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 Value Creation Through
Porous Ceramics Technology!
다공성 세라믹 기술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

technology
다공성 세라믹 소재 기술혁신 기업
한양대학교 실험실 창업 벤처 기업
국내 유일의 다공성 세라믹 제조 기술 보유
다공성 세라믹 응용 분야 | 무분진 단열재 세라믹 진공척 경량 내화갑 세라믹 필터 등

다공성 세라믹 제조 원천기술
세라믹스 매트릭스 중에 다수의 기공을 포함한 일종의 복합 소재
기공의 크기, 기공률 및 기공 형태 등 기공 구조 제어기술
마이크로포어 다공성 세라믹 3HX의 특징
높은 기공률과 높은 투과율을 갖는 3차원 망상 구조
High structural uniformity
High permeability durability
High thermal performance
기공 크기 1~10μm, 30~70μm
기공률 35~90%

다공성 세라믹의 기공 구조 사진
Pore

Strut
Window

다공성 세라믹 3HX Cellite ※X = S / A / C / M / Z
3HX Cellite
3HX Cellite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된 세라믹폼 기반의 다공성 세라믹을 말합니다.
3HX Cellite는 각종 세라믹 원료로 제조 가능할 뿐 아니라 내부 기공 구조가 균일하며 내구성이 높아
무분진 단열재, 진공척, 필터, 내화갑, 담체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3HX 제품 네이밍 예

3H s,400k
3H-Cellite

주원료

벌크 밀도

  

주원료 약자
S Silica (SiO2)
A Alumina (Al2O3)
C Silicon Carbide (SiC)
M Mullite (3AI2O3 2SiO2)
Z Zirconia (ZrO2)

3HX CELLITE™ Series
3HX CELLITE™ 제품은 실리카, 뮬라이트,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등 다양한 무기물질을 원료로 하여 제작됩니다.
또한 기공률, 기공 크기, 기공 형태 등 기공 구조(Pore structure)를 조절하여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다공성 세라믹 3HX의 적용범위
Model

3HS

3HM

3HA

3HC

3HZ

Chemical formula

SiO2

3Al2O3·2SiO2

Al2O3

SiC

ZrO2

Application

Ceramic
insulation

Crucible, Saggar

High temp.
insulation, Ceramic
vacuum chuck

Parts material for
semiconductor

Ultra high temp.
insulation

❖ 400k refers to 0.4 g/cm3, 500k refers to 0.5 g/cm3. (100k = 0.1 g/cm3)

Max. applicable temp.

1,200 ℃

1,600 ℃

1,800 ℃

2,000 ℃

2,200 ℃

Bulk density

❖

Porosity

300k

90%

400k

85%

500k

80%

600k

75%

700k

70%

500k

85%

600k

80%

800k

75%

1,000k

70%

700k

85%

800k

80%

1,000k

75%

1,300k

70%

500k

85%

600k

80%

800k

75%

1,000k

70%

1,000k

85%

1,100k

80%

1,400k

75%

Product
High structural uniformity!
High High permeability durability!
High thermal performance!

무분진 세라믹폼 단열재 3HS / 3HA
Particle-free thermal insulation
세라믹폼 단열재의 기공률은 최대 90%이며, 3HS의 경우 열전도율은 200℃~800 ℃ 범위에서
0.06~0.17 W/mK로 높은 단열 효과를 나타냅니다. 특히 파티클 발생이 없어 정밀 소재 생산 공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분야 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 / 반도체 열처리 장비 / 고온 진공로

Characteristics
3HS 단열재는 고객이 원하는 기공 구조에 맞추어 제작 가능
단열재의 밀도에 따라 3HS,200k / 3HS,400k / 3HS,600k / 3HS,800k 등의 제품군으로 분류 (1,000k = 1 g/cm3)
제품의 기공률이 높을수록 열 매개체인 고체 부분이 적어 단열 효과가 뛰어남
고온용 세라믹폼 제품군으로 3HA를 제작하고 있음

3HS Properties
Top

Total porosity

35~90%

Bulk density ➊

200k~800k

Pore shape

Spherical

Pore size

1~10μm, 30~70μm

Bending strength➋

7.5 MPa

Shore hardness (D)➋

75

Thermal conductivity
(400℃)➋

0.08 W/mK

Thermal expansion
(200℃~600℃)➋

3.7μm/m·℃

➊ 1,000k = 1.0 g/cm3  ➋ 3HS,400k 기준

Left

Rear

Air in
TC
Right

Front
Air out

Bottom

[시험로 단열재 구성]

Heat insulation property

Comparison with other insulation boards

4.0

구분

세라믹폼
3HS

글래스
세라믹 N11

세라믹
화이버

단열성➊

◎

×

◎

분진발생➋

◎

◎

×

굽힘강도

○

◎

○

가공성➌

◎

×

○

표면거칠기➍

○

◎

×

표면경도

○

◎

○

전력소모량[kWh]

3.0

3HS 전력소모량

2.0

세라믹 화이버
전력소모량
1.0
※전력소모량은 단열재의 벌크 밀도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음
0.0
100k

300k

500k

0.1

0.3

0.5

700k

900k

0.7

0.9

3

벌크밀도[g/cm ]

➊ 전력량 비교 그래프 참조 ➋ 분진 발생량 비교 그래프 참조
➌ 형상 가공 정도
➍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

Particle generation
[세라믹 화이버와의 분진 발생량 비교]

[전력량/분진 발생량 측정장치]

800

Furnace

3Hs,400K

Inlet

세라믹 화이버(하드보드)

Filter

분진입자 개수

600

Blower

Outlet
※3HS,400k 단열재에서는
0.5μm 크기의 입자 미검출

400

(측정장비 TS社 AeroTrac APC 9110I)

200

0
0.5

1
분진입자 크기[μm]

5

Inlet gas와 Outlet gas의 particle 개수를 detect하여
그 차이로부터 단열재에 의한 분진 발생량 측정
Inlet gas 앞단에서 H12의 필터 사용
(0.5μm 이상의 입자 99.5% 이상 차단)

Product

에어 플로팅 유닛 3HM / 3HA
Air floating unit
다공성 세라믹을 이용한 에어 플로팅 유닛은 사용 용도에 맞춘 재질 및 형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 부상물의 무게에 맞추어 기공 구조를 제어함으로써 내부 공기압, 유량, 부상 거리 등을
조정합니다. 또한 소결 세라믹 소재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카본 소재 등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기존 제품 대비 비산 미세 입자가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갖습니다.

Characteristics
사용 용도에 맞춘 재질 및 형태 선택 가능
평면도 30~50μm 이하로 정밀 가공 가능

Floating Tests
Porous plate
Material

Ceramic Porous
Plate

Dimension

950×100×10t

Pore size
(μm)

1~10

Utility_CDA
Bulk density➊
(kg/m3)

Air pressure
(MPa)

Air flow
(L/min)➋

2,200

10~20

1,900

20~40

1,600

0.3

40~60

1,300

60~80

1,000

80~

➊ Bulk density는 3HM 기준
➋ Air flow는 Air pressure에 의해 변동

[비접촉 이송용 플레이트의 원리]
다공성 플레이트

운동방향
Glass 기판
초박층
공기막

케이스
공기유입구

대면적 진공척 3HS / 3HM / 3HA
Large surface Vacuum chuck
기존의 금속 흡착판을 미세 기공을 갖는 다공성 세라믹으로 대체한 진공척 제품입니다.
타사의 제품과 비교하여 투과율이 매우 높으며 균일한 부착력을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550×550 이상의 대면적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또한 광투과 진공척, 열충격 진공척 등
특수 진공척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Characteristics
진공척의 핵심 부품인 패드의 소형화 및 경량화 달성
사용 용도에 맞춘 재질 및 형태 선택 가능
비산 미세 입자가 발생하지 않음 (실험으로 확인)
진공도에 견디는 고강도 발현
Application
광투과 진공척 3HS
열충격 진공척 3HM, 3HA

제품의 주요 물성
Category

Mechanical
characteristics

Chemical
characteristics

Pore
characteristics

Other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Unit

Value

Remark

Bulk density

g/cm3

1.0~1.5

3HS 기준

Bending strength

N/mm2

13

-

Sheet resistance

Ω/sq

107~108

-

Primary material

-

SiO2

Al2O3 is available

Surface pore size

μm

1~10

-

Permeable layer pore size

μm

30~70

-

Porosity

%

40~60

-

Color

-

Black

Others available

Product

세라믹 필터 3HA
Ceramic filter / Membrane

(주)마이크로포어에서는 세라믹폼 (Ceramic foam) 형태의 다공성 세라믹을 분진 제거용
필터로 개발하였습니다. 폐사의 세라믹폼 형태의 필터는 기존 섬유상 필터나 입자상 필터에 비해
역세 (Back washing) 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유체 투과 특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세라믹폼 필터 제조 시 소성 공정을 포함하여, 고온에 강하며 내화학성,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크기 및 형태로 제작 가능하여, 소규모는 물론이고 대규모 작업장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Characteristics
투과율
지지층 900~1,000×10-3m2
표면여과층 200×10-13m2
집진효율 99.9% (대상입자 크기 0.5~10μm, 분진농도 3.3×106mg/m3)
Application
미세 분진 필터
NOX / SOX 제거용 필터
반도체용 가스 필터

경량 내화갑 / 도가니 3HM
Light-weight saggar / Crucible

다공성 세라믹을 활용한 경량 내화갑은 작업성을 높여주며 적치 시에 무게 부하를 줄여줌으로써
한 번에 많은 양의 작업물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경량성으로 인해 열충격에 강하고
고온 조건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기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Characteristics
통기성이 높아 용기 내부 반응물까지 처리 가능
다공성이기 때문에 열 용량이 작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함
적치 시 무게 부하를 줄여줌으로써 한 번에 많은 양의 작업물 처리 가능
열 충격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고온 조건에서 사용 가능
Application
이차 전지용 내화갑/도가니
경량 통기성 내화갑/도가니

Product

촉매 담체 3HA
Catalyst support
최대 기공률 90% 및 1~10μm, 30~70μm의 기공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 nm 크기의
기공을 갖는 촉매를 표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흡착력과 양호한 유체 흐름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촉매담체, 항균소재로서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Characteristics
독자적인 성형기술로 제작한 고기공율의 비드형태 촉매 담체
기공이 상호간 연결되어 투과율 우수
비표면적 : 400~800m2/g (질소가스 흡착법 적용)
Application
은나노, 광촉매 TiO2 촉매 담체 (대기 정화, 음용수 처리)
촉매 담체 (화학, 에너지)
바이오 필터 (폐수, 폐기물)

Beads (Body)
Mesoporous silica (Support)
Catalyst

Catalyst + Support + Body
Cu
(Catalyst)

Mesoporous silica
Body
(Support)
(Ceramic foam)

[메조포러스 촉매 지지체 모식도]

[Support-Mesoporous silica]

[Body-Ceramic foam]

introduction
History
(주)환경소재연구소 법인설립
2019. 0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한양대학교 실험실 창업기업
05. 8세대 글래스 패널 열처리 장비용
2001. 01.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확인
단열재 납품
		특허출원 3건 (다공성 세라믹 제조법 외)
08.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08. (주)마이크로포어 법인명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2002. 06.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
2020. 02. 8세대 급 PI Curing 챔버 Door 부분
2005. 12. 수처리용 항균 세라믹 비드 인증
단열재 납품
2006. 08. 연료전지용 세라믹폼 소재 개발
03. 경량 통기성 내화갑 개발
2008. 01. 수소로용 고온 세라믹 단열재 납품
06. 기술평가 우수기업선정 TI-2
2010. 02. VOC 및 포름알데히드 제거용 촉매필터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
2013. 12. 집진 세라믹 필터 납품
개발사업 선정
2016. 10. 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 단열재 개발
		벤처캐피탈 2차 투자 유치
2017. 09. 벤처캐피탈 1차 투자 유치
		광투과 대면적 진공척 개발
		천안 아산 공장 이전
08. 비접촉 에어 반송 유닛 개발
2000. 12.

Certificate

벤처기업 확인서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

ISO 9001:2015

Research paper
Control of pore size in ceramic foams: influence of surfactant concentration.
2009, Materials Chemistry and Physics, 113(1), 441-444.
Preparation of sizable and uniform‐sized spherical ceramic foams:
drop‐in‐oil and agar gelation.
2011, Journal of the American Ceramic Society, 94(9), 2742-2745.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acroporous flyash ceramic pellets.
2011, Materials characterization, 62(9), 817-824.
Millimeter-sized spherical ion-sieve foams with hierarchical pore structure
for recovery of lithium from seawater.
2012,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210, 482-489.

(주)마이크로포어는 4차 산업혁명의 기저가 되는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다공성 세라믹 특화 벤처기업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학 연구실에서 개발해 온
세라믹폼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 무분진 단열재, 진공척,
비접촉 에어 반송 유닛, 그리고 가스 정제 및
분진 제거용 집진 세라믹 필터, 통기성 내화갑 및
촉매 담체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세라믹 부품소재 산업의 메카로서
혁신 성장의 The Engine of Korea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128-135
041-549-3737
041-549-3736
sales@micropore.co.kr
www.micropo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