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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 반도체 테스트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른 속도로 변하는 미래의 삶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은 더욱 중요하여 지고 있습니다. 이러

한 환경 속에서 우리 테스트 분야에 요구되는 혁신과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 여

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반도체 산업은 Information 기술의 핵심인 휴대용 단말기 주도하에 성장

하였고, 이제는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한 IoT, Automotive 및 Wearable  

기기의 양적 성장을 눈 앞에 두고있습니다. 각각의 Application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

에 등장할지 가늠하기 어렵고, 이에 요구되는 반도체 부품의 변화 또한 더욱 예측하기 어

렵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이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였고, 로직 분야에서도 그 성과를 높여 가

고 있어 더욱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미래의 삶을 반도체 기술 없이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산업의 미래는 밝지만, 급속한 변화의 시기에 한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

한 피땀 어린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는 Multi-Function, High-Performance, Small- 

Formfactor를 기본으로 하고,과거 Application의 요구에 의하여 반도체 제품이 기획되

는 모습에서 이제는 새로운 반도체가 기기의 모습을 바꾸어 가는 Trend도 감지되고 있습

니다. 이로 인하여 테스트 분야에 요구되는 전통적인 High Speed, Multi Function을 

검증하기 위한 Solution의 한계를 넘어, 제품과 시장의 변화를 미리 예측 하여야 하는 것

도 우리의 당면 과제 입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넘어야 할 기술장벽이 존재하지만, 제품

과 시장 환경의 변화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수요 측면에서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우리 테스트 업계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명확합니다. 새로운 개념의 반도체 제품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기에서 동작

할 때, 요구되는 특성과 품질을 완벽히 검증할 수 있는 Solution을 통해 사람의 안전을  

지키고,테스터에서 만들어 내는 Data가 전체 반도체 제조 공정의 지속적인 등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한국 반도체 테스트 학회의 성장은 타 분야의 모범이 되

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제16회  

한국 반도체 테스트학회에 회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미래를 함

께 고민하고 우리 반도체 테스트 분야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

으면 합니다. 업계 전문가분들의 고견과 미래를 이끌어 갈 후학들의 열정이 있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6회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 대회장  주 재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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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홀 도면

: 약력

•Education: Master	of	Engineering	(1989)	from	MeijiUniversity

•Background

			1989	 				Joined	Advantest	Corporation	

			1991	 				Transferred	to	Advantest	America,	Inc.	

			1996	 				Transferred	to	Advantest	Korea	Co.,	Ltd.	(Director)

			2004	 				Manager,	International	Sales	Department	3

			2006									Elected	as	President,	Advantest	Korea	Co.,	Ltd.

			2008	 					Elected	as	Executive	Officer,	Advantest	Corporation

			2011	 					Elected	as	Director,	Managing	Executive	Officer	and	

Executive	Vice	President	of	Sales	and	Marketing	Group	

of	Advantest	Corporation

“�Prospects�for�Future�Semiconductor�
Business”거문고 B 거문고 C

다
과

계
단

3층

거문고 A

거문고홀(3F) Geomungo Hall

가야금홀(2F)	Gayageum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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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 A 가야금 B
등록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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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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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torial 2            : Tutorial 1                      좌장:	정재용(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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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Michael	 brings	 over	 25	 years	 of	 softwa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experience	to	the	Optimal+	management	team.	Before	joining	Optimal+	

in	2005	as	its	CTO,	Michael	was	a	Senior	Software	Architect	at	SAP,	where	

he	led	the	development	of	Duet,	a	joint	venture	with	Microsoft	to	enable	

seamless	access	to	SAP	data	via	Microsoft	Office.	Prior	to	 joining	SAP,	

Michael	was	a	Software	Architect	at	Microsoft,	where	he	led	consulting	

engagements	with	the	company's	major	customers.	He	was	also	VP	R&D,	

at	 ActionBase,	 a	 company	 providing	 business-management	 enterprise	

solutions	to	enhance	internal	organizational	workflow	and	collaboration.

:��Abstract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discuss	the	challenges	faced	by	semiconductor	

companies	as	technologies	evolve	and	how	new	Big	Data	solutions	can	

be	leveraged	to	meet	those	challenges.	 	We	will	demonstrate	how	the	

classic	assumption	that	the	results	of	a	test	program	are	good	enough	to	

determine	the	quality	of	a	part	are	fundamentally	flawed.		A	much	broader	

approach	is	required	and	Big	Data	technologies	are	here	to	help	make	it	

possible.		We	will	show	some	examples	of	how	our	customers	use	these	

methods	to	solve	their	quality	problems.

:�약력

Byoungho	Kim	received	the	B.S.	and	M.S.	degree	in	electronic	engineering	

from	Hanyang	University,	Korea,	in	1998	and	2000,	respectively,	and	the	

Ph.D.	degree	i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from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in	2007.	 	 In	 the	summer	of	2006,	he	was	with	the	

National	Semiconductor	Corp.,	where	he	developed	test	methodologies	

for	 ultra	 high-speed	 mixed-signal	 circuits.	 Since	 2007,	 he	 was	 with	

the	Texas	Instruments	Corp.,	Santa	Clara,	CA,	as	a	staff	engineer.	From	

2010	 to	2015,	he	was	with	Broadcom	Corp.,	 Irvine,	CA,	as	a	principal	

scientist.	Since	March	of	2015,	he	has	been	with	the	Division	of	Electrical	

Engineering	at	Hanyang	University,	Ansan,	Korea,	where	he	is	an	assistant	

professor.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the	design	and	test	of	analog	and	

mixed	signal	circuits	and	high-speed	I/Os.	

He	 is	 the	 recipient	of	 the	2007	 IEEE	VLSI	 Test	Symposium	 (VTS)	best	

paper	award,	and	is	the	recipient	of	the	2011	best	reviewer	award	of	the	

IEEE	Transactions	on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	 (TIM)	and	 the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	Society	 (IMS).	He	 is	 an	 IEEE	 senior	

member.

Why�Quality�depends�on�Big�Data

강연자:Michael	Schuldenfrei	(Optimalplus)

좌장:	김우섭(삼성전자)

Analog�Performance-based�Self-Test��
Approaches�for�Mixed-Signal�Circuits

강연자:김병호	교수(한양대)

TU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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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iversity	 of	 analog	 self-test	 methodologies	 have	 been	 proposed	 to	

reduce	 the	 test	 cost.	 A	 number	 of	 approaches	 based	 on	 fault-based	

test	have	been	proposed	based	on	 self-test	 scheme.	Motivated	by	 the	

popularity	 of	 fault-based	 production	 testing	 of	 digital	 circuits,	 many	

research	works	tried	applying	the	methodology	to	the	analog	and	mixed-

signal	domains.	In	fault-based	testing,	a	list	of	physically	realistic	faults	

are	derived	from	process	information,	defect	statistics,	and	circuit	layout.	

Tests	are	then	developed	to	distinguish	these	faulty	circuits	from	the	fault-

free	 circuit.	 However	 the	 fault-based	 approach	 has	 limitations	 to	 test	

analog	and	mixed-signal	circuits.	This	approach	requires	device-under-

test	(DUT)	topology	and	the	reference	fault	models.	It	is	hard	to	build	the	

reference	model	 of	 complicated	 circuits	 for	 the	 fault-based	 test.	 Poorly	

described	model	 leads	to	 lower	 test	accuracy.	Even	though	the	method	

can	increase	fault	coverage,	the	stimuli	are	targeted	at	detecting	specific	

faults	 in	specified	components	 thereby	covering	selected	 faults.	For	 the	

performance-based	test,	short	duration	and	optimized	stimulus	is	applied	

to	a	DUT	 in	an	attempt	 to	overcome	 these	drawbacks.	The	 response	 is	

analyzed	to	characterize	the	performance	parameter	of	the	DUT,	without	

the	need	for	reference	model	for	the	DUT.	Diverse	analog	performance-

based	 test	 methodologies	 have	 been	 proposed	 based	 on	 self-test	

platforms,	with	high	test	quality.

Variability�and�Reliability�Aware�Design��
for�Emerging�System-on-Chips

: Tutorial 3               좌장:	전홍신(SK하이닉스)

:�약력

Dr.	 Yongchan	 Ban	 is	 a	 principal	 research	 engineer	 in	 System	 IC	 R&D	

center,	LG	Electronics,	Seoul,	Korea.	His	research	in	LG	focuses	on	physical	

design	&	verification,	design	methodology	and	design-for-manufacturing	

for	 advanced	 node	 designs.	 He	 received	 his	 Ph.D.	 i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e	was	a	senior	

engineer	in	Samsung	Electronics,	Korea	and	a	senior	software	engineer	in	

Intel	Corporation,	Oregon,	USA.	He	has	published	over	60	papers	in	peer-

reviewed	 journals	and	conferences,	and	 is	 the	holder	of	6	patents.	He	

has	received	a	number	of	awards,	including	Intel	Software	Quality	Award	

in	2012	and	the	best	paper	award	at	the	15th	Korea	Test	Conference	in	

2014.

강연자:	반용찬	수석(LG전자)

: Abstract

With	 increasing	 chip	 sizes	 and	 shrinking	 device	 dimensions,	 on-

chip	 semiconductor	 process	 variation	 can	 no	 longer	 be	 ignored	 in	 the	

design	 and	 signoff	 static	 timing	 analysis	 of	 integrated	 circuits.	 Thus,	

we	 need	 to	 ensure	 not	 only	 conventional	 design	 closure	 but	 also	

manufacturing	closure	in	nanometer	regime.	As	it	has	been	shown	that	

manufacturing	 issues	are	strongly	 layout	dependent,	manufacturability	

aware	 layout	 optimization	 for	 manufacturing	 closure	 shall	 play	 a	 key	

role	 in	 the	 overall	 yield	 improvement.	 To	 maximize	 performance	 and	

process	utilization,	we	have	developed	and	validated	a	timing	analysis	

methodology	based	on	accurate	silicon	contour.	This	allows	for	signoff	

timing	without	unnecessarily	large	margins,	thereby	reducing	chip	area	

and	maximizing	performance	while	ensuring	chip	functionality,	improved	

process	utilization	and	yield.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discuss	many	

manufacturability,	variability,	reliability,	and	power	aware	efforts	in	earlier	

design	stages.

제16회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



  

16 17

논문발표안내

제16회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

논문발표안내

The 16th

Korea Test Conference

			좌장:	이창원(엑시콘)	/	09:00~10:00

B.�ATE�Hardware�&�Software�(1)A .�Test Industry

Design Analog AC module for digital only tester and evaluation 

on TERADYNE UltraFLEX with ETS-600

발표자: 김민영

저				자: 김민영	(TERADYNE)

Parallel Testing 장비의 Supply Voltage Drop에 대한 고찰

발표자: 김선웅

저				자: 김선웅,	박현수,	정창교,	김웅희	(SK하이닉스)

메모리 테스트를 위한 optical interconnect 광소자에 대한 연구

발표자: 김재현

저				자: 김재현,	박일원,	이춘광,	최재일,	이동호,	김용균,	반다영	(삼성전자)

DIMM Press-fit socket pin seating position effect on socket to 

system board interconnect  

발표자: Muhammad	Waqar

저				자: Muhammad	Waqar,	이호성,	박근용,	Saqib	Ali	Khan,	백상현	(한양대)

UFS2.0 표준 검증을 위한 테스트 플랫폼

발표자: 김영성

저				자: 김영성,	김두영,	정지훈,	박성주	(한양대)

Elec.Test를 위한 실장 Vector 자동화 Tool

발표자: 안세환

저				자: 안세환,	최경식,	김현래,	김웅희	(SK하이닉스)

			좌장:	이현빈(한밭대)	/	09: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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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를 고려한 Superset X-Canceling 방법

발표자: 강진현

저				자: 강진현,	양준성	(성균관대),	정재용	(인천대)

Adaptive Parallel Test Access Mechanism for Core Based 3D 

Stacked Dies

발표자: 최인혁

저				자: 최인혁,	오형교,	정원,	강성호	(연세대)

Reusing FPGA Boundary Scan Cells for Processor-Based On-

Board FPGA Test

발표자: 강태근

저				자: 윤현식,	강태근,	이현빈	(한밭대)

A Page Group Level Error Correction Code for  

Reliable NAND Flash

발표자: 강동호

저				자: 강동호,	박재석,	김일웅,	이인걸,	강성호	(연세대)

ECC 메모리에서 여분 열을 이용한 ECC 성능 향상법

발표자: 한현승

저				자: 한현승,	양준성	(성균관대)

Fabrication에서 발생한 결함이 주변 회로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김병윤

저				자: 김병윤,	김현우,	박진요,	송주현	(SK하이닉스)

			좌장:	김지원(코리아인스트루먼트)	/	09:00~10:00			좌장:	김용현(LG전자)	/	09:00~10:00

D.�SOC�Design�&�Test�(1)C�.�Design�for�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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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ester Status Warning system

발표자: 이지현

저				자: 이지현,	심남섭,	손성미	(삼성전자)

DRAM Wafer Test Probe Card DUT 확장을 위한 Relay 기생 Cap 제거 

Method

발표자: 이상기

저				자: 이상기,	오영균,	성석현,	조돈구	(SK하이닉스)

To increase MAP yield by PDN analysis and optimal usage of 

high current DPS

발표자: 최형모

저				자: 최형모	(TERADYNE)�

ZIF 커넥터의 Ground scheme과 Interconnection defect에 관한 고찰

발표자: 강신호

저				자: 강신호,	김규열,	주현욱,	유상규,	주재훈	(삼성전자)

Rapid Discharge Detection by 2-point Power Short Test

발표자: 최정우

저				자: 최정우,	조병환,	배기형,	연제영	(삼성전자)

A New Approach to Wafer Level Packaging (WLP)  

Post-Singulation Test Handling Methodology

발표자: Andreas	Wiesboeck

저				자: Max	Schaule	(COHU	SEG)

High Frequency 제품의 Impedance를 줄이기 위한 Test Probe Card 

PCB 개발

발표자: 김성수

저				자: 김성수,	황정무,	유경석,	윤성우,	손원우	(삼성전자)

수율 영향 인자를 발굴하기 위한 Advanced Variable Selection

발표자: 이석형

저				자: 이석형,	안대웅,	김현래,	김웅희	(SK하이닉스)

			좌장:	조정호(아드반테스트코리아)	/	10:10~11:30	 			좌장:	정우식(SK하이닉스)	/	10:10~11:30

F.�ATE�Hardware�&�Software�(2)E .�Producti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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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Dynamic Test Implementation using Digital Capture Method

발표자: 정항선

저				자: 정항선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스캔 바이패스 아키텍처를 이용한 효율적인 스캔 체인 분할 방법

발표자: 임현열

저				자: 임현열,	강우헌,	김태현,	강성호	(연세대)

Propagation Condition Based Observable Code Coverage

발표자: 김희태

저				자: 김희태,	손현욱,	장재원,	강성호	(연세대)

High speed ADC test characteristic improvement methodology in 

wafer level

발표자: 박은우

저				자: 박은우,	차재훈,	장제열,	조병환	(삼성전자)

효율적인 Test 방안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발표자: 박진규

저				자: 박진규,	권민석,	강의정,	이행복,	조돈구	(SK하이닉스)

어드레스 스위칭이 빈번히 발생하는 테스트 알고리즘을 활용한

DDR3 메모리 시스템에서 VTT Power Rail의 결함 간접 진단 방법

발표자: 이호성

저				자: 이호성,	백상현	(한양대)

A Novel Method of Contact Resistance

Measurement Using DQ Output Driver Strength

발표자: 최재웅

저				자:	최재웅,	김동건,	구기범,	김양기,	박제영,	주재훈	(삼성전자)

Fault Test Algorithm for TLC NAND-type Flash Memory

발표자: 황선영

저				자: 황선영,	장훈	(숭실대)

H .�SOC�Design�&�Test�(2)

			좌장:	김현진(단국대)/	10:10~11:30

G .�Memory�Test(1)

			좌장:	고진수(TERADYNE)	/	1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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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문경서(레틱)	/	13:30~14:50

Maximization of Valid Judgment Strobe Period with Electrical 

Length-Base Designed Probe Card

발표자: 주성호

저				자: 주성호,	김준연,	유상규,	주재훈	(삼성전자)

Improving Lifespan of Rubber Socket

발표자: 김보현

저				자: 김보현,	우승호,	최원희,	이윤형,	오창수	(티에스이)

The Next Generation Direct Probe Interface on 

TERADYNE MAGNUM with P52 Interface

발표자: 염대일

저				자: 염대일	(TERADYNE)	

Lex & Yacc를 활용한 Test Pattern Interpreter 개발

발표자: 김성택

저				자: 김성택,	박성근,	공병수,	송주현	(SK하이닉스)

2D BIRA CAM Architecture Based on the  

Multi-block Memory System

발표자: 조기원

저				자: 조기원,	이우성,	김주영,	강성호	(연세대)

Multi-Purpose RA Solution in the NAND Flash Test Process

발표자: 박재원

저				자: 박재원,	전은선,	이상훈,	김양기,	박제영,	주재훈	(삼성전자)

LDPC decoder structure using spare memory

발표자: 김진욱

저				자: 김진욱,	정지훈,	김두영,	Muhammad	Adil	Ansari,박성주	(한양대)

			좌장:	김웅희(SK하이닉스)/	13:30~14:50

J .�ATE�Hardware�&�Software�(3)I .�Memory�Test�&�Repai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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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timation of temperature variation by  

memory operation in wafer-level testing

발표자: 김동건

저				자: 김동건,	최재웅,	구기범,	김양기,	박제영,	주재훈	(삼성전자)

Temp Dependent Bias 가변 통한 Low VDD제품 특성 개선　

발표자: 김찬석

저				자: 김찬석,	박재현,	이기화,	조돈구	(SK하이닉스)

메모리 장치 테스트를 위한 ARM 프로세서 용 파형 생성 IP

발표자: 윤주성

저				자: 윤주성,	최운섭,	송기재,	권혁	(삼성전자)

IEEE1149.1 기반 PMBIST interactive test tool 개발

발표자: 김병열

저				자: 김병열,	최지호,	주유천,	전홍신,	김웅희	(SK하이닉스)

			좌장:	송기재(삼성전자)	/	13:30~14:50

L .�Memory�Test(2)�

			좌장:	조상복(울산대)	/	13:30~14:50

3DS Multi-Chip 동시 Test를 통한 Test Time 감소 방안

발표자: 이상용

저				자: 이상용,	이원대,	배휘철,	김웅희	(SK하이닉스)

양산 단계에서 요구되는 SPI ROM 버전 업데이트 자동화에 관한 연구

발표자: 이영우

저				자: 이영우,	오강훈(TERADYNE),	강성호	(연세대)

Burn-in Chamber의 온도 균일성 향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발표자: 김상철

저				자: 김상철,	문종근	(삼성전자)

Match test improvement via fail address memory

발표자: 이용천

저				자:  이용천,	서기명,	윤철희,	김상철,	강은구,	윤대영,	최승철,	유홍범,	김요정	

(삼성전자)

K .�Test�Cost�Efficiency�(1)



  

28 29

논문발표안내

제16회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

논문발표안내

The 16th

Korea Test Conference

A Speed-up Scan Shifting Method using  

Two-Step Test Patterns for Reducing Test Time

발표자:	이주환

저				자:	이주환,	이진형,	유홍범,	김요정(삼성전자),	이용,	서성열,	강성호(연세대)

하드웨어 디버그 시간 단축을 위한 선택적 데이터 압축 방법

발표자: 오형교

저				자: 오형교,	최인혁,	정원,	강성호	(연세대)

Conductive Paste-Based Interconnect Technology for  

Semiconductor Test

발표자: 남인석

저				자:	남인석,	김충현,	권상일	(티에스이)

실리콘 제작 후 디버깅을 위해 에러 태그를 사용한  

2-D 압축 기반의 선택적 데이터 수집

발표자: 정원

저				자:	정원,	오형교,	최인혁,	강성호	(연세대)

			좌장:	남정현(TNS)	/	13:30~14:50

M .�SOC�Design�&�Test�(3)

불량 예측을 통한 Test없는 DRAM Repair Method

발표자: 윤상배

저				자: 이용건,	김경일,	조돈구	(SK하이닉스)

A must-repair analysis method  

for memory blocks with various spare cells

발표자: 김주영

저				자: 김주영,	조기원,	이우성,	강성호	(연세대)

Post Package Repair 활용을 통한 수율 향상

발표자: 임민혁

저				자: 임민혁,	정태준,	정기성,	조돈구	(SK하이닉스)

작은 하드웨어를 이용한 다양한 스페어 구조를 위한 스페어 병렬 분석기

발표자: 이우성

저				자: 이우성,	조기원,	김주영,	강성호	(연세대)

			좌장:	정성수(한양대)	/	15:00~16:20

N .�Memory�Test�&�Repai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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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김규철(단국대)	/	15:00~16:20

A New methodology for Channel length control of  

High parallelism Probe card

발표자: 김규열

저				자: 김규열,	강신호,	박경원,	장연수,	주현욱,	유상규,	주재훈	(삼성전자)

Gage R&R을 이용한 Dut간 White Ratio Offset 적정화

발표자: 홍희표

저				자: 홍희표,	손홍락,	안현옥,	박용순,	송주현	(SK하이닉스)

LOT Insert/Emission SW Logic Optimization

발표자: 강진혁

저				자: 강진혁,	이진욱,	배홍식,	이규성	(삼성전자)

O .�ATE�Hardware�&�Software�(4)

External Loopback Testing using Fanout Buffer

발표자: 백재선

저				자: 백재선,	서은주,	이호명,	이수은	(삼성전자)

패턴 호환성을 이용한 테스트 데이터 압축

발표자: 김태현

저				자: 김태현,	임현열,	강우헌,	강성호	(연세대)

A study of scan shift speed up for test time reduction

발표자: 노시윤

저				자: 노시윤,	최정우,	장제열,	조병환	(삼성전자)

Improvement of reproducibility and stability for multi-port device

발표자: 오종익

저				자: 오종익	(TERADYNE)	

			좌장:	이진희(아드반테스트코리아)	/	15:00~16:20

P .�Test�Cost��Efficienc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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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이중호(용인대)	/	15:00~16:20

Wafer Test External Forcing Level Drop 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발표자:	이승희

저				자: 이승희,	이상기,	성석현,	조돈구	(SK하이닉스)

Memory Test 수율 향상을 위한 Auto Calibration

발표자: 최호주

저				자: 최호주,	추병수,	심상기	(티에스이)

DIMM Module의 Local Heating을 통한 Retention 테스트

발표자: 윤동혁

저				자: 윤동혁,	박경배,	박근용,	백상현	(한양대)

Q .�Memory�Test(3)��

3차원 구조 DRAM의 refresh 전력관리를 위한 온도 분포 분석 기법

발표자: 임재일

저				자: 임재일,	강성호	(연세대)

비접촉식 프루브를 이용한 TSV 오류 검출 방법

발표자: 김영규

저				자: 김영규,	한상민,	홍기진,	김완기(순천향대),	안진호(호서대)

3차원 반도체의 소프트 오류 검출을 위한 BIST 구조

발표자: 이인걸

저				자: 이인걸,	박재석,	강성호	(연세대)

3D-IC를 위한 TSV 제약조건에서의 모듈 기반 스캔 스티칭

발표자: 임현찬

저				자: 임현찬,	이용,	서성열,	강성호	(연세대)

			좌장:	김영부(윌테크놀러지)	/	15:00~16:20

R .�3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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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 부스도면

			좌장:	양준성(성균관대)

미래�테스트�기술

토론자:		박제영(삼성전자)�
현)삼성전자	수석(메모리사업부)	

메모리	Test	Project	Leader,	ITRS	위원

토론자:		이창수(SK하이닉스)�
현)SK하이닉스	수석(DRAM기술본부	제품기술그룹)	

제품	Project	Leader	

토론자:��김용현(LG전자)	
현)LG전자	책임연구원(SIC	센터	SDT팀)

토론자:��고진수(TERADYNE)	
현)TERADYNE	부사장

토론자:��조정호(아드반테스트코리아)��
현)아드반테스트코리아	전무,	R&D	총괄	본부장	

토론자:��백상현(한양대)	
현)한양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거문고홀(3F) Geomungo Hall

가야금홀(2F)	Gayageum Hall

거문고 B 거문고 C

다
과

계
단

3층

거문고 A

가야금 A 가야금 B

2층

TE
R

A
D

Y
N

E

SPEA Korea 한국내쇼날
인스트루먼트

Optimalplus 와이아이케이 리노공업 레틱

티에스이 아드반테스트
코리아

COHU SEG MEK

등
록

데
스

크
등

록
데

스
크

다
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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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리스트

3F  

�↳��티에스이
											아드반테스트코리아	
											COHU	SEG	
											MEK	
											TERADYNE

2F��

↳   SPEA	Korea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Optimalplus	
										와이아이케이	
										리노공업	
										레틱

안내사항

▶  구두발표자 

•논문	발표자께서는	발표분야,	발표장소,	시간을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구두발표는	빔프로젝터만	사용하여	발표를	합니다.

•발표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	각	발표자의	발표시간은	20분입니다.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두	번째	종소리가	나면	곧	발표를	종결지어	주십시오.

▶  좌장

•담당	발표분야	및	시간,	발표장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발표	10분	전까지는	발표실에	입실해	주십시오.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해	있는지	발표시간	전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각	발표자의	발표시간은	20분입니다.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시간을	알리는	종은	15분	경과시	한	번,	20분	경과시	두	번	울리십시오.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발표를	종결지어	주십시오.

•	그	외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학술대회	홈페이지	

(http://www.koreatest.or.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및 좌장 숙지사항
:전시업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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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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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회	테스트학술대회의	Registration	procedure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를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후	사전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E-mail	:	info@koreatest.or.kr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하나은행	:	128-910006-25304

•예금주	: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	등록에	관한	문의는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사무국		

02-313-37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등록	

•9월	1일(화)	학술대회	당일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논문 발표자 및 좌장은 등록비 면제입니다.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날짜 2015년 8월 14일(금)이전 2015년 9월 1일(화)

등록비 학생 일반 학생 일반

회원 2만원 10만원 3만원 12만원

비회원 4만원 15만원 6만원 20만원

기 관 명

성     명

전화번호

E-mail

구

분

사전등록 □학생               □일반

현장등록 □학생               □일반

계 산 서 

발급유무
□ 계산서 발급

금     액                                  원

계산서 신청 양식
 ※ 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 분만 작성해 주십시오.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대 표 자

성     명

사 업 명

주     소

업     태 종     목

안내사항

:�발표자�및�좌장�숙지사항 :�학술대회�참가등록�양식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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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회원가입�안내

▶ 연회비 및 회원 자격

•정회원:	30,000원	(평생회원	300,000원)

				※			4년제	대학을	마치고	반도체	테스트에	관한	실무,	연구	또는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2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반도체	테스트에	관한	실무,	

연구	또는	교육에	6년	이상	종사한	자.

•학생회원	:	10,000원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자로서	반도체	테스트에	관심이	있는	자.

•단체회원	:	400,000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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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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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nze)	1,000,000원		

																						※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 회원 혜택

•별도의	구독료	없이	학술대회	논문집	및	정기,	비정기	출판	간행물	구독	가능	

				※입회원서에서	선택한	주소지로	학회가	우송료를	부담하여	발송

•매년	개최되는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	등록비	할인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초청

•테스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추후	실시	예정)	할인	혜택

•특별회원의	경우	등급에	따라	해당	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Platinum)	60인	/	(Diamond)	40인	/	(Gold)	30인	/	(Silver)	20인	/		

(Bronze)	10인의	학술대회	등록비	면제(사전등록)

▶ 납입 방법

•계좌이체

				하나은행	:	128-910006-25304	/	예금주	: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입금	후	사무국	직원에게	메일	또는	유선으로	입금	사실을	알려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무국	이윤아	/	(02)	313-3705	/	info@koreatest.or.kr)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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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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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이용:	양재역	11번	출구	->	환승주차장	앞	마을버스	08번

비행기

•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무료	셔틀버스	운행	
(1시간	30분	간격으로	운행)

•호텔	→	도심공항터미널	(오전	7:00	~	오후	5:30)
•도심공항터미널	→호텔	(오전	7:30	~	오후	6:00)
		

전화:(02)571-8100			
FAX:(02)571-7055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URL:http://www.thek-hotel.co.kr

:�행사장�:�The-K�서울호텔(서울교육문화회관)

안내사항

3호선 양재역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송파/잠
실

가락
동

과천

사당동

서초구청

예술의전당

KT연구소

하이브랜드
E-MART

화물터미널
만남의광장

부산

성남

경부고속도로

윤봉길의사
기념관

양재꽃시장

서초구민회관
셔틀버스타는곳

양재시민의숲
셔틀버스타는곳

양재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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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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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반테스트코리아 티에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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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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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plusCOHU	SEG

Big Data 
traffic jam?

Optimal+ has created the semiconductor industry’s only Big Data Highway connecting 

IDM and fabless companies to all points in their global supply chains. You get complete 

visibility into your manufacturing operations combined with superior Big Data analytics 

capabilities to drive better business decisions for improving yield, quality and productivity.

 

Drive in the fast lane!

www.optimal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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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ADYNE 와이아이케이

유니테스트 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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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K 	AT	Semicon

테스나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Lower the Cost of  Test with the NI Semiconductor Test System

NI Semiconductor Test System

 더 자세한 내용은 ni.com/korea/sts 로 방문해주세요. 02-3451-3400

▶ Built on NI PXI, LabVIEW and TestStand
▶ Ideal for RF/Analog ICs
▶ Optimize both system configuration and   
     system cost with open architecture

▶ Scale across characterization to 
     production with common hardware and   
     software for easy data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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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에스시 마이크로프랜드

리노공업 아이텍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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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틱 아이티엔티

	SPEA		Korea Tech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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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S반도체통신 스테코

	코리아인스트루먼트 네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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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테크놀러지 엑시콘

Flexstar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