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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박주편의 연속주조방법 및 장치

요약

미응고주편을 서포트롤 지지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빼내면서 압하롤로 적정하게 압하하는 연속주조방법 또
는 장치이다. 이 방법에서는 미응고압하변형 및 벌징변형을 저감시킴으로써 총축적변형을 작게 억제하며, 
고속주조 조건하의 미응고압하에 있어서도 내부크랙을 방지한 박주편을 제조할 수 있다. 이 장치에서는, 
미스얼라인먼트 변형을 억제함과 동시에 주편의 미응고압하를 용이하게 하고, 조업 중에 장치를 정지하는 
일없이 주편두께 등의 변경을 실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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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박주편(薄鑄片)의 연속주조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연결 세그먼트 프레임 압하 방식의 예를 나타내는 측면도이고, 

제2도는 종래의 연결 세그먼트 프레임 압하 방식 롤의 [어긋남]의 상황 예를 설명하는 측면방향 종단면의 
개략도이고, 

제3도는 종래의 연결 세그먼트 프레임 압하방식의 롤의 [어긋남]의 다른 상황 예를 설명하는 측면방향 종
단면의 개략도이고, 

제4도는 본 발명의 제1 또는 제3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복수개 쌍의 압하롤을 구비한 연속주조장치의 예를 
나타내는 측면방향 종단면의 개략도이고, 

제5도는 주편의 미응고 압하를 행하지 않은 종래의 연속주조장치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변형과 메니스커스
(meniscus)로부터의 거리의 관계를 변형의 축적을 고려하지 않고 나타내는 도면이고, 

제6도는 주편 두께가 100mm인 경우의 항장력 출현온도(ZST)[고상율 0.8] 및 연성 출현온도(ZDT)[고상율 
0.99]에 상당하는 응고각두께와 메니스커스로부터의 거리의 관계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제7도는 주편을 압하하지 않고 종래의 연속주조장치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변형에 기인하는 축적변형과 메
니스커스로부터의 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제8도는 미응고압하변형을 포함하는 내부변형 및 그 총축적변형과 메니스커스로부터의 거리의 관계를 나
타내는 도면이고, 

제9도는 본 발명의 제2 또는 제3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블록단위마다의 압하가 가능한 복수개 쌍의 압하블
록을 구비한 연속주조장치의 예를 나타내는 측면방향 종단면의 개략도이고,

제10도는 박주편의 벌징축적변형의 최 치와 2차 냉각의 비수량(比水量) 및 롤피치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
면이고,

제11도는 본 발명의 제1장치에서 사용되는 압하블록 1개의 구조개념을 나타내는 측면방향의 정면개략도이
고,

제12도는 만곡부 및 이 만곡부에 적어도 하나의 압하블록을 가진 연속주조장치의 주요부의 개념을 나타내
는 측면방향의 종단면 개략도이고,

제13도는 주편의 미응고압하를 설명하는 측면방향의 종단면의 개념도이고, 

제14도는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의 각 가이드축을 상압하 롤그룹보다 위쪽에서 상류측 및 하류측에 각각 
배치하며, 주입방향가이드의 방향은 만곡부 법선방향(灣曲部 法線方向)으로 평행하게 배치한 경우의 미응
고주편의 압하를 설명하는 측면방향의 종단면의 개념도이고,

제15도는 본 발명의 제2장치에서 사용하는 압하블록 1개의 상류측 및 하류측 정면의 일부 정단면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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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제16도는 본 발명의 제2장치에서 사용하는 압하블록측면의 일부 종단면 개략도 및 제어장치의 구성을 나
타내는 도면이고,

제17도는 본 발명의 제1 및 제2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최종 압하블록의 최종단부의 압하롤과 바로 하류측 
롤의 위치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제18도는 실시예에서 사용한 탄소강의 화학조성과 한계변형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제19도는 실시예 시험 1의 압하조건과 내부크랙의 발생상황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제20도는 실시예 시험 1에서의 총축적변형과 메니스커스로부터의 거리 및 한계변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제21도는 실시예 시험 2의 압하조건과 내부크랙의 발생상황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제22도는 실시예 시험 2에서의 총축적변형과 메니스커스로부터의 거리 및 한계 변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제23도는 실시예 시험 3의 압하조건과 내부크랙의 발생상황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제24도는 실시예 시험 3에서의 총축적변형과 메니스커스로부터의 거리 및 한계변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제25도는 실시예 시험 5에서 상압하롤을 압하시의 주편 패스라인에서 하압하롤과 정면으로 마주 하도록 
배치한 경우 압하 전에서의 주편패스라인의 [어긋남]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제26도는 본 발명장치를 사용하여 실시 가능한 연속주조방법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주형에서 빼낸 고액공존상(固液共存相)을 가지는 미응고주편을 압하(壓下)하여 박주편을 연속
주조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연속주조방법에 있어서 박주편을 주조하는 경우에는 용강(溶鋼)에 의한 침지노즐의 침식 및 노즐 막힘 등
의 문제 때문에 침지노즐의 외경을 어느 값 이상으로 가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때문에, 주형에서 
최종롤까지의 주편의 응고 수축되는 분량을 고려한 주편 두께가 거의 일정한 일반적인 연속주조장치에서
는, 상기와 같은 침지노즐 외경의 제약 때문에, 주형의 단변(短邊) 길이 즉, 주편두께(이하, 본문에서 주
형두께는 주형의 단변내측길이를 의미하고, 주형폭은 장변내측길이를 의미한다)를 얇게 하는데 한계가 있
어 박주편을 제조하는 것은 곤란하다.

박주편을 제조하는 연속주조방법으로서는 주편의 내부에 고액공존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롤에 의한 압하를 
행하여 주편을 얇게 하는 방법이 이미 공지의 기술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일본국 특개평 2-20650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연속주조 압연방법과 같이, 응고구간 내에서
의 주편두께 치수에 한 총압하율을 규정한 것이 있다. 이것은 주편의 응고구간 내에서의 주편두께를 적
어도 10% 내지 70% 저감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의 문제는 압하롤에 적정한 압하량을 주지 
않으면, 주편의 품질 악화, 특히 주편의 내부크랙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주편의 내부크랙에 하여는, 주편에 가하여지는 인장변형(이하 단지 변형이라 한다)이 큰 영향을 준다. 
이 변형에는 벌징(bulging)압하변형, 굴곡변형, 교정변형, 미스얼라인먼트(misalignment)변형, 열변형 및 
미응고압하변형이 있으며, 이것들은 [내부변형]이라 총칭한다.

본 발명자들은 특개평 3-174962호 공보에서 개시한 강의 연속주조방법에서, 주편의 내부크랙은, 상기 미
응고 압하변형을 제외한 각 변형의 이력(履歷)을 고려한 축적변형의 최 치가 그 강종의 한계변형을 넘을 
때 발생하는 것, 이 각 변형의 이력(축적)구간은, 주편의 응고과정에서 주편에 응력이 가하여져 변형이 
생기기  시작하는  최고온도인  항장력(抗張力)출현온도(ZST)와  연성출현온도(ZDT)와의  사이의  온도구역인 
것, 항장력출현온도(ZST)는 고상율 0.8에, 연성출현온도(ZDT)는 고상율 0.99에 각각 거의 일치하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만곡부를 가지는 연속주조장치에서 미응고압하를 행하는 방법에는, (a) 단일롤방식, (b) 개별롤방식, (c) 
연결세그먼트 프레임방식 및 (d) 단독세그먼트 프레임방식 등이 알려져 있다.

(a) 단일롤방식

이것은 주형 바로 밑 또는 주편 교정 후의 수평부에 1쌍의 압하롤(압연기) 또는 단압기(鍛壓機)를 설치하
는 것이다(예를 들면, 특개소 63-60051호 공보, 특개평 3-124352호 공보 참조).

그러나, 이 방법에서 압하량을 크게 취할 경우 압하속도(압하구배)를 고정하면, 압하롤지름, 단압금형 및 
압하력의 증 를 초래, 압하설비가 과 하게 된다. 한편, 롤지름 및 단압금형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 규정
하면 압하속도가 증 하여 주편의 내부크랙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이 방법은 응고최종위치근
방에서의 경압하(輕壓下)에 의해 주편내부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b) 개별롤방식

이것은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곡부의 각 롤쌍에 유압실린더를 설치하여, 이것들을 개별로 승강
시킴으로써 압하를 행함과 동시에 압하존(zone)을 길게 취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특개평 2-52159호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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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이 방법에 의해, 연속주조개시시~압하시에 걸쳐 주편 두께의 연속적인 변화에 응하여 각 압하롤을 승강
시킴으로써 압하패턴 및 압하존의 변화에도 적정하게 응할 수 있으며, 게다가 압하개시위치를 주편응고
두께가 얇은 만곡부로 함으로써, 압하력의 저감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히 많은 롤쌍을 필요로 하며, 그 주편두께 방향의 롤압하량의 제어가 복잡하며, 
설비도 과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c) 연결세그먼트 프레임 방식

상기의 문제를 피하는 방식으로서,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을 여러 개 연결하여 승강시키는 것이 있다.

제1도는 연결세그먼트 프레임방식의 예를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도시하는 것과 같이, 이 경우에서는, 상
부 세그먼트 프레임(12-1)의 압하개시점측은 프레임(13)에 고정핀(14)으로 회전가능하게 연결되며, 또 상
부 세그먼트 프레임(12-1)과 그 하류의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2)과는 연결핀(16)으로 회전가능하게 연
결되어 있다. 부호 18은 하압하롤(5')를 구비한 하부 세그먼트 프레임, 1a는 미응고주편, 10은 박주편이
다.

연결핀(16)에  의한  연결부를  압하용  승강장치(압하실린더  또는  압하웜잭)(15)로  하강시켜, 상하압하롤
(5,5') 그룹에서 미응고주편(1a)을 압하한다. 이때 고정핀(14)부를 회전중심으로 하여 상부 세그먼트 프
레임(12-1)을 회전 운동시킴으로써 하부 세그먼트 프레임(18)에 설치한 하압하롤(5') 그룹과의 사이에서 
압하패스라인을 설정한다. 이 방법에 의해 압하용 승강장치(15)의 개수가 큰 폭으로 삭감되며 제어도 간
소화된다.

그러나, 이 연결 세그먼트 프레임방식은, 각 세그먼트간에 발생하는 압하단차의 해소에는 유효하나, 압하
량이 크게 되면 연결구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다.

압하를 행하지 않는 상태, 즉 주형에서 연속주조기 엔드까지 주편의 두께가 일정한 패스라인에서 상하의 
압하롤을 정면으로 마주 하게 배치한 경우에는, 최종압하를 하는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 내의 최후단부
의 상압하롤과 바로 하류의 롤의 간격이 너무 떨어진다.

제2도는, 이 상황의 예를 설명하는 측면방향 종단면의 개략도이다. 도시하는 것과 같이, 압하 전의 패스
라인(39)의 정면으로 마주 하는 배치조건에서 유압실린더(4) 및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에 의해 미응
고주편(1a)을 압하하면, 최종압하를 행하는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3) 내의 최후단부의 상압하롤(5)과 
바로 하류의 롤(17)의 간격(L1)이 L2로 확 된다.

반 로 압하시의 패스라인에서, 상하의 압하롤을 정면으로 마주 하게 배치한 경우, 최종압하를 하는 상
부 세그먼트 프레임 내의 최후단부의 상압하롤과 바로 하류의 롤이 간섭한다.

제3도는 이 상황의 예를 설명하는 측면방향 종단면의 개략도이다. 도시하는 것과 같이, 압하시의 패스라
인(40)의 정면으로 마주 하는 배치조건에서는 최종압하를 하는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3) 내의 최후
단부의 상압하롤(5)과 바로 하류의 롤(17)이 간섭하며, L2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간격(L1)을 채용할 수 없

다.

상류측의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이 하강하기 위해서는 인접하는 하류측의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도 동시에 
하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압하는 최하류측의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3)이 압하를 개시할 
수 있는 정도로 얇은 응고각(凝固殼)의 주편이 최하류측의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3)의 후단, 즉, 압하
존 전체를 통과할 때까지 개시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비정상부가 길게되어, 수율이 악화된다. 압하개시
시는 압하존 전체에 걸쳐 주편이 유연하기 때문에, 각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이 단숨에 압하시의 패스
라인까지 하강하며, 그에 따른 용강 토출에 의해 주형상부에서 용강이 새는 위험성이 있다.

연속주조장치에 있어서는 벌징방지의 관점에서, 압하롤의 간격이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최상류측
의 세그먼트 프레임(12-1)의 고정핀(14)의 위치는, 최상류측의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1) 내의 최초의 
상압하롤(5)보다도 하류측에 배치되는 일이 많다. 이 경우의 최상류측의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1)에 
의한 압하에서는, 고정핀(14)보다도 상류측의 상압하롤(5)은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1)의 회전운동과 
같이 위로 올라온다(제2도 및 제3도의 부호 41 참조).

이와 같이 압하개시위치가 고정되며, 또 각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
나의 압하량 및 압하패턴에 하여 상하 압하롤(5,5')그룹의 위치가 미리 결정되어 있으며, 압하량 및 압
하패턴의 변경시에는 주조장치 전체를 정지하여 상하 압하롤(5,5') 그룹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
다. 또, 주형교체에 의한 주편두께의 변경에 하여도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과 마주보는 하부 세그먼
트 프레임(18) 사이의 거리를 그때마다 변경할 필요가 있다.

(d) 단독 세그먼트 프레임 방식

이것은 단독 세그먼트로 경사진 모양의 압하 패스라인을 얻는 방법이다(예를 들면, 실개소 64-15467호 공
보, 실개소 64-49350호 공보참조).

이것들은, 주편 내부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발전한 기술이며, 주로 응고말기에 있어서 0.5~2.0mm/m 
정도의 가벼운 압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에는 큰 압하를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 문제점이 있다.

실개소 64-15467호 공보의 압하장치에서는, 압하시의 주편 패스라인 제어는 각 세그먼트 프레임마다에 구
비된 4개(들어가는 쪽, 나오는 쪽 각 2개)의 압하실린더의 위치를 제어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주편온도 및 
주편응고두께의 변화에 의한 압하반력의 변동에 따라 패스라인이 변동하여, 제품 두께의 편차가 생긴다. 
또, 실린더 위치검출기의 정도(精度)가 제품두께 편차의 요인이 된다.

상기의 압하 실린더에 부수되는 피스톤로드 연결부, 트러니언(trunnion)부의 덜컥거림 및 마모가 압하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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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스얼라인먼트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들 부분에 높은 제작 정밀도 및 내마모성이 요구된다.

실개소 64-49350호 공보의 압하장치에서는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의 회전중심이 칼럼스페이서 상단구면좌
부(上端球面座部) 및 주입방향(鑄入方向)가이드의 구면 부시(bush)부의 중심에 있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
들이 어긋난 경우에는 상기의 구면좌부 및 부시부가 심하게 마모되어 압하시의 패스라인이 틀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압하량이 큰 경우에는, 컬럼스페이스~상부 세그먼트 프레임 사이, 압하 클램프 실린더 연결부 및 실린더 
지주의 상부 세그먼트 관통부에 큰 간격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설비가 형화되어 버린다.

정상 주입시 및 압하시의 어느 쪽에서도, 스크류 스페이서가 패스라인을 규정하기 때문에 압하개시시에 
먼저 상기 스페이서를 하강시키고 나서 실린더의 억누르는 힘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압하 패스라인에의 
이행에 시간이 걸린다. 그 때문에, 목표로 하는 주편 두께까지 압하하는 이행기간의 주편 길이가 길게 되
어, 두께가 똑같지 않은 테이퍼(taper) 형상의 주편이 발생하며 수율이 악화된다.

상기와 같이 각 방식에 의한 압하설비는, 응고말기 수평부에서의 테이퍼 압하에는 적합하지만 만곡부에서 
미응고주편에 큰 압하를 가하는 것에 의한 주편 사이징(sizing)에는 적합하지 않다. 

상기 특개평 3-174962호 공보의 방법은, 주편의 미응고 압하시의 내부크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하
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즉 롤에 의한 미응고 압하를 주어 박주편을 연속적으로 주조하는 경우에 있어, 
항장력출현온도(ZST)와 연성출현온도(ZDT) 사이의 축적변형의 최 치를 변형 이하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생산성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조속도의 고속(2.5~6m/min)화가 요망되고 있다. 두께 70~150mm의 
박주편 연속주조기의 경우, 주조속도가 크게 되면, 롤간 벌징이 크게 되어 롤에 의한 벌징압하변형(이하, 
벌징변형이라 한다)이 미응고 압하변형에 더해져 내부크랙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미응고압하변형이 더해지는 경우에는 각종 변형의 총화의 최 치가 크게되어 한계치를 초과하
기 쉽게 되므로, 한층 내부크랙의 염려가 증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속 주조하면서 미응고 압하하여 박
주편을 제조할 때는 미응고 압하변형의 저감에 더하여 벌징변형의 억제도 중요 과제이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의 목적은 강의 미응고주편에 롤에 의한 압하를 가하여 박주편을 연속적으로 제조할 때, 압하롤에 
적절한 압하량을 주며, 또는 다시 압하롤을 연속주조장치 내의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혹은 주편의 냉
각조건을 적절히 함으로써, 내부크랙이 없는 박주편을 연속주조하는 방법 및 압하조건 등의 변경에도 유
연하게 응가능하고, 게다가 값이 싼 장치를 공급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다음의 (1)~(6)의 박주편의 연속주조방법 또는 장치에 의하여 달성된다.

(1) 주형에서 빼낸 고액공존상을 가지는 미응고주편을 서포트롤(support roll) 지지에 의해 연속적으로 
빼내면서 압하롤로 압하하는 연속주조방법으로서, 주형 바로 밑에서 완전응고에 도달하기까지의 사이에 
배치된, 롤쌍 단위마다의 압하가 가능한 여러 쌍의 압하롤을 사용하여, 압하롤 1쌍당의 하기 ①에서 정의
하는 압하량을 Pk(k는 압하롤쌍의 번호)로 한 경우, 미응고압하변형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류측의 압하롤의 

압하량을 하류측의 압하롤의 압하량 이상으로 하도록,

P1≥P2≥P3≥···≥Pk

(단지, 전부가 같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주편의 연속주조방법. 이하 본 
발명의 제1방법이라 한다.

① 압하량 : 전단(前段)압하롤로 누르는 양(mm)

(2)  주형에서 빼낸 고액공존상(固液共存相)을 가지는 미응고주편을 서포트롤 지지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빼내면서 압하롤로 압하하는 연속주조방법으로서, 주형 바로 밑으로부터 완전응고에 도달할 때까지의 사
이에 배치되며, 여러 쌍의 압하롤을 구비한, 블록쌍 단위마다 압하가 가능한 여러 개의 압하블록을 사용
하며, 압하블록쌍수틀 i, 압하블록 내의 압하롤쌍수를 j(i)로 하고, 압하블록 내의 압하롤 1쌍당의 하기 
②에서 정의하는 압하량을 Pi,j(i)로 한 경우, 미응고 압하변형을 제어하기 위하여, 동일 압하블록 내의 압

하롤쌍에는 동일 압하량을 주고, 또 상류측의 압하블록의 압하롤 1쌍당의 압하량은 하류측 블록의 압하량 
이상으로  하며,  또  하기  식(1)에  의해  얻어지는  각  압하블록간의  평균압하구배의 차(Ri-Ri+1 )를 

저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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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j(i)

로, 또

P1.1(1) ≥ P2.1(2) ≥ ··· ≥Pi.1(i)

(단 전부가 같게 되는 경우를 제외)

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주편의 연속주조방법, 이하 본 발명의 제2방법이라 한다.

② 압하량 : 동일 압하블록 내에서 전단(前段)압하롤쌍으로부터 누르는 양(mm)

단, Lai는 제i압하블록의 블록길이(mm)

(3) 고액공존상을 가지는 미응고주편을 롤압하할 때, 만곡부를 가지는 연속주조장치를 사용하며, 또 굴곡
변형 및/또는 교정변형을 억제하기 위하여, 곡률반경이 일정한 원호내에서 압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1) 또는 (2)의 어느 것의 박주편의 연속주조 방법. 이하 본 발명의 제3방법이라 한다.

(4)  박주편이  열연코일용인  경우에,  또  벌징변형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형  출구에서의  주편두께를 
70~150mm, 주조속도를 2.5~6m/min, 주편 서포트롤 및 압하롤의 롤피치를 100~250mm, 2차 냉각비수량(冷却
比水量)을 1.5~4.51/(kgㆍsteel)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1), (2) 또는 (3) 중 어느 것의 박주
편의 연속주조방법. 이하 본 발명의 제4방법이라 한다.

(5) 만곡부 및 이 만곡부에 미응고주편의 압하블록을 적어도 하나 가지는 연속주조장치로서, 압하블록이 
상압하롤 승강용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 이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 하부에 설치된 복수개의 상압하롤, 이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을 승강시키는 승강장치, 이 승강장치를 설치하는 문형(門型)의 상부고정 프레임,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에 고정한 상류측 가이드축 및 하류측 가이드축, 상부 고정 프레임에 고정한 상류측 
가이드축 상승스토퍼, 상류측 가이드축 하강스토퍼 및 상류측 가이드축의 주입방향가이드 및 상부 고정 
프레임에  고정한  하류측  가이드축  상승스토퍼  및  하류측  가이드축  회전하한(回傳下限)  스토퍼를 

구비하며, 

상기 세그먼트 프레임은 상류측 가이드축이 주입방향가이드에 따라 승강함과 동시에 만곡부 중심과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 중심을 잇는 법선(이하 만곡부 법선이라 한다)방향으로 승강 가능하도록, 또 상류측 가
이드축을 그 하강스토퍼에 누른 상태에서 상류측 가이드축의 중심을 회전중심으로 하여 하류측 가이드축 
상승스토퍼와 그 회전하한 스토퍼 사이에서 회전가능하도록, 문형의 상부 고정 프레임과 연결하며, 또, 
문형의 상부 고정 프레임의 하부에 복수개의 하압하롤을 구비한 하부 세그먼트프레임을 배열 설치하여 이
루어져, 미스얼라인먼트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주편의 연속주조장치, 이하 본 발명
의 제1장치라 한다.

이 장치의 특징은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을 하강시켜 압하할 때, 후술하는 제14도에 도시하는 만곡부 법선 
방향에서, 또 주편두께 방향의 직진운동에 더하여, 상류측 가이드축을 상류측 가이드축 하강스토퍼에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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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상태에서, 상류측 가이드축의 중심을 회전중심으로 하여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 하류측의 회전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압하 전의 주편의 패스라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압하 후의 상압하롤의 위치와 정규의 
압하 후의 주편의 패스라인의 어긋남을 미소하게 하고, 압하 후의 주편의 패스라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압하 전의 상압하롤의 위치와 정규의 압하 후의 주편의 패스라인의 어긋남을 미소하게 할 수가 있도록 가
이드, 가이드축 및 스토퍼를 가지는 압하블록을 구비한데 있다.

(6) 상기 (5)의 압하블록이 더욱 상승, 하강 및 회전하한의 각 스토퍼 위치의 가변장치 및 가변제어장치
를 구비하며, 조업 중의 주편의 두께 변경 및 압하량 등의 조정에 의한 조업의 정지를 피하기 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주편의 연속주조장치. 이하 본 발명의 제2장치라 한다.

이 장치의 특징은, 조업 중의 주편의 두께변경 압하량의 조정 및 압하 패턴의 변경을 하기 위하여,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의 승강 스트로크 및 회전각도를 조업 중에 바꿀수 있는 압하블록을 구비한 것에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실시예]

연속주조 중에 발생하는 주편의 내부크랙의 원인은 상술과 같이 주편의 응고계면에서 발생하는 내부변형
이다. 이 내부변형의 주된 발생원인으로서는 용탕정압(溶湯靜壓)에 의해 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벌징, 주
편을 빼내는 과정에서의 롤에 의한 굴곡 및 교정, 서포트롤, 굴곡롤 및 교정롤의 미스얼라인먼트, 열응력 
및 미응고압하를 들 수 있다.

제4도는 미응고압하변형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본 발명의 제1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여러 쌍의 압하롤을 
구비한 연속주조장치의 예를 나타내는 측면방향 종단면의 개략도이다. 이 예는 VB형이라 부르는 수직곡형
의 연속주조장치인데, S형(만곡형) 또는 수직형의 연속주조장치라도 된다.

압하 (壓下帶)(9)는 각 롤쌍 단위마다의 압하가 가능하도록 유압실린더(4)를 각각 구비한 여러 쌍의 압
하롤(51~515)로 이루어진다. 이 압하 (9), 즉 압하롤(5)쌍 그룹의 배치위치는, 주형(2)의 바로 밑으로부

터 완전응고에 도달하기까지의 사이면 특히 한정하지 않으나 제4도에 도시하는 것과 같이 굴곡 (7)와 교
정 (8) 사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강(1)은 주형(2)에 주입(注入)된 후 2차 냉각 (9') 내에 설치한 2차 냉각 스프레이 그룹(도시 않음) 
등의 냉각에 의해 서서히 응고하면서 미응고주편(1a)이 되며, 서포트롤(3)의 지지를 받아 연속적으로 빼
내어진다.

제4도에 도시하는 것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박주편(10)을 제조하고자 하여, 고액 공존상을 가지는 미응
고주편(1a)을 유압실린더(4)에 의해, 승강이동이 가능한 압하롤(5)그룹에 의하여 단순히 압하하면, 상기 
미응고압하변형 이외의 내부변형의 발생요인에 더하여, 더욱 주편의 응고계면에서의 미응고압하변형의 발
생원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된다. 그 결과, 압하롤(5) 그룹의 압하에 의하여 제조되는 박주편(10)에는 
내부크랙이 발생한다. 

그러나,  본  발명자들은,  롤압하시에 박주편에 발생하는 미응고압하변형을 유한요소법(有限要素法)(이하 
FEM라 한다)에 의하여 구하고, 연속주조장치 내에서 발생하는 미응고압하변형에 하여 항장력 출현온도
(ZST)와 연성출현온도(ZDT)  사이에서의 변형의 축적을 고려함으로써, 박주편의 내부크랙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발견을 하였다.

먼저 본 발명의 기초가 된 새로운 발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5도는, 주편의 미응고압하를 행하지 않은 종래의 연속주조장치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변형과 메니스커스
로부터의 거리의 관계를 변형의 축적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하는 도면이다. 제5도에서 A는 주조 중에 발생
하는 벌징변형, B는 굴곡변형, C는 교정변형이며, 각각 FEM에 의하여 구한 값이다. 제5도에 도시하는 내
부변형의 발생상황은 연속주조장치의 굴곡 및 교정의 장소 및 개수를 제외하면, 연속주조장치 내에서 발
생하는 주편의 내부변형으로서는 일반적인 것이다.

그런데, 상기 특개소 3-174962호 공보에 개시한 바와 같이 주편의 내부크랙은 변형의 이력을 고려한 축적
변형의 최 치가 그 강종의 한계변형을 초과할 때 발생하며, 그 변형의 이력(축적)구간은, 주편응고과정
에서 항장력 출력온도(ZST)[고상율 0.8 상당]와 연성출현온도(ZDT)[고상율 0.99 상당] 사이의 온도영역이
다. 이 한계변형은 C함유량이 0.2~0.3 질량%이면, 0.9% 정도이다.

제6도는  주편두께가  100mm인  경우의  항장력  출현온도(ZDT)[고상율  0.8]  및  연성출현온도(ZDT)[고상율 
0.99]에 상당하는 응고각두께와 메니스커스로부터의 거리의 관계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6도에서, 
곡선 D는 주편의 고상율(fs)이 0.8인 응고각두께를 나타내는 곡선이며, 곡선  E는 주편의 고상율(fs)이 
0.99인 응고각두께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 경우의 기계의 길이(L)는 13m이다.

제6도와 같은 응고상태의 경우에서는 주편내부에 변형이 축적되는 구간(이하 변형축적구간이라 한다)은 
상기 2개의 응고각두께 곡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 도시하는 것과 같이 장치 내 주편의 메니스커스로부터
의 어느 거리, 예를 들면 F1, F2까지에 한 변형축적구간은, G1, G2로 나타나는 범위이다.

먼저 변형축적구간(G)에 주목하면, 주편의 응고말기를 제하고 메니스커스로부터의 거리(F)가 짧은 상류측
에서 하류측으로 감에 따라 변형축적구간(G)이 길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제7도는 내부변형에 기인하는 축적변형과 메니스커스로부터의 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축적
변형은 주편의 미응고압하를 행하지 않는 종래의 주조장치 내에서 발생하는, 제5도에 도시된 내부변형이 
축적된 것이다. 제7도에서 Aa는 벌징축적변형, Ba는 굴곡축적변형, Ca는 교정축적변형을 나타낸다. 축적
변형이란 이와 같은 변형축적구간(G)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 내부변형의 총화(적분)이다.

여기서, 제5도에서 거의 균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벌징변형(A)에 주목하면, 변형의 축적을 고려한 경우, 
변형축적구간(G)이 하류측으로 감에 따라 길어지기 때문에, 벌징변형(A)의 축적회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벌징축적변형(Aa)은 하류측으로 감에 따라 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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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도 및 제7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내부변형의 축적이 생기는 응고진행 과정에서, 다시 미응고압하를 
가한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주편이 받는 미응고압하변형의 축적회수는, 하류측으로 갈수록 많게 되
는 것으로 된다.

다음에, 주편내부에 고액공존상을 가지는 미응고주편을 롤압하할 때 발생하는 내부 변형 및 
총축적변형을, 제8도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제8도는, 미응고압하변형을 포함하는 내부변형 및 그 총축적변형과 메니스커스로부터의 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내부변형은, 주편내부에 고액공존상을 가지는 미응고주편을 롤압하할 때 연속주조
장치 내에서 발생한 변형이다. 그리고 제8도에서 H는, 제4도에 도시하는 15쌍의 압하롤그룹(51~515)에 일

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압하량을 준 경우의 미응고압하변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벌징변형(A), 굴곡변
형(B) 및 교정변형(C)과 같이 FEM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다.

제4도에 도시하는 장치의 경우에 미응고주편(1a)의 응고각의 굴곡거동을 생각하면, 응고각(1b)이, 제1단
의 압하롤(51 )의 바로 상류의 굴곡 (7)의 서포트롤(3)과 최종단의 압하롤(515 )에 있어서는 다른 압하롤

(51~514)과 비교하여 크게 구부러지게 된다.

즉 제1단의 압하롤(51)의 바로 상류의 굴곡 (7)의 서포트롤(3)에 있어서는, 제8도에 도시하는 것과 같이 

주편응고계면에서는 압축변형이 발생하여 큰 미응고압하변형은 발생하지 않으나 최종단의 압하롤(515)에서

는 제법 큰 미응고압하변형이 발생한다. 또 이것들을 제외한 다른 압하롤(51~514)에서는 거의 균일한 미응

고압하변형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들 내부변형에 하여 상술한 변형축적구간(G)을 고려하면 제8도에 도
시된 것과 같은 총축적변형분포가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1방법을 설명한다.

상술한 제6도에 도시된 변형축적구간(G)의 길이와 제8도에 도시된 미응고압하 변형의 발생상황 및 총축적
변형 분포상황을 함께 생각하면, 주형 바로 밑에서 완전응고에 도달하기까지의 사이에 배치된, 1쌍의 롤 
단위마다의 압하가 가능한 여러 쌍의 압하롤(51~5k)(제4도 참조)을 사용하여 압하롤 1쌍당의 하기 ①로 정

의되는 압하량을 Pk(k는 압하롤 쌍의 번호)로 한 경우, 변형축적구간(G)의 짧은 연속주조장치의 가장 상류

측 압하롤(51)에는 큰 압하량(P1)을 주고, 변형축적구간(G) 길이의 증가에 따라 압하롤(5k)의 압하량(Pk)을 

점차 감소시킨다.

즉, 

P1 ≥ P2 ≥ P3 ≥···≥ Pk

단 압하량(Pk) 전부가 같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압하량 : 전단 압하롤로부터 누르는 양(mm)으로 하는 미응고압하를 함으로써, 미응고압하에 따라 새로
이 가해지는 미응고압하축적변형의 발생을 미응고압하 실시 전의 축적변형분포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며, 
또 총축적변형의 최 치를 한계변형 이하로 억제할 수 있어 내부크랙이 방지된다.

이때 각 단의 압하롤(51~5k)의 압하량은, 압하구배를 Pk[=(Pk/Lb  k)×100(%)]로 한 경우, 강종별의 변형축

적구간(G)의 길이와 한계변형의 차이에도 의하는데, 인접하는 압하롤의 압하구배차를 적게 하면 양호한 
내부크랙 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바람직한 압하구배차는 탄소강의 경우에 5% 이하이다. 또 Pk는 k번째 

압하롤 쌍의 압하량(mm), Lbk는 k번째 압하롤의 롤피치(mm)이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2방법에 하여 설명한다.

제9도는, 본 발명의 제2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블록단위마다의 압하가 가능한 여러 쌍의 압하블록을 구비
한 연속주조장치의 예를 나타내는 측면방향 종단면의 개략도이다. 이 예는 VB형이라 부르는 수직곡형이지
만, S형 또는 수직형 연속주조장치라도 된다. 제9도의 경우, 압하 (9), 즉 3쌍의 압하블록(6a, 6b, 6c)
은 굴곡 (7)와 교정 (8)와의 사이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배치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압하
(9)의 배치는 주형(2)의 바로 밑으로부터, 압하를 실시한 후에도 최종 응고위치가 최종압하롤보다도 하

류측으로 되는 때까지의 사이이면, 특히 한정되지 않는다.

제9도의 경우, 압하블록(6a, 6b, 6c)은 어느 것이나 5쌍씩의 압하롤(51~55, 56~510, 511~515)로 되며, 블록

쌍 단위마다의 압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각 2개의 유압실린더(4)를 구비하고 있다.

제9도에 도시하는 것과 같은, 블록구조로 한 압하롤을 구비한 연속주조장치에 있어서도, 각 압하블록(6a, 
6b, 6c)을 유압실린더(4)에 의하여 승강 이동시켜, 미응고주편(1a)을 롤압하함으로써, 박주편(10)의 제조
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압하블록쌍단위의 압하에서는, 본 발명의 제1방법과 같은 롤쌍 단위마다의 압하와 비교하여, 
압하실시 전후에서의 주편의 패스라인을 양쪽 공히 정확하게 합치시키는 것이 곤란하다. 그러나, 압하 실
시후의 패스라인이 적절하게 되도록 압하롤 레이아웃을 결정하여 적절한 압하장치 또는 기구(후술하는 본 
발명의 제1 및 제2의 장치 참조)를 사용함으로써 압하실시 전의 패스라인의 [어긋남]을 극히 소량으로 할 
수 있다. 단 압하블록(6a~ 6c) 내의 압하롤(51~515)의 쌍수가 적은 등의 이유에 의해, 압하롤(51~515)마다

에 적절한 압하량을 주어도 압하실시 전후의 패스라인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발
명의 제1방법을 적용하면 된다.

본 발명의 제2방법에 있어서도, 압하량에 하여는 상술한 제6도 및 제8도에 도시하는 변형축적구간(G)의 
길이와 미응고 압하변형의 발생상황 및 총축적변형 분포상황과의 관계로부터, 가장 상류측 제1의 압하블
록(6a)에 큰 압하량을 주고, 하류측 제2 및 제3의 압하블록(6b,6c)으로 감에 따라 압하량을 감소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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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축적변형의 증가를 피하기 위한 유효한 미응고 압하방법이 된다.

여기서 인접하는 압하블록 6a와 6b 사이, 또는 6b와 6c 사이에서의 미응고주편(1a)의 응고각(1b)의 굴곡
거동에 주목하면, 응고각(1b)이 각 압하블록(6a~6b)사이에서의 평균 압하구배차에 의하여 구부려진다. 그 
결과 상류측 압하블록 내의 최종압하롤 바로 밑의 응고계면에는 미응고압하변형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본 발명의 제2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압하를 한다.

압하블록쌍수를 i, 압하블록 내의 압하롤쌍수를 j(i)로 하고, 압하블록 내 압하롤 1쌍당의 하기 ②로 정
의되는 압하량을 Pi,j(i)로 한 경우 각 압하블록의 압하량을,

단 압하량을 Pi.j(i)의 전부가 같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압하량 : 동일 압하블록 내에서의 전단 압하롤쌍으로부터의 누르는 양(mm)으로 한다.

그리고 각 압하블록의 평균압하구배(Ri)를 하기 식(1)과 같이 정의하면, 각 압하블록간의 평균압하구배의 

차(Ri-Ri+1)에 의하여 발생하는 미응고압하변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접하는 압하블록 사이의 평균압하

구배의 차(Ri-Ri+1)를 작게 하면, 압하블록쌍 단위로 미응고주편을 압하하는 연속주조장치에 있어서도, 새

로이 더해지는 미응고압하 축적변형의 발생을 미응고압하 실시 전의 축적변형 분포상황에 맞추어 조정함
과 동시에, 총축적변형의 최 치를 한계변형 이하로 억제할 수 있어, 내부크랙이 방지된다. 바람직한 평
균압하구배차는 탄소강의 경우 5% 이하이다.

단 Lai는 제i압하블록의 블록길이(mm)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제1 및 제2방법은 어느 것이나, 미응고압하에 의하여 더해지는 변형의 축적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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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함으로써 박주편의 내부크랙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3방법에 하여 설명한다.

이 방법은, 만곡부를 가지는 연속주소장치를 사용하여 본 발명의 제1방법 또는 제2방법에 따라 고액공존
상을 가지는 미응고주편을 롤압하할 때, 곡률반경이 일정한 원호 내에서 압하함으로써, 교정변형 및/또는 
굴곡변형에 의한 총축적변형의 증가를 억제하여, 마찬가지로 박주편의 내부크랙을 방지하는 것이다.

만곡부를 가진 연속주조장치(S형, VB형)에 있어서는, 롤압하를 실시하기 전부터, S형에서는 교정변형, VB
형에서는 굴곡변형 및 교정변형이 발생한다. 제4도에 도시된 것과 같은 VB형에서는, 변형의 축적을 고려
한 경우에는 제7도에 도시된 것과 같이 굴곡 (7) 및 교정 (8)에서 큰 굴곡축적변형(Ba) 및 교정축적변
형(Ca)이 발생한다.

만곡부를 가지는 연속주조장치를 사용하여 미응고주편(1a)을 압하하기 위하여, 압하 (9)의 위치를 주형
(2)의 바로 밑으로부터 완전응고에 도달하기까지의 사이에서 또는 굴곡 (7) 및 교정 (8)를 포함한 존
(zone) 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면, 최초로부터 굴곡변형이나 교정변형이 발생하는 미응고주편(1a)의 응고
계면에 다시 미응고압하변형이 가산되므로 박주편(10) 내에 내부크랙이 발생한다. 또 내부크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압하량을 감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회피하는 데에는 압하 (9) 즉 압하롤(5) 그룹의 배치는 롤쌍마다의 압하 또는 압하블록쌍마다의 
압하에 관계없이, 연속주조장치 내의 압하롤(5)쌍 그룹의 배치를 곡률반경이 일정한 원호 내로 할 수 있
도록, 제4도 및 제9도에 도시된 일정 원호범위(11)로 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일정 원호범위(11)는, 굴곡

(7)보다 하류측에, 교정 (8)보다도 상류측의 압하롤(5)쌍 그룹의 롤배치상태가 일정 곡률반경의 원호
로 되는 곳이다.

상기의 압하롤(5)쌍 그룹의 배치에 의해, 굴곡 (7) 및 교정 (8)에서 발생한 축적변형의 최 치 부근에 
새로이 미응고압하변형이 가산되는 일이 없어져, 롤압하량의 조정이 용이하게 된다. 이것은 제8도에 도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미응고압하변형(H)이 가해지는 장소와 굴곡변형(B) 및 교정변형(C)이 가해지는 장
소가 겹쳐지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굴곡 (7) 및 교정 (8)에서 발생한 축적변형의 최 치 부근에 
새로이 미응고압하변형(H)이 가산되는 일이 없고, 총축적변형 증가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3방법은, 축적변형 증가를 용이하게 억제하여, 내부크랙방지에 유효하게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4방법을 설명한다.

이 방법은 주편을 고속 주조하면서 미응고압하하여 박주편으로 할 때, 벌징변형이 다시 미응고압하변형에 
더해지는 것을 억제하여 한계변형 이하로 하여, 내부크랙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본 발명의 제4방법에서의 주조조건을, 본 발명의 제1에서 제3까지의 방법의 어느 것을 사용하
여 박주편의 용도를 열연코일에 한정하고, 주형출구에서의 주편두께로 70~150mm, 주조속도를 2.5~6m/min, 
주편서포트롤 및 압하롤의 롤피치로 100~250mm, 2차 냉각의 비수량으로 1.5~4.5／/(kgㆍsteel)로 한다.

상기  주편두께의 범위  70~150mm는  열연코일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 것이다.  주조속도의 하한 
2.5m/min은  상기  두께의  박주편을  연속주조로  제조할  때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한값,  한편  상한 
6m/min은 박주편 표면품질의 확보가 가능한 상한값이다.

0.2mass% C의 탄소강에서는, 후술하는 실시예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내부크랙 발생 한계변형은 0.9%이다. 
내부크랙방지를 위해서는 이 내부크랙발생 한계변형을 강종마다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한데, 열연코
일용의 강종으로서 C 함유량은 최고로 0.3mass%로 생각된다. C 함유량이 0.3mass%인 경우의 내부크랙발생
한계변형은 본 발명자들의 조사결과 0.2mass%의 경우와 차가 없고, 거의 0.9%인 것이 판명되어 있다.

미응고 압하에서 발생하는 축적변형은 상술한 본 발명의 제1~제3의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이를 0
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0.2% 정도 변형의 축적은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열연코일용 강종 
중 가장 크랙감수성이 높은 0.3mass% C의 탄소강을 상으로 하였을 때는 한계변형이 0.9%이므로, 내부크
랙 발생방지를 위해서는 미응고압하변형이외의 변형을 적어도 0.7% 미만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0.3mass%보다 C 함유량이 낮은 다른 강종에 하여는, 한계변형은 한층 크게 되므로, 미응고압하변형 이
외의 변형을 0.7%보다 작게 해두면, 내부크랙의 문제는 없다.

미응고압하변형 이외의 변형으로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굴곡변형, 교정변형 및 벌징변형이 있으며 이들도 
불가피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굴곡변형 및 교정변형에 하여는, 본 발명의 제3방법에 나타낸 것과 같
이 그들의 발생위치가 굴곡  및 교정 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영향이 없는 장소에서 미응고압하를 실시
함으로써, 총축적변형의 감소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벌징변형은 모든 롤에서 발생하며 또 주조속도의 증가에 의해 크게 되어, 개개의 롤에서의 발생변
형은 크게 되기 때문에, 그 축적변형도 꽤 증 된다. 따라서 내부크랙방지를 위해서는 미응고압하변형 이
외의 변형으로서, 벌징변형을 0.7% 미만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벌징변형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주조
속도 이외에 제어 가능한 것은 주편서포트롤 및 압하롤의 피치 및 2차 냉각의 비수량이다.

이  롤피치는,  후술하는  실시예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반드시  롤  사이마다  일정값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설비의 사정상 약간씩 값이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느 구간에서는 거의 일정
값으로 되어 있으며, 롤 사이에서 그 값을 급격하게 크게 바꾸는 일은 없다. 또 통상 연속주조기의 상류
측 압하 에서는 작게, 하류측 압하 에서는 크게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롤피치란 서
포트롤부 및 압하 에서의 평균적인 표값을 가리키는 것이다.

미응고압하롤뿐 아니라 서포트롤의 롤피치를 문제로 하는 이유는, 변형축적범위가 넓은 경우, 미응고압하
보다도 상류측에서 발생하는 벌징변형이 미응고압하 에도 잔존하며, 또 미응고압하 보다 하류측이라

도 미응고압하변형의 축적이 잔존하여, 그 부분의 벌징변형과의 총축적변형이 크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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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피치가 250mm를 넘어 2차 냉각의 비수량이 1.5／/(kgㆍsteel) 미만이면, 롤 1쌍당의 벌징변형이 크게 
되어 총축적변형도 크게 된다.

제10도에 의거하여 상기의 현상을 설명한다. 제10도는 두께 70~150mm의 박주편의 벌징변형에 기인하는 축
적변형(벌징축적변형)의 최 치와 2차 냉각의 비수량 및 롤피치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주조속도는 
제10(a)도의 경우에 2.5m/min, 제10(b)도의 경우에 4m/min, 제10(c)도의 경우에 6m/min이다. 이들 벌징변
형은 박주편의 크리프(creep) 변형을 고려한 벌징변형 해석에 의해 축적변형으로 구한 것이다.

제10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6m/min의 주조속도에서는 롤피치가 250mm를 넘어 2차 냉각의 비수량이 1.5／
/(kgㆍsteel)미만이  되면  벌징축적변형이  현저하게  증 하여  한계변형(0.7%)이상이  된다.  주조속도가 
4m/min  이하인  경우에는  롤피치의  임계치가  250mm보다도  크게  되어,  비수량의  임계치는 1.5／/(kgㆍ
steel)보다 작게 된다.

상기와 같이, 주편두께가 70~150mm,  주조속도가 2.5~6m/min의 고속시에서는, 주편서포트롤 및 압하롤의 
롤피치를 250mm 이하, 2차 냉각의 비수량을 1.5／/(kgㆍsteel) 이상으로 하면, 벌징축적변형의 최 치를 
0.7%(상술한 허용치)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롤피치의 하한은 롤지름을 얼마로 하는가로 제한이 있으며, 고속주조의 경우는 열부하가 커서 그다지 작
게 할 수는 없다. 롤지름의 현실적인 최소지름은 100mm이며, 따라서 롤피치의 하한도 100mm라 생각된다. 
한편 2차 냉각에서는 비수량을 크게 하여 강(强)냉각하며,  주편온도가 현저하게 저하하여 교정반력(反
力)이 증 되어 주편 빼내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것을 막기 위한 2차 냉각의 비수량의 
하한은 4.5／/(kgㆍsteel)이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1장치를 설명한다.

일반으로 연속주조장치에 있어서 만곡부의 반경은 약 3~15m 정도이다. 미응고주편에 한 큰 압하를, 이 
만곡부에 설치한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의 승강으로 실시한 경우, 압하시 주편상부 패스라인의 
만곡반경은, 압하 전 주조시 패스라인의 만곡반경으로부터 변화한다.

본 발명자는 만곡부 반경에 비하여 주편두께(및 압하량)가 현저하게 작은 것으로부터, 이 만곡반경의 변
화율이 극히 작은 것에 주목하여 이 2개(압하전후)의 주편의 패스라인을 겹쳐 맞출 수가 있다면, 압하 실
시유무에 관계없이,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의 롤위치를 근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구체적 방안이, 압하전후에 있어서 만곡부 반경의 중심의 이동에 응하여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을 직
진운동에 더하여 회전 운동시켜 근사적으로 겹쳐 맞추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해 미스얼라인먼트 변형
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

제11도 및 제12도에 의거하여 본 발명의 제1장치의 구성 예를 설명한다.

제11도는 본 발명의 제1장치에서 사용하는 압하블록 1개의 구조개념을 나타내는 측면방향의 정면개략도이
다. 제12도는 만곡부 및 이 만곡부에 적어도 하나의 압하블록을 가지는 연속주조장치의 주요부의 개념을 
나타내는 측면방향의 종단면개략도이다.

제11도 및 제12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1개의 압하블록은 적어도 압하롤(5) 그룹을 승강시키기 위한 상
부 세그먼트 프레임(12), 이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의 하부에 구비된 상압하롤(5)그룹, 이 프레임(1
2)에 고정하여 설치한 상류측 가이드축(19) 및 하류측 가이드축(20), 이 프레임(12)을 승강시키는 승강장
치, 예를 들면 유압실린더(4), 유압실린더(4)를 설치하기 위한 문형(門型)의 상부고정 프레임(25), 이 프
레임(25)에 고정하여 설치된, 각 가이드축(19),(20)의 정지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하강스토퍼(21), 상승스
토퍼(22) 및 회전 하한 스토퍼(23) 및 상류측 가이드축(19)의 승강이동을 위한 주입방향가이드(26)를 구
비하고 있다.

또 하압하롤(5') 그룹을 지지하기 위한 하부 세그먼트 프레임(18)을 구비하고 있다. 이 하부 세그먼트 프
레임(18)은, 상기 문형의 상부 고정 프레임(25)의 하부와도 연결된다.

유압실린더(4)는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의 상류측과 하류측에 각 2개씩 합4개, 혹은 상류측과 하류측
과의 중앙부에 각 1개씩 합2개가 구비된다.

주입방향가이드(26)의 방향은, 후술하는 제14도에 도시하는 만곡부중심(0)과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의 중
심을 잇는 법선(만곡부법선)(42)에 평행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주입방향가이드(26)는 상류측 가이드축
(19) 및 하류측 가이드축(20)을 상기 만곡부법선 방향으로 직선 접동(摺動), 즉 승강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은, 유압실린더(4)를 따라 상류측 가이드축(19)이 주입방향가이드(26)를 
따르듯이 승강함과 동시에 만곡부법선방향으로 승강한다.

또 유압실린더(4)의 실린더로드(28)와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은, 회전이 가능하도록 핀(29) 구조로 연
결된다. 유압실린더(4)도 마찬가지로, 고정금구(固定金具, 30)를 사이에 두고 문형의 상부 고정 프레임
(25)과 핀(29) 구조로 연결된다.

부호(27)는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을 하강시켜 상류측 가이드축(19)을 하강 스토퍼(21)에 눌러 붙여 
미응고주편(1a)의 압하를 실시할 때의 위치에 한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의 회전중심이다. 이 회전은 
회전 하한 스토퍼(23)에 의해 정지된다.

제11도에 도시하는 것처럼, 최상류측의 압하롤(5, 5')의 주입방향위치는, 상류측 가이드축(19)의 회전중
심(27)보다 반드시 상류측이 되도록,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의 상류측 가이드축(19)보다 상류측에 설
치한다. 이 배치에 의해, 상술한 제2도 및 제3도에 도시된 들뜨는 것(41)을 피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압하블록을 구비하는 경우, 각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은 연결되지 않는다(제9도의 압하블록
(6a, 6b 및 6c 참조).

제11도 및 제12도의 압하블록에서는 압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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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입개시~압하개시까지는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을 압하롤(5, 5') 쌍 그룹이 압하 전의 패스라인
(39)을 따르도록 상승시킨다. 그 소정위치는 상류측 가이드축(19) 및 하류측 가이드축(20)이 각각의 상승 
스토퍼(22)와 닿는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정해진다.

압하개시 후는,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을 상압하롤(5) 그룹이 압하시의 패스라인(40)을 따르도록 하강
시킨다. 그때 상류측 가이드축(19)은 하강스토퍼(21)에 닿아, 그 위치에서 회전중심(27)을 중심으로 하여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의 하류측 가이드축(20)을 회전 하한 스토퍼(23)에 닿는 위치까지 회전시켜 압
하를 한다.

상압하롤(5)그룹은, 압하 전의 패스라인(39) 혹은 압하 후의 패스라인(40)을 따를 때 하압하롤(5') 그룹
과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배치해 둔다.

압하시는 유압실린더(4)에 변동분을 고려한 압하반력 + 벌징력보다도 큰 힘을 거는 것으로, 소정의 압하 
패스라인을 유지하여 제품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즉 여러 개의 상압하롤(5) 그룹을 가지는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을 유압실린더(4)에 의해 하강시킴과 
동시에,  상류측  가이드축(19)  및  하류측  가이드축(20)을  하강스토퍼(21)  및  회전  하한  스토퍼(23)에 
의해,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의 하강시의 동작이 상기 법선방향으로의 직진뿐 아니고 회전을 행할 수
가 있도록 함으로써, 상압하롤(5) 그룹이 압하시의 주편 패스라인을 따르도록 하강시킬 수 있다. 한편 상
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의 상승시는 상기 각 가이드축(19),(20)의 위치를 상부 고정 프레임(25)에 고정한 
상승스토퍼(22)에 의해 규정하며, 상압하롤(5) 그룹이 주조시의 압하전의 주편 패스라인을 따르도록 상승
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주조개시~압하시의 주편두께의 변화에 응할 수 있게 된다. 즉 압하시의 패스
라인(40)을 각 가이드축(19),(20) 및 각 스토퍼(21),(22),(23)에 의하여 규정함으로써, 압하령을 과도하
게 걸어도 미응고주편(1a) 및 압하롤(5)(5')그룹에는 과 한 힘이 걸리는 일은 없고 게다가 압하력의 제
어도 필요 없다. 압하시의 패스라인은, 압하반력 + 벌징력보다도 큰 압하력을 거는 것만으로 결정되며, 
주편온도나 주편응고두께가 변화하여 압하반력이 변동하여도, 압하패스라인을 유지할 수 있다.

제13도에 의거하여, 압하시의 주편 패스라인에 압하 전 즉 주소시의 주편 패스라인을 겹쳐 맞춘 경우의 
패스라인의 [어긋남]을 설명한다. 이어 제14도에 의거하여 상술과 같이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에 직진에 
더하여 회전운동이 가능한 기구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에 하여 설명한다.

제13도는 주편의 미응고압하를 설명하는 측면방향의 종단면의 개념도이다. 제13도의 경우는 전압하(全壓
下)존을 연속주조장치의 만곡부의 원(반경 R)의 중심(0)에서 보아 각도 θ, 압하량을 △t로 하여, 압하속
도를 일정하게 한 예이다.

미응고주편(1a)의 압하시의 패스라인의 3점 (시점(Pa), 중점(Pb), 종점(Pc)을 통하는 원은 한 가지로 정
해진다. 여기서, 그 원의 반경을 R 중심을 O로 하고, 이 원의 2점 Pa 및 Pc를 통하여 반경(R')(=Ra: 압하 
전의 주편패스라인)을 겹쳐 맞추면, 그 원의 중심(O')은 Pa 및 Pc의 중점(M)과 O을 잇는 직선 상에 위치
한다. 따라서 점 Pa 및 점 Pc를 통하는 2개의 원호의 중점의 거리가 패스라인의 [어긋남]의 최 치 δ라 
할 수 있다.

또 제13도에 도시하는 패스라인의 겹쳐 맞춤은 Pa를 중심으로 하여 점 O를 점 M과 O을 연결하는 직선 상
으로 회전이동시킨 것과 동등하다.

실제 기계에서는, 제13도와 같이 점 Pa을 중심으로 하여 만곡부중심 O를 점 Pa 및 Pc를 통하는 반경(R)의 
원의 중심(O')으로 회전이동시키는 데는, 점 Pa가 압하롤(5)과 미응고주편(1a)과의 접점이기 때문에, 상
압하롤(5) 그룹의 최상류 롤 자신이 회전이동의 중심이 되도록 가이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상승 
및 하강스토퍼(22),(21)나 주입 방향가이드(26)의 배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즉 
실제 기계에서는 가이드(19)(20)를 상압하롤(5) 그룹과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

점 O를 점 O'로 이동하는데는, 이 회전중심인 상류측 가이드축(19) 자신이 만곡부법선방향으로 직선 이동
하도록 하는 기구로 하여, 제13도에 도시하는 [어긋남]의 최 치 (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상류측 가이드축(19) 자신에 만곡부 법선방향으로 직선운동을 주어, 점 O의 점 O'에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제14도에 의해 상기와 같은 만곡부중심을 이동시키는 경우에 하여 기하학적으로 설명한다. 

제14도는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의 각 가이드축(19),(20)를 상압하롤(5)  그룹보다도 위쪽에, 상류측 
및 하류측에 각각 배치하며, 주입방향가이드(26)의 방향은, 만곡부법선(42)의 방향에 평행으로 배치한 경
우의, 미응고주편의 압하를 설명하는 측면방향 종단면의 개념도이다.

또 각 가이드축(19),(20)의 상승위치, 즉 압하 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만곡부중심 O가 O'로 이동되도
록,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의 진직진량 및 회전각도를 구한다. 상류측 가이드축(19)을 중심으로 하여 
만곡부중심 O를 회전시켜 O'를 지나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의 중심선과 평행한 직선에 교차할 때까지
의 회전각도를 θs, 그 교차점과 O'까지의 거리를 d로 한다. 이 거리(d) 및 회전각도(θs)가 상부 세그먼
트 프레임(1)의 만곡부 법선(42) 방향으로의 직진량 및 회전각도이다.

이 2개의 양은, 상류측 가이드축(19)의 하강스토퍼(21)의 위치와 하류측 가이드축(20)의 회전 하한 스토
퍼(23)의 위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음에 제15도 및 제16도에 의해, 본 발명의 제2장치를 설명한다.

이 장치는 상기 하강스토퍼(21) 및 회전 하한 스토퍼(23)의 위치를 웜잭 등의 기계장치 및 전기제어장치
로 가변시킴으로써, 조업 중에도 주조장치의 정지 없이 압하량의 조정 및 압하패턴의 변경에 응하여,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의 만곡부 법선방향으로의 직진량 및 회전각도 조정을 가능하게 한 압하블록을 
구비한 것이다. 또 각 상승스토퍼(22) 위치도 마찬가지로 가변시킴으로써 주조장치의 정지 없이, 주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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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의한 제조 주편의 두께 변경에도 응할 수 있도록 한 압하블록을 구비한 것이다.

제15도는 상기 압하블록 1개의 상류측 및 하류측 정면의 일부 종단면 개략도이다. 제15(a)도는 상류측, 
제15(b)도는 하류측이다.

제15(a)도에 도시하는 상류측에서는, 1개의 압하블록은 적어도 상압하롤(5) 그룹을 승강시키기 위한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 이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의 하부에 구비된 상압하롤(5)그룹, 이 프레임(12)에 
고정하여 설치한 상류측 가이드축(19), 이 프레임(12)을 승강시키는 승강장치, 예를 들면 유압실린더(4), 
유압실린더(4)를 설치하기 위한 문형 상부 고정 프레임(25), 가이드축(19)의 정지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하강스토포(21), 상승스토포(22) 및 가이드축(19)의 승강 이동을 위한 주입방향가이드(26)를 구비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구성 및 배치는 제11도의 경우와 같다.

제15도의 경우, 상류측 가이드축(19), 하강스토퍼(21), 상승스토퍼(22) 및 주입방향 가이드(26)는 문형의 
상부고정 프레임(25)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미응고주편(1a)의 두께변경, 또는 압하량 변경을 위하여 
구비한 웜잭(24-1),(24-3) 및 웜(31)에 의하여, 상승스토퍼(22), 하강스토퍼(21) 및 주입방향가이드(26)
의 상하방향의 위치이동의 조정 및 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제15(b)도에 도시된 하류측에서는, 하류측 가이드축(20), 상승스토퍼(22) 및 회전 하한 스토퍼(23)를 구
비하고 있으나, 주입방향가이드(26)는 구비되어 있지 않다. 상류측과 마찬가지로, 미응고주편(1a)의 두께
변경, 또는 압하량 변경을 위하여 구비한 웜잭(24-2)(24-4) 및 웜(31)에 의하여 상승스토퍼(22) 및 회전 
하한 스토퍼(23)의 상하방향의 위치이동의 조정 및 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상하류측  모두,  유압실린더(4)와  고정금구(30)는  유압실린더(4)가  주조방향으로  회전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제11도에 도시하는 기구와 같이 부호 28은 실린더로드, 29는 핀이다.

또 하압하롤(5')그룹을 지지하기 위한 하부 세그먼트 프레임(18)을 구비하고 있다. 이 하부 세그먼트 프
레임(18)은, 문형의 상부 고정 프레임(25)의 하부와 연결하여 지지한다. 제15도의 경우는 볼트(37) 및 상
부 고정 프레임(25)과 하부 세그먼트 프레임(18)의 어긋남 방지 가이드(38)를 사용하여 접속되어 있으나 
이들을 사용하지 않고 일체구조로 하여도 된다.

제16도는 상기 압하 블록의 측면의 일부 종단면 개략도 및 제어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시하
는 것과 같이 주편두께 변경용 웜잭(24-1)(24-2)은 1개의 웜(31) 및 웜(31)을 회전시키는 1 의 회전수 
검출기 부착 유압서보모터(36-1)에 의해 구동시킨다. 압하량 변경용 웜잭(24-3)(24-4)은 각각 단독으로 
회전수 검출기 부착 유압서보모터(36-2)(36-3)에 의해 구동시킨다.

압하의 전기적 제어장치는, 주편두께 및 압하량의 설정패널(32), 주편두께 및 압하량을 모터회전수로 연
산하는 연산기(33), 유압서보모토구동제어패널(34), 유압서보모터구동장치(35), 주편두께변경용 웜잭(24-
1)(24-2)을 구동하는 회전수 검출기 부착 유압서보모터(36-1), 및 압하량 변경용 웜잭(24-3)(24-4)을 구
동하는 회전수 검출기 부착 유압서보모터(36-2)(36-3)로 구성한다.

상기의 유압서보모터는 어느 것이나 감속기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유압서보모터구동장치(35)는 서보유
압장치이며 유압실린더(4)의 구동에도 사용된다.

압하량 변경의 경우 유압서보모터(36-2)(36-2)의 회전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설정패널(32)에서 압하량의 
변경선택을 하고, 소정의 압하량을 입력하며, 이 입력은 연산기(33)에서 압하량에 상당하는 모터회전수로 
연산되어, 유압서보모터 구동제어패널(34)에 출력지령으로서 신호가 보내지며, 모터 구동제어패널(34)에
서 유압서보모터 구동장치(35)를 작동시킨다.

각각의 유압서보모터(36-2)(36-3)의 회전수는 감속기로 감속되어, 압하량 변경용 웜잭(24-3)(24-4)을 상
승 또는 하강시킨다. 이어 상기 모터의 회전은 변경한 소정의 압하량이 되는 위치에서 정지된다. 이때 각 
모터의 회전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각각의 모터에 직결된 회전수 검출기로 피드백하여 지령값와 비교함으
로써 판단하여, 소정의 압하량 입력치와 압하량(웜잭에서의 실제 실행치)과의 차를 보정한다.

주편두께의 변경의 경우, 설정패널(32)에서 두께 변경선택을 하여, 소정의 두께를 입력한다. 이 경우의 
두께 변경 제어방법은, 구동 상이 주편두께변경용 웜잭(24-1)(24-2) 및 회전수검출기부착 유압서보모터
(36-1)로 되는 것뿐이며, 상기 압하량 변경의 경우와 같다.

상기의 어느 변경에 있어서도 각 모터의 부하 및 모터의 용량을 작게 하기 위하여, 유압실린더(4)에 이동
량 검출센서를 내장시켜, 각 웜잭의 상승 또는 하강속도로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을 상승 또는 하강시키는 
쪽이 경제적이다.

이들 압하블록을 구비한 장치에 의해 압하량 변경을 조업 중에 행함으로써 두께가 다른 주편의 연속주조
도 실현 가능하게 된다.

제17도는, 본 발명의 제1 및 제2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제2도 및 제3도에서 종래의 압하블록의 문제점으로
서 나타난, 최종 압하블록의 최후단부 압하롤과 바로 하류측 롤과의 위치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을 나타내
는 도면이다. 이와 같은 패스라인을 일치시키는 방법에 의해 미응고주편에 압하시 가해지는 미스얼라인먼
트 변형을 경감시킬 수 있다.

본 발명 방법 또는 장치의 효과를 시험 1에서 시험 5까지의 실시예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시험 1

제18도에 도시하는 화학조성의 탄소강(턴디쉬내 용강과열도 30
o
C)을 상으로 하여, 제4도에 도시하는 구

성의 만곡형 연속주조장치를 사용하여 하기 조건에서 박주편을 주조 하였다.

주형치수: 폭 1000㎜ × 두께 100㎜

서포트롤: 직경 110~190㎜, 롤피치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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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하 의 배치위치: 주형내 용강 메니스커스로부터 2800~6000㎜의 사이

압하롤쌍수: 15

압하롤의 피치: 185~227㎜

2차 냉각 스프레이 비수량 4／/(kgㆍsteel)

제19도에 압하조건을 나타낸다.

어느 경우에도, 두께 100㎜의 주편이 70㎜ 두께가 되도록, 총압하량은 30㎜(총압하율 30%)로 하였다.

주조속도는,  어느  경우에도  압하를  실시한  후에도  최종  응고위치가  최종압하롤보다  하류측이  되도록 
4.0m/min로 하였다.

제19도에 도시하는 것과 같이, 본 발명의 제1방법에 응하는 본 발명예 1에서는 변형축적구간의 길이를 
고려하여, 가장 상류측의 압하롤 No.1로 큰 압하량을 주고, 하류측으로 향하여 차례로 압하량을 저하시켰
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예 2에서는 인접하는 압하롤(압하롤 No.6 및 7)로 같은 압하량을 주었다. 한편 비
교예 1에서는 변형축적구간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고, 각 압하롤로 일정한 압하량을 주었다. 비교예 2에서
는 본 발명예 1과는 반 로, 가장 상류측 압하롤 No.1로 작은 압하량을 주고 하류측으로 향하여 차례로 
압하량을 증가시켰다. 제20도에 상기 시험결과를 나타낸다.

제20도는 총축적변화와 메니스커스로부터의 거리 및 한계변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해칭부는 
미응고압하변형 이외의 제7도에 나타난 내부변형의 축적변형이다. 제20도에 도시된 것과 같이, 본 발명예 
1 및 2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응고압하 축적변형은 축적이 영향받는 구간에서 균등하며, 또 전체적으로 낮
다. 한편 비교예 1에서는 최  미응고압하변형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변형축적 구간이 길므로 많은 변형
이 축적되며, 한계변형을 넘는 큰 총축적변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예 2에 하여도 비
교예 1과 같은 이유로, 한계변형을 넘는 큰 총축적변형이 발생하고 있다.

주조 후 주편의 단면을 설퍼프린트한 결과, 본 발명예 1 및 2의 박주편에서는 내부크랙의 발생은 볼 수 
없었으나, 비교예 1 및 2에서는 내부크랙의 발생이 확인되었다. 평가를 제19도에 함께 나타내었다. ◎는 
내부크랙 발생이 없음을, ×는 내부크랙 발생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 인접하는 압하롤간의 압하구배차와 강의 탄소함유량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박주편의 내부크랙 발생
을 방지하는데는, 상기 압하구배차를, 제18도에 도시하는 화학조성과 한계변형을 가진 탄소강에서는 2% 
이내, 한계변형이 더욱 높은 저탄소강 및 극저탄소강에서는 5% 이내로 하면 되는 것을 알았다.

시험 2

제18도에 도시하는 화학조성의 탄소강(턴디쉬내 용강과열도 30
o
C)을 상으로 하여, 제9도에 도시하는 구

성의 만곡형 연속주조장치를 사용하여 하기 조건으로 박주편의 주조를 하였다.

주형치수: 폭 1000m × 두께 100㎜

서포트롤: 직경 110~190㎜, 롤피치 150~300㎜

압하 의 배치위치: 주형내 용강 메니스커스로부터 2800×6000㎜의 사이

압하롤쌍수: 3

유압실린더수: 각 압하블록마다 4개(상류측 2본, 하류측 2본)

유하블록 내 압하롤쌍수: 5

압하롤의 피치: 185~227㎜

2차 냉각스프레이 비수량 4／/(kgㆍsteel)

박주편두께, 총압하량(총압하율) 및 주조속도: 시험 1과 같이 하였다.

제21도에 압하조건을 나타낸다.

제21도에 도시하는 것과 같이, 본 발명의 제2방법에 응하는 본 발명예 3에서는 상류측 압하블록만큼 큰 
압하량을 주고, 또 압하블록간 또는 최종압하블록과 그 하류의 교정  사이의 압하구배차를 작게 하였다. 
본 발명예 4에서는 인접하는 제2 및 제3압하블록의 압하롤에 같은 압하량을 주었다. 본 발명예 5에서는 
제1압하블록과 제2압하블록 사이의 평균압하구배만에 차이를 주며, 또 이들 사이의 평균압하구배차를 크
게 하였다. 한편 비교예 3에서는 각 압하블록의 압하롤에 일정한 압하량을 주었다. 제22도에 상기 시험결
과를 나타낸다.

제22도는 총축적변화와 메니스커스로부터의 거리 및 한계변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해칭부는 
미응고압하변형 이외의 제7도에 도시하는 내부변형의 축적변형이다. 도시하는 것과 같이, 본 발명예 3 및 
4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응고압하 축적변형은 축적이 영향받는 구간에서 균등하며, 또 전체적으로 작다. 
본 발명예 5에서는 큰 평균 압하구배차에 의하여 주편이 구부러진 상태로 되며, 발생하는 미응고압하변형
의 영향이 보이며, 총축적변형의 최 치가 한계변형을 약간 넘었다. 한편 비교예 3에서는 최  미응고압
하변형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변형축적구간이 길므로, 많은 변형이 축적되어 한계변형을 넘는 큰 축적변
형이 발생하였다.

주조 후의 주편의 단면을 설퍼프린트한 결과 본 발명예 3 및 4의 박주편에서는 내부크랙의 발생은 볼 수 
없었다. 본 발명예 5에서는, 경미한 내부크랙이 확인되었다. 

한편 비교예 3에서는 내부크랙의 발생이 확인되었다. 평가를 제21도에 함께 나타낸다. ◎은 내부크랙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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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없음, △는 경미한 내부크랙 발생이 있음, ×는 내부크랙 발생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 인접하는 압하블록간의 평균압하구배차와 강의 탄소함유량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박주편의 내부크
랙 발생을 방지하는데는, 상기 평균압하구배차를 제18도에 도시하는 화학조성 및 한계변형을 가진 탄소강
에서는 2% 이내, 한계변형이 더욱 높은 저탄소강 및 극저탄소강에서는 5% 이내로 하면 되는 것을 알았다.

시험 3

제18도에 도시하는 화학조성의 탄소강(턴디쉬내 용강과열도 30
o
C)을 상으로 하여 제4도에 도시하는 구성

의 만곡형 연속주조장치를 사용하고, 또 압하롤의 배치위치가 일정곡률반경(R=3.5m)인 원호 내의 조건, 
또 굴곡 에서 압하를 개시하는 조건으로, 하기 조건에서 박주편을 주조하였다. 압하조건을 제외한 주조
조건 및 총압하율은 시험 1과 같다. 제23도에 압하조건을 나타낸다.

제23도에 도시하는 본 발명예 6은 본 발명예 1과, 본 발명예 8은 본 발명예 3과, 각각 같은 조건이다. 한
편 본 발명예 7은 본 발명예 1과, 본 발명예 9는 본 발명예 3과 각각 같은 압하패턴을 채용하며, 어느 것
이나 다시 굴곡 에서 압하를 개시하는 조건이다. 제24도에 상기 시험결과를 나타낸다.

제24도는 총축적변형과 메니스커스로부터의 거리 및 한계변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해칭부는, 
미응고압하변형 이외의 제7도에 도시하는 내부변형의 축적변형이다. 도시하는 것과 같이, 본 발명예 6 및 
8에서는, 미응고압하 축적변형은 압하실시 전부터 최 축적변형이 발생하고 있는 굴곡변형축적부를 피하
도록 가해지고 있다. 또 미응고압하변형이 가해진 곳에 하여도 압하실시 전의 최 축적변형을 넘지 않
고 있다. 본 발명예 7 및 9에서는, 압하개시롤이 굴곡 에 들어가 있으므로, 미응고압하변형이 압하실시 
전부터 최  축적변형이 발생하고 있는 굴곡변형축적부에 가해져, 최 축적변형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예 7 및 9에서는 공히 본 발명예 1 및 3과 같은 압하패턴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최 축적변형은 
한계변형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

주조 후의 주편의 단면도를 설퍼프린트한 경과 본 발명예 6 및 8의 박주편에서는 내부크랙의 발생은 볼 
수 없었다. 본 발명예 7 및 9에서는, 품질에 영향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내부크랙의 발생이 약간 확인되
었다. 이것은 굴곡변형 및 미응고압하변형의 축적변형은 한계변형 이하이지만, 약간의 불가피하며 정량화
가 곤란한 미스얼라인먼트 변형이 가해져, 한계변형을 약간 넘은 것에 의한 것이다. 평가를 제23도에 함
께 나타낸다. ◎는 내부크랙 발생이 없음을, ○는 품질에 영향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내부크랙 발생이 있
음을 의미한다.

시험 4

주조속도, 2차 냉각 스프레이의 배치조건 및 강종을 상기 시험 1의 본 발명예 1 및 3과 동일하게 하고, 
비교예 4, 5, 6 및 7로서 아래에 나타내는 조건으로 주조하였다.

압하롤 또는 압하블록, 롤피치 및 압하량은 비교에 4에서는, 본 발명예 1의 No.15 압하롤 없음(압하롤의 
쌍수는 14), 단 No.11~14 압하롤의 거리는 본 발명예 1의 No.11~15 압하롤의 거리와 같고, 롤피치는 276
㎜로 균등하게 하였다. 또 각 압하롤쌍의 압하량은 본 발명예 1의 No.11~15 압하롤과 같게 하며, 총압하
량은 본 발명예 1의 No.15 압하롤의 0.11㎜분만큼 작게 취했다.

마찬가지로 비교예 5에서는 본 발명예 3의 제3압하블록의 No.15 압하롤 없음(제3압하블록의 압하롤 쌍수
는 4), 단 제3압하블록 No.11~14 압하롤의 거리는 본 발명예 3과 같고, 롤피치는 276㎜로 균등하게 하였
다. 또 각 롤쌍의 압하량은 1.25㎜, 제1~제2압하블록의 조건 및 총압하량, 제3압하블록의 
평균압하구배는, 본 발명예 3과 같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비교예 6에서는 본 발명예 1과 같고, 비교예 7에서는 본 발명예 3과 같게 하였다.

2차 냉각의 비수량[／/(kgㆍsteel)]은 비교예 4 및 5에서 3.8 비교예 6에서 1.2, 비교예 7에서 1.1로 하
였다.

주조 후 주편의 내부크랙은, 비교예 4 및 5에서는 길고, 큰 것이 많이 발생되었고, 비교예 6 및 7에서는 
미세한 것이 발생하였다.

이때의 축적변형을 계산에 의해 구한 경우, 주형내 용강의 메니스커스로부터 (2/3)ㆍL(L: 기계의 길이) 
위치에 있어서의 최  벌징변형은 비교예 4 및 5에서는 공히 1.4%, 비교예 6 및 7에서는 공히 0.8%였다. 
또 최 총축변형은 비교예 4에서 7까지의 순서로 1.6%, 1.7%, 1% 및 1.1%였다.

제20도에서 예상되는 것과 같이, 상기 결과로부터 롤피치 증가와 비수량 저감은 벌징변형을 현저하게 증
시켜, 상기와 같이 총축적변형의 최 치가 한계변형을 넘고, 그 결과 내부크랙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시험 5

만곡반경 R=3.5m인 연속주조장치의 만곡부에 제15도 및 제16도에 도시하는 압하블록 1개를 조립하여, 아
래 조건에서 미응고압하를 행하면서 박주편의 주조를 실시하고, 주조도중에 한 제품 박주편두께 및 주
형두께의 변경가능 여부의 시험을 실시하였다.

강종: 제18도의 탄소강,

턴디쉬내 용강과열도: 30
o
C

주형치수: 폭 1000㎜ × 두께 100㎜

서포트롤: 직경 110~190㎜, 롤피치 150~250㎜

압하블록 내의 압하롤쌍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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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하롤의 피치: 185~227㎜

2차 냉각 스프레이 비수량 : 4／/(kgㆍsteel)

주조속도: 3.5m/min

주편두께: 100㎜(총압하량은 25㎜)

압하조건: 각 압하블록 내 압하롤 1쌍당의 압하량을 상기 총압하량의 균등 분할(5㎜)

또 상압하롤은 압하시의 주편 패스라인에서 하압하롤과 정면으로 마주보도록 배치하였다.

제25도는 상기와 같이 세팅한 경우에 있어서 압하 전에 한 주편 패스라인의 [어긋남]을 나타내는 도면
이다. 이와 같이 단히 작은 어긋남인 것을 확인하였다.

제26도는 실시 가능한 연속주조방법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26(a)도는 종래의 주조방법으로 제품두
께가 일정한 예, 제26(b)도는 미응고압하에 의해 제품두께를 얇게한 예(단주(單鑄)), 제26(c)도는 미응고
압하를 수반하는 주조 도중에서 제품두께를 변경한 예, 제26(d)도는 연속주조 중 주형의 두께를 바꾼 예
를 나타낸다.

산업상이용가능성

본 발명의 연속주조방법은, 미응고압하변형 및 벌징변형을 저감시킴으로써 총축적변형을 작게 억제하며, 
고속주조조건하의 미응고압하에 있어서도 내부크랙을 방지한 박주편을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연속주조장치는, 미스얼라인먼트 변형을 제어함과 동시에 주편의 미응고압하를 용이하게 하며, 
조업 중에 장치를 정지하는 일없이 주편두께 등의 변경을 실시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형에서 빼낸 고액공존상을 가지는 미응고주편을 서포트롤 지지(支持)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빼내면서 압
하롤로 압하하는 연속주조방법에 있어서, 주형 바로 밑으로부터 완전응고에 도달할 때까지의 사이에 배치
한, 롤쌍 단위마다의 압하가 가능한 복수 개쌍의 압하롤을 사용하여, 압하롤 1쌍당의 아래 ①에서 정의하
는 압하량을 Pk(k는 압하롤 쌍의 번호)로 한 경우, 미응고압하변형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류측의 압하롤의 

압하량을 하류측의 압하롤의 압하량 이상이 되도록 P1≥P2≥P3≥···≥P  k(단지, 전부가 같이 되는 경우

를 제외)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주편의 연속주조방법.  ① 압하량 : 전단(前段)압하롤에서의 압입
량(mm).

청구항 2 

주형에서 빼낸 고액공존상을 가진 미응고주편을 서포트롤지지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빼내면서 압하롤로 압
하하는 연속주조방법에 있어서, 주형 바로 밑으로부터 완전응고에 도달하기까지의 사이에 배치되며, 복수
개쌍의 압하롤을 구비하는, 블록쌍 단위마다의 압하가 가능한 복수개쌍의 압하블록을 사용하여, 압하블록
쌍수를 i, 압하블록내의 압하롤쌍수를 j(i)로 하고, 압하블록내의 압하롤 1쌍당의 아래 ②에서 정의하는 
압하량을 Pi,j(i)로 한 경우, 미응고압하변형을 억제하기 위하여, 동일 압하블록내의 압하롤쌍에는 동일압

하량을 주며, 또 상류측의 압하블록의 압하롤 1쌍당의 압하량은 하류측 블록의 압하량 이상으로 하며, 또 
아래식(1)에 의해 얻어지는 각 압하블록간의 평균압하구배의 차(Ri-Ri+1)를 저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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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부가 같게 되는 경우를 제외함)

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주편의 연속주조방법.

② 압하량 : 동일압하블록내에서의 전단 압하롤쌍으로부터 압입량(mm)

단, Lai는 제i압하블록의 블록길이(mm).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고액공존상을 가지는 미응고주편을 롤압하할 때, 만곡부를 가지는 연속주조장치를 사용
하여, 더욱이 굴곡변형 및/또는 교정변형을 억제하기 위하여 곡률반경이 일정한 원호내에서 압하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박주편의 연속주조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박주편이 열연코일용인 경우에, 또 벌징(bulging)압하변형을 억제하기 위하
여, 주형출구에서의 주편두께를 70~150㎜, 주조속도를 2.5~6m/min,  주편서포트롤 및 압하롤의 롤피치를 
100~250mm, 2차 냉각 비수량을 1.5~4.5／/(kgㆍsteel)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주편의 
연속주조방법.

청구항 5 

만곡부 및 이 만곡부에 미응고주편의 압하블록을 적어도 하나 가지는 연속주조장치에 있어서, 압하블록
(6a, 6b, 6c)이 상압하롤(5) 승강용의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 이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 하부에 
설치된 복수개의 상압하롤(5),  이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을  승강시키는 승강장치(15),  이 승강장치
(15)를 설치하는 문형의 상부 고정 프레임(25),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에 고정한 상류측 가이드축(19) 
및 하류측 가이드축(20), 상부 고정 프레임(25)에 고정한 상류측 가이드축 상승 스토퍼(22), 상류측 가이
드축 하강 스토퍼(21)  및  상류측 가이드축(19)의  주입방향(鑄入方向)가이드(26),  및  상부 고정 프레임
(25)에 고정한 하류측 가이드축 상승스토퍼(22) 및 하류측 가이드축 회전하한(回戰下限) 스토퍼(23)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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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며,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은, 상류측 가이드축(19)이 주입방향가이드(26)에 따라 승강함과 동시
에 만곡부 중심(0)과 상부 세그먼트 프레임(12) 중심을 잇는 법선방향으로 승강가능하게 되도록, 또 상류
측 가이드축(19)을 그하강 스토퍼(21)에 눌러 붙인 상태에서 상류측 가이드축(19)의 중심을 회전중심으로 
하여 하류측 가이드축 상승스토퍼(22)와 그 회전하한(下限) 스토퍼(23)와의 사이에서 회동가능하게 되도
록 문형의 상부 고정 프레임(25)과 연결되며, 또 문형의 상부 고정 프레임(25)의 하부에 복수개의 하압하
롤(5')을  구비한 하부 세그먼트 프레임(18)을  배치하여 이루어져,  미스얼라인먼트(misalignment)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주편의 연속주조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압하블록(6a,  6b,  6c)이 또한, 상승 스토퍼(22),  하강 스토퍼(21)  및 회전하한스토퍼
(23) 위치의 가변장치 및 가변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조업중의 주편두께 변경 및 압하량등의 조정에 따르
는 조업의 정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주편의 연속주조장치.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고액공존상을 가지는 미응고주편을 롤압하할 때, 만곡부를 가지는 연속주조장치를 사용
하며, 더욱이 굴곡변형 및/또는 교정변형을 억제하기 위하여 곡률반경이 일정한 원호내에서 압하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박주편의 연속주조방법. 

청구항 8 

제2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박주편이 열연코일용인 경우에, 또 벌징(bulging)압하변형을 억제하기 위하
여, 주형출구에서의 주편두께를 70~150㎜, 주조속도를 2.5~6m/min,  주편서포트롤 및 압하롤의 롤피치를 
100~250mm, 2차 냉각 비수량을 1.5~4.5／/(kgㆍsteel)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주편의 
연속주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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