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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브레이징・소결・열처리



◆ 진공브레이징

응용1

특성

▷ Flux를 사용하지 않고 청정하게 광택을 유지하며 변형이 없음

▷ 특히 철금속과 비철금속의 접합에 우수한 접합 품질 구현

▷ 고진공~상압~가압의 공정 분위기에 대응

강종 STS, 탄소강, 동, 니켈합금강, 티타늄, 탄탈륨, 몰리브덴

◆ 진공소결

특성

▷ 분말재료의 성형체에 열 또는 열과 압력을 가하여 원재료의
용융이나 산화 발생 없이 치밀한 고상으로 처리

▷ 정확한 온도 제어와 온도 분포가 가장 중요한 공정 변수이며, 
다른 열처리보다 공정 온도가 높음

강종 스테인레스, 7-4PH / 15-5PH, Alloy 718, 탄소강, 고장력강, 기타



◆ 진공 어닐링

특성
▷ 경도를 낮추고 연성을 향상시켜 후속 가공이 용이하도록 함

▷ 변형 없이 깨끗한 표면상태로 광택을 유지

강종
스테인레스, 합금강, 공구강, 분말소결체, 전기합금강, 동, 황동,

티타늄 합금강, 니켈합금강

◆ 진공 석출•시효 경화

특성
▷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청정한 광택 처리

▷ 진공에서의 정확한 온도 제어가 가장 중요한 공정 인자

강종 스테인레스강, 고합금강(마레이징강), 인코넬

응용2



Touch 간단 제어에서 PC 통합 원격제어까지 다양한 제어방식 선택

썸백 특장점

진공 열처리의 공정 특성과 고객 요구를 100% 구현합니다

규격 외의 고객 주문 사양에 대해 열해석∙계산에 의한 최적화 대응

발열부 최적 설계로 모든 장비 규격에서 ±4~10℃의 온도 분포 구현

정확한 열교환기 및 블로워 용량 계산과 최적의 냉각 회로 설계

피처리재 표면의 오염과 산화를 방지하면서 광택 유지

제품형상 또는 적재방식에 따라 수평형 또는 수직형으로 설계 제작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재현성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열처리 수행

Graphite 또는 몰리브덴의 가열실 재료를 선택적으로 사용



표준사양

항목 사양

챔버형식 수평 또는 수직형 (고)진공 열처리로

장비용도 진공브레이징,  금속분말소결,  금속열처리

사용온도 400 ～ 1350℃

적재공간 96L ～ 1500L

온도분포 ±4～10℃[1000℃,  무부하,  9～13점] 

승온속도 5 ～ 10℃/분

가열회로 2 ～ 6 회로

온도측정 K type, J type or C type 열전대

가열실 재질 Graphite or Molybdenum 

공정분위기 (고)진공 또는 분압 가열,  질소 상압 냉각

저진공배기 MBP + Dry Pump or Oil Rotary Pump

고진공배기 Diffusion Pump or Cryo Pump 

Leak Rate 1×10-3 Pa·㎥/sec 이하

강제냉각 열교환기 & 내열팬,  내부순환 또는 외부순환

시스템 제어 PLC Control,  Touch Panel or PC Interface 

선택사양 Lift Car,  냉각수 폐순환 시스템



표준제작규격

모델명 TVHT-400 TVHT-600 TVHT-800 TVHT-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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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입중량 300Kg 600Kg 1200Kg 2500Kg

공정온도 400~1350도

온도분포도 ±4~10℃

도달진공도 1 Pa

전원전력 AC 380V, 3Ph.

선택사양

1. 가열실 재료 : Graphite or Molybdenum

2. 고진공 사양 : 오일 확산 펌프, 크라이오 펌프

3. 강제냉각장치 : 외부순환방식 또는 내부순환방식

4. 대류가열장치 : 700℃에서부터 가동하는 내열 교반팬

5. 챔버 형식 : 수평 원통형 또는 수직 원통형



장입량별 온도분포의 해석(600Kg ~ 1500Kg) ±4~10℃ 유효규격의 탐색

열분포해석



수소 분위기에서 샘플 5개의 온도장 해석 가스출구 위치에 따른 유동해석

열유동해석



◆ 현장설치조건, 제품형태, 적재량, 제품적재방식에 따라 챔버 형식과 규격 결정

챔버

환경분석

► 단열재 외벽온도 : 300℃

► 압력 : 내압 – 진공 /외압 – 대기압

► 수냉쟈켓 압력

- 냉각수 압력 ： 3Kgf/㎠

- 내부 진공압력 : (-)1Kgf/㎠

구조형식

► 형식 : 수평 또는 수직 원통형 진공챔버

► 구조 : 수냉이중벽, 전후/상하도어 개폐

► 재질 : STS304(내벽•외벽）

SS400(플랜지)

► 내부표면처리 : Buffing #300



◆ 사용온도, 분위기, 적재량 및 적재방식에 따라 히터 및 반사판의 형태와 규격 결정

가열실_고융점금속



◆ 사용온도, 분위기, 적재량 및 적재방식에 따라 히터 및 단열재의 형식과 규격을 결정

가열실_Graphite



◆ 공정특성, 가열실 재료, 피처리물 조건에 따라 배기장치의 종류와 형식 결정

진공배기장치

진공펌프 구성 진공 게이지 배기제어

► 백업 : Dry or Oil rotary pump

► 가속 : Mech. booster pump

► 고진공 : Diffusion or Cryo pump

► 저진공 : Pirani or Diaphragm

► 고진공 : Ionization or Penning

► 측정점 : 챔버측 및 배관측

► 배기속도 : 저속배기, 정상배기

► 분위기 : 진공 또는 가스 분압

► 냉각가스 : 가스 Backfill 라인



◆ 저전압, 고전류의 진공로 전력특성에 최적화하면서 전력효율을 향상

전력공급장치

SCR 변압기 전력공급선



◆ 기타 장치 : 진공로 생산공정의 효율 향상과 유지보수의 편의성 제고

기타장치

강제냉각장치 제품장입장치 배기부산물 포집장치

► 내열 블로워

► 열교환기 : 대향류, 핀튜브

► 순환 배관 : 외부순환, 내부순환

► 전동 유압식

► 상하승강 및 전후이동

► 1인 작업용 Remote control 

► 장치형식 : 증기트랩, 분진필터

► 설치방식 : 2~3단 병렬 또는 직
렬

► 포화감시 : 장치 전후 압력감시



◆ 제어반 : PLC 제어, 터치판넬 인터페이스 또는 PC 통합환경 HMI 제어

공정 모니터 프로그램 설정 Trend Parameter 설정

개별히터 전력 전체히터 전력 Alarm 설정 Alarm 이력

제어반



카본재 가열실

금속재 가열실

납품사진
◆ Molybdenum 가열실 : Cu+Al2O3 진공 브레이징, Carbon 가열실 : 무산소동 소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