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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DRAM 칩의 수율은 DRAM 제조 회사의 수익성과 직접 관련이

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메모리 셀(cell)에 결함이 발생한다. 발생

원인에 따라 결함 있는 셀들은 다양한 패턴을 형성한다. 결함이 있

는 셀들의 패턴을 감지하고 분석함으로써 DRAM 생산 공정 과정과

칩 설계상의 문제를 식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DRAM 제조 회사

는 파악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나은 수율(Yield)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검출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결함의 모양과 위

치를 정확하게 검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논문은 클러스터 결함을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한 Semantic

Segmentation Network (SSN)를 제안한다. 제안된 SSN은 결함 있

는 셀이 클러스터 결함에 속하는지 판별한다. 따라서 클러스터 결함

의 정확한 형태와 위치를 검출할 수 있다.

DRAM 생산 공정은 먼지 발생 및 유입을 줄이기 위해 청정실

(Clean room) 환경에서 수행된다. SSN을 학습시키기 위한 충분한

실제 클러스터 결함 데이터를 얻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DCGAN을 기반으로 한 심층 신경망을 제안하여 실제 클러스터 결

함을 흉내 내는 합성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것이다. 합성 학습 데이

터에 포함된 결함은 실제 클러스터 결함과 매우 유사하다.

실험은 제안된 SSN 네트워크를 통해 클러스터 결함을 정확히 검

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 결과를 통해 또한 DCGAN 기반

DNN에 의해 생성된 합성 학습 데이터가 SSN의 성능을 크게 향상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Semantic segmentation network, 반도체 결함 검출, 합성

데이터 생성

학번 : 2018-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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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DRAM 생산과 같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수율(Yield)은 모든 테

스트를 통과하고 올바르게 작동하는 웨이퍼의 다이(Die)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것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은 웨이퍼의 총 다이 수이고, 은 그 중 온전한 다

이의 수이다. 수율은 반도체 회사의 수익성과 직접 관련이 있다. 수

율이 증가하면 한 웨이퍼에서 생산될 수 있는 정상 칩의 개수가 증

가한다. 따라서 수율을 높이는 것은 반도체 회사들의 중요한 목표이

다[2].

DRAM 생산 공정 과정 중, 각 메모리 셀은 EDS (Electrical Die

Sorting) 테스트 공정을 통해 결함이 검사된다. DRAM 제조 공정에

서, 결함이 있는 메모리 셀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그것들은 다

양한 발생 원인[9, 10]에 따라 여러 가지 패턴을 형성한다. 결함이

있는 셀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DRAM 제조 공정과 칩 설계상의

문제를 식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회사는 결함 있는 셀들

의 패턴을 분석하여 더 나은 수율을 얻을 수 있다[5, 9].

DRAM 블록(Block)은 DRAM 칩에서 가장 큰 반복 메모리

Instance로 정의된다. DRAM 블록의 비트 라인(Bit-line)은 열로 함

께 연결되어 배열된 복수의 메모리 셀들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워드 라인(Word-line)은 함께 연결되어 행으로 배열된 복수의 셀들

을 의미한다. Failure bitmap은 DRAM 블록의 결함 정보를 저장하

는 데 사용된다. Failure bitmap은 결함이 있는 셀 위치에 1을, 결함

이 없는 셀 위치에 0을 저장한다.

메모리 결함 패턴은 단일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하나의 결함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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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10]. 결함은 DRAM 블록에서 결함이 있는 메모리 셀의 분포

로 정의된다. 결함 패턴은 일반적으로 6가지 대표적인 패턴 유형으

로 분류할 수 있다[1, 9, 10]. 그것들은 표 1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

1은 failure bitmap의 몇 가지 예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클러스터 결

함, 워드 라인 결함, 비트 라인 결함, 단일 비트 결함 및 트윈 비트

결함이 포함된다. 클러스터 결함은 빨간색 상자로 둘러싸여 표시된

다.

기존의 결함 패턴 탐지 기술[9, 12, 23]은 결함 패턴에 미리 정의

된 규칙을 사용하며, 규칙과 일치하는 결함이 있는 셀들의 집합을

찾는다. 기존의 검출 기술을 사용하여 단일 비트, 트윈 비트, 워드

표 1 결함들의 일반적인 패턴



- 3 -

라인 및 비트 라인 결함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더욱이, 다른 5가

지 결함 패턴이 잘 검출되는 한, 블록 결함도 비교적 쉽게 검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검출 기술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결함을 검

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클러스터 결함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미세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웨이퍼에 떨어지면서 발생한다. 이물질

의 모양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클러스터 결함 패턴에 대한 규칙을

올바르게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들 수 없으

므로 기존의 규칙 기반 검출은 클러스터 결함을 제대로 검출할 수

없다.

또한, 그림 1의 예와 같이 클러스터 결함과 선형 결함(워드 라인

과 비트 라인 결함)은 겹쳐져 있을 수가 있다. 겹쳐진 선형 패턴으

로 인해 클러스터 결함은 쉽게 잘못 감지 될 수 있다. 나아가, 여러

선형 결함이 밀접하게 위치하면 기존의 검출 기술은 그것을 클러스

터 결함으로 쉽게 오검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검출 기술은

클러스터 결함 패턴을 정확하게 검출하지 못한다. 기존 검출 방식[9,

21]은 선형 결함을 먼저 검출한 후 남은 결함 셀들에 대하여 클러스

터 결함 검출을 진행한다. 따라서 그림 1의 클러스터 결함(빨간 사

각형 안)들은 선형 결함으로 검출된다.

이는 결함의 원인을 추론하는 데 방해가 된다. 하나의 클러스터

결함을 여러개의 다른 결함으로 판단하거나, 여러 개의 선형 결함을

하나의 클러스터 결함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생산 공

정에서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결함 패턴의 정확한

그림 1 Failure bitmap과 여러 결함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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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클러스터 결함을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한 Semantic

Segmentation Network (SSN)를 제안한다. Semantic segmentation

문제는 이미지 픽셀 당 분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17]. 제안된

SSN은 주어진 failure bitmap의 각 비트(메모리의 셀)가 클러스터

결함 패턴에 속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림 2는 semantic segmentation

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결함을 검출한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가 아는

한, 이 논문은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여 칩 수준에서 DRAM 셀 결함

을 검출하는 첫 번째 논문이다.

반도체 생산 공정은 먼지 발생 및 유입을 줄이기 위해 청정실 환

경에서 수행되므로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결함에 대한 많은 양의 학

습 데이터를 얻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학습 데이터에는

전문가가 직접 셀 하나하나에 대하여 레이블을 지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클러스터 결함을 닮은 합성 학습 데이

터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합성 데이터는 실제 클러스터 결함 패턴

그림 2 세그멘테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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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흉내 낸다. 실험에서 가짜 데이터를 통해 SSN이 성공적으로 학

습될 수 있음을 보인다. 우리는 DCGAN (Deep Convolu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18] 기반의 DNN 네트워크를 구

성하여 클러스터 결함의 특성을 배우고 클러스터 결함 패턴을 재현

한다.

이 논문의 기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클러스터 결함에 속

하는 메모리 셀을 올바르게 분류하는 SSN을 제안한다. 2) DCGAN

기반 DNN을 이용한 합성 클러스터 결함 패턴 생성 기법을 제안한

다. 3) DRAM 제조 공정에서 생성된 실제 결함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안된 방식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240개의 실제 학습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SSN의 평균 IOU는

79.5 %이지만 240개의 실제 학습 데이터에 7820개의 합성 학습 데

이터를 추가하면 평균 IOU가 84.1%로 향상된다. 실제 학습 데이터

수를 710으로 늘리면 평균 IOU가 82.1%가 된다. 710개의 실제 학습

데이터에 7820 개의합성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면 평균 IOU가

88.4%로 크게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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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관련 연구

2.1 반도체 결함 검출

기존의 결함 패턴 검출 방법은 미리 정의된 규칙에 따라 결함이

있는 셀의 패턴을 분류한다[12, 23, 21]. 이러한 검출 방식은 규칙 기

반이므로 규칙이 정의되지 않은 결함을 감지할 수 없다. 클러스터

결함의 경우에는 그것의 규칙을 정의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직사

각형 범위 내에 일정 개수 이상의 셀이 불량일 경우 클러스터 결함

으로 간주한다[1, 9, 10]. 그렇기에 전통적인 규칙 기반 검출 방식을

사용하면 여러 결함을 하나의 클러스터 결함으로 판단하거나, 클러

스터 결함을 여러 클러스터 결함으로 나누어 검출할 수 있다. 전통

적인 검출 방식으로는 클러스터 결함을 올바르게 검출할 수 없다.

Li et al. [9]는 규칙 기반 방법과 인공 신경망 기반 방법을 결합한

결함 검출 기술을 제안한다. 먼저 규칙 기반 방법으로 워드 라인 및

비트 라인 결함과 같은 크기가 큰 결함을 감지한다. 그런 다음 나머

지 결함이 있는 셀에 대하여, 일정 거리 이내의 인접한 결함 셀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정의한다. 그 클러스터는 정의되지 않은 결함으

로 간주한다. Self-organizing map[7]은 특성의 유사성 (e.g.크기 및

종횡비)에 따라 정의되지 않은 결함을 학습하고 비슷한 특징의 결함

들을 클러스터링한다. 이렇게 학습된 SOM을 규칙으로 사용하여 규

칙 기반 방법으로 검출되지 않은 나머지 결함들을 분류한다. 이 방

법은 선형 결함을 먼저 감지하므로 클러스터 결함을 여러 워드 라

인 또는 비트 라인 결함으로 오해할 수 있다.

좌표 거리 기반 기술[10]은 정의되지 않은 결함에 대한 규칙을 자

동으로 정의한다. Li et al. [9]에 의해 제안된 기술과 같이, 사전 정

의된 거리 내의 인접 결함 셀 클러스터를 정의되지 않은 결함으로

정의한다. 정의되지 않은 대부분 결함에 속하는 공통 특징 (e.g.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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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비 및 인접한 결함 있는 셀 수)을 찾은 후 공통 특징을 사용하여

새 규칙을 정의한다. 새로운 규칙을 통해 규칙 기반 검출을 실행한

다. 이 접근법은 여전히 클러스터 결함을 감지하기 위한 규칙(공통

특징의 예)을 정의해야 한다.

Nakazawa et al. [14]은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한 웨이퍼

테스트 기법을 제안한다. 칩 수준 결함(i.e. 단일 결함으로 인한 결함

이 있는 셀의 분포)이 아니라 웨이퍼 수준 결함 (i.e. 웨이퍼의 결함

분포)을 분류한다. 또한, 결함의 유형에만 중점을 두고 위치 정보는

제외한다.

이전 방법과 달리, 이 방법은 SSN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결함의

정확한 모양 및 그것의 위치를 감지한다. 따라서 클러스터 결함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지 않으며, 여러 선형 결함을 클러스터 결함으로

잘못 검출하지 않는다.

2.2 Semantic Segmentation Network

Semantic segmentation network (SSN)[11, 17, 19, 24]는 주어진

입력 이미지에 대해 픽셀 당 분류를 수행한다. Fully convolutional

network(FCN)[11]는 전통적인 SSN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

FCN은 SSN의 모든 연결 계층(e.g. fully connected layer)을 컨볼루

션 계층(Convolution layer)으로 대체한다. 또한, 입력 이미지의 세부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Skip layer를 도입하여 풀링 계층(Pooling

layer)으로 제거되는 입력 이미지의 세부 정보를 보존하였다.

U-Net[19]은 이미지에서 컨텍스트(Context)를 추출하는 추출 경로

와 추출 경로에서 추출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세그먼트 맵을 생성

하는 확장 경로로 구성된다. 확장 경로는 기존의 SSN보다 더 많은

레이어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확장 경로에서보다 정확한 지역화가

가능하다. 또한, U-Net은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데이

터를 Augment 하여 SSN을 성공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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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 et al.[20]는 실제 도시 환경과 유사한 가상 데이터셋을 생성

하였다. 나아가, 생성한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율 주행을 위한

SSN을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 데이터셋은 실제 데이터에

대한 노동 집약적인 데이터 레이블링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가상 데이터셋은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비해 실용적

이라고 주장한다.

Peng et al.[17]은 분류 대상이 이미지의 넓은 영역에 분포되어 있

을 때 커널 크기가 클수록 분류 정확도가 더 우수하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수용 필드(Receptive field)의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써 객체

분류가 개선됨을 실험적으로 보여준다.

Yu et al.[24]는 SSN의 지역화 정확도를 낮추는 풀링 단계를 사용

하는 대신 확장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세부 정보

를 보존하는 동시에 큰 객체를 학습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우리의 SSN은 FCN을 기반으로 한다. U-Net과 마찬가지로 지역

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확장 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결함 bitmap의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선형 결함과 클러스터 결함을 구분하기 위해

기존의 SSN보다 큰 크기의 커널을 사용한다.

2.3 Synthetic Data Generation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3]은 Goodfellow et al.

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들은 생성 및 구별 네트워크에 대한 적대 학

습 기반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성공적으로 학습된 생성 네트워크는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GAN은 사람 얼굴 생성 및 이미지-이미지 변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3,

18, 25, 8].

Radford et al. [18]은 DCGAN이라는 컨볼루션 GAN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원래 GAN에서 모든 fully connected 계층을 컨볼루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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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바꾼다. 이것을 통해 기존 GAN의 학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

안정성 문제를 해결한다. 결과적으로 DCGAN은 기존의 GAN이 처

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이미지를 처리한다.

우리는 DCGAN을 이용하여 가짜 클러스터 결함을 포함하는 합성

비트맵을 생성한다. 클러스터 결함에 대한 실제 학습 데이터가 부족

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생성한 가짜 데이터를 통해 SSN을 성공적으

로 학습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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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클러스터 결함 학습 데이터 생성

반도체 생산 공정 중 웨이퍼에 외부 입자가 떨어져 생기는 클러스

터 결함의 모양은 매우 다양하다. 클러스터 결함의 모양은 예측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림 1의 첫 번째 이미지에 나타난 것처럼

대체로 둥근 모양[13]을 띠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클러스터 결함은 DRAM 블록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크기 또한 다양하다. DRAM 칩 상에서 다른 결함 (e.g.

선형 결함)과 겹쳐진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

반도체 생산 공정은 일반적으로 먼지의 발생 및 유입을 억제하는

청정실 환경에서 수행되어 외부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결함을 방지

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실제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클러스터 결함

에 대한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얻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학습 데이터에는 전문가가 직접 클러스터 결함에 속하는 셀들을 일

일히 표시(Labeling)해야 한다. DNN을 성공적으로 학습하려면 충분

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고,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DNN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19]. 또한, 학습 데이터의 수가 적으면 DNN

이 과적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22]. 이 경우, DNN을 실제 테스

트 공정에 도입할 시 새로운 형태의 클러스터 결함을 검출하는 정

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3.1 DCGAN 기반 DNN 구조

본 논문에서는 SSN을 학습하기 위한 합성 클러스터 결함을 생성

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생성된 가짜 클러스터 결함은 실제 클러스터

결함과 유사하다. 이 장에서는 가짜 클러스터 결함을 생성하는

DCGAN 기반 DNN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DNN 아키텍처의 생성기 네트워크(Generator)는 가짜 클러스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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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생성한다. 표 2는 생성기 네트워크의 구조를 나타낸다. 표 2를

참고하면, 생성기 네트워크는 전치된 컨볼루션 레이어와 일반 컨볼

루션 레이어의 반복으로 구성된다. 전치된 컨볼루션은 feature map

을 2씩 업-샘플링(Up-sampling)한다. 전치된 컨볼루션 레이어 및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는 배치 정규화 레이어[4] 및 ReLU 레이어가

위치한다.

DNN의 판별자 네트워크(Discriminator)는 생성기가 생성한 데이

터가 실제 데이터인지 가짜인지 확인한다. 구성은 표 3에 나와 있

다.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된다. 각 컨볼루션 레이어 다음에는 배

치 정규화 레이어와 새는 ReLU 레이어가 있다.

표 2 DCGAN 기반 생성 네트워크 

표 3 DCGAN 기반 구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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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된 학습 데이터를 위한 DNN 아키텍처는 기존 DCGAN[18]

기반으로 하지만 생성기에 대한 입력의 형식이 다르다. 기존

DCGAN의 생성기는 입력으로 100차원 랜덤 벡터를 받는다. 제안한

DNN의 생성기는 입력으로 8 X 33 X 24 크기의 3차원 배열을 받는

다 (i.e. 채널 X 너비 X 높이). 제안한 DNN의 출력은 가짜 클러스

터 결함이 포함된 failure bitmap이다.

대부분의 클러스터 결함을 포함하는 failure bitmap들은 하나의 클

러스터 결함을 포함한다. 생성자 네트워크에 대한 입력으로 100차원

랜덤 벡터를 사용하면 그림 3 (a)와 그림 3 (b)와 같이 출력 비트맵

에 너무 많은 클러스터 결함이 생성된다. 100 차원 랜덤 벡터에는

클러스터 결함 수 및 위치에 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담고 있지 않

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기 네트워크에 대한 입력으로 8 X

33 X 24 크기의 3차원 배열을 사용한다. 이 배열에는 클러스터 결

함이 생길 위치가 원형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된다. 배열의 각 채널에

는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크기의 원(i.e. 위치 표시)이 포함된다. 채

널은 33 X 24 2차원 하위 배열을 의미하며 각 2차원 하위 배열에는

하나의 원이 포함된다(i.e. 위치 및 개수 표시). 원의 지름은 1에서 9

까지의 임의의 홀수이다. 원의 위치는 2차원 하위 배열에서 무작위

로 선택된다. 0보다 크며 1보다 작거나 같은 임의의 실숫값이 원에

포함된 하위 배열의 요소에 할당된다. 원에 포함되지 않는 배열의

각 요소에는 0이 할당된다. 생성기 네트워크는 폭과 높이 방향으로

입력 배열을 업-샘플링하기 때문에 (e.g. 33 X 24 에서 1056 X 768

) 출력 비트맵에는 입력된 원이 변형된 가짜 클러스터 결함이 포함

된다. 이 방식은 말을 얼룩말로 변환하는 이미지-이미지 번역 기술

[25]을 참고하였다.

생성기 네트워크의 입력 배열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입력 배열

의 채널 수를 증가시켰다. 2차원 하위 배열에서 지름이 1인 원은 원

안에 하나의 임의의 값을 갖다. 마찬가지로 지름이 3인 원은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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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2D 하위 배열은 평균적으로 원 안에

19.4 개의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8 개의 채널이 사용되는 경우

입력 배열은 평균적으로 모든 채널의 원 안에 155.2개 (i.e. 19.4 X

8)의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입력 다양성의 증가는 출력

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의 클러스터 결함을 생성한다.

DNN 아키텍처의 구별 네트워크는 클러스터 결함이 포함된

failure bitmap을 입력받으며, 입력받은 failure bitmap이 가짜 비트

맵인지 실제 비트맵인지를 판단한다.

3.2 실제 결함 비트맵 모방

실제 클러스터 결함을 포함하는 failure bitmap들의 40% 이상에

서, 클러스터 결함과 겹치는 위치에 선형 결함이 포함되어 있다. 따

라서 실제 클러스터 결함을 포함하는 failure bitmap 환경을 모방하

기 위해, 합성 failure bitmap의 클러스터 결함이 발생한 위치에 선

형 결함을 무작위로 포함 시킨다. 이때, 선형 결함은 비트 라인 또

는 워드 라인에서 50% 이상의 셀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

다. 예를 들어, 그림 3 (e)와 그림 3 (f)는 클러스터 결함과 겹치는

위치에 추가된 선형 결함의 예시를 보여준다. 선형 결함의 개수는

임의로 선택된다.

3.3 DCGAN 기반 DNN 학습

PyTorch[16]의 Adam optimizer[6] 구현을 사용하여 DNN을 학

습한다. DCGAN 기반 DNN 출력의 정확도 기준으로 이진 교차 엔

트로피 손실 함수(Binary cross entropy loss function)를 사용한다.

배치(Batch) 크기는 40이다. 판별기 및 생성기 네트워크 모두에 대

한 learning rate는 0.005로 고정하였다. 학습 전에, 표준 편차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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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0인 가우시안(Gaussian) 분포를 사용하여 컨볼루션 레이어 및

배치 정규화 레이어의 모든 가중치를 임의로 초기화한다. 기존의

DCGAN[18]과 같은 분포를 사용하여 계층을 초기화한다.

그림 3 합성 데이터 예시. (a)와 (b)는 100차원 랜덤 벡터를 DNN의 입력으
로 사용한 경우. (c)와 (d), (e), (f)는 3차원 배열을 DNN의 입력으로 사용한 
경우. (e)와 (f)는 DNN의 출력 결과에 임의로 선형 결함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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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클러스터 결함 검출

클러스터 결함에 속하는 메모리 셀을 올바르게 분류하는

Semantic Segmentation Network (SSN)를 제안한다. SSN은 클러

스터 결함의 모양과 위치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4.1 SSN 구조

그림 4는 제안된 SSN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입력으로 받는

failure bitmap에서 클러스터 결함 정보를 추출하는 추출 경로(그림

4의 왼쪽)와 추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결함만을 포함하는

failure bitmap을 생성하는 확장 경로로 구성된다(그림 4의 오른쪽).

그림 4의 파란색 상자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 feature map을 의

미한다. 흰색 상자는 추출 경로에서 복사된 출력 feature map을 의

미한다. Skip layer 기법을 도입하여, 복사된 출력 feature map은 확

그림 4 SS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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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경로의 feature map과 연결되어 입력 이미지의 세부 정보를 제

공한다.

추출 경로는 복수 개의 2D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된다. 각 컨볼

루션 레이어 다음에는 ReLU 레이어가 위치한다. 모든 2개의 컨볼루

션 레이어마다 feature map을 다운-샘플링하기 위해 2 X 2

Max-pooling 레이어가 있다. 컨볼루션 레이어의 커널 크기는 9 X 9

이고 stride는 1이며 크기가 4인 Zero-padding이 적용된다.

확장 경로는 복수 개의 2D 전치된 컨볼루션 계층(Transposed

convolution layer)으로 구성된다. 모든 전치된 컨볼루션 레이어 뒤

에는 ReLU 레이어가 위치한다. 추출 경로와 유사하게, 전치된 컨볼

루션 레이어의 커널 크기는 9 X 9 또는 8 X 8이다. 크기가 3인

Zero-padding은 stride 2를 가진 모든 전치된 컨볼루션 레이어에 사

용된다.

stride 2인 전치된 컨볼루션 레이어는 feature map을 2씩 업-샘플

링한다. 업-샘플링된 feature map은 입력 이미지의 세부 사항을 입

력받기 위해 추출 경로의 대응하는 feature map과 연결된다(i.e.

Skip layer).

Failure bitmap은 2차원 bitmap으로 1과 0의 정보만을 포함한다.

즉 해당 셀에 결함이 있고 없는지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한다. 따라

서 클러스터 결함과 다른 결함의 구분할 수 있는 정보는 결함 셀들

이 이루는 분포의 모양과 밀도로 제한된다. 특히 하나의 클러스터

결함과 여러 개의 뭉친 선형 결함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failure

bitmap 상에 길게 뻗은 모양인지 아닌지로 제한된다. 길게 뻗은 모

양이라는 특징을 판단할 수 없다면 뭉쳐있는 선형 결함들을 여러

개의 클러스터 결함으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Peng et

al.[17]이 제안한 방식을 활용하여 커널의 크기를 기존 U-net보다

큰 9 X 9를 사용한다. 커널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receptive field가

증가하여 failure bitmap 상의 넓은 영역에 분포하는 선형 결함과 좁

은 영역에 뭉쳐져 분포하는 클러스터 결함을 잘 구분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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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다. 실제 실험 결과에서도 작은 크기의 커널을 사용하는 경우보

다 큰 크기의 커널을 사용하면 분류 정확도가 상승하였다.

4.2 SSN 학습

제안된 SSN을 학습시키기 위해 한 쌍의 결함 비트맵과 그것의

모든 셀에 대하여 클래스(Class)를 표시한 세그멘테이션 맵

(Segmentation map)이 사용된다. 결함 비트맵의 크기는 1056 X 768

이다. 세그멘테이션 맵의 크기는 결함 비트맵의 크기와 같다. 세그

먼테이션 맵에서 클러스터 결함에 속하는 결함이 있는 셀은 1(클래

스 1)로 레이블이 지정되고 클러스터 결함이 아닌 다른 결함에 속하

는 결함이 있는 셀은 2(클래스 2)로 레이블이 지정된다. 결함이 없

는 셀은 0(클래스 0)으로 레이블이 지정된다.

출력은 크기가 3 X 1056 X 768 (i.e. channel X width X height)

인 3D 배열이다. 출력의 세 채널은 클래스 0, 클래스 1 및 클래스 2

의 세 클래스에 해당한다. 입력 결함 비트맵의 각 셀이 특정 클래스

에 속할 확률은 해당 채널의 같은 위치에 있는 셀에 표시된다. 출력

에 softmax를 채널 단위로 적용하면 각 셀이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계산된다. 셀은 확률이 가장 높은 클래스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PyTorch의 확률적 경사 하강 최적화 (stochastic gradient descent

optimizer) 구현을 사용하여 제안된 SSN을 학습한다. 네트워크 학습

의 손실 판단 기준으로 교차 엔트로피 손실 함수(cross entropy

loss function)가 사용된다. 배치 크기는 60이고 learning rate는 0.05

로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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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실험 및 결과 분석

이 장에서는 제안된 SSN 및 DCGAN을 기반으로 합성 학습 데이

터 생성 기술을 평가한다. 평가에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SSN

을 학습시킨다. 첫 번째(Real)는 DRAM 생산 공정 프로세스에서 얻

은 실제 클러스터 결함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DRAM

제조 회사에서 클러스터 결함 비트맵과 해당 비트맵에 대한 세그멘

테이션 맵을 얻었다. 두 번째(Fake)는 DCGAN 기반 DNN에서 생성

된 합성된 학습 데이터만 사용하여 SSN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DCGAN 기반 DNN은 DRAM 생산 프로세스에서 얻은 실제 클러스

터 결함 데이터로 학습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Real&Fake)는 실

제 학습 데이터와 합성 학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SSN을 학습

하는 것이다.

SSN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성능 평가 척도는 IOU (Intersect

Over Union)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여기서 T는 실제 클러스터 결함만을 포함하는 ground truth 영역

이고, P는 SSN이 예측한 클러스터 결함이 있는 영역이다. IOU가

높을수록 예측한 영역과 실제 영역이 비슷함을 의미하며, 예측 성능

이 좋다고 할 수 있다.

5.1 데이터셋 및 학습

SSN 학습에 미치는 실제 학습 데이터 개수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두 개의 데이터셋 (i.e. Small과 Large)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

행한다. 두 데이터셋은 실제 학습 데이터의 양이 다르며 표 4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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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데이터셋의 구성을 명시하였다.

테스트 데이터셋은 60개의 failure bitmap으로 구성되며 모두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 결함을 포함한다. 60개 중 21개의 failure bitmap에

선형 결함과 클러스터 결함이 겹쳐진 상태로 존재한다. 합성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DCGAN 기반 DNN은 DRAM 제조 회사에

서 얻은 실제 클러스터 결함 데이터로 학습된다. Small의 합성 데이

터는 Small의 real training data(240개)만을 사용하여 학습되었으며,

Large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5는 SSN이 수렴될 때까지 각각 Real, Fake 및 Real&Fake에

서 SSN 검증 데이터(validation data)에 대한 loss 값의 변화를 보여

준다. SSN 학습의 loss 값이 미리 결정된 기간 동안 감소하지 않으

면 (e.g. SSN이 1000 epoch 미만 동안 학습된 경우 100 epoch) 중

지된다. 검증 데이터셋에 대한 가장 낮은 loss 값을 보이는 모델이

선택된다.

5.2 실험 결과 및 분석

표 5는 실험 결과를 요약한다. 전반적으로 Real&Fake가 가장 우

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Fake가 Small 및 Large 모두에 대해 최저

성능을 기록한다.

그림 6은 4개의 서로 다른 클러스터 결함을 포함하는 failure

표 4 데이터셋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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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map에 대한 클러스터 결함 검출 결과를 보여준다. 첫 번째 열은

그림 5 SSN의 loss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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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에 입력되는 failure bitmap을, 두 번째 열은 그것의 세그먼테이

션 맵을 의미한다. 빨간 점은 클러스터 결함에 속하는 셀을, 하얀

점은 클러스터 결함 이외의 다른 결함에 속하는 셀을 의미한다. 검

은 점은 결함 없는 셀이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은 각각 REAL-Small, REAL&FAKE-Small, REAL-Large,

REAL&FAKE-Large를 사용하여 학습했을 때의 SSN 출력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6 (a)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림 6 (a)의 failure bitmap은 4

가지 학습 방법(REAL-Small, REAL&FAKE-Small, REAL-Large,

REAL&FAKE-Large)에 대하여 클러스터 결함 패턴을 잘 감지한다.

그림 6 (b)에서 클러스터 결함을 구성하는 결함 있는 셀의 밀도는

클러스터 결함 내부에서 일정하지 않다. Real의 경우 결함 셀들의

밀도가 감소하는 클러스터 결함의 경계가 제대로 감지되지 않다. 반

대로 Real&Fake는 밀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경계를 잘 감지한다.

그림 6 (c)에서 데이터셋 Small (세 번째 및 네 번째 열)은 선형

결함과 클러스터 결함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클러스터 결함과 밀도

가 비슷한 선형 결함들의 뭉치를 클러스터 결함으로 감지한다.

그림 6 (d)는 테스트 데이터셋(Test dataset)에서 가장 낮은 IOU

를 기록한 failure bitmap이다. 선형 결함들의 그룹과 클러스터 결함

을 구분하기 어렵다. 4개 학습 방식(REAL-Small, REAL&

FAKE-Small, REAL-Large 및 REAL&FAKE-Large)은 모두 클러

스터 결함을 완벽히 찾아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찾

Smal
Real Fake Real&Fake

Mean IOU (Test) 79.5 % 49.4 % 84.1 %

Large
Real Fake Real&Fake

Mean IOU (Test) 82.1 % 64.3 % 88.4 %
표 5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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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REAL-Large 및 REAL&FAKE-Small은 REAL-Small보다 향상

된 성능을 보여준다. 그러나 REAL-Large와 REAL&FAKE-Small의

학습을 위한 비용은 다르다. REAL-Large는 REAL-Small보다 반도

체 생산 공정 프로세스의 실제 학습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가 직접 failure bitmap의 모든 셀에 대하여 클래스를 지정해

야 한다. 제안한 DNN 기반 합성 데이터 생성 방식은 학습 데이터

라벨링(labeling)이 데이터 생성 단계에서 자동으로 가능하여 시간이

덜 걸린다. 따라서 REAL&FAKE-Small의 경우, 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더 적은 비용으로 학습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으며, SSN

이 성공적으로 클러스터 결함의 모양을 학습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Fake는 Real보다 나쁜 성능을 보여준다. 클러스터 결함의 고유한

특성(i.e. 미세 먼지 등에 의해 발생하여 그 모양을 예측할 수 없다.)

으로 인해 클러스터 결함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불규칙성을 내포하

고 있다. 이에 따라 DCGAN 기반 DNN은 모든 유형의 클러스터 결

함을 완전히 모방할 수는 없다. 하지만 DCGAN 기반 DNN은 클러

스터 결함의 대표적인 특징(e.g. 높은 결함 셀들의 밀도, 넓게 퍼지

지 않은 모양)에 중점을 두어 가짜 결함을 만든다. 이처럼 DCGAN

이 재현하는 클러스터 결함은 클러스터 결함들의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되기에, Fake의 경우 학습의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DCGAN이 재현하는 규칙성과 재현하지 못하는 불규칙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실제 클러스터 결함을 함께 사용하여 학습해야 한다.

또한, DCGAN 기반 DNN에서 합성된 클러스터 결함은 임의로 생성

된 선형 결함과 겹치게 하였다. 따라서 클러스터 결함과 겹친 실제

선형 결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림 6 (c) 또는 그림 6 (d)과

같은 선형 결함들의 특성을 완벽히 재현하지 못하였다.

Real&Fake는 최고의 성능을 보여준다. Real에는 학습 데이터가

매우 적으므로 과적합은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 일부 픽셀에 대하

여 학습 데이터의 분포와 멀리 떨어진 형태를 보여주면, 잘못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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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i.e. true negatives). 합성된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면 학습 데

이터의 범위가 증가하고 true negatives가 줄어든다. 또한, Real은

그림 6 (c)에 표시된 것처럼 클러스터 결함과 선형 결함이 겹치는

경우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선형 결함의 뭉치를 클

러스터 결함(i.e. false positives)으로 인식한다. 합성된 학습 데이터

를 추가하면 SSN은 클러스터 결함의 공통된 특성(e.g. 둥근 형태,

높은 밀도)을 학습하여 검출 성능이 향상된다.

표 6은 규칙 기반 검출 방식[21]을 사용한 클러스터 결함 검출 결

과와 REAL&FAKE-Large의 검출 결과를 비교한 자료이다. 규칙 기

반 검출 방식을 위해, 비트 라인을 이루는 셀 중 516개 이상의 셀들

에 결함 있을 때 비트 라인 결함으로, 워드 라인을 이루는 셀 중 90

개 이상의 셀들에 결함 있을 때 워드 라인 결함으로 정의한다. 선형

그림 6 세그멘테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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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으로 판단된 결함 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셀들에 대하여 클러스

터 결함 검출을 시작한다. 5 X 5 크기의 정사각형 영역에 4개 이상

의 셀이 결함 있을 때 클러스터 결함으로 판단한다. 표 6은 두 방식

에 대하여, 테스트 데이터셋의 모든 bitmap에 대한 클러스터 결함

검출 IOU의 평균값(Test dataset)과 테스트 데이터셋의 bitmap 중

클러스터 결함과 선형 결함이 겹쳐져 있는 bitmap들에 대한 클러스

터 결함 검출 IOU 평균값(Overlap)을 보여준다. 테스트 데이터셋 60

개 중 20개의 bitmap에 선형 결함과 클러스터 결함이 겹쳐져 존재

한다.

Test dataset에 대하여 규칙 기반 검출 방식은 76.5%의 IOU 정확

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클러스터 결함이 선형 결함과 겹쳐 존재하는

bitmap(Overlap)에는 매우 낮은 IOU 정확도를 보여준다. 규칙 기반

방식은 결함 검출의 순서(e.g. 선형 결함 검출 이후 클러스터 결함

검출), 클러스터 결함의 밀도 기준(e.g. 5 X 5 크기의 정사각형 영역

에 4개 이상의 결함 셀 존재) 등 다양한 검출 규칙을 직접 설정하여

야 한다. 클러스터 결함은 그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에 클러스

터 결함의 모든 특성을 포함하는 규칙을 정의하기 매우 어렵다. 따

라서 규칙 기반 검출 방식은 클러스터 결함을 검출하기에 한계가

있다.

제안한 방식의 경우에는 클러스터 결함이 선형 결함과 겹쳐져 있

더라도, 그림 6 (c)와 같이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으며 클러스터

결함의 모양까지도 거의 정확히 검출해 낼 수 있다. 이는 딥러닝 네

트워크가 다른 결함들과 구별되는 클러스터 결함의 여러 특성을 잘

학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Mean IOU 규칙 기반 검출 방식
제안한 SSN 

(Real&Fake-Large)
Test dataset 76.5% 88.4%

Overlap 47.8% 82.3%

표 6 규칙 기반 검출 방식과 제안한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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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DRAM 칩 레벨에서 클러스터 결함 패턴을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

한 semantic segmentation network (SSN)를 제안한다. 클러스터 결

함 패턴은 기존의 검출 기술을 사용하면 다른 결함 패턴과 구별하

기가 어렵다. DRAM 생산 공정은 청정실(Clean room) 환경에서 실

행되므로 SSN을 학습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클러스터 결함 데이터

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데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소요된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DCGAN을 기반으로 한 합성 학습 데이터 생성

기술을 제안한다. 우리의 실험 결과는 실제 및 합성 클러스터 결함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SSN을 학습시킬 때 SSN이 클러스터 결함

을 더욱 잘 검출하는 것을 보여준다. 240개의 실제 학습 데이터만

학습한 SSN의 평균 IOU는 79.5%이지만 240개의 실제 학습 데이터

에 7820개의 합성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여 학습한 SSN의 평균 IOU

는 84.1%로 향상된다. 실제 학습 데이터 수를 710으로 늘리면 평균

IOU가 82.1%가 된다. 710개의 실제 학습 데이터에 7820개의 합성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면 평균 IOU가 88.4%로 크게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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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mantic Segmentation

Network and Synthetic Data

Generation for Defects Detection

Son Janghyun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yield of DRAM chips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ofitability

of DRAM fabrication companies. Faults in memory cells are

caused by a variety of reasons. A different pattern of faulty cells

comes from a different reason. By detecting and analyzing the

patterns of faulty cells, it is possible to identify problems in the

DRAM fabrication process or chip design. In turn, DRAM

fabrication companies can achieve better yields by fixing the

problems. However, among several categories of faulty cell

patterns, it is very difficult to correctly detect cluster failures

using conventional detection techniques. This paper proposes a

semantic segmentation network (SSN) to correctly detect cluster

failures. The proposed SSN determines if a group of faulty cells

belongs to a cluster failure. Since the DRAM fabrication process



is performed in a clean room environment to reduce the

generation and ingress of dust, it takes a long time to acquire

real training data that are enough to train the SSN for detecting

cluster failures. Thus we also propose a deep neural network

based on a DCGAN to generate synthetic training data for

cluster failures. The failures contained in the synthetic training

data closely resemble real cluster failur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ur SSN detects cluster failures well even though the

amount of real training data is not enough to fully train the

SSN. The results also show that synthetic training data

generated by the DCGAN-based DNN significantly increases the

performance of the SSN.

Keywords : semantic segmentation network, defects detection,

synthet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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