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 소결 기술 소개
나노템사의 세라믹 소결 기술은 독자적인 세라믹 소결기술로 현장이 요구하는
이상의 도구를 개발 · 기존 세라믹의 문제점을 해결 · 선진기술의 진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실현하였습니다

* 나노템사 세라믹 소결기술
-. 특수 소결 조제로 세라믹 소결시 조제첨가에 의하여 소결성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 조제와 주재의 공정(共晶) 반응에 의하여 완전 소결이 가능. 분진의 발생이 없습니다.
=> 기공사이즈 (1~200㎛) / 기공율 (10~60%)의 기공의 사이즈와 기공율을 자유자재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소기공

대기공
소결네크
일체성형기술
완전소결 사례

기공제어 사례

-. 완전소결 제품의 특장점
기존 세라믹 제품들은 세라믹 분말을 약 1300℃이상에서 녹여 액체상태에서 세라믹 분말을 소결,
기공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미세기공의 균일한 사이즈 관리 및 여러 사이즈의 기공 제작과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소결 후에도 세라믹 분말간의 결합력 부족등으로 강도가 약하며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라믹 분말이 떨어져 나와 자체 분진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노템사가 개발한 특수조제와 조제와 주재간의 공정반응에 의한 완전소결방법은 상기 기존 제품의
문제를 해결하며 기공사이즈 및 기공율의 자유로운 제어와 분진 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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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템 세라믹 소결 기술 응용
종래의 진공척은 알루미늄이나 스텐레스의 흡착면에 홈
홈, 구멍을
설치하여 워크를 흡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진공 흡착판에서는 워크가 홈,구멍에 빨려 들어가
고정도의 흡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불가능하였습니다
나노템은 서브미크론에서 수백미크론까지 기공을 조절할 수 있는
다공질 세라믹을 개발.
미세한 기공에서 공기를 흡입, 분출하며 세라믹표면에 연마물을
붙여서 작업이 가능하고 흡착표면에 변형이 생기지 않는
신개념의 진공 플레이트를 실현 하였습니다.

기존 제품

나노템 다공질세리믹제품
워크

알루미늄, 스텐레스

표면기공에 의한 변형문제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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