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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용 5축 스테이지의 누설자기장과 전자빔 피니싱 영향 해석
Analysis of  effect for electron beam finishing and leakage magnetic field 

about a 5-axis stage in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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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배경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고밀도 전자빔 Finishing 
공정에 이용되는 진공용 5축 스테이지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전자빔 

Finishing공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하여 구동부 누

설 자기장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진공용 5축 스테이지에 사용되는 구동 

모터의 누설 자기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구동

부 누설 자기장으로 인한 전자빔의 편향력을 시뮬

레이션으로 예측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진공용 5축 스테이지 구동부 누설 자기장

진공용 5축 스테이지의 구동부로는 Aerotech 
BMS시리즈 구동 모터가 사용된다. 각 축별로 서로 

다른 크기의 구동 모터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공물과 가장 근접해있는 BMS100에 대한 누설 

자기장을 실험하고자 하였다. 구동부 누설 자기장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기장 세기 측정 장비인 

가우스 미터를 이용하였다. Fig. 1과 같이 구동축과 

측면을 기준으로 가상 평면을 선정하였으며, 평면

의 각 지점별로 방향 및 거리에 대해 자기장 세기를 

실험하였다. 
구동부 모터는 BLDC모터이며 내부 자기장의 

흐름은 구동축을 통해서 누설 자기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렇기에 해석 모델에서는 구

동축 방향으로 영구 자석을 적용하여 등가 모델을 

구성하였다. 등가 모델의 누설 자기장 세기는 실험 

결과와 약 13%의 오차를 보인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성은 Fig. 3, Fig. 4와 같이 구동축과 옆면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구동축에서의 최대 누설 자

기장은 약 31Gauss이며, 옆면에서는 약 6Gauss로 

실험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 1 Experiment of leakage magnetic field[

Fig. 2 Experimental plane of leakage magnetic field

Fig. 3 Magnetic field of axial plane with driving motor

Fig. 4 Magnetic field of side plane with driving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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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otal magnetic flux density of 5-axis stage

Fig. 6 Deflection of electron beam from magnetic field

3. 진공용 5축 스테이지 구동부 자기장 영향력

진공용 5축 스테이지의 구동 모터에 자기장 등가 

모델을 적용하여 가공물에 미치는 누설 자기장의 

영향력을 해석적으로 예측하였다. 구동부에서만 

자기장이 발생되어 가공물까지 끼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실제 측정된 실험값은 지구 

자기장의 세기와 유사한 결과인 약 0.5Gauss로 확

인되었다. 구동부로 인한 자기장의 영향은 거의 

없으나 다른 외부 요인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4. 누설 자기장으로 인한 전자빔 편향력 

진공용 5축 스테이지의 구동부 누설 자기장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음을 실험 및 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되는 약 

0.5Gauss의 자기장이 전자빔의 편향에 영향을 얼마

나 끼치는지를 해석적으로 예측하고자 한다. 전자

빔은 30kV의 가속 전압으로 방출하였으며, 외부에

서 발생되는 자기장의 세기에 따른 전자빔 편향을 

해석적으로 예측하였다. 해석 결과로 1Gauss당 

1.6087um만큼의 전자빔 편향에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예측하였다. 현재 5축 스테이지의 가공물에서 

전자빔 편향으로는 약 0.8043um의 편향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한다. 향후 전자빔의 직경이 감소되어 

정밀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편

향력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연구되어야한다고 판

단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진공용 5축 스테이지의 구동부 

자기장 세기에 관한 연구를 실험 및 해석으로 등가 

모델을 검증하였으며, 구동부 누설 자기장이 가공

물에 끼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자기장 

발생 경우에 전자빔의 편향력을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고자 하였다. 전자를 30kV의 가속 전압으로 

전자빔 방출하게 되면 외부 자기장으로 인한 편향

력은 1Gauss당 약 1.6087um의 편향 거리로 예측하

였다. 전자빔 직경이 감소하고 정밀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가공물에서 측정되는 약 0.5Gauss의 자기

장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되어야한다.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전자빔 Finishing공정의 정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자빔 편향력을 감소시

키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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