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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전후의 금속확산접합 모델에서부터 2200℃ 이상의 세라믹 소결

모델까지 Hot Press 장비 Full line-up

제품 장입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가열실 구조

제품의 형상이나 적재방법, 그리고 현장의 설치여건에 따라 수평형 챔버

또는 수직형 챔버 모두 설계 대응

시간별 및 공정 이벤트별 가스, 온도 및 압력의 복합제어

[Single Press + Multi Chamber] 또는 [Single Chamber + 

Multi press]의 대량생산장치 개발수요에 대응

[썸백 Hot Press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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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압소결(Sintering)

② 확산접합(Bonding)

① 수직형(Vertical)

② 수평형(Horizontal)

① 금속

② 세라믹스

③ 이종재료

[썸백 Hot Press 장비 응용범위]



[Frame 강도계산 Simulation]

압력 방향 최대 응력 최대 변형량



[금속확산접합 Hot Press 표준사양]

항목구분 사양

장비형식 4각 챔버 진공로 + 유압프레스

장비용도 금속 확산 접합(Diffusion Bonding)  

사용온도 1100~1300℃ [max. 1500℃]

가압면적 □700 ~ □1000 ㎜

온도 균일도 ±6℃ [1000℃,  무부하,  진공] 

승온속도 2 ~ 10℃/분

가압하중 300 ~ 500 Ton 

Ram 직경 Φ300 ~ Φ450 ㎜

Stroke 250 ~ 400 mm

가압방향 하향 일방향 또는 상하 양방향

가열실 재료 Graphite

진공배기 Diffusion Pump + MBP + Oil Rotary Pump

장입방식 전(후) 도어 개방 후 Lift Car 장입

강제냉각 단열재 Shutter,  열교환기 & 내열팬

시스템 제어 PLC Control,  Touch Panel or PC Interface 



[가압소결 Hot Press 표준사양]

항목구분 사양

장비형식 Cram Shell Chamber 진공로 + 유압프레스

장비용도 세라믹스(분말) 축가압 고온소결

사용온도 1500 ~ 2200℃ [max. 2500℃]

가열실 규격 Ф800~Ф1200 ⅹ 500H~1200H ㎜

온도 균일도 ±6℃[1000℃,  무부하,  진공] 

가압하중 300 ~ 500 Ton 

Ram 직경 Φ300 ~ Φ450 ㎜

Punch 직경 Φ300 ~ Φ600 ㎜

Stroke 250 ~ 400 ㎜

가압방향 하향 일방향 또는 상하 양방향

가열실 재료 Graphite

진공배기 Diffusion Pump + MBP + Oil Rotary Pump

장입방식 전면 도어 개방 후 Lift Car 장입

강제냉각 단열재 Shutter,  열교환기 & 내열팬

시스템 제어 PLC Control,  Touch Panel or PC Interface 



[산소 Hot Press 표준사양]

항목구분 사양

장비형식 Cram Shell Chamber 진공로 + 유압 프레스

장비용도 산소분위기에서 세라믹스 제품의 고온가압소결

사용온도 600 ~ 1400℃ [max. 1450℃]

공정 분위기 산소,  질소,  Argon,  진공

온도 균일도 ±5℃ [1000℃,  무부하,  진공] 

승온속도 10℃/분

가압하중 50 ~ 100 Ton 

Ram 직경 Φ100 ㎜ [SiC Rod]

Punch 직경 Φ120 ㎜ [SiC Disc]

Stroke 100 ~ 250 mm

가압방향 하향 일방향 또는 상하 양방향

가열실 재료 히터 ： MoSi2,  단열재 :  Porous Alumina

진공배기 Diffusion Pump + MBP + Oil Rotary Pump

제품장입 전후 도어 개방 장입

시스템 제어 PLC Control, Touch Panel or PC Interface 



[확산접합HP_세부사양_프레임]

► 최대가압하중 : 300 ~ 500 Ton

► 인장강도 : 내부→외부

► 압축강도 : 외부→내부[반발압력]

► 계산방법 : 선형 정적 해석ST
EP
1

환경
분석

► 형식 : Monolithic Frame[대형]

또는 4주 Tie Rod Frame[중소형]

► 재질 : ASTM A36

► 변형 허용량 : 5/10~5/100 ㎜ST
EP
2

구조
형식



[확산접합HP_세부사양_프레스형식]

챔버 프레임 분리형 챔버 프레임 일체형 2단형 실린더

진공배기/승온/냉각부하 감소

에너지 절감

진공챔버 재질 : STS304

외관 심플 & 재료비 절감

진공배기/승온/냉각부하 증가

진공챔버 재질 : SS400

한정된 장비 높이에서 Stroke 증가

실린더의 구경 증가



[확산접합HP_세부사양_진공챔버]

► 단열재 외벽온도 : 300℃

► 압력 : 내압 – 진공 /외압 – 대기압

► 수냉쟈켓 압력

- 냉각수 압력 ： 3Kgf/㎠

- 내부 진공압력 : (-)1Kgf/㎠
ST
EP
1

환경
분석

► 형식 : 수직사각형 진공챔버

► 구조 : 수냉이중벽, 전후도어 개

폐

► 재질 : STS304

► 내부표면처리 : Buffing #300

ST
EP
2

구조
형식



[확산접합HP_세부사양_가열실]

단열재

재질 : Graphite rigid felt
내벽처리 : Graphite foil coating

단열재 고정 : Carbon composite screw

히터

재질 : Graphite block
구성 : Heater rod & connector assembly
전원연결 : Copper & graphite electrodes



[확산접합HP_세부사양_기타장치]

진공배기장치

Rotary oil pump

Mechanical booster pump 

Oil diffusion pump

유압공급장치

Servo hybrid pump

Proportional control valve

Digital pressure sensor

강제냉각장치

내열 Fan blower

대향류식 열교환기

가열실 개폐 셔터

제품장입장치

유압 Lift car

상하승강 및 전후이동

전동 Remote controller



[확산접합HP_세부사양_제어반]

작동화면

Main 화면 Trend 화면 Process Monitor

제어반 사진 Process Setting Parameter 설정 Alarm 이력



[확산접합HP_세부사양_납품실적]

프레스 & 챔버 일체형(중국, 독일) 프레스 vs 챔버 분리형(국내)



[Press 이동식 다실형 시스템]

▶ 유압프레스 이송

- Rack & Gear 구동

▶ NPS 이동 전원

- 비접촉식 전원공급



[확산접합HP 3실연속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