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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장작가마나 가스가마처럼 환원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므로 

완벽한 환원소성이 됩니다.

요변이 일어납니다. 

열순환 시스템으로 인해 전기가마에서는 볼 수 없는 요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화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중성분위기가 아닌 충분한 산소공급으로 산화분위기가 

제공되어 기존의 가마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가마 몸체가 분리형의 조립구조로 되어 있어 좁은 통로나 

지하실 등 어떠한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마가 견고합니다.

이중의 단열 구조와 내화벽돌의 특수코팅, 발열체의 산화

피막처리 등으로 수명이 깁니다.

자동컨트롤러를 사용했습니다.

전 제품에 자동프로그램 컨트롤러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 

원하는 온도나 유지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열순환 시스템 특허등록 10-20030052635

산화 및 환원을 위한 
STi 전기가마는

STi 전기가마 각부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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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토/소다유 환원 산화

도자기 가마의 종류로는 전통장작가마, 가스가마, 전기가마를 

들 수 있다. 전통가마에서의 환원소성은 장작을 태우면서 발생 

되는 탄소가스가 도자기기물의 소지와 유약속의 산소를 뺏으

므로 환원소성이 된다. 가스가마는 LPG가스를 환원제로 사용 

하므로, 환원 시점에 산소량보다 LPG가스의 양을 더 많이  

투입하여 LPG가스의 탄소가 기물과 유약속의 산소를 뺏으므로 

환원소성이 되는 것이다. 

전기가마에서는 단순히 전기로만 가열을 하므로 탄소에 의한 

기물의 환원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고체 환원제는 탄소성분의 

광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원 시점에 가마내부의 

산소와 기물, 유약속의 산소를 빼앗아 외부로 배출시키므로 

환원소성이 된다. 

도자기의 산화소성은 환원소성과 달리 기물과 유약에 충분하게 

산소를 공급하여 소성하는 것을 말한다. STi전기가마는 소성시 

환원제를 넣지 않고 열순환장치를 이용하여 충분한 산소를 공

급함으로써 완벽한 산화소성이 이루어진다.

 산화소성이란?

 환원소성이란?

편리장치

상부뚜껑을 편리하게
열 수 있는 스프링장치
(10각, 12각 기본구성)

내열벽돌

정밀가공된 
내열단열벽돌

수분제거바 

수분제거

섹션링

운반설치가 
자유롭게 
분리되는 링

열순환장치 

공기를 가마내부로 끌어
들이는 역할을 하는 
휀장치 (GK는 제외)

프로그램 

최첨단의 컴퓨터 
프로그램

연결고리

섹션링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고리

오토불구멍 

가마내부로 공기를 
유입할때 사용되는 홀

(GK는 제외)

콘트롤판넬 

전자동 프로그램 
콘트롤

열선 

피막처리된 열선

환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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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Kiln의 약자로 전자동 가마란 뜻입니다. 

AK 가마시리즈는 기존 DK시리즈(환원/산화용 가마)를 

업그레이드 한 가마입니다.

기존 환원/산화용 가마는 300℃, 850℃, 1250℃에서 환원을 

걸기 위해서 불구멍을 열고 닫고 반복해야 합니다. 걸어야

하는 온도시점에서 환원을 걸지 않으면 기물의 색상이 원하는 

색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AK가마는 300℃에서 수분제거후 버튼 한번만 누르면 소성 

중간에 온도 상승시 확인필요없이 가마 스스로 온도 상승에 

따라 환원을 거는 전자동시스템으로서

앞으로 도예가들의 좀 더 편리한 작업을 위한 

STi의 연구개발상품입니다.

더 이상의 기다림과 불편함없이 

이제는 전자동으로 소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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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전자동 
AK전기가마
환원 / 산화용 전기가마

AK1230(0.3루베)

버튼하나로 

모든걸 해결한다

“

”

고체환원제를 사용합니다. 기존의 환원가마와는 

달리 환원제는 장작이나 LPG가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STi전기가마는 고체 환원제를 사용 

함으로써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스를 사용하는 

위험부담도 없이 안심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도자기를 소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원 소성을 위해서 장작가마나  

가스가마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장소가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또한 가마를 다루기가 어려워서 

일반인들은 사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내

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 STi전기가마 입니다.

고체환원제는 탄소 성분의 광물질 덩어리를 분쇄 

하여 파우더를 만든 다음 여러 종류의 바인더와 

합성하여 성형을 한 후 표면에 다시 합성 바인더를 

코팅하여 건조 및 열처리 공정을 거쳐 고체 환원

제가 탄생합니다.
환원조건에 따른 진사의 변화

고체환원제(특허출원 제0063519호)

소성전 소성후

일반형 
GK전기가마

핸드페인팅용 산화용 전기가마입니다.

General Kiln의 약자로 일반형 가마란 뜻입니다.

GK가마 시리즈는 산화소성이 가능한 전기가마 

입니다. 핸드페인팅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발명특허 기술 
SK전기가마

SK1650(0.5루베)

여기서 전자동(AK가마) 가마의 기능까지 포함 

해서 환원을 거실 때 불편함을 없앤 전자동 환원/ 

산화가마로서 소성 중간에 온도 상승 시 확인 할

필요없이 가마 스스로 온도상승에 따라 환원을 

거는 전자동시스템으로서 앞으로 도예가들의 

좀더 편리한 작업을 위한 에스티아이의 연구 

개발상품입니다.

 “가마의 

개혁시대가 왔다”

GK1022(0.22루베)

Super Kiln의 약자입니다.

SK가마시리즈는 기물을 재임할 때 허리를 숙이는 점, 

대량으로 기물을 재임 시 불편함을 없앤 가마로서 UP 
DOWN 기능의 버튼하나로 가마 상승·하강하여 재임 시 

어떤한 장애도 없이 도예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재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www.stikiln.com
06 07

환원소성과
산화소성의 
비교

STi SHOP 
도예전문 쇼핑몰

STi 
전기가마사양

백운석유 - 산백토

투명유 - 산백토

코발트유 - 산백토

철유 - 산백토

흑유 - 청자토

환원 산화

환원 산화 환원 산화

환원 산화 환원 산화

엘리베이트식 전자동 환원 / 산화용가마

Model 최고온도(℃) 내부지름(㎝) 내부높이(㎝) 전압(V) 용량(㎾) 소성부피(루베)

SK1230 1280 74 69 380 15.4 0.3

SK1650 1280 97.5 X 86.5 69 380 24 0.5

전자동 환원 / 산화용가마

Model 최고온도(℃) 내부지름(㎝) 내부높이(㎝) 전압(V) 용량(㎾) 소성부피(루베)

AK746 1280 36 46 220 4.5 0.046

AK807 1280 45 46 220/380 7 0.07

AK810 1280 45 58 220/380 8.5 0.10

AK1015(E) 1280 62 46 380 9.2 0.15

AK1022(E) 1280 62 69 380 12 0.22

AK1220(E) 1280 74 46 380 11.5 0.20

AK1230(E) 1280 74 69 380 15.4 0.30

일반전기가마

Model 최고온도(℃) 내부지름(㎝) 내부높이(㎝) 전압(V) 용량(㎾) 소성부피(루베)

GK735 1280 36 34.5 220 3 0.035

GK746 1280 36 46 220 4 0.046

GK807 1280 45 46 220/380 6 0.07

GK810 1280 45 58 220/380 8 0.10

GK1015(E) 1280 62 46 380 8.5 0.15

GK1022(E) 1280 62 69 380 10.5 0.22

GK1220(E) 1280 74 46 380 10 0.20

GK1230(E) 1280 74 69 380 12.5 0.30

 “이제는 집에서 가마로

도자기를 구울 수 있습니다.”

www.stishop.com
B L O G ｜
고 객 센 터 ｜

sti1851.blog.me
1544-2856

※권장온도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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