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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간단 제어에서 PC 통합 원격제어까지 다양한 제어방식 선택

썸백 특장점

고성능, 고효율, 친환경성에 작동 및 유지 보수 편의성을 구현

360도 분사 방향에 구경 변경이 가능한 나사 조임식 노즐 배치

후면 플랜지 설치로 가열실 경유없이 열교환기와 블로어에 접근

분할 조립형 발열체 형식으로 유지 보수가 편리하고 신속함

Graphite Rigid Felt + Cloth 라이닝의 단열재 형식으로 내구성 탁월

내부순환 냉각방식으로 에너지 소모가 적고 설치 면적도 절약

ASME Sec. Ⅸ & EN ISO 15614-1 규격의 용접절차(WPS) 준수

발열부 최적 설계로 모든 장비 규격에서 ±5℃의 온도 분포 구현

내부순환 냉각방식으로 에너지 소모가 적고 설치 면적도 절약



장입량별 온도분포의 해석(600Kg ~ 1500Kg) ±6℃ 유효규격의 탐색

열해석



제작인증
설계인증 제작절차

CERTIFICATION

ASME SEC. IX &

EN ISO 15641-1 획득

인증기관 : TUV(GERMANY)



표준사양
항목 사양

챔버형식 수평형 압력용기

장비용도 가스압 퀜칭 진공열처리

사용온도 1050 ～ 1350℃

장입중량 300 ～ 2500Kg

온도분포 ±4～10℃[1000℃,  무부하,  9～13점] 

승온속도 5 ～ 10℃/분

가열회로 2 ～ 6 회로

온도측정 K type, J type or C type 열전대

히터형식 Graphite Rod & Connector Assembly  

단열재형식 Graphite Rigid Felt with C/C Cloth Lining 

가열분위기 진공, 질소 분압 제어

냉각분위기 0.3 ～ 0.9 MPa 질소가압

진공배기 MBP + Oil Rotary Pump

Leak rate 1×10-3 Pa·㎥/sec 이하

냉각방식 열교환기 & 내열팬,  내부순환 또는 외부순환

시스템 제어 PLC Control,  Touch Panel or PC Interface 



표준규격

모델명 TVQHT-S400 TVQHT-S600 TVQHT-S800 TVQHT-S1000

장입규격 400*400*600 600*600*900 800*800*1200 1000*1000*1500

장입중량 300Kg 600Kg 1200Kg 2500Kg

공정온도 400~1350도

온도분포도 ±5℃

작업진공도 1 Pa(오일 로터리 펌프 + 부스터 펌프)

가열전력 100KVA 180KVA 300KVA 450KVA

선택사양

1. 냉각가스 압력 : 2, 6, 10, 15Bar

2. 고진공 사양 : 오일 확산 펌프, 크라이오 펌프

3. 대류가열장치 : 800℃까지 가동하는 내열 교반팬

4. 열교환기와 블로어가 외부에 설치되는 외부냉각방식

5. 기타 : 폐순환 냉각수 순환장치, 시료 장입장치, 가스 버퍼 탱크

6. HMI 인터페이스, PC 통합제어, 원격 모니터 & 제어 등 제어 사양



◆ 규격 : ASME SECTION Ⅷ DIV.1(2017 EDITION) + KS B 6750-3 절차규격 준수

_압력용기



_Clutch Ring

◆ 규격 : KS B 6731 & JIS B 8224의 설계•제작 규격 준수(Quick Opening Closure)



◆ 인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현장 제품실사 및 인증서 발급

_압력용기 안전인증



◆ 가열실 : 열해석에 기초한 발열부 규격 결정 및 발열면 배치

_가열실



◆ 플래넘 & 노즐 : 유량, 압력손(△P), 유속 계산에 의한 열전달계수 산출

_냉각가스 분사장치



◆ 냉각 블로워 및 순환유로 : 시뮬레이션과 계산에 근거한 용량과 규격 결정

_냉각 Blower



◆ 열교환기 : 해석 계산에 의한 열교환 용량 결정, 다단식 핀튜브형 또는 대향류형

_열교환기



◆ 진공배기장치 : 20분 이내에 1 Pa 이하에 도달할 수 있는 용량 선정

_진공배기장치

진공펌프 구성 진공 게이지 진공/압력밸브

► 전단펌프 : Mech. booster pump   

► 후단펌프 : Oil rotary pump

► 메이커 : Local or Ulvac

► 형식 : Pirani vacuum gauge

► 메이커 : Ulvac or Inficon

► 측정점 : 압력밸브 후단 배관

► 챔버측 : 압력밸브

► 펌프측 : 진공밸브

► 압력게이지



◆ 제어반 : PLC 제어 및 Touch panel interface 또는 PC HMI 통합제어

_제어반



_냉각순환방식

내부 냉각 방식
[Intra Cooling Type]

외부 냉각 방식
[Extra Cooling Type]

◆ 냉각가스 순환 방식 : 열교환기 및 Blower를 챔버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