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코팅

터보 펌프
고진공 응용 분야에 최적합한 솔루션

가속기

터보 펌프
터보 펌프의 설계 및 작동 원리
유래
터보 분자 펌프에 대한 아이디어는 1958년 최초의 터보 분자
펌프를 발명한 파이퍼 베큠 엔지니어 빌리 베커(Willi Becker)
박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펌프가 오늘날 터보 펌프의
원조입니다.
기술
터보 펌프는 운동량 수송식 진공 펌프의 범주에 속하며, 이는
기체가 운동량 전달에 의해 유입구에서 배출구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계는 회전하는 블레이드 디스크가 여러 개 있는
다단계 로터인 터빈의 설계와 같습니다. 형상이 유사한
스테이터가 회전하는 로터 디스크 사이에서 미러링됩니다.

로터: 블레이드 속도에 의한 중첩
로터 블레이드와 충돌하는 분자들은 그곳에 흡착되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블레이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블레이드 속도가 열 분자 속도에 추가됩니다. 스테이터는 다음
로터 블레이드의 이동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 결과
순 펌핑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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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비 K0

펌핑 속도와 압축비
터보 펌프를 정의하는 두 가지 주요 특성은 펌핑 속도와
압축비입니다. 펌핑 속도는 체적 유량이 챔버 체적이든 일정한
기체 유량이든 이를 배출하는 펌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압축비는 진공 챔버에서 분자를 유지하기 위해 러핑 펌프와 함께
작동하는 펌프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모두 기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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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
10 8
10 7

터보 드래그 펌프 수소

10 6
10 5
10 4

전통적인 터보 펌프 수소

10 3
10 2
10 1

10 - 3

10 - 2

10 - 1

10 0

10 1

펌핑 속도 S

순수 터보 펌프 및 터보 드래그 펌프의 압축비

헬륨
질소

수소

유입구 압력

유입구 압력에 따른 펌핑 속도

10 2 hPa
배압 p

터보 펌프
베어링 기술
서스펜션
파이퍼 베큠은 설계상 신뢰성이 매우 높은 두 가지 특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터빈의 고진공 측에 있는 영구 자석
베어링과 펌프의 배기구에 있는 세라믹 볼 베어링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베어링 서스펜션입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으로
제어되는 5축 자기 베어링 설계를 사용하고 있는 컨셉입니다.

영구 자석 베어링

안전 베어링

로터 샤프트

세라믹 볼 베어링

하이브리드 베어링 서스펜션
하이브리드 베어링 서스펜션은 40년 전 파이퍼 베큠에서
발명했습니다. 이 서스펜션은 영구 자석 베어링과 세라믹 볼
베어링으로 구성됩니다. 파이퍼 베큠은 최고의 신뢰성을 자랑하는
이 설계를 채택한 펌프를 지금까지 100만 개 이상 생산했습니다.
초고진공(<10-10hPa)을 달성하기 위해, 탄화수소가 없는 레이디얼
로터를 안정화하는 데에 자기 베어링이 필요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단일 볼이 로터를 반경 방향과 축 방향 모두에서 확실히
안정화시킴으로써 대기 통풍과 외부 진동 등 강한 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윤활유 저장소에서 지속적인 여과를
통해 안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로터가 쉽게 열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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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안전 베어링
상단 레이디얼 베어링
로터 샤프트
하단 레이디얼 베어링
하단 안전 베어링

상단 축방향 베어링

하단 축방향 베어링

Z

Y1

X1

Y2

X2

5축 능동 제어 자기 부상식 서스펜션 터보 펌프는 또한 5축 능동
제어 자기 부상식 서스펜션과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 로터는
디지털 전자 제어 및 전자기를 통해 부상합니다. 터보 로터의 5축
위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면서 실시간으로 재조정됩니다.
자기 베어링 덕분에 로터는 자신의 기하학적 중심과 다를 수 있는
실제의 관성 축에서도 문제없이 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베어링이 로터의 불균형을 상쇄하고 낮은 진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윤활이 전혀 필요 없으므로 시스템
오작동 시 탄화수소의 오염 위험이 없습니다. 정전 시에는 펌프의
회전 에너지를 통해 자기 베어링에 전기가 공급되므로 로터가
저속으로 안전 베어링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로터와 하우징
사이에 기계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 백업이나 추가적인
안전 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능동 제어 자기 서스펜션 시스템의
경우 펌프의 전체 수명 동안 유지 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터보 펌프
고진공 응용 분야에 최적합한 솔루션
드라이브 전자 장치 및 컨트롤러
드라이브 전자 장치는 주로 고속 모터 드라이브의 안전한 회전을
제어합니다. 자기 부상식 펌프에서 전자 장치는 또한 로터의
적절한 위치를 모니터링 및 확인하면서 활성 전자기를 제어해야
합니다. 컨트롤러는 펌프에 직접 장착하거나 외부에 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일부 컨트롤러에는
90 ~ 240 V A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전원 공급 장치가 있는
한편, 소형 컨트롤러의 경우 24 V DC/48V DC에서 직접 구동할 수
있습니다. 표준 통신 프로토콜은 RS-485 또는 직접 I/O(원격)
입니다. 요청 시 Devicenet, Profibus, Profinet, EtherCat, E74 또는
LON과 같은 기타 통신 버스 시스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이퍼
베큠은 모든 컨트롤러에 표준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와 표준
소프트웨어 옵션을 제공합니다.

TC 80–소형 HiPace 터보 펌프
용

TC 110, 24 V DC –중소형 HiPace
터보 펌프용

TC 400, 48 V DC –중형 HiPace
터보 펌프용

TCP 350–원격 작동
HiPace 터보 펌프용

Magpower, ATH 터보 펌프용 원격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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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퍼 베큠 터보 펌프 시리즈 및 사양:
파이퍼 베큠은 모든 유형의 터보 펌프를 포함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파이퍼 베큠은 빠짐 없는 제품 라인에
다양한 버전들을 갖추고 있어 고객에게 진공 응용 분야에 대한
최적의 제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HiPace 10 – 800; HiPace Plus
■ 펌프 속도가 10 ~ 800 l/s 등급인 하이브리드 베어링 터보 펌프
■ 크기 대비 최상의 성능비
■ 가벼운 기체에 대한 높은 압축(특히 H 시리즈의 경우)
■ 컴팩트하면서도 견고한 설계
■ 최고의 신뢰성
■ 공정상 다양한 요구 사항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양한
제품 버전(고압축용 H 시리즈, 공정 중심용 P 시리즈 및
초저진동용 Plus 시리즈)
HiPace 300 M – 800 M
■ 5축 자기 부상식 터보 펌프
■ 무제한 가동 수명
■ 출시된 제품 중 최고의 진동 성능
■ 가벼운 기체에 대한 높은 압축비
■ 탄화수소 생성이 전혀 없음
HiPace 1200 – 2800
■ 펌프 속도가 1,000 ~ 2,800 l/s 등급인 하이브리드 베어링 터보
펌프
■ 가벼운 기체 응용 분야에서 높은 펌핑 속도 발휘
■ G우수한 압축
■ 가혹한 환경의 응용 분야에서 적합한 견고성
ATH 500 M – ATH 3200 M
■ 5축 자기 부상식 터보 펌프
■ 매우 높은 기체 처리량
■ 가혹한 환경의 화학 제조 응용 분야 및 경량 고진공 응용 분야에
최적화됨
■ 빠른 안전 베어링 복구

파이퍼 베큠 터보 펌프 범위
DN 160

DN 200

DN 250

DN 320

처리량

압축비

DN 25 DN 63 DN 100

10

80

300

500

700

단일 볼 베어링 서스펜션
5축 자기 부상식 베어링 서스펜션

1200

1600

2000

3000 l/s

HiPace® 10 – 800
펌프 속도가 10 ~ 800 l/s 등급인 고진공
응용 분야에 최적합한 솔루션
높은 기체 처리량 및 펌핑
속도

부가 가치

견고한 설계와 성능이
입증된 베어링
시스템으로 인한 최고의
신뢰성
HiPace 터보 분자 펌프는 신뢰할 수 있고 견고하며 다양한 진공
솔루션에 적합합니다. 가벼운 기체에 대한 압축비가 높아 고진공
응용 분야에 이상적입니다. 표준 부속품 및 통신이 광범위하게
제공되면서 HiPace 포트폴리오를 완성합니다.
파이퍼 베큠은 또한 초고압축, 저진동 및 방사선 저항과 같은
특정한 시장 요구 사항에 보다 적합하게 대처하기 위해 맞춤화된
10 ~ 800 l/s의 펌핑 속도로 응용 분야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HiPace 10 – 800의 이점
■ 가벼운 기체에 대한 높은 압축비
■ 크기와 성능 간 최상의 조합
■ 파이퍼 베큠의 견고한 하이브리드 로터 서스펜션
■ 외부 전자 장치가 있는 내 방사선 펌프 사용 가능
■ 표준 인증: UL, CSA, IP54
특허받은 레이저 밸런싱 기술
특허를 받은 파이퍼 베큠의 혁신적인 레이저 밸런싱 기술 덕분에
HiPace 80 Neo와 HiPace 350/450은 출시된 제품 중 진동 수준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최소의 소음만 방출합니다. 따라서
정밀도가 최고 수준인 이 펌프는 진동에 민감한 응용 분야에 매우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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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베어링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의 가용성
제공

특허를 받은
Laser Balancing
기술 덕분으로 최대의
정밀도 제공

SEMI S2 및 UL 인증 획득

컴팩트한 설계로 설치 면적의
최소화

1)

장착 방향이 자유로워 유연한
사용 가능1)

HiPace Plus: 0°

다양한 응용 분야에 특정한 제품 버전:
HiPace
표준 HiPace 터보 펌프에는 터빈 블레이드와 Holweck 드래그
단계가 모두 포함된 복합형 로터가 있습니다. 이 펌프는 기체
처리량과 압축비의 조합이 우수합니다. 이 펌프는 가장 일반적인
진공 응용 분야에 이상적입니다.
HiPace H
HiPace 300 H 및 HiPace 700 H 터보 분자 펌프는 최고의 고압축
진공 솔루션으로서 초고진공 생성에 이상적입니다. N2 에 대한
압축비는 9 · 1013 , H2 에 대한 압축비는 9 · 107입니다. HiPace 300
H 및 HiPace 700 H는 간단한 다이어프램 펌프와 함께 사용할
경우 <10-10hPa의 압력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HiPace P
HiPace P 시리즈 펌프는 공정 및 가벼운 부식성 응용 분야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펌프 로터는 내식성을 위해 Kepla® 코팅
처리되고 드래그 단계 없이 작동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펌프의 모터 부분에 부식성 기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펌프에
퍼지 장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HiPace Plus
HiPace Plus 펌프는 전자 현미경과 같이 진동에 민감한 응용
분야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이 펌프들은 자기장이 극도로 낮으며
고유한 진동 특성이 있습니다. 특수한 고급 장착용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스캔하
면 표시되는 기
술 데이터를 참
조하십시오.

HiPace® 300 – 800 M
펌프 속도가 300 ~ 800 l/s 등급인 컴팩
트한 자기 베어링 터보 펌프
모든 공정 기체에 적용되는
높은 기체 처리량

부가 가치

장기간 유지되는
탁월한 안정성으로
가능한 높은 신뢰성

HiPace M 시리즈의 터보 펌프에는 5축 자기 부상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펌프는 일반 고진공 응용 분야용으로
설계되었으므로 복합형 로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oil-free
자기 서스펜션은 실제로 유지 보수가 필요 없고 오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진동에 민감한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HiPace M은 진동과 표류 자기장이 매우 낮습니다. 정전 시 터보
펌프에 연결된 컨트롤러가 펌프 모터를 발전기로 사용함으로써
로터를 일시 중단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HiPace 300 – 800 M의 이점
■ 5축 자기 부상식 서스펜션
■ 탄화수소 생성이 전혀 없음
■ 정전 시 발전 모터가 작동하는 첨단 전자 장치
■ 충격 후 안정성을 확실히 복구하는 안전 베어링 마모 카운터
■ 통합형 드라이브 전자 장치
■ 모든 방향으로 작동 가능
■ UL, CSA, IP54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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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윤활유 자기 베어링
사용으로 청정한 진공

낮은 진동 및 표류
자기장

불균형 자동 보상으로
인한 긴 내구성

용이한 설치

장착 방향이 자유로워
유연한 사용 가능

하이브리드 로터

인터페이스 패널이 있는
드라이브 전자 장치 TM 700.

5축
자기 베어링
Holweck stage

통합형
수냉 장치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스캔하
면 표시되는 기
술 데이터를 참
조하십시오.

HiPace® 1200 – 2800 IT
펌핑 속도가 1,200 ~ 2,800 l/s 등급인 컴
팩트한 하이브리드 베어링 터보 펌프
가벼운 기체(H2, He) 및
무거운 기체(Ar, CF4)를
위한 고진공 성능

부가 가치

파이퍼 베큠의
하이브리드 베어링
사용을 통한 최대의
신뢰성

HiPace 1200 – 2800 터보 펌프는 신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견고하므로 다양한 진공 응용 분야에 적합합니다. 이 펌프는
일반적으로 혹독한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최적의 로터
솔루션으로서 순수한 터보 로터를 선택합니다. 드래그 stage가
없더라도 이 펌프의 압축비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응용 분야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펌프 제품군은 표준 부속품 및 통신
전자 장치로 구성된 방대한 포트폴리오의 보완을 통해
완성됩니다.
파이퍼 베큠은 예를 들어 내식성을 위한 Kepla® 코팅, 고압
영역에서 공정상 침적 방지를 위한 온도 관리 시스템,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외부 전자 장치 등 응용 분야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HiPace 1200 – 2800 펌프는 컴팩트한
설계의 고성능 패키지입니다..
HiPace 1200 –2800의 이점
■ 가벼운 기체에 대한 높은 압축비
■ 파이퍼 베큠의 견고한 하이브리드 로터 서스펜션
■ 공정상 침적에 대한 높은 저항성
■ 퍼지 가스 밸브가 포함됨
■ 외부 전자 장치가 있는 방사선 저항 펌프에 사용 가능함
■ 온도 관리 시스템
■ 표준 인증: UL, CSA, I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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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베어링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의 가용성
제공

SEMI S2와 호환 가능, UL, CSA
및 TUV 인증

IP
최고의 공정 능력,
particle에 대한 내성

보호 등급 IP 54 덕분에
산업용으로 적합함

다양한 응용 분야에 특정한 제품 버전:
HiPace
성능이 입증되고 최적화된 베어링 시스템 및 펌핑 속도와 압축비
간의 우수한 조합으로 표준 HiPace 펌프는 모든 종류의 표준 응용
분야에 적합합니다.
HiPace C
HiPace C 펌프는 부식성 응용 분야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터의 Kepla® 코팅으로 인해 공정상 다양한 화학 물질에
대한 내성이 다른 어느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HiPace I
HiPace I 펌프는 특히 implantation 공정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정교한 로터 설계의 터보 펌프로서 가벼운 기체에 대한 펌핑
속도를 최적화했습니다. 이로써 수소 펌프 속도가 매우 중요한 ion
implatation 공정에서 공정을 최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니켈
코팅 로터는 공정에서 사용된 도핑제에 대한 견고성을
보장합니다.
HiPace T
온도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상 침적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압력 영역에서 온도를 높이면 응결이 감소합니다. 이
시스템을 C 버전(HiPace CT)과 함께 사용하면 공정상 화학
물질에 대한 내식성과 공정상 펌프 내부의 침적에 대한 내성을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스캔하
면 표시되는 기
술 데이터를 참
조하십시오.

ATH 500 – 3200 M, ATP 2300 M
펌프 속도가 500 ~ 2,800 l/s 등급인 컴
팩트한 자기 베어링 터보 펌프
특히 무거운 공정 기체에
적용되는 매우 높은 기체
처리량

부가 가치

자기 부상식 로터 기술로 인한
장기간 탁월한 안정성 및
신뢰성

ATH-M 및 ATP-M 5축 자기 부상식 터보 분자 펌프는 반도체 제조
공정과 기타 제조 환경, 예를 들어 평판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또는 대형 유리 코팅 등에서 장기적인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응용 분야에서는 가스 흐름 성능과 혹독한 화학 물질에
대한 내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ATH-M 및
ATP-M 터보 펌프가 오늘날의 산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있어
완벽하게 적합한 펌프입니다. ATH-M 시리즈 펌프는 분자 드래그
단계에서 고성능 복합형 로터를 사용하면 고온에서도 비할 데
없이 높은 처리량과 높은 포어라인 허용 오차를 제공하는 한편,
ATP-M 펌프는 가벼운 기체에 이상적인 펌핑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두 펌프 시리즈는 모두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고품질 진공
생성 용량으로 인해 연구개발 응용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ATH-M 제품 라인은 펌프 속도가 500 l/s 등급인 세계에서 가장
작은 터보 분자 펌프에서 펌프 속도가 3000 l/s 등급에 이르는
펌프까지 제공합니다.
ATH 500 – 3200 M 및 ATP 2300 M의 이점
■ 5축 자기 부상식 서스펜션
■ 탄화수소 생성이 전혀 없음
■ 정전 상황 시 발전 모터가 작동하는 첨단 전자 장치
■ 안정성을 확실히 복구하는 안전 베어링 마모 카운터
■ 모든 방향으로 작동 가능

l 15

수명 연장 – 내부 부산물
축적으로 고온 방지

청정 공정에서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자기
베어링 기술로 낮은 소유
비용

최적화된 배압 펌프 설치가
가능한 높은 전진공
압력과의 호환성

매우 낮은 소음 및 진동

장착 방향이 자유로워 유연한
사용 가능

다양한 응용 분야에 특정한 제품 버전:
ATH-M 및 ATP-M 비가열형 버전
ATH-M는 드래그 단계에서 압축이 높아 산업 요구 사항에 적합한
고유량 터보 펌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H-M 비가열형 버전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플라즈마 증착, 대형 유리 코팅 또는
비부식성 연구개발 등 경부하 응용 분야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ATH-M 및 ATP-M 가열형 버전
온도 관리 시스템(TMS)이 있는 ATH-M 가열형 버전은 실리콘
기반의 제조 응용 분야에서 발생하는 혹독한 화학 공정 기체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펌핑 시스템은 특수한 보호
코팅으로 표면을 처리했습니다. TMS는 터보 펌프 내의 부산물
침적을 최소화하여 유지 보수 간격을 최대로 늘리고 공구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로 줄입니다.
터보 분자 로터 블레이드 구조의 ATP-M 버전(Holweck 단계가
없음)은 가벼운 기체에 대한 압축비가 높습니다. 이 펌프는
초고진공, 극한 압력 또는 높은 수소 흐름 펌핑 용량이 필요한
공정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스캔하
면 표시되는 기
술 데이터를 참
조하십시오.

터보 펌프
응용 분야 예
휴대용 질량 분석기
파이퍼 베큠은 운반이 간편한 휴대용 진공 시스템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응용 분야의 예로 화학 물질 검출
분야에서 사용하는 질량 분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컴팩트하고 강력하며 배터리로 작동되어야
하고, 견고성을 위해 Milspec 810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 중인 파이퍼 베큠 제품

HiPace 10

터보 펌프 HiPace 10
HiPace 10은 출시된 제품 중 가장 작은 상용
터보 펌프입니다. 이 펌프에는 지상, 해상 및
공중에서 확실한 작동을 위해 이중 볼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종 압력 5 · 10-5hPa
10 l/s N2 의 펌프 속도
24 VDC(최대 전력 소비량 29 W)
1.8 kg

다이어프램 펌프 MVP 010 DC
펌프 속도가 최대 0.60 m3/h인 건식 무유 다이어프램 펌프입니다.
■ 0.6 m3/h N2 의 펌프 속도
■ 최종 압력 <1 hPa
■ 24 VDC
■ 터보 컨트롤러와의 직접 통신
■ 다이어프램 및 밸브의 긴 사용 수명
디지털 피에조/피라니 센서 RPT 010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총 진공 측정을 위한 소형 디지털
piezo/pirani 센서. ….
■ 표시 범위 10-4hPa ~ 1,200 hPa
■ 인터페이스를 터보 컨트롤러에 직접 연결할 수 있음
■ 컴팩트한 디자인
■ 직접 설치, 추가적인 전원 공급이 필요 없음
■ 추가적인 게이지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음
PrismaPro® 질
량 분석기

MVP 010-3
다이어프램 펌프

DigiLine
게이지

HiPace® 80
터보 펌프

조건에 따른 베이
크가 가능한 분석
챔버용

온도 조절식 기체 샘
플링 라인(모세관)

MVP 010 DC

RPT 010

가열형 기체
유입 챔버

분리형
7“ 컬러 터
치 스크린

휴대용 질량 분석기
Omni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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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파이퍼 베큠은 고성능 진공 측정 응용 분야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파이퍼 베큠은 SplitFlow
터보 펌프를 포함하여 표준 및 맞춤형 터보
펌프를 제공합니다.
사용 중인 파이퍼 베큠 제품
터보 펌프 SplitFlow
SplitFlow 기술에서는 단일 패키지에 여러
대의 터보 펌프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질량 분석과 같이 대기 샘플을 분석
측정하는 시스템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
■
■
■

■
맞춤형 솔루션을 출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음
■ 최대 700 l/s의 펌프 속도
Multiple ports to match your special design requirements
10-10hPa 미만의 고진공 솔루션
고유한 초고진공 씰링 솔루션
고유한 장착 기술

가변 챔버에서의 기체 흐름

SplitFlow

터보 펌프
응용 분야 예
극한의 초고진공 응용 분야
파이퍼 베큠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10-10 hPa
미만의 압력 범위에 도달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고유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용 중인 파이퍼 베큠 제품
터보 펌프 HiPace 300 및 700 H HiPace 300
H 및 700 H 터보 펌프는 압축비가 높은데,
이는 특히 가벼운 기체에서 사용할 경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높은 압축비를 통해
펌프가 포어라인 압력에서도 고진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HiPace 300 H

HiPace 700 H
685 l/s N2 의 펌프 속도
10-10 hPa 미만의 최종 압력
압축비 >1 · 1013 N2 및 2 · 107 (H2의 경우)
최대 포어라인 압력 22 hPa

HiPace 300 H
■ 260 l/s N2 의 펌프 속도
■ 10-10 hPa 미만의 최종 압력
■ 압축비 >1 · 1013 N2 및 1 · 107 (H2의 경우)
■ 최대 포어라인 압력 30 hPa

HiPace 700 H

ModulLine 열음극
파이퍼 베큠은 또한 확실한 10-12 hPa의 추출기 타입 열 이온
게이지를 제공합니다.
■ X-레이 한도 <1 · 10-12 hPa
■ 베이크 아웃 온도 400°C
■ 필라멘트 Y2O
질량 분석기 PrismaPro
패러데이 감지기를 채택한 4중극자 질량 분석기는 고진공
챔버에서 기체 구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할 때 선호하는
장치입니다.
■ 빠른 측정 속도, 안정성 및 고해상도
■ 교환 가능한 분석기와 전자 장치 덕분에 유연한 운용 가능
■ 2개의 필라멘트로 가동 시간의 최대화
■ 검출 가능한 최저 부분 압력 3 · 10-15 hPa

ModulLine 열음극

Prisma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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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방출 응용 분야
파이퍼 베큠은 방사선에 저항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고유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응용 분야의
경우 터보 펌프와 게이지에 반도체 전자 장치가
없어야 합니다.
사용 중인 파이퍼 베큠 제품
터보 펌프용 외부 드라이브 전자 장치
TCP 350 및 TCP 1200에서 외부 드라이브 전자
장치를 사용하면 터보 펌프에 반도체 전기
TCP 350
구성품이 없어도 됩니다.
TCP 350
TCP 350 드라이브 전자 장치는 HiPace 80– 800의
구동 및 모니터링에 사용됩니다.
3 ~ 120 m 길이의 표준 케이블이 제공되고 요청 시 최대
1000 m 길이의 케이블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TCP 1200
외부 전자 구동 장치 TCP 1200은 터보 펌프 HiPace 1200– 2300
및 이에 연결된 주변 장치에 전압을 공급하고, 이들을 제어 및
모니터링합니다.
TPG 300

ModulLine 게이지 헤드 및 컨트롤러
컨트롤러 TPG 300
모듈식 컨트롤러인 TPG 300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측정 카드 슬롯으로 최대 4개의 게이지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릴레이 및 인터페이스 카드용 인터페이스
슬롯 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 10-11 ~ 1000 hPa의 압력
범위용 피팅.
게이지 헤드 TPR 018
금속 밀봉 피라니 게이지.
게이지 헤드 IKR 060
방사선 저항 냉음극 게이지 헤드, 동축, 메탈 씰 포함.

IKR 060

전자 장치

센서

HiPace와 TCP 350 간 연결

HiPace와 TCP 1200 간 연결

TPG 300와 IKR 060 센서 간 연결

터보 펌프
응용 분야 예
모듈식 펌핑 스테이션
파이퍼 베큠 펌핑 스테이션은 다양한 터보 펌프와
배압 펌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옵션 게이지는
터보 펌프 판독값이나 완전히 구성된 게이지
컨트롤러에서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배압
펌프는 건식 버전이나 경제적인 습식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사용 중인 파이퍼 베큠 제품
HiCube Eco
컴팩트한 펌핑 스테이션: 소량을 펌핑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터보 펌프: HiPace 30, 80, 300 또는 300 H
배압 펌프: MVP 015-2, MVP 015-4, MVP 030
펌프 속도 N2 – 22 ~ 260 l/s
배압 펌프– 0.5 ~ 1.8 m³/h

HiCube Classic
중간 용량(10 ~ 100리터)을 펌핑하는 데 이상적인 견고한 펌핑
스테이션으로서 바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터보 펌프: HiPace 80, 300, 300 H, 400, 700, 700 H
■ 오일로 씰링된 사용 가능한 배압 펌프: Duo 3 M, Duo 6 M
(로터리 베인 펌프)
■ 사용 가능한 건식 배압 펌프: MVP 040, MVP 070
(다이어프램 펌프)
■ 펌프 속도 N2 – 35 ~ 665 l/s
■ 배압 펌프 – 2.3 ~ 6 m³/h
HiCube Pro
대량(50 ~ 1,000리터)을 펌핑하는 데 이상적인 이동식 펌핑
스테이션.
■ 터보 펌프: HiPace 80, 300, 300 H, 400, 700, 700 H
■ 오일로 씰링된 사용 가능한 배압 펌프: Duo 11 M, Duo 20 M,
Pascal 2010, Pascal 2021(로터리 베인 펌프)
■ 사용 가능한 건식 배압 펌프: ACP 15, ACP 28
(건식 다단계 루츠 펌프)
■ 펌프 속도 N2 – 35 ~ 665 l/s
■ 배압 펌프 – 9 ~ 22 m³/h

HiCube Eco

HiCube Classic

HiCub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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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
OEM 장비 업그레이드와 전체 팹 솔루션도 파이퍼
베큠 포트폴리오의 일부입니다. 파이퍼 베큠은
가장 까다로운 에칭 응용 분야에서 부하가 크고
처리량이 높은 경우에 대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터보 펌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이퍼
베큠은 또한 전자빔 및 리소그래피 고객에게
저진동의 초고진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용 중인 파이퍼 베큠 제품
터보 펌프 ATH 2804 MT
가혹한 에칭 공정용으로 설계된 고온 및
고처리량 터보 펌프.
컴팩트한 펌프 통합형 컨트롤러를 사용한 작동
모든 방향으로 설치 가능
수냉식
CE 마크 및 RoHS 준수 라벨 부착
부식성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가열형 버전(MT).

3-위치 진자 밸브
이 밸브는 사용자에게 경쟁 설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이
높고 저렴한 소형 밸브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작동으로 particle
생성이 적고 개폐 속도가 빠릅니다. 밸브 본체는 히터 자켓(옵션)
을 사용하여 150ºC까지 가열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보닛 커버를
분리하여 밸브를 현장에서 정비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 루츠 펌프 A4X 시리즈
성능이 입증되고 에너지 효율적인 다단계 루츠 기술을 채택한
A4X 시리즈는 부식성이 매우 강한 응용 분야용으로 설계된
광범위한 건식 펌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펌프 속도 범위는
160 ~ 3,000 m³/h에 이릅니다.
■ 고효율 모터 및 전기 히터의 제한적 사용
■ 내부식성 재료의 사용으로 수명을 연장함
■ 광범위한 가동 온도 범위로 펌프의 균열이나 응축물의 침적을
방지함
■ 펌프 가동 조건의 정확한 제어를 위해 확장된 모니터링 기능 및
유휴 모드 기능
■ Semi S2-0712 및 UL 61010 준수
리크 감지기 ASM 390
모든 측정 범위에서 빠르고 정확한 리크 테스트를 하는 데
최적화되었습니다. ASM 390은 가장 작은 설치 공간에서 높은
건식 펌핑 성능, 감도 및 이동성을 완벽하게 조합한 펌프입니다.
■ 높은 배압 용량(35 m³/h)의 청정한 건식 펌프
■ 짧은 테스트 시간: 소량에서 대량까지 독보적으로 우수한 성능
■ 높은 기동성 및 유연성과 컴팩트한 설계
■ 공구 없이 완전히 회전 및 분리 가능한 대형 컬러 터치 스크린
■ 부속품 보관을 위해 통합된 공구함
■ 일반 팹 배기구 연결을 위해 연결 가능한 DN 25 배기구

ATH 2804 MT

3-위치 진자 밸브

A4X 시리즈

ASM 390

터보 펌프
응용 분야 예
코팅 응용 분야
파이퍼 베큠은 장식에서 태양광 패널 코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박막 진공 코팅에 완벽한
펌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응용
분야에는 신뢰성이 높은 산업용 고부하 펌프가
필요합니다.
사용 중인 파이퍼 베큠 제품

■

터보 펌프 ATH 2303 M
DN 200 및 DN 250 플랜지 크기에 사용되며
가벼운 공정부터 가혹한 공정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설치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터보 분자 펌프.
유지 보수 없이 작동할 수 있는 5-축 자기
부상식 터보 펌프
수냉식 컨트롤러
먼지가 많은 진공 시스템에서 위아래가 거꾸로 된
방향으로 작동
Profibus 인터페이스(기타 필드버스 옵션 사용 가능)

펌핑 스테이션 CombiLine
예를 들어, Hepta 630 스크류 펌프와 Okta 4000 루츠 펌프의 조합
■ 600 m³/h의 건식 러핑 펌프
■ 4,000 m³/h의 루츠 부스터 펌프
습식 및 건식 펌프를 포함하여 다양한 조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ATH 2303 M

Combi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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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장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의 플라이휠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찰을 통한 지속적인 손실은
최소로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플라이휠 하우징은 진공 펌프로 진공
처리됩니다. 일반적인 목표 압력은 1·10-1 hPa
~ 1·10-3 hPa 또는 그 미만입니다.
사용 중인 파이퍼 베큠 제품
터보 펌프 HiPace 300
N2의 경우 최대 260 l/s의 펌프 속도를
제공하는 컴팩트하지만 강력한 터보 펌프
통합형 전원 공급장치가 장착됨
24 VDC 작동
갑작스런 진공 파열을 견딜 만큼 충분히 견고함

로터리 베인 펌프 Duo 3 DC #
펌프 속도가 2.5 m³/h인 2단 고성능 로터리 베인 펌프
■ 24 VDC 드라이브 포함
■ 통합형 기체 밸러스트 밸브 및 안전 밸브
■ 전력 소비량이 100 W 미만으로 소유 비용이 낮음
■ 브러시리스 모터와 옵션인 자석 커플링에 의해 유지 보수가
거의 필요 없음
■ 용이한 설치와 작은 설치 면적

HiPace 300

Duo 3 DC

피라니/냉음극 조합 게이지 MPT 200
견고한 금속 케이스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채택한 MPT 200은
특히 진공 및 기타 시스템에서 작동하기에 적합합니다.
■ 표시 범위: 5 · 10-9 ~ 1,000 hPa
■ 기체 유입에 둔감함

MPT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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