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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조도 파라미터에 따른 전자빔 피니싱 특성 분석
Polishing Characteristics using the Electron Beam according to 

Surface Roughness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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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금형등 복잡한 형상의 정밀 부품의 

경우 표면 조도 개선을 위한 폴리싱 공정을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십 시간

의 공정 시간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보다 효율적인 

폴리싱 공정을 위해 고밀도 전자빔을 이용한 표면 

폴리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빔 폴리

싱 기술은 기존 폴리싱 공정과 달리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한 공정이며, 비교적 공정 시간

이 짧고 복잡한 형상의 폴리싱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1-5]  
전자빔 폴리싱 메카니즘의 경우 주입에너지가 

표면에 열로 변환되며, 변환된 열에너지는 표면의 

국부적인 용융과 증발효과로 인해 표면 조도의 개

선효과가 발생된다. 이때 동일한 소재와 열에너지

를 가지고 있지만 표면 거칠기의 형상에 따라 폴리

싱 특성이 다를 것은 직관적인 사실일 것이다. 그러

나 그동안의 많은 관련 연구 분야에서 Ra/Rz 만을 

이용하여 전자빔 폴리싱 특성을 연구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밀도 전자빔 폴리싱 시 주입

에너지에 따른 표면조도 개선효과가 표면조도의 

파라미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

고자한다. 이를 위해 표면 거칠기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파라미터와 분포함수 중 전자빔 

폴리싱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파라미

터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ISO4287 /ISO13565 
규격상의 ABBOT곡선과 Plateau 표면을 대표하는 

Rk, Rpk, Rvk 값을 이용한 전자빔 폴리싱 특성 분석연

구를 실시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전자빔에 의한 표면조도 개선 특성 분석을 위해 

폴리싱 공정에 사용된 장비로는 Sodick사의 PF32B

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시료는 30mm × 30mm 
× 1t 크기의 SUS304시료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초기 표면 가공 형상은 Fig.1과 같이 A, B, C 3가지이

며, 가공 조건은 3가지 시료 모두 동일한 조건인 

가속전압 30kV에 10Shot으로 전자빔 폴리싱 공정

을 실시하였으며, 공정 후 표면 조도 측정은 

Mitutoyo사의 S-3000으로 측정 하였다.

 

Classification A B C

Surface 
machining shape 

for specimen

Mesh Size 150 400 400
Fig. 1  Preparation of test specimen by mechanical 

polishing process

3.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2는 시료에 따른 전자빔 피니싱 전후 결과의 
광학 사진이다. 사진결과 시료 A의 경우 기계적인 
가공패턴이 남아있지만, 시료 B/C의 경우 광학적
으로 구분이 힘들 정도의 표면 조도 개선효과를 
확인 하였다.

 

Fig. 2 Photographs of electron beam polished surfaces

Fig. 3의 전자빔 피니싱 전후의 표면조도 프로파

일을 비교해 볼 경우 표면조도의 고주파 성분이 

대부분 사라지고 저주파 성분이 남는 특성을 보인

다. Table 1의 경우 6개의 표면조도 파라미터 결과 

값이다. 시료 A의 경우는 시료 B/C와 비교하여 

Rvk/Rpk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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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z는 시료 A/B/C 모두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Fig. 2의 광학사진결과 시료A와 시료B/C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표면조도 파라미터로 

Rvk/Rpk가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Surface roughness profiles before and after 
electron beam polishing process

Table 1 Comparisons of surface roughness parameters
A B C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Ra 4.800 2.917 0.855 0.340 0.469 0.232
Rz 27.067 14.675 6.548 2.072 3.618 1.595
Rk 15.029 8.573 2.588 1.065 1.393 0.663
Rpk 4.733 1.818 1.413 0.367 0.436 0.361
Rvk 6.412 5.949 1.289 0.285 0.911 0.318
Rarea 25695 15644 4638 1948 2424 1381

Fig. 4 Slope distributions of surface roughness profiles 
before and after electron beam polishing

Fig. 5 Height distributions of surface roughness profiles 
before and after electron beam polishing

Fig. 4는 시료별 표면조도 프로파일의 경사도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시료의 전자빔 

피니싱 전후를 비교해 볼 경우 피니싱 공정 후 

경사도가 0에 가깝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5는 표면조도 높이에 따른 분포를 나타내

고 있으며, 전자빔 피니싱 이후 가공 시료 A의 

경우 표면조도 프로파일의 산 부근이  조도 개선효

과가 컸다. 그러나 가공시료 B/C의 경우 조도 높이

에 따른 표면조도 변화가 산과 골 부근부터 조도 

개선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고밀도 전자빔 폴리싱 시 주입에너지

에 따른 표면조도 파라미터 및 분포함수를 이용하

여 전자빔 폴리싱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파라미터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ISO4287 
/ISO13565 규격상의 ABBOT곡선과 Plateau 표면을 

대표하는 Rk, Rpk, Rvk 값을 이용할 경우 전자빔 

피니싱 전후의 표면조도의 산과 골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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