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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금속 주식회사는 국내에서 금속분말사출성형공법(MIM : Metal Injection Molding Process)이 전무하였던
1989년에 계림금속의 전신인 주식회사 오리엔트 기술연구소 내 MIM팀으로 시작하여 오랜 기간 연구 끝에 MIM 결
합제(Binder)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후 국내 최초로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금속분말사출성형기술을 상용화하였
으며, 1993년 10월에는 국산신기술(KT)인증을 획득하였고, 2002년 1월 22일 계림금속 주식회사 법인으로 출범
하였습니다. 당사는 2009년 10월 현재의 왜관산업단지로 이전하여 핸드폰 부품에서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고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atents
1997. 08.
1999. 01.
2005. 05.
2005. 05.
2010. 12.
2011. 05.
2011. 10.
2012. 04.
2014. 03.
2014. 12.
2015. 11.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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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모터용 W-Cu 합금 진동자의 제조방법
자동차용 엔진 밸브 리프터의 제조방법
고밀도 스테인레스 스틸 소결체 제조방법
고밀도 스테인레스 스틸 소결체를 위한 결합제 및 그 제조방법
박막성형을 위한 금속분말 사출성형용 결합제
자동차용 로커암과 로커암링크 제조방법
금속분말 사출성형용 탈지방법
고중량 제품 금속분말 사출성형방법
자동차 터보차저용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 제조방법
Fe-6.5%Si 합금의 금속사출성형용 자성분말 코어 제조방법
금속분말 사출성형용 고강도 합금의 제조방법
치과 및 외과용 다공성 임플란트 및 그 제조방법

1986. 04.
1989. 09.
1993. 10.
2000. 05.
2002. 01.
2003. 03.
2003. 09.
2005. 03.
2006. 12.
2007. 04.
2009. 10.
2011. 05.
2014. 04.
2014. 11.
2015. 04.
2015. 10.
2015. 12.
2017. 10.
2018. 06.
2018. 11.
2019. 01.
2019. 07.
2019. 07.

(주)오리엔트 기술연구소 설립
MIM(Metal Injection Molding) 공법 연구 개시
금속분말사출성형기술로 국산 신기술(KT mark) 인증 획득
경북테크노파크 주관 신기술고도화사업 과제 우수기업 선정
(주)오리엔트로부터 분사 및 계림금속 주식회사 설립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획득
벤처기업 인증 획득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 지원 업체 선정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 획득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획득
본사 확장 이전(왜관산업단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획득
현대자동차 SQ인증획득
한국분말야금학회 기술상 수상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획득 경북도지사 수상
제 2 사업장(제 2 왜관 산업단지) 신축 확장
경상북도 고용증진 대상 경상북도지사 표창 수상
우수자본재개발 유공기업 국무총리상 표창 수상
자동차 국제규격인증 IATF16949 인증
경북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자동차 부문 우수기술 2차 협력사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경북스타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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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분말사출성형
Metal Injection Molding

금속분말사출성형기술은 형상이 복잡한 소형 정밀부품의 대량생산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분말 야금법이나 정밀주조법으로 제조한 후 불연속적인 기계가공을 요하던
부품의 종래 제조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며, 이는 기존의 분말 야금기술과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M
Technology

금속분말사출성형
공법의 핵심 기술

+

Plastic
Injection
Molding

분말 압축 성형 소결

저융점 용융 플라스틱 사출

- 사용 원료의 제약이 없음
(모든 분말형상 소재 사용 가능)
- 대량 생산 가능
- 높은 치수정밀도 및 우수한 표면

- 복잡하고 정밀한 3차원 형상 제조
- 환경친화적, 기술집약적인
실형상 제조 기술
- 부품 설계에 있어 자유도 확보

① 결합제 역할을 하는 바인더(Binder) 시스템 설계 기술 독자적 바인더 기술 확보(특허출원)
② 복잡한 형상을 성형하기 위한 금형설계 및 가공기술 기술적 노하우(Know how) 축적
③ 고밀도 소결체를 얻는 소결기술 관련 기술 확보(특허 출원)

금속분말사출성형
일등기업
변함없는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평등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계림금속은 고객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정도경영, 투명경영의 위상을 확고히 하며, 체계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선진 미래지향적 기업이상을 적극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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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분말사출성형
공법의 경쟁력

금속분말사출성형(MIM) 기술은 전통적 분말야금기술과 정밀한 플라스틱 부품의
생산기술인 사출성형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공정으로서, 사용 원료의 제약 없이
분말로 된 모든 소재를 이용하여 부품을 제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복잡하고
3차원 형상을 갖는 정밀한 부품을 대량 생산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실형상 제품 제조기술이다. 제품 설계에 있어 자유도를 확보 할 수 있고
기존의 기계절삭가공, 정밀주조에 대비하여 20~80% 정도 원감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금속분말사출성형기술은 플라스틱제품의 성형기술과 분말야금기술을 조합한
비교적 최근에 상용화 된 새로운 성형기술로서 이와 같은 후가공 공정을 대폭 축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공 한다. 이 기술은 기계가공(절삭),
정밀 주조, 다이 캐스팅, 전통적인 PM 기술 등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으며,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만든다고 가정할 경우에 형상의 복잡성이 증대될수록 그리고
생산량이 많을수록 유리한 기술로 인정된다. [Randall M. German,1996]

www.krm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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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요
MIM Process

① 혼련(Mixing)
Kneader라는 MIM 전용 혼합기를 사용하여 수지계열의 바인더와
금속분말을 혼합하는 공정으로서 일반적인 혼합기와의 차이점은
수지계열 즉 파라핀 왁스, 폴리에틸렌, 등의 원료를 녹일 수 있도록
약 200℃ 가량의 온도가 가해진다는 점입니다.
본 공정을 거친 재료는 금속분말과 수지가 골고루 혼합된 상태로
이를 Feedstock이라 칭합니다.

② 사출(Injection molding)
플라스틱 사출공정과 동일한 공정으로 목적하는 제품의 형상을
성형하는 공정입니다.

③ 탈지(Debinding)
금속분말사출성형공법에 있어 핵심 공정은 탈지 공정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공정으로 각 업체별 노하우가 본
공정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다양한
종류의 탈지방법이 있으며 주요 탈지방법으로는 용제탈지(Solvent Debinding), 열풍탈지(Thermal Debinding), 분위기
탈지(Atmosphere Debinding), 촉매탈지(Catalytic Debinding)가 있습니다

④ 소결(Sintering)
사실상 금속분말사출성형공법의 최종공정으로써 수지성분의
바인더가 대부분 제거된 탈지체를 목적하는 온도까지 상승시켜
원하는 치수 및 강도를 얻도록 하며 제품의 소재에 따라
1200~1500℃까지의 온도범위에서 소결이 이루어지며 소재의
종류에 따라 진공 혹은 분위기 소결이 이루어집니다. 소결공정이
끝난 후 필요에 따라 바렐, 정연마, 도금, 열처리, 기계가공 등의
후공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보유설비 목록 Equipment
설비명

규격/모델

제조국가
한국

4

사출기

40, 50, 80, 120, 170 Ton

일본, 독일

20

연속탈지로

Continuous type

독일

2

연속소결로

Continuous type

독일

2

한국

1

촉매탈지기

Batch Type

미국, 한국

9

진공소결로

Batch Type

한국

9

분쇄기

1:60 감속

한국

8

Kneader

용제 탈지기

⑤ 자동화 조립(Automation assembling)
고객이 원하는 사양으로 자동화 라인 구성이 가능하며 휴먼 에러
방지, 생산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품질, 납기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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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검사(Inspection)
무결점을 요하는 고객사의 기준에 따라 x-ray, 음향공진 등의
비파괴 검사를 포함한 제품 결함을 자동화된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합불 판정 및 자동으로 분류하여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량

자성 침 연마기

한국

2

자동 조립 Line

한국

2

독일, 일본

2

접촉식 3차원측정기

700*1000*600
500x400x400

비접촉식 3차원 측정기

1/10000

미국

1

160 Kv

한국

1

X-Ray 비파괴 검사장치

225 Kv

한국

1

Vision 검사기

1200X700

한국

1

로크웰 경도계

HR a/b/c

일본

1

비커스 경도계

마이크로

일본

1

금속현미경

1000배

일본

1

www.krm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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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 가치 중심의
WIN-WIN Partnership

자동차 분야
AUTOMOTIVE

계림금속은 신기술에 대한 조기 대응과 품질 향상이라는 고객 지향적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품질이 밑받침 된 영업력 확대를 바탕으로
고객 기업과의 공동발전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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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노트북 분야

일반산업 분야

ELECTRONICS

INDUSTRIAL

총기&군수 분야

고부가가치 부품
생산 기술개발

FIREARMS

다양한 고부가가치 소재의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Cu 전기자동차용 충전용 Connector 부품, Internet 통신 중계기, 방열판 부품
Cu(구리)는 부드러운 금속으로 열,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여 열이나 전기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주로 사용되는
금속입니다.
Ti 안경부품, 치과/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차량 내부 각종 인테리어 부품
Ti(티타늄)은 가볍고 강도가 우수하며 뛰어난 내식성을 지니고 있으며, 티타늄은 견고하고 강도가 높기 때문에
항공 우주재료로 부터 안경부품, 일상 용품뿐만 아니라, 인공 관절이나 뼈 같은 생체 금속으로도 사용되는 금속입니다.
당사는 금속분말사출성형 공법을 통해 Cu, Ti와 같은 비철 특수 합금의 보급 및 대중화 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0

/

KRmim, Partner for your MIM

www.krmim.com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