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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 유도 가속장치

요약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 유도 가속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가속장치는, 플라즈마(plasma)의 생성, 자기장

및 2차전류의 생성, 그리고 플라즈마의 가속을 위하여 하나의 코일만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플라즈마 내부에 유도되는 2

차전류와의 커플링(coupling)에도 불구하고 자장압력의 기울기를 해치지 않는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 내부실린

더로 인입되는 인입선의 수를 줄임으로써 인입선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부실린더를 작게하여 유효방전공간을 크게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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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가속기, 전자기유도 가속기, 코일, 반도체 공정, 식각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전자기유도 가속기를 보인 절단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를 도시한 절단 사시도,

도 3a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를 도시한 사시도,

도 3b는 도 3a의 전자기유도 가속장치에 포함되는 코일의 감긴 형상을 도시한 사시도, 그리고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 유도 가속장치를 간략히 도시한 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전자기유도 가속기의 플라즈

마의 형성, 자기장 및 2차전류의 생성, 그리고 플라즈마의 가속을 위하여 각각 또는 전체를 하나의 코일만을 사용하는, 코

일의 권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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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참조하면, 전자기유도 가속기는 내부 및 외부 원형 루프코일(10,20), 내부 및 외부 원형 루프코일(10,20)이 내부 및

외부에 각각 배열된 채널(40), 외부 실린더(cylinder)(30), 내부 실린더(60) 및 채널(40)의 바닥부에 방전코일(50)을 구비

한다.

내부 및 외부 원형 루프코일(10,20)은 동축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으며, 채널(40)을 감싸는 방사상방향으로 전류를 인가

한다. 내부 및 외부 원형 루프코일(10,20)에는 동일한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전류를 인가하여 채널(40)의 내부를

가로지르는 자기장을 생성한다. 내부 및 외부 원형 루프코일(10,20)은 축방향으로 권선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켜

채널(40)의 내부에 유도되는 자기장을 축방향으로 감소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자기장은 축방향에 대해 수직하게 채널(40)

을 가로 지르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축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감소되도록 형성된다.

채널내에 생성된 자기장은 맥스웰 방정식에 따라 2차 전류를 유도한다. 방전코일(50)에 의해 생성된 채널(40)내에 생성된

플라즈마는, 채널(40)을 가로지르는 자기장과 2차 전류에 의해 축방향으로 출구(70)를 향하여 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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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전자기유도 가속기는, 입구(80)쪽 코일에 큰 전류를 부가하고 출구(70)쪽 코일에서는 작은 전류를 인가함으로써

자장압력 차이를 만들어 가속하는 '자기장변조방식(B-Field Modulation Method)'이다.

코일에 각기 다른 전류로 독립 구동하려면 가속기 내부 실린더(60)의 내부 원형루프코일(10) 수만큼 인입선을 삽입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실린더(60)가 작을 경우에는 내부 원형루프 코일(10)의 수가 제한을 받게 되고, 인입선의 영향도 상대적

으로 커지게 된다.

또한 코일간의 커플링(coupling) 문제로 설계된 자장을 생성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플라즈마의 형성, 자기장 및 2차전류의 생성, 그리고 플라즈마의 가속을 위하여 각각 또는 전체

를 하나의 코일만을 사용함으로써 자장압력의 기울기를 해치지 않는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코일의 권선수 조절

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 유도 가속장치는, 동일한 중심축을 가지는

서로 다른 직경의 원기둥 형상의 면을 따라 형성되어 상기 면 사이의 공간인 채널을 형성하는 내부 및 외부실린더

(cylinder), 상기 채널의 상측면을 따라 직경이 감소되도록 감겨있어 상기 채널에 자기장 및 2차전류를 유도하여 플라즈마

(plasma)를 형성하는 방전코일 및 상기 내부실린더의 내측면과 상기 외부실린더의 외측면을 따라 나란하게 나선형으로 감

아 상기 자기장 중 축방향 자기장을 상쇄시켜 상기 플라즈마를 상기 축방향으로 가속시키는 내부 및 외부코일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외부코일과 상기 방전코일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내부코일과 상기 방전코일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외부코일, 내부코일 및 방전코일도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상기 내부 및 외부코일은, 상기 플라즈마를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감긴 간격이 넓어지게 함으로써 자장압력의 기울기를 형

성하여 상기 플라즈마를 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상기 내부 및 외부코일은, 상기 자기장 중 상기 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자기장이 강화되도록 형성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 유도 가속장치를 사용한 중성 빔(beam) 건식 에칭(etching)장치는 건

식으로 반도체 칩 제작용 웨이퍼(wafer)를 식각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를 도시한 절단 사시도이다.

본 발명의 전자기 유도 가속장치(Electro-magnatic accelerator)(200)는 플라즈마(plasma)를 가속시키는 장치로서, 바

람직하게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웨이퍼(wafer)의 중성 빔(beam) 건식 에칭(dry etching)장치에 포함될 수 있다.

전자기유도 가속장치(200)는, 플라즈마의 생성, 자기장 및 2차전류의 생성. 그리고 플라즈마의 가속을 위하여 방전코일과

외부 및 내부원형 루프코일을 구비하는 자기장변조방식(B-Field Modulation Method)을 한 개의 코일로 상기의 코일을

모두 대체한 권선변조방식(Coil Turn Modulation Method)에 의한다.

전자기유도 가속장치(200)는 하나의 코일만을 사용함에 따라, 본 발명의 전자기유도 가속장치(200)를 구동하는 구동회로

(미도시)를 간단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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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전자기유도 가속장치(200)는 코일(201,203,205)과 유전체인 외부실린더(cylinder)(207), 내

부실린더(209) 및 접속부(211)를 포함한다.

외부실린더(207)와 내부실린더(209)는 접속부(211)에 의해 연결되어 채널(213)을 형성하며, 당연하게 내부실린더(209)

의 지름은 외부실린더(207)의 지름보다 작게 형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외부실린더(207), 내부실린더(209) 및 접속부

(211)은 유전체로 이루어져있다.

채널(213)은 플라즈마가 생성되고 이동하는 공간으로서 축방향으로 형성되며, 채널의 상측인 채널상부(215)와 채널의 하

측인 출구(217)를 포함한다. 반도체공정상에서 웨이퍼의 식각에 사용될 경우, 채널의 출구(217)는 웨이퍼를 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일(201,203,205)은 외부실린더(207)의 외측면을 감는 코일(201)(이하 '외부코일'이라 함)(201)과 내부실린더(209)의

내측면을 감는 코일(203)(이하 '내부코일'이라 함)(203) 및 접속부(211)의 상측면을 따라 직경이 감소되도록 감은 코일(이

하 '방전코일'이라 함)(205)이 모두 연결된 것으로, 전체가 한 개의 코일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외부코일(201)과 내부코일(203) 및 방전코일(205) 각각이 분리되어 세부분으로 구분되어 별도

의 전원(미도시)에 의해 구동될 수도 있다.

코일(201,203,205)은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채널(213)내부에 자장압력(magnetic pressure)의 기울기를 형성하여 플라

즈마를 채널상부(215)에서 출구(217)방향으로 가속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전자기 유도 가속장치(200)의 코일 감는 방법을 아래의 도 3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3a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3a에서 도 2와 동일한 참조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도 2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도 3a를 참조하면, 코일(201,203,205)은 외부실린더(207)의 외측면을 출구(217)에서 채널상부(215)방향으로 나선형으

로 감아 올려지고 접속부(211)의 상측면을 따라 직경이 감소되도록 감긴 후, 다시 내부실린더(209)의 내측면을 따라 채널

상부(215)에서 출구(217)방향으로 나선형으로 감긴 내려진 형상을 하고 있다.

외부코일(201)의 끝부분을 기준으로 할 때, 코일(201,203,205)은 반시계방향으로 감겨져 있으나, 시계방향으로 감을 수

있다.

도 3b는 도 3a의 전자기유도 가속장치에 포함되는 코일의 감긴 형상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3b를 참조하면, 코일은, 외부코일(201)과 내부코일(203) 및 방전코일(205)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전체가 일체로 되

어 있음을 보여준다.

내부코일(203)은 내부실린더(209)를 감은 횟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코일로 이루어져 있는 바, 내부실린더(209)로 삽입되

는 인입선은 하나뿐이다. 따라서 인입선의 삽입에 따른 내부실린더(209)의 크기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 채널(213)의 접속

부(211)을 넓힐 수 있고 접속부(211)상측면에 방전코일(205)을 많이 감을 수 있다. 방전코일(205)을 많이 감을 수 있음에

따라 플라즈마 생성을 위한 유효 방전공간을 크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인입선이 하나 뿐이므로 인입선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외부 및 내부코일(201,203)은 채널(213)내부에 자장압력의 기울기를 형성하기 위하여 감는 간격을 조절한다. 바람직하게

는 채널상부(215)쪽에서는 외부 및 내부코일(201,203)을 밀(密)하게 감고, 출구(217)에서는 외부 및 내부코일(201,203)

을 소(疏)하게 감는다. 이러한 감긴 코일의 소밀에 따라 채널(213)내부에 생성되는 자장압력의 기울기를 형성한다. 이러한

자장압력의 기울기가 플라즈마를 가속시키며 자장압력이 큰쪽에서 작은쪽으로 플라즈마가 가속된다.

외부코일(201) 및 내부코일(203)이 감긴 간격의 소밀은 채널상부(215)에서 출구(217)쪽으로 가면서 선형적으로 변할수

도 있으며, 소정의 구간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변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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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부코일(201)과 내부코일(203)이 감긴 간격의 소밀한 정도는 반드시 그 감긴 위치에 대응되어 일치할 필요는 없다.

또한 외부 및 내부코일(201,203)과 방전코일(205)를 일정한 간격으로 감을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코일을 외부코일(201)과 내부코일(203) 및 방전코일(205)의 세부분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구동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외부코일(201)이 외부실린더(207)의 외측면을 감는 소밀이나, 내부실린더

(209) 내측면에 감긴 내부코일(203)의 소밀은 상기 도 3b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할 수 있다.

나아가 외부코일(201)과 방전코일(205)만이 연결될 수도 있고, 내부코일(203)과 방전코일(205)만이 연결되어 각각 하나

의 코일로 구성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 유도 가속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전자기유도 가속장치(200)는 외부코일(201) 및 내부코일(203)이 나선형으로 감긴 간격의 소밀을 조정함으로써 플라즈마

의 가속을 위한 자장압력의 기울기를 형성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 유도 가속장치를 간략히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4에서 도 2와 동일한 참조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도 2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도 4에서, 코일(201,203,20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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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5)의 전류는 외부 및 내부실린더(207,209)의 축을 중

심으로 채널상부(215)에서 출구(217)방향으로 관찰할 때, 시계방향으로 흐름을 보여준다.

코일(201,203,205)을 흐르는 전류는 소정의 주파수를 가진 교류전류인 것이 바람직하다.

코일(201,203,205)을 따라 전류가 흐르면, 앙페르의 오른손법칙에 의해 코일(201,203,205)의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외부코일(201), 내부코일(203) 및 방전코일(205)에 의하여 채널(213)내부에 생성되는 자기장은 위치에 따라 서로 같은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존재한다. 이때, 축방향으로 생성되는 자기장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상쇄되어 감

소되고, 채널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생성된 자기장(Br)이 크게 형성된다.

채널(21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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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5)에 흐르는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2차전류(Jr)가 유도됨을

볼 수 있다.

2차전류(Jr)가 형성하는 전기장에 의해 채널(213)내부에 존재하거나 외부로부터 채널(213)로 유입되는 가스가 플라즈마

상태로 변환된다.

이러한 전기장에 의한 전자의 에너지가 채널(213)내부의 가스의 이온화에너지보다 크면, 전자충돌에 의해 입자들이 이온

하하여 플라즈마가 발생한다. 플라즈마의 생성에는 방전코일(205)이 보다 크게 작용한다.

또한 다음의 수학식 1에 따라, 상기 유도된 2차전류(Jr)와 채널(213)을 가로지르는 자기장(Br)에 의하여 채널상부(215)에

서 출구(217)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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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217)방향으로 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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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및 내부실린더(207,209)를 감은 외부 및 내부코일(201,203)의 소밀에 의해, 플라즈마에 작용하는 자장압력의 기울

기가 형성되면서 플라즈마의 이동은 더욱 가속된다.

종래와 달리 외부 및 내부실린더(207,209)를 감은 코일마다 흐르는 전류를 다르게 하지않고, 하나의 코일로 감아 같은 전

류를 흘림에 따라, 코일간의 커플링에 불구하고 자장압력의 기울기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기에 설명한 바에 따라,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유도 가속장치가 동작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전자기 유도에 의한 플라즈마(plasma)를 가속함에 있어, 하나의 코일(coil)을 감

는 소밀정도를 조정함으로써 플라즈마의 형성, 자기장 및 2차전류의 생성, 그리고 플라즈마의 가속이 가능하다.

또한, 플라즈마가 생성되고 가속되는 채널내부에 유도된 전류와의 커플링(coupling)에도 불구하고 자장압력의 기울기를

해치지 않는 강력한 자기장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코일에 하나의 전원만을 사용함으로써 구동회로를 간단히 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기유도 가속기의 내부실린더(cylinder)로 인입되는 코일이 하나뿐이므로 인입선의 설치가 용이하면서 인입선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나아가, 인입선의 수가 작기 때문에 내부실린더를 작게 하여 플라즈마 생성에 관계하는 유효방전공간을 크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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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경이 감소되도록 감겨있어 상기 채널에 자기장 및 2차전류를 유도하여 플라즈마(plasma)를

형성하는 방전코일; 및

상기 내부실린더의 내측면과 상기 외부실린더의 외측면을 따라 나란하게 나선형으로 감아 상기 자기장 중 축방향 자기장

을 상쇄시켜 상기 플라즈마를 상기 축방향으로 가속시키는 내부 및 외부코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일의 권선

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 유도 가속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코일과 상기 방전코일이 하나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 유도 가속장치.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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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코일과 상기 방전코일이 하나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 유도 가속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코일, 내부코일 및 방전코일이 하나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 유도 가속

장치.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및 외부코일은, 상기 플라즈마를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감긴 간격이 넓어지게 함으로써 자장압력의 기울기를 형

성하여 상기 플라즈마를 가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 유도 가속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및 외부코일은, 상기 자기장 중 상기 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자기장이 강화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 유도 가속장치.

청구항 7.

제 1항의 코일의 권선수 조절에 의한 전자기 유도 가속장치를 사용하여 건식으로 반도체 칩 제작용 웨이퍼(wafer)를 식각

하는 중성 빔(beam) 건식 에칭(etching)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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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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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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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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