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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테스트 하에 있는 장치와 테스트 헤드 사이의 범용 테스트인터페이스

요약

    
테스트 하에 있는 장치(DUT)를 하우징하는 DUT 보드와 테스트 헤드에 연결된 케이블 사이의 모듈러 인터페이스를 
형성하기 위하여, 보드 스페이서가 제공되고 커넥터들의 어레이를 구비한다. 각각의 케이블은 각각의 커넥터에 연결되
고, DUT 보드는 보드 스페이서 상에 있는 어레이들의 커넥터 수 이하인 연결점들의 대응 어레이를 포함한다. 보드 스
페이서 상의 연결점의 위치가 공지되어 있고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공통 보드 스페이서가 상이한 유
형의 DUT를 하우징하는 DUT 보드에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50 MHz를 초
과하는 주파수에 대하여 테스트 헤드와 DUT 상의 장치 사이의 고속 및 고충실도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도
도 5A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집적 회로 엘리먼트를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 테스트 장치에 관한 것이고, 보다 상세하
게는 테스팅을 수행하기 위하여 테스트를 받는 장치들을 테스트 헤드에 연결하도록 자동 테스트 장치에 사용되는 인터
페이스 하드웨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자동 테스트 장치(즉, 테스터)는 일반적으로 메모리 또는 로직과 같은 반도체 장치 및 집적 회로 엘리먼트에 제조 결함
이 존해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테스터의 일반적인 구성은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도시되듯이, 테스터(
1)는 테스터 본체(10)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테스터 본체는 테스트 헤드(20)와 연결되어 있다. 테스트 헤드(20)는 
인터페이스(30)을 경유하여 테스트 하에 있는 장치(devices under test; DUTs)(60)와 연결되어 있다. DUT(60)들
은 테스트를 받고 있는 여러가지 집적 회로 엘리먼트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개의 DUT(60)들은 고속으로 동시
에 테스트될 수 있다. 더욱이, DUT(60)의 그룹이 테스트된 이후에서, 새로운 DUT(60)의 그룹이 처리기(handler)(
5)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하기 위해 도입된다.
    

    
도 2와 도 3에 도시된 것처럼, DUT(60)는 DUT 보드(80) 상에 배열된다. 소켓 보드(socket board), 장치 인터페이
스 보드, 및 로드 보드(load board)로 알려진 DUT 보드(80)는 각각의 보드 스페이서(board spacer)(40) 상에 놓이
고, 상기 보드 스페이서(40)는 스페이싱 프레임(spacing frame)(50) 상에 위치한다. 보드 스페이서(40)는 케이블(
70)이 DUT 보드(80)에 부착될 수 있도록 중심에 구멍이 나 있다. 각각의 DUT(60)는 DUT 보드(80)에 있는 홀(83)
을 관통하는 납땜선(solder-lined)을 통하여 각각의 케이블(70)에 연결되고, 실제 연결은 납땜점(82)에서 이루어진
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블(70)은 각각 DUT 보드(80)에 납땜 연결된다.
    

종래의 테스터(1)에 대하여, 새로운 유형의 DUT(60)가 테스트될 때, 새로운 DUT(60)는 처리기(5)를 경유하여 테스
터(1)에 이르고 테스트 소켓(미도시)에 연결되며, 테스트 헤드(20)와 새로운 DUT(60) 사이의 전기적인 연결을 완성
한다. 그 다음에 테스트가 수행된다. 이러한 테스트 완료 이후, 그 다음에 DUT(60)는 처리기(5)를 경유하여 테스트 
소켓으로부터 제거되고,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DUT(60)는 처리기(5)를 사용하여 테스트 소켓 안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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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새로운 유형의 DUT(60)가 테스트되기로 되어 있다면, 구 DUT 보드(80)는 대체되어야 하고 새로운 DUT 보드
(80)가 그 자리에 삽입되어야 한다. 새로운 DUT 보드(80)는 새로운 유형의 DUT(60)를 반영하는 서로 다른 연결 요
구를 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터페이스 어셈블리가 사용되어야 하거나, 또는 케이블(70)이 서로 다른 납
땜점(82)에서 재납땜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든, 케이블(70)은 테스트될 새로운 유형의 DUT(60) 각각에 대하여 서로 
다른 DUT 보드(80)에 주문맞춤(custom fitted)된다. 부가하여, 케이블(70)이 재납땜될 경우, DUT(60) 유형의 각
각의 변화는 보드 스페이서(40)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어셈블리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분해되고, 케이블(7
0)가 새로운 DUT 보드(80)의 각각의 납땜점(82) 상에 납땜되며, 인터페이스가 재조립될 것을 요구한다. 반면에, 전
체 인터페이스 어셈블리가 대체될 경우, 많은 수의 인터페이스 어셈블리들은 테스트될 각각의 유형의 DUT(60)를 위
하여 저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납땜 연결을 사용하는 것은 케이블(70)을 DUT 보드(80)의 납땜점(82)에 부착하는 경우 시간소비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DUT(60)의 밀도 및/또는 수가 둘다 증가함에 따라 악화된다. 예를 들어, 최신 
테스터는 테스트 헤드(20) 당 128개의 DUT(60)를 수용할 수 있고, DUT(60) 유형은 한 주 당 여러번, 또는 심지어 
날마다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분해되고 재조립될 요구조건 및 서로 다른 유형의 DUT 보드(80)에 케
이블(70)을 연결시키는 주문 납땜(custom soldering)은 테스트될 DUT(60) 유형의 각각의 변화에 대해 수행되기 위
하여 현저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DUT(60)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간양이 현저히 증가한다.
    

    
도 4A에 도시되어 있듯이, 납땜 연결의 제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에버렛 찰스(Everett Charles)에 의해 제조된 
포고 핀(pogo pin)과 같은 스프링 하중 포고(100)를 이용한 것인데, 상기 포고는 각각의 포고 보드(110) 상에 위치한
다. 포고(100)는 핀(100)의 상반인 DUT 보드(80) 상의 패드(90)에 대해 바이어싱될 수 있게 하는 내부 스프링을 포
함하여, 각각의 DUT(60)에 대한 통신 경로를 형성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DUT(60)가 테스
트될 때, 케이블(70)은 DUT 보드(80)에 납땜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케이블(70)은 포고 보드(110)에 납땜된 상태
로 유지되고, 새로운 DUT 보드(80)는 포고 보드(110) 상에 배치되며, 그 결과 핀(100)들은 통신 경로를 형성하기 위
하여 각각의 패드(90)에 대하여 바이어싱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터페이스는 변경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또한 테스트되는 DUT(60)의 수와 밀도가 증가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테스트될 DUT(60)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작은 포고(100)가 DUT 보드(80) 아래에 제공되는 공간 안으로 맞추기 위하여 사용되
어야 한다. 포고(100)가 작아짐에 따라, 포고는 더 세밀해지고 작용시키기 어려워진다. 부가하여, 포고(100)가 작아짐
에 따라, 포고의 스트로크(즉, 핀(100)의 팁이 패드(90)에 대하여 바이어싱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는 감소하고, 이것은 DUT 보드(80) 및 포고 보드(110)가 모든 패드(90)에서의 연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주 평면적
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포고 보드(110) 및 DUT 보드(80)에 대한 제조 비용을 증가시킨다. 부가하여, 포고(1
00)는 사용하기에 그 자체로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포고(100)는 DUT(60)의 밀도 및/또는 수가 증가할 때 납땜 연
결에 대한 이상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한다.
    

    
DUT(60)가 논리 엘리먼트(65)인 경우, 도 4B와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러그(160)를 사용하여 저병렬 테스팅
(lower parallelism testing)을 수행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논리 엘리먼트에 대하여, 케이블(70)은 플러그(160) 
내의 부속 보드(daughter boards) 안으로 납땜된다. FCI에 의하여 제조되는 Micopax 플러그와 같은 플러그(160)는 
플러기 홀더(180)에 의하여 고정되고, 각각의 리셉터클(receptacles)(170)에 연결된다. 리셉터클(170)은 논리 보드
(150)에 연결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케이블(70)을 논리 보드(150)에 직접적으로 납땜 연결하는 대신에, 플러그(16
0)는 논리 보드(150) 상에 위치하는 리셉터클(170)에 의하여 수용된다. 테스트되는 논리 엘리먼트(65) 각각의 유형
에 모든 플러그(160)가 사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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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구성은 논리 엘리먼트(65)모든 플러그(160)가 저병렬 테스팅에서의 사용에 대하여 공지되어 있고, 논
리 보드(150) 당 8개 이상의 플러그(160)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상기 구성은 고밀도, DUT의 고병렬 테스팅(high
-parallelism testing), 특히 DUT가 메모리 장치와 같은 소형 장치인 경우에 부적합하다. 이러한 장치들을 테스트하
기 위하여, DUT 보드는 소형화되고, 이것은 많은 플러그(160)의 사용을 방해한다. 더욱이, 메모리 장치를 이동시키는 
처리기(5), 예를 들어, Advantest M65XX 및 M67XX 시리즈 처리기는 이러한 장치들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수많은 플
러그(160)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피치(pitch)를 구비한 스페이싱 프레임을 사용한다. 그리하여, 메모리 장치의 고병
렬 테스팅(즉, 32개 이상의 장치의 동시 테스팅)에 대하여, 종래의 플러그 장치는 가능하지 않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테스트를 받고 있는 장치와 테스트 헤드 사이의 연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고 상기 테스트 헤드는 
신호 품질의 저하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높은 데이터 비율에 대하여 테스트 하에 있는 장치들에 안전한 모듈 연결을 제
공한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목적은 테스트를 받는 장치와 테스트 헤드 사이에 고밀도, 스케일조절가능(scalable) 연결 시스템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목적 및 이점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되고, 부분적으로는 상기 상세한 설명으로
부터 자명하거나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목적 및 이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테스트 하에 있는 장치(DUT)와 케이블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제 1 커넥터의 어레이를 구비하는 제 1 보드를 포함하며, 각각의 제 1 커넥터는 각각의 
케이블에 연결되고, 제 2 보드는 DUT를 수용하고 제 2 커넥터를 구비하며, 각각의 제 2 커넥터는 DUT와 각각의 제 
1 커넥터에 연결되며, 여기서 제 2 커넥터의 수는 제 1 커넥터의 수보다 작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 1 커넥터 및 제 2 커넥터는 헤더 커넥터와 차폐-제어(shielded-controlled) 
임피던스 커넥터 쌍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제 1 커넥터 및 제 2 커넥터는 제 1 보드와 제 2 보드 사이의 보드 대 보드 연결
을 가능하게 하는 패드의 쌍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메모리 장치의 고병렬 테스팅을 수행하는 인터페이스는 메모리 장치 중의 하나를 
수용하고 상기 하나의 메모리 장치에 연결되는 리셉터클을 구비한 제 1 보드, 및 통신 경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케이블에 그리고 리셉터클에 연결된 플러그를 포함하고, 여기서 제 1 보드 및 플러그의 결합은 메모리 장치의 고병렬 
테스팅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테스팅을 위하여 DUT 보드 상의 DUT를 케이블에 연결하는 방법은 제 1 개수의 
커넥터를 구비한 제 1 DUT 보드를 보드 스페이서 상의 어레이에 수용된 각각의 케이블로부터 언플러깅(unplugging)
하는 단계, 및 커넥터의 제 1 개수와 다른 제 2 개수의 커넥터를 구비한 제 2 DUT 보드를 케이블 안으로 플러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테스팅을 위하여 DUT 보드 상의 DUT를 케이블에 연결하는 방법은 제 1 DUT에 
연결된 제 1 패드를 구비한 제 1 DUT 보드를 케이블에 연결된 보드 패드를 구비한 보드 스페이서로부터 제거하는 단
계로서, 제 1 패드 및 보드 패드 각각의 쌍은 케이블과 제 1 DUT 사이의 신호에 대하여 제 1 통신 경로를 만드는 보드 
대 보드 연결을 형성하는 단계, 및 케이블과 제 2 DUT 사이의 신호들에 대한 제 2 통신 경로를 만드는 보드 대 보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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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형성하기 위하여 제 2 DUT에 연결된 제 2 패드를 구비한 제 2 DUT 보드를 보드 스페이서 상에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메모리 장치의 고병렬 테스팅을 위하여 DUT 보드 상의 메모리 장치를 케이블에 연
결하는 방법은 제 1 리셉터클을 구비한 제 1 DUT 보드를 각각의 케이블에 연결된 플러그로부터 언플러깅하는 단계, 
및 제 2 리셉터클을 구비한 제 2 DUT 보드를 메모리 장치와 케이블 사이의 통신 경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플러그 안으
로 플러깅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서 제 2 DUT 보드와 플러그의 결합은 메모리 장치들의 고병렬 테스팅을 가능하
게 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목적과 이외의 목적 및 이점은 첨부된 도면과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자명하고 
용이하게 알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테스트 본체, 테스트 헤드, 처리기, 및 테스트 받고 있는 장치(DUT) 사이에서의 통신을 포함하는 종래의 테스
터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2는 보드 스페이서와 스페이싱 프레임을 포함하는, DUT 보드와 케이블 사이의 종래 납땜 연결 인터페이스의 측면
의 단면도이다.

도 3은 개개의 DUT에 대하여 케이블과 DUT 보드 사이의 종래 납땜 연결의 측면 단면도이다.

도 4A는 부속 보드 상에 설치된 스프링 하중 포고를 사용한 DUT 보드와 케이블 사이의 종래 포고 인퍼페이스의 측면 
단면도이다.

도 4B는 논리 보드와 케이블 사이의 종래 플러그-리셉터클 인터페이스의 측면 단면도이다.

도 4C는 방사상으로 배열된 리셉터클들을 보여주는 종래 논리 보드의 하부도이다.

도 5A는 차폐 제어 임피던스(SCI) 커넥터를 사용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인터페이스의 전면 단면도이다.

도 5B는 SCI 커넥터가 모두 사용되지는 않은 것을 보여주는 SCI 커넥터를 사용하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페
이스의 측면 단면도이다.

도 6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보드 스페이서 상의 SCI 커넥터 어레이의 평면도이다.

도 6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어레이 홀에 위치한 SCI 커넥터를 보여주는 보드 스페이서의 측면 단면도이다.

도 7은 케이블을 DUT 보드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플러그 및 리셉터클을 사용하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른 인
터페이스의 개략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케이블을 PCB에 연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플러그의 단면도이다.

도 9는 각각의 패드 사이에 도전성 경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탄성체를 사용하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른 인터페
이스를 보여주는 개략도이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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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는 이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상세히 만들어질 것이고, 실시예는 첨부 도면에 도시되며, 여기서 동일한 참
조 번호는 동일한 엘리먼트면를 의미한다.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실시예들이 도면들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설명된
다.

    
도 5A 내지 도 6B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차폐 제어 임피던스(SCI) 커넥터(220)의 어레이는 보드 스페
이서 (230)의 커넥터 개구부(249)에 배치된다. 각각의 SCI 커넥터(220)는 케이블(70)에 연결되고, 상기 케이블은 
보드 스페이서(230)의 케이블 개구부(247)를 관통하여 연장된다. 어레이 홀(245)를 형성하는 케이블 개구부(247)와 
커넥터 개구부(249)의 상대적인 크기는 SCI 커넥터(220)의 X, Y 및 Z 방향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SCI 커넥터(22
0)가 인터페이스 안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어레이 홀(245)는 보드 스페이서(230) 상의 더 큰 어레이(24
0)의 부분으로서 배열된다.
    

    
SCI 커넥터(220)와 각각의 DUT(60) 사이의 통신 경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헤더(210)의 세트는 DUT 보드(280) 상
에 배열된다. 각각의 헤더(210)는 헤더 커넥터(215)를 포함하고, 상기 헤드 커넥터는 핀의 쌍들이며, 각각의 쌍은 신
호 핀가 접지 핀을 구비한다. 각각의 케이블(70)으로부터의 커넥터(220)는 하나의 헤더 커넥터(215)에 연결된다. 도 
5A와 도 5B에서 도시된 것처럼, 헤더(210)는 DUT 보드(280)에 표면 실장되고, 구성에 따라 DUT 보드(280) 상의 
각각의 DUT(60) 또는 DUT들(60)에 연결된다. 이러한 헤더(210) 및 SCI 커넥터(220)는 서로 연결될 때 케이블(7
0)과 각각의 DUT(60) 사이에 통신 경로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보드 스페이서(230)는 완전 밀집 어레이(fully populated arrays)를 구비하고, 이것은 어레이(240)에 
있는 각각의 어레이 홀(245)이 각각의 SCI 커넥터(220)을 구비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도 5B에 도시된 것처럼, DUT 
보드(280)는 항상 모든 SCI 커넥터(220)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테스트 받을 DUT(60)의 유형에 따라 커넥
터(220)들 중 단지 선택된 것들과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SCI 커넥터(220)에 대하여, 대응 헤더 커넥터(2
15)가 존재할 수 있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헤더 커넥터(215)에 대하여, 대응 SCI 커넥터(220)
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드 스페이서(230)는 다수의 DUT 보드(280)에 모듈러 커넥터를 형성한다. 테스트될 
각각의 새로운 유형의 DUT(60)에 대하여, 단지 DUT 보드(280)는 DUT 보드(280)에 대한 헤더(210)가 선택된 SC
I 커넥터(220)에 연결되도록 변경될 필요가 있다.
    

도시된 것처럼, SCI 커넥터(220)는 신호 및 접지 라인을 구비한 2mm 커넥터이다. 상기 2mm 커넥터(220)는 WL G
ore 2mm EYEOPENER 케이블 커넥터, 또는 3M부터의 SCI 커넥터일 수 있고, 상기 SCI 커넥터는 1x2 2mm 제어 임
피던스 커넥터이다. 유사하게, 헤더(210)는 표면 실장 기술 2mm 헤더(surface mount technology 2mm header)이
고, 상기 헤더는 60-70 개의 헤더 커넥터(215)가 각각의 DUT 보드(280) 상에 사용될 수 있게 한다.

물론, 동일한 커넥터(220)에 대한 신호 라인과 접지 라인 사이 및/또는 인접 커넥터(220)의 신호 라인과 접지 라인 사
이(즉, 다른 피치들)의 다른 거리를 갖는 커넥터(220)를 사용한 것이 또한 가능하다. 예를 들어, 1.27mm 피치 또는 
0.1" 피치를 갖는 커넥터(220)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가하여, 도시된 헤더(210)가 DUT 보드(280)에 표면 실장된 한편, 관통 홀 연결(through hole connection)이 사
용될 수 있다. 또한 헤더(210)과 SCI 커넥터(220)가 역전되어 헤더(210)가 어레이(240)에 배치되고 SCI 커넥터(2
20)가 DUT 보드(280)에 표면 실장됨이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인터페이스는 50 MHz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고속 및 고 충실도(fidelity) 신호를 지원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는 도 7 및 도 8에 도시된다. 도 7에서 도시된 것처럼, 케이블(70)은 플러그(320)에 연결되고, 
상기 플러그(320)는 리셉터클(310) 안으로 플러깅된다. 리셉터클(310)은 DUT 보드(380)에 설치되고, 상기 DUT 
보드는 구성에 따라 각각의 DUT(60) 또는 DUT들(60)을 수용한다. DUT 보드(380)는 보드 스페이서(300)를 경유
하여 스페이싱 프레임(50)에 의하여 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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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플러그(320)는 나사, 풀 핀(pull pin), 일련의 캠(cam), 또는 유사한 부착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리셉터클
(310)에 부착된다. 그러나, 보드 스페이서를, 어레이의 플러그(320)를 지지하고 수용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도시되지
는 않았으나 가능하다.

도 8에 도시된 것처럼, 플러그(320)는 플러그(322)를 포함하고, 상기 플러그(322)는 인쇄 회로 기판(PCB)(323)에 
스트래들 실장(straddle-mount) 연결된다. 플러그(322)와 리셉터클(310) 쌍은 FCI에 의해 공급되는 Micropax 플
러그/리셉터클과 같은 상업용 쌍일 수 있다.

PCB(323)는 각각의 케이블(70)에 통신 경로를 형성하는 내부 와이어(326)를 포함한다. 케이블(70)은 납땜과 같은 
종래의 방법에 의해 각각의 와이어(326)에 연결된다. 케이블(70)은 응력 이완 부재(strain relief member)(328)를 
사용하여 지지되고, 상기 응력 이완 부재는 또한 어셈블리를 보호하는 하우징(324)에 부착된다.

    
리셉터클(310)은 또한 내부 연결점(미도시)를 구비하고, 내부 연결점은 DUT(60)로 이어지는 리셉터클 와이어(315)
에 연결된다. 내부 연결점 및 관련 와이어(315)는 얼마나 많은 케이블(70)들이 특정 유형의 DUT(60)를 테스트하기 
위해 요구되는지에 따라 각각의 플러그(320)에 대한 와이어(326)/케이블(70)의 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하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일한 플러그(320)는 여러가지 유형의 DUT(60)를 수용하는 여러가지 DUT 보드(380)에 
대해 사용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의 플러그(320)의 와이어(326)에 선택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제공되는 연결이 상이
하다.
    

    
또한, 이러한 구성을 사용하여, 플러그(320)의 수는 하나 또는 두 개의 플러그(320)가 DUT 보드(380) 당 사용되도
록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DUT(60)가 메모리 장치이고, 이전에 공간 제한으로 인하여 플러그-리셉터클 연결
의 사용이 제약되었던 경우 특히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기 인터페이스는 스페이스 프레임 당 32개의 장치들(64 장
치 AD 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는 M65XX 및 M67XX Advantest 처리기에 유용할 것이나, 종래의 플러그 구성의 사용
을 제약하는 피치 제한을 갖는다.
    

    
도 9에 도시된 것처럼,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보드 스페이서(500)는 패드(510)의 어레이를 포함한다. 각
각의 패드(510)는 각각의 케이블(70)에 연결된다. 보드 스페이서(480)는 DUT(60)를 수용하고 패드(490)의 대응 
어레이를 갖는다. 패드(490)의 수는 보드 스페이서(500) 상의 패드(510)의 수와 동일하거나 더 작다. DUT 보드(48
0)는 탄성체(600)을 사용하여 보드 스페이서(500)에 연결되고, 상기 탄성체(600)는 신호가 패드(510)로부터 패드
(490)로 그리고 각각의 DUT(60)로 통과할 수 있게 한다. 탄성체(600)는 Shin-Etsu 또는 Fujipoly에 의하여 공급
되는 것일 수 있다. 탄성체(60)는 모든 응용예에 사용될 필요는 없다.
    

    
예시의 방법에 의하여, 도 5A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DUT(60)
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DUT(60)의 제 1 유형에 대한 DUT 보드(280)는 보드 스페이서(230)로부터 언플러깅되고, 
DUT(60)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DUT 보드(280)는 보드 스페이서(230) 안으로 플러깅된다. 새로운 유형의 DUT(6
0)에 대한 DUT 보드(280)는 도 5A에 도시된 것처럼 개개의 헤더(210) 내에 프롱(prong)(215) 쌍의 수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배열을 구비하거나, 또는 커넥터(220)가 존재하는 만큼의 많은 수의 프롱(215)으로 완전히 밀집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방식으로 배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공통적인 보드 스페이서 또는 연결 조직(connection scheme)를 
사용하여, DUT 보드가 DUT 보드 상의 각각의 DUT에 케이블을 재배선 및 재연결할 필요없이 테스터에서 교환되는 상
이한 유형의 DUT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 대신에, 그것들은 케이블에 대한 연결을 형성하기 위하여 보드 스페이서 상
에 또는 플러그에 배열되는 사전에 결정된 연결점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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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몇 가지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되고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의 원리와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상기 실
시예의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자명하고, 본 발명의 범위는 청구범위와 그것의 균등물에 의하여 한정된
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전술한 설명으로부터 자명하듯이, 본 발명에 따르면, 신호 품질의 저하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높은 데이터 비율에 대하
여 테스트 받는 장치에 대한 안전한 모듈러 연결을 제공하는, 테스트 하에 있는 장치와 테스트 헤드 사이의 연결 시스템
이 제공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테스트 하에 있는 장치(device under test; DUT)와 케이블 사이의 인터페이스로서,

제 1 커넥터들의 어레이를 구비하고, 각각의 제 1 커넥터가 각각의 케이블에 연결된 제 1 보드; 및

DUT를 수용하고 제 2 커넥터들을 구비하는 제 2 보드로서, 각각의 제 2 커넥터가 상기 DUT 및 각각의 제 1 커넥터에 
연결되고, 제 2 커넥터의 수가 제 1 커넥터의 수보다 더 작은 제 2 보드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커넥터와 제 2 커넥터 사이에 형성된 각각의 연결이 적어도 50MHz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들에 대한 통신 경
로(communication pathway)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커넥터가 차폐 제어 임피던스 커넥터(shielded controlled impedance connector)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제 2 커넥터가 헤더(heade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커넥터가 헤더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제 2 커넥터가 차폐 제어 임피던스 커넥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커넥터와 제 2 커넥터가 2mm 커넥터들과 헤더들의 쌍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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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커넥터와 제 2 커넥터가 2mm 커넥터들과 헤더들의 쌍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커넥터들이 상기 제 2 보드 상의 어레이에 열들(rows)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커넥터들이 사이 제 2 보드에 있는 상기 어레이의 어레이 홀들 각각에 수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
이스.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커넥터가 헤더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제 2 커넥터가 차폐 제어 임피던스 커넥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커넥터와 제 2 커넥터 사이에 형성된 각각의 연결이 적어도 50MHz 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들에 대한 통신 
경로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커넥터와 제 2 커넥터가 신호 라인과 접지 라인을 구비하고, 0.1" 또는 그 이하인, 인접한 신호 라인과 접지 
라인 사이의 피치(pitch)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커넥터와 제 2 커넥터는 2mm 커넥터들과 헤더들의 쌍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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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커넥터와 제 2 커넥터가 1.27mm 커넥터들과 헤더들의 쌍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커넥터와 제 2 커넥터는 패드들을 포함하고, 상기 패드들은 상기 케이블로부터 상기 각각의 DUT로 신호들
에 대한 통신 경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함께 모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커넥터와 제 2 커넥터 사이에 배치되는 탄성체(elastomer)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커넥터와 제 2 커넥터 사이에 형성되는 각각의 연결이 적어도 50MHz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들에 대한 통신 
경로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커넥터들이 상기 제 2 보드 상에 어레이의 열들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18.

메모리 장치들의 고병렬 테스팅(high-parallelism testing)을 수행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상기 메모리 장치들 중 하나를 수용하고 상기 하나의 메모리 장치에 연결된 리셉터클을 구비한 제 1 보드; 및

통신 경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케이블들에 그리고 상기 리셉터클에 연결된 플러그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보드들과 상게 플러그들의 결합이 상기 메모리 장치들의 고병렬 테스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메모리 장치가 스페이싱 프레임(spacing frame)의 32 개 이상의 메모리 장치들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피
치를 갖는 스페이싱 프레임을 사용하는 처리기(handler)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보드에 이르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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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나의 메모리 장치가 스페이싱 프레임의 64 개 이상의 메모리 장치들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피치를 갖는 스페이
싱 프레임을 사용하는 처리기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보드에 이르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21.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보드가 단지 부가적인 리셉터클을 수용하고, 상기 리셉터클은 부가적인 통신 경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부가적
인 각각의 케이블에 연결된 부가적인 플러그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보드 상의 상기 리셉터클들이 서로 병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메모리 장치가 스페이싱 프레임의 32 개 이상의 메모리 장치들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피치를 갖는 스페이
싱 프레임을 사용하는 처리기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보드에 이르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메모리 장치가 스페이싱 프레임의 64 개 이상의 메모리 장치들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피치를 갖는 스페이
싱 프레임을 사용하는 처리기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보드에 이르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리셉터클들과 플러그들의 각각의 쌍들 사이에 형성된 각각의 연결이 적어도 50MHz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들에 대한 통
신 경로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26.

테스팅을 위하여 DUT 보드 상의 테스트 하에 있는 장치(DUT)를 케이블에 연결하는 방법으로서,

보드 스페이서 상의 어레이에 수용된 각각의 케이블들로부터 제 1 개수의 커넥터들의 구비한 제 1 DUT 보드를 언플러
깅(unplugging)하는 단계; 및

커넥터들의 상기 제 1 개수와 다른 제 2 개수의 커넥터들을 구비한 제 2 DUT 보드를 상기 케이블 안으로 플러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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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커넥터와 제 2 커넥터 사이에 형성된 각각의 연결이 적어도 50 MHz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들에 대한 통신 
경로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커넥터가 차폐 제어된 임피던스 커넥터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커넥터가 헤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커넥터가 헤더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커넥터가 차폐 제어된 임피던스 커넥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커넥터와 제 2 커넥터가 신호 라인과 접지 라인을 구비하고, 0.1" 또는 그 이하인, 인접한 신호 라인과 접지 
라인 사이의 피치(pitch)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커넥터와 제 2 커넥터는 2mm 커넥터들과 헤더들의 쌍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커넥터와 제 2 커넥터가 1.27mm 커넥터들과 헤더들의 쌍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커넥터들이 상기 제 2 보드 상에 어레이의 열들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커넥터들이 상기 제 2 보드의 상기 어레이 내에 있는 각각의 어레이 홀들에 수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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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테스팅을 위하여 DUT 보드 상의 테스트 하에 있는 장치(DUT)를 케이블들에 연결하는 방법으로서,

제 1 DUT 보드를 보드 스페이서로부터 제거하는 단계로서, 상기 DUT 보드는 제 1 DUT에 연결된 제 1 패드들을 구비
하고, 상기 보드 스페이서는 상기 케이블들에 연결된 보드 패드들을 구비하며, 각각의 제 1 패드들과 보드 패드들의 쌍
들은 상기 케이블들과 상기 제 1 DUT 사이에 신호들에 대한 제 1 통신 경로를 형성하는 보드 대 보드 연결을 형성하는 
제거 단계; 및

각각의 제 2 패드들과 보드 패드들의 쌍들이 상기 케이블들과 상기 제 2 DUT 사이에 신호들에 대한 제 2 통신 경로를 
형성하는 보드 대 보드 연결을 형성하도록 상기 보드 스페이서 상에 제 2 DUT 보드를 배치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2 
DUT 보드가 제 2 DUT에 연결된 제 2 패드들을 구비하는 배치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5항에 있어서,

제 1 패드들의 수와 제 2 패드들의 수가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 35항에 있어서,

탄성체가 상기 제 2 패드들과 상기 보드 패드들 사이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각각의 제 2 패드들과 보드 패드들의 쌍들 사이에 형성된 각각의 연결이 적어도 50MHz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들에 대
한 제 2 통신 경로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 38에 있어서,

상기 보드 패드들이 상기 제 2 보드에 있는 어레이의 열들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메모리 장치들의 고병렬 테스팅을 위하여 DUT 보드 상의 메모리 장치를 케이블에 연결하는 방법으로서,

제 1 DUT 보드들을 플러그들로부터 언플러깅하는 단계로서, 각각의 제 1 DUT 보드는 제 1 메모리 장치에 연결된 제 
1 리셉터클을 구비하고 각각의 플러그는 각각의 케이블들에 연결되는 언플러깅 단계; 및

제 2 DUT 보드들을 플러그들 안으로 플러깅하는 단계로서, 상기 케이블들과 상기 제 2 메모리 장치 사이에 통신 경로
를 형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제 2 DUT 보드가 제 2 메모리 장치에 연결된 제 2 리셉터클을 구비하는 플러깅 단계를 포
함하고,

제 2 DUT 보드들과 플러그들의 결합이 상기 제 2 메모리 장치들의 고병렬 테스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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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스페이싱 프레임을 사용하는 처리기를 사용하여 상기 제 2 메모리 장치들을 상기 제 2 DUT 보드들에 이르게 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스페이싱 프레임은 상기 스페이싱 프레임에 있는 32 개 이상의 메모리 장치들을 테스트하기 위
하여 피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 40항에 있어서,

스페이싱 프레임을 사용하는 처리기를 사용하여 상기 제 2 메모리 장치들을 상기 제 2 DUT 보드들에 이르게 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스페이싱 프레임은 상기 스페이싱 프레임에 있는 64 개 이상의 메모리 장치들을 테스트하기 위
하여 피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DUT 보드가 단지 부가적인 리셉터클을 수용하고 상기 리셉터클은 또한 상기 제 2 메모리 장치에 연결되며,

부가적인 통신 경로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각각의 케이블들에 연결된 부가 플러그에, 상기 부가적인 리셉터클
을 연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 43항에 있어서,

스페이싱 프레임을 사용하는 처리기를 사용하여 상기 제 2 메모리 장치들을 상기 제 2 DUT 보드들에 이르게 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스페이싱 프레임은 상기 스페이싱 프레임에 있는 32 개 이상의 메모리 장치들을 테스트하기 위
하여 피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 43항에 있어서,

스페이싱 프레임을 사용하는 처리기를 사용하여 상기 제 2 메모리 장치들을 상기 제 2 DUT 보드들에 이르게 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스페이싱 프레임은 상기 스페이싱 프레임에 있는 64 개 이상의 메모리 장치들을 테스트하기 위
하여 피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 45항에 있어서,

각각의 플러그들과 제 2 또는 부가적인 리셉터클들의 쌍들 사이에 형성된 각각의 연결이 적어도 50 MHz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들에 대한 통신 경로들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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