 읽기/쓰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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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와 동시에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테스트할 블록에 접근하여 논리 값이 “0”인 셀을 찾

는 절차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블록 내 값이 0인 셀 탐색

Fig. 5. Detection of cells in the block value of 0

[그림 5]에서는 테스트 대상 블록에 접근하고 첫 번

째 셀에서 r0(논리 값 “0” 읽기) 작업을 수행하여 논리

값이 “0”인 셀의 주소를 모두 기억시킨다. 그 후 블록

전체를 flash하여 블록 내 모든 셀에 논리 값 “1”을 기

록 하도록 한다. 단, 블록별로 탐색 및 테스트가 2번이

루어지게 되는데 2번째 연산에서는 r1(논리 값 “1” 읽

기)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림 6. 블록 소거 후 셀에 0 기록

Fig. 6. Write value 0 after flash operation

[그림 6]은 블록이 소거된 후 저장되었던 셀에 논리

값 “0”을 기록하는 절차이다. 블록 내 값이 “0”인 셀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테스트 주소가 블록의 끝에 도달하

였으므로 주소를 블록의 시작부분까지 감소시키며 기억

되지 않은 셀에 논리 값 “0”을 기록해준다. [그림 5]와

[그림 6]의 절차를 블록별로 거치게 되면 원래 셀들의

값이 반전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블록별로 2번씩

반복(2번째에는 탐색할 셀의 값이 논리 값 “1”)하게 되

는데 이때, 논리 값 “1”을 탐색한 후에는 주소가 기억되

지 않은 셀에 논리 값 “0”을 기록하던 것과 반대로 기

억된 주소에 논리 값“0”을 기록하면 모든 셀에 논리 값

“0”과 논리 값 “1”에 대한 읽기/쓰기 동작이 수행되면서

셀의 기본 동작에 대한 테스트와 함께 원상회귀 테스트

가 완료된다.

Ⅲ. 실 험 

플래시 메모리를 위한 원상회귀 테스트의 실험을 위

해 제안한 절차를 프로그램 코드화 하였다. 알고리즘은

크기가 8*8인 메모리 블록 하나에 대해 수행되었다.

Algorithm 1 : 블록 내 값이 0인 셀의 탐색과 저장

모든 값 반전

for( int m = 0; m < 8; m++ )

for( int n = 0; n < 8; n++ )

if(Read0(m, n)) /* r0 수행 */

/* 읽은 값이 0인 주소 기억 */

Address[m][n] = true;

Flash(); /* 블록 소거( 논리 값 “1”) */

for( int e = 7; e >= 0; e-- )

for( int r = 7; r >= 0; r--)

/* 기억된 주소가 아닌 경우 program */

if(Address[e][r] == false)

Program(e,r);

Algorithm 1에서는 블록 내의 값이 0인 모든 셀을

탐색하고 주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flash 함수를 이용하

여 블록의 모든 셀 값을 논리 값 “1”로 초기화 한다. 그

후 주소를 감소시키며 기억된 주소가 아닌 셀일 경우

program(논리 값 “0” 기록) 작업을 수행한다.

Algorithm 1이 수행된 후에는 원래 블록의 셀 값들이

반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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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2 : 블록 내 값이 0인 셀의 탐색과 저장

모든 값 반전

for( int m = 0; m < 8; m++ )

for( int n = 0; n < 8; n++ )

/* 읽은 값이 1인 주소 기억 */

if(Read1(m, n))

Address[m][n] = true;

Flash(); /* 블록 소거( 논리 값 “1”) */

for( int e = 7; e >= 0; e-- )

for( int r = 7; r >= 0; r--)

/* 기억된 주소인 경우 program */

if(Address[e][r] == true)

Program(e,r);

Algorithm 2에서는 Algorithm 1에서 값이 반전된 블

록에서 논리 값이 “1”인 셀의 주소를 기억하고, 주소를

감소시키며 기억된 주소인 경우 program을 수행한다.

Algorithm 1과 Algorithm 2를 모두 수행하고 나면 블

록의 모든 셀에 논리 값 “0”과 “1”을 읽고 쓰는 테스트

가 진행되고 원래 블록 셀들의 값들이 복원되게 된다.

[그림 7]은 Algorithm 1을 거치며 데이터가 반전되는

과정을 나타내며 [그림 8]은 Algorithm 2를 거치며 데

이터의 반전이 한 번 더 수행되며 원래 값으로 복원되

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7. Algorithm 1의 수행에 따른 블록 데이터 반전

Fig. 7. Block data inversion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of Algorithm 1

그림 8. Algorithm 2의 수행에 따른 블록 데이터 반전

Fig. 8. Block data inversion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of Algorithm 2

Ⅳ. 결 론 

수년전 플래시메모리 시장은 USB 플래시 드라이브

와 같은 제거 가능한(Removable) 저장 매체가 주도하

고 있었다. 2004년 미국 애플사의 iPod Mini에서

NAND-형 플래시가 MP3 플레이어의 하드디스크 드라

이브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또한 4-8GB iPhone을 시작

으로 고용량의 임베디드 플래시 저장 매체가 등장하였

다. 그 후 등장한 스마트폰은 카메라, 비디오, 오디오,

게임 기능과 온라인 스토어로부터 어플리케이션과 콘텐

츠를 공급받게 되었다[13]. 또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보다 빠른 속도 및 저 전력의 장점을 갖는 플래시 메모

리 기반의 SSD(Solid State Disk)가 보급되기 시작하는

등 플래시 메모리의 활용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주로 저장매체로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는 저

장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상

회귀 테스트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모든 셀

이 논리 값 “0”과 “1”에 대해 읽기/쓰기가 잘 수행되는

지 테스트해보고 원래 값으로 복원시키는 과정이 진행

되었다. 이 알고리즘은 블록단위로 진행이 보장되고

RAM에서의 경우처럼 더욱 다양한 고장 모델이 적용된

마치테스트 알고리즘을 탑재한 BIST(Built-In Self

Test)로 적용 및 에러 검출 코드와 함께 플래시 메모리

에서도 데이터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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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curing high quality products and reducing test 

expenses are getting to be a vital consideration to DRAM 

Makers. DRAM suppliers have researched various test 

methods and Die Grading is also one of the tempting 

candidates. If grading is accurately possible, then it would 

high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ivity 

and quality. This paper presents a Grading methodology 

to distinguish between potentially good and bad chips. 

 

I. 서론 

Technology 발전에 따라 메모리 산업은 더욱 High 

Density, High Quality, High Efficiency를 요구하게 되

었다. 특히 최근에는 DRAM 제조사에게 효과적인 

Test를 통한 High Quality 제품 확보 및 Test Cost 

절감에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는 고객 만족을 통

한 고객 확보뿐만이 아닌 DRAM 제조사의 경쟁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많은 

DRAM 제조사들은 효과적인 Test를 위해 다양한 방법

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Grading 을 통한 

품질 확보와 Test 다원화 방법이다. 만약 완벽한 

Grading이 가능하다면, 이는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Grading에 대해 Die Level 

에서 Grading을 하고 DRAM Test를 효과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특히 Die 

Level 에서 사전에 양품과 불량품을 예측 및 구별하여 

Back-End Test의 수율 및 Test 효율성을 높이는 방

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II. 본론 

 

1. Die Level Grading 방법론  

Grading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Wafer Test 결과값을 

이용하여 Die Level Grading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Package Level 에서의 양품과 불량품을 예측하고자 하

였다. Die Level Grading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크

게 Grading 측면과 Grouping 측면으로 나누어 진행하

였다. 

 

1) Grading 방법 

기존의 Wafer Test에서 양품과 불량품을 구별하는 

기준은 주로 각각의 Test Item들에 대해 SPEC을 만

족 또는 만족하지 못하는가의 개별 검정 방식이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Grading을 위해 기존의 방식에 추

가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여 모든 Test Item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값을 산출하였다(이하, DRP (Distance 

from Reference Point)로 표기). DRP를 산출하는 방

식은 각각의 Test 결과를 표준정규분포 값으로 변환 

후 각 값들의 거리 평균(유클리드 거리 평균)으로 표시

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Die 들의 DRP 값을 

산출한 후 DRP 값에 따라 Grading을 진행하였다. 물

론 DRP를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Test 

Parameter에 따라 결과 값이 가지는 고유한 형태와 

제약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림1. DRP 산출 개괄도 

 

위의 그림1. 에서 알 수 있듯이 DRP 값이 의미하는 

Die Level 에서의 Quality Grading 방안 

A Methodology of Quality Grading at the Di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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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는 중심(또는 Target)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Target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Die가 불량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의 Die가 가질 수 있는 Margin 의 크기를 줄

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DRP 값에 따라 

Die 들을 차후 공정 또는 Test를 진행함에 있어 불량

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Bad 그룹과, 차후 불량 발생 

가능성이 낮은 Good 그룹으로 Grading 하였다. 

 

 

그림2. DRP 값에 따른 Fail Portion 

 

위의 그림2. 는 앞서 말한 DRP를 이용한 Grading 

방법을 통해 실제 Fail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 본 

결과이다. Main Y축(좌측)은 각 DRP 값에 따른 Die 

수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Sub Y축(우측)은 DRP 값에 

따른 Pass 자재 중 Fail 자재의 Portion을 표시하고 

있다. 결과를 보면 DRP 값이 커짐에 따라 전체 물량은 

작아지고 있지만 전체 물량 중 Fail이 차지하고 있는 

Portion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DRP 값이 실제로 Fail 확률이 높

은 자재와 작은 자재를 구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Grouping 방법 

앞서 말한 Grading 방법에서 사용한 DRP 값은 기본

적으로 거리에 대한 크기(Scalar) 값이기 때문에 방향

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Test 항목에서

는 방향성이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Grading에 앞서 Grouping을 시행

하였다. 아래 그림3. 은 방향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Grouping 시행을 했을 때를 보여주고 있다. 처음 

Case1. 의 Sample A, B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지만, 거

리로만 보았을 때는 동일한 크기 값을 가지게 된다. 하

지만 Case2. 와 같이 Grouping을 먼저 시행할 경우 

Sample A와 B는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하게 되고 따라

서 그룹에 대한 DRP 값을 산출할 경우 서로 다른 값

을 가지게 된다. 

 

 

그림3. Grouping 이유에 대한 개념도 

 

물론 그림3. 에서 보여준 Grouping 방식으로 완전히 

방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림

3. 의 경우는 IDEAL한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위

와 같이 특성이 비슷한 Die 들에 대해 Group화를 진

행함으로써 방향성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Grouping을 위해서는 K-means Algorithm을 사용

하였다. 위 알고리즘은 K개 군집의 중심 값을 결정하

고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샘플을 군집으로 배정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다.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Grouping을 시도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군집을 이

루는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와 몇 개의 군집으로 

Grouping을 진행할 것인가 이다. 위의 두 가지 사항에 

따라 그 결과 값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림4. K-means Algorithm 

  

2. Die Grading 실험 결과 

1) Grading Item 별 실험 결과 

지금까지 설명한 Die Grading 방법을 실제 Wafer 

에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진행을 위해 아

래 표1. 과 같이 SPLIT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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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진행 SPLIT  그룹 별 실험 진행 조건 

Good 그룹 Die Grading을 통한 Package Test Pass 

확률이 높은 Group 

Bad 그룹 Die Grading을 통한 Package Test Pass 

확률이 낮은 Group 

표1. Die Grading 실험 SPLIT 

 

표1. 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은 DRP 값에 따라 Fail

이 발생할 확률이 낮은 Good 그룹과 Fail 확률이 높은 

Bad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Grading 정확

도 및 Test Item에 대한 영향 성을 보기 위해 DC 

Test Item만 사용했을 경우와 DC Item에 추가로 

Function Item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모두 확인해 

보았다. 

 

 

그림5. Fail Portion 비교 결과 

 

위의 그림5. 는 Die Grading 실험 진행했을 때의 결

과이다. 그림5. 의 결과를 보게 되면 Die Grading을 통

해 진행한 Good 그룹의 Fail이 Bad 그룹의 Fail에 비

해 상당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한 

Grading 을 시행할 때 사용한 Item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5. 좌측 그

래프의 DC Test Item만 사용했을 경우 Good 그룹의 

Fail은 Bad 그룹 대비 32% 감소하였으나, DC 와 

Function Test Item을 같이 사용했을 경우 Bad 그룹 

대비 45%까지 Fail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

다. 

 

 

2) 실험 평가 

위의 두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Die Level Grading을 통해 

특성 및 Fail 확률이 더 작고 좋은 Group을 Grading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고객 대응 및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Grading 하

는 Item 선정의 중요성이다. 앞서 보여준 두 번의 실험

에서 알 수 있듯이 Back-End Test에 크게 영향을 주

는 Item을 선정하여 Grading을 실시할수록 Die 

Grading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다. 마지막

으로는 본문에서 제시한 Grading 방법은 Wafer Test

를 통해 양품이라고 분류된 Die 중에서 이후 Back-

End 공정에서도 양품일 Die를 골라내는 방법으로 Fail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본문의 방

식을 통해 Good 그룹에 속한 물량에 대한 Fail 

Portion이 Bad 그룹으로 이동하게 되는 방식으로 Fail 

자체에 대한 Screen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본문의 Die Grading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실험에서 Grading을 적용한 Wafer의 약 75% 정도는 

Good으로 판정된 그룹의 Yield가 Bad로 판정된 그룹

의 Yield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약 25%정도

의 Wafer에서는 그룹 간 Yield 유의 차가 존재하지 않

거나 혹은 Bad 그룹의 Yield가 더 좋게 나왔다. 또한 

현재의 방법으로는 전체 Fail Portion의 5%정도는 항

상 Good Group에 포함되었다. 즉, Grading의 능력과 

정확도 부분에서는 향후 방법론 개발 및 Item 최적화 

작업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I.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을 통해 Die Level Grading 의 방

법과 실험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본문에서 제

시한 방법 외에도 Die Grading을 하는 방법에는 다양

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Die Grading이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Yield 확보 측면이 아닌 Test 

효율성 측면일 것이다. Die Grading을 통한 예측의 정

확성이 높아질수록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다. Fail이 발

생하지 않을 그룹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Test 만을 통

한 Test Time 감소뿐만 아니라 Fail 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룹에 대한 Screen 강화를 통한 품질 향상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Die Grading은 모든 Test 부

분에서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막강한 Tool 이 되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High Technology 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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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High Quality, Test Cost, 생산성은 DRAM 제조

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

한 시점에서 Die Grading 방법의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신뢰성 높은 Die Grading 기법은 

DRAM 제조사의 Test Cost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필

수적인 기술로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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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control yield and quality assurance, it is important to 

operate the database system on test result and fail information. 

This paper will show how to use the features of the SPD, 

EEPROM and the concept of utilizing the information test 

history and fail information as a way to manage them more 

efficiently. It will also include the computerization of the 

Module Test and how it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quality 

and yield. 

 

I. 서론 
Computer System(이하 Computer)의 Main Memory로 사용되는 

Memory Module(이하 Module)의 최종 Test 공정인 Module Test의 

품질은 고객 품질과 직결되므로 Module Test 공정의 Test 이력 

및 불량 정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Module Test에 사용되는 Tester(이하 실장기)는 완제품 

Computer을 사용하므로 Test Data 관리 측면에서 Electrical Tester

에 비해 제한적이기에 Data 관리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 되지 

않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Test 이력 및 불량 정보를 활용에 제한

이 많은 실장기가 아닌 Test되는 Module에 저장하는 방법을 연

구하여 SPD를 저장하기 위한 Module의 EEPROM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창안하여 구체화했다. 본 논문에서 그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II. 본론 
EEPROM과 SPD를 활용한 Module Test Data 관리 방안

에 대한 Concept 및 활용에 대해 알아본다. 

 

1.  EEPROM, SPD  
가. EEPROM 

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OM의 약자인 

EEPROM은 전기적인 신호로 Data를 지우거나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로서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유지하는 

ROM의 특징과 입/출력이 가능한 RAM의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고 Module에 장착되어 SPD를 저장하는 기능

을 한다 

나. SPD (Serial Presence Detect) 

EEPROM에 저장되어 있는 SPD는 Computer 시작 시

에 System Processor에 제공되는 초기 정보이며, System 

Processor는 SPD 정보를 이용하여 Module의 구성 형태

를 인식한 후 Computer가 정상동작 가능하도록 Module

에 대해 환경 설정을 하게 된다. 

 

다. SPD 구성 (Jedec 규정) 

SPD에 저장되는 내용은 국제 표준화 기구인 JEDEC 

(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모든 DDR3 Module이 동일하며 아래 

표 1과 같이 256 byte로 규정 되어 있다. 

 

Byte 기능 (Function Described) 

0 ~ 59  General Section (DRAM 기본 동작 규정)  

60 ~ 116  Module Specific Byte (Module Type별 규정) 

117 ~ 125  Unique Module ID  

126 ~ 127  SPD Cyclical Redundancy Code 

128 ~ 147  Module Part Number, Revision Code 

148 ~ 149  DRAM Manufacturer’s JEDEC ID Code 

150 ~ 175  Manufacturer’s Specific Data 

176 ~ 255  Open for Customer Use 

표 1. SPD Address Map 

 

표 1에서와 같이 150 ~ 175 byte는 Module 제조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Test 이력 및 불량 정보를 

이 영역을 활용하여 저장하고자 한다. 

 

2. Test 이력 및 불량 정보 저장 

 

가. 정보 저장 프로그램 개발 

Computer에서 Module의 EEPROM을 Control하는 곳은 

Southbridge로서 ICH(입/출력 컨트롤러 허브)라고도 부르

며 그림 1과 같이 SMBus(System Management Bus)를 통

하여 EEPROM과 통신한다. 

SPD 를 활용한 Module Test 수율, 품질 관리 

Module Test Yield & Quality Assurance Management using SPD Data 

 

김태광, 이종인, 박정식 

Hynix Semiconductor Inc. 

taekwang.kim@hyn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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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mputer System Block Diagram 

 

EEPROM의 원하는 Byte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ICH의 Control이 필요하다. 이에 ICH Chip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Datasheet를 바탕으로 ICH Control을 통한 

EEPROM의 입/출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Test 이력 및 

불량 정보를 저장 할 수 있게 하였다. 

 

나. Test 이력 및 불량 정보 저장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EEPROM의 Data 저장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SPD의 Manufacturer’s 

Specific Data 영역인 150 ~ 175 Byte에 규정된 내부 규칙에 따

라 Module 품질, 수율 관리에 필요한 Test 이력을 저장 

할 수 있다.  

Test 이력 이외에도 Module Test 시 불량 발생한 제품

의 경우에는 불량 분석 시 활용을 위해 불량 정보를 내

부 규칙에 따라 저장 할 수 있다. 

 

3. Test 이력 및 불량 정보 활용 

 

가. Test 이력 정보 활용 

Module Test나 출하 검사 시 EEPROM에 저장된 앞 

공정의 Test 이력을 이용하여 Test시 문제가 없었는지 

검사 할 수 있다. 

이런 검사를 통하여 정해진 Test Spec. 대로 Test가 진

행 되었는지 검사할 수 있어 최상의 품질의 제품을 확

보하여 고객에게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나. 불량 정보 활용 

불량 발생하여 불량 원인에 대한 분석 시 최초 불량 

정보를 알게 되면 분석 시간 단축 및 분석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경우 불량 자재의 EEPROM을 Read하여 저장되

어 있는 불량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 할 수 있다. 

특히 실장(Application) Test에서 불량 된 경우 불량 정

보를 알아야 Electrical Test에서 분석이 가능하기에 불량 

정보는 유용하게 사용된다. 

 

다. 전산 Database 구축 

Test 이력 정보 및 불량 정보를 필요 시 EEPROM을 

Read하여 알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성 파악 및 관리

를 위해서는 Test 진행 되는 제품의 전체 결과가 필요

하므로 Test가 종료된 후 EEPROM을 Read하여 그 내용

을 Database로 전송하여 Test 진행된 모든 제품의 Test 

이력과 불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Database 구축 등 전산화 작업까지 완료하였다. 

구축된 전산은 Module Test 공정의 품질과 수율 관리

에 활용 한다. 

 

III. 결론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odule Test에서 품질과 

수율을 관리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Test 이력정보와 

불량정보의 분석 및 관리가 중요하지만 실장기라는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EEPROM의 특징과 SPD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해결 방법을 고안하였고 ICH Control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체화 할 수 있었다. 

전산화까지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습득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품질 및 수율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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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he way how we can screen defective 

products by using failure accumulation wafer map through PKG 
Test with minimum tests. Fabricated Wafer is divided into lots of 
chips by sawing works. Each chip has the specific Information 
from computerization works. For example, we can know where 
each chip was and what kind of specific number each chip had. 
Each chip could be defective products from the specific location 
on wafer map. 
After gathering the defective products that have similarly 
Electrical Test Characteristic, those can be located on wafer map. 
And we can compare the wafer map and the Date Base that is 
made before. By using this method, we can screen defective 
product with minimum tests. We can assure reliability of 
products and reduce the costs of products. 
 

I. 서론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을 늘리면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산량을 늘려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품질이 저

하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당면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

다.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에는 불량률을 줄여서 출하물

량을 늘리는 것이 있다. 이러한 불량률을 줄이는 것은 

수많은 TEST공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또한 모

두 생산비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에 마이

너스가 되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TEST공정을 진행하

지 않는다면 품질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신뢰성을 하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원가 경쟁력을 확보

하면서 신뢰성 또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불량품에 

대해서 출하 전까지 모든 TEST공정을 거치기 전에 미

리 제거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이 이 논문에 시작점

이라고 할 수 있다.  

 

II. 본론 

 

생산된 Wafer내에 수 많은 CHIP은 Package가 되어 

여러 가지 TEST공정을 통해서 양품은 출하되지만, 불

량품은 다양한 종류의 불량 유형을 가지고 불량품으로 

판정 받게 된다. 이때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불량 

유형이더라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불량

에 대한 Data Base를 구축하게 된다면, 수 많은 

TEST를 통하지 않고 불량이 나오는 여러 개의 CHIP

에 누적 MAP을 만들어서 이 누적 Map형태만으로도 

어떤 불량인지를 미리 예측 가능하여 제거할 수 있다. 

이는 신뢰성 및 원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

다. 다음은 이러한 누적 MAP형성에서부터 공정 개선

까지의 새로운 시스템 적용에 관한 내용이다. 

 

Wafer      Sawing   Package 전산화    TEST 

그림1. Wafer ~ TEST까지 진행 Sequence  

 

Wafer에서 Sawing, PKG를 거쳐 각각의 Package된 

CHIP은 전산으로 등록이 될 것이며, 이는 양산 관리

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림2. 불량 누적 Wafer Map을 통한 분석Sequence 

단품 TEST 를 통한 불량 누적 Wafer Map 기반 불량의 참 원인 
검출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f Detecting Root Cause By Using Failure Accumulation Wafer Map 
through PKG TEST  

박대성, 안중진, 박진요,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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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산화 된 CHIP은 여러 가지의 TEST 공정

이 진행 된다. TEST 공정에서 각각의 CHIP에 대한 

정보를 알아 내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CHIP ID 

Program), 해당 CHIP에 대한 고유번호와 Wafer내에

서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아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TEST 후에 불량품이 발생

하게 되면, 유사한 Electrical TEST 특성을 가진 

CHIP에 대해서는 고유의 ID와 Wafer내 어디에 위치

해 있었는지 누적 MAP을 만들어 기존에 있는 Data 

Base와 비교하여 불량을 검출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어떤 특징적인 누적 MAP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기존 Data Base에 Data가 없어 정확히 어떠한 불

량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누적 Map에 위치한 샘플들에 대해서 Electrical 

TEST 특성이 유사한 것들을 모아 Physical적인 분석

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다. Physical 결과를 

확인 시 같은 양상으로 확인되면, 이것이 이 특정 누

적 MAP에 대한 불량 원인이며 이는 향후 Data Base

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누적 MAP에서 불량이 확인되면, 해당 CHIP ID

를 가지고 공정이력을 파악하여 특정 장비 또는 특정 

구간 문제 등의 DATA를 확인하여 정확한 불량의 

Root Cause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로 상기 내용처럼 단품 TEST를 통해서 불량 누적 

Wafer Map 기반을 이용해서 불량의 참 원인 검출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표1. 특정 PKG TEST 공정에서 문제점 및 분석 내용 

 

PKG TEST 공정 진행 중에 “H” TEST공정에서 불량

이 약 3.0%이상 발생하여서 이에 대한 원인 파악 및 

개선 대책이 필요하였다. 기본적으로 Electrical 특성을 

가장 먼저 Check하여 Major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

장 우선 순위이다. 이러한 Electrical Test 특성을 파악

한 후 상기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한 제품을 가지고 

CHIP ID PROGRAM과 누적 Wafer Map을 사용하여 

정확히 Wafer Map에 어디에 위치에 있고 어떤 특정 

ID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확인 결과 그림 3와 같이 Wafer Map에 EDGE

와 CENTER 쪽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DATA BASE와 비교 시에 도넛츠 MAP과 유사한 형

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누적 Wafer Map>             <Data Base Map> 

그림3. 불량의 누적 Wafer Map 및 Data Base Map 

 

이러한 DATA를 기반으로 해서 공정 이력까지 확인 

시에 ‘D’라는 Cleaning 공정에서 장비를 정비 후에 특

정 구간에서 Particle Trend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구

간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D’라는 Cleaning 장비에서 

진행한 특정 구간 제품들은 모두 스크랩 처리를 진행하

였으며, 정확한 공정 원인을 파악 하기 위해서 

Physical 분석까지 진행하였을 때 과거 Data Base와 

유사하게 Etch후에 Cleaning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Hume 영향에 의해 Contact에 영향을 주어 Contact 

Not Open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렇게 약 3%가량의 불량 제품에 대한 원인 및 조치까

지 약 1주일 안에 진행 완료 되어서 자칫 신뢰성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불량을 빠르게 제거하게 되었다. 이렇

게 단품 TEST를 통해 불량 누적 Wafer Map 기반 불

량의 참 원인을 검출하여 빠르게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여 원가 경쟁력 및 신

뢰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II. 결론 

 

 

그림4. ‘H’ TEST공정 기존 vs 누적MAP 적용 후 불량률  

 

실제로 이러한 System을 적용하기 이전에는 위 그림4

와 같이 “H” TEST 공정에서 불량률이 약 5주간 평균 

약500ppm대로 높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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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적용 후 ‘H’ TEST 공정 불량률이 2주간 평균 

약330ppm정도로 지속되다가 안정화된 것을 확인하였

다. 이렇게 누적 MAP System을 적용하여 불량률을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 시킴과 동시에 전체적인 불량률 

또한 낮게 유지 가능할 수 있었으며, 이는 불량 제품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 원가 경쟁력 및 신뢰

성 모두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TEST 장비 or TEST Pattern등을 통해 불량

을 제거했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System적

용을 통해서 공정의 참 원인까지 불량을 제거하여 불량

률을 낮출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지속

적인 연구 및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반도체 생산 

및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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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AND flash product has redundancy 

columns to repair bad cells. So the number of 

redundancy columns is used to replace global 

fail column (GFC). Nevertheless, some 

replaced GFC has caused a fail of adjacent 

column. An optimal solution to improve 

reliability of the product is replacing GFC with 

an adjacent column. 

  

I. 서론 

반도체 제품은 에치(etch), 디퓨젼(diffusion), 

포토(photo), CVD, 클리닝(cleaning)과 같은 단

위 공정의 반복을 통해 제조된다. 각 공정은, 미

세한 패턴을 이용하여 실리콘 원판 위에 직접회

로를 구성한다. 따라서, 웨이퍼(wafer) 위에 플

래시(flash) 메모리(memory)가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며, 공정 기간만도 수 

십 일에 이를 정도로 길기 때문에 셀(cell) 영역

에 불량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프로브 테스트

(probe test)의 경우 이러한 셀영역의 불량을 리

던던시(redundancy)라 불리는 예비 셀 영역으로 

대체하여 제품의 불량률을 최소화 하고 있다. 

[1][2]  

이러한 작업을 리페어(repair)라고 하며, 낸드 

플래시(nand flash)의 경우 리페어 효율을 증가

시키기 위해 셀 단위로 리페어를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 디코더(block decoder)단위 또는 

컬럼 디코더(column decoder)단위로 리페어를 

실시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대체된 글로벌 성 불량 컬럼이 인

접 컬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글로벌 성 

컬럼 리페어를 할 때 불량이 나지 않은 인접 컬

럼까지 같이 리페어 함으로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

다. 

 

II. 본론 

1. 글로벌 성 컬럼 불량의 종류 

글로벌 컬럼 성 불량의 가장 흔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인접 비트라인 리키지

로 인한 불량이다. 

 

 

그림 1. Drain Contact Space 부족 Metal 

Bridge  

글로벌 성 불량 컬럼의 인접 컬럼 리페어를 통한  

제품의 품질 향상 방안 

Improvement of product reliability by using adjacent column repair  

김추석, 이진용, 한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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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etal 잔여물질에 의한 Short 

 

그림 1과 그림 2에서처럼 불량 셀은 리드

(read) 오퍼레이션(operation)에서 브리지

(bridge)가 난 인접 컬럼에서 리키지(leakage)

가 발생하여 셀의 데이터가  ‘0’을 저장하였는데, 

‘1’로 출력하게 된다. 비트라인(bit line) 리키지 

불량의 경우 동일 비트라인을 공유하는 모든 셀

에서 저장된 값과 관계없이 ‘1’로 출력하게 되는 

글로벌 성 불량이 발생한다. 

글로벌 컬럼 성 불량의 두 번째 케이스(case)

는 그림3과 같이 공정상의 디펙트(defect)로 인

해 비트라인이 오픈(open)되는 불량이다. 

 

 

그림 3. Metal Line의 Open 발생 

 

비트라인 오픈이 발생하게 되면 비트 라인을 공

유하는 모든 셀들이 저장한 데이터와 관계없이 

무조건 ‘0’의 데이터만이 출력이 된다. 

프로브 테스트에서는 글로벌 컬럼 성 불량을 

리던던시 컬럼으로 대체 함으로써 불량률을 줄이

고 있다. 하지만 위 두 케이스의 경우 불량이 난 

컬럼이 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불량 

컬럼이 인접 컬럼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리페어 시 인접 컬럼까지 같이 리페어 해주어

야 패키지(package) 이후 대체된 불량 컬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불량을 줄일 수 

가 있다. 

 

2. 글로벌 컬럼 성 불량 테스트 방법 

앞서 글로벌 컬럼 성 불량의 종류를 알아 보았

고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불량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레이즈(erase)된 셀의 경우 비트라인의 전압

이 소스라인으로 빠지며 ‘1’의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고, 이와 반대의 프로그램(program)된 셀의 

경우 비트라인의 전압이 유지되며 ‘0’의 데이터를 

출력하게 된다. 비트라인 리키지 불량 검출의 경

우 모든 블록의 스트링(string)을 비트라인과 오

픈 시켜, 항상 비트라인 전압이 유지되는 상황에

서 출력되는 기대 값을 ‘0’으로 주어 테스트를 한

다. 비트라인 리키지 불량이 있는 경우 비트라인

간 리키지로 인해 출력되는 데이터가 ’1’로 바뀌

어 불량 컬럼으로 검출 할 수 있다.  

비트라인 오픈의 경우 모든 셀이 이레이즈

(erase)된 상태에서 여러 블록의 스트링과 비트

라인을 연결하여 기대 값을 ‘1’로 주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때 한 블록의 셀이 비트성 불량이더라

도 다른 블록의 셀이 정상이라면, 비트라인의 전

압이 떨어지며 출력 값이 ‘1’이 되며, 오직 비트

라인 오픈과 같이 글로벌 컬럼 성 불량일 경우에

만 출력 값이 ‘0’으로 되어 오픈 성 불량 컬럼을 

검출 할 수 가 있다. 

 

3. 글로벌 컬럼 성 불량의 인접 컬럼 리페어 

필요성 

지금까지 글로벌 컬럼 성 불량의 종류와 테스

트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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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이 난 컬럼은 프로브 테스트에서 리페어를 

해서 패키지 되지만, 앞서 설명한 글로벌 컬럼 

불량의 경우 정상 컬럼으로 리페어 되더라도 대

체 되기 전 불량 컬럼이 인접한 정상 컬럼에게까

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지 이후 불

량 컬럼이 인접한 컬럼에 불량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림 5. Metal Bridge 발생 경우의 Cell Current 
 

그림 5는 비트라인 리키지 불량이 난 컬럼과 

인접 컬럼의 리드 전압 별 전류를 측정한 그래프

이다. 비트라인 리키지 불량 컬럼의 경우 테스트

에 의해 검출이 되지만 인접 컬럼의 경우 위 그

래프와 같이 리드 전압을 주었을 때 정상 컬럼보

다 비트라인에 흐르는 전류가 높지만 테스트에 

의해 검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매 불량 컬럼

의 인접 컬럼을 측정하게 되면 그 컬럼이 불량이 

나는지 알 수 있겠지만 양산성을 띤 프로브 테스

트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매번 거칠 수가 없다.  

또 한 메탈(metal) 브리지(bridge)가 발생한 경

우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불량이 컬럼 

인접 컬럼까지 마이크로(micro) 브리지가 발생하

여 제품 출하 이후에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

다.

 
그림 6. BL Open에 의한 인접 Column BL 

Bounching 발생 

그림6은 비트라인 오픈에 의해 인접 컬럼이 비

트라인 바운싱(Bouncing)을 일으켜 프로그램 불

량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BL n+1: 이레이즈 상태의 셀 

BL n: 비트라인 오픈 불량 셀 

BL n-1: 프로그램을 수행할 셀 

이 경우 프로그램을 수행할 셀이 정상적으로 프

로그램을 마쳤더라도 바운싱에 의한 전압 강하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량

이 발생한다. 

 

III. 결론 

 지금까지 글로벌 컬럼 성 불량이 인접 컬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글로벌 컬럼 성 불량

이 났을 경우 인접 컬럼을 리페어 하지 않을 경

우 불량 컬럼으로 인해 패키징 이후 불량이 발생

할 수가 있다. 초기 제품 설계단계에서 대체 컬

럼 수요를 인접 컬럼 리페어까지 고려하여 대체 

컬럼을 책정한다면 수율(yield)의 저하 없이 인

접 컬럼 리페어를 통해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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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히스토그램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ADC의 정적 파라미터 측정

(Built-In Self Test Scheme for Static Parameters of ADC without
Histogram-based Method)

손현욱 김인철 장재원 강성호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chaos302, kich8718, jaera82}@soc.yonsei.ac.kr,
shkang@yonsei.ac.kr

Abstract

As more mixed-signal circuits are implemented into a

single chip, ADCs(Analogue-to-Digital Converters) are

considered as critical devices. To reduce the cost in terms of

test time and hardware requirement, many histogram-based

BIST(Built-In Self Test) approaches have been studied but

the difficulty of generating on-chip reference and

requirement of complex logic for the histogram evaluation

cause another problem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daptive digital BIST for static characterization of ADCs.

The proposed method improves the test speed and accuracy

compared with previous works.

Keywords : ADC BIST, static testing, histogram method

Ⅰ. 서  론

혼성 신호 회로의 집적도가 높아지고 저전력, 저면적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설계한 SOC

(System-On-Chip)의 동작을 검증하는 테스트가 중요

한 이슈가 되고 있다[1],[2]. 특히 디지털과 아날로그 영

역의 데이터 변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ADC

는 전체 시스템 성능에서 매우 큰 위치를 차지하기 때

문에 반드시 테스트 되어야 하는 소자이다. 이러한

ADC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동작속도 테스트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체 내장 테스트(BIST)가 널리 연구되

었는데, 그 중에서 일정한 입력 패턴에 대한 출력 값의

빈도수를 측정하여 고장 유무를 판단하는 히스토그램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3].

하지만 히스토그램 방식을 이용하는 BIST에는 몇 가

지 문제점이 있다. SOC 상에서 정확한 테스트 기준을

구현하기 어렵고, 작성된 히스토그램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하드웨어가 요구된다. 또한 테스트 모

드 시 입력을 위한 시그널 패스가 삽입되면서 정상 동

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히스토그램 방식의 단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에서는 히스토그

램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테스트 결과 값을 유사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4]에서는

테스트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INL(Integral Non-

Linearity)에 한정되고, 테스트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테스트 모드 없이

정상 동작에서 테스트가 수행되는 기법의 특성을 감안

하면, 특정 시점에서 테스트가 종료되는 경우 전혀 다

른 결과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히스토그램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ADC의 자체 내장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방식에서는 DNL (Differential Non-

Linearity)의 측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기존 연구의 기

법을 개선하여 보다 빠른 시간에 정확한 테스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Ⅱ. 기존 연구

ADC의 정적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DNL, INL를 측정

함으로써 수행된다. ADC의 DNL, INL은 그림 1에 나타

난 것과 같다. DNL은 천이가 발생되는 두 입력 사이의

전압 차이, INL은 천이가 발생되는 입력전합과 이상적

인 값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1)과 같다.

그림1. ADC 정적 파라미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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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4]에서는 ADC의 INL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INL

예측 값(INLj)과 이상적인 출력 값(tj
(ideal))의 합을 실제

측정 값(X)과 비교하여 INL 예측 값을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4]에서 제안하는 INL 값의

예측 원리는 (2)와 같다.

   








i f   
i f    
     

···························(2)

위의 방식에서는 고정된 µ 값을 사용하여 INLj를 업

데이트 시켜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INL 값이

수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정상 동작의

입력을 그대로 테스트에 이용하기 때문에 INLj를 업데

이트 시키지 못하는 입력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Ⅲ. 제안하는 방식

본 논문에서는 [4]의 방식을 개선하여 (3)과 같은

INL 예측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기존

에 한 가지 값으로 이용되는 µ 값을 두 가지 경우로 나

누어 유동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또한 하나의 측정값에

대해 INLj의 업데이트가 조건에 따라 여러 번 가능하도

록 함으로써 테스트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한다.

   








   






  

   


  

   





  

   


  

     

···························(3)

(3)에서 조건(cond.) 1은 ADC의 측정값 X가 INL의

예측 값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 경우 INLj

는 증가함에 있어 조건 2를 만족할 때까지 INLj를 여러

번 증가시킴으로써 하나의 측정값에 대해 수행될 수 있

는 업데이트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

는 방식에서는 적은 입력에 대해서도 정확한 INL 결과

를 얻을 수 있고, 테스트 시간 역시 단축할 수 있다.

조건 2는 측정값 X에 대해 INL 예측값을 증가시키

는 과정에서 경계에 도달한 경우를 나타낸다. 이전 단

계에서 더한 µh에 의해 INL의 예측값이 X보다 커진 경

우, 발생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µh보다 작은 µl을 빼

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파라미터 측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임으로써 보다 정확한 테스트 결과

를 얻는 데에 기여한다.

조건 3과 4는 X가 INL의 예측 값을 감소시키는 경우

를 나타낸다. 앞서 설명한 조건 1, 2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µh에 의해 INL의 예측값이 X보다 작아지는 시점까

지 INL 값을 감소시키고, 최종적으로 µl 값을 더해주면

서 X에 대한 INL 예측값의 업데이트를 마치게 된다.

DNL 값은 (4)의 관계에 의하여 INL 값을 통해 결정

된다. 제안하는 방식에 의해 INL 예측값이 업데이트 되

는 과정에서 인접한 INL 예측값의 차를 구함으로써

DNL 예측값을 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방식을 수행하기 위한 BIST 구조는 그

림 2와 같다. ADCtest에서는 제안하는 방식에서 사용되

는 Tj
(ideal)을 생성하고, Comparison Block에서는 조건

1부터 4의 내용을 판단한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Update Block에서는 INL 예측값에 µh혹은 µl을 증감시

키고 이를 Register Bank에 저장한다. 일련의 테스트

동작은 ADC 동작 클럭이 아닌 테스트 클럭을 통해 이

루어지게 되며, 테스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ADC

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2. 제안하는 ADC 정적 파라미터 예측 기법을 위한

하드웨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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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존 방식과 제안하는 방식의 테스트 완료 비율

그림 3. 기존 연구와 제안하는 방식의 테스트 결과 비교

Ⅳ.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식이 테스트 시간 및 정확성에 대해 가지

는 효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은 C언어를 통해 랜덤으로 입력 값을 생성

하고 10-비트 ADC의 천이 발생지점에 최대 ±1 LSB만

큼의 오차가 발생하도록 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측정

값을 이상적인 ADC 결과 값과 비교하여 INL 데이터를

완성하고, 이를 기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성능 향

상을 관찰하였다.

그림 3은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 실험한 결과와 기존

연구[4]의 방식을 통해 얻은 INL 데이터 및 기준 결과

값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방식 모

두 거의 동일 테스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안하는 방식이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준 결과 값과의 비교를 통

해 얻은 테스트 정확도는 제안하는 방식이 [4]의 방식

에 비해 약 2.5%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는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각각의 입력 샘플

값에 의해 완성된 INL 파라미터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

림 4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방식에서 기존 방식에 비

해 테스트 속도가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를 알 수 있

다. 또한 단위 입력 샘플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은 INL

데이터를 측정하고, 각각의 파라미터가 결정되는 시점

또한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히스토그램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ADC의 정적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식은 자체 내장 테스트를 적은 하드웨어만

으로 수행 가능하고, 정상 동작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

에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 비해 전체 테스트 시간을 줄이고 단위 시간 동

안 테스트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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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Level에서의 System Function Verification을 

위한 System Test Method 
(System Test Method for System’s Function Verification 

by Application Level) 

박성복, 남정현, 임광빈 

 
Abstract 

 

반도체의 Test 공정은 크게 Wafer Test와 Package Test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그 공정의 특성상 Test System의 Test 

사양도 상이하고, Wafer 및 Package Device에 따라 이를 Handling하고 접속하는 환경적인 차이가 크게 달라진다. 

Package Test의 경우 Test System과 DUT Board, 이를 Handling하는 Handler로 구성되며, Wafer Test의 경우 Package의

DUT Board에 해당하는 Probe Card와, Handler에 해당하는 Prober로 구성 된다. Device를 Test하기 위해서 Package 

Test의 경우, DUT Board와 Manual Test Jig, Target Device만 있어도 System 자체적으로 System 기능 검증 및 Test가

가능하나, Wafer Test의 경우 Probe Card와 양산 Wafer, 이를 Probing해주는 Prober System까지 있어야 만이 Memory 

Semiconductor 소자에 대한 기능 검증 Test Program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Test System의 User 

Level에서의 시스템 검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적인 차이에서 오는 Wafer Test System

검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Debug station을 이용한 Manual Test Interface Jig를 사용한 검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Ⅰ 서론 
 

일반적인 ATE의 기본적인 구성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DUT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와 

Device의 주요 DC Parameter를 측정하기 위한 

PMU Unit과 Input Stimulus를 위한 Clock을 

발생시키는 Timing Generator, ALPG, Pin Driver, 

Formatter, 기대 값과 Device출력 값을 비교 

판단하는 Comparator등의 주요 기능 Block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Semiconductor 

Test Process는 Fig. 2 과 같이 Wafer test 와 Package 

Test process로 나뉘어진다. Test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Wafer Test 와 Package Test Process 의 

DUT(Device under Test) Interface 구성 차이가 Test 

System H/W기능 Block의 검증을 위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유발한다. 다양한 기능을 갖는 

ATE System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System Board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장 진단에 

대한 고려와 제조 후의 System Accuracy를 

검증하기 위한 Calibration Method등 ATE 

Architecture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1-3]. 본 논문에서는 환경적인 

차이로 시스템 무결성 검증이 어려운 Wafer Test 

Process에 사용되는 ATE의 검증에 있어서 Debug 

station을 이용한 Manual Test Interface Jig를 사용한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단순 Board level이 아닌 

User Level의 Application Test Program을 구현하여 

시스템 전체적인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1 Traditional Test Architecture 

 

 
Fig.2 Wafer Test process vs Package Test process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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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본  론 
 

 

2.1 System Diagnostics의 취약점 

System DIAG의 경우, DPS/PMU/DRV/CMP/ALPG 

등의 기능 검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실시하나, 

DIAG PGM상에 설정되어 있는 값이 Hardware 

Register에 Setting되어 있는 지까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Setting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 경우, Pin Card에 접속하여 

Load를 통한 정상 출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DIAG 및 Calibration Board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실제 양산시에 DUT Board 또는 Probe 

Card를 분리해서 DIAG Board를 장착 하는 것은 

시간 소요 및 작업상의 불편함으로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DIAG 

Board의 수동 소자를 통한 Input Signal에 대해서만 

검증이 실시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Debug station을 이용한 Manual Test 

Interface Jig를 사용한 ATE System의 검증 

H/W구성을 Tabl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TABLE 1 

 

No. Item 

1 ATE System 

2 Manual Test Jig I/F (3 Type) 

3 Evaluation Device 

4G NAND – 48 TSOP 

256M SDRAM – 54 TSOP 

2G NAND – 425 FBGA MCP 

 

 
 

Fig.3 Manual Test Interface Jig and Debug 

Station

 
Fig.3 Manual Test Interface Jig 

 

2.2 Manual Test Jig 

Device Socket과 PCB에 실제 ATE System과 동일 

길이의 Impedance Cable을 접속하여 Pin Card 1매 

분의 Manual Test Jig를 제작하여 Debug System 

에서 사용이 용이하도록 구성 하였으며, DUT별 

Signal Pin을 장착하여 Oscilloscope 및 Logic 

Analyzer를 사용하여 파형 관측 및 ALPG의 출력 

관측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3. 검증 Flow  

본 Manual Test Jig를 이용한 System Verify   

Method를 구현 및 검증하기 위한 Flow는 Table 

2와 같은 절차를 사용하였다. 
 

Table 2 

No. Item 

1 System 기능 검증 

2 Device 특성 평가 및 분석 
3 Engineer의 Test Skill-up 

 

2.4. 검증 방법 

System 기능 검증은 Table 3와 같은 Test Item을 

이용하여 Package Device에 대한 Test 및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3 

Item Detail Note 

Open/Short/ 

Leakage 
측정값 분석  

ICC 측정값 분석 

파형 분석 

Oscilloscope 

Logic Analyzer 

Function 

Test 

Address/Data/ 

SEQ 분석 
Oscilloscope 

Logic Analyzer 

Waveform 

Signal관측 
DC/AC 

Parameter 분석 
Oscill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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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실 험  
 

3.1 실험 내용 
 

가. Test Program 작성 

나. DC Parametric Test 

다. AC Parametric Test 

라. Oscilloscope를 이용한 Command별 Signal 관측 

- VCC/GND/VIH/VIL Level 관측 

- Timing Generator 및 Waveform 결과 관측 

마. Logic Analyzer를 이용한 ALPG Logic 검증 

- X/Y Address Register 기능 검증 

- Data Register 기능 검증 

- Pin Selector 및 Waveform 기능 검증 
 

 
 

(SDRAM CL2 BL4) 

 
(SDRAM CL3 BL8) 

 

 

   바. Device 특성 분석 
 

      - SHMOO Plot 

 
(4G NAND Vout SHMOO) 

 

- Fail Bit Map 

 
(4G NAND Fail Bit Map – Checker Board Fail) 

 

   사. Device Function Test 
      - NAND Program/Erase/Imprint/Verify 

      - SDRAM Write/Read/Refresh/Clock Suspend 

       (Checker Board/March/Scan/Column Bar/Row Bar) 

 

. Ⅳ 결 론  
Manual Test Jig를 사용하여 Test 진행한 결과, 

기본적인 System 진단 Tool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Application Level에서의 각 기능 검증 에러 

포인트에 대한 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기존 System 진단 방식에서 ALPG의 복잡한 

Algorithm에 대한 기능 이상을 보다 상세히 

검출할 수 있었으며, Device 특성 분석을 통하여 

시스템과 Device의 특성 분석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 효과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 고가의 Probe Card, Prober없이 System 

기능 검증 구현으로 Cost 절감 효과. 

나. 조기 System 기능 오류 검출 및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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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Cost 절감 및 개발 기간 단축 효과. 

다. 완성도 있는 System 납품으로 고객의 

  조기 양산 기여를 통한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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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테스트학술대회 논문 투고 형식

프로세서 기반의 효율적인 SoC 디버깅 플랫폼

(Efficient Processor-based SoC Debugging Platform)

최인혁, 한태우, 강성호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processor-based efficient debugging platform for SoC design which contains embedded processor.

Recent SoC design methodology is hardware/software co-design technique using operation of embedded processor. In this

reason, processor-based SoC debugging platform uses embedded processor for control of SoC debugging with debugging

program and this platform uses simple debugging controller. Processor-based SoC debugging platform achieves low cost,

high-speed, flexibility in SoC debugging..

Keywords : SoC, 임베디드 프로세서, 디버깅, 인터럽트

Ⅰ. 서  론

SoC(System-on-Chip) 설계 기술의 발전은 SoC 설

계 시간의 단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SoC 개발 추세는 집적도의 향상과 더불어 개별

IP 코어의 수가 증가하고 복잡성이 커지기 때문에 SoC

설계 시간이 단축되는 것에 비해 SoC를 디버깅하는 시

간은 전체 SoC설계 시간에서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

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SoC를 설계할 때, 효율적

으로 SoC를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한

SoC 설계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의 SoC 디버깅 방법에는 logic analyzer와

ICE(In-Circuit Emulation) 방법이 대표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두 방식은 외부에서 디버깅을 하는 호스트 모

듈과 디버깅 프로그램을 두고 간접적으로 SoC를 디버

깅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SoC를 보드 수준에서 검

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SoC를 접근하므로

SoC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SoC의 시스템 클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high-speed의 디버깅이 가능하지

않다 [1]. 이 점에서 ICE를 SoC내에 구현하여

high-speed의 SoC 디버깅이 가능한 ICE를 설계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2]. 또한 IEEE1149.1 JTAG 표준을

사용하고 이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설계하여 디버깅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3]. 위의 두 방법은

SoC의 시스템 클럭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SoC의 디

버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SoC에

서의 게이트 카운트를 증가시키며 설계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대부분의 SoC가 프로세서를 포

함하고 프로세서 기반의 동작을 수행하면서 HW/SW의

SoC co-design을 적용하는 것에 착안하여, SoC의 디버

깅 동작을 복잡한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세서

에서 그 역학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SoC내의 기존 자

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게이트 카운트의 증가가 적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디버깅을 제어하여 SoC 플랫폼의

변경에 적응성이 높으며 high-speed의 디버깅이 가능

한 SoC 플랫폼을 제시한다.

Ⅱ. SoC 디버깅 플랫폼

프로세서 기반의 SoC 디버깅 플랫폼은 그림 1과 같

이 전체적으로 SoC 내에서의 임베디드 프로세서의 동

작을 기반으로 한다. 우선 각 IP 코어들은 IEEE1149.1

JTAG 표준을 사용한 wrapper 구조로 되어 있다.

IEEE1149.1 JTAG 표준은 외부의 인터페이스로 4개의

입력 포트 TDI(Test Data In), TMS(Test Mode

Select), nTRST(not Test Reset), TCK(Test Clock)과

1개의 출력 포트 TDO(Test Data Output)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시하는 구조에서는 컨트롤러에 IP 코어에

서 디버깅 모드를 알려주는 REQ 신호가 추가된다. 제

시하는 SoC 디버깅 플랫폼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먼저

TCK와 nTRST는 시스템 버스의 클럭과 리셋을 사용

한다. 임베디드 메모리(ROM 또는 FLASH)에 저장된

디버깅 패턴은 IP 코어에 대한 디버깅 모드일 때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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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에 의해 JTAG 표준의 boundary scan-chain에 입

력된다. 이 때는 TDI포트를 통해 디버깅 데이터가 입력

되고, TMS 신호가 enable된다.

그림 1. 프로세서 기반의 SoC 디버깅 플랫폼

하지만 프로세서가 메모리에서 패턴을 불러와서 시

스템 버스로 전송하는 방식은 병렬 비트이므로 TDI로

scan-chain에 한 비트씩 패턴을 저장하기 위해서

parallel-to-serial 모듈을 추가하여 시스템 버스를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를 바꿔주고 이때 그림 2와 같이 컨트

롤러의 간단한 shift register로 구현이 가능하다. 이는

패턴이 scan chain을 통해 나온 패턴 응답에서도 마찬

가지로, TDO로 나온 응답이 시스템 버스를 통해 메모

리로 전송할 때 같은 방식으로 변환되어 전송된다. 각

IP 코어가 디버깅 모드를 알려주는 것은 프로세서의 인

터럽트 루틴이 사용된다. 각 IP 코어가 디버깅 모드로

컨트롤러에 request를 요청하면 컨트롤러에는 각 IP 코

어의 IP number를 받아 인터럽트 레지스터(IR)에 저장

하고 프로세서에 인터럽트를 요청한다.

그림 2. 디버깅 컨트롤러

그 후 프로세서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컨트롤

러의 인터럽트 레지스터의 IP number를 읽어 IP 코어

에 맞는 디버깅 패턴을 컨트롤러로 전송한다. 그림 3은

프로세서에서 사용될 디버깅 프로그램을 개괄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이 때 컨트롤러는 시스템 버스에서 어드

레스를 갖고 있으므로, 프로세서가 컨트롤러에 접근하

는 것이 용이하다. 프로세서에서 사용할 디버깅 프로그

램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방식으로 SoC 노멀 동작 프

로그램에 포함되어 SoC의 임베디드 메모리에 펌웨어

방식으로 저장된다. 그리고 IEEE1149.1 JTAG 표준에

서 사용할 디버깅 응답 패턴 또한 임베디드 메모리에

저장한다. 디버깅 결과는 미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예상 응답 결과를 프로세서가 비교하여 IP 코어의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디버깅 모드가 끝나면 프로세서는 인

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끝내고 다시 노멀 동작으로 들어

간다.

그림 3. 인터럽트 처리

Ⅲ. SoC 디버깅 플랫폼 구조의 정성적 평가 

이 논문에서 제시한 프로세서 기반의 SoC 디버깅 플

랫폼은 컨트롤러 구조를 parallel-to-shift 모듈과 디버

깅 모드를 인지하는 인터럽트 레지스터로 줄여 SoC 플

랫폼에 추가되는 게이트 카운트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방식들이 디버깅 컨트롤

러로 모든 동작을 제어하였던 것에 비해 디버깅 제어를

SoC의 임베디드 프로세서가 역할을 전담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제시하는 프로세서 기반의 SoC 디버깅 플랫폼

은 외부의 디버깅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SoC 내에서

시스템 클럭을 사용한 on-chip의 디버깅이 가능하므로

high-speed의 디버깅을 할 수 있다. 표 1은 기존의 SoC

디버깅 플랫폼 방식과 제시하는 프로세서 기반의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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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테스트학술대회 논문 투고 형식

[1] [2] [3] Proposed

Gate Count Low High Medium Low

Flexibility Low Low Medium High

High-speed

Debugging
No Yes Yes Yes

디버깅 플랫폼 방식을 정성적 비교를 통해 정리한 것이

다. 기존의 방식은 IP 코어에 맞게 컨트롤러의 구조 변

경이 되어야 하므로 적응성이 높지 않다. 하지만 프로

세서 기반의 SoC 디버깅 플랫폼은 기존의 방식이 고정

된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디버깅을 하는 것에 비해

HW/SW co-design을 통해 프로세서에서 디버깅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IP 코어의 추가와 변경에 대

하여 디버깅 프로그램의 변경만으로 쉽게 적응이 가능

하다.

표 1. 프로세서 기반의 SoC 플랫폼의 정성적 평가

Ⅳ.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디버깅 컨트롤에 대한 SoC에 추가되

는 게이트 카운트를 줄이고, high-speed의 SoC 디버깅

이 가능하면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버깅 제어로 SoC

내에서의 IP 코어의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프로세

서 기반의 SoC 디버깅 플랫폼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프

로세서 기반의 SoC 디버깅 플랫폼은 HW/SW

co-design을 통해 설계하므로 SoC 설계 시간과 SoC의

설계 구조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SoC 플랫폼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므로 앞으로 설계할 SoC에 대하

여 적용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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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site, mixed-signal System-on-Chip (SOC) or System-

in-Package (SIP) testing is a popular and effective way to 

improve production test throughput and reduce cost of test. 

However, the number of parallel sites achievable for 

mixed-signal SOC devices is not as high as the number of 

parallel test sites achievable for memory devices. This is 

due to the lower channel density that AC instruments 

provide and the complexity of the AC tests for the mixed-

signal IC. Recently, Automatic Test Equipment (ATE) 

vendors have developed 8- to 16-site test packages for 

mixed-signal SOC/SIP devices with approximately 128 to 

324 pins. There have been several obstacles to achieving 

more than 16-site mixed-signal SOC/SIP testing.  This 

paper proposes the wide band AC source and capture 

channel extension board design technologies needed to 

achieve more than 32 site parallel mixed-signal SOC/SIP 

device test solutions on ATE for high throughput and low 

cost of test.  

1. Introduction 

Multisite parallel testing involves a single tester testing 

multiple devices at the same time. It is popular for 

memory and digital Integrated Circuit (IC) production test 

to drive down test cost, and has become a major trend for 

high-volume mixed-signal SOC device production test.  

When trying to achieve the highest throughput possible for 

multisite testing, it is essential to optimize the parallel test 

efficiency (PTE) of the tester. PTE is the measure of the 

tester’s ability to truly test all device test sites in parallel.  

In other words, 100% PTE means that the time to test 

multiple sites is the same as a single site being tested [1]. 

To address PTE, the architecture of the tester needs to 

have the ability to load the setup conditions for multiple 

test instruments simultaneously.  The architecture must 

also have the ability to run Digital Signal Processing 

(DSP) routines in the background. DSP is vital in 

determining the test results of mixed-signal SOC/SIP 

devices [2]. 

The first step in developing high throughput mixed- signal 

multisite test solutions is to design an optimized single-site 

test program and application circuitry so that the tests are 

stable and repeatable.  The next step is to copy the first 

single site application circuitry to all sites symmetrically 

on the DIB. It is important to duplicate the layout of each 

site to achieve good site-to-site test correlation. In this 

step, the total number of available instrument channels and 

the device interface board (DIB) application space may 

limit the total achievable site count for a specific device 

type.  

The ATE industry has increased channel density of digital 

and DC instruments dramatically over the last 10 years 

from about 8 or 16 channels to over 128 channels per 

instrument board. This has driven high parallel site testing 

capability for digital and memory devices [3]. However, in 

the same period of time, AC instrument channel density 

has only increased from 2 or 4 channels to 8 or 16 

channels. Because mixed-signal multisite parallel testing is 

limited to low channel density AC instruments, and due to 

its complex applications on the limited space of device 

interface board (DIB), its parallel test site counts are not as 

high as the pure digital function based test solutions [4]. 

Therefore, for multisite mixed-signal testing, expansion of 

the AC instrument channel count using AC fan-out and 

multiplex (MUX) circuitry is needed [5].  A suitable 

implementation for this type of AC instrument expansion 

circuitry is to be located on an instrument type board since 

applications space on the DIB is very limited. And since 

numerous relays are used in these applications, additional 

current is necessary to control them.  

2. High density ATE instrument design 

and control architecture for high parallel 

Mixed-Signal multisite testing 

The total number of instrument channels needed in a tester 

increases linearly with the number of device functional 

pins and the number of parallel test sites.  

AC instrument channel density has not increased at the 

same rate as the digital or DC instrument channel density,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AC instrument design and the 

large size of some components, such as high performance 

AC filters and relays. Typical AC instruments only 

support 4 to 16 channels per board versus the 64 to 128 or 

more channels per digital instrument board. High 

multisite, mixed-signal SOC/SIP device testing requires 

more AC instrument channels. 

Four to eight AC sources and/or digitizers per board on the 

conventional ATE are generally enough for testing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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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small multisite count, mixed-signal SOC device with 

some expansion circuitry on the DIB (Figure 1). 

 

 

Figure 1: Low multisite, mixed-signal SOC/SIP test 

setup diagram. 

 

A typical mixed-signal SOC has multiple AC input and 

output pins connecting to ADCs, DACs, buffers or other 

linear functional blocks, and they need to be connected to 

multiple AC sources or digitizers. The number of general 

AC input and output pins on a SOC are at least four to 20. 

So, if the number of parallel sites is 32, the solution could 

require 128 to 640 channels for complete testing. 

However, most general ATE does not have that many AC 

channels or is too expensive to add them all to a test 

system.  Therefore, some fan-out or MUX circuitry on the 

DIB or on some other space must be added to the tester 

(Figure 2). 

 

 

Figure 2: High multisite, mixed-signal SOC/SIP test 

setup diagram. 

 

a) AC fan-out circuit design 

The AC fan-out circuit consists of some filters for input 

signal shaping and multiple high-performance buffer 

amplifiers that enable it to drive the input signal to 

multiple channels. It uses an existing AC source 

instrument as the signal source engine, which can expand 

the existing AC channel signal to multiple device inputs at 

very low cost (Figure 3).  

 

 

Figure 3: 1 to 8 AC fan-out circuit block diagram. 

  

The most advanced high-speed buffers today have very 

low signal to noise (SNR) and low distortion performances 

from DC to hundreds of MHz. This helps keep the fan-out 

circuit design simple and low cost, but these amplifiers 

generally do not have enough power to drive a 50 ohm 

impedance load on DIB applications or the DUT pins as 

high level, so it has some application limitations. 

However, most SOC AC input pins have at least a 100 

ohm to over 1M ohm input impedance, so the simple fan-

out circuit still can be used for the majority of SOC 

parallel test without any problems. In cases where the 

DUT input pin has low impedance and also needs a high-

level signal with very high frequency, the fan-out circuit 

can be bypassed and the AC source instrument channel, 

having a high power 50 ohm driver, can be connected to 

the load or the DUT pin directly for testing. 

 

b) AC MUX circuit design 

Similar to the AC source, AC digitizer requirements can 

also be a complex instrument on ATE.  A typical 

instrument has an input filter circuit block which is large. 

This limits the total number of channels on the main 

option board. The AC expansion MUX circuit has LPFs 

and input signal buffers with MUX relays configured in a 

tree structure to keep the signal path bandwidth high 

(Figure 4).  

 

 

Figure 4: 8 to 1 AC MUX circuit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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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mple MUX relays or analog switches provide an 

economical way to share expensive analog instrument 

digitizers for testing multiple devices or AC output pins. 

The device output signals are delivered serially to the 

digitizer by the MUX channel switching with little test 

time penalty. For instance, if a capture signal frequency is 

100k Hz and the total captured data size is 256, the capture 

time is just 2.56 ms. So each channel test time will be 

about 4 ms including the settling time of  MUX relays.  

Even though the circuit’s serial capturing structure delays 

some test time, especially for low-speed signal captures 

with a large number of samples representing about 10% of 

the total test time, it is more economical than using 

multiple expensive AC capture instruments for each output 

pin. However, if the total capture time is significantly 

increased by large captures of low frequency signals, the 

MUX circuit on AC expansion (ACEX) instrument will 

not be an economical testing solution. Independent 

digitizer engines would need to be added to each ACEX 

module to handle long signal captures simultaneously on 

all sites to save test time. 

 

c) DC MUX circuit design 

The main DUT power pins will be directly connected to 

each individual channel of the DC options. However, there 

are many other DC pins that will only be tested by a DC 

meter a few times during the entire device test program. 

So, it is economical to share the DC channel using relays 

or analog switch MUX IC to test multiple DC pins serially 

(Figure 5). The parallel MUX circuit topology is simple 

and costs less than the tree type high-frequency AC MUX 

circuit.  Not only can it be used for DC testing, but also for 

low frequency (less than few 100k Hz) AC signaling 

instead of the tree style MUX. 

  

Figure 5: Dual  4 to 1 MUX circuit diagram. 

 

3. AC expansion (ACEX) board design 

As the multisite count of mixed-signal SOC test increases, 

a good portion of AC source and digitizer expansion 

circuitry must be added on the DIB. But the limited 

application space on the DIB (around 70 inch
2
 to 150 

inch
2
) is one of big bottle necks of multisite test DIB 

design. One solution is to use some of the open space 

(instrument card slots) in the ATE test head.  The ACEX 

board was designed to have multiple AC fan-out and 

MUX channels that can commonly be used for most AC 

tests. AC source and digitizer options are connected to the 

ACEX through the DIB, and can drive the source signal to 

multiple DUT pins or digitize multiple DUT signals 

serially (Figure 6). 

 

 

Figure 6: ACEX and AC option connection through 

DIB/HIB.  

 

a) ACEX module design: 

Each ACEX module has 1 to 4 differential fan-out circuits, 

and 4 to 1 differential MUX circuitry. It has high 

impedance, 4k ohm, and low impedance 50 ohm selection 

switches, input buffers, 60 MHz roll-off LPF and high 

performance AC buffer circuit. 

The positive input pin (SRCPA) and the negative input pin 

(SRCNA) can separately drive four channel drivers, or 

eight output drivers, using the relay switches after the 

buffer. So, if a DUT pin has single-ended pins, an ACEX 

module can copy one input signal to eight channel drivers. 

The DCSPA and DCSNA pins are used for parametric 

testing, linked to the driver channels by connecting to a 

DC option. These pins can provide an optional connection 

path for the driver pins as well. All of the source fan-out 

channels can be connected to the digitizer MUX input pins 

through an internal bypass path providing the ACEX 

source channel checking and calibration capability. All 

eight AC MUX input pins can be connected to the MUX 

output pins as differential or single-ended. The MUX 

block contains the optional high input buffer and 60 MHz 

roll-off LPF (Figure 7). One simple option would be use a 

multiple analog switch package for the signal switching 

design, but this approach will not guarantee the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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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width signal flatness, will change the phase of the 

signals channel to channel, and also has poor cross talk 

performance. Instead, it is needed to use the high 

performance relays for the signal switching.  

 

 

Figure 7: ACEX module block diagram. 

The mechanical relay has very good frequency response 

and stable impedance characteristics but it is relatively big 

in size and has the limited switching life time. To address 

the lifetime limitation, it is needed to count the number of 

switches for the each relays and record it to the EPROM 

on the ACEX controller. Then the relays can be 

maintained and replaced regularly. The red blocks in Fig 7 

which are very high performance surface mounted heavily 

switching relays, are designed to be a replaceable relay 

module for the maintenance purpose. 

 

b) ACEX board. 

An ACEX board consists of eight ACEX modules, a USB 

control interface, and a relay control circuitry and power 

supply block (Figure 8).  

 

 

Figure 8: Final ACEX board with eight ACEX 

modules. 

The eight ACEX modules on the ACEX board provide a 

total of 64 fan-out channels and 64 MUX channels. The 

other 64 channels are assigned for eight AC differential 

inputs, eight AC differential outputs, 16 DC parametric 

test channels and DGS pins (Figure 9). 

 

 

Figure 9: ACEX board in-out channel block diagram. 

 

c) USB interface for ACEX relay control. 

The ACEX board has a total of 288 relay switches for 

setting functions. The main device test program must 

control the ACEX functional relays along with the other 

instruments. It is complicated work to directly integrate 

with the main test system bus, using the main test system 

bus to control ACEX option directly, and an attempt 

would take a long time to design. However, the test 

computer has a USB ports for high speed data 

communication and control of other external circuit 

blocks.  ACEX easily used the USB 2.0 interface port of 

the test computer to add the ACEX control program to the 

main test program. The USB controller has multiple 

parallel high-speed and low-speed ports. ACEX uses the 

two low speed 80 kbps buses to control all of the relays on 

the ACEX board. The relays have 200 us to max 2 ms 

switching response time. Each of the eight data channels 

connect to the buffer register through a 600 ohm and 100 

nF LPF to remove the data switching glitch (Figur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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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USB data buffer and smoothing filter 

circuit. 

 

The first data channel on the bus is used for the 40 kHz 

clock generation, the second channel to enable signal 

generation and the remaining six channels are serial 

control data ports. The data is transferred to three eight-bit 

serial registers which are connected by daisy chains. The 

clock and enable signals are also connected to all the 

resisters parallel. ACEX uses two 80 kbps USB ports to 

transfer a total of 12 data channels.  Each control setup 

drives 24 serial data at two bits/data, so the data bus drives 

a total 288 (12 data channels x 24 serial data/channel) 

control data by one burst time of 600us (24 data x 2 bit / 

80 kbps). It also has an overhead time of about 200 us per 

burst, so total time for one control setup is approximately 

800 us. The 800 us register data setup time overlaps with 

the relay settling time over 1 ms, so it doesn’t impact the 

total test time down. 

The ACEX has 288 relays on the modules.  Some of the 

relays switch a lot when they are used for IC production 

testing, so those relays must be regularly replaced as part 

of board maintenance. The ACEX relay-control program 

counts each individual ACEX relay switch and stores the 

relay count to the USB EEPROM on the ACEX board 

regularly.  This makes it possible to track the counts of the 

switching time of ACEX relays and enables maintenance 

and troubleshooting of bad relays. 

 

d) ACEX fan-out channel test. 

ACEX is designed for buffering high-performance audio 

and video signal of 0 to 60 MHz bandwidth. A high 

performance ATE AC source instrument drives a 1.9 Vpp 

1 kHz sine wave to each ACEX input channel through the 

AC source and ACEX channel loop back path on the 

ACEX checker DIB. It also captures the input signal and 

the ACEX MUX output signal and compares it.  It shows 

that the 2’
nd

 harmonic of the ACEX MUX output is 3 dB 

lower than the input signal. The 3’
rd

 harmonic is 11 dB 

higher than the input signal, but is still -120 dB. Overall 

noise and spurious performance of the ACEX loop-back 

signal is almost identical with the input signal (Figure 11). 

 

 

Figure 11: ACEX source and MUX 1 KHz sine wave 

test through on DIB loop-back path  

 

The 1 MHz signal test shows about 1 dB degradation for 

the 3’
rd

 harmonic, and some more degradation for the 4’
th

 

or 5’
th

 harmonics. But the harmonics are still under -85 dB 

which is considered good performance (Figure 12). 

 

 

Figure 12: ACEX source and MUX 1 MHz sine wave 

test through on DIB loop-back path . 

 

4. 32 Site DIB Design considerations 

Site-to-site correlation is very important for qualifying the 

multisite test solution for production testing. It is a key 

factor for achieving high yield. The best way to ensure 

correlation between sites is to make sure the circuit layout 

of each site on the DIB is identical.  

Mixed-signal SOC device test application circuits have a 

certain number of active and passive components on the 

DIB. This generally requires significant applications space 

and involves a complex circuit layout on the board. The 

challenge of this layout is multiplied by the number of test 

sites, because conventional ATE DIB application space is 

not very larg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 

symmetrical layout across sites. This can cause AC or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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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level or phase differences making site to site test 

correlation difficult. The first step to designing a 

symmetrical site-to-site PCB layout is dividing each site’s 

application space, placing the most critical circuit 

components on the space, and then copying the first site 

layout design to all other sites (Figure 13).  

There are ways to expand the DIB application space. The 

most reliable way to do so is by adding a daughter board 

under the DIB with high density connectors.  

 

 
Figure 13: PCB layout design for building symmetrical 

multi-sites DIB application.  

 

The handler interface sockets are loaded on the front side 

of the DIB because loading any high profile components 

besides the sockets is generally not possible. Therefore, 

the only available application space is the back side of the 

DIB and both sides of the daughter board (Figure 14).  

 

 

Figure 14:  32 site testing MAVP DIB and daughter 

board diagram.  

 

Some of the most sensitive application circuitry has to be 

loaded close to the DUT pins.  Ideally this circuitry should 

be loaded on the back side of the DIB close to the area 

under the socket.  Less sensitive application circuitry can 

be located on the daughter board.   

A second key issue in the design of the DIB is the number 

of relays that are needed. For instance, a 138-pin mobile 

audio-video processor (MAVP) SOC device test 

application can require 46 single relays per site or 1472 

single relays for testing 32 sites when using an instrument 

board like ACEX. With this large number of relays, the 

tester needs to have the ability to drive multiple relays 

from one relay drive bit and also use dual relays as much 

as possible if can share it between the sites.  A relay 

control bit (RCB) expansion design can be used to control 

multiple relays at a time (Figure 15). 

 

 

Figure 15: RCB assignment for 32 site parallel control. 

 

Each RCB pin drives an inverter buffer and the inverter 

drives four or eight MOSFET switches, and each 

MOSFET controls four relays. One MOSFET switches 

four dual relays on the daughter board and drains about 

120 to 150 mA when it turns on four relays in parallel 

(Figure 16). Today, most ATE has less then 200 RCB, 

DIB designs for high multisite testing require an RCB 

expansion circuit. 

 

 

Figure 16: Relay expansion circuit diagram. 

 

5. Test results 

 
This 32-sites parallel testing for MAVP devices using the 

ACEX boards for expanding AC source and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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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to save the AC option channels achives10.9sec 

total test time and 98.86% multisite parallel test efficiency 

(Figure 17). It shows the ACEX fan-out and MUX circuit 

is working efficiently and did not much increase the test 

time for high multisite testing even with limited number of 

AC engines. This solution reduces the cost of test by 

saving the number of AC option channels as 1/8 for 32 site 

testing. 

 

Figure 17: Test Time vs. Parallelism 

 

6.  Conclusion 

High multisite mixed-signal SOC/SIP devices present new 

challenges to ATE. The test system needs to have multiple 

instruments and an architecture designed for multisite 

testing to ensure fast and efficient test that approaches 

device limited test time with efficiencies of greater than 

98%.  

The cost of test for high multisite parallel testing must also 

be lower than the single or low multi-site parallel testing 

cost. The ACEX fan-out and MUX circuit makes existing 

AC source and digitizer instruments expand to multiple 

channels. It also makes high multisite testing possible 

without adding the expense of multiple AC instruments. 

Because the ACEX circuitry is commonly found in most 

mixed-signal SOC/SIP testing, the complexity of the 

mixed-signal DIB design, fabrication and debugging is 

greatly reduced.  

The future plan is to add AC engines on the ACEX board. 

The independent AC source or AC capture modules are 

already available. It will remove the AC options on the test 

head and also will remove the complex AC signal 

connections between ACEX and AC options on the DIB. 

Because the module cost will be much less than 1/10 

compared with general AC option cost, it will be a big cost 

reduction for future mixed-signal multisite production 

testing. 

 

7. References 

[1] Lew Boon Kian, “The cost saving and challenges in 

the implementation of x6 and x8 parallel testing on 

Freescale 16-bit HCS12 Micro-controller product family”, 

Proceedings IEEE Int. Test Conference, 2005. 

[2] Randy Kramer, “ATE for SOC Multisite Testing”, -

Evaluation Engineering, July 2004. 

[3] Greg Smith, “ATE The challenge of multisite test”, -

Test & Measurement World, February 2006. 

[4] Carsten Wegener, Michael Peter Kennedy, “Innovation 

to overcome limitations of test equipment”, IEEE Xplore, 

2009. 

[5] Ron Burke, “Innovation to overcome limitations of test 

equipment”, EE-Evaluation Engineering, October 2008. 

 

 

 

79



저자의 요청으로 논문공개가
불가능합니다.

80



2 Node System을 활용한 DRAM 실장 특성 분석 자동화  
(Automation of DRAM Application Characteristic Analysis Using 2 Node System) 

 
하학수, 전병래, 안남영, 김영수, 송용탁, 위보령 

Hynix Semiconductor Inc. 

haksoo.ha@hynix.com 

 

Abstract 

 
실제 고객 환경에서의 검증을 통한 고객 품질 만족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진행되는 메모리 실장 
테스트 공정은 고가의 ATE(Automatic Test Equipment)장비를 대체하는 효율적인 테스트로서, DRAM 
제조회사의 테스트 공정상에서 하나의 정식 Process로 자리 잡은 지 약 10여 년이 지났다. 컴퓨터 시스템은 
매년 새로운 CPU의 등장과 함께 지속적인 변화,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ATE뿐만 아니라 
실장 테스트에서도 보다 높은 수준의 DRAM 특성 분석 및 테스트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장시스템은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로 DRAM 특성 Parameter들의 임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특성 분석에 있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연구를 통하여 Firmware Engineering과 NUMA를 기반으로 한 2 Node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고 실장에서도 ATE와 같이 Package 단위의 I/O Interface Margin 및 Test Mode 
구현을 통한 DRAM 내부의 Timing과 Voltage Margin에 대한 분석까지 할 수 있는 DRAM 특성 분석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Data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Keywords : Node, NUMA, BIOS, I/O Interface Margin, Test Mode 

 

 

Ⅰ. 서  론 
 

최근 Smart와 Cloud Computing으로 회자되는  

시스템 산업의 발전은 메모리 제조업체에 지속적인 

고용량, 고속 그리고 저전압 메모리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및 DRAM Technology의 빠른 

Life Cycle은 새로운 시스템 및 DRAM을 검증하는 

분야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환경에서 새로운 시스템의 변화 및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예를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다.  

 

메모리의 대용량화는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DRAM 

Cell 하나하나를 읽고 쓰며 테스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이는 메모리 

제조업체에게 상당한 Test 비용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과 메모리의 고속화, 저 

전압화의 경향은 Controller와 메모리 Sub 

System간 Interface Margin을 비롯하여 DRAM 

내부의 다양한 Timing Margin, Voltage Margin의 

감소로 이어져 시스템과 메모리 모두에게 보다 

정밀한 설계 및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특징들로 인하여 CPU 및 시스템 

제조사에서는 큰 비중을 두고 실장시스템에서 
메모리 검증을 위해 소프트웨어로 컨트롤 가능한 
다양한 분석 Tool들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메모리 제조사에서도 
신제품의 검증 및 테스트를 ATE기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실제 고객환경에 가까운 시스템에서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양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시스템에서의 잠재 불량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일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전에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특성분석 및 
TTR(Test Time Reduction)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많았으나 2 Node System을 활용하여 테스트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Down 현상을 방지하고, O/S 
및 테스트 프로그램의 동작을 보장함으로써 ATE와 
같은 수준의 분석 및 테스트의 자유도를 확보한 
실장 시스템에서의 DRAM분석용 소프트웨어개발의 
시도는 없었다.    
 
이는 시스템의 기능 지원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각 

Node를 분리하여 메모리 특성 분석 및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Firmware를 통한 DRAM 
동작 Control 및 2 Node 시스템을 활용한 실장 
시스템에서의 DRAM 특성분석 자동화 Program의 
개발 및 적용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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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시스템에서의 실장 분석 환경 구축 

 

DRAM의 특성분석을 위해서는 임의의 DRAM 

특성 Parameter에 대하여 실력치 이상의 조건을 

설정하여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장시스템에서 

위와 같은 특성분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석 도중에 DRAM 불량으로 인한 시스템 Down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수요소이다. 

1CPU(1Node) 형태의 노트북이나 데스크 탑 

시스템은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DRAM 

특성 분석환경으로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서버 시스템의 대부분이 시스템의 확장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해 2 CPU, 2Node 이상의 System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NUMA (Non-Uniform 

Memory Access)를 활용한 2

 

SMP (Symmetric 

Multi-Processing) 시스템 상태에서 

1) Node1은 운영체제 유지 및 측정 Data에 

대한 연산 및 사용자 Interface 관리를 

수행토록 하고,  

2) Node2는 Memory Module에 대한 특성 

평가가 진행 되도록 하면,  

 
Node2에 실력치 이상의 DRAM 특성 

Parameter값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운영체제가 

올라간 Node1의 DRAM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시스템의 Down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게된다.  

                                           
1 NUMA란 Multi-Processing 시스템에서 Local 

Memory를 공유하며, 성능을 향상시키고, 시스템 확

장성이 있도록 마이크로 프로세서 클러스터를 구성

하기 위한 방법. 

 
2 SMP는 운영체계와 메모리를 공유하는 여러 프로

세서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SMP에서

는 프로세서가 메모리와 입출력 버스 및 데이터 

Path를 공유하며, 또한 하나의 운영체계가 모든 프

로세서를 관리한다. 

 
그림 1. Intel S5520HC Board (2 Node System) 

 

2. DRAM 실장 특성 분석을 위한 BIOS 조건 설정 

 

실장테스트 분석 엔지니어가 DRAM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MCH(Memory Controller Hub)의 DRAM 

Timing Parameter Control Register 설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System Boot up이후 간단히 조정 

가능한 것으로 tREF, tRCD, tRP등과 같은 DRAM 

Parameter들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달리 tWR과 

같은 Parameter는 System Boot Up 중 DRAM 

Initialization과정에서 MRS(Mode Register Set)를 

통해서만 변경 및 효과적인 Test가 가능하다.   

 

한편으로 DRAM 외부에서 조절할 수 있는 

Parameter뿐만 아니라 DRAM 내부의 Parameter에 

대해서도 조절이 필요하다. 메모리의 고속화 및 저 

전압화에 따라 DRAM 내부의 Timing 및 Voltage 

Margin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또한 메모리의 

지속적인 고집적도는 불량을 선별하기 위한 Test 

Time의 증가로 이어져 DRAM 제조회사의 생산성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TTR을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들을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장 시스템에서도 

ATE에서와 같이 DRAM내부의 Test Mode를 

활용한 특성 분석 및 Test Time 단축방안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시스템 제조사들은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MCH Register Value들의 임의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Halt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Register 

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 하도록 Lock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Unlock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DRAM에 Test Mode를 인가하기 위해서는 

System Boot Up과정 중에 진행되는 DRAM 

Initialization과정의 MRS Control이 필요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B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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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조건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Firmware 

Engineering이 필요로 한다.  

 

위와 같은 Firmware Engineering을 바탕으로 

실장 테스트 분석 엔지니어가 DRAM 특성 분석을 

위해 원하는 모든 DRAM Parameter에 대한 특성 

분석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 Program을 

개발한다면 기존에 일일이 Controller 설정 값을 

변경 및 시스템을 재 부팅 해 가며 분석 해야 하는 

수고 없이 원하는 Data를 빠른 시간 내에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분석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및 

자동화 Program을 활용하여 대량 실험 및 통계적 

Data분석도 가능하게 되어, 기존의 실장 

시스템에서의 엔지니어링 업무 중 많은 부분을 

정밀하게 자동화하는 것으로 엄청난 효과가 아닐 수 

없다. 

 

3. DRAM 실장  I/O  Interface  Margin 분석 자동화 

Program 개발 및 적용  
 

컴퓨터시스템 및 메모리회로의 고속화, 저전압화에 

따라 Controller와 DRAM Sub System간 Interface 

Margin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고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한 서버시스템에서는 Multi-Channel 

구성 및 Channel당 DIMM의 Loading 수 (DIMM 

Per Channel)를 늘려 고용량의 Memory System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Channel간 Crosstalk 및 I/O 

Capacitance를 증가시켜, I/O Interface Margin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게 되고, 이러한 요인들은 

System Performance의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CPU 제조사, 시스템 제조사 및 DRAM 

제조회사들은 보다 정확한 신호의 상호 전달을 

위해서 많은 연구 및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CPU제조사들은 New Platform을 

출시하기 전에 고객들이 New Platform에서 검증된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추천하기 위해 각각의 메모리 

제조사별로 Validation Test을 진행한다. Validation 

Test항목 중 한 가지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High Speed System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Controller와 DRAM Sub system간 I/O Interface 

Margin을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CPU 

제조사들은 이러한 평가를 별도의 BIOS와 Tool을 

통해서 진행한다. 

 

대표적인 CPU제조사의 Margin Tool을 예로 들면   

DOS 환경에서 DRAM Timing Margin을 Manual로 

설정하며 별도의 DRAM Diagnostics Program을 

Running시켜 Data가 유효한지 평가하게 되어있다.  

 

 
< EV Margin Tool> 

 

이는 매번 조건을 Manual로 변경해가며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수고가 따르고 측정 Data 또한 

1차원적인 Data Value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ATE 환경에서 Shmoo형태의 2차원적인 

Data로 Data Eye등의 분석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해석에 있어 제한적이며, 다차원적인 분석이 어렵다.  

 

실장시스템에서 위와 같은 테스트 및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밀하고 편리하게 I/O 

Interface Margin을 평가하기 위하여 2 Node 

System에서 <그림2>와 같은 개념으로 자동화 

Program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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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O Interface 특성평가 자동화 Program 

 

 

1) Electrical vs Application Test Data 비교 

 

<그림3>은 ATE에서 DRAM의 Write Data 

Margin을 평가한 것이고 <그림4>는 실장시스템에서 

자동화 Program으로 평가한 것이다. 

 

ATE와 실장시스템에서의 검증결과를 비교해보면 

측정 Data 결과가 유사 경향성을 보이나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Power Noise, 

Input Signal의 Swing 폭 등 ATE와 실장시스템간의 

환경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 Write Data Shmoo @ ATE  

 

 
그림 4. Write Data Shmoo @ 실장시스템 

 

두 System간 Data가 약간의 유의차는 있으나, 

실장시스템에서의 결과는 실제 고객사용 환경에서의 

다양한 Input조건들을 반영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DRAM I/O Input Buffer의 실장 특성을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제품간 특성 비교  

 

<그림5>의 경우는, 서로 다른 I/O Input Buffer 

Scheme을 가진 제품 간 Write Data Eye를 비교한 

Shmoo이다. Shmoo Data 비교 분석을 통하여 두 

제품의 Vref 변화에 따른 반응이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 . 

 
그림 5. 제품 간 Write Data 비교 Shmoo 

 

 
그림 6. 정상 vs 불량 제품 Read Data비교 Sh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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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의 경우는, 정상 제품과 공정 이상으로 

인한 불량 시료간의 Read Data 비교 결과이다.  

실제로 ATE에서는 불량 시료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으나 실장시스템에서 자동화 Program을 이용한 

I/O Interface Margin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불량 

시료의 Read Data Eye의 특성이 매우 열악하여  

시스템 고장을 일으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DRAM 실장 특성 Para 분석 자동화 적용  

  

 
그림 7. DRAM 특성 Test Mode 적용 자동 분석 

 
<그림7>은 실장 테스트 분석 엔지니어가 DRAM 

Asynchronous Parameter를 변경 또는 Test 

Mode를 적용하여 DRAM 내부의 Timing 및 

Voltage Margin에 대한 분석을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 사례이다.  

 

상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까지 실장 테스트 

엔지니어는 DRAM의 실장에서의 특성분석 또는 

불량제품의 원인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경을 

원하는 Parameter를 매번 Manual로 수정해가며 

테스트를 진행해야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DRAM의 실력치 이상의 조건 설정 시  System 

Halt 현상으로 인하여 불량발생시 DRAM의 Fail Bit 

Map분석 등이 불가능하였다..  

 

I/O Interface Margin 분석 자동화 Program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 Node 실장 시스템 활용 및 

Firmware Engineering을 통하여 Test Mode접근 

및 시스템 Halt현상을 개선함으로써 실장 테스트 

Engineer는 Asynchronous Parameter 및 수 많은 

Test Mode Parameter에 대하여 ATE에서와 같은 

수준의 정밀한 평가를 실장 레벨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Ⅳ. 결 론  
 
 

실장 시스템 기반에서 DRAM 분석 엔지니어링은 

ATE와 달리 시스템 환경에 따른 많은 제약이 

따른다. 컴퓨터 시스템과 DRAM의 고집적, 고속화 

및 저전압의 발전은 계속되고, 이러한 경향은 메모리 

제조업체에게 실장시스템에서의 DRAM의 특성분석 

및 Test기술에 대하여 혁신적인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장시스템에서 DRAM의 

Parameter를 제어할 수 있는 Firmware 기술을 

바탕으로 2 Node System을 활용한 DRAM의 실장 

특성 분석 자동화 Program을 개발하여 활용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시스템 기반의  

메모리 분석 자동화 Program을 통하여 메모리 

신제품 개발 또는 새로운 실장시스템에서의 메모리 

특성 분석 시, 분석의 정밀도 향상 및 평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자동화 Program을 

활용함으로써 제품 양산과정에서의 특성 변곡점을 

실장시스템에서도 Monitoring할 수 있다. 실장 

레벨에서의 DRAM 특성 분석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이러한 실장 

시스템에서의 특성 분석을 위한 노력과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제품의 개발과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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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nhance the mass-productivities according to the increment of EDS test time of LSI device, demands for parallel expansion of 

previous ATEs were increased. For this reason, overcoming the existing low-count DPS, channel count and relay control bit is needed. 

In this paper, we will briefly introduce the methologies of weird-sharing power, pin driver and relay control bit extension. 

 

1. Introduction 

최근 몇 년간 LSI device의 memory density가 증가하고 

미세공정이 적용되어 device chip size가 줄어듬에 따라 

wafer netdie가 증가하여 chip test time과 wafer test time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1참조]  

 

 

[그림1. LSI device의 test throughput trends] 

 

이는 전체 wafer test throughput의 감소로 이어져 매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1)신규 ATE(Automated Test Equipment)의 도입으로 

test capacity를 증가시키거나 2)test program optimization으

로 chip test time을 감축시키거나 3)parallel count를 증가

시켜 chip 당 test cost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1)의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2)의 경

우도 꾸준한 time reduction노력으로 추가 시행 효과가 

미미하므로 parallel count (이하 para count)를 증가시켜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는 곧 ATE의 DPS(Device 

Power Supply)와 channel(이하 CH)수를 추가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다. 

  본 논문은 현재 양산 중인 ATE의 DPS와 CH수를 증

가시키지 않으면서 PIB(Probe Interface Board)만 수정하여 

기존 128 para를 256 para로 100% 확장하고 그에 필요한 

relay control bit (이하 relay bit)를 64ea에서 1024ea로 확장

하여 생산성을 146%로 높이고 128 para ATE 18대의 증설

효과를 낸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Main Part 

2.1 Parallel expansion 

금번 개발의 target device로 선정된 LSI device는 2개의 

power인 VS1, VS2 및 3개의 input 전용 pin인 RSTB, 

CLK, VS3, 1개의 I/O pin인 IO 및 기타 pin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 ATE에서는 DPS 128ea, CH 512ea를 사용하여 

128 para로 구성되어있다. 256 para을 위해서는 512ea의 

DPS 및 1024ea의 CH가 필요한데 이를 추가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해서 wired share 방식을 사용하였다.  

 

2.2 Wired-share 방식 

  모든 DUT (Device Under Test)는 동일한 전원 전압 및 

input signal을 인가하여 동작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

여 4ea의 DUT의 VS1에 DPS1을, 4-VS2에 DPS2를 4-

RSTB, 4-CLK 및 4-VS3에 각각 하나씩의 CH을 할당하

였고 [그림2참조] H/L compare가 필요한 IO pin들은 각각 

하나의 CH에 할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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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Wired-share 방식 diagram] 

 

2.3 Relay extension via FPGA 

Test 도중 fail 발생된 DUT는 즉시 DPS 및 CH과의 

연결을 해제 하여야 하고 IDS, VS trimming 등의 test를 

위해서는 DPS와 CH별 relay control이 필요한데 이는 

relay를 control함으로써 가능하다. 모든 DUT의 power와 

pin에 relay를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relay bit의 개수는  

(VS1+VS2+VS3) × 256 = 768 bits 

  하지만 이 device의 test 주력 ATE는 relay bit가 64개

로 증설이 불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

다. 64ea 중 32ea의 relay bit를 signal로 MUX를 하여 새

로운 1024ea의 relay bit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3참조] 

 

 

[그림3. Relay control bit MUXer] 

 

 

[표1. Target device correlation 결과] 

 

위 방법을 이용하여 당사 3제품에 대하여 correlation

을 실시한 결과 [표1]과 같이 양산가능 판정을 받아 현

재 EDS line에서 해당 device 적용 ATE에 50% 적용 및 

다수 제품에 양산 진행 중이며 향후 전 설비에 적용할 

예정이다. 

 

3. Conclusion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최대 128para만 가능한 ATE에

서 256para test가 가능해졌으며 기존 대비 wafer test time 

이 48% 감축되었고 256para ATE기준 9대의 증설효과로 

70억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향후 동일방

법을 이용하여 타 제품의 parallel 확대에도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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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pid growth of mobile market in the volume and product 

diversity leads the surging demand for high-performance mobile 
DRAM featured with low power consumption and high speed 
performance. To meet the demand for power efficient mobile 
DRAM, chip makers tend to remove DLL circuitry from its 
mobile DRAM (non-DLL DRAM). These non-DLL DRAM 
show relatively narrow data window than DLL DRAM in the 
multi-parallel test system because of the wide variation of tAC 
among DUTs (Device Under Test). This narrowed data window 
causes excessively high yield loss during volume production test. 
This paper provides a speed test solution to minimize the yield 
loss of non-DLL DRAM.. 

 
 

I. 서론 

 

Mobile 기기의 급증하는 수요에 따라 기존 DRAM의 

시장은 PC 및 lab top등 기존 computer system에서 

smart phone, tablet application 등 저전력이 요구 되

는 low power mobile DRAM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

다. 기존의 mobile memory는 시장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용량 및 속도 등의 성능보다는 배터리의 한계로 

인해 저전력에 중점을 두고 개발이 되었으며 pc용 

DRAM의 규격이 DDR3의 고속 회로 platform이 될 

때도 DDR1 platform의 시장만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

나 최근 급증하는 mobile DRAM의 수요와 함께 

mobile용 DRAM도 DDR2 platform을 채택하게 되었

으며 low power 성능을 유지하면서 속도의 향상과 용

량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application의 controller 

측면에서는 DDR memory의 DQS(DQ Strobe) 신호를 

인지한 후 data가 나오는 것을 예상하는 DQS source 

동작 방식 이지만 제조관점 에서 tester는 DQ와 DQS

는 모두 output data이며 DRAM 내의 DLL의 유무에 

따라 외부 기준 clock에 대한 tAC(DQ output access 

time from tCK)가 개별 chip마다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며 판정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Mobile DRAM은 저전력을 위해 DLL를 DRAM에서 제

거 하였다. 동작 속도가 DDR1의 400Mbps일 때는 이

러한 tAC의 variation이 data의 판정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한 test 환경에서 DDR2의 기

본 동작속도인 800Mbps test 하게 되면서부터 저 전

압 동작 및 고속 동작은 tAC variation에 따른 test 정

확도 및 효율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II. 본론 

 

1. DLL이 없는 DRAM의 tAC variation. 

DLL(delay locked loop)은 DDR DRAM(double 

data rate DRAM)에서 read 동작 시 외부 clock과 

data를 다시 정렬해 주는 역할을 하는 회로 블록이다. 

각 셀의 DRAM내 위치 및 경로는 모두 다르며 최종 

data는 경로에 따라 나오는 시간이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 또한 wafer 제조상의 PVT variation으로 인해 

chip 별로 tAC 특성이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를 수 있다. 

DLL회로는 read시 나오는 data를 외부 clock에 다시 

정렬시켜 동기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이 회로를 통해 

output data는 wafer variation에 대한 tAC의 

variation을 외부 clock에 다시 정렬이 된다. 그러나 이

러한 기능을 가진 DLL회로의 특성상 아날로그 회로이

기 때문에 전력소모가 다른 회로 블록에 비해 큰 이유

로 mobile용 DRAM에서는 제외 되었다.  DDR 

platform에서는 DLL회로가 없더라도 memory 

controller는 DQS(DQ strobe의 신호를 먼저 받고 DQ

가 나오는 시점을 알아챈다. 또한 LPDDR1 memory 

에서는 400Mbps의 동작속도에서 data window 및 

tAC variation이 tester가 충분히 고정 값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

았다. 하지만 test 제조 공정에서의 tester는 clock 

sync방식으로 동작하며 data 판정 신호(strobe 

signal)를 고정 값으로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DDR2

의 동작속도(800Mbps)와 저 전압에서의 data window

의 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test하기가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제조공정에서는 병렬방식의 multi DUT 

DLL없는 DRAM Speed Test를 위한 Smart Scan Test 

Smart Scan Test (SST) for non-DLL DRAM speed test 

이 동 훈, 김 원 섭, 김 일 환, 조 돈 구, 박 정 식 

Hynix Semiconductor Inc. 

donghun.yi@hyn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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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을 하며 복수의 station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

에 각각의 chip의 tAC variation에 대해 기존의 test방

법으로는 공통적인 pass구간을 찾아서 비교 판정 내리

기가 어렵다. 

 

2. 기존의 방법  

Memory tester는 대부분 clock 에 동기 하여 data의 

pass및 fail을 판정하는 strobe 신호를 이용한다. 

 

 
그림 1. 고정 strobe 신호를 통한 data판정  

 

일반적으로 tester는 기준 clock에 동기 하여 일정 시

간 뒤에 절대적인 tAC 값을 가지고 data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예상되는 data window 의 center 값을 예상

한 후에 절대값으로 고정시킨 후 한번 비교판정을 한다. 

최대동작속도로 testing을 할 때도 tAC 와 data 

window를 예상한 후 판정신호를 절대값으로 두고 

testing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test는 tAC

와 data window 를 모두 예측 가능할 때 가능한 test 

방법이며 DQ및 DQS pin의 data는 대부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test 되고 있다. 그러나 DRAM의 동작속도가 

증가하면서 data window는 작아지고 tAC는 상대적으

로 변동폭이 커지면서 Data Valid Position Search 방

식이 도입 되었다[1]. Data Valid Position Search방식 

 
 

그림 2. high speed에서의 data window 감소 및 

tAC variation의 상대적 증가와 strobe 고정위치관계  

은 output data가 나오는 position이 wafer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정 값으로 strobe 신호를 발생 

시키기 전에 tester에 병렬 test중인 chip이 가장 많이 

pass 되는 tester strobe point를 미리 찾아서 pass와 

fail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의 구현 방법은 

parallel DUT tester의 chip들이 가장 많이 pass되는 

strobe signal start point를 scanning 하여 해당 

position의 값을 기억하고 이 값을 실제 test item에 

적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림 3. 기존 Data Valid Position Search 알고리

즘 및 timing 개념도 

 

이러한 Data Valid Position Search 개념을 tester에 

도입하면 high speed에서의 data window에 따른 tAC

의 상대적인 variation에 대한 동시test되는 chip들의 

output data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variation이 기준 clock의 허용 범위 내에 있

어야 효율이 있으며 clock 단위 이상의 큰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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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을 보이는 DRAM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다. 또한 LPDDR2 DRAM 과 같이 낮은 전압에서 동작

하면서 속도가 빠르게 되면 DLL이 없어서 생기는 tAC 

variation이 더 작아진 data window로 인해 상대적으

로 data의 산포가 더욱 커지게 되며 위의 Data Valid 

Position Search 개념만으로는 test하기 어려워진다. 

 

 
그림 4. 동작속도 및 동작전압과 data window의 변화 

 

병렬 test 중인 모든 chip의 DUT에 개별적인 strobe 

signal을 할당 할 수 없다면 variation에 따른 pass구

간은 한번의 판정으로는 어렵게 된다. 설계에 따라 다

르지만 일반적으로 DLL이 없으면서 저 전압으로 동작

하는 mobile DRAM의 경우 clock기준 동작속도의 

70%정도의 tAC variation을 보이며 data valid 구간은 

동작속도의 20~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3. 제안된Smart Scan Test 방식 

 

Data의 out position의 variation이 큰 경우에는 한번

의 비교 판정으로는 pass zone을 확보 할 수가 없다.  

 
 

그림 5. 개선된 SST flow chart 

최소한 두 번 이상의 다른 position에서의 판정이 필요

하며 복수의 판정 결과를 논리적으로 합해서 pass및 

fail을 판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position에서의 

strobe 신호를 통한 test의 횟수의 증가는 tester의 정

확도와 더불어 생산성을 목표로 하는 양산 test에서는 

비용측면에서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test하는 횟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

다. 이는 data window 및 V-W 값을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6. step size 결정 및 2번 test하는 과정 

 

우선 최소 판정 목표 횟수를 2번으로 정해야 한다. 그

리고 strobe point를 찾는 scan 방식도 실험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산을 

하는 tester가 통상 하나의 system당 2개의 station을 

둔다는 가정하여 전혀 다른 wafer에서 나온 chip이 동

시에 test 하게 될 경우를 모두 생각해야 한다. 우선 

기존 SST에서 data output position을 scanning하는 

방법으로 memory의 일부분만 test 해서 test item의 

시간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동시 test되는 

chip들이 가장 많이 pass판정이 되는 비교판정 구간을 

찾는다. Scan step은 data window및 tAC variation폭

으로 결정되며 step을 통하여 가장 많은 DUT가 pass

된 판정 구간을 결정한다. 두 번 만의 test를 위해서는 

tAC의 표준편차를 고려한 data의 center 부분을 예상

하여 실제 판정 시 scanning 결과에 대해서 data valid 

구간의 center에 판정하기 위한 추가 값을 더해 주어

야 한다. 이 값으로는 data window 값의 1/2를 더해주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scanning시에 

strobe step을 증가만 시켰기 때문에 시작점에 대한 

scanning만 이루어졌으며 종단에 대한 값은 고려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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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test 하는 구간은 한번 

scanning 한 결과값 tAC 에서 data window의 값의 

50%에서 100%에 해당되는 data window값을 빼주어 

첫 번째 test보다 앞에서 test 해주어야 한다. Scan의 

시점이 data가 나오는 시점에 대한 대표 값 이므로 첫 

번째 test timing 보다 tDV 만큼 이상으로 앞 단에서 

벗어나기는 확률적으로 힘들다.  

여기서 α 값은 실험을 통해 결정 될 수 있다.  

 

III. 결론 

 

DLL이 없는 mobile DRAM의 저 전압에서 고속 

동작 하는 경우의 test를 위해서는 tAC 편차로 인해 

복수 번의 test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scanning 

방법과 판정 point를 통계적으로 잘 계산하여 잡을 수 

만 있다면 판정 횟수의 최소화를 통해 기존 장비로도 

충분히 test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을 

통하더라도 계산된 variance의 폭을 벗어난 chip들의 

경우는 fail 판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fail 

chip에 대한 retest가 양산 test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fail에 대한 retest시 fail 자재만의 

variation으로 판정 point가 재차 계산되어 test 되기 

때문에 pass의 확률은 커질 수 있다. 앞으로 mobile 

DRAM의 수효 급증으로 속도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저전력을 위해 DLL 회로가 mobile DRAM에 

사용되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 상황에서 기존 test 

system을 이용해서 high speed를 test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data read point를 결정하고 data variation 

범위 내의 test 판정 횟수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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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메모리 테스트를 위한 타이밍 포메터 구조

(A Formatter Architecture for High Speed Memory Test)

박재석, 이인걸, 박영석, 류경호, 조강욱, 강성호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architecture of timing formatter which generates waves with exact timing. The proposed architecture

supports delay controls by the 20ps and 256 kinds of waveforms. And, this architecture includes timing generator so that each

modules receives steady clocks. Furthermore, it can determine if the CUTs(Circuit Under Test) have problems or not from

embedded comparator. The simulation result shows functions of the timing formatter work well in synthesized level.

Keywords : Timing formatter, memory test

Ⅰ. 서  론

반도체 검사장비는 제조된 제품(웨이퍼 또는 패키지

형태)에 대한 정밀 검사를 통하여 반도체 제품의 불량

유무를 판정하고 불량 부분에 대한 치료정보를 생성을

통한 수율 향상 및 공정개선 정보를 제공하여 반도체

IDM 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는 반도체 공정의

핵심으로서, SEAJ(Semiconductor Equipment

Association of Japan)의 자료에 따르면 그림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꾸준히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미 2006

년에 시장의 크기가 약 64억불에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세계 반도체 검사장비 시장

이에 반도체 검사장비 국산화를 위한 노력이 국내 업

계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반도체 검사 장비를 구성

하는 핵심부분 역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쟁력 확보

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로 한다.

핵심 요소기술 중, Timing formatter chip은 반도체

검사장비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원가에서

도 1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국내 생산

된 이력이 없어 100% 고가의 해외 업체 제품에 의존하

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적으로도, timing formatter chip제작을 위해서는

정밀한 timing 제어 기술이 요구되며, 이로 인하여 ps

단위의 정밀 timing 제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기

술은 향후 DDR4, 5와 같은 메모리의 data valid

window의 최대화를 가능케 하여, 향후 GHz대역의 고

속 메모리의 구현에 도움이 되며, 정밀 주파수 합성기

같은 경우 SoC의 고속 동작 및 저전력을 위한

DVFS(Dynamic Voltage & Frequency Scaling)등을 보

다 효율적으로 구현 가능케 한다. 더욱이 이러한 저전

력 기술로의 응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timing formatter

chip자체가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시스템을 하나의 Chip

에 구현함으로써 반도체 검사 시 사용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어, 녹색기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Timing formatter 기술 연구는 계속 진행 중[1][2]이

며 현재 analog device 사에서 만든 ADATE207[3] 제

품이 상용화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논문에서는 반도체 검사장비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검사장비의 효율성 향상을 불러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중인 timing formatter의 구조를

제시한다.

Ⅱ. 본  론 

그림 2는 현재 개발 중인 타이밍 포메터의 전체 구조

이다. 크게 timing generator, delay generator,

formatter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의 기능을 연계하여 타

이밍 포메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Timing generator는 칩 내부에서 정확한 주파수 값

을 가진 여러 가지 클럭들을 생성한다. 이를 기준으로

delay genrator와 formatter에서 각각의 펑션이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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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게이티드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2. Timing formatter 전체 구조도

다. 클럭들의 주기는 formatter로부터 마이크로 코드값

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간단한 클럭 생성

만을 결과값으로 원하는 경우 timing generator에서 바

로 클럭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앞에서 생성된 클럭을 기준으로 delay generator는

vernier구조를 이용하여 섬세한 타이밍 조정을 하는데,

이로 인하여 생성된 edge들은 정확한 타이밍 정보를 가

지고 formatter에서 파형들을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하

나의 rate안에서는 파형 생성을 위하여 네 개의 edge를

사용가능하다.

Formatter에서는 우선 칩 내의 모든 모듈을 컨트롤

하는 기능이 수행되며, 외부와의 데이터 통신은 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컨트롤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CSR(Control and Status Register)이라는 하나의 통합

된 저장 공간에 저장되며, 생성할 파형에 대한 정보는

칩 내에 내장된 메모리에 모두 저장해 놓게 된다. 현재

개발 중인 timing formatter는 256가지의 waveform 생

성을 지원한다. Formatter내의 waveform generator는

delay generator로부터 정확하게 딜레이 된 edge들을

받아 이벤트 코드의 형식에 따라 조합하여 사용자가 원

하는 wave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Wave의 종류는

100MHz의 속도로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comparator

모듈은 이후 대상 메모리 및 회로에서 돌아오는 결과

값을 받아 이를 예상되는 결과 값과 비교하여 대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림 2를 살펴

보면 Calibration 회로도 추가 되어 있는데 이는 두 개

이상의 채널을 구조에 넣을 경우 각 채널 간의 딜레이

차이를 모니터링 하고 그 격차의 값을 구하여 이후 딜

레이 모듈에서 그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칩 내부에서 고려하는 딜레이의 종류는 3가지로 첫

번째는 파형 정의에 포함 되어 있는 각 edge의 딜레이

값이고, 두 번째는 칩 전체에 대한 global 딜레이 값이

며, 세 번째는 채널간의 딜레이 격차 값이다. 이 모든

값은 포메터 컨트롤러 부분에서 합산하여 딜레이 모듈

에 전달하게 된다.

Ⅲ. 실 험 

그림 3은 timing formatter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16비트 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동작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버스로 들어오는 데

이터는 크게 커맨드와 일반 데이터로 나뉘는데 이는

CS_AS 신호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 커맨드는 각 메모

리 및 CSR에 대한 인에이블 들과 데이터를 넣거나 불

러올 주소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에서 보이는 과

정은 이미 메모리에 필요한 파형에 대한 데이터를 버스

를 통해 업데이트한 상태에서 각 rate에 파형을 변화시

키기 위하여 메모리 주소 값인 PAT_PATDATA 입력

을 바꿔가는 모습이다. 각 주소 값에 대응되는 데이터

가 메모리로부터 불러와져서 CSR의 해당되는 주소에

쓰여 진다. 그 값들은 각 edge들의 딜레이 및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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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의미하며 그 값들에 따라 서로 다른 타이밍의

edge들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edge들과 불

러와진 이벤트 코드를 해석하여 사용자가가 지정한 파

형을 생성하고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현재 개발 중인 timing generator의 구조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타이밍 조절이

20ps 단위로 가능하며 하나의 rate 안에 256가지의 파형

을 생성할 수 있다. 이 기능들은 클럭 생성부터 파형 생

성까지 모두 하나의 칩 안에서 이루어져 각 모듈간에 일

어날 수 있는 딜레이 문제를 최소화 시켰다. 개발된 칩은

테스트 장비의 핵심칩인 timing formatter 기술의 국산화

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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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reduce test-cost , many methods and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TRE (Test Resource Extension) and TTR(Test 
Time Reduction) and DFT (Design For Test) are representative. 
This paper presents test time reduction method for mass 
production of NAND flash memory using specially designed 
concurrent test schem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re is 
mass production test time improvement in Stack Package 
 

I. 서론 

NAND flash 제품은 erase, program, read 라는 기본 

unit 으로 구성되어 있다. Nand flash test 에서 소요되

는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Program – Read – 

Erase Operation 이다. 하지만 Stack 형 제품에서는 

(1개의 CE#당 Multi Die 연결) Die 수 만큼의 Test 

Time 이 추가 되게 되어 Test Time 의 부담이 심해

진다. [1] 

 

그림 1. Operation 별 Time in Stack Package 

 

그림1. 에서와 같이 Package 가 Stack 됨에 따라서 

Test Time 은 Stack 수 만큼 증가하게 된다. 외부에

서 바라보는 Package는 단지 Block 수가 증가된 

Device 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TTR 한다고 하

면 개별 동작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Stack 양산 Test 은 Stack Die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

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Stack 제품에 대해서 Non-

Stack 제품과 동일한 Test Time 을 가져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

다.[2]  

II. 본론 

1. Stack 제품 Test Flow 와 Address 구조 

Stack 제품을 만들 경우 Bonding Option 또는 Fuse 

Cutting 및 CAM program 으로 Stack Package를 제

작하게 된다. 아래 그림 2-1. 은 Bonding Option 으로 

Stack Package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내부 Die 는 외

부 동일 CE# 에 연결이 되어 외부 CE# pin 으로 Die 

구분을 할 수 없다.  

 

그림 2-1. Stack Package Bonding Diagram 

 

그림 2-2.에서 나타낸 Address구조에 의해 최상위 

Address 로 Chip Selection 을 할 수 있다. Nand 특

성상 Program/Erase/Read Operation은 Command – 

Address –Command 구조로 현 Operation Scheme으

로는 동일한 CE# 에 묶여있는 Multi-Die는 동시에 

Program 할 수가 없다.  

 

그림 2-2. Stack Package Address Mapping 

 

현재 NAND Flash Memory 구조에서 CE#를 공유

하는 여러 Die를 동시에 Operation 시키는 동작. 즉 

Nand Stack Package 양산성 향상을 위한 Test Method 개발 

 Test Method Development for Stack Package Mass Production Improvement 

허민호, 김동호, 노규섭, 이희기 

Hynix Semiconductor Inc. 

minho.her@hynix.com, dongho.kim@hynix.com , kuesup.no@hyn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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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으로 각 Die 에 Command 와 Data Input 

(Program 시) 해야 하는 경우 Interleave 와 

Concurrent 동작과 비교할 수 있다. 그림 3-1과 같이 

기존의 방식은 1st Operation 수행한 다음 Next 

Operation 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그림 3-1. Interleave/Concurrent Mode 동작 

 

추가적인 Data Input 이 필요하게 되며, Die 간 

Performance 의 차이는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R/B는 

공유하므로 R/B Status는 늦게 시작한 2nd Die에 의해

서 Control 된다. 이로 인한 품질에 대한 스크린 능력

에 대한 감소 및 Test Time Issue 를 가져올 수 있다. 

 

2. Modified Concurrent Algorithm 

양산 Test 과정에서 Special 한 목적으로 그림 3-2

와 같이 내부적으로 연결된 All Die를 동시에 Control 

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Data Input 필요 없이 SDP 

Operation Test Flow로 진행하여 동등한 Test Time 

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그림 3-2. Modified Concurrent Mode Diagram 

 

 현재 상위 Address 에 의해서 Selection 되는 Die 

Control을 Design 적으로 동시에 Enable 할 수 있는 

Special Mode 구현을 통해서 Test Time을 줄일 수 

있다. 

Data Input / Data Out 은 사용자가 외부에서 인가한 

Chip Address가 일치한 경우 “Chip Matched” 가 가

능하다. Address 로 Page, Block Access 하는 NAND 

구조 특성에 기인한다. 

 

그림 3-3. Modified Concurrent Design Diagram 

 

그림 3-3은 이런 구조를 극복하고 외부에서 인가한 

Address 에 의한 Chip Matched 여부와 상관없이 동

작 가능하게 지원하게 Test Mode (Special Test 방범

을 위한 Command) 를 만들었다 . 즉, 외부에서 인가

한 동일 Data 가 여러 Chip 으로 인가 될 수 있다. 

Data Out 의 경우 Chip Matched 된 경우만 사용 가능

하나, 특수한 Read Scheme 으로 Data Out Data 를 

Input으로 구현해서 평가가 가능하므로 실제 Read 동

작에 대해서도 Program 과 같이 동시에 Test 가 가능

하다.[3] 

 

3. Modified Concurrent Mode 고려 사항 

일반적인 Die to Die Test 방식이 아닌 All Die 동시 

Test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전류/전압 공급이 필수적

이다. 현 System에서 Modified Concurrent Mode 에

서 기존 Operation 대비 많은 Power 소모 및 

Decoupling 현상, Current Spark에 의한 Cap damage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Modified Concurrent 

Program 시 ISPP (Increment Step Program Pulse) 

동작 구간에서 전압 불안정에 따른 Program Fail 이 

발생했다. 저전압 에서 Power Drop에 의한 Mul-

Function 이 발생하여 Program 에 의한 Read Fail 이 

발생한 경우다. 

 

그림4. Power Cap 보강 후 Nois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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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Die Program을 하기 위해서 Power 단에 적

정 Capacitor 용량에 대한 simulation 실험 작업을 통

해서 안정적인 공급 Cap 을 설정했다. 실험을 통한 

Power Capacitor 을 구성해서 재 평가한 결과, 기존 

Operation 과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4. 

는 Multi-Die Operation 을 위해 Power Capacitor 보

강 전후에 Power Source 에 Ripple 을 비교한 결과이

다. 적정 Capacitor 구성 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안정

적인 Power 공급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4. Modified Concurrent Mode TTR 효과 

 Modified Concurrent Mode 는 SDP, 2CE DDP, 

4CE QDP 제품 군에는 효과가 없다. 하지만 1CE 

DDP,QDP,4CE ODP 와 같이 하나의 Chip Select Pin 

에 여러 Die가 연결된 경우 1/Die 의 TTR 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림 5. Modified Concurrent Mode 적용 효과 파악 

 

Modified Concurrent Mode 적용 후 Stack 제품에 대

한 Test Time 적용 후 그림 1. 에서 Stack 화에 따른 

Test Time 증가분이 사라지고, 1Stack 과 동일한 

Test Time 을 보여 주고 있다. 상기 Mode 를 통해서 

생산성은 100% 이상의 향상을 보여준다. Screen 

ability 는 기존 Mode 와 유의차 없는 결과를 보였다. 

 

III. 결론 

NAND Flash 제품의 Modified Concurrent Mode 를 

통해서 Test Time 단축 효과 및 Screen Ability 

측면에서 Loose 한 조건 없이 효율적인 Test 되는 

것을 양산 품질 Monitoring 및 Gate Test 를 통해서 

확인 되었다. 또한 이전 Test 대비 Over Kill Rate 

발생 없이 동등한 Yield를 확보되고 있다. 향후 Test 

Mode 의 개발은 Test 장비의 resource 를 최소화 

하면서 최대의 Performance 를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Screen Ability 를 기존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Test 하는 입장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향후 NAND Flash 제품의 더 큰 Test Time 단축을 

위해서는 Parallel Block 을 동시에 Test 함으로써 

SDP (Single Die Package) 자체의 Test Time 단축 

노력 및 Controller 를 이용한 CAT(Controller Aided 

Test), BIST(Built-In Self Test)와 같은 기술 도입이 

보편화 될 것으로 보인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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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ndancy TSV와 래퍼셀을 활용한 효율적인 TSV 병렬

테스트 구조 설계

(An efficient TSV parallel test structure by using redundancy

TSV, and wrapper cell)

김화영*, 오정섭**, 정지훈***, 박성주****

Abstract

A new problem happens with the evolution of TSV based 3D IC design. The bonding process takes place which

follows with the testing of design for proper connectivity in the absence of TSV redundancy. In order to achieve good

yield, the design should be tested with redundancy TSV. This paper presents a wrapper cell design for redundancy TSV

interconnect test. The design for test technique, in terms of hardware and software perspectives is described. The wrapper

cell with hardware design can use original test patterns. However, software design has less area overhead.

Keywords : TSV interconnect test, redundancy TSV, design-for-testability, boundary scan design

Ⅰ. 서  론

무어의 법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칩의 집적도를 높이

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칩 면적당 집적도만을 높이

기에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TSV(Through Silicon Via)가 제안되었다
[1,2,3]
.

TSV란 패키지 되지 않은 다이를 쌓아올린 3D 집적 기

술의 한 예이다. TSV는 회로의 집적도뿐 아니라 동작

속도, 전력소모, 제조비용, 발열 등의 문제점을 한꺼번

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또한 NAND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

전자, 하이닉스, 및 도시바 등도 TSV 기술을 이용한

3D 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TSV기반 3D IC는 무어의 법칙에 따

라 지속적으로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지만 칩의 생산성과 테스트 기술의 향상 없이 실용화

* 정회원, 휴맥스

(HUMAX)
**
학생회원,

***
학생회원,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
평생회원, 한양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부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이 수준에서 설계 및 테

스트를 통하여 KGD(Known Good Die)를 제공한다고

해도 3D 적층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적층한

3D IC에서는 하나의 다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의 2D IC인 경우에는

Stuck-at-faults, Transistor faults, Open and short

faults, Delay faults, Crosstalk 고장 등을 테스트하였지

만 TSV기반 3D IC의 경우에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위,

아래의 TSV의 위치가 맞지 않는 Alignment 문제 및

각 다이가 잘 붙지 않아 생기는 Bonding 문제 등을 테

스트해야 한다
[4]
. 이러한 새로운 고장 모델을 테스트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DFT(Design-For-Testability) 방

식과는 별도의 추가적인 테스트 방식을 필요로 하게 된

다. 하나의 다이뿐 아니라 적층하였을 때에도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KGS(Known Good Stack)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스트 시에 제품의

고장 유무뿐만 아니라 고장이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수

리하는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작은 부분의 결함으로 3D

IC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경우는 막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메모리에서 BIRA(Built In

Repair Analysis)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셀로 대체하

는 기술과 같이, 새로운 TSV 기반의 3D IC에서 고장난

TSV를 여분의 TSV로 효율적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제

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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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간단한 3D DFT 구조의 예

Fig. 1. Simplified example of a 3D DFT architecture

Ⅱ. 3D IC Design for Testability

TSV을 이용한 3D 집적 기술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

르게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고도의 테스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1은 간단한 TSV기반의 3D DFT구조의

예이다. 기존 2D 기반의 회로에서 스캔테스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bottom 다이의 Sin에서 내부의 스캔

체인을 거쳐 Sout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 각 다이 마

다 입출력을 테스트하는 경계스캔테스트가 있다. 경계

스캔테스트란 PCB 내에서 각 칩 간의 연결 등을 테스

트하는 기술이며 각 다이간의 TSV 연결 테스트를 위

해서도 사용한다. IEEE Std 1149.1의 기본 명령어 중

EXTEST를 이용하여 각 다이간의 TSV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테스트하게 된다. TSV기반 3D IC

에서의 경계스캔테스트는 bottom 다이의 TDI를 통해서

입력이 들어가 각 다이의 입출력에 연결되어 있는 래퍼

셀을 경유하여 TDO로 그 출력이 나와 입출력이 제대

로 연결 되었는지를 테스트하게 된다. 여기서 기존에는

없던 다이간의 연결에 대한 문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는 TSV의 연결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5,6,7]
.

이러한 TSV의 연결테스트 후 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장 TSV를 대체할 수 있도록 redundancy TSV을 사

용하는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8,9,10]
.

Ⅲ. Redundancy TSV를 이용한 대체 기술

1. Redundancy TSV

redundancy TSV란 그림 2와 같이 기능적인 동작을

그림 2. Redundancy TSV

Fig. 2. Redundancy TSV

하는 기본 TSV가 테스트 후 제대로 동작하기 어려

울 때 그것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여분의 TSV를 말

한다. 각 다이간의 연결테스트 후 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장 TSV를 대체할 수 있도록 redundancy TSV을 이

용한다. 고장 TSV와 redundancy TSV 입출력의 라우

팅을 바꿔주어 각 다이간의 입출력을 할 수 있게 만든

다. 이때 라우팅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과 e-Fuse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레이

저를 이용한 방법은 웨이퍼레벨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라우팅 경로를 직접 끊어주는 방법이고, e-Fuse를 이용

한 방법은 회로 내부의 ROM영역을 이용하여 라우팅경

로를 MUX신호로 고정시켜주는 것이다. 하지만

redundancy TSV을 테스트하기 위한 래퍼셀은 정의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고장 TSV를 대체

하면서 redundancy TSV 자체도 테스트할 수 있는 새

로운 래퍼셀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기존의 대체 기술

기본적으로 고장난 TSV에 대해서 redundancy TSV

와 1:1로 라우팅을 바꾸어 수리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

만 수율을 높이고 고장난 TSV와 redundancy TSV와

의 멀어진 거리로 인해 생기는 Delay path의 증가로 인

해 새로운 대체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8,9]
.

그림 3은 TSV 대체 방법의 한 예이다[8]. (a)는 기본

적으로 고장난 TSV에 대해서 지정된 redundancy TSV

와 1:1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a, b, c, d는 기본 TSV이

고, r1, r2는 redundancy TSV이다. 만일 b와 c의 연결

테스트 중 이상이 생기면 r1과 r2로 1:1 대체하게 된다.

반면 (b)는 지정된 redundancy TSV가 없는 방법이다.

b, c, d, e가 기본 TSV이고, a와 f는 redundancy TSV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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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SV 대체 방법 예제 1[8]

Fig. 3. Example of a TSV repair scheme 1
[8]

그림 4. TSV 대체 방법 예제 2[9]

Fig. 4. Example of a TSV repair scheme 2[9]

이럴 경우 만일 b와 e의 연결테스트 중 이상이 생기면

b의 입출력은 a로, e의 입출력은 f로 가까운 경로를 따

라 위치가 바뀌게 된다. 결국, (a)에서 생기는 Delay

path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림 4는 다른 TSV 대체 방법이다
[9]
. 그림 4의 (a)처

럼 4개의 기본 TSV가 있고 1개의 redundancy TSV가

있다고 하자. 만약 여기서 연결테스트 후 2번째 TSV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b)와 같이 TSV를 대체하게 된다.

역시 1:1로 고장난 TSV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Delay

path를 줄이기 위하여 2,3,4번째의 입출력의 MUX신호

를 1로 고정하여 3번째 기본 TSV가 원래의 2번째 역할

을 하고, 4번째 기본 TSV가 원래의 3번째 역할을 하고,

redundancy TSV가 4번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결테스트를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5와 같이 직렬 테스트와

병렬 테스트로 나눌 수 있다
[10]
. 직렬테스트는 (a)와 같

이 MUX의 제어신호가 1일 때는 정상 동작하지만

TSV 연결테스트 할 때에는 MUX의 제어신호를 0으로

한다. 그러면 각 TSV에 연결되어 있는 플립플롭은 하

나의 스캔체인을 형성하게 되어 연결테스트를 할 수 있

다. 이러한 직렬테스트는 구조가 간단한 반면 두 개의

다이를 연결한 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반면 (b)에서는

그림 5. TSV 직렬 테스트 vs TSV 병렬 테스트
[10]

Fig. 5. TSV serial test vs TSV parallel test[10]

그림 6. SI-SO 끊기는 현상

Fig. 6. Broken SI-SO path

각 플립플롭들은 병렬로 연결되어 웨이퍼 수준에서 테

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b)와 같이

병렬 테스트를 기준으로 설계 할 것이며, High

reliability TSV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 TSV와 같은 형

태를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래퍼셀을 제안한다.

이러한 redundancy TSV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다이를

적층 할 때마다 TSV들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하

는 연결테스트가 용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KGD뿐 아

니라 KGS도 실시하여야만 높은 수율을 얻을 수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테스트 방법에서는 redundancy

TSV를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림 6처럼 스캔체인이 끊기는 현상이 발

생하기 때문이다. IEEE Std 1149.1의 EXTEST 명령을

통해서 다이간의 TSV의 연결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연결 부분에 래퍼셀을 추가하여야 한다. 만약 연

결테스트에서 두 번째 TSV(TSV_1)의 연결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쉬프트하면서 redundancy TSV와 교체

를 하게 된다. 이때, (b)처럼 기존에 존재하던 스캔경로

(Sin->Sout)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redundancy TSV를 기본 TSV보다 높은 신뢰성으로 구

현한다고 하지만 기본 TSV와 다르게 구현하기가 힘들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의 Ⅳ장에

서는 새로운 래퍼셀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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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안하는 래퍼셀(하드웨어)

Fig. 7. Proposed wrapper cell(Hardware)

그림 8. ScanBypass 적용한 모습

Fig. 8. Applying ScanBypass

Ⅳ. 제안하는 Redundancy TSV 연결 테스트를 

위한 래퍼셀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래퍼셀의

구조를 하드웨어관점과 소프트웨어관점으로 나누어 제

안하고자 한다.

1. 하드웨어 관점의 래퍼셀 설계

제안하는 래퍼셀은 그림 7과 같이 기존의 IEEE 표준

과 호환한다. 래퍼셀은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입출력인

CFI와 CFO가 있고 테스트시 사용되는 입출력 CTI와

CTO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MUX와 신호가 필

요하다. Repair와 Right_CFO 신호는 기존에 대체방법

을 사용하기 위한 신호로 고장난 TSV의 오른쪽의 모

든 TSV의 입출력들을 좌측으로 Shift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ScanBypass와 Left_CTI 신호가 필요

하다. 만약 TSV연결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redundancy

TSV0 TSV1 TSV2 TSV3
R-

TSV

Repair 0 0 0 0 -

ScanBypass 0 0 0 0 1

표 1. 고장이 없을 때 ROM 값

Table 1. Default ROM value

TSV0 TSV1 TSV2 TSV3
R-

TSV

Repair 0 0 1 1 -

ScanBypass 0 1 0 0 0

표 2. TSV 고장시 ROM 값의 예

Table 2. Example of a broken TSV ROM value

TSV와 대체를 할 경우 스캔체인이 끊어지게 되는데

ScanBypass 신호를 1로 고정시켜주게 되면 그 래퍼셀은

스캔입력을 바로 출력으로 연결시켜 주어 대체했을 때

스캔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8과 같이 IEEE Std 1149.1

EXTEST 명령 후 두 번째 TSV(TSV_1)에 고장이 발

생했을 경우에 끊어진 스캔체인을 연결하기 위해

ScanBypass[1]의 값을 1로 고정시킨다. 그러면 두 번째

레퍼셀은 사용되지 않고 ScanBypass[1]로 제어되는

MUX에 의하여 첫 번째 래퍼셀에서 나오는 스캔신호를

바로 세 번째 래퍼셀에게 전달하게 된다.

redundancy TSV를 포함한 모든 TSV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초기의 Repair 신호로 제어되는 MUX와 끊어진

스캔을 연결하는 ScanBypass 신호의 ROM 값은 모두

0이다.

또한, 4개의 기본 TSV가 있고 1개의 redundancy

TSV가 있다고 가정하자. TSV 연결테스트 이후에 만

약 고장 있는 TSV가 없다면 표 1과 같이 redundancy

TSV의 ScanBypass 신호만 1로 고정하면 된다. 왜냐하

면 고장이 없을 경우 redundancy TSV에 테스트패턴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만약 두 번째

TSV(TSV1)에 연결테스트 이후 고장을 발견하게 된다

면 표 2와 같이 세 번째와 네 번째 Repair 신호를 1로

고정하고 두 번째 ScanBypass 신호를 1로 고정하면 된

다.

이러한 ScanBypass신호로 선택되는 MUX를 하드웨

어로 설계하고 대체를 한 후에는 ATPG(Automatic

Test Pattern Generation)에서 생성된 테스트 패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래퍼

셀에 추가적인 MUX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 오버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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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V0 TSV1 TSV2 TSV3
R-

TSV

EXTEST 시 4 3 2 1 0

고장이 없을 시 3 2 1 0 X

TSV0 고장 X 3 2 1 0

TSV1 고장 3 X 2 1 0

TSV2 고장 3 2 X 1 0

TSV3 고장 3 2 1 X 0

표 3. 테스트패턴 입력 순서

Table 3. Test pattern input order

가 생기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레이저로

대체기술을 활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e-Fuse로 ROM 영역에 ScanBypass를 연결한다면 라

우팅이 복잡해지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하드

\웨어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관점의 설

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관점의 설계

앞절에서 설명한 하드웨어 관점이 아닌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래퍼셀을 기본 TSV

뿐만 아니라 redundancy TSV에도 연결하여 연결테스

트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테스트에서는 기존

의 ATPG에서 생성된 테스트 패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ATE(Automatic Test Equipment)에서

BSDL(Boundary Scan Description Language)를 수정

해 주어야한다.

표 3은 TSV 연결 테스트 후 연결이 고장난 TSV를

대체 후 바뀌는 테스트 패턴의 입력 순서이다. 각 고장

있는 TSV의 셀의 테스트 패턴을 don't care로 두어서

테스트한다.

이러한 방식의 테스트방법은 끊어진 스캔을 연결하

는 ScanBypass 신호와 MUX가 없고 redundancy TSV

에만 래퍼셀을 추가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관점보다 면

적 오버헤드가 적다.

3. High reliability TSV 대체 설계

앞서 봤던 그림 5의 (b)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TSV

병렬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백터의 스캔

경로를 보장해 주는 high reliability TSV가 필요하다.

하지만 TSV 테스트 단계는 이미 post bond 단계이고,

high-reliability TSV의 보장은 쉽지 않다. 따라서 앞서

제안한 wrapper cell을 redundancy TSV에도 활용하여

high reliability TSV가 필요없는 병렬 TSV 테스트 구

조를 설계한다면 그림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9. High reliability TSV 대체 설계

Fig. 9. TSV parallel test structure without high reliability TSV

위 구조에서 redundancy TSV는 테스트 모드에서 테

스트 벡터들이 쉬프트 되어 지나가는 스캔경로를 제공

하기 위해 사용 된다. 이 구조에서 Redundancy TSV에

도 역시 제안하는 wrapper cell이 달려있기 때문에 결

함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 같은 구조는

high-reliability TSV가 없어도 TSV 병렬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만약 스캔경로를 제공하는 redundancy TSV에 결함

이 있다면 그림 10과 같은 구조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림 10. 추가적인 MUX를 사용한 High reliability TSV 대

체 설계

Fig. 10. TSV parallel test structure without high reliability TSV

by using additional M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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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에서 나타낸 것처럼 만일 스캔경로를 제공하

는 Redundancy TSV에 결함이 발견되면 <redundancy

TSV의 개수×2> 만큼의 MUX를 이용하여 인접한

TSV를 스캔경로를 제공하도록 대체하는 설계가 가능

하다.

Ⅴ. 실험

본 논문에서는 redundancy TSV를 테스트 할 수 있

는 래퍼셀을 구현하였다. 설계언어는 Verilog HDL을

사용하였고, 시뮬레이션 툴은 Cadence사의 nc-Verilog

default Only Repair
Software

Repair

Scan

Bypass

1:1 22 24 46 54

4:1 88 102 124 144

9:1 198 232 253 294

표 4. 면적 비교

Table 4. Area comparison

default
Only

Repair

Software

Repair

Scan

Bypass

TSV test N N N+K N+K

Repair 후 . N N+K N

표 5. 스캔길이 비교

Table 5. Scan length comparison

와 simvision을 사용하였으며,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Synopsys사의 Design Compiler를 사용하였다. 면적 비

교를 위해 4가지 래퍼셀을 설계하였다. 먼저 기본적으

로 IEEE Std 1149.1에서 제공하는 기본 래퍼셀(default)

을 설계하였고, repair 신호를 이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

래퍼셀(Only repair)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redundancy TSV를 테

스트 할 수 있는 래퍼셀(Software repair)와 끊어진 스

캔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래퍼셀(ScanBypass)을 설계

하였다. 표 4의 면적 비교표를 보면 기본 TSV와

redundancy TSV의 개수에 따른 면적을 알 수 있다. 실

제 사용되는 기본 TSV가 9개이고 그것에 따른

redundancy TSV가 1개이라면 면적은 하드웨어 관점의

설계에서는 26.7%, 소프트웨어 관점의 설계에서는 9%

의 면적 오버헤드가 생긴다. 즉 하드웨어로 설계시 소

프트웨어에 비해 15.7%의 면적 오버헤드가 생긴다. 하

지만 redundancy TSV를 테스트 할 수 있고, 최대 효율

의 대체기술을 활용한다면 수율에서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다.

표 5는 스캔길이 비교표이다. redundancy TSV에 래

퍼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하기 전과 후의 스

캔길이가 N으로 같다. 하지만 제안하는 래퍼셀 중 소프

트웨어 관점에서 설계한 래퍼셀의 경우에는 대체기술을

적용하기 전과 후가 K(redundancy TSV 래퍼셀의 개

수)만큼 길어지게 된다. 하지만 하드웨어 관점에서 설

계를 할 경우에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후에는 수리한 래

퍼셀을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기본 TSV 개수만큼의

길이 N으로 스캔길이가 짧아지게 된다.

Ⅵ. 결론

칩의 적층 기술이 적용된 TSV기반 3D IC로 진화함

에 따라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중 하나인 TSV 연결테스트를

위해서 기존의 IEEE Std 1149.1 래퍼셀을 사용하지만

redundancy TSV 연결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스캔체

인이 끊기지 않도록 래퍼셀을 설계해야한다. 본 논문에

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래퍼셀을 제안하였다. 하드웨어

관점의 래퍼셀은 ScanBypass을 이용하여 끊어진 스캔

을 연결하고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ATE 장치의

BSDL을 이용하여 스캔 순서를 조절함으로써

redundancy TSV도 연결테스트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

다. 실험결과, 하드웨어로 설계하였을 때 소프트웨어보

다 15.7%의 오버헤드가 발생하지만 기존의 사용하던

ATPG의 테스트 패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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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3D-SICs에 적용한 1149.1과 1149.7의

비교 분석

가. Testability
그림 1, 2는 직렬 토폴로지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

기 때문에 어떤 레이어든지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연결
된 다음 레이어를 테스트 할 수 없으며, 어떤 레이어가 
고장이 났는지 또한 알 수가 없다. 그림 3은 모든 레이어
가 공통된 TMS와 TCK를 사용하지만 TDI와 TDO는 레
어어마다 각각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각레이어를 테스
트 하거나 고장진단이 가능하지만 TSV설계에 잇어서 적
합하지가 않다. 그림 7의 스타-2 토폴로지를 이용한다
면 3D-SICs에 1149.7을 적용한 DFT기술에 적합하다. 
추가된 SSD, TCA, 그리고 CID를 이용한 직접주소겁근
방식을 이용한 다면, 3D-SCIs에서의 최적화된 DFT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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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라고 본다.

나. Pin count
1149.1과 1149.7로 3D-SICs를 테스트 하기 위해서

는 표 3에 나오는 수 만큼의 핀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레이어들을 고장진단 하기 위해서는 그림 3, 7의 두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1149.1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TDI와 TDO가 타켓 레이어의 개수만큼 필
요하기 때문에 pin count가 중요한 TSV 설계에서는 적
합하지 않다.

다. Power consumption
기존 1149.1의 메카니즘으로 테스트 할 경우에는 비

록 테스트하지 않은 레이어라 할지라도 그 레이어를 
BYPASS를 하여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모든 레이어에 
전력이 소비하게 된다. 하지만 1149.7의 경우에는 자체
의 내장되어 있는 CLTAPC의 블록에 의해서 테스트를 
하지 않은 레이어에 대해서 deselection을 하게 되어 자
체적으로 TCK를 케이팅하게 되어 그 레이어에서 전력소
모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즉 4개의 레이어에서 전력소
비가 일어나는 반면, 1149.7에서는 필요한 레이어만을 
선택하므로 한번에 0개에서 4개의 레어어에서만 전력소
모가 일어나게 된다.

라. Area overhead
TAP 컨트롤러의 Area부분만 비교해본다면 , 1149.7

의 클래스 T4는 1149.1보다 SSD에 대한 FSM, 
CLTAPC의 selection/deselection과 TDO Signal Drive 
Policy 등을 처리하는 로직 및 APU이 추가가 되었다.

Ⅵ. 결 론 

Ⅶ.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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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physical level design of 3D CMOS SRAM IC with Through Silicon Via (TSV) is 
developed using a 6 transistor CMOS circuit model for SRAM to find testability of stacked memory. We 
have performed design and electrical circuit model extraction to analyze the propagation delay in 3D 
SRAM ICs. Simulation results are presented to show the accuracy and efficiency in determining the 
propagation delay in 3D SRAM ICs using the electrical circuit model proposed in this paper. We 
represent the propagation delay in TSVs by representing the RC time constant and the capacitive delay in 
SRAM cell load driver during pull up and pull down in CMOS. We have performed TDR and eye 
diagram analysis to validate our models. The proposed propagation delay model can be used for various 
high speed, high density memory. 

Introduction 

CMOS Static random access memory (SRAM) cells are common in many electronic systems. SRAM ICs 
have a high speed and high density requirements. To satisfy these requirements important issues with 
SRAM have to be addressed: modeling and analysis of TSV memory chips. To achieve a correct design 
of SRAM IC we have to verify the layout of the SRAM IC. The interconnect material used to connect 
SRAM cells in one single die are aluminum, which has a low resistance but due to the many intersections 
polysilicon is also used which has a higher resistance. Due to this high resistance there is a propagation 
delay in SRAM ICs.  

The core of the SRAM consists of cells in which bits are stored. Each memory cell is designed to store 
one bit. For our design and case studies we have used a conventional six transistor SRAM where the data 
is stored by two stable states of a latch composed of two CMOS inverters in a feedback loop [1]. To 
achieve 3-D integration in SRAMs the two dies with SRAM cells are stacked together and interconnected 
by TSVs. The TSVs are modeled as a transmission line model as they propagate signals between two 
dies. The transmission line model of TSVs has a RC time constant which induces a propagation delay. 
Propagation delays are introduced in SRAM ICs due to the high resistance polysilicon and TSVs used to 
interconnect two stacked dies in 3-D SRAM ICs. Depending on the SRAM cell’s driving and load 
conditions, different propagation delay models are used to analyze the 3-D SRAM ICs.  

Approach 

Previous research work on propagation delay discusses the modeling of interconnect as a transmission 
line. The transmission line is usually substituted by an RC line or an RC tree in the case of a branched 
line [2]. The most commonly referred definition of propagation delay is Elmore’s delay, which defines 
delay as the time taken for a signal to attain 10% to 90% of its value. This provides a good estimate of the 
propagation delay, but it is not accurate for SRAM cells interconnected on the same die and also SRAM 
cells on two stacked dies.  Another major concern on SRAM performance is the loading effect from one 
SRAM cell to another. Here the output of one SRAM cell is given as the input to the next SRAM cell; 
from a transistor perspective it means that the NMOS circuits should attain their respective threshold 
voltages with the least possible delay. Carter and Guise proposed a definition for the propagation delay as 
the time the 62% criterion of the average pulling up and pulling down. The stacked 3-D SRAM IC is as 
shown in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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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acked 3-D SRAM IC 

Analysis of SRAM cells shows that the propagation delay in SRAM cells is mainly due to the sum of the 
two switching actions of the transistor. The propagation delay in transistor is given by the following 
equations [3] 

( )[ ]( ) pulldownITHVOHVwCFCuCCFt −+++= max|..00201 π  
( )[ ]( ) pullupIOLVTLVwCFuCCFt −−++= max|..0202 π where t1 and t2 are the transition times during 

pull up and pull down respectively. Imax is the maximum current during pull up and pull down, 
respectively. F0 is the fan-out number, Cw is the interconnect capacitance between two SRAM cells and 
C0 is the device capacitance. The propagation delay is given b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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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T is the total transition time, Id is the current across the inverter at logic threshold, and the total 
load capacitance is given by ( ) 00 CFCCC wgT ++= . 

Methodology 

Through Silicon Vias have number of advantages in electronic packaging, especially for stacked memory 
ICs. Stacking memory chips provides physical size reduction which saves valuable real estate and shorter 
interconnect length which reduces local and global delays [1]. Along with the need for low-cost and high-
yield process technology,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TSV technology should be accompanied by 
optimized electrical design. The electrical design of TSV interconnections requires the careful 
consideration of their complex electrical behavior [2]. Development of equivalent electrical model for 
TSV has been rigorously investigated [4,5,6]. Since the TSV is modeled as a RLC electrical model, it has 
an RC time constant which gives rise to propagation delay.  

Simulation Results 

Consider four SRAM cells that are connected in cascade to form a 4-bit storage cell. We have considered 
3-D SRAMs with two dies by TSV. The TSV dimensions are given as 100µm tall and 15µm wide with 
pitch of 50µm. The metal traces connected to the TSV top layer has a length of 500 µm, width of 1 µm 
and thickness of 1 µm. Using these dimensions we calculated the parametric values for the electrical 
model as follows. Rvia = 11.5 µΩ; Lvia = 43.5 pH; Csil = 1.62 fF; Gsil = 994.1 Ω; ESL = 43.2 pH; ESR = 
24.3 µΩ; Rtrace = 8.77 Ω; Ltrace = 62.8 nH; Ctrace = 0.20 fF; Ccoupling = 0.41 fF. We have considered different 
dimensions for TSVs and calculated the propagation delay between two stacked dies of SRAM cells. The 
simulation results are shown in Figure 2. As can be seen, the delay is increased as the length of TSV 
grows. 

SRAM 1 SRAM 2 SRAM3 SRAM4 

Die-1 

Die-2 

T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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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pagation Delay in 3-D SRAM IC 

Conclusion 

In this paper we presented the propagation delay in stacked memory chips. We calculated the transition 
times and capacitive loading effects in SRAM. We proposed a new electrical model for the TSV to be 
used in stacked memory. We performed simulations and TDR analysis to calculate the delay in TSV 
stacked memory. We found that the delays are increased in almost linearly as the TSV is doubled in 
length. From the delay analysis, we can model the defects of TSV and perform testing of stacked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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