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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의 정밀부품 산업의 제품 품질은 

생산공정에서 결정된다. 그 중에도 마무리 

공정인 폴리싱 공정에서 품질을 크게 좌우한다. 

지금까지의 폴리싱 공정은 대부분 기계적, 

화학적 공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 인력의 

숙련도, 경험에 의해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폴리싱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도 심각하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환경 친화적인 폴리싱 공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자빔 기반 폴리싱 공정은 같은 표면 

조도를 가지는 대상물의 가공에 

있어서 EDM 을 이용한 폴리싱 방법론 보다 

100 배 이상의 공정속도를 가지며, 기계 및 

화학적 폴리싱 공정과 같이 용액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청정이 필요한 

반도체, 의료기기, 정밀기계부품의 폴리싱 

공정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전자빔 기반 폴리싱 공정에 대한 연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진행이 미미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빔 피니싱 공정에서 테이블 

이송속도, 에너지 밀도에 따른 온도 분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 전자빔 해석을 위한 기초 수식 

모델링 연구 

 

전자빔은 Gaussian distribution 형상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전자빔의 모양에 

맞추어 온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해석에서는 여러 논문에서 제안된 Gaussian 

distributed heat flux 중 아래 공식의 모델을 

선택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전자빔에서 

나오는 에너지 밀도를 Heat flux 형태로 

변환하여 적용함으로써 해석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공식(1)은 Gaussian 

distribution 을 가지는 전자빔의 에너지 밀도를 

Heat flux 형태로 멀티피직스 해석 모델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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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 열원 모델을 기반 연속 전자빔 
해석 

 
 

Continuous Wave (CW) 전자빔에 의해 

가공되는 가공물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 

Moving heat source 모델을 도입하였다. 해석은 

ANSYS 14.0 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Gaussian 

distribution 형태의 서로 다른 에너지 밀도(900 

– 18000J/cm2)와 테이블 이송속도(0.5 – 

20mm/s)에 따른 SUS304 소재의 열 전달 

모델을 설계하여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속적으로 

조사하는 형태의 CW 전자빔이 작동할 때 

표면 및 가공물 내부 온도의 변화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FEM 모델을 설계했다. 

수식을 통해 계산된 Heat flux FEM 모델에 

적용하여 가공물의 용융 깊이와 온도분포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Element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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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빔의 지름이 2.5mm 인 점을 고려해 

0.5X0.5mm 로 설계했다. CW 전자빔의 자취를 

따라서 온도분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선형적 

해석방식을 채택하였다. 모든 수식은 APDL 

언어로 설계하여 FEM 모델에 적용하였다. 

재료의 상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 용융 

잠열은 현재 고려하지 않았으나 대략적인 

온도와 용융 깊이를 예측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빔이 조사되는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는 상온 상태의 

공기대류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Figure 1 은 SUS304 의 용융 깊이와 온도 

분포에 대한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CW 전자빔을 이용한 

피니싱 공정에 대한 기초적인 열 해석 모델을 

제안하고 Moving heat source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스테이지의 이송속도에 따른 열 

해석을 수행했다. 또한 전자빔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 용융 깊이 및 온도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FEM 모델을 개발했다. 해석 모델을 

SUS304 소재에 적용하여 각 조건 별 용융 

깊이와 온도분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온도와 용융 

깊이를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CW 

전자빔 피니싱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사업원천사업인 

정밀기계 부품 가공용 고밀도 전자빔의 

고속청정 Finishing 공정 기술개발 사업에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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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mperature distribution of CW electron beam 
polished SUS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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