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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tudy substrate support structures and materials to improve uptime and shorten preventive maintenance cycles

for chemical vapor deposition equipment. In order to improve the rolling of the substrate support, the bushing device adopts

a ball transfer method in which a large ball and a small ball are mixed. When the main transfer ball of the bushing part of

the substrate support contacts the substrate support, the small ball also rotates simultaneously with the rotation of the main ball,

minimizing the resistance that can be generated during the vertical movement of the substrate support. As a result of the

improvement, the glass substrate breakage rate is reduced by more than 90 ~ 95 %, and the equipment preventive maintenance

and board support replacement cycles are extended four times or more, from once a month to more than four months, and the

equipment uptime is at least 15 % improved. This study proposes an optimization method for substrate support structure and

material improvement of chemical vapor deposi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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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하 CVD) 장비는 각종

반도체 박막 형성과 더불어 최신 디스플레이 재료의 글

래스 기판 박막 공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VD

공정의 큰 문제점의 하나로 불순물 파티클에 의한 이물

오염은 제조 공정 전반을 통해 수율 손실의 50 % 이상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CVD

장비 챔버는 약 500 oC 전후의 고온 공정으로 박막을 형

성하는 동안 불순물 입자가 내부로 확산됨으로써 큰 문

제가 발생된다.1,2) 불순물 입자는 장치의 작동 및 미세

구조 패턴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CVD 장

비에서 발생하는 불순물 입자는 핀홀, 공극, 균열 및 결

함을 형성하여 소자 및 패턴에 악영향을 미친다.3-15) 이

와 같은 이유로 CVD 장비의 각 부위별 파티클의 발생

을 줄이기 위한 구조 개선과 재질의 선택은 매우 중요

한 이슈가 되고 있다. CVD 장비에서 기판 지지대의 역

할은 챔버 내 350 ~ 400 oC heating process 중 plate를

지지하면서 히터 및 각종 부품들과 접촉하는 역할을 한

다. Buffer gap 공간에서 하부에 존재하는 기판 지지대

는 상부의 lid 부위와의 사이에서 약 5 ~ 50 mm 구간

을 수직 up & down을 실시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동 중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틀어지게 되면 글

래스 기판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게 된다. 기판 지지

대가 수직 하중을 받는 상황에서 원활한 수직 운동을 해

야 하나 기판 지지대가 bushing의 기판 지지 point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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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수직 운동을 하지 못하고 고정시 기판이 히터에 안

착되지 못하면서 그대로 lid에 접촉되고 글래스는 파손

된다. Fig. 1(a)는 장비 챔버 내 기판 지지대의 위치,

Fig. 1(b)는 기판 지지대의 상세도, Fig. 1(c)는 기판 지

지대 불량으로 인한 글래스 기판의 손상을 표현하였다.

Fig. 2는 글래스 crack 전후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기판

지지대의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위와 같이 심각한 불

량을 야기하였다. 파티클이 일부 부품과 기판 특정 부

위에 집중되는 문제, 기판 지지대 흡착을 방해하는 현

상 등의 문제들은 장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월 1회

이상 예방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장비 가동을 멈추어 가

동률과 수율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기판 지지대의 불량

개선은 CVD 뿐만 아니라 유사한 atomic layer deposition

(ALD) 공정에도 개선을 꾀할 수 있다. 또한 부품 원가

를 줄이고, 부품 수급의 원활한 현장 개발이 가능한 장

점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판 지지대의 구조의 개

선과 소재의 개선을 실시하였다. 기판 지지대 이동의 핵

심 기능은 기판 지지대를 감싸고 있는 susceptor 부분

에 마찰을 줄여 수직 up & down 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Susceptor 내의 기판 지지대 마찰을 줄이기 위해

자기 윤활성 재질인 polytetrafluoroethylene, polyimide

등을 이용하는 연구,16) 여러 개의 구 형태의 베어링을 이

용하는 연구,17) 여러 개의 roller bushing을 이용하는 연

구18,19)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

의 다양한 방법 중 크고 작은 구 형태의 베어링을 혼

합 이용하여 볼 트랜스퍼를 제작하고, 기판 지지대의 마

Fig. 1. (a) the position of the substrate support in the equipment chamber, (b) the detail of the substrate support, (c) the damage of the

glass substrate due to the failure of the substrate support.

Fig. 2. (a) glass substrate initial state, (b) glass substrate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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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줄여 원활한 롤링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진

행하였다. 기판 지지대에서 ball은 베어링과 유사한 롤링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최근 기계 구조용으로 많이 사용

되는 알루미나와 지르코니아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기존

강 소재의 베어링은 고온에서의 강도 저하 및 원심력에

의한 급격한 피로 수명의 감소 등의 문제로 대체재인 세

라믹 ball을 사용하여 고온 등의 특수 환경에 대응하고,

사용 신뢰성을 높이게 되었다.20-24) 세라믹 ball은 금속이

나 폴리머 재료에 비해 낮은 밀도, 높은 경도, 안정한

화학적 반응, 우수한 단열성, 높은 응력 저항성, 높은 압

축 강도와 우수한 내마모성과 내식성 등을 가져 극한 조

건에서 마멸 저항성이 큰 이상적인 재료로 평가받고 있

다.25-27) 또한 세라믹 ball의 마멸은 접촉 압력에 의하며,

ball의 접촉면 형상 및 접촉면상의 미끄럼 상대속도에 의

해 회전 운동이 발생하고, 접촉 압력의 증가에 따른 상

대 곡률이 증가되어 미끄럼 마찰에 의한 미끄럼 속도가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29) 본 고에서는 볼 트랜

스퍼 방식의 기판 지지대 구조 적용, 기판 지지대의 최

적화된 재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이

를 CVD 장비에 적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

였다.

2. 실험 방법

서론에서 언급한 기판 지지대의 롤링 구조 중 4 ball

방식의 bushing, 7 ball 방식의 bushing, 4개의 main

ball과 여러 개의 small ball이 혼합된 볼 트랜스퍼 방식

의 bushing 등 총 3가지 방식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

하였다. 그리고, 기판 지지대가 위치한 bushing의 ball 받

침 플런저 배열, ball의 크기 조정, ball 받침의 다양한

재질 비교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기판 지지대

의 구조 및 재질 개선에 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vacuum 3 mTorr, heating 조건 360 oC로 히터 안에 볼

트랜스퍼 형식의 기판 지지대 4개를 설치하고, 볼 트랜

스퍼의 커버 받침을 고정 jig에 안착한 후 상부, 좌우측

부에 칸탈 열선이 설치된 테스트 오븐 안 4개소에 배

치하였다. 배치된 기판 지지대에 약 3.1 kg에 해당하는

무게 jig를 올리고, 약 360 oC에서 1사이클 기준으로 약

80분 측정 후 상온까지 온도를 하강하여 도어 개방 후

제품 상태를 검수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중 히

터를 up & down 하여 30만회 동안 수직 운동 시 걸림

이 없는지 관찰 진행하였으며, 30만회 동안 걸림이 없

이 구동될 경우 실제 공정 조건인 SiN 분위기에서 동

일하게 약 30만회 테스트를 진행 후 bushing을 해체하

여 이상 발생 여부를 검토하였다. 테스트는 총 10사이

클을 실시하고. 10사이클 전체에 걸쳐 1차 육안 검사를

통한 볼 트랜스퍼의 이상 유무, 2차 반송물 탑재 후 구

름성 테스트, 3차로 제품 해체 및 검사의 방법으로 상

세 검수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기판 지지대의 최적화

조건을 수립하기 위해 사용 gas 유무에 따른 구름성 테

스트, 공정 온도에 따른 연속 사용 가능여부 판별을 위

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열팽창에 의한 구름성 저하 여부

를 검토하는 고온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vacuum 압력

조건은 기본 공정 압력으로 동일하게 진행하고, gas에 의

한 부식 또는 변형 등을 확인하였으며, plasma에 의한

부식 또는 변형 등도 함께 확인하였다. Fig. 3에서 상세

한 실험 장면을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판 지지대의 구조 최적화

Fig. 4(a)는 4개의 베어링과 Fig. 4(b)는 7개의 베어링

을 이용한 선 접촉에 의한 회전 방식을 Fig. 4(c)는 4개

의 베어링 부분에 트랜스퍼를 설치한 경우의 기판 지지

대 이동을 각각 비교하였다. 4개의 베어링을 이용한 경

우에 비해 약 7개의 베어링을 이용한 경우 베어링의 크

기는 약 66 % 줄어들고, 베어링의 숫자는 늘림으로서 점

접촉에 의한 회전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였고 베어링 마

찰 공간 확보로 인한 구름성 자유도가 증가하게 되었

다. 볼 트랜스퍼를 설치한 경우에는 트랜스퍼 자체에

main ball의 주위에 small ball을 배치함으로서 기판 지

지대에 점 접촉에 의한 회전 방식을 적용하였고, 히터

가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히터에 고정되어 있는 bushing

이 히터와 같이 수직 운동을 하고, 기판 지지대는 챔버

에 접촉되어 있으면서 히터만 수직 운동을 하게 한다.

기판 지지대가 bushing에 걸림이 없기 위해서 bushing

안에 있는 ball이 회전 운동을 하면서 기판 지지대가 편

하중이나 기울어짐에 따라 bushing에 걸림이 없도록 4

면에 ball을 구성 하고 큰 main ball이 회전하면서 small

ball이 같이 회전을 하여 main ball의 회전 운동시 저항

을 최소화하며, 타 시스템에 비해 구름성이 월등하게 향

상되었다. 실험 진행 중 heat up하여 반복 테스트 후 문

제가 없으면 해당 bushing을 해체하여 상세 분석하고, 해

체한 bushing을 각도 jig에 안착시킨 후 sliding 테스트

를 진행하여 구름성 및 롤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

다. 본 실험에서는 볼 트랜스퍼를 적용한 방식이 가장

최적화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기판 지지대가 기

울어지면서 걸림이 발생하는데 7 ball 방식의 경우 ball

과 ball 간 거리를 최소화로 줄이고 회전 방식을 늘리

기 위해 ball의 크기를 줄이게 됨으로서 main ball과

small ball간 크기가 유사해짐에 따라 큰 저항이 발생하

였고, main ball이 회전하는 때에 함께 움직이는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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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은 작은 힘으로 회전이 가능하지만 7 ball 시스템처

럼 ball의 크기가 서로 유사한 경우 서로 사용되는 힘이

거의 유사하게 필요하게 되어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 결과 제시할 수 있는 상대적 ball 크기

의 최적화 비율은 ‘main ball : small ball = 1.00:0.15’ 수

준이다. Fig. 5에서는 볼 트랜스퍼 방식의 기판 지지대

Fig. 3. (a) Visual inspection of the substrate support before the high temperature test, (b) Visual inspection after the end of the high

temperature test and removal of the weight jig, (c) Rolling inspection before the high temperature test after mounting the weight jig, (d)

Rolling inspection after completion of high temperature test.

Fig. 4. (a) 4 ball substrate support bushing, (b) 7 ball substrate support bushing, (c) 4 large ball and several small balls inside transfer

substrate support bu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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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구동 원리를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볼 트랜스

퍼형 기판 지지대의 핵심 부위인 small ball 트랜스퍼 부

위의 ball 받침을 압입 방식으로 고정하고, 플런저 부위

를 무두 볼트로 고정하였더니 프로세스 온도인 450 oC

전후에서 ball을 밀어내고 그 반력에 의하여 ball 받침

이 분리가 되는 불량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ball 받침을 절곡 방식으로 고정하고, 플런

저 부위를 용접에 의한 방법 고정하여 적용하였지만 역

시 높은 열팽창계수를 가진 ball 받침이 ball을 밀어내

고, ball의 유격이 거의 없어져서 구름성이 저하되면서 기

판 지지대의 롤링 불량이 발생하게 되었다. 최종 개선

방법으로 ball 받침 재질을 열팽창계수가 낮은 재질로 교

체하고, 플런저 고정 방식을 외곽링 압입 방식으로, ball

받침 고정 방식을 절곡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볼

트랜스퍼 배열을 3열*5단 방식에서 4열*2단 방식으로 변

경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3열*5단 방식(총 15개)에

서는 1개의 볼 트랜스퍼의 롤링 불량에도 5단의 모든 내

측 동심 치수가 틀어지면서 불량 확률이 매우 커졌고,

4열*2단 방식으로 변경하였더니 열 팽창과 수축값에서 안

정한 범위를 유지하였으며 제품의 변형이나 파손없이 양

호한 롤링 동작을 보이게 되었다. 3열*5단 볼 트랜스퍼

배열 방식에서는 10만회 up & down 테스트에서 152회

의 걸림이 발생하였으나, 4열*2단 볼 트랜스퍼 배열 방

식에서는 10만회 테스트에서 19회의 걸림 발생으로 불

량률은 약 87 % 이상 감소시키고, 장비 가동률을 약 7.5

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열*5단 방식

과 4열*2단 방식 모두 동일하게 각 단의 볼 트랜스퍼

가 상부의 볼 트랜스퍼에 45o tilt 된 상태로 장착되지

만, 3열*5단 방식에서는 장착 후 기판 지지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 편하중에 의한 끼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반면에 4열*2단 방식에서는 장착 후

기판 지지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충분한 편

이며, 편하중에 의한 끼임이나 기판 지지대의 틀어짐 현

상에도 대응이 가능하여 불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

다. Fig. 6(a)에서는 절곡 방식에 의한 ball 받침 고정 이

미지, Fig. 6(b)에서는 외곽링 압입 방식으로 볼 트랜스

퍼가 완성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3.2 기판 지지대의 재질 최적화

기판 지지대의 위치는 편하중 인가나 ball의 수량에 따

라 개선의 한계가 있지만 ball의 재질을 변경함으로 인

해 온도나 plasma에 따른 영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뚜렷한 개선점이 있고,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불

량 컨트롤이 가능하게 된다. 열팽창에 의한 ball의 변형

은 재질 변경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기존에 적용하였던

Al 금속 재질의 볼 트랜스퍼는 열팽창으로 인한 기판 지

지대의 이동 공간이 대폭 줄어들어 빈번한 걸림이 발생

하였다. 이는 4열*2단 방식의 볼 트랜스퍼로 구조의 개

선을 실시한다 하여도 45o tilt된 상태로 장착된 금속 재

질의 ball 자체의 부피 팽창으로 기판 지지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어 끼임이나 기판 지지대의 틀어

짐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 때문이었다.

Fig. 5. Schematic representation of basic driving principle of ball transfer substrat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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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VD 장비에서는 NF3 및 NxOy 등 다양한 가

스를 제조 공정과 세정 공정에서 사용하는데, 기존 Al

금속 재질의 볼 트랜스퍼는 공정과 세정 진행 중 F 계

열의 가스와 반응하여 AlF류의 미세 파티클 또는 부산

물 발생 및 중첩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기판

지지대의 이동을 방해하게 되어 끼임이나 걸림이 빈번

히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불량이 생기게 된다. 금속 재질

의 ball을 세라믹 ball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되면 위와

같은 plasma나 gas에 의한 변형 및 반응성을 줄여 불량

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세라믹 ball 중 알루미나, 지

르코니아 등은 다른 재질에 비해 열팽창이 적고, 높은

온도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plasma나 gas에 의한 변형 및

반응성이 최소화되어 CVD 장비에 최적화된 재질로 적

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공성에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분

말 소재를 사용하여 가공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Table

1에서는 볼 트랜스퍼 방식의 기판 지지대에 사용하는 외

부 재질과 볼 트랜스퍼 커버 및 볼 받침 재질을 5개의

시료를 통해 450 oC 챔버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테스트 결과 5개 시료 전부에서 450 oC 열 처리

시 내측 동심이 약 0.10~0.11 mm 팽창으로 기판 지지

대용 볼 트랜스퍼의 구동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향후 해당 재질뿐만 아니라 구조를 원

형 ball에서 럭비공 모양의 타원형 오목 거울 형상 등

main ball의 형상을 변경하여 추가 개선을 모색하고 있

으며, main ball과 small ball간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수

직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여 저항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형상 변경 및 재질 적용을 실시하는 등의 추

가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기판 지지대의 구조 및 재질 개선을 통해 걸

림 및 멈춤 현상은 완전히 제거되고, 최소한의 down

time으로 up time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장비 수율을 최

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결 론

Bushing 장치에 main ball과 small ball이 혼합된 형태

Fig. 6. (a) Fixed image of ball support by bending method, (b) Completed ball transfer by outer ring press-fit method.

Table 1. Substrate support component material testing in 450 oC chamber.  (Unit : mm)

Sample
Exterior 

material
Ball transfer

Outer diameter 

dimension (450 oC)

Inner diameter 

dimension (450 oC)

Inner diameter dimension 

(After Cooling)

A (Ø6.38) AL6061 cover AL 6061 Φ17.54 Ø6.47 ~ 6.49 Φ6.38

ball stand AL 6061

B (Ø6.37) AL6061 cover AL 6061 Φ17.55 Ø6.47 ~ 6.48 Φ6.37

ball stand AL 6061

C (Ø6.36) AL6061 cover Ni/Cr/Fe-CrN coating Φ17.54 Ø6.46 Φ6.36

ball stand Mo

D (Ø6.35) AL6061 cover Ni/Cr/Fe-CrN coating Φ17.55 Ø6.45 ~ 6.46 Φ6.35

ball stand Ni/Cr

E (Ø6.34) AL6061 cover Ni/Cr/Fe-CrN coating Φ17.55 Ø6.44 ~ 6.45 Φ6.34

ball stand Ni/Cr/Fe-CrN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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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볼 트랜스퍼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판 지지대의 구

조를 개선하였고, ball의 재질을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등

의 세라믹으로 적용하여 파티클이 일부 부품과 기판 특

정 부위에 집중되는 문제 및 기판 지지대의 흡착을 방

해하는 현상 등의 심각한 불량을 해결하였다. 이를 통

해 글래스 기판의 파손률을 90 ~ 95 % 이상 감소시켰으

며, 장비의 예방 정비 및 기판 지지대 교환 주기를 월

1회 기준 교환에서 4개월 이상 1회 교환으로 4배 이상

연장할 수 있었고, 장비 가동 시간을 최소 15 % 이상

향상시켰으며, 가동률 향상을 통해 제품 수율 향상과 생

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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