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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

요약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전자기유도 가속기에 포함되는 각 코일의

구동 주파수를 서로 다르게 함으로써, 플라즈마(plasma)의 생성과 플라즈마의 가속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플라즈마가 생

성되는 곳에서는 고주파수의 구동 전류를 사용하고, 플라즈마가 가속되는 출구쪽으로 갈수록 낮은 주파수의 구동 전류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플라즈마의 생성효율 및 플라즈마의 가속효율을 극대화 한 전자기유도 가속기를 구현할 수 있으며,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플라즈마 소스(plasma source)와 가속기를 일체화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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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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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전자기유도 가속기를 보인 절단 사시도,

도 2는 도 1의 전자기유도 가속기의 채널 내부의 자기장의 분포를 도시한 그래프,

도 3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를 도시한 절단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를 간략히 도시한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자기유도 가속기의 채널 내부 자기장의 분포를 도시한 그래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의 각 코일에 적용되는 구동 주파수를

나타낸 그래프, 그리고

도 7은 도 6의 구동 주파수를 사용한 본 발명의 전자기유도 가속장치의 가속성능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기유도 가속기에 포함되는 각 코일의 구동 주파수를 조정하여 자장 펄스를 만들어 플라즈마를 가속시키는,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에 관한 것이다.

전자기유도 가속기(Electro-magnatic accelerator)란, 전기적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정 공간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플라즈마(plasma)의 흐름을 가속시키는 장치로서, 플라즈마 가속기라고도 한다.

플라즈마 가속기는 우주 장거리 여행용 로켓의 이온엔진 및 핵융합 연구 등으로 개발되어 오다가, 반도체 제조공정상의 웨

이퍼(wafer)의 식각(etching)에 사용하게 되었다.

플라즈마란, 고온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상태로서 전하분리도가 상당히 높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음과 양의 전하수가 같아서 중성을 띠는 기체를 말하는 것으로, 엄밀하게는 고체 ·액체 ·기체(물질의 세 상

태)에 이어 제4의 물질상태라 한다.

온도를 차차 높여가면 거의 모든 물체가 고체로부터 액체 그리고 기체 상태로 변화한다. 수만 ℃에서 기체는 전자와 원자

핵으로 분리되어 플라스마 상태가 된다.

도 1은 종래의 전자기유도 가속기를 보인 절단 사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전자기유도 가속기는 위상정합방법(Phase Matching Method)에 의한 것으로, 'Traveling Wave Engine'이

라고 불린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전자기유도 가속기는 외부 및 내부코일(10,20), 방전코일(30)이 외부 실린더(cylinder)(40)와 내

부 실린더(50)로 형성된 채널(70)을 감고 있다.

외부 및 내부코일(10,20)은 동축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으며, 각각 3개의 코일로 이루어져 각각이 채널(70)을 감고 있다.

외부코일(10)은 채널의 상부에서부터 각각 제1코일,제2코일 그리고 제3코일(1,2,3)로 번호를 부여한다.

각 코일에는 채널(70)을 감싸는 방사상방향으로 전류를 인가한다. 외부 및 내부코일(10,20)에는 동일한 시계방향 또는 반

시계방향으로 전류를 인가하여 채널(70)의 내부에 유도되는 자기장을 축방향으로 감소시키고 채널(70)의 내부를 가로지

르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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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코일(30), 외부 및 내부코일(10,20)에 의해 채널내에 생성된 자기장은 맥스웰 방정식에 따라 2차 전류를 유도하며, 이

러한 2차 전류는 채널(70)내부의 기체를 플라즈마 상태로 변환시킨다.

종래의 전자기유도 가속기의 플라즈마 가속방법은, 채널의 상부에서 출구방향(화살표로 표시)으로 감긴 모든 코일에 전류

를 동시에 인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인가한다. 즉 제1코일(1)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경우에는 제2 및 제3코일

(2,3)에 전류를 인가하지 아니하며, 제2코일(2)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경우에는 제1 및 제3코일(1,3)에 전류를 인가하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여 다음의 도 2와 같은 자기장의 기울기가 채널내부에 순차적으로 형성되도록 각 코일에 투입되는 전

류의 위상을 조정하여 플라즈마가 각 자기장에 의해 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도 2는 도 1의 전자기유도 가속기의 채널 내부의 자기장의 크기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2의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채널(70)의 상부에서 출구쪽으로 축방향 거리를 표시하며, 세로축은 채널을 가로질러 순차적

으로 형성된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낸다.

원으로 표시된 것은 채널(70)내부에 형성되는 2차전류로서, 채널 내부에 발생된 자기장에 의하여 2차전류 및 플라즈마가

가속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표시한 것이다.

그래프를 관찰하면, 도 1의 제1코일(1)에 의한 자기장(a)이 채널상부에 가장 먼저 발생하고, 그리고 제2 및 제3코일(2,3)

에 의한 자기장(b,c)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면서 채널(70)내부의 2차전류(d)를 출구쪽으로 가속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에 의하여 플라즈마를 출구쪽으로 가속시킨다.

종래의 위상정합방법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기는 모든 코일에 한 개 주파수의 전류를 사용하여 구동하므로, 플라즈마의

생성과 플라즈마의 가속에 있어 최대의 효율을 얻는 것이 어려웠다. 그것은, 플라즈마의 생성과 가속 각각에 적절한 주파

수를 사용하지 않은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채널상부에서 플라즈마의 초기속도가 작으면, 위상 차이가 너무 커서 위상정합을 이용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초기속도

를 위하여 구동전류의 주파수를 작게 하는 경우 방전코일(30)에서 플라즈마로 에너지 전달이 잘 안되고, 플라즈마의 생성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플라즈마의 생성과 가속효율을 모두 고려한 전자기유도 가속기가 필요성이 대두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자기유도 가속기에 포함되는 각 코일마다 다른 구동 주파수에 의한 자장 펄스를 만듦으로서

플라즈마의 생성 및 가속효율을 극대화하는,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는, 동일한 중심축을 가지는 서

로 다른 직경의 원기둥 형상의 면을 따라 형성되어 상기 면 사이의 공간인 채널을 형성하는 내부 및 외부실린더(cylinder),

상기 채널의 상측면을 따라 감겨있어 상기 채널에 자기장 및 2차전류를 유도하여 플라즈마(plasma)를 형성하는 방전코일

및 상기 내부실린더의 내측면과 상기 외부실린더의 외측면을 따라 나란하게 감아, 상기 자기장 중 축방향 자기장을 상쇄시

켜 상기 플라즈마를 상기 축방향으로 가속시키되 각각 다른 주파수의 전류로 구동되는 적어도 하나의 내부 및 외부코일을

포함한다.

상기 주파수는, 상기 플라즈마가 가속되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상기 주파수는 0.1㎒에서 2.5㎒ 사이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방전코일은, 상기 내부 및 외부코일의 주파수 중 가장 높은 주파수를 가진 전류에 의해 구동될 수 있

다.

또한 상기 내부 및 외부실린더는 유전체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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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를 사용한 중성 빔(beam) 건식 에칭(etching)장치는 건식으

로 반도체 칩 제작용 웨이퍼(wafer)를 식각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3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를 도시한 절단 사시도이다.

본 발명의 전자기유도 가속장치(Electro-magnatic accelerator)(300)는 플라즈마(plasma)를 가속시키는 장치로서, 바람

직하게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웨이퍼(wafer)의 중성 빔(beam) 건식 에칭장치(dry etcher)에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전

자기유도 가속장치를 웨이퍼의 건식 에칭에 사용함으로써, 방향성이 없는 비등방성(anisotropic) 프로파일(profile) 식각

이 가능하다.

전자기유도 가속장치(300)는 플라즈마의 생성에 관한 플라즈마 소스(plasma source)와 플라즈마의 가속을 담당하는 가

속기가 일체화된 것이다.

전자기유도 가속장치(300)는, 플라즈마의 생성, 자기장 및 2차전류의 생성. 그리고 플라즈마의 가속을 위하여 방전코일과

외부 및 내부코일에 각각 다른 구동 주파수의 전류를 인가한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전자기유도 가속장치(300)는 외부코일(310), 내부코일(330) 및 방전코일(350)과 외부실린더

(cylinder)(371), 내부실린더(373) 및 접속부(375)를 포함한다.

외부실린더(371)와 내부실린더(373)는 동일한 중심축을 가지는 원기둥 형상의 면을 따라 나란히 형성된 것으로, 접속부

(375)에 의해 연결되어 채널(390)을 형성하며, 당연하게 내부실린더(373)의 지름은 외부실린더(371)의 지름보다 작게 형

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외부실린더(371), 내부실린더(373) 및 접속부(375)은 유전체로 이루어져있다.

채널(390)은 플라즈마가 생성되고 이동하는 공간으로서 축방향으로 형성되며,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채널(390)의 상부

에서 채널(390)의 하부(이하에서는 '출구'라고 함)로 플라즈마가 가속된다. 따라서 채널(390)의 출구는 웨이퍼를 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코일(310)은 중심축을 중심으로 외부실린더(371)보다 큰 직경을 가지고 중심축에 가로질러 직교하는 서로 다른 평면

상의 가상의 원주들을 따라 외부실린더(371)의 외측면을 감고 있으며, 채널(390)의 상부에서 출구방향으로 1회 감은 코일

마다 번호를 부여한다. 도 3의 실시예는 3개의 코일을 포함하며, 각각 제 1외부코일(311), 제 2외부코일(313) 및 제 3외부

코일(315)이라 부른다.

내부코일(330)은 중심축을 중심으로 내부실린더(373)보다 작은 직경을 가지고 중심축에 가로질러 직교하는 서로 다른 평

면상의 가상의 원주들을 따라 내부실린더(373)의 내측면을 감고 있다. 외부코일(310)과 마찬가지로 내부코일(330)도 채

널(390)의 상부에서 출구방향으로 1회 감은 코일마다 번호를 부여한다. 도 3의 실시예는 3개의 코일을 포함하여, 제 1내

부코일(331), 제 2내부코일(333) 및 제 3내부코일(335)을 포함한다.

방전코일(350)은 중심축을 중심으로 내부실린더(373)보다 크고 외부실린더(371)보다 작은 직경을 가지는 중심축에 가로

질러 직교하는 동일 평면상의 적어도 하나의 가상의 원주를 따라 접속부(375)의 상측면을 감고 있다. 방전코일(350)의 각

코일은 서로 다른 직경을 가진다.

외부코일(310), 내부코일(330) 및 방전코일(350)에는 각 1회전마다 별도의 구동전원에 의해 다른 주파수를 가지는 전류

가 인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의 주파수는 0.1㎒에서 2.5㎒ 사이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플라즈마의 가속은 '로렌쯔(Lorentz)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높은 이온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가능한 한 높은 이온 에

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로렌쯔의 힘은 저주파수와 낮은 자장압력에서 탁월하다. 따라서 플라

즈마의 가속을 위하여 비교적 낮은 주파수의 전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낮은 주파수는 플라즈마의 생성에서는 효율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결합계수와 반향 플라즈마 저항이 매우 낮아지

기 때문이다. 이것은 낮은 에너지 전달효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플라즈마의 생성을 위하여 비교적 높은 주파수의 전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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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를 간략히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4에서 도 3과 동일한 참조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도 3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도 4에서, 코일(310,330,350)은 원으로 표시하고, 코일을 통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원의 내부에 점(⊙)

또는 x표(ⓧ)를 표시하였다. 점을 표시한 것은 지면으로부터 전류가 흘러나옴을 표시하고, x표를 한 것은 지면으로 전류가

흘러들어감을 표시한다. 도 4의 실시예에 의하면, 코일(310,330,350)의 전류는 외부 및 내부실린더(371,373)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채널상부에서 출구방향으로 관찰할 때, 시계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각 코일(310,330,350)에 흐

르는 전류는 교류이므로 이러한 전류의 방향은 각 교류전류의 주파수에 의하여 변하게 된다.

외부코일(310) 및 내부코일(330)을 흐르는 전류는 소정의 주파수를 가진 교류전류로서 채널(390)의 상부에서 출구방향으

로 갈수록 상기 소정의 주파수가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방전코일(350)을 흐르는 전류는 채널(390)의 상부에 있어 플

라즈마의 생성에 보다 크게 관여하므로, 출구에 감긴 외부코일(310) 및 내부코일(330)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지며, 제 1외

부코일(311) 또는 제 1내부코일(331)과 동일한 주파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부코일(310)과 그 대응되는 위치의 내부코일(330)은 동일한 구동 주파수의 전류가 인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플라즈마의 생성을 설명한다. 플라즈마의 생성은 주로 채널(390)의 상부에서 방전코일(350)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바람직하게는 방전코일(350), 제 1외부코일 및 내부코일(311,331)은 플라즈마의 생성을 위하여 채널(390)의 출구쪽에 감

긴 코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의 교류전원을 사용하여 자기장을 형성한다.

방전코일(350) 제 1외부코일 및 내부코일(311,331)을 따라 전류가 흐르면, 앙페르의 오른손법칙에 의해 방전코일(350),

제 1내부코일(331) 및 제 1외부코일(311)의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제 1외부코일(311), 제 1내부코일(331) 및 방전

코일(350)에 의하여 채널(390)내부에 생성되는 자기장은 서로 다른 코일에 의한 자기장에 의하여 상쇄되기도 하고 강화되

기도 한다. 즉 축방향으로 생성되는 자기장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상세되어 감소되고, 채널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생성된 자기장(Br)이 크게 형성된다.

채널(390)내부에 유도된 자기장(Br)은 맥스웰방정식에 따라 2차전류(J)를 유도한다. 따라서, 도 4에 의하면, 채널을 가로

지르는 방향으로 생성된 자기장(Br)에 의해 코일(310,330,350)에 흐르는 전류와 반대 방향인 지면을 향하는 2차전류(J)가

유도됨을 볼 수 있다. 물론 코일(310,330,350)에 흐르는 전류가 교류이므로 전류의 흐름이 바뀜에 따라 2차전류의 방향도

바뀌게 될 것이다.

2차전류(J)가 형성하는 전기장에 의해 채널(390)내부에 존재하거나 외부로부터 채널(390)로 유입되는 가스가 플라즈마

상태로 변환된다. 전기장에 의한 전자의 에너지가 채널(390)내부의 가스의 이온화에너지보다 크면, 전자충돌에 의해 입자

들이 이온하하여 플라즈마가 발생한다.

또한 다음의 수학식 1에 따라, 상기 유도된 2차전류(J)와 채널(390)을 가로지르는 자기장(Br)에 의하여 채널상부에서 출

구방향으로 플라즈마를 가속시키는 전자기력(F)이 발생한다.

수학식 1

플라즈마는 원거리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에 의해 전체 플라즈마가 움직이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전자기력(F)

에 의해 출구방향으로 가속된다.

제 1외부코일(311)에서 시작하여 출구쪽으로 가면서 보다 점점 낮은 주파수를 사용함에 따라 다음의 도 5의 자장 펄스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자장펄스는 2차전류를 출구쪽으로 가속시키면서 플라즈마를 가속시킨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자기유도 가속기의 채널 내부 자기장의 분포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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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의 그래프는, 채널 내부의 자기장의 분포를 보이기 위하여, 외부코일 및 내부코일이 각각 8개인 전자기유도 가속기를

바탕으로 도시된 것으로 도 3에 도시된 것과는 다르다.

도 5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채널의 상부에서 출구쪽으로 축방향 거리를 표시하며 가로축을 따라 나열된 번호는 외부 및 내

부코일의 번호를 나타낸다. 세로축은 채널을 가로질러 형성된 자기장의 크기를 순차적으로 나타낸다.

원으로 표시된 것은 채널내부에 형성되는 2차전류로서, 채널 내부에 발생된 자기장에 의하여 2차전류 및 플라즈마가 가속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표시한 것이다.

도 5의 그래프는, 채널 내부의 자장분포 e,f가 파도가 밀려 가듯이 순차적으로 채널상부에서 출구 방향으로 움직이는 형태

를 보인다. 또한 이러한 자기장의 움직임에 따라 유도되는 2차전류(g,h)도 출구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가속된다.

자장분포 e는 제 3외부코일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큰 어느 시점(t)의 자기장의 분포를 나타낸다. 채널상부에 나타

난 자장분포 e의 자기장에 의해 2차전류(g)가 형성된다. 2차전류(g)와 자장분포 e의 자기장에 의하여 플라즈마가 출구방

향으로 가속된다.

이러한 자장분포 e,f의 형성 및 움직임은 채널상부에서 출구방향으로 갈수록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구동 주파수가 낮아지

기 때문이며, 상기에서 가속된 플라즈마가 제 6 내지 제 8외부코일의 위치를 통과할 때는 자장분포 f의 자기장에 의하여 2

차전류(h)가 유도되고, 플라즈마는 출구방향으로 더욱 가속된다.

아래의 도 6 및 도 7은 적용 가능한 코일 구동 주파수의 일 예와 이에 따른 본 발명의 전자기유도 가속기의 가속성능을 보

인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의 각 코일에 적용되는 구동 주파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6의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채널의 상부에서 출구쪽으로 축방향 거리를 표시하며 가로축으로 나열된 번호는 감긴 코일의

번호를 나타낸다. 세로축은 각 코일에 적용한 구동주파수를 ㎐(f=ω/2π)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채널의 상부에 위치하는 제 2코일의 주파수는 2.5㎒이며 제 7코일의 주파수는 약 0.5㎒임을 알 수 있다.

도 7은 도 6의 구동 주파수를 사용한 본 발명의 전자기유도 가속장치의 가속성능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7의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채널의 상부에서 출구쪽으로 축방향 거리를 표시하며 가로축으로 나열된 번호는 감긴 코일의

번호로서 도 6과 일치한다. 세로축은 플라즈마의 속도를 전자기유도 가속장치의 채널 상부로 입사된 가스의 초기속도에

대한 비율(V/Vo)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Vo는 채널 상부로 입사된 가스의 초기속도이며, V는 플라즈마의 속도를 나타

낸다.

도 7의 그래프를 참조하면, 출구에서의 플라즈마의 속도는 초기 입사속도의 3.5배에 달한다. 종래의 위상정합방법(Phase

Matching Method)에 의한 Traveling Wave Engine에 의할 경우 약 1.7배의 출구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3배 이

상의 가속능력의 향상을 보인다. 이것은 본 발명의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가 플라즈마의 생성과 플

라즈마의 가속을 위하여 각각에 최적인 구동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는 각 코일마다 다른 구동 주파수를 사

용하여 자장 펄스를 만듦으로서 플라즈마의 생성 및 가속효율을 극대화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전자기유도 가속기의 각 코일에 서로 다른 구동 주파수를 사용함으로써 플라즈

마의 생성효율 및 플라즈마의 가속효율을 극대화 한 전자기유도 가속기를 구현할 수 있다.

이에따라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플라즈마 소스(plasma source)와 가속기를 일체화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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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

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

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일한 중심축을 가지는 서로 다른 직경의 원기둥 형상의 면을 따라 형성되어 상기 면 사이의 공간인 채널을 형성하는 내

부 및 외부실린더(cylinder);

상기 채널의 상측면을 따라 감겨있어 상기 채널에 자기장 및 2차전류를 유도하여 플라즈마(plasma)를 형성하는 방전코일;

및

상기 내부실린더의 내측면과 상기 외부실린더의 외측면을 따라 나란하게 감아, 상기 자기장 중 축방향 자기장을 상쇄시켜

상기 플라즈마를 상기 축방향으로 가속시키되 각각 다른 주파수의 전류로 구동되는 적어도 하나의 내부 및 외부코일;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는, 상기 플라즈마가 가속되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

자기유도 가속장치.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는 0.1㎒에서 2.5㎒ 사이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방전코일은, 상기 내부 및 외부코일의 주파수 중 가장 높은 주파수를 가진 전류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및 외부실린더는 유전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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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의 구동 주파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를 사용하여 건식으로 반도체 칩 제작용 웨이퍼(wafer)를 식각하

는 중성 빔(beam) 건식 에칭(etching)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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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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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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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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