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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반도체 제조 공정의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이상 탐지 

분석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여러 센서를 통해 얻어진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이상탐지 모델은 통계 모델과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과 셀프 어텐션 등의 인공신경망 기법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인공 신경망 모델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대량의 레이블 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모든 데이터에 대해 레이블을 다는 것은 고비용 작업이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레시피 1과 레시피 2에 대한 적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 서로의 

이상탐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차 다중작업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모델의 구조는 

시계열 임베딩과 멀티 어텐션에서 파라미터를 공유하며 이후에 각각의 레시피에 맞는 

개별 작업 레이어를 추가한 형태로 이뤄진다. 또한, 이번 논문에서는 이런 Hard 파라미터 

공유 다중작업모델의 학습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교차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교차 다중작업학습 모델을 이용해 레시피 각각에 대해서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구조의 모델에 대해서 강건한 성능 향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반도체 제조 공정, 시계열 데이터, 이상탐지, 다중작업학습, 셀프 어텐션 

학번: 2019-2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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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서론 

 

 
반도체 제조 공정은 산화, 포토, 식각, 증착 공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하나의 

반도체가 생성되기까지 수백 개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공정이다. 따라서 반도체 공정에 기계학습을 적용할 경우 단순히 최종 생산품이 

양품인지 불량인지를 분류하는 이상 탐지에서 나아가 제품 제조 과정 중 실시간으로 

이상을 탐지하거나 각 프로세스가 끝난 직후 불량을 사전 탐지하는 것 역시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세스 단위의 이상 탐지를 통해 불량 제품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면 공정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불량이 발생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불량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 이상 탐지를 위한 모델 

설계에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및 공정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운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변화와 공정의 특성이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이상탐지 성능 향상 방법을 제안한다. 

 

1.1 문제 정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이상탐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 번째, 웨이퍼의 불량 여부에 대한 레이블을 가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레이블 작업이 고비용이거나 특정 검사의 경우 레이블을 매기기 위해 사용된 

웨이퍼는 폐기해야 하는 등 레이블 된 데이터를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두 

번째, 장비의 노후화, 레시피의 변화, 측정 장비 자체가 갖는 편차 등에 의해 데이터 



 

 2 

분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데이터의 분포 변화는 기계학습 모델의 학습을 

방해하게 되어 좋은 성능을 확보하기 어렵게 한다. 특히 시간에 따른 노후화는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데이터를 대량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데이터 

수집 초기의 데이터 분포와 후기의 데이터 분포가 같음을 보장할 수 없게 한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기계학습 모델은 이러한 두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 

적은 데이터로도 좋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2) 데이터 분포 변화에도 강건한 

성능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 변화 상황에서 좋은 이상 탐지 성능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환경 변화 중 가장 

변화의 정도가 큰 레시피의 변화 상황을 이용한다.  

레시피의 변화로 인한 공정 시계열 데이터 분포 변화를 확인해보자.  

 

 

그림 1.1 레시피별 Var 53, Var 57 센서 시계열 데이터 분포 변화 예시 

 

Var 53에서와 같이 동일한 파형을 갖는 시계열 데이터가 위아래로 이동하는 변화를 

보이기도 하며 Var 57에서와 같이 데이터의 일부에서만 분포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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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Var 31에서와 같이 레시피 변화에 무관한 변수도 존재한다. 

 

그림 1.2 분포 변화가 없는 Var 31 센서 시계열 데이터 예시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가 변할 때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레시피별로 개별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공정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좋은 성능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두 레시피를 하나로 합친 후 이 데이터를 이용해 하나의 이상 탐지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분포가 다른 데이터는 서로의 학습을 방해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다른 레시피의 데이터는 동일한 분포를 갖는 변수와 다른 분포를 갖는 변수로 나뉜다. 

동일한 분포를 갖는 변수의 특성은 두 레시피에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며 

다른 분포의 변수는 각 레시피의 분류 성능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통 변수의 특성은 공유하며 차이가 나는 변수의 특성은 개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중작업학습(Multitask Learning) 방법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작업학습 

방법을 적용해 데이터 수가 적은 두 레시피를 동시에 학습하여 각 레시피의 이상탐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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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동기 및 공헌 

본 논문의 동기 및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른 레시피의 공통 특성을 

공유하는 다중작업학습 방법과 이것을 학습시키는 새로운 교차 학습 방식 (Alternate 

Learning Method)을 적용함으로써 1.1에서 정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Park, Chanhee, 

et al[1]는 다른 챔버의 데이터를 가우시안 과정 회귀(Gaussian Process Regression, 

GPR)와 트리 기반 앙상블 기법에 다중작업학습 방법을 적용해 가상 계측(Virtual 

Metrology)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유지하는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모델을 이용해 반도체 제조 공정에 

다중작업학습 방법을 적용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1]의 논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교차학습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상황은 레시피가 다른 환경이지만 제시하는 방법론은 장비의 

노후화, 측정 장비 간의 편차 등 다른 환경 변화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다른 환경 

변화 역시 데이터의 공통 특성과 차별적인 특성을 갖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다중작업학습 방법의 여러 가지 형태를 실험해 공정 이상 탐지에 적용했으며 모델의 

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모델 구조에서 강건한 방법론임을 입증했다. 

 

1.3 논문구성 

본 논문은 5 장으로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제안하는 다중작업학습 모델의 구조와 구체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모델의 성능향상 정도와 강건함을 실험 결과를 통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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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2.1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이상 탐지 모델 

공정의 이상을 탐지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통계적 공정 관리(Statistical Process 

Control, SPC)[2] 기법이 있다. 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단일 변수가 따라야 하는 

센서값의 평균과 편차를 이용해 통계 관리 상태 (state of statistical control) 값을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통계 관리 상태는 상한과 하한으로 구성되며 해당 범위를 벗어나면 불량으로 

감지한다. 하지만 이렇게 단일 변수로 공정을 관리하는 방법은 공정 변수간 상관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1종 오류가 지나치게 높다는 단점이 있다[3]. 

이러한 단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Multivariate Statistical Process Control, MSPC) 기법들이 연구되었다.  

 

 

그림 2.1 3차원 시계열 데이터와 2차원으로 펼친 데이터 

 

하지만 과거에는 그림 2.1의 (a)와 같이 생긴 3차원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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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법 및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림 2.1의 (b)와 같이 

데이터의 시간 또는 변수 축을 없애는 형태로 데이터를 펼쳐 분석에 사용하였다[4]. 이런 

형태의 고차원 데이터는 계산 복잡도를 급격하게 증가시켰기 때문에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5]과 같은 차원 감소 기법을 통해 차원을 줄인 

후에 이상감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변량 공정 관리 기법의 초기 연구는 통계적 기법을 토대로 이뤄졌다. Cherry et 

al.[6]의 연구는 PCA를 적용한 이후 Hotelling의 𝑇2  통계량[7]과 제곱 예측 오차(squared 

prediction error, SPE)를 이용해 이상탐지를 진행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주로 기계학습 

모델을 적용했는데 연구는 크게 정상 데이터만을 이용해 정상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임계치를 정한 후 임계치를 벗어나면 이상으로 분류하는 기법과 정상과 비정상 모두를 

이용해 분류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k-인접 이웃 분류기(K-

Nearest Neighbor)를 이용한 He et al.[8]의 연구와 단일 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One 

class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 Mahadevan et al.[9]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후자의 

경우 Adaboost[10] 알고리즘과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Fan et al.[11]의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통계적 기법과 전통적인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할 경우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성을 잃거나 차원 축소로 인한 데이터의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그래픽 처리 장치(Graphics processing 

unit)를 비롯한 하드웨어의 급격한 발달과 딥러닝 라이브러리 등 소프트웨어의 발달에 

힘입어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owrk, ANN)을 이용한 시계열 데이터 처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인공 신경망 중 합성곱 신경망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동일 시간대 변수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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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와 동일 변수의 인접한 시간대 변수값의 변화 모두를 고려하여 시계열에 내재된 

특성을 자동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매우 널리 

쓰이고 있다[12], [13], [14], [15], [16]. 또한, 시계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지점을 정확히 찾을 수 있어 고장의 원인을 진단하는 작업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합성곱 신경망의 연구는 현재도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13], [14], 

[15]. 

공정에서 발생하는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한 번의 작업으로 발생하는 공정의 길이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길이가 다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길이가 다른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간의 길이에 

무관한 순환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RNN)[17]을 사용하거나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해 축소된 데이터 임베딩(embedding) 행렬에 글로벌 풀링(global pooling) 방식을 

적용해 동일한 크기의 행렬로 바꾸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최근 시계열 분석 연구들의 상당수는 자연어처리를 위해 개발되었던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시계열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자연어처리에 사용되는 데이터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 모두 이전값과 이후값들에 독립적이지 

않으며 순서를 갖는 데이터이다. 예를 들어 ‘I am a student.’란 문장에서 ‘I’, ‘am’, ‘a’, 

‘student’는 순서를 가지고 있다. 단어의 순서가 바뀌면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된다. 

또한 각 단어는 독립적이지 않다. ‘I’란 단어 뒤에 ‘am’이 올 확률은 다른 임의의 단어 

보다 출현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다변량 시계열에서 동일 시간대에 측정된 변수들의 

값 벡터는 자연어에서 한 단어의 임베딩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처리에서 사용되는 기법들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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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wani et al.[18]의 연구에서는 셀프 어텐션 (self attention)만을 사용해 기계 번역 

(Machine Translation)에서 큰 성능 향상을 보였다. 셀프 어텐션은 동일한 입력값을 

이용해 다음 Q, K, V 행렬을 계산하고 어텐션을 계산할 수 있다. 

 

Attention(𝑄, 𝐾, 𝑉) = 𝑠𝑜𝑓𝑡𝑚𝑎𝑥 (
𝑄𝐾𝑇

√𝑑𝑘
) 𝑉 

 

셀프 어텐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Q, K, V를 구하는 방법은 동일한 입력값에 Q, 

K, V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해서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Q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𝑄 = 𝑋𝑊𝑄 
 

여기서 𝑋 ∈ 𝑅𝑁×𝐸𝑖𝑛는 입력값이며 𝑁은 데이터의 수, 𝐸𝑖𝑛은 입력값 임베딩의 차원이다. 

𝑊𝑄 ∈ 𝑅𝐸𝑖𝑛×𝐸𝑜𝑢𝑡는 학습 가능한 가중치 행렬이다.  

이후 Q와 K를 이용해 어텐션 점수(attention score)를 구한다. 어텐션 점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어텐션 점수 : 𝑠𝑜𝑓𝑡𝑚𝑎𝑥 (𝑄𝐾𝑇

√𝑑𝑘
) 

 

어텐션 점수를 구한 후 어텐션 점수에 V를 곱해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임베딩값을 

학습할 수 있다. 셀프 어텐션 기법은 데이터 자체에서 Q, K, V를 계산하여 데이터 내에서 

서로의 관계를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임베딩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자연어처리에서 셀프 어텐션 기법의 성공으로 시계열 분석에서도 셀프 어텐션을 

이용한 임베딩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Kim et al.[14]의 연구에서는 길이가 가변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임베딩하는 방법으로 셀프 어텐션 기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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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kim et al[14]. 연구의 Self-attentive 합성곱 신경망 구조 

 

길이가 다른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초기 임베딩 행렬을 

구한다. 여기서 합성곱 신경망은 시간축 방향으로만 움직이며 모든 센서의 상관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 이후에 셀프 어텐션 기법을 이용해 시간축 방향으로 어텐션 점수를 

구하게 되고 어텐션 점수와 시계열 데이터를 내적해 스칼라값으로 임베딩한다. 이전 

단계에서 미리 정해진 합성곱 신경망의 커널(Kernel)의 개수에 따라 스칼라의 개수도 

비례해서 증가하며 스칼라들을 모아 임베딩 벡터로 사용한다. 커널의 수는 데이터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다양한 길이의 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크기의 벡터로 

임베딩을 가능하게 한다. 해당 논문에서는 셀프 어텐션을 이용한 임베딩 방법이 다른 

시계열 임베딩 방법보다 더 효과적임을 보였다.  

 

 

2.2 다중작업학습 

다중작업학습의 목적은 동일한 도메인 데이터를 이용해 각 작업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통된 특성을 공유함으로써 작업들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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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작업학습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하며 각 작업은 같은 데이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관련된 작업들로 구성이 된다. 예를 들어 Zhang et al.[20]의 연구에서는 사람의 

얼굴에서 눈, 코, 입의 위치를 찾는 과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의 성별을 분류하는 작업, 

안경을 쓰고 있는지 분류하는 작업 등을 동시에 학습시킴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다. 이때 사용한 데이터는 사람의 얼굴로 동일했으나 각 작업은 관련되어 있되 완전히 

같지는 않은 작업으로 구성되었다. 다중작업학습이 일반화 성능 향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다른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는지를 분류하는 문제와 사람의 눈의 위치를 찾는 문제는 

사람의 눈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학습에 이용해야 한다.  

다중작업 학습은 크게 인공신경망의 히든 레이어(hidden layer)의 공유 정도에 따라서 

Hard 파라미터(parameter) 공유와 Soft 파라미터 공유로 나눌 수 있다[21]. 

 

2.2.1 Hard 파라미터 공유 다중작업학습 

 

그림 2.3 Hard parameter 공유 다중작업학습 모델 구조[21] 

 

Hard 파라미터 공유 방법은 다중작업학습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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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21]. Hard 파라미터 공유 방법은 모델의 특정 레이어를 완전히 공유하는 형태로 

모델을 구성한다. 완전히 공유하는 레이어를 공유 레이어(Shared layer)라고 부르며 공유 

레이어 이후에 각 작업에 특화되어 있는 레이어를 개별 작업 레이어(Task specific 

layer)라고 부른다.  

 

2.2.2 Soft 파라미터 공유 다중작업학습 

 

그림 2.4 Soft parameter 공유 다중작업학습 모델 구조[21] 

 

Soft 파라미터 방법은 각 모델이 개별적인 파라미터를 갖지만 특정 제약을 통해 각 

파라미터가 유사한 방향으로 학습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다. 파리미터 공유를 제약하는 

방법에 따라 Soft 파라미터 공유 다중작업학습 방법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Duong et al.[22]의 연구에서는 특정 레이어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𝑙2  정규화 

(Regularization)를 통해 두 모델의 파라미터가 비슷한 방향으로 학습되게 유도했다.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은 다음과 같으며 4개의 파라미터에 대해 공유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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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Duong et al.[22] 연구에서 사용한 다중작업학습 모델 

 

Misra et al.[23]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레이어층의 피처맵(feature map)을 선형결합한 

피처맵으로 각 작업의 피처맵을 대체하는 soft 파라미터 공유 다중작업학습 방법을 

제안했다. 

 

 

그림 2.6 Misra et al.[23] 연구에서 사용한 다중작업학습 모델 

 

특정 레이어에서 작업 A와 작업 B의 피처맵이 각각 𝑥𝐴, 𝑥𝐵라고 할 때 피처맵의 

(𝑖, 𝑗) 지점의 값은 다음과 같은 행렬 연산으로 변형이 되어 다음 레이어로 전달된다. 

 

[
�̃�𝐴

𝑖𝑗

�̃�𝐵
𝑖𝑗] = [

𝛼𝐴𝐴 𝛼𝐴𝐵
𝛼𝐵𝐴 𝛼𝐵𝐵

] [
𝑥𝐴

𝑖𝑗

𝑥𝐵
𝑖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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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해법 
 

 

3.1 멀티헤드 어텐션 기반 단일 모델 (베이스라인 모델) 

단일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시계열 임베딩 레이어(Timeseries Embedding Layer),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Multi-Head Attention Layer), 완전 연결 신경망(Fully Connected 

Network)으로 구성된다. 각 레이어는 이후의 절에서 설명한다.  

 

 

그림 3.1 베이스라인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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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시계열 임베딩 레이어 

시계열 데이터를 시간축 방향으로만 합성곱 신경망을 적용함으로써 시계열 임베딩을 

얻을 수 있다. 시간축으로만 이동하는 것은 모든 변수의 상관관계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임베딩에서 시간 순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임베딩 방법이다. 

 

 

그림 3.2 시계열 임베딩 레이어 작동 방식 

 

길이가 다른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에서 가장 긴 시간 길이가 T, 측정하는 변수의 수를 

𝑉라고 할 때 시간 길이가 T가 되게 제로 패딩을 추가한 시계열 데이터는 𝑥 ∈ 𝑅𝑇×𝑉로 

나타낼 수 있다.  데이터의 시간축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해 시계열 

데이터를 임베딩한다. 시간축으로만 커널을 움직이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의 커널 크기는 

𝐹 × 𝑉이가 되며 커널의 수는 𝐾라고 할 때 합성곱 신경망 연산은 다음과 같다. 

 

(𝑥 ∗ 𝑤)(𝑡) = ∑ ∑ 𝑥(𝑖, 𝑡 × 𝑆 + 𝑗) 𝑤(𝑖, 𝑗)
𝐹

𝑗=1

𝑉

𝑖=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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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산을 K번 반복할 경우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임베딩된 행렬 𝑥𝑒𝑚𝑏 ∈

𝑅(𝑇−𝐹+𝟙)×𝐾를 얻을 수 있다.  

 

3.1.2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 

모델의 파라미터를 증가시키면 모델은 더 복잡한 함수 역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우리는 모델의 복잡도(Complexity)가 증가했다고 한다. 4 장의 실험에서 본 논문은 모델의 

복잡도를 조절해가며 제안하는 기법의 강건성을 테스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kim et al.[14]에서 제안한 모델의 셀프 어텐션 부분을 

단순화시킨 후 셀프 어텐션의 수를 조절해 모델의 복잡도를 조절하였다. kim et al.[14]에서 

제안한 셀프 어텐션의 수를 증가시킬 경우 학습의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화된 셀프 어텐션 (Simplified self attention)을 도입하게 되었다.  i 번째 단순화된 

셀프 어텐션 𝑎𝑖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𝑎𝑖  =  𝑥𝑒𝑚𝑏
⊺ 𝑠𝑜𝑓𝑡𝑚𝑎𝑥(𝑥𝑒𝑚𝑏𝑤𝑖)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단순화된 셀프 어텐션의 수가 

M 개인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를 가정하자. 우선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는 3.1.1 의 

𝑥𝑒𝑚𝑏 ∈ 𝑅(𝑇−𝐹+𝟙)×𝐾 를 입력값으로 받은 후 가중치 𝑤𝑖 ∈  𝑅𝐾 를 곱해 시간축 방향의 

어텐션 점수를 구한다. 이때 i 번째 어텐션 점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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𝑠𝑖 = 𝑠𝑜𝑓𝑡𝑚𝑎𝑥(𝑥𝑒𝑚𝑏𝑤𝑖)             (𝑖 = 1, … , 𝑀) 

 

그림 3.3 단순화된 셀프 어텐션에서 어텐션 점수를 구하는 방법 

 

다음 과정은 어텐션 점수와 입력값을 다시 곱해 어텐션을 구하는 과정이다. i 번째 

어텐션은 다음과 같다. 

 

𝑎𝑖 = 𝑥𝑒𝑚𝑏
⊺ 𝑠𝑖 ∈ 𝑅𝐾 

 

최종 멀티헤드 어텐션은 앞에서 구한 M개의 셀프 어텐션을 연결한 형태가 된다.  

𝑥𝑚𝑢𝑙𝑡𝑖 = 𝐶𝑜𝑛𝑐𝑎𝑡(𝑎1, … , 𝑎𝑀) ∈ 𝑅(𝐾×𝑀) 

 

 

그림 3.4 멀티헤드 어텐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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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헤드 어텐션의 구조는 입력값 𝑥𝑒𝑚𝑏에 크기가 1 × 𝑉인 커널을 𝑀개 가진 합성곱 신경

망을 이용해 구현할 수 있다. 

  

3.1.3 완전 연결 신경망 

3.1.1과 3.1.2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길이를 갖는 시계열 데이터의 크기를 𝐾 × 𝑀 

차원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3.1.2의 결과인 𝑥𝑚𝑢𝑙𝑡𝑖를 완전 연결신경망의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완전 연결 신경망은 이런 입력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정상과 불량으로 분류한다. 

 

 

그림 3.5 완전 연결 신경망 구조 

 

3.2 Hard 파리미터 공유 교차 다중작업학습 모델 

다중작업학습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은 동일한 도메인의 데이터에서 

관련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풀려는 반도체 제조 공정 

이상 탐지 문제는 다른 레시피를 가정한다. 레시피가 달라지는 것은 데이터의 분포가 

바뀜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가진 문제가 동일한 도메인의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두 데이터의 분포 차이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다. 1.1 절에서 레시피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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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변수들도 있지만 변하지 않거나 일부분에서만 변하는 변수도 있음을 

확인했다. 반도체 공정에서 다중작업학습의 적용은 관련성이 있는 도메인에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작업학습의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다중작업학습 방법과 다소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학습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와 방법의 구체적인 설명은 3.3 절에서 다룬다. 3.1 의 단일 모델을 

Hard 파라미터 공유 방식으로 만들 경우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는 교차 다중작업학습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3.6 Hard 파리미터 공유 교차 다중작업학습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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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구조는 2.2.1 에서 말한 Hard 파라미터 공유 방식과 같다. 모델에서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부분은 시계열 임베딩 레이어,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이다. 제일 마지막의 완전 

연결 신경망의 경우 개별 작업 레이어 두 개로 구성되며 각각 레시피 1 번과 2 번 

데이터의 정상, 불량 분류를 담당하게 된다. 

 

3.3 교차 다중작업학습 방법 

다중작업 모델의 학습은 미니배치 경사하강법(Mini-batch Gradient Descent)을 

사용하며 개별 작업 레이어에서 각 작업의 손실 함수를 계산한 후 각 손실 함수를 합쳐 

최종 손실 함수를 계산한다. Hard 파라미터 공유 방식에서 데이터 입력을 받는 시계열 

임베딩 레이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배치를 레시피 1 과 2 를 혼합해서 구성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델 입력값 
레시피 미니배치  

(레세피는 레시피 1 데이터와 레시피 2 데이터의 합집합) 

모델 출력값 [레시피 1 분류 결과, 레시피 2 분류 결과] 

개별 작업 레이어 

손실함수 
크로스 엔트로피 (Cross entropy) 

최종 손실함수 레시피 1 손실함수 + 레시피 2 손실함수 

표 3.1 Hard 파라미터 공유 방법의 학습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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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동일한 데이터에서 관련된 작업들을 하는 다중작업학습의 경우 표 3.1 과 

같은 설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도체 공정 레시피 데이터에선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 번째 문제는 미니배치가 멀티헤드 어텐션을 지난 후 개별 작업 레이어의 

입력값으로 들어갈 때 레시피에 맞는 개별 작업 레이어로 분화되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미니배치를 이용한 학습에서 배치 내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레시피 1 과 2 가 혼합된 반도체 공정 데이터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미니배치를 분리하지 않고 개별 작업 레이어 각각에 같은 미니배치를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더라도 개별 작업 레이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종 손실 함수를 구할 때 레시피 1 개별 레이어와 

레시피 2 개별 레이어의 손실 함수 합을 이용한다.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해 모델을 학습할 때 개별 작업 레이어는 동일한 손실 함수를 갖게 되어 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즉, 개별 작업 레이어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작업 레이어로 

학습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모델이 된다. 서론에서 설명했듯 데이터 분포가 다른 두 

데이터를 한 번에 학습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학습을 방해하게 되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교차 다중작업 

학습 방법이다. 교차 다중학습 방법의 데이터 미니배치 구성과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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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Alternate multitask learning 

1. Independently create Recipe 1 mini-batch and Recipe 2 mini-batch 

2. Oversample from the small-sized Recipe to match the size of the large-sized Recipe 

3. For epoch = 1 to max_epoch 

(1) For i = 1 to Recipe mini-batch size: 

 Recipe 1 training 

(a) Train with only Recipe 1 task layer weights (note that Recipe 2 task 

layer weights are not used) 

(b)  Use Recipe 1’s, i-th mini batch to train model 

(c)  Backpropagate using Recipe 1 cross entropy loss 

Recipe 2 training 

(d) Train with only Recipe 2 task layer weights (again, note that Recipe 1 

task layer weights are not used) 

(e)  Use Recipe 2’s, i-th mini batch to train model 

(f)  Backpropagate using Recipe 2 cross entropy loss 

(2) Check early stopping condition 

4. end 

표 3.2 교차 다중작업학습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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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레시피 데이터를 이용해 다중작업학습 방법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첫 번째, 레시피 1 과 레시피 2 를 독립적인 미니배치로 구성한다. 모델을 학습할 때 

학습의 한 번 반복 동안 레시피 1 미니배치와 레시피 2 미니배치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입력값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혼합된 미니배치가 개별 작업 레이어의 입력값으로 

사용될 때   레시피에 맞는 레이어로 분화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림 3.7 각 레시피에 독립적인 미니배치 구성 예시 

 

두 번째, 개별 작업 레이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레시피 1 미니배치를 

입력값으로 사용할 때 레시피 2 작업 레이어의 가중치를 활성화하지 않고 레시피 1 작업 

레이어만 활성화하여 모델의 미니배치에 해당하는 작업 레이어만 학습을 한다. 레시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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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배치를 사용할 경우 반대로 레시피 1 작업 레이어의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레시피 2 

작업 레이어만 학습한다. 이를 개념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8 교차 다중학습방법 개념도 

 

시계열 임베딩 레이어와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는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니배치와 무관하게 계속 학습이 되며 개별 작업 레이어만 배치에 따라 학습이 

교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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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4.1 실험 설계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나온 시계열 데이터이다.  

 

 전체 데이터 이상 데이터 이상 비율 

레시피 1 778 22 2.8% 

레시피 2 1546 31 2.0% 

표 4.1 반도체 공정 데이터 수량 및 이상 비율 

 

데이터는 두 가지 레시피에 대해 65개의 변수를 0.1초 간격으로 측정했다. 전체 

데이터 수는 레시피 2가 레시피 1에 비해서 약 두 배 많으며 레시피 각각의 이상 

데이터의 비율은 2.8%, 2.0%로 매우 불균형한 데이터이다. 

실험에서는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3.1절에서 설명한 멀티헤드 어텐션 

기반 단일 모델 (베이스라인 모델)이다. 실험을 위해 베이스라인 모델을 레시피 1과 2에 

대해서 각각 생성한 다. 두 번째는 Misra et al.[23]의 연구에서 제안한 Soft 파라미터 공유 

모델이다. Hard 파리미터 공유 모델과 달리 Soft 파라미터 공유 방식은 각 레시피에 

대해서 개별 모델을 형성하기 때문에 레시피1과 2를 혼합한 배치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Hard 파라미터 공유 방법과 같이 특별한 학습 방법 없이도 개별 작업 레이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Soft 파라미터 공유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최종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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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는 개별 작업 레이어에서 나온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의 합으로 이뤄진다. 

 

 

그림 4.1 Misra et al.[23]의 연구에서 제안한 Soft 파라미터 공유 모델 

 

모델 입력값 [레시피 1 미니배치, 레시피 2 미니배치] 

모델 출력값 [레시피 1 분류 결과, 레시피 2 분류 결과] 

개별 작업 레이어 

손실함수 
크로스 엔트로피 (Cross entropy) 

최종 손실함수 레시피 1 손실함수 + 레시피 2 손실함수 

표 4.2 Soft 파라미터 공유 방법의 학습 세부사항 

 

세 번째 모델은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는 교차 다중작업학습 모델이다.  

실험은 크게 두 가지를 진행한다. 첫 번째는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해서 각 

다중작업학습 방법이 레시피 이상 탐지 분류성능 향상에 미치는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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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에서 셀프 어텐션 수를 조절해가며 다양한 모델 

구조에서 강건하게 모델 성능이 향상됨을 보장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모델의 검증은 3-Fold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통해 이뤄졌으며 시계열 임베딩 

레이어의 커널 수는 10,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에서 셀프 어텐션의 수는 1, 2, 4, 8, ..., 

128까지 조절해가며 실험을 진행했다. 교차 검증에서 학습 데이터셋은 다시 학습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셋으로 나눴으며 검증 데이터셋을 이용해 학습 조기 종료(early 

stopping) 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학습 반복 횟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수가 

적은 레시피 1 데이터에 오버샘플링 기법을 적용했다. 수가 많은 데이터에 언더샘플링을 

적용하는 것은 학습 데이터의 양을 줄여 오버샘플링보다 다소 떨어진 성능을 보였다. 다른 

학습 하이퍼파라미터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Hyperparameter Value 

Max epoch 100 

Learning rate 0.001 

Optimizer Adam 

Decay step 30 

Decay rate 0.8 

Tolerance 5 

표 4.3 하이퍼파라미터 설정값 

 

 

4.2 실험 결과 

4.2.1 전체 성능 향상 비교 - F1,  AUC 

멀티헤드 어텐션 수를 조절해가며 F1 score가 가장 높게 나온 모델을 기준으로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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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모델과 Soft 파라미터 공유 방법, 제안하는 방법의 최종 성능을 확인했다. 

 

Recipe 1 

Model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 AUC 

Baseline 0.9743 0.6000 0.2727 0.3750 0.8231 

Soft 0.9692 0.4286 0.2727 0.3333 0.7864 

Proposed 0.9730 0.5385 0.3182 0.4000 0.8664 

표 4.4 레시피 1에 대한 모델별 분류 성능 

 

Recipe 2 

Model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 AUC 

Baseline 0.9774 0.4286 0.3871 0.4068 0.8579 

Soft 0.9715 0.3725 0.6129 0.4634 0.8866 

Proposed 0.9787 0.4737 0.5806 0.5217 0.8820 

표 4.5 레시피 2에 대한 모델별 분류 성능 

 

제안하는 모델이 레시피 1 에서는 6.7% 레시피 2 에서는 28.2%씩 F1 score 가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상 탐지 문제에서는 Recall 을 Precision 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데 모델의 F1 score 향상이 Recall 성능 향상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좋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F1 score 뿐 아니라 AUC 역시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임계치값의 변화에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강건한 모델임을 의미한다. 

 

4.2.2 모델의 강건성 

모델의 최적 성능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 구조에서도 성능 개선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로 양산에 적용가능한 모델을 만들 때 가장 최적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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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반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모델의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의 단순화된 셀프 어텐션 수를 조절해가며 모델의 구조 변화에 따른 

강건성을 검증했다. 

 

(10% 이상 향상된 경우 음영을 넣었음) 

 Soft Proposed 

Multihead Recipe 1 Recipe 2 Recipe 1 Recipe 2 

1 -5.55% +11.10% +4.39% +17.65% 

2 -17.03% +18.76% +1.82% +33.70% 

4 -9.37% +14.65% +8.76% +31.23% 

8 -29.99% +15.28% +1.82% +34.99% 

16 -30.78% +13.98% +2.16% +40.25% 

32 -11.44% +6.61% +12.71% +28.63% 

64 -11.57% +3.12% +12.01% +30.70% 

128 -11.12% -0.57% +3.71% +18.24% 

표 4.6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의 단순화된 셀프 어텐션 수에 따른 성능 개선 정도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제안하는 모델은 모든 구조에 대해서 성능 향상을 보였다. 

레시피 1 의 경우 최대 12.71%의 개선 레시피 2 의 경우 40.25%의 개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Soft 파라미터 공유 모델의 경우 데이터 수가 많았던 레시피 2 에서는 성능 

향상을 보였지만 제안 모델보다는 그 정도가 작았으며 레시피 1 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뒷장에서는 베이스라인과 위의 두 모델의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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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된 셀프 어텐션의 수를 조절했을 때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결과이다.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 증가한 값에 회색 음영을 넣었으며 각 평가 지표에서 최대값은 

밑줄로 표기하였다. 

Proposed Recipe 1 

Multihead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 AUC 

1 0.9692 0.4375 0.3182 0.3684 0.8433 

2 0.9730 0.5455 0.2727 0.3636 0.8467 

4 0.9743 0.6000 0.2727 0.3750 0.8033 

8 0.9730 0.5455 0.2727 0.3636 0.8062 

16 0.9704 0.4667 0.3182 0.3784 0.8567 

32 0.9730 0.5455 0.2727 0.3636 0.8198 

64 0.9730 0.5385 0.3182 0.4000 0.8664 

128 0.9717 0.5000 0.3182 0.3889 0.8624 

표 4.7 구조 변화에 따른 제안하는 모델의 레시피 1 분류 성능  

 

Proposed Recipe 2 

Multihead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 AUC 

1 0.9767 0.4324 0.5161 0.4706 0.8647 

2 0.9787 0.4737 0.5806 0.5217 0.8820 

4 0.9741 0.4082 0.6452 0.5000 0.8577 

8 0.9767 0.4390 0.5806 0.5000 0.8533 

16 0.9761 0.4348 0.6452 0.5195 0.8422 

32 0.9715 0.3818 0.6774 0.4884 0.8324 

64 0.9735 0.4000 0.6452 0.4938 0.8678 

128 0.9735 0.3958 0.6129 0.4810 0.8774 

표 4.8 구조 변화에 따른 제안하는 모델의 레시피 2 분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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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헤드 어텐션의 수를 조절했을 때 Soft 파라미터 공유 방법의 성능 결과이다.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 증가한 값은 회색 음영을 넣었으며 각 평가 지표에서 최대값은 

밑줄로 표기하였다. 

Soft Recipe 1 

Multihead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 AUC 

1 0.9692 0.4286 0.2727 0.3333 0.7864 

2 0.9756 0.8000 0.1818 0.2963 0.7572 

4 0.9717 0.5000 0.2273 0.3125 0.7579 

8 0.9614 0.2778 0.2273 0.2500 0.7354 

16 0.9627 0.2941 0.2273 0.2564 0.7456 

32 0.9679 0.3846 0.2273 0.2857 0.7816 

64 0.9666 0.3750 0.2727 0.3158 0.8601 

128 0.9692 0.4286 0.2727 0.3333 0.7658 

표 4.9 구조 변화에 따른 Soft 파라미터 공유 모델의 레시피 1 분류 성능 

 

 

Soft Recipe 2 

Multihead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 AUC 

1 0.9741 0.3902 0.5161 0.4444 0.8684 

2 0.9715 0.3725 0.6129 0.4634 0.8866 

4 0.9683 0.3393 0.6129 0.4368 0.8660 

8 0.9670 0.3276 0.6129 0.4270 0.8899 

16 0.9664 0.3220 0.6129 0.4222 0.8590 

32 0.9677 0.3208 0.5484 0.4048 0.8725 

64 0.9696 0.3261 0.4839 0.3896 0.8221 

128 0.9657 0.3103 0.5806 0.4045 0.8592 

표 4.10 구조 변화에 따른 Soft 파라미터 공유 모델의 레시피 2 분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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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헤드 어텐션의 수를 조절했을 때 베이스라인 모델의 성능 결과이다. 

각 평가 지표에서 최대값은 밑줄로 표기하였다. 

 

Baseline Recipe 1 

Multihead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 AUC 

1 0.9717 0.5000 0.2727 0.3529 0.8240 

2 0.9769 0.8333 0.2273 0.3571 0.8312 

4 0.9756 0.7143 0.2273 0.3448 0.8316 

8 0.9769 0.8333 0.2273 0.3571 0.8047 

16 0.9781 1.0000 0.2273 0.3704 0.7590 

32 0.9730 0.5556 0.2273 0.3226 0.8093 

64 0.9769 0.8333 0.2273 0.3571 0.7551 

128 0.9743 0.6000 0.2727 0.3750 0.8231 

표 4.11 구조 변화에 따른 베이스라인 모델의 레시피 1 분류 성능 

 

 

Baseline Recipe 2 

Multihead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 AUC 

1 0.9748 0.3824 0.4194 0.4000 0.8614 

2 0.9677 0.3137 0.5161 0.3902 0.8595 

4 0.9664 0.3019 0.5161 0.3810 0.8545 

8 0.9670 0.3000 0.4839 0.3704 0.8723 

16 0.9670 0.3000 0.4839 0.3704 0.8738 

32 0.9683 0.3125 0.4839 0.3797 0.8682 

64 0.9638 0.2881 0.5484 0.3778 0.8636 

128 0.9774 0.4286 0.3871 0.4068 0.8579 

표 4.12 구조 변화에 따른 베이스라인 모델의 레시피 2 분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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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결론 

본 논문에서는 레이블 된 데이터가 적은 공정 레시피가 복수개 존재할 때 

다중작업학습 방법을 이용해 개별 레시피의 이상 탐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최적의 모델 구조에서 레시피 1은 6.7%, 레시피 2는 28.2%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이런 성능 향상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거나 모델의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등 많은 노력이 드는 작업이 아니라 기존의 모델 두 개를 합친 후 학습 

방식만 다르게 한 것으로 얻은 결과이다. 따라서 현업에서 이미 사용 중인 모델을 합치는 

것으로 성능 개선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정에서는 모델의 구조를 다양하게 실험할 수 없는 제한된 환경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이 모델의 구조에 얼마나 강건한 성능 향상을 보이는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모델의 구조를 변형해가며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을 때 

레시피 1에서는 최대 12.71% 최소 1.82%의 향상을 보였고 레시피 2에서는 최대 40.25% 

최소 17.65%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레시피 1의 경우 2에 비해 데이터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능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제안 모델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데이터가 더 수집된다면 더 빠른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작업학습의 전제 조건 중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완화해서 학습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것은 현재 가정하는 레시피 변화 상황이 

아닌 다른 데이터 변화 환경에서도 쉽게 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공정이 아닌 

전혀 다른 도메인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의 분포가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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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5.2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레시피 변화 상황을 가정하고 데이터 분포의 변화를 학습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실제로 데이터의 분포 변화를 학습하며 공통 특성 역시 잘 

학습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한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 공정에서 대표적인 환경의 변화는 설비 운영에 따른 설비의 

노후화, 다른 챔버, 센서 등 설비 내 편차 등이 있다. 

모델의 구조에 따른 강건성을 검증하는 실험에서 셀프 어텐션의 수를 조절해가며 

다양한 모델을 검증했다. 셀프 어텐션이 여러 분석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성능 외에도 셀프 어텐션을 통한 해석력을 갖는다는 점 또한 있다. 따라서 이번에 만든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의 어텐션 점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레시피의 공통 특성, 이상 

특성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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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ernate learning method  

for multitask fault detection model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Sangyeop Kim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complexity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increases, the 

importance of fault detection analysis using time series data increases. The fault 

detection model using multivariate time series data obtained through various sensors 

has been actively studied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techniques such a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nd multi-head atten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tatistical model and traditional machine learning techniques. For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s to effectively learn, a large amount of labeled data is required.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semiconductor process, labeling all data is a high 

cost work,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odel that shows high performance with less 

data. In this paper, we propose a multitask learning method that can improve each 

other's fault detection performance by using a small amount of data for recipe 1 and 

recipe 2. The structure of model shares parameters in time series embedding lay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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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attention layer, followed by the addition of individual task layers for each recipe. 

Additionally, we propose an alternate learning method that can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that from training the hard parameter sharing multitask model. The 

performance of each recipe was improved by using the alternate multitask learning 

model,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showed robust performance improvement for 

models of various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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