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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반도체는 수많은 공정을 통해 제작된다. 각 공정의 말미에는 이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공정 과정에서 품질

측정값이 기록된다. 모든 공정을 통과 후 만들어진 완성품은 다시

한번 불량률 검사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완성품에 대해 불

량률 검사를 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때 만약

공정과정에서 얻게 된 센서 데이터를 통해 불량률을 예측할 수 있

다면 최종 단계에서 불량률 검사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수집되는 데이터는 심한 불균

형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은 좋은 예측

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의 불균형성

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예측력이 좋은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어 : 반도체, 불량률 예측, Oversampling, Boosting, Ensemble

학 번 : 2015-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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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현대 산업에서 반도체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초소형 로봇부터 거

대한 로켓에 이르기까지 반도체가 포함되지 않은 장비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반도체는 이러한 장비들에 포함되어 기능의 제어, 연산과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된다. 만약 이들 중 하나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

한다면 이는 곧 장비의 오작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반도체의 불량

률은 반도체 공정의 수율과 직결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각 제조사는 품질

개선 및 관리와 관련된 연구에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공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공정마다 탐지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센서들은 공정별 결과물들의 특성치를 파악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그리고 공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완성된 제품에 대해 불량률을 측정

하게 된다. 이때 불량률은 하나의 wafer를 기준으로 전체 chip의 개수

대비 불량 chip의 개수로 정의된다.

하지만 만들어진 모든 제품에 대해 각각 불량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제조사에 있어 비용 측면에서 큰 손실이다. 따라서 제조사는 만들어진

제품의 일부를 대상으로 불량률을 측정하여 해당 공정에서의 불량률(혹

은 수율)을 측정하게 된다.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

정에서 불량률이 높은 wafer가 그대로 출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행히 반도체 공정은 매우 정밀하기에 wafer의 전체적인 불량률은 매

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그만큼 정밀도를 요구하는 분야이기에 높은 불

량률을 가진 wafer가 그대로 출하될 시 제조사는 업계에서 신뢰를 잃고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완성품의 불량률 검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를 확실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2 -

이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은 머신러닝을 활용한 불량률 예측 모델을 구

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현재 많은 제조사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며 관

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논문 역시 머신러닝을 활용한 불량률

예측 모델을 제시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2장에서는 먼저 데

이터의 특징을 소개하고 이에 적합한 전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3장에서

는 데이터 전처리 알고리즘 및 분석에 사용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대

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결론 및 추후 과제에

대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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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데이터 소개

제 2.1 절 목적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삼성 SDS에서 주관한 ‘Brightics Acade

my’ 데이터 분석 부문 공모전에서 제공받은 데이터이며, 반도체 공정에

서 임의로 추출한 센서 데이터와 불량률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

터의 개수는 총 3807개, 특성치는 85개이며 목적 변수인 불량률은 0 이

상의 실수이다. 이 데이터 중 3507개는 훈련 데이터로써 모든 특성치와

불량률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으며, 나머지 300개는 테스트 데이터로써

특성치만 기록되어 있다.

분석에 앞서 훈련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히스토그램을 그려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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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점선은 95% 분위값을 나타낸다. 이 값은 약 2.3으로써

불량률 데이터는 왼쪽에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은 해당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 시 높은 불량률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낮은 불량률의 경우 이와는 반

대로 예측을 잘 할 것이다. 하지만 현업에서 중요한 것은 높은 불량률을

최대한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만약 높은 불량률을 가지는

제품을 낮은(혹은 0) 불량률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이를 출하한다면, 회사

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시장에서의 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낮은 불량률을 가진 제품을 높은 불량률을

가진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제품을 폐기하여 재 공정을 거치는 비용이

들 수 있겠지만, 전자보다 감수해야 하는 비용은 분명 적을 것이다. 따라

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Weighted Mean Absolute Err

or)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위 식에서  ,
  은 각각 번째 제품의 실제 불량률과 예측된 불량률

을 의미한다. 이때 실제 불량률  가 가중치로 곱해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높은 불량률을 가지는 데이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이 낮은 불량률을 가지는 데이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보다 큼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불량률을 가지는 데이터를 보다 정확히 맞춰야 전체적인

손실 함수 값이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불

량률을 가지는 데이터의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한 모델은 높은 불량률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어 손실 함수의 값은

커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3장에서 설명할 oversampling

기법을 활용하였고, 이를 적용한 후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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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절 특성치

다음으로 알아볼 사항은 데이터의 특성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특성치

는 총 8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공정의 말미에 센서에 의해 측정된

값을 기록한 데이터이다. 이때 데이터의 일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2]

즉 완전히 같은 특성치에 대해 불량률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일

부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특성 값은 불량률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필요 없는 특성 값은 분석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으로 각 특성과 불량률의 상관 계수를 구한 뒤 임의의 임

곗값을 지정하여 이 값보다 큰 값을 가지는 특성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때 상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Maximal information coefficient(Kinney, J.B., & Atwal, G. S., 2014)(이

하 MIC)이다. MIC는 상관 계수의 한 종류로써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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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 관계는 독립에 가깝고,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 관계는 노이즈가 거의 없는 종속적인 관계가 된다. MIC의

주요 특징은 두 변수 간 선형, 비선형 관계를 가리지 않고 둘 사이의 관

계를 잡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두 변수 간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Pearson 상관 계수는 두 변수가 선형 관계가 아니라면

두 변수 간 관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MIC는 이

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표 1]은 두 변수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

Pearson 상관 계수와 MIC의 값을 비교한 표이다. 이에 따르면 MIC는 P

earson 상관 계수에 비해 두 변수 간 관계를 잘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ion Random Linear Parabolic Cubic Exponential Sinusoidal

Pearson -0.02 1.00 -0.01 0.61 0.70 -0.09

MIC 0.18 1.00 1.00 1.00 1.00 1.00

[표 1]

두 번째 방법은 XGBoost 모델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특성 중요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각 특성치가 예측에 관여하는 기여도를 측

정하고,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임의의 임곗값에 대해 이보다 큰 값

을 가지는 특성을 선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최근 Kaggle과 같은 데

이터 분석 대회에서도 많이 쓰이는 특성 선택 방법이며, 실제로 이를 적

용한 방법론이 우수한 성적을 보이곤 한다.

이번 연구에서 실험한 결과 MIC를 이용한 특성 선택보다 XGBoost의

특성 중요도를 이용한 특성 선택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수했고, 동일

모델에 대해 두 특성 선택의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기에 두 번째 방법인

XGBoost의 특성 중요도를 활용하여 특성 선택을 진행하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oversampling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다

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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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모델링

제 3.1 절 Oversampling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도체 공정 데이터의 문제점 중 하나는 데

이터의 불균형성이다. 즉 높은 불량률을 가진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기에

주어진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만든 모델은 높은 불량률을 제대로 예측하

지 못한다. 물론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한다면 이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도로 정밀화된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높은 불량률

을 보이는 데이터는 낮은 빈도로 출현할 것이다. 이런 경우 적절한 양의

높은 불량률 데이터를 얻기 위해선 수많은 완성품을 검사해야 하고, 이

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만을 활

용해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모델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oversampling을 활용하였다.

이와 관련해 잠시 불균형 데이터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불균형 데이터 문제는 전체 데이터 셋 내의 각 클

래스별 데이터의 개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

생활에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이며 특히 금융 사기 탐지, 질병 진단과 같

은 분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때 데이터 불균형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점은 머신러닝을 통해 구한 모델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클래스 간 데이터의 개수가

균형 있다고 가정하고, 클래스 간 가중치가 동일한 손실 함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훈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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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resampling

2. 평가 지표의 변형

데이터 resampling은 기존 데이터 셋에서 데이터를 undersampling 혹

은 oversampling 함으로써 클래스 간 데이터의 개수를 동일하게 맞춰주

는 것이다. 데이터의 개수가 많은 클래스를 major 클래스, 데이터의 수

가 적은 클래스를 minor 클래스라고 했을 때 undersampling은 major 클

래스에서 minor 클래스의 데이터 개수만큼만 샘플링 하는 것을 의미하

며 oversampling은 반대로 minor 클래스의 데이터를 복원 추출의 방식

으로 여러 번 샘플링하여 major 클래스의 데이터 개수만큼 만들어 주는

것이다. Undersampling의 경우 샘플링 과정에서 major 클래스의 중요한

정보가 삭제될 수 있고, oversampling의 경우 샘플링 이후 동일한 데이

터가 여러 개 존재하므로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resampling을 거침으로써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됨

이 알려져 있다. 또한 undersampling의 경우 informed undersampling(Li

u, X. Y., Wu, J., & Zhou, Z. H., 2008), oversampling의 경우 SMOTE

(Chawla, N. V., Bowyer, K. W., Hall, L. O., & Kegelmeyer, W. P., 20

02) 와 같은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여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평가 지표를 변

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진 분류(클래스가 0 혹은 1 둘 중 하나의

값을 가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평가 지표인 정확도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여기서 는 실제 클래스가 1인데 1로 분류된 데이터의 개수, 은

실제 클래스가 0인데 0으로 분류된 데이터의 개수, 은 전체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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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를 의미한다. 정확도는 일반적인 분류 문제의 경우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지만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좋은 지표

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major 클래스가 전체 데이터의 99%를 차지

하고 minor 클래스가 전체 데이터의 1%를 차지하는 경우 단순히 모든

데이터를 major 클래스로 분류하는 모델은 99%의 정확도를 가지게 된

다. 이 경우 단순히 정확도를 근거로 이 모델이 좋은 모델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정확도는 위와 같은 경우 모델을 제대로 평가

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 데이터 불균형이 발

생했을 경우 정확도가 적절하지 않은 지표임이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정

확도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는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과 같은

지표가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식을 해석하자면 정밀도는 클래스 1로 분류된 데이터 중 실제로 클래

스 1인 데이터의 비율, 재현율은 실제로 클래스 1인 것 중 클래스 1로

분류된 데이터 중 클래스 1로 분류된 데이터의 비율이다.(와 은 각

각 클래스 0이 클래스 1로, 클래스 1이 클래스 0으로 잘못 분류된 데이

터의 개수를 의미한다.) 위의 지표들은 훈련 알고리즘의 decision rule을

조정함으로써 변경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decision score(각 특성치를

모델에 투입했을 시 산출되는 값으로 이 값이 높으면 클래스 1로, 낮으

면 클래스 0으로 분류한다.)의 임곗값이 낮아질수록 재현율이 높아지며

정밀도의 경우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그림 3]. 이를 활용하여 각 문제

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모델의 정밀도 혹은 재현율을 조절하며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극복한 적절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병의

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실제 질병을

가진 사람을 제대로 판별하는 것이다. 이때 모델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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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표로 재현율을 사용할 수 있으며 decision rule을 변경해가며 적절

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물론 decision rule을 변경할 때 정밀도와 재

현율의 trade-off를 고려하여 한쪽의 평가 지표에만 편향되지 않은 적절

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밀도와 재현율 외에도 f1-score1),

AUC2)와 같은 평가 지표 역시 데이터 불균형 상황에서 오는 문제를 극

복하고 적절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림 3]

다만 위에서 든 데이터 resampling과 평가 지표들은 모두 분류 문제

하에서의 데이터 불균형을 가정하고 고안된 방법론이다. 회귀 문제의 경

우 위에서 언급한 방법론을 바로 적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회귀 문제

에서의 목적 변수는 분류 문제와는 달리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위의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목적 변수를 적절히 범주화(이진 분

류)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정 임곗값을 설정하고 목적 변수가 이

1)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으로써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2) Area Under Curve. TPR(True Positive Rate)와 FPR(False Positive Rate)

값으로 그려지는 ROC 곡선의 아랫부분 넓이를 의미한다. 1에 가까운 값을 가

질수록 좋은 모델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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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는 경우 1, 작은 값을 가지는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하면 목적 변수의 형태가 분류 문제에서의 형태와

동일해지므로 위에서 논의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방법론 중 oversampling을 사용하였

다. 그 이유는 전체 데이터의 개수 이 약 3000여 개로써 적은 편이고

높은 불량률을 보이는 데이터의 비율이 매우 낮아 undersampling을 할

시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2장에서 언급한 평가

지표인 를 최소화하는 모델을 훈련시킴으로써 평가 지표의 변형

을 통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의 절댓값 항으로 인해 모델의 학습이 매우 느리고 훈련 알

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어 평가 지표의 변형을 통

한 방법은 제외하였다.

Oversampling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 임의의 임곗값을 지정

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진 분류 값인 1과 0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임곗값은 초모수로써 교차 검증을 통해 최적의 값을 찾아 활용하였

다. 이때 oversampling의 진보된 기법인 SMOTE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히 minor 클래스의 데이터를 그대로 여러 번 복원추출하는 단순한 방법

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SMOTE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SMOTE는

새로운 minor 클래스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료를 활용하

여 새로운 특성치를 만들어 낸다. 이때 회귀 문제에서 그대로 SMOTE

를 적용하게 된다면 동일한 목적 변수(불량률)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특성치가 나오게 된다. 이 경우 분류 문제와는 달리 데이터가 오염될 가

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SMOTE를 통해 얻은 추가 샘플들은 기존 데이

터의 특성치와 목적 변수 사이에 있던 상관관계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단순 복원추출을 통한 oversampling을 활용

하였다. 물론 이 경우 단순 oversampling의 문제점인 과적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실험 결과 oversampling을 적용하기 전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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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성능이 우수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는 각각 기존과 o

versampling을 적용한 후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제 3.2 절 특성치 선택

2.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어진 데이터에는 불량률을 결정하는 데

에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특성치가 존재한다. 이번 절에서는 XGBoos

t의 특성 중요도를 이용해 특성치 선택을 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특성 선택을 하기 전 oversampling을 선행해야 한다. 그 후 [알고

리즘 1]을 적용하여 최적의 특성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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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1
Split oversampled data into 5 folds

- Apply stratified sampling according to coded target variable

2 Make empty array  which saves 

3

for  in 1 to 5 do

  : Training folds(4)

 : Validation fold(1)

Train XGBoost regressor with all features of  

Calculate feature importance

 : Set of all feature importance values

Initialize  and 

  

  ∞

for  in  do

Choose feature  if  ≥ t

-  : Feature importance of each feature 

 : Set of selected features

Train XGBoost regressor with   with features 

Predict  of  with features 

Calculate   

-  : True target values of 

if    then

  

  

Push  into 

4  : Mean of 

5 Train XGB regressor with all train set

6  : Set of all feature importance by above training

7 Choose features from  with  ≥ MT

[알고리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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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1]에서 중요한 점은 oversampling 된 데이터를 단순히 5개

의 fold로 나누면 특정 fold는 높은 불량률(혹은 낮은 불량률)을 다수 가

지게 되어 fold 간 데이터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를 방지하기 위해 각 fold 간 높은 불량률과 낮은 불량률 데이터의 비율

이 동일해지도록 층화 추출을 사용하여 각 fold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85개의 특성치 중 31개의 특성치가 선택되었으며,

특히 [그림 2]에서 보았던 x2, x12, x33과 같은 특성치는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3.3 절 모델 구조

3.1절과 3.2절을 거치며 각각 oversampling된 데이터 셋과 분석에 사용

할 특성치를 선별할 수 있었다. 이번 절에서는 예측에 사용한 모델을 설

명한다.

이번 분석에서 사용한 모델은 기본적으로 그래디언트 부스팅(Gradient

Boosting Decision Tree, 이하 GBDT)을 기반으로 한다. GBDT(Friedma

n, J. H., 2001)는 효율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보이며 널리 사용

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한 종류이다. GBDT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아래와 같은 함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는 임의의 함수를 의미하며 은 임의의 손실 함수, 는 기댓

값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경우  의 정확한 형태는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의 근사 함수 를 찾게 된다. 이때 GBDT는 를 다음과 같은 가법 모

델로써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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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사 함수 는 가중치 이 곱해진 함수 들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 여기서 은 임의의 간단한 함수이며, GBDT에서는 의사결정 나

무로 정의된다. 이제  으로 정의하면 GBDT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단

계
내 용

1

Inputs :

Data -     



A differentiable loss function  

2

Initialize model with a constant value

  
  





3

for  in 1 to  do

Compute pseudo residual 

   

  
       for   

Fit  to pseudo residual, i. e train  with 
  



Compute coefficient  by solving

  
  



     

Update the model, i. e          

4 Obtain  

[알고리즘 2]

이때 각 은 의사결정 나무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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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번째 나무의 잎의 개수, 은 번째 나무의 번째 잎

에 위치한 훈련 목적 변수들의 평균값,  은 특성치 가 번째 나무

의 번째 잎에 포함되는지를 의미하는 표시 함수이다. 즉 라는 입력값

이 나무의 특정 잎에 위치하게 되면 이때의 예측값을 해당 잎을 구성하

는 훈련 목적 변수들의 평균값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알고리즘

2]에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riedman은 위의 식을 활용하여 각 나무()에 대해 을 하나씩 찾

는 것보다 각 나무의 개별 잎에 대해 을 모두 구할 시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즉 위 알고리즘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

     

이때 개별 나무가 너무 크게 성장하거나(잎의 개수  이 많아짐) 개

별 나무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

해 Hastie 등(2009)은  ≤  ≤ 을 제안했다. 또한 나무별 잎의 계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축소 모수(shirinkage parameter) 를 곱해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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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위의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한다.

                
  



 

여기서 는 초모수로써,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강

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런 역할을 하는 모수를 learning rate라고 부른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GBDT를 구축하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주요 모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손실 함수( )

- GBDT를 구성하는 의사결정 나무의 개수( )

- 각 나무별 잎의 개수( )

- Learning rate()

이 외에도 GBDT의 성능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며, 교차

검증을 통해 이들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최적의 모델을 구할 수 있다.

[그림 5]는 각각 최적의 GBDT와 과적합된 GBDT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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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GBDT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G

BDT는 번째 예측 함수인 을 구하기 위해   을 구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각 나무의 성장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랜덤 포레스트와 같이 나무의 병렬적 성장을 통한 학습이 불가

능하다. 그런데 의사결정 나무는 데이터의 개수와 특성치가 많아질수록

학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의사결정 나무의

학습은 각 특성치별 최적의 분할점을 찾은 뒤(Finding best split)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Information gain(이하 IG)을 계산함으로써 IG를 극대

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무의 병렬적 성장이 불

가능한 GBDT는 거대한 데이터 셋에 적용하기 어렵다.

XGBoost(Chen, T., & Guestrin, C., 2016). 와 LightGBM(Ke, G. et a

l., 2017)은 GBDT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알고리즘이다. 이들은 각각

block 구조를 활용한 분할점 탐색의 병렬화(XGBoost), GOSS(Gradient

based One Sided Sampling)와 EFB(Exclusive Feature Bundling)(Light

GBM)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GBDT와는 달리 대용량 데이

터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성능 또한 기존 GBDT를 상회한다. 특히 XGBo

ost의 경우 Kaggle 우승자의 절반 이상이 활용했을 정도로 성능이 입증

되었으며, IT 기업의 솔루션에도 종종 활용되는 가장 인기 있는 머신러

닝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이번 분석에서 사용한 모델은 GBDT와 XGBoost, LightGBM을 이용

한 stacking 모델이다. Stacking은 앙상블 러닝의 한 종류로써 서로 다

른 모델의 결과를 조합하여 하나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론이다. Stac

king을 포함한 앙상블 러닝은 일반적으로 단일 모델에 비해 우수한 성능

을 보임이 알려져 있으며 stacking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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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1
Split train data into -fold

- Usually,  is 3 or 5

2

for  in 1 to  do

 : Data of th fold

  : Union of data except th fold

Initialize array which saves predict values of th fold

with different models. Say 

for  in 1 to  do

Initialize ←

- : Mean of predict values of test data by individual model 

for  in 1 to  do

Train individual model  with  

Predict value of th fold with  . Say it 

Push  into 

Predict value of test data with  . Say it


←

for  in 1 to  do

  



Let      
 and save

- Later we will use  as a new feature

3 Train meta model  with new data set     



4 Predict test target value with features    
 and meta model 

[알고리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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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훈련 데이터를 개의 fold로 나눈 뒤(통상 3개 혹은 5개로 나눈다.)

1개의 fold를 제외한  개의 fold를 이용해 모델을 훈련시킨다. 그리고

훈련에 포함하지 않은 fold의 데이터를 해당 모델에 넣어 나온 값을 차

후 메타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특성치로 사용한다. 동시에 테스트 데

이터 역시 이 모델( 개의 fold를 이용해 훈련시킨 모델)을 통해 예측

값을 구하고 이를 저장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총 개 fold에 대해 반복

하면 하나의 훈련 알고리즘(예를 들어 XGBoost)에 대해 훈련 데이터의

새로운 특성치( 개의 fold로 산출한 모델에 훈련에 포함하지 않은 데

이터의 특성치를 넣은 값)가 나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의 테스트 데

이터의 새로운 특성치 평균을 구하여 하나의 특성치로 정리해준다. 이와

같은 과정을 총 개의 개별 모델에 대해 동일하게 실행해주며, 모든 과

정을 거치면 모델은 총 ×개, 새로운 특성치는 총 개가 생성되며

이를 훈련 단계 1이라 칭한다. 그 후 새로운 개의 특성치와 훈련 데이

터의 목적 변수를 이용하여 메타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이를 훈련 단계 2

라고 칭한다. 최종적으로 이전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스트 데이터의 새로

운 개의 특성치를 메타모델을 통해 예측함으로써 테스트 데이터의 목

적 변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림 6]은 위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모델을 산출하는 과정을 열거하면 다

음과 같다.

1. 데이터 oversampling

2. XGBoost를 이용한 특성치 선택

3. Stacking 모델 훈련

- 훈련단계 1 : GBDT, XGBoost, LightGBM

- 훈련단계 2 : 선형 모델

4. 최종 결과 산출

이때 stacking 훈련 단계 1에 사용되는 각 훈련 알고리즘의 초모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훈련 단계 1에서 각 알고리즘이

 개의 fold를 활용해 모델을 학습하고 훈련에 포함되지 않은 fol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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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특성치를 산출할 때 교차 검증을 병행토록 하여 최적의 초모수를

찾도록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그 후 탐색한 최적의 초모수를 이용해

훈련시킨 모델을 활용하여 훈련에 포함되지 않은 fold의 새로운 특성치

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특성치를 산출하였다. 또한 3.1절에서

언급한 oversampling을 위한 임곗값 역시 초모수로 간주하였으므로, 각

임곗값에 대해 위의 4단계를 거친 결괏값을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임곗값

을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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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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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추후 과제

제 4.1 절 결론

방법론 

XGB Only 1.035

XGB + Oversampling 0.824

Stacking + Oversampling 0.732

[표 2]

[표 2]는 각 모델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구하고 이에 대한

를 산출한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점은 기본 데이터를 활용

하는 것보다 oversampling을 적용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고,

단일 모델보다는 stacking 모델의 결과가 더 좋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

했듯 위에서 사용한 oversampling 방식은 단순히 동일한 데이터를 재추

출 하는 것이다. 즉 전체 데이터를 재추출 하는 것이 아닌 불량률이 높

은 데이터만 재추출 하는 것이므로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에도 가 낮아진 주 요인은 의 특징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2.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는 오차의 절댓값에 실제

불량률을 곱해 구한 가중 평균이다. 따라서 낮은 불량률  와 높은 불

량률 에 대해서    와   의 값이 비슷하더라도

높은 불량률 와 연관된 항이 더 큰 오차를 가지게 된다. 즉 일반적

으로 많이 쓰이는 가중치가 일정한 손실 함수와는 달리 가중치가 큰 데

이터를 잘 맞추는 것이 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므로 ove

rsampling을 통한 높은 불량률 예측에 대한 과적합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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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과적합은 통계적 모델링을 할 때 피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 하지만 현실에서 과적합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이번에

활용한 공정 불량률 데이터와 같은 경우 다소 오차가 있더라도 높은 불

량률을 가지는 제품을 제대로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

서 정상 제품이 불량품으로 판정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정상 제품(불량률이 낮은 제품)을 불량품(불량률이 높은 제품)으로

판정하는 것보다, 불량품을 정상 제품으로 판정했을 때 회사가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과적합 모델링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과적합이 없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

만 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아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증가가 수반된다. 이 경우 oversampling을 활용

한 모델로 인한 비용(정상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하여 폐기하거나 재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의 비용보다

적다면 oversampling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제 4.2 절 추후 과제

이번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사항은 stacking

에 더 많은 모델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Stacking은 모델이 서로 독립적

일수록, 그리고 훈련 단계 1에서 사용된 모델이 많을수록(물론 개별 모

델의 성능이 너무 저조하면 안 됨) 좋은 결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 이

번에 사용한 훈련 단계 1의 모델은 GBDT, XGBoost, LightGBM으로써

모두 Gradient Boosting 기반의 알고리즘이다. 이 외에도 랜덤 포레스트,

 최근접 이웃 회귀, 다항식 모형 등을 추가해 보았으나 성능이 유의미

하게 향상되지 않았다. 한 가지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델은

deep neural net(이하 DNN)이다. 하지만 DNN은 데이터의 개수가 많을

때 좋은 성능을 보임이 알려져 있다.(데이터의 개수가 적은 경우 과적합

이 발생하거나 예측 결과의 분산이 매우 커짐) 실제로 이번 데이터 셋은

약 3000여 개로써 DNN을 적용해본 결과 모델의 성능이 유의미하게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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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데이터의 개수가 더 많아질 경우 이번에 사용

한 Gradient Boosting 계열의 모델 외에도 DNN을 추가로 stacking에 포

함하여 성능 향상을 노려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두 번째 사항은 oversampling 기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오

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minor 클래스의 데이터를 복원 추출

하는 방식으로 oversampling을 구현하였다. 하지만 데이터를 오염시키지

않으면서도 분류 문제의 SMOTE와 유사한 양질의 oversampling 기법이

있다면 모델의 성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회귀 문제에서의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양질의 데이터 resampling 기법이 개발

된다면 이번 주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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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defect rate

via over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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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ductors are manufactured through a number of process

es. At the end of each process, sensors are installed to identify

abnormalities and quality measurements are recorded during eac

h process. The final products after all the processes are tested

for defects rate. However, conducting a defect rate test on all p

roducts are costly inefficient. If the defect rate could be predicte

d using sensor data, the cost of the testing the defect rate wou

ld be reduced.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semi-conducto

r process, collected data would have serious imbalance data pro

blem. Therefore, models learned from these data do not have go

od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propose a way to alleviate th

e imbalance data problem and model structure that has good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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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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