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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HIP 시스템: 
기능 및 장점

Hot Isostatic Pressing
열간 등방압 프레스법(HIP: Hot Isostatic Pressing)은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금속 및 세라믹 부품의 내부 결함을 
제거하거나 물성을 개선하는 데 상용되는 공법이다.

HIP 공정은 높은 등방압 아래 고온을 가하여 밀도 100%의 완전 소결체를 가공하는 
공정이다. 최근 Quintus의 특허품인 URC®, URQ® Furnace가 개발됨에 따라 HIP 
내에서 열처리 공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HIP 공정과 결과품의 후처리 공정을 결합
하는 경우, 생산 공정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가공품 품질관리가 가능
해진다.

Quintus 컴팩트 HIP 시스템
전기로가 장착된 원통형의 권선형 압력 용기에 재료를 먼저 투입한다. 절연 덮개는 
열 차폐로 작용해 수랭된 압력용기를 열에서 보호한다. 다른 대안 물질도 존재하지
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압력 매체는 아르곤이다.

Quintus의 컴팩트 HIP 시스템은 일반 스키드상 탑재된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 유닛으로 제공된다. 소규모 생산시설 또는 실험실 및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 

QIH 15L, QIH 21, QIH32 및 QIH48은 설비 캐비닛과 오퍼레이터 패널을 포함하는 
단일  스키드상 탑재되어 제공된다. QIH60은 몇가지 메인모듈로 구성되어 제공되
며, 현장에서 단일 소형 유닛으로 조립한다. 

각 모델은 HIP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서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고온 컴프레서를 포함하는 진공 가스 시스템. HIP, 밸브, 센서 설비에 압력을  
 가함. 가스 재수집 펌핑 기능도 탑재해 사이클당 가스 소모량을 최소화함.
»  1차 진공 펌핑용 진공 시스템 
»  양 Furnace, 모터 일체, 센서 장비, 전자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시스템
»  작동 중 압력용기를 냉각할 냉각 시스템 
»  기계 작동 용이성을 위한 제어시스템(PLC) 및 HMI

모든 모델에는 HIP 시스템의 적하역을 지원하는 빌트인 크레인이 탑재되어있으며, 
보다 규모가 있는 모델의 경우 상단 폐합 원격 조종기, 작업물 적재 스테이션,  
Furnace 덮개용 파킹스테이션을 갖춰 생산관련 운송을 지원한다.

HIP의 일반 용도
» 주물, 적층가공(AM: Additive manufacturing)  
 또는 금속 사출 성형(MIM: metal injection molded) 
 된 부품의 결함 치유
» 금속 분말 또는 세라믹 부품의 소결
» 핵심 구성품의 고밀도화 및 열처리
» 확산 접합(diffusion bonding)
» 3D 프린팅 또는 금속 사출 성형(MIM)된 부품의  
 후처리

HIP 필요한 이유
~100% 에 가까운 이론 밀도
» 부품 수명 연장
» 스크랩율 감소
» 수명 예측 가능
» 가볍고 저 중량의 설계 가능 

물성 개선
» 기계적 성질 개선 예: 금속피로, 마모, 마멸
» 물성상 산포(scatter) 절감
» 부식 특성 개선
» 기계 및/또는 광택 처리된 표면 품질 증대

열처리를 포함하는 HIP 공정
» 급속 냉각률 덕분에 Quintus URC® 및 URQ®  
 Furnace 를 통해 HIP 공정과 부품 열처리  
 공정을 통합할 수 있음이



균일급속냉각(URC®: Uniform Rapid Cooling)
Quintus Technologies의 URC Furnace 는 높은 생산성을 제공하며, 많은 경우 
HIP와 열처리 사이클이 통합되어 있다. URC를 통해 작업물의 모든 영역을 균일하
게 냉각할 수 있어, 처리된 부품의 열변형을 최소화한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작업물 안에서 압력용기 밖 냉각수로 이
동시키는 것이 효율적 급속냉각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며, Quintus 압력용기는 이
러한 조건을 충족한다. 

균일급속담금질(URQ®:Uniform Rapid Quenching)
극단적인 냉각 성능이 필요한 용도들의 경우, 전통적인 URC시스템의 냉각률이 충
분히 높지 않을 수 있다. 물성 개선을 위한 석출 경화나 마텐자이드 경화 등이 이러
한 용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균일급속담금질(URQ) Furnace를 탑재한 HIP시
스템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안전성
»  Quintus의 HIP 시스템은 프리스트레스 처리된(pre-stressed) 고장력의  
 스프링 강선으로 권선된 원통형이나 요크 프레임의 압력용기를 사용한다.
»  프리스트레스 처리를 통해 원통형 압력용기 벽의 잔류 압축력을 유지하면,  
 최대 작동 압력을 받는 경우에도 인장 하중을 제거하고 균열전파 및  
 취성파괴를 막을 수 있다.
»  Quintus HIP 시스템의 권선형 압력용기의 설계는 그 어떤 시스템과 비교해도  
 안전성, 신뢰성, 내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성능과 생산성에  
집중하는 HIP

HIP 사이클: 전통 냉각법과 URC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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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C® 최대 냉각률: 500°K/분. URQ® 최대 냉각률: 3,000°K/분. 모든 모델의 최대 작동 압력은 2,070 bar / 30,000 psi.

모델 크기.  
세로 x 가로 x 높

이 [m]

중량
[kg]

Hot Zone 측정치 [mm]

URC Furnace URQ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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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기술 글로벌 리더

Quintus Technologies(퀸투스 테크놀로지)는 고압 기술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입니다.

첨단재료의 고밀화, 판금 성형 그리고 식음료 분야의 혁신과 안
전 그리고 품질 수명의 향상을 위한 고압 시스템을 설계, 제작, 
설치, 지원합니다. 

퀸투스 테크놀리지는 에너지, 의료용 임플란트, 항공우주, 자동차 
그리고 식품제조 산업 내 고객에게 지금까지 1,900개가 넘는 시
스템을 제공해왔습니다. 본사는 스웨덴 베스테로스에 있으며 전
세계 45개국에 진출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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