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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자빔 피니싱 장비는 전자빔을 이용해 

가공 부품의 표면 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이다. 전자빔 피니싱 기술은 펄스 

전자빔을 이용하는 방식과 전자빔 스캔 방식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개발중인 장비는 DC 

hollow cathode 방식으로 방출된 플라즈마를 

이용해 전자빔을 발생하고 집속 후 시편 

표면에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중인 전자빔 피니싱 

장비에서 전자빔의 방출 상태와 집속 성능 

분석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2. 전자빔 피니싱 장비의 구성 
 

개발중인 전자빔 피니싱 장비의 집속 

장치는 마그네틱 렌즈를 이용해 집속 기능과 

초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 반배율은 

1/120 로 설계되어 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전자빔 소스에서 발생된 전자빔은 집속 장치에 

의해 집속 및 초점 기능이 수행된다. 전자빔 

직경은 60 [mm]를 가정하였다. 빔 소스의 직경 

및 자기 포화를 고려하여 집속 장치 폴 피스의 

내경과 외경을 설계하였다. 시스템 주변 

장치로는 5 축 스테이지, 공정 최적화 프로그램, 

가공 경로 생성 프로그램 및 공정 운용 

프로그램 등이 있다. 가공 시편의 교체는 

load/unload 장치를 이용해 메인 챔버의 

진공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설계 되어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공 시작 위치 검색을 

위해 자동 시편 얼라인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Fig. 1 은 개발중인 전자빔 피니싱 장비를 

보이고 있다. 

 

 

 

 

 

 

 

 

 

 

 

 

 

 

 

Fig. 1 E-beam finishing instrument 

 

2. 전자빔 피니싱 집속 성능 분석 
 

전자빔 소스에서 발생된 집속 장치를 거쳐 

시편에 도달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Fig. 

2 와 같이 제작된 센서를 이용하였다. 센서의 

윗면은 다양한 크기의 홀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빔집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실험은 설계 사양인 15 [mm] 홀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Fig. 3 은 집속 장치를 거친 후 

시편 위치에서 10 회 실험을 통해 측정된 

프로브 전류를 보이고 있다. 렌즈는 동작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가속 전압이 10 ~20 [KV] 

범위에서 변화했을 때의 전류값을 보이고 있다.  

실험이 반복됨에 따라 프로브 전류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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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Fig. 4 는 렌즈 

를 동작시킨 후 센서의 윗면과 아랫면의 

전류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20 [kV] 가속 

전압의 경우 아랫면을 통과 전류는 전체 

전류의 약 76.7 [%]이다.  

 

Fig. 2 Probe current sensor 

 

Fig. 3 Probe current at process position 

 

 

Fig. 4 Probe current at upper plate and lower plate 

 

아랫면과 위면에서 측정된 전류량을 

비교하면 집속된 전자빔의 밀도는 렌즈 

중심축에서 높은 종형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 는 집속된 빔을 보이고 있다. 

 

 

 

 

 

 

 

 

Fig. 5 E-beam at process position 

 

4. 결론 
 

본 논문은 개발중인 전자빔 피니싱 장비의 

전자빔 집속 장치의 성능을 분석하였으며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가속 

전압 증가 실험에서 전류량이 감소되는 것은 

추후 공정 조건 실험을 통해 빔 소스를 

일정하게 냉각시킴으로 해서 일정한 전류량이 

방출되도록 개선되었다. 둘째, 센서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측정된 전류량의 비교를 통해 

집속된 전자빔은 렌즈 중심에서 전류 밀도가 

높은 종형 분포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집속 

장치는 설계 사양을 만족하는 집속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빔 

소스의 전자빔 크기가 작아지고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집속 장치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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