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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백 고순화로 특장점]

ThermVac

고순화로
특장점

방전발생의 억제와 함께
방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챔버의 오염도 방지하는
밀폐 전극 구조

방전방지와 수명연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전극, 커넥터, 
히터의 표면부하와 전류밀도를
안전하게 설계

초고온 과열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열실 내외의 온도와
전력이상을 3중으로 감시

순화가스 vs 보호가스의
유로를 별도로 하면서 각
압력을 차압 제어함으로써
가열실의 오염을 최소화

펌프 전단의 필터와 후단의
배기역류방지 장치, 그리고
펌프 자체의 세정 기능으로
Dry Pump 3중 보호

열전대 이동 및 방사온도계
측정기구의 최적화로
온도제어의 정밀성 확보

DC 전원 선택사양

제품형상 또는 적재방식
에 따라, 또는 현장의 공간
여건에 따라 수직형 또는
수평형으로 선택 대응

머플 개폐와 도어 개폐를
연동함으로써 장입작업이
신속하고 용이함



l 가열실 내부 온도

l 단열재 1차 온도

l 단열재 2차 온도

각부 온도 감시 히터 전력 감시 누전• 방전 감시

과열/

단열재

열화 감시

히터

안정성

감시

전기

안전성

감시

가스 누설 감시

가스

안전성

감시

[고순화로 안전장치]

l 변압기 2차 전력

l SCR 2차 전력

l 전류 • 전압 감시

l 절연저항 : 0.1㏁ 이상

l 누설전류 : 1/2000 이하

l 방전감지 : 이상전류감시

l 염화 수소 감지기

l 산소 농도계

l 자동 리크 체크



1. 히터 인가 전압 관리
공정가스별 20 ~ 35V

2. 전극 설계

대류방지 밀폐구조 & 전극/단열재 간격 & 절연애자

3. DC 전원

방전발생 원천방지 & 전력효율 제고

[고순화로 방전억제기구]



▲ 6면가열 온도분포 ▲ 4면가열 온도분포▲ 6면가열 vs 4면가열 비교

[고순화로 열해석_열유동]



[고순화로 열해석_열응력]

히터 Assembly 최대응력 히터 Assembly 변위예측

전극부 최대응력 히터 체결방식 검증



[고순화로 표준사양]

항목구분 사양

장비형식 수평 또는 수직형 초고온 가스반응 진공로

피처리물 카본소재 또는 부품

사용온도 Nor. 2000 ~ 2200℃ [max. 2400℃]

장입중량 500 ~ 1200Kg

온도 균일도 ±6~12℃[2200℃,  무부하,  머플측면 대각선 3점] 

승온속도 2 ~ 10℃/분

온도측정 Pyrometer [온도검증 : C type 열전대] 

가열실 재료 Graphite 

Retort Box 사각 박스형 또는 다각 원통형 Graphite CIP Muffle

공정가스 HCl 또는 Cl2 [순화가스],   질소 [보호가스] 

분위기제어 Pulse Cycle 제어,  가스분압 제어

공정압력 1 ~ 90 KPa

진공배기 MBP + Dry Pump [ 40분 이내 1Pa 이하,  무부하] 

Leak rate 1×10-3 Pa·㎥/sec 이하

강제냉각 2,200℃ → 200℃ 약 18~30시간

발열전원 AC 3Φ 또는 6상 반파정류 DC



수평형

수직형

[고순화로 제작규격]

모델명 TVUTP-H500 TVUTP-H600 TVUTP-H800 TVUTP-H1200

장입규격 (mm) 1000 * 1000 * 1000 1000 * 1000 * 1500 1200 * 1200 * 1800 1500 * 1500 * 2000

장입중량 (Kg) 500 Kg 600 Kg 800 Kg 1,200 Kg

가열전력 (KVA) 660 KVA 800 KVA 1,000 KVA 1,200 KVA

모델명 TVUTP-V550 TVUTP-V650 TVUTP-V700 TVUTP-V1000

장입 규격 (mm) Φ1000 * 1500H Φ1200 * 1500H Φ1200 * 1800H Φ1500 * 2000H

장입 중량 (Kg) 530 Kg 630 Kg 700 Kg 1,000 Kg

가열 전력 (KVA) 640 KVA 720 KVA 780 KVA 1,020 KVA



[고순화로 세부구성_진공챔버]

3相-6相 変圧器

► 단열재 외벽온도 : 650℃

► 압력 : 내압 – 진공 /외압 – 대기압

► 수냉쟈켓 압력

- 냉각수 압력 ： 3Kgf/㎠

- 내부 진공압력 : (-)1Kgf/㎠
ST
EP
1

환경
분석

► 형식 : 수평형 진공챔버

► 구조 : 수냉이중벽, 전후도어 개

폐

► 재질 : STS316L(내벽）

STS304(외벽・플랜지)

► 내부표면처리 : 내식 내열 도장

ST
EP
2

구조
형식



[고순화로 세부구성_가열실]

머플

► 재질 : Graphite Rigid Felt

► 두께 : 150T ㎜

► 내벽처리 : C/C & Foil 라이닝

► 재질 : Graphite CIP 

► 구성 : 히터, 커넥터, 전극

► 배치 : 전후좌우상하 6면, 상하좌우 4면

► 회로 : 3존 6회로 또는 2존 4회로

► 재질 : Graphite CIP

► 형식 : 판재조립 4각 박스

► 체결부품 : C/C(카본 복합재)

► 도어 : 챔버 도어와 연동하여 개폐

발열체

단열재



[고순화로 세부구성_진공배기장치]

3相-6相 変圧器

진공펌프 구성 진공 게이지 배기제어

► 전단펌프 : Mechanical Booster  

► 후단펌프 : Screw type 드라이 펌프

► 메이커 : Edwards or Busch or Ulvac

► 형식 : Diaphragm Manometer

► 메이커 : MKS or Inficon

► 측정점 : 머플내부/외부 및 배관

► 배기속도 : 초기저속배기, 정상배기

► 머플내외 : 공정가스 vs. 보호가스

► 공정구분 : 펄스사이클 vs. 분압제어



l 히터 배치 : 전후좌우상하 6면 또는 상하좌우 4면

l 회로 분할 : (전후 도어), 동체상부 전후, 동체하부 전후

l 장치 구성 : SCR+변압기+DC 정류장치

정류방식 : 6상 반파 정류

l 직류전원의 장점 : 방전억제, 히터진동방지,

교류 임피던스 손실의 최소화, 전력안정

l 동력 라인 : 부스바 & 수냉 케이블

[고순화로 세부구성_전력공급장치]

DC 정류장치

3상-6상 변압기



시료대

낮은 축열량과 견고성

l 카본 복합재

l 판재 격자 구조

l 가볍고 고강도 유지

강제 냉각 장치

공정사이클 단축

l 단열재(가열실) 개방

l 가열실 내외 질소 순환

l 2200℃→200℃ /18~30hr

Dry Pump 3중 보호장치

오버홀 주기 연장

l 특수 섬유 분진 필터

l 자체 Solvent Cleaning

l 배기측 질소 버퍼

제품 장입 장치

1인 작업형 Fork Lift

l 700~1500Kg 내하중

l 제품 장입 인출

l 머플 장입 인출

[고순화로 세부구성_기타장치]

전동 Lift Car

C/C 시료대



[고순화로 세부구성_제어반]



[고순화로 여타형식_수직형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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