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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그네틱 전자빔 스캔 장치는 코일의 

리액턴스 성분에 의해 출력 전류 신호는 

왜곡이 된다. 왜곡은 입력 전압의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심해진다. 이러한 왜곡 부분은 

전자빔 피니싱 과정에서 표면의 불연속 형상을 

만들게 되어 개선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설계된 전자빔 피니싱용 스캔 

장치의 출력 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는 

향후 스캔 방식의 변화 혹은 왜곡 신호 개선을 

위한 보상 회로 설계에 활용될 예정이다. 

 

2. 마그네틱 전자빔 스캔 장치 설계 
 

설계된 마그네틱 스캔 장치는 워킹 

디스턴스 150 [mm]에서 30 [mm]의 스캔 범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스캔 장치의 출력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스캔 영역의 가장자리에서 

생기는 빔 왜곡을 개선하는 것은 설계에서 

무시하였다. Fig. 1 은 제작된 스캔 장치를 

보이고 있다. 

 

 

 

 

 

 

Fig. 1 Scan equipment 

 

스캔 장치의 위치는 대물 렌즈 내에 

포함되는 구조이다. 이것은 대물 렌즈 외부에 

놓이는 것에 비해 컬럼의 길이를 줄일 수 있다. 

2 단 스캔 코일 구조는 단일 스캔 코일 구조에 

비해 같은 전류에 대해 보다 넓은 범위를 

스캔할 수 있다.  

 

3. 스캔 장치의 출력 특성 실험 
 

출력 특성 실험을 위한 장치는 스캔 펄스 

발생기, 앰프 및 스캔 장치로 구성된다. 스캔 

펄스 발생기는 파형의 모양과 주파수를 

결정한다. 스캔 펄스는 앰프에서 증폭되고 

스캔 코일에 입력된다. Fig. 2 는 장치 구성을 

보이고 있다. 

 

 

 

 

 

 

 

 

 

 

 

 

Fig. 2 Experimental devices for scan equipment 

 

특성 실험은 스캔 코일에 톱니파를 

입력하여 입력측 전압에 대해 출력측의 전류 

파형을 측정하였다. 마그네틱 방식의 스캔 

장치는 전류에 의해 전자빔을 편향시킨다. 

실험 주파수는 1.695, 3.73, 6.523 [kHz]이다. Fig. 

3~5 는 실험 결과를 보인다. 주파수 증가에 

따라 출력 전압과 전류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왜곡 현상은 입력 전압의 변화에 

대해 반응이 지연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주파수 증가에 대해서도 입력·출력의 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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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고 있다. 왜곡이 발생되는 구간은 전압 

변화폭이 큰 부분이다. 출력 전류의 지연은 

코일의 리액턴스가 원인이며 마그네틱 스캔 

방식의 단점이 되고 있다. 

 

Fig. 3 1.695 [kHz] 주파수 응답 실험 

 

Fig. 4 3.73 [kHz] 주파수 응답 실험 

 

Fig. 5 6.523 [kHz] 주파수 응답 실험 

 

1.695 [kHz]의 스캔 주파수 범위에 대해서 

왜곡 구간은 약 1/11 이며 3.73  [kHz]의 경우 

5/17 이다. 6.523 [kHz]의 경우 약 5/9 이다. 

위와 같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출력 

전압의 주기에 대해 왜곡 범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마그네틱 스캔은 전류에 의해 전자빔이 

편향된다. 따라서 전자빔 가공을 위해서는 

출력 전류의 선형 구간만 이용해야 한다. 입력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출력 신호의 왜곡은 리액턴스에 의해 

입력의 변화율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 회로나 개선된 

입력 신호가 요구된다. 

 

4. 결론 
 

본 논문은 마그네틱 방식으로 설계된 

고밀도 전자빔 스캔 장치의 입력 전압 

주파수에 대한 출력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실험 

결과 입력 주파수 증가에 대해 출력 전류의 

왜곡이 증가된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빔 셔터를 이용해 전자빔을 차단하고 

선형구간에서 전자빔을 활용하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다. 빔 셔터는 입력 전압에 

동기화되어 측정된 지연 시간 동안 동작하는 

방식이다. 또한 왜곡이 발생되는 부분은 전압 

변화율이 큰 부분이므로 변화율이 작은 

삼각파의 입력 전압을 사용하는 것도 진행되고 

있다. 삼각파를 이용하는 경우 톱니파에 비해 

양방향의 스캔이 가능하여 2 배의 스캔 속도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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