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namic

Evolving

진공로
Vacuum Furnaces

신소재부품의 파트너

PARTNER
of Materials & Parts

Introduction

회사 개요 Company Outline
이름
대표
자본금
총자산
생산품목
종업원수
공장면적

㈜썸백[Thermvac Inc.]
최인석[Inseok Choi]
9억원[U$800,000]
37억원[U$3,400,000]
진공로, 가압로, 특수분위기로
17명[17 Persons]
대지 1500평 / 건물 600평,[4,500㎡]
조립동/제관동/제어동/사무동

Dynamic

Evolving

연혁 History
2015
2014
2014
2014
2014
2013
2012

TaC 코팅용 초고온 CVD Reactor 개발
저항가열식 SiC 단결정 장비 개발과제 선정 (중기청)
다실형 20bar 가압

퀘칭로

개발과제 선정 (산업부)

중국 시장 진출 (진공 Rotary Kiln)
중국 상하이 지사 설립 (앤펑)
초고온로 개발
9억원으로 자본금 증자

2011
2008
2007
2005
2004
1999
1993

SiC CVD Reactor 개발
ISO9001 : 2000 인증
일본 시장 진출 (MIM 진공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자가 공장 이전
제조업 전환
Offer Business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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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Core Competence

고품위 진공로 개발 역량

Development of High-end Vacuum Fce

R&D 과제기획력
R&D Planning

전략적 마케팅
Strategic Marketing

열유동 해석검증기술
Engineering & Analysis

장치 제작 설계 기술
Manufacturing Skills

기술개발의 방향 R&D Orientation
고부가 장치 개발을 위한 선진 Platform 구축

Building of Advanced Platform for High-end Application

가압/다실형

Multi Room /
Pressure Platform

결정성장

Crystal Platform

고
부
가
기
술

세라믹증착
대형
Large Size
Vac. Fce

CVD/CVI
Platform

신
혁
술
기
분위기로

대기로

중소형
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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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설계·외주제작·A/S

전체설계·내작·Maintenance

2002 ~ 2011년

2012 ~ 2015년
Thermvac Inc.

Technology

해석 기술 Analysis
자체 프로그램 및 상용코드에 의한 발열 및 유동 조건의 탐색 (House Program & Commercial Code)
“House Program(220여종)”

“Commercial Code”

- 열해석 / 구조해석 / 유동해석 2D Program
- Furnace 설계 Program

- 구조 안전성 / 열전달율 평가
- 열전달-열응력 연계 해석

• 가열실 내부의 축열, 전열, 방열 해석
• 발열면 배치 및 발열량 분배 최적화
• 가열회로의 적정 분할(Zone/Circuit)

• 가스유동조건에 따른 냉각커브 도출
• 가열실 내 가스 유동 경로 해석
• 가스 In-out 포트의 개수/위치 선정

설계 기술 Design
진공로 제반요소설계 (Design of Vacuum Furnace)
“Vacuum Chamber”

“Hot Zone”

- 설계요소 : 동체 Body / 플랜지 / 도어
- 해석·계산 : 압력용기 강도계산 및 해석

- 설계요소 : 발열체, 단열재, Retort Muffle
- 해석·계산 : 발열량, 방열량, 열팽창, 저항

“Evacuation/Gas Supply”

“Hot Zone Cooling”

- 설계요소 : 펌프 선정, 가스공급, 가스배기
- 해석·계산 : 진공배기계산, 배관저항, 분압제어

- 설계요소 : 열교환기, 순환팬, Planum
- 해석·계산 : 압력, 풍량, 유속, 전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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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 기술 Cannery

공정 운영 방향 Insourcing Oriented
• 기본방침 : 내작 ▶ 전공정 품질관리
• 외주항목 : 재료 절단, 보링, 후가공
• 환경관리 : 제관동/제어동/조립동 구분

제관 품질 관리 Quality Management
• 용접부 품질
- 규격구분 : Flange 부 vs Port 부
- 기본방침 : V 사상, 저전력, 후육
• 직각/수평도 품질
- 챔버 내 수직 수평 Point Wire 설치
- 직각 포인트 세팅 Jig Flange
- 용접 후 곡직 가공
• Level 품질
- 상판 기반 제관 및 조립 (5M * 6M 5종)
- 공정 단계마다 Level Gauge 측정

제작 공정 Work Process
가공 Machining
기초소재

절단, 롤링, 벤딩

C 사상, 용접

보링

[Steel]

[Outsourcing]

[Flange]

[Outsourcing]

용접

응력해소, 곡직

표면처리 & 도장

본체 완성

[Port & Accessories]

[Pressure Leak Test]

[Outsourcing]

[Helium Leak Test]

제관 Cannery

조립 Assembly
축로

전기배선

가스/진공 배관

유틸리티 라인

[Heater/Insulation]

[Power & Control Box]

[Gas Flow & Evacuation]

[Water, Air, Gas]

진공(Vacuum)

Shop Test

승온(Heat-up)

냉각(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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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vac Inc.

Ability

공장 구성 Factory Floor
대지 : 1,500평, 건물 : 600평, 층고 : 10m/15m, Building : 1800㎡, Height : 15M

가공실

제관동

Machining

축로실

Cannery

제어동

Electric Control

Hot Zone

조립동

장비실

Assembly

Test Furnaces

제작/사후관리 조직 Organization

대표이사
C.E.O.
기술고문
Tech.
Advisor

관리
Administration

기술연구소
R&D Lab

생산
Production

총무
경리

구매
자재

가공
용접
제관

조립
축로
배관

제어
설계
배선

설계
제도
계산

해석
열유동

접수

이력관리

구조변경

로실∙배관

제어

시운전

진단

유지보수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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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수행이력 Gov’t R&D Project
지식경제부
• 1톤 용량급 20Bar 가압 및 오일 퀘칭용 다실형 진공 열처리로 개발 2014.06~2017.05
2010.07~2012.04
• 차세대 생산용 실리콘 잉곳 Casting Furnace 개발
2005.06~2005.05
• 기상응축 열교환을 이용한 전구간 고정밀 등온 가열로 개발
• 에너지 절약형 고온 카본 발열체의 개발

2001.12~2003.09

중소기업청
• 저항가열방식 기반 SiC 단결정 성장장치 개발
• Vertical/Horizontal 겸용 SiC CVD Pilot 장치 개발

2014.07~2016.06

• GPS 개발
• 태양전지용 실리콘 잉곳 Pilot Casting Furnace 개발

2009.06~2011.04

2011.05~2013.04
2009.05~2011.04

기타
• 진공 플라즈마 열원 개발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 히터 연결봉의 구조건전성 평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4.10~2004.12
2004.06~2004.11

• 통합최적설계를 이용한 고효율 초고온 진공로 설계기술 개발 (에너지공단) 2002.07~2004.06

기술관리능력 Management System
고객∙기술관리 Management Intranet (Project Ware)

“현장 / AS / 고객관리”
- 계약장비별 설계 제작 시운전 일정관리
- 고객사별 납품장비에 대한 이력관리
- 도면/사양/구매/제작/AS Total DB

ERP System (Loss Zero)

“자재 / 외주 / 원가관리”
- 원자재 입고, 출고 및 투입 관리
- BOM 구성에 따라 공정별 소모량 관리
- 정확한 원가산출 및 장비구성품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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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vac Inc.

Products

진공소결로

Vacuum Sintering Fce

TVSinter: 금속, 세라믹, 카본 성형체를 1300~2400℃ 영역의 진공 또는 가스분위기에서 소결 처리

진공 탈지소결로

Vacuum Dewax & Sintering Fce

TVOnestep: 진공 또는 가스분위기에서 금속, 세라믹, 초경 성형체의 탈지~소결 원스텝 처리

초고온로

Ultra High Temperature Fce

TVUHT: 불활성 가스분위기에서 카본 또는 세라믹계 재료의 초고온 처리(23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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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Hot Press Fce

진공 Hot Press
TVPressure: 세라믹 또는 금속 분말을 몰드에 충진하고, 상하축으로 가압하면서 고온에서 소결

Gas Pressure Sintering Fce

GPS
TVPressure: 질화물계 세라믹이나 써미트, 초경재료를 10~100 bar의 가스로 가압하면서 고온 치밀화 소결

가스압

퀘칭로

High Pressure Gas Quenching Fce

TVQuench: 강재를 가열하여 오스테나이트 유지후 3~20 bar의 가스압으로 급냉하여 마르텐사이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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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vac Inc.

Products

다실형 진공로

Multi Chamber Vacuum Fce

TVMulti: 게이트밸브와 이송기구로 피처리물을 챔버 간에 이동시키면서 연속공정으로 열처리

분말합성연속로

Powder Processing Continuous Fce

TVContinue: Carbon Hot Zone의 Pusher형 연속로로서 고온 분위기가스와 반응시키면서 분말합성

진공 Rotary Kiln

Vacuum Rotary Kiln

TVRotate: Carbon 진공로 내에서 Tube를 회전시키면서 원료분말과 분위기가스의 반응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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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 CVI Reactor

Temp. Gradient CVI Reactor

TVCoat: 피처리물에 두께방향으로 온도경사를 부여하면서 내부로부터 화학기상반응물을 증착

CVD Reactor

Ceramic CVD Reactor

TVCoat: Carbon 반응실 내에서 가스분압, 유동방향, 온도를 제어하면서 세라믹 막을 기상합성

결정성장로

Crystal Growing Furnace

TVCrystal: 히터의 온도경사와 가스분압을 제어하면서 승화법이나 캐스팅법으로 단/다결정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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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vac Inc.

Application

카본분야 Carbon Industry

상부장입 탄화로 (C/C Carbonization)

C/C 흑연화로 (C/C Graphitization)

하부장입 탄화로 (Fiber Carbonization)

분말합성 연속로 (Carbon Powder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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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필름 흑연화로 (Sheet Graphitization)

고순화로 (Carbon Purification)

TG CVI (C/C Infiltration)

카본섬유 흑연화로 (Fiber Graphitization)

13

Thermvac Inc.

Application

세라믹분야 Ceramic Industry

분말합성 R/Kiln (ALON Powder Processing)

TaC CVD (TaC Film on Carbon)

분말합성 연속로 (BN Powder Processing)

상압 소결로 (Sintered 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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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소결로 (RBSiC Sintering)

분말합성 진공로 (SiC Powder Processing)

SiC CVD (SiC Film on Carbon)

메탈라이징로 (Ceramic Metal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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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vac Inc.

Application

금속 열처리 Heat Treatment

3실형 열처리로 (3 Chamber Heat Treatment)

진공차단기 브레이징로 (VacuumInterrupter Brazing)

금형 퀘칭로 (Mould Que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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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형 퀘칭로 (2 Chamber Gas Quenching)

진공 합금소결로 (Copper Alloy Sintering)

벨로즈 열처리로 (STS Bellows Annealing)

17

Thermvac Inc.

Test Furnaces

진공 소결로 Vacuum Sintering Fce
고융점금속 Hot Zone

- 피처리물
- 사용온도
- 적재규격
-분 위 기
- 장입방식

:
:
:
:
:

금속, 세라믹
2,000℃
60Ø*100H
Vacuum, H2, N2
전면도어 개방

Graphite Hot Zone

- 피처리물
- 사용온도
- 적재규격
-분 위 기
- 장입방식

: 금속, 세라믹, Carbon, 초경
: ~ 1,650℃
: 600W* 400H* 600L
: Vacuum, N2, Argon
: 전면도어 개방

Pressure Sintering Furnace
축가압 소결로 (Hot Press)

- Application : 소결/접합
- 사용온도 : ~2,200℃
- 몰드규격 : 200Ø
- Hot Zone 재질 : Graphite
- Pressing Force : 100 Ton

가스압 소결로 (GPS)

- 피처리물 : 질화물계 세라믹, 초경
- 사용온도 : 1,900℃
- 적재공간 : Ø200 * 300H
- Hot Zone 재질 : Graphite
- 가압범위 : 100 Bar

SiC CVD Reactor

단결정 성장장치 SiC Grower
- 장비형식
- 사용온도
- 결정규격
- 온도제어
- 진공배기
- 가스제어

:
:
:
:
:
:

저항가열식 PVT
1,950 ~ 2,400℃
2 inch / 4 inch
2 Zone 분할제어
Turbo + R/P
MFC

- 장입재료 : SiC or Carbon Bulk
- 사용온도 : 1,700℃
- 적재공간 : Ø350 * 400H
- Source Gas : MTS, H2
- Gas Flow : Horizontal & Vertical
- Pressure Range : 10 ~ 760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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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ites

DACC

흑연화로

TCK TaC CVD

LS산전 브레이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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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믹스

상압소결로

DACC TG CVI

LS산전

소결로

전남TP 대형소결로

KNJ SiC CVD

한국씰마스터 열처리로

OCI 초고온로

코미코 메탈라이징로

세라믹기술원 고순화로

재료연구소 GPS

화인테크 Hot Press

중국 SICCAS
진공 Rotary Kiln

Thermvac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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