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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전자빔의 소재별 용융 특성 분석
Minimum melting energy of materials by High Density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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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자빔 피니싱 기술은 고부가가치와 고청정화

에 적합한 기술로, 일반적으로 가속에너지를 기준

으로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와 저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빔의 가속에너지와 빔 전류에 따른 

기계 분야를 비롯하여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6]

국외의 경우 고밀도 전자빔을 이용한 메탈소재

의 표면조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을 중심으로 저에너지의 고밀도 전자빔 피니

싱 장비의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다.[3,6]

이러한 메탈소재의 표면 피니싱을 위해서는 

40keV 이하의 저에너지빔 소스 및 집속기술 개발

이 필수적이며, 러시아 및 독일 등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5]

본 연구는 플라즈마 방식의 고밀도 전자빔 소스

를 이용한 메탈소재의 표면 피니싱 연구를 진행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소재를 용융시키기에 필요

한 최소 에너지밀도를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고밀도 전자빔의 최소 용융 에너지 측정

고밀도 전자빔을 이용한 표면 피니싱 공정을 

위해 각 소재에 따라 용융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 

밀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제작된 플라즈마 방식의 고밀도 전자빔 소스를 

활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소재는 SKD11, SUS, STAVAX, 

NAK80, Al, Cu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형상은 열전

도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0.5mmX0.5mmX30mm 크기의 시료를 제작하였으

며, 각 소재의 질량을 측정 하였으며, Table 1에 

관련 결과가 나타나 있다.
실험 방법은 Fig. 1과 같이 고밀도 전자빔 소스에

서 가속된 전자빔을 소스 렌즈를 통하여 일정 크기

로 집속 시킨 후 시료단의 전류(I1)를 Tektronix사의 

DMM4050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조건은 각 소재에 대하여 가속 전압을 23kV

와 25kV로 하였을 때 빔을 맞아 시료가 용융되어 

절단되어지는 시점까지의 전류를 0.2초 간격으로 

취득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chematic for minimum melting 
energy

Table 1  Specifications of workpiece 
Materials STAVAX SUS SKD11 NAK80 Al Cu

Thermal 
Conductivity[7]

(W/m·K)
161~23 16 25~33 14.3 210 400

Melting 
Temperatures[7]

(℃)
1400

~1420
1200

~1500
1370

~1400 · 660.37 1084.6

mass
(g) 0.0427 0.0566 0.0488 0.0472 0.0131 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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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2는 STAVAX 소재의 전류 측정 결과 및 

실험 전·후의 시료 형상이다. 측정된 전류 값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으로 에너지 밀도를 계산하였

다. 

 

··
(1)

 여기서 Va는 가속전압, Ip는 측정된 Probe전류량, 
tb은 빔이 시료에 머무는 시간을 나타내며, A는 

시료에 빔을 맞아 용융되는 부분의 면적을 나타낸

다.  Fig. 3은 위 식으로 계산된 각 소재의 에너지 

밀도 값을 나타낸다. 

Fig. 2 Probe current profile through workpiece and 
photograph of melted workpiece of STAVAX 

   

Fig. 3 Minimum melting energy evaluated according 
to materials  

  

가속전압 25kV일 때 STAVAX의 경우 최소 용융

에너지는 466J/cm2이며 Al은 535J/cm2, Cu는 

1913J/cm2로 확인되었다. Cu의 경우 에너지 밀도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소재에 

비해 열전도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반면, Al의 경우도 열전도가 다른 소재에 비해 

높기는 하나 질량과 녹는점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최소용융에너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고밀도 전자빔을 이용한 메탈소재의 피니싱 공

정을 위해 각 소재의 용융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 

밀도를 실험을 통하여 분석 하였으며, 소재에 따라 

용융 에너지 밀도 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재의 열전도도, 녹는점, 질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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