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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25일 수요일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가 서울 양재동 소재 교

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금회로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가 아홉 번

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은 그 동안 이 대회를 주관해 온 테스트 협회가 사단법인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로 확대 개편된 이후 첫 번째 학술대회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포함하는 반

도체의 테스트와 그 응용에 관하여 여러 분야간 상호 연계를 통한 연

구, 발전에 공헌할 것이며, 본 학술대회도 학회의 발전과 함께, 확대

된 각 분야 전문가의 참여 속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학문과 

기술의 교류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산업의 쌀이라고들 합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이 반도

체 업계뿐 아니라, 전자업계, 나아가 전 산업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 집적회로 테스트 기술의 발

전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으나, 급속히 증가하는 용량과 고속화 및 

다양한 프로토콜의 집적은 테스트 기술에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고성능, 고용량 추세 속에서의 테스트 해법" 

입니다. 반도체의 고성능화, 고집적화, 다양화에 따른 테스트의 어려

움과, 테스트 비용 상승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

고, 충실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테스트 업체의 초청 강연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논문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훌륭한 논문을 위해 애쓰신 저

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 본 대회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조직위원 여러 분들께 감사 드리며, 정신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산학연의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9회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가 반도체 테스트 관련 모든 기술

인 들의 한바탕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9회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 대회장 진교원

사단법인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회장 강성호

초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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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한양대)

Finance Co-Chair

김영부(삼성전자)

임광빈(프롬써어티)

Publicity Chair

조종관(요코가와)

Publicity Co-Chair

최호정(삼성전자)

백상현(한양대)

Tutorial Chair

이진희(Advantest Korea)

Tutorial Co-Chair

문경서(LTX)

강용석(LG전자)

Local Arrangement Chair

박진용(테라다인)

Local Arrangement Co-Chair

장  훈(숭실대)

차문용(STATS ChipPAC)

조 직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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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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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회 한국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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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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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식
사회: 백상현(한양대)

∙ 11:00~11:30 (거문고)

개회사

감사패 증정

우수논문 시상

▪ 초청강연
       사회: 장  훈(숭실대)

∙ 11:30~11:50 (거문고) 

"Moore for less. Consumers at the Wheel"

Debbora Ahlgren, VP Chief Marketing Officer 
- Verigy Korea

- Graduated of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with a BS

- Earned the equivalent of Masters in Science in Managing 

Technology from the Harriman School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Vice President Marketing at Xerox Corporation

∙ 11:50~12:10 (거문고)    

"코스트 절감을 위한 테스트 패러다임의 변화"

김종현 - 유니테스트 대표이사

-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응용물리학과 공학사

- 서울대학원 자연대학 물리학과 이학석사

- 삼성전자 반도체 제품기술부 수석연구원

-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학회 자문위원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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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torial  1                                         

좌장 : 박성주 (한양대)

DRAM test의 현재와 미래 (Fundamentals and challenges)

강원준 수석연구원 (하이닉스) 09:30 ~ 10:50 (대금)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하이닉스 device technology 개발

하이닉스 DRAM 제품기술

하이닉스 DRAM 제품 개발 project manager

 Tutorial 2                                          

좌장 : 김규철 (단국대)

Signal Integrity in High Speed Test Systems

이해영 (아주대학교)  13:10 ~ 14:30 (대금)

1992-현재 :  아주대학교 전자공학부 정교수

2005-현재 :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이용자협의회장

2008-현재 :  한국전자파학회부회장

1990-1992 :  LG기술원 연구실장

1986-1989 :  텍사스(어스틴)주립대학교(박사)

 Tutorial 3                                          

좌장 : 이창수(하이닉스)

Multisite Testing solution for SoC/SiP Devices

고진수 이사 (테라다인) 14:40 ~ 16:00 (대금)

1998 ~ Present Teradyne US SOC Factory Apps Manager 

1985 ~ 1986 Mentor Graphics Apps Engineer 

1983 ~ 1985 Samsung Semiconductor R&D Engineer 

1983, 1991 BSEE, MSEE Hanyang University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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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can Design & ATPG                 

   

좌장 : 김영섭 (동부하이텍)         09:30~10:50 (거문고B)

[A-1] An Efficient Interconnect Test Patterns for 

Crosstalk and Static Faults

▶ Jaehoon Song, Juhee Han, 

   Doochan Hwang, Junseop Lee 

   and Sungju Park (한양대)

[A-2] An Efficient ATPG for Crosstalk-Induced 

Delay Faults

▶ Sunghoon Chun, Taejin Kim, 

   Yongjoon Kim, Myung-Hoon Yang 

   and Sungho Kang (연세대)

[A-3] SoC 환경에서 ATPG를 이용한 효율적인 파워 

스캔 연결법

▶ 이용, 강용석, 이석수, 백우현 (LG전자)

[A-4] Direct Access Scan : Modified Random 

Access Scan Architecture for the Low Power 

Scan Test

▶ 김두영, 강용석, 이석수, 백우현 (LG전자)

논문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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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can Compression                      

   

좌장 : 천범익 (삼성전자) 09:30~10:50 (거문고C)

[B-1] 최대 구간 길이가 제한된 RL-huffman 

압축 향상 기법

▶ 박재석, 양명훈, 김용준, 박영규, 

    윤현준, 강성호 (연세대)

[B-2] 스캔 체인 재구성을 이용한 효과적인 테스트 

데이터 압축

▶ 김태진, 전성훈, 양명훈, 김용준, 

   강성호 (연세대)

[B-3] 다중 스캔 체인을 대상으로 한 결정적 테스트 패턴 

압축 기법

▶ 안성용, 김유빈, 김용준, 강성호 (연세대)

[B-4] 모델링 되지 않은 고장을 효과적으로 검출하기 

위한 나인코디드 압축 기법

▶ 장재원, 김유빈, 김기철, 김인철, 

   손현욱, 강성호 (연세대)

 

논문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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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SOC Design/Test                      

   

좌장 : 안진호 (호서대)      09:30~10:50 (비파)

[C-1] ISE: Automatic Circuit Analyzer for IEEE 1149.4 

Based Mixed-Signal Boards

▶ Bruce C.Kim (University of Alabama)

[C-2] Optimal SoC Test Interface for Wafer and 

Final Tests

▶ Jaehoon Song, Byeongjin Kim, 

   Kibeom Kim, Minchul Kim and 

   Sungju Park (한양대)

[C-3] 스캔 기반 사이드 채널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AES 

코아 키 보호 기술

▶ 송재훈, 정태진, 정혜란, 김병진, 

   박성주 (한양대)

[C-4] Virtual Reduction of Smax for Efficient Test 

Compression

▶ Hong-Sik Kim and Sungho Kang (연세대)

논문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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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BIST                                   

   

 

좌장 : 문경서 (LTX)     09:30~10:50 (해금B)

[D-1] Embedded Processor를 이용한 프로그램 가능 

Embedded Memory BIST

▶ 최정대, 홍원기, 장훈 (숭실대)

[D-2] LTPS TFT-LCD 게이트 구동회로의 새로운 테스트 

기법

▶ 손현욱, 김유빈, 장재원, 김기철, 

   김인철, 강성호 (연세대)

[D-3] 고속 Programmable DRAM BIST 구조

▶ 박기현, 김일웅, 이종철, 양동훈, 

   김근배, 강성호 (연세대)

[D-4] Linemap 을 이용한 고효율의 BIRA 알고리즘

▶ 한태우, 강성호 (연세대)

논문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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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emory Test                          

   

 

좌장 : 김홍식 (연세대)  13:10~14:30 (거문고B)

[E-1] 고속 메모리 테스트를 위한 위상 변이 클럭을 

사용한 병렬 ALPG

▶ 윤현준, 양명훈, 김용준, 박영규, 

   박재석, 강성호 (연세대)

[E-2] 명령어의 동적 입력이 가능한 DRAM BIST 구조

▶ 김일웅, 양동훈, 김근배, 강성호 

   (연세대)

[E-3] Metal fuse blowing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연구

▶ 강일권, 조정호, 이경섭, 이강칠 

   (하이닉스)

[E-4] 명령어 재구성을 통한 Multi-Rank Memory 

Module 테스트 효율 개선 방안

▶ 김동석, 오세구, 이종인, 박정식 

   (하이닉스)

논문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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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DRAM Test                             

   

좌장 : 변재열 (엠텍비젼)  13:10~14:30 (거문고C)

[F-1] ATE를 이용한 DRAM High-speed test solution

▶ 허영식, 배상섭, 배휘철, 이강칠 

   (하이닉스)

[F-2] Data Valid(tDV) Position Search 를 통한 High 

Speed Portion 확보

▶ 장인수, 문순기, 박진규, 정기성, 

   박정식 (하이닉스)

[F-3] DRAM의 S/A 동작 원리를 이용한 공정 Defect 

Screen 방안

▶ 박용원, 여인국, 이창수, 김웅희, 

   이강칠 (하이닉스)

[F-4] 통계적 기법을 통한 실장 System에서의 High 

Frequency DRAM Interface Signal 분석 방법에 

관한 고찰

▶ 송윤석, 허태형, 이성재, 홍기호, 

   위보령 (하이닉스)

논문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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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Yield & Reliability                    

좌장 : 강용석 (LG전자)    13:10~14:30 (비파)

[G-1] Robust Laser Processing using a Multi-Pulse 

Laser for Advanced Memory Devices

▶ Joohan Lee, Kyung Tae Kim, 

      James Cordingley and Joseph J. 

     Griffiths (GSI)

[G-2] Wafer Burn-In 을 이용한 metal layer 간 

micro-bridge 가속화

▶ 유선종, 윤남원, 이양진, 장오수, 

   심대용, 김용탁 (하이닉스)

[G-3] Wafer test 의 redundancy 사용 최적화를 통한 

Package test 수율 향상

▶ 정인엽, 황신택, 김기수, 이용구, 

   이강칠 (하이닉스)

[G-4] 가속스트레스 후 불량양상 경향에 따른 잠재 

신뢰성 불량의 예측 가능성

▶ 윤상배, 이종인, 박정식 (하이닉스)

논문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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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Production Test                       

 

  
좌장 : 장 훈 (숭실대)  13:10~14:30 (해금B)

[H-1] 자체 내장 테스트를 통한 저속 ATE에서의 고속 

테스트 방안

▶ 정우식*, 김일웅**, 강성호** 

   (하이닉스*, 연세대**)

[H-2] 전원 level 측정과 probe card path 저항의 

상관관계

▶ 곽석준, 송석영, 이성동, 박영기 

   (하이닉스)

[H-3] Coaxial Rubber Interposer 를 이용한 Probe 

Card 신호 특성 향상

▶ 이상훈, 안영수, 변언조, 우철종, 

   오세장, 강기상 (삼성전자)

[H-4] Open Architecture Mixed Signal Test System 

개발

▶ 천병옥 (삼성전자)

논문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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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nalog & High Speed Test            

 

 
좌장 : 김영부 (삼성전자)  14:40~16:00 (거문고B)

[I-1] Analog Template for Mixed Signal Testing

▶ Kang-Hoon Oh, Jin-Hwan Park, 

   Yong-Hwa Lee (테라다인)

[I-2] 웨이퍼 테스트용 RF MEMS 프로브카드의 신호 

무결성 분석 및 개선

▶ 김동엽*, 변진도*, 이상훈**, 오세장**, 

   강기상**, 이해영* (아주대*, 삼성전자**)

[I-3] Novel Vertical MEMS Probe Card for High 

Speed Cevices

▶ 이맹열, 남승기, 유현희, 김태수, 

   김영부, 남영동, 이규택 (삼성전자)

[I-4]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의 정적 테스트를 위한 

내장된 자체 테스트 방법

▶ 김인철, 김기철, 김유빈, 손현욱, 

   장재원, 강성호 (연세대)

논문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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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Test Cost & Efficiency                

 

   
좌장 : 한석붕 (경상대)  14:40~16:00 (거문고C)

[J-1] Dual Beam 분석을 이용한 Link Process 개선방안

▶ 신상경, 황돈하, 심휴석, 원종수, 

   박정식 (하이닉스)

[J-2] High Frequency Screen Ability 향상을 위한 

low-grade ATE 활용 방안

▶ 최현화, 정창교, 윤건상, 양예석 

   (하이닉스)

[J-3] tPROG  적정화를 통한 time 단축 Solution

▶ 기영, 송주현, 박영기 (하이닉스)

[J-4] 효과적인 stress 방식을 통한 aging time 감소 

방법

▶ 신해일, 이유성, 이행복, 조돈구, 

   박정식 (하이닉스)

논문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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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Test Environment                      

    

좌장 : 조정호(하이닉스)  14:40~16:00 (비파)

[K-1] Wafer Test 시 안정된 Contact Depth 

▶ 엄경운, 박성근, 김판재, 양성록, 

   임혜정, 김선우 (삼성전자)

[K-2] Probe Test 결과를 이용한 New Grading System

▶ 김윤철, 노규섭, 전용주, 진교원 

   (하이닉스)

[K-3] Temperature-controlled Bench-top Refresh 

Tester

▶ 박환욱, 이재욱, 주한성, 이상식, 

   이정수, 길윤재, 김우섭 (삼성전자)

[K-4] Mega Ohm Short Test 를 이용한 진행성불량 

선별 방안

▶ 이승철, 황상태, 이상현, 김인철

   (삼성전자)

논문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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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Test Industry Issues                    

   

좌장 :  박정식 (하이닉스) 14:40~16:00 (해금B)

[L-1] Back Metal 면이 Drain인 Vertical channel 

MOSFET의 Wafer Test에서 Chuck 을 사용하지 

않는 RDSON측정 방법

▶ 김여황 (동부하이텍)

[L-2] Testing SMIA Output

▶ Seok Min Hyun, Yong Sik Jung, 

   Kwang Suk Shin (테라다인)

[L-3] Hysteresis 버퍼를 이용한 AC커플링 커패시터 

테스트

▶ 오정균, 김민석, 백상현 (한양대)

[L-4] PSR을 이용한 I/O 2TRE match solution

▶ 박성근, 이재일, 박용순, 박영기 

   (하이닉스)

논문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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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age Level 에서의 Testing           

좌장 : 박은세 (nCrux) 16:10~17:50 (거문고)

● 토론자

- 백상현 교수 (한양대학교)

∙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박사

∙ 삼성전자 반도체

∙ 시스코 시스템 매니져 

      (한국 ASIC 디자인 센터 연구 소장 겸임)

∙ 한양대학교 교수

- 변재열 부장 (엠텍비젼)

∙ 서울시립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 삼성전자 반도체 TEST 기술

∙ 엠텍비젼 TEST그룹 그룹장

- 천범익 수석(삼성전자)

∙ Bremen University, Germany

∙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   

  Design Technology Team

- 윤건상 수석연구원 (하이닉스)

∙ 성균관 대학교 전자 공학과 졸업

∙ 하이닉스 DRAM 제품기술

∙ 하이닉스 DRAM 응용기술

∙ 하이닉스 DRAM 제품 개발팀장

- 고진수 이사(테라다인)

∙ MSEE Hanyang University 

∙ Teradyne Korea TAG Manage

∙ Teradyne US SOC Factory Apps Manager

패 널 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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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및 좌장 숙지사항                   

 

>> 구두발표자

∙ 논문 발표자께서는 발표분야, 발표장소, 시간을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 구두발표는 Beam 프로젝트만 사용하여 발표를 합니다.

∙ 발표 10분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십시오.

∙ 각 발표자의 발표시간은 20분입니다.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두 번째 종소리가 나면 곧 발표를 종결 지어 주십시오.

>> 좌장

∙ 담당 발표분야 및 시간, 발표장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발표10분전까지는 발표실에 입실해 주십시오.

∙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해 있는지 발표시간 전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각 발표자의 발표시간은 20분입니다.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시간을 알리는 종은 15분 경과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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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사 항



 24ㆍThe 9th KOREA TEST CONFERENCE

구  분 사전 등록 현장 등록

날  짜 2008.6.13 (금) 이전 2008.6.25 (수) 당일

등록비 학생 일반 학생 일반

회  원 2만원 10만원 3만원 12만원

비회원 4만원 15만원 6만원 20만원

 참가 및 등록안내                          

● 사전등록 

 사전등록 양식을 http://www.koreatest.or.kr 의 제9회 테스트

학술대회의 Registration procedure 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를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주시고, 입금 후 사전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Email : info@koreatest.or.kr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하나은행: 128-910006-25304 예금주: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등록에 관한 문의는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김주현 

010-9193-0823, 02-313-370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등록

  6월 25일(수) 학술대회 당일에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 논문 발표자 및 좌장은 등록비 면제입니다.

안 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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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성  명

전화번호

E-mail

구

분

사전등록 학생등록비(₩       ) / 일반등록비(₩      )

현장등록 학생등록비(₩       ) / 일반등록비(₩      )

계산서/

영수증

발급유무

계산서(    )  /  영수증(     )

입금자

성  명
입금일

송금액

(₩                )원

등록비(          )원 × (    )명

계산서 신청 양식

※ 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 분만 작성해 주십시오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태

상  호 종  목

대표자 성명 금  액

사업장

소재지
수령인

[ 학술대회 참가등록 양식 ]

안 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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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안내 ]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 자동차

ㆍ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5분거리

ㆍ고속터미널에서 30분거리

ㆍ김포공항에서 1시간 거리

ㆍ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 40분거리

▪ 지하철

ㆍ양재역 7번출구 성남방면

ㆍ무료셔틀버스이용 : 서초구민회관앞

ㆍ마을버스이용 : 환승주차장앞 07-2번

▪ 비행기

ㆍ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무료셔틀버스 운행

  (1시간 30분 간격으로 운행)

ㆍ호텔 -> 도심공항터미널 (오전 7:00 ~ 오후 5:30)

ㆍ도심공항터미널 -> 호텔 (오전 7:30 ~ 오후 6:00) 

전화 : (02571-8100, FAX: (02) 571-705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02번지 

URL : http://www.temf.co.kr/

안 내 사 항



The 9th KOREA TEST CONFERENCEㆍ27

[ 논문 모집안내 ]

사단법인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에서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지

를 발간합니다.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지는 1년에 총 4번씩 

매 분기마다 발행될 예정이며, 학회지에서는 새로운 기술, 이

론, 동향 등 반도체 테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관련 분야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의 논문투고

를 수시로 받습니다. 창간호 발행에 이어 다음 학회지 2회와 

3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제의 논문을 특집으로 준비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ㆍ제 2회 특집 논문 제목 :

     Burn-In 테스트의 효과 및 PPM과의 관련성

ㆍ제 3회 특집 논문 제목 : 

     고속 I/O 테스트의 문제점 및 방법

     (Issues and methods in testing high speed I/O)

                                                 

∎ 논문양식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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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지 논문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아래의 메일

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논문은 6 페이지 이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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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의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공학원 

381A호 사단법인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사무국 김주현

전화번호 : 02-313-3705  /  e-mail : info@koreatest.or.kr

사단법인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안 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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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가입안내 ]

1. 연회비 및 회원 자격

  ▪ 정회원: 30,000 원 (평생회원 300,000원)

     ※ 4년제 대학을 마치고 반도체 테스에 관한 실무, 연구 또는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2년제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반도체 테스트에 관한 실무, 연구 또는 교육에 6년 이

상 종사한 자.

  ▪ 학생회원: 10,000 원

     ※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자로서 반도체 테스트에 

관심이 있는 자.

  ▪ 단체회원: 4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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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기관

  ▪ 특별회원: (Diamond) 6,000,000원 / (Gold) 4,500,000원 /    

(Silver) 3,000,000원 / (Bronze)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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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 혜택

  ▪ 별도의 구독료 없이 학술대회 논문집 및 정기, 비정기 출판 간행물 

구독 가능

     - 입회원서에서 선택한 주소지로 학회가 우송료를 부담하여 발송

  ▪ 매년 개최되는 한국 테스트 학술대회 등록비 할인  

  ▪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초청

  ▪ 테스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추후 실시 예정) 할인 혜택

  ▪ 특별회원의 경우 등급에 따라 해당 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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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등록비 면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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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김주현 / 02-313-3705 / info@koreatest.or.kr)

사단법인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안 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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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I>

<TEL>

후 원 업 체



 30ㆍThe 9th KOREA TEST CONFERENCE

<VERIGY>

<동부하이텍>

후 원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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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ChipPAC>

<LTX>

후 원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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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텍비젼>

<DI>

후 원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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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나>

<SEMICS>

후 원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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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높시스 코리아>

<iTEST>

후 원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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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E>

<YOKOGAWA>

후 원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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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EST KOREA>

<LG전자>

후 원 업 체



The 9th KOREA TEST CONFERENCEㆍ37

<Teradyne Korea>

<프롬써어티>

후 원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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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후 원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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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후 원 업 체



제9회 한국테스트학술대회 후원

삼성전자

하이닉스

TSE

Adventest Korea

YOKOGAWA

Teradyne Korea

프롬써어티

LG전자

iTEST

동부하이텍

GSI

TEL

VERI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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