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940700095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11) 공고번호
(24) 등록일자

6

(51) Int. Cl.
B21B 1/00
(21)
(22)
(86)
(86)
(81)
(30)

출원번호
출원일자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자
지정국
우선권주장

(65)
(43)
(87)
(87)

공개번호
공개일자
국제공개번호
국제공개일자

1996년07월05일
특1996-0008867
1996년07월05일

특1994-0700095
1994년01월12일
PCT/US 93/004210
1993년05월04일
국내특허 : 미국
881,615 1992년05월12일

특1999-1000001
1999년01월01일
WO 93/023182
1993년11월25일

미국(US)

(73) 특허권자

티핀스 인코포레이티드

죤 이 토마스

(72) 발명자

미국 펜실바니아 15223 피츠버그 버틀러 스트리트 435 피.오.박스9547
죤 이 토마스
미국 펜실바니아 15238 피츠버그 시어드라이브 12
죠오지 더블유 티핀스
미국 펜실바니아 15238 피츠버그 힉커리힐 로우드 110
전준항, 손원, 김종윤

(74) 대리인

심사관 :

소현영 (책자공보 제4536호)

(54) 중간두께의 슬라브 연주기와 직열식 열연스트립 및 플레이트 생산라인에 사용되는 제조방법 및 장
치

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중간두께의 슬라브 연주기와, 직열식 열연스트립 및 플레이트 생산라인에 사용되는 제조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박판 스트립(thin strip)연주기와 연속열간 압연기의 개략도.
제2도는 중간두께의 스트립 연주기와 직열식 열간가역 압연기 및 권취 가열로(Coiler furnace)의 구성을
도시한 개략도.
제3도는 응고(Solidification)에서 압연까지 2인치(inch)두께의 슬라브에 대한 시간-온도 그래프도.
제4도는 응고에서 압연까지 4인치 두께의 슬라브에 대한 시간-온도 그래프도.
제5도는 박판 스트립 연주기와 연속압연기에 대한 본 발명의 피크 전력 요구량)Peak power demands)이 도
시한 바 챠트(Bar Chart)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슬라브 연주기
16 : 토치 절단기
20 : 열연스트립 압연기
26 : 레드가열로
38 : 슬라브
53 : 스케일 제거기

12 : 몰드
18 : 가열로
24 : 백업롤(Back-up roll)
36 : 테이블 콘베이어
42 : 재가열로
58,60 : 권취 가열로

62 : 냉각대

67 : 코일카

68 : 절단기

70 : 이송테이블

76 : 적치대(p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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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슬라브의 연속주조와 압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히는 통합된 중간두께의 연주기와 열간가
역 압연기에 관한 것이다.
철강업계에서 슬라브 연속주조법이 출현된 이래로, 각 회사들은 열연스트립 압연기를 직렬형 구조(inline
arrangement)로서 연속주조기에 결합시켜 생산능력을 최대화하고, 소용되는 장비와 자본 투자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이와 관련된 초기의 노력은 6인치 내지 10인치 순서로 슬라브를 생산하는 연속주
조기를 현존하는 연속 또는 반연속(semi-continuous)열연스트립 압연기에 연결시키려는 것이었다. 이와같
은 종래의 열간 스트립 압연기는 재가열로, 조질압연열(또는 가역식 조질압연기) 및 6또는 7스탠드의 사
상압연기를 갖추어 년간 1 1/2 내지 5백만톤의 생산능력을 갖는 것이었다.
이러한 압연기의 구성은 현재 대형 제철소의 설계 구조이고, 새로운 설계 구조의 열연스트립 압연기는 고
가의 자본 비용으로 인하여 건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저가의 통합 연주기-열연스트립 압연기에 대한
노력은 현재의 설계 구조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종래의 통합 연주기는 제품구성
(product mix)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었고, 따라서 시장 요구에 극단적으로 둔감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정 생산품으로서 년산 1,000,000톤의 절을 전형적으로 생산하는 소위 박판 슬라브
연속 주조 열연스트립 압연기의 발전을 일으켰다. 이러한 압연장치들은 2인치 또는 그 이하와 비슷한 박
판 슬라브 연주기와 연결되었다. 이같이 연결된 박판 슬라브 연주기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 자
체에 심각한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같은 심각한 결함들은 소위 박판 슬라브 연주기에 관련된
질과 양의 제한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박판 슬라브용 금속을 제공하기 위한 트럼펫(trumpt)형 몰드는
얇은 벽의 슬라브 표면을 따라서 높은 마찰력과 응력을 유발 시킴으로서 최종 제품의 표면품질을 크게 저
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인치 스트립 연주기는 몰드의 제한된 금속용량(metal capacity)으로 인해
서 대략 7회(heats)의 단일 턴디쉬 수명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상기 박판 연주기들은 금속이 현재 레들구조내에서 응결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고속으로 주조작업을 하여야한 하는 것이다. 이는, 슬라브 연주기의 직하류측(Just
downstream)에 매우 긴, 대략 500feet에 해당하는 터널형 가열로를 필요로 하게 되어 슬라브의 속도를 조
절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열을 손실하는 박판 슬라브(2inches)에 열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슬라브
는 가열로를 고속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단 스탠드(multi-stand)에 연속주조 열연스트립 압연기가 필
요하게 되고, 빠르게 이동하는 스트립을 조절하는 판재(sheet) 및 원하는 스트립 두께로 압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스템은 정상적인 폭에 관해서는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바, 이는 연주기가 대략
년산 800,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지만, 연속압연기는 년산 2.4백만톤의 생산능력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
서, 자본비용은 교체하고자 하였던 종래의 시스템에 소요되는 자본비용에 근접하는 것이다.
또한, 슬라브 두께의 퍼센트로서 스케일 손실은 2인치의 박판 연속슬라브에 대해서는 상당한 것이다. 메
우 큰 가열로로 인해서, 긴 로울러 노상(a long roller hearth)을 제공하여야만 하고, 이는 노출된 회전
로울러로 인해서 정비 부하가 증가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다단(multi stand)열연스트립 압연기는 단시간내에 많은 작업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다 큰 마
력의 압연스탠드가 제공되어야만 하며, 어떤 경우에는 주어진 지역, 특히 신흥도시인 경우에는 에너지 공
급능력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박판 슬라브 연주기는 완제품의 폭에 대하여 제한을 받는
바, 이는 2인치 슬라브상에 수직 모서리 절단기(Vertical edgers)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
기 연주기는 단일 폭으로 제한된다. 박판 스트립 연주기에 관련된 문제점은 제철과정에서 형성된 여러가
지 함유물들을 박판 슬라브의 표면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들인 바, 이러한 함유물이 노
출되면, 표면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래의 시스템은 스케일 제거 측면에서도 제한되
고, 이는 슬라브의 열이 빠르게 손실되기 때문에 스케일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고압
의 냉각수에 의해서도 별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박판 스트립 프로세스는 단지 연속운전 방식으로 작동되는 바, 이는 이러한 프로세스중의
이는 한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 생산라인의 정지를 초래하고, 종종 생산되는 전체 제품의
폐기처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중간두께의 슬라브 연주기를 열간가역 압연기에 연결시키고자 함에 있다. 또한
다른 목적은, 연주기의 생산능력과 압연기의 생산능력이 균형적인 시스템을 채택함에 있다. 또한, 본 발
명의 다른 목적은 보다 적은 열 및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채택함에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다
른 목적은 소자본 투자가 소요되고, 합리적인 소형의 설치장소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저전력소모의 압연
장치와 적은 운전비용으로 작동가능한 자동시스템을 채택함에 있다.
본 발명은 년산 650,000톤 및 그보다 많은 생산능력의 다기능의 통합 연주와 소형 압연기(mimi-mill)을
제공한다. 이같은 설비는 24 내지 120의 완제품 폭과, 800PIW과 1000PIW가 주기적으로 생간 가능한 것이
다. 이는 고정과 조절이 가능한 폭을 갖는 몰드를 갖추고, 상기 몰드는 트럼팻형 몰드가 아닌 곧은 직사
각형 단면을 갖춘 주조설비를 사용함으로서 달성된다. 상기 연주기는 충분한 량의 액상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몰드를 갖추어 급속한 턴디쉬 교체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서 연주기의 수명이 하나의
턴디쉬 수명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주는 것이다. 본 발명은, 박판 주조 슬라브의 두께보다 대략 2배 두
꺼운 슬라브를 제공하여 보다 적은 열손실을 유도하고, 보다 적은 에너지의 BTU열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은 체적당 적은 표면적으로 인하여 보다 적은 스케일 손실을 얻는 슬라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보수유지 비용이 요구되는 재가열 또는 균열로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종래의 연주기 속도로서 작동가능하고, 스케일 제거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연주기를 제
공한다. 본 발명은 열간가역식 압연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최적 두께의 주조 슬라브를 선택하여 균형적
인 생산능력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주조작업과 압연작업중 어느 일측에서 지연이 발생되면 상기 주조작
업과 압연작업을 서로 분리시키는 능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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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연주기내에서 용융금속의 화학변화 또는, 폭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형성되는 중간전
이 슬라브(transitional slabs)의 손쉬운 제거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설명된 모든 유익한 점은 저철정압 헤드(low ferrostatic head), 슬라브의 경량화, 직선형 몰드, 짧
은 길이의 몰드, 보다 적은 몰드 반경, 적은 냉각 필요성, 저연속 비용 또는 전단능력 및 간단한 기계구
조등을 포함하는 박판 연주기의 유익한 점을 유지하면서 구현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열연스트립과 플레이트 생산라인에 연결된 중간두께의 슬라브 연주기를 제공하여
연주기로부터, 그리고 상기 연속주조기를 빠져나가는 슬라브 이송 테이이블에 인접 위치된 슬라브 저장
영역 또는 집합소로부터, 또는 그밖의 영역으로부터 직접 슬라브를 받을 수 있는 재가열 또는 균열로를
갖추게 된다. 공급 및 복귀 테이블은 재가열로의 배출단부에서, 양측에 권취 가열로를 갖는 열간가역식
압연기에 직열(직선)로(in line) 배치된다. 상기 압연기는 주조 슬라브를 3회의 평편압연(flat passes)을
통해서 1인치 또는 그 이하의 두께로 감소시키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합성코일(combination coil), 코일형 플레이트, 권취된 판재 또는 낱장 판재의 사상공정(finishing lin
e)이 일체형 권취 가열로를 갖는 가역 열간 압연기의 후류측에 직선으로 연장 형성된다. 사상 공정 설비
는 냉각대, 다운 코일러(a down coiler), 플레이트 테이블, 전단기, 냉각베드, 플레이트 측면 및 단부 절
단기 및 적치대(piler)등을 갖추고 있다.
열간가역식 압연기와 연주기 사이에서 필요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5인치 내지 5.5인치 두께의,
바람직하게는 3.75인치 내지 4.5인치의, 가장 바람직하게는 대략 4인치의 두께를 갖는 슬라브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 슬라브는 권취 가열로 사이에서 중간 제품을 권취(coiling) 하기전에 열간가역식 압연기상에서 3회
평편압연되어 1인치 또는 그 이하의 두께로 축소되고, 필요한 최종 완제품의 두께까지 더욱 감소되는 것
이다. 코일형 플레이트, 낱장 플레이트 및 코일형상의 판재를 1000PIW 및 보다 높은 능력으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슬라브 폭이 24내지 120인치 사이에서 변화할 수 있다. 바람직한 작동방법은 연주기로부터 슬라
브 테이블로 절단된 또는 산소 용단된(torch cut)슬라브를 공급하여 재가열 또는 균열로로 직접 공급하
거나 또는, 슬라브 테이블에 인접한 슬라브 집합소 및 저장 영역으로 직접 공급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또
한 상기 방법은 슬라브를 슬라브 테이블로부터 가열로에 직접 공급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그러나, 상기
방법은 사전에 수집되고 저장된 슬라브를 다음 처리를 위해서 가열로에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을 도면에 따라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에는 종래의 박판 스트립 연주기와 직열식 연속 열연스트립 압연기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슬라브
연주기(10)는 용융금속이 유입되는 입구(14)를 갖는 만곡형 트럼펫 몰드(12)를 구성하고 있다. 전기가열
로, 래들 저장소 및 턴디쉬(미도시)등은 연주기(10)와 연결되지만 이 또한 종래의 구조를 갖는다.
슬라브 연주기(10)는 대략 2인치 또는 그 이하의 두께로서 슬라브 가닥을 주조하고, 슬라브를 절단하기
전에 충분히 응고되도록 만곡된 몰드(12)로부터 적정거리 떨어져 위치된 전단기 또는 토치 절단기(16)등
에 의해서 적정 길이의 슬라브로 절단된다. 그리고 , 박판 슬라브는 긴 터널형 가열로(18)로 유입되어
적절한 가열을 받게 됨으로서 터널형 가열로의 후류측에 위치된 연속 열연스트립 압연기(20)로 유입되기
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전형적인 연속 열연스트립 압연기(20)는 5개의 롤스탠드(21)를
갖고 각각은 한쌍의 작업롤(23)과 한쌍의 백업롤(24)를 갖추고 있다. 상기 롤스탠드(21)는 일정거리 떨어
지고 5개이 모든 롤스탠드를 통과하는 슬라브에 연속적인 작업을 가하기 위하여 동기하여(Synchronized)
작동한다. 원하는 두께로 압연된 스트립은 다운코일러(22)에서 코일형으로 권취되고, 바람직한 최종 철강
제품으로서 후속 처리된다. 상기 박판 스트립 연주기와 연속 열연스트립 압연기는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
지만 기본적인 몇가지 결함도 갖는 바, 이는 연속 열연스트립 압연기가 연주기에 직접 통합 연결되어 그
사이에 연주기 또는 연속 열연스트립 압연기중에서 발생된 오동작의 문제점들을 수용할만한 완충작용을
하지 못함으로서 돌발적인 실수(error)에 대한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2인치의 슬라브는 4인치의 슬라브에 비해서 열손실이 현저히 큰 것이다. 따라서, 이는 2인치 슬라
브에 대해서는 적정 압연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 터널형 가열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제3도에 도시되어 있고, 여기서 2인치 슬라브에 대한 온도-시간 곡선을 통해서 에너지 소
모량이 표현되어 있다. 2인치 두께의 주조 슬라브에서는, 주조때의 슬라브 평균몸체 온도가 단지 1750℉
이고, 온도가 너무 낮아 열간압연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다. 상기 슬라브는 그 두께로 인하여 슬라브 중
심내에 열에너지를 저장할 수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열간압연을 위한 2000℉의 평균몸체 온도를 얻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열에저지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박판 슬라브는 대략 150피트(ft) 정도이기 때문에
긴 터널형 가열로내에서 가열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이같은 가열로는 철을 열간압연하기 위한 2000
℉의 평균몸체 온도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대략 톤당 120,000BTU의 열에너지를 제공하여야만 하고, 부가
적으로, 2인치 연주기/압연기 프로세스에 의해 지시되는 시간내에 슬라브로 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열구배(heat gradient)를 설정하도록 부가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2인치 두께의 슬라브가 터널형 가열로를 서서히 이동하는 동안, 가열로의 대기는 박판 슬라브의 노
출표면에 밀 스케일을 형성한다. 이러한 밀 스케일은 최종 판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압연전에 제거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다. 빈번하게 이러한 밀 스케일은 다단 연속압연기에서 슬라브내로 압연되는 것이다. 정
상적으로는, 밀 스케일이 고압의 물분사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2인치 두께의 슬라브에서는
이러한 물분사가 철을 압연에 부적합한 온도까지 재가열 처리를 무용하게 하면서 급냉(quench)시키는 경
향이 있다.
한편, 4인치 두께의 슬라브는, 길이가 1/2로, 또한 절반에 해당하는 노출표면을 갖추고, 따라서 스케일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스케일은 이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4인치 슬라브내의 열에
너지 저장 효과로 인하여 슬라브 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고압의 물분사에 의해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것이다.
2인치 두께의 슬라브에서와 같이, 주조과정중에 외부냉각이 사용되어 고체 쉘(a solid shel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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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그 내부에 턴디쉬 온도인 2800℉로 유지되는 액상코어(liquid core)를 유지시키게 된다. 상기
쉘이 형성되면, 액상코어는 점점 줄어들면서 슬라브가 그 두께로 응고된다. 이러한 현상은 연주기의 금속
학적인 길이를 설정시켰던 것이다. 4인치 슬라브에 대해서는, 슬라브의 중앙부(2800° 내지 2600 ℉)로부
터 표면온도, 대략 평균온도 2300℉(제4도 참조)까지 온도구배(a temperature gradient)가 형성된다. 만
일 슬라브가 등온 포위체(isothermal enclosure)내로 유입된다면, 응고엔탈피(solidification enthalpy)
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였던 고온의 내부 온도 구배가 평균슬라브 몸체온도 2000℉에 영향을 주는 충분
한 열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등온 포위체내에서의 균열처리는, 주조 슬라브가 응고된 직후에
바로 실행되어 가열로로 유입되기 전에 차단된다.
이러한 처리를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은 열이 방산되어야만 하는 거리(대부분, 슬라브 두께의
절반)와, 응고매체의 열방산율(thermal diffusivity)과의 곱(Square)에 의해서 결정된다. 균열화전의 평
균몸체 온도가 2300℉이었고, 균열화후의 평균몸체 온도가 철의 열간압연에 필요한 2000℉만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철의 톤당 120,000BTU에 해당하는 과도한 엔탈피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열에너지는 등온
포위체의 열적 보존을 유지하는데 사용가능하고, 즉, 포위체내에서 등온환경을 설정하는 데 관련된 열손
실을 보상하며, 따라서 포위체의 외부가열이 적어지거나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뚜렷한 이익중의 하나는 종래의 2인치 두께 연주기/연속압연기 및 이와 유사한 공정에 비교하
여 매우 낮은 전력소모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제5도는 본 발명의 강역식 압연기에 대한 피크치
(9000kilowatts)와, 다단 연속압연기의 피크 전력소모량(19000kilowatts)을 비교함으로서 이러한 점을 설
명하고 있다. 전력회사의 요금징수 계약은 2가지로 이루어지고, 이는 요구(demand)부분과 소비 전력부분
(consumed power)이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높은 피크 부하를 요구하는 공정인 경우는 가장 비싼 요구부분
의 전력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즉 높은 요구부분은 보다 높은 전력비용을 초래한다. 제5도는 4스탠드 사
상 압연기상에서 높은 피크부하로 2인치 두께의 슬라브가 압연된 4개의 코일과, 동일시간내에 열간가역
압연기에서 각각 9회의 압연작동으로 낮은 피크부하에서 4인치의 슬라브가 2개의 코일로 압연되는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또한, 보다 중요한 점은, 많은 전력회사들은 발전설비와 선로의 능력 제한으로 인하여 제5도에 도시된 바
와 같은 높은 피크부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전력 송전망(power grid)이 빈약하고, 전송선로가 긴 신흥도시에는 중대한 문제점인 것이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현재의 전력공급시스템과 기본 구조물(infrastructure)에 적합한 낮은 자본비
용의 생산적인 소형 압연 제철 플랜즈(mini mill steel plant)를 신흥도시에 제공함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다.
전력수요가 15분 간격을 평균적으로 넘어서는 톡특한 시스템에서도, 2인치 슬라브를 받는 4 또는 5단연속
사상 압연기에 사용되는 전력 요구량은 4인치 슬라브를 받는 열간가역 압연기에 필요한 전력 요구량보다
현저히 큰 것이다.
본 발명의 중간두께 슬라브 연주기와 직열식 열간스트립 및 플레이트 생산라인이 제2도에 도시되어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기 용해 가열로(26)는 본 발명의 연주기와, 스트립 및 플레이트 생산라인(25)의
유입단부에 용융금속을 제공한다. 상기 용융금속은 연주기(30)로 공급되기 전에 래들가열로 (28)내로 공
급된다. 상기 연주기(30)는 직사각형 단면의 몰드(만곡형 또는 직선형)(32)내로 용강을 공급한다.
토치 절단기(또는 전단기)(34)가 몰드(32)의 배출단부에 위치되어 응고된 금속가닥을 일정길이로 절단하
며, 이때 슬라브는 3.5 내지 5.5인치의 두께와 24 내지 120인치의 폭을 갖는다.
그리고, 슬라브는 테이블 콘베이어(36)로 공급되어 슬라브 하치 영역으로 이동되며, 가열로(42)로 직접
공급되거나. 또는 직열식 생산라인으로부터 제거되어 슬라브 집합소 및 저장 영역(40)내에 저장된다. 바
람직한 가열로는 워킹비임 방식(walking beam type)이지만, 로울러 가열로 방식도 몇몇의 적용예에 사용
가능하다. 임의의 플레이트 제품에 대한 최대크기의 슬라브(44)와 낱장의 슬라브(46)가 워킹 비임 가열로
(42)내에 도시되어 있다. 슬라브 집합소 및 저장 영역(40)내에 위치된 슬라브(38)도 슬라브 푸셔(48) 또
는, 워킹 비임 가열로(42)에 슬라브(38)를 간접적으로 장입하기 위해 위치된 장입 아암 장치 등을 통해서
상기 가열로(42)로 공급가능하다. 또한 , 그밖의 슬라브 야드 또는 저장 영역으로부터의 슬라브를 장입시
키는 것도 가능하다. 중간두께의 슬라브는 박판 슬라브보다 많은 양의 열을 저장하기 때문에, 온도 균일
화는 모든 여러가지 작동모드에서 필요하게 된다. 물론, 별도의 저장위치로부터 냉각된 상태로 유입되는
슬라브에는 압연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BTU 열량을 공급하는 능력을 상기 가열로가 갖추어야만 한다.
여러 종류의 슬라브가 종래의 방식으로 상기 가열로(42)에 공급되고, 슬라브 배출기(50)에 의해 제거되어
공급 및 복귀 테이블(52)상에 놓여진다. 스케일 제거기(53) 및/또는 수직 모서리 절단기(54)가 슬라브상
에 활용가능하고, 수직 모서리 절단기는 통상적으로 단지 2인치 이하의 슬라브에는 활용될 수 없다.
공급 및 복귀 테이블(52)과, 수직 모서리 절단기(54)의 후류측에는 상,하부 권취 가열로(58)(60)를 각각
갖는 열간가역 압연기(56)가 위치된다. 냉각대(62)가 권취 가열로(60)의 하류측에 위치된다. 냉각대(62)
의 후류측에는 코일카(67)와 연동하여 작동되는 코일러(66)가 위치되고, 그 후방에는 절단기(68)와 연결
되어 작동되는 플레이트 테이블(64)이 위치된다. 최종 제품은 코일러(66)상에서 코일로 감기고, 코일카
(67)에 의해서 스트립형 판재나, 코일형 플레이트의 형태로 제거되며, 그후의 처리를 위해서 플레이트 형
상으로 절단된다. 플레이트 제품은 냉각베드를 갖는 이송테이블(70)에 의해서 최종 처리라인(71)으로 이
송된다.
상기 최종 처리라인(71)은 플레이트 측면절단기(72), 플레이트 단부 절단기(74) 및 플레이트 적치대(76)
를 갖추고 있다.
본 발명의 유익한 점은 사용되는 작동변수(operating parameters)의 결과에 따라서 변화된다. 주조 슬라
브 가닥의 두께는 3.5인치 내지 5.5인치이며, 바람직하게는 3.75인치 내지 4.5인치이며, 가장 바람직하
게는 대략 4인치이다. 폭은 일반적으로 24인치 내지 100인치 사이에서 변화가능하여 1000PIW 및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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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워킹빔 방식의 가열로(42)를 떠난 후의 슬라브는 열간가역식 압연기(56)를 전, 후로 최소 횟수, 예를 들
면 3회 정도 평면압면됨으로서 1인치 이하의 슬라브 두께를 얻는다. 중간제품은 적절한 권취 가열로 내
에서 코일로 감기고, 이때 3회의 평면압연시에는 권취 가열로(60)로 이송된다. 바람직하게 평면압연시 상
부측 코일러에서 하부측 코일로의 2회의 압연패스와 상기 하부측 코일러에서 상기 상부측 코일러로의 적
어도 1회의 압연패스로 압연하여 중간제품으로 만든다. 그후 중간제품이 열간가역식 압연기(56)를
통하여, 또한 권취 가열로 사이에서 전,후로 통과되어 코일형의 판재, 코일 플레이트 또는 플레이트 완제
품의 원하는 두께를 얻는 것이다
최종 완제품의 두께를 얻기 위한 압연횟수는 변화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최초 평면압연을 포함하여 9
회의 압연횟수가 수행될 수 있다. 최종 압연패스시에는, 상부측 권취 가열로(58)로부터의 스트립이 열간
가역식 압연기내를 통과하여 원하는 두께로 압연되는데, 상기 중간제품은 6이하의 압연패스를 거쳐 제조
된다. 냉각대(62)를 통과하여 코일러(66)에서 코일로 감기기 위한 또는, 플레이트 테이블(64)로부터 유입
되기 위하여 적절하게 냉각된다. 만일, 완제품이 코일형태의 판재 또는 플레이트인 경우, 코일러(66)상에
서 권취되고, 코일카(67)에 의해서 제거된다.
만일 플레이트 형상으로 직접 생산된다면, 절단기(68)에 의해서 적정길이로 절단되는 플레이트 테이블
(64)로 유입된다. 그후의 플레이트는 냉각베드로서 작동되는 이송테이블(70)로 유입되고, 사상 공정라인
(71)상에서 최종 마무리되며, 상기 사상 공정라인(71)은 스케일 제거기(73), 측면절단기(72) 및 단부 절
단기(74)와 적치대(76)를 갖추고 있다.
다음에 예시되는 실시예들은 생산가능한 광범위한 제품들을 나타내고 있다. 압연기로의 유입온도는, 대부
분의 설비에서 제품 요구 조건에 주종을 이루는 폭이 좁은 슬라브(대략 2000℉)보다 폭이 넓은 슬라브에
대하여 보다 높은 온도(2300℉)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실시예 1]
74인치 폭×0.100인치 두께의 코일형 판재가 다음의 압연 스케줄(Schedule)에 따라서 저탄소강의 4인치
슬라이브로부터 생산되었다.

[표 1a]

[표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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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
52인치 폭×0.100인치 두께의 코일형 판재가 다음의 압연스케줄에 따라서 저탄소강의 4인치 슬라브로부터
생산되었다.

[표 2a]

[표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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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3]
98인치 폭×공칭0.187인치 두께의 코일 플레이트가 다음의 압연스케줄에 따라서 저탄소강의 4인치 슬라브
로부터 실제 두께 0.177인치로 생산되었다.

[표 3a]

[표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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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4]
84인치 폭×0.140인치 두께의 코일 플레이트가 다음의 압연스케줄에 따라서 저탄소강의 4인치 슬라브로부
터 제조되었다.

[표 4a]

[표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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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두께의 연속주조기와 열간스트립 및 플레이트 생산라인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박판 연주기의 여러가
지 유익한 점을 제공한다.
상기 설비의 기본적인 구조는 압연기의 150톤/시간의 압연능력에 따라서 기초할 수 있다. 시장 요구상황
은 완제품의 종류(product mix)를 지시하지만, 시간당 150톤의 압연능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연주기 속도
를 계산할 목적에서는 대부분의 완제품 종류가 36인치 내지 72인치 사이에 유지됨을 추정할 수 있다. 150
톤/시간으로 압연되는 72인치 슬라브는 61인치/분의 주조속도를 요구한다. 60인치의 폭에서는, 주조속도
가 73.2인치/분으로 증가하고 ; 48인치에서는 주조속도가 91.5인치/분으로 증가하며 ; 36인치의
폭에서는, 주조속도가 122인치/분으로 증가한다. 이 모든 속도들은 수용가능한 주조속도의 범위내이다.
년간 설계 생산 톤수는 1년에 50주를 기준으로 하고, 1주당 15회(turns)작업하며, 1회당 8시간 씩을 기준
으로 하여 1년간 가능한 작동시간은 6000시간이며, 이러한 작동시간의 75%를 활용하고, 동작설비를 통해
서 96%의 수확을 얻는다면, 년간 설계 생산톤수는 대략 650,000의 최종 톤수에 도달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코일형 플레이트, 코일형 판재 또는 낱장 플레이트 등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a) 3.5인치 내지 5.5인
치 두께를 갖는 슬라브 가닥을 연속주조하는 단계 ; b) 상기 슬라브 가닥을 사전에 예정된 길이로 절단하
는 단계 ; c) 상기 절단된 슬라브를 직열식 가열로(42)에 공급하는 단계 ; d) 상기 슬라브를, 상,하부측
에 각각 권취 가열로(58)(60)를 갖는 열간가역식 압연기(56)를 포함하는 연속처리라인에 배출하는 단계 ;
e) 상기 슬라브를 상기 압연기를 통하여 전,후로 통과시켜, 상기 압연기를 통과한 평면압연의 최소 횟수
후에 권취에 충분한 두께의 중간제품으로 압연하는 단계 ; f) 상기 중간제품을 상,하부 권취 가열로중의
어느 하나내에서 코일로 감는 단계 ; g) 상기 코일로 감긴 중간제품을 압연기를 통하여 전,후로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의 최종제품으로 두께를 감소시키고, 상기 중간제품은 압연기를 통과하는 각각의 패스상에서
권취 가열로 각각 내에 수집되고 배출되는 단계 ; 및 h) 상기 최종제품을 코일형 플레이트, 낱장 플레이
트 또는 코일형 판재중의 어느 하나로 마무리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로의 후류측에서 지연이 발생되면, 상기 연주기의 후류측에 위치되고, 가열로
에 인접한 슬라브 분리대(a slab take off)로부터 슬라브를 제거하고, 상기 슬라브를 가열로에 장입하기
전에 가열로 상류측의 저장 영역내에 적치하는 단계를 추가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브 가닥을 3.75인치 내지 4.5인치의 두께로 주조함을 특징으로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브 가닥을 4인치의 두께로 주조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열간가역식 압연기(56)를 통하여 상기 중간제품을 6이하의 압연패스로서 최종제품
으로 감소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최종제품의 마무리 공정은 낱장길이의 플레이트로 직렬로 절단하고, 상기 플레이트
를 냉각시키며, 측면절단기(72) 및 단부절단기(74) 및 적치대(76)중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통하여 상기
플레이트를 마무리하는 공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인치 이하 두께의 중간제품을 형성하기 위하여 단지 3회의 평면압연패스가 이루
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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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최소횟수의 압연패스는 상기 상부측 코일러에서 상기 하부측 코일러로의 2회의 압
연패스와, 상기 하부측 코일러에서 상기 상부측 코일러로의 적어도 1회의 압연패스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a) 3.5인치 내지 5.5인지 두께의 슬라브 가닥을 형성하기 위한 연속식 스트립 주조기 (30) 수단 ; b) 상
기 연주기 수단의 후류측에서 상기 슬라브 가닥을 필요한 길이의 슬라브로 절단하기 위한 직열식 절단기
(34) ; c) 상기 절단기(34)와 직열배열을 이루고, 횡방향으로 작동가능한 스라브 분리대를 갖는 슬라브
테이블 콘베이어(36) ; d) 상기 슬라브 테이블 콘베이어(36)에 인접하여 상기 슬라브 분리대로부터 슬라
브를 받는 슬라브 집합소 및 저장 영역(40) ; e) 상기 슬라브 콘베이어 테이블과 슬라브 집합소 및 저장
영역에 직렬로 배열되어 각각으로부터 슬라브를 받는 유입단부를 갖는 재가열로(42) ; f) 상기 재가열로
(42)의 배출단부에 위치되는 공급 및 복귀테이블(52) ; g) 상기 공급 및 복귀 테이블(52)에 직렬로 연결
되어 상기 재가열로(42)에서 배출되는 슬라브를 최소한의 평편압연 횟수내에서 코일링(coiling)에 충분한
두께의 중간 제품으로 압연하는 열간가역식 압연기(56) 수단 ; h) 상기 열간가역식 압연기 수단의 상류측
에 하나가 위치되고, 하류측에 다른 하나가 위치되며, 그 사이에서 상기 중간두께의 제품이 통과되어 상
기 열간가역식 압연 수단을 통과함으로서 최종두께의 제품으로 압연되도록 상기 중간두께의 제품을 수용
하고 배출시키는 한쌍의 권취 가열로(58)(60) ; 및 i) 상기 한쌍의 권취 가열로(58)(60)와 열간가역식
압연 수단(56)에 직렬로 후류측에서 배치된 사상공정라인(71)을 포함하는 중간두께의 슬라브 연주기 및
직열식 열연스트립과 플레이트 생산라인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사상공정라인은 일련의 냉각대(62), 다운코일러(66), 플레이트 테이블(64), 전단기
(68), 냉각베드 교차대(a cooling bed crossover), 플레이트 측면 및 단부절단기 (72)(74) 및 적치대(7
6)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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