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조 산업용

열간 등방압 프레스 
(HIP Hot Isostatic Pressing)



 열간 등방압 프레스법(HIP: Hot Isostatic Pressing)은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 제조사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활용되어온 
공법이다.  HIP는 기공 등 캐스팅 결함을 제거하는데 사용되어 
제품의 물성을 극적으로 개선한다. 

HIP의 일반적 압력은 400 ~ 2,070bar (5,800~ 30,000 psi)이며 온도는 최대 
1,400°C (2,552°F)까지 올라간다. 이를 통해 이론밀도 100%를 달성하며 핵심
적 고성능 재료의 연성과 내피로성을 개선할 수 있다. 대부분 실형상(net shape) 
또는 근사형상(near net shape)의 형태의 부품을 성형한다.

고성능 부품 성형을 위한 검증된 공정  
열간 정수압 프레스법의 일반적 용도는 주물의 결함 치유, 티타늄 분말 소결, 이
종의 금속 또는 합금의 확산접합(diffusion bonding) 등이 있다. 최근에는 초대
형 주물이나 T6을 통한 알루미늄 부품의 열처리, HIP 가스 조합 변경을 통한 철
제 재료 담금질 등 새로운 용도로도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일반 용도
»  캐스팅 결함 제거
»  금속 분말 또는 세라믹 부품의 소결
»  확산 접합(diffusion bonding)

HIP이 적용가능한 신규 용도
»  초대형 주물
»  초대형 HIP 클래드 P/M을 고체로 또는  
 P/M을 P/M 웨어 구성품으로 전환
»  금속 사출 성형 부품
»  HIP 처리 된 부피 큰 P/M 부품은 제조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단조품(Forgings)을  
 대체 가능

주조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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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이 필요한 이유

~100%에 가까운 이론 밀도
»  부품 수명 연장
»  수명 예측 가능
»  벽 두께 절감

물성 개선
»  기계적 성질 개선 예: 금속피로, 마모, 신장
»  산포(scatter) 절감
»  부식 특성 개선

보다 효율적인 생산 공정
»  스크랩률 절감
»  NDT 감소

알루미늄에 엔진 블록 적재

사진 제공 Bodycote



HIP 공정과 열처리 
공정을 한번에

Quintus Technologies의 균일급속냉각(URC® Uniform 
Rapid Cooling) 및 균일급속담금질 (URQ®:Uniform Rapid 
Quenching) Furnace를 통해 사이클 타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심지어 HIP 공정과 열처리 공정을 통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산 단계를 줄이고, 에너지 소모량 및 비용을 절감하며, 
기계 가공이나 도색 등 부품의 후처리 공정 준비성을 높일 수 있다. 

알루미늄 기공 제거 
알루미늄 기공 제거는 응력 레벨이나 고장에 이르기까지 사이클 수 등 피로 수명 
측면에서 극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적절한 조건에서 HIP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 
10배 가까운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적절한 조건을 HIP 공정, T6나 에이징 작업 
같은 후처리 공정에 적용하는 경우, 사이클 타임을 50% 가까이 줄일 수 있다.

항공 산업용 부품 개선  
전세계 설치된 HIP 시스템 중 50% 이상이 항공 산업용 티타늄이나 슈퍼 합금
의 성형 및 물성개선에 활용된다. 오늘날 HIP 공정은 항공기 엔진 내 컴프레서
나 터빈 블레이드의 수명을 연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공
정이다. 합금 시스템의 종류를 불문하고, HIP 시스템은 물성을 최적화하고 비용
을 절감하며 높은 품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
되고 있다.

HIP 담금질이 제공하는 가치

최대 3,000°C/분의 냉각률을 통해 URQ는  
다음을 제공
» HIP 사이클에 열처리 공정 포함 가능
» 일반적 공정에서 공정단계를 제거할 수 있어,  
 생산성 증대 및 kg 당 비용 절감 가능

전통적 열처리 공정 대비 장점
» 높은 정확도로 프로그램 기반 온도 배분
» 열 변형력 낮음
» 크래킹(Cracking) 낮음

신규 및 특수 재료 성형가능
» 재료 최적화
» 금속피로 및 연성 개선

알루미늄 공정용 열처리
사진제공 Matthew M. Diem

항공산업용 부품 개선
자료 제공 Bodyc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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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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