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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후강판 압연시의 사행현상 예측 및 방지방법

(57) 요 약
본 발명은 후강판 압연시의 사행현상 예측 및 방지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후강판 압연시의 사행
현상 예측 및 방지방법에 있어서, 압연롤을 교체한 경우, 압연소재 없이 압연롤을 접촉시키고, 압연롤 하부 실린
더에 유압을 가한 후 압연하중(F) 및 유압실린더 위치(SO)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압연기 강성계수(M=F/SO)
을 계산하는 제1단계; 각 패스 압연 이전에, 상기 계산한 강성계수(M)를 비롯하여, 초기 사행량(YS0), 좌우 압연
하중(P), 롤길이(Lw), 평균입측판 두께(H) 및 평균압하율(τ)을 이용하여 사행량(YS)을 예측 계산하는 제2단계;
상기 예측한 사행량을 적용하여 압연을 실시하는 제3단계; 각 패스별로 압연완료후, 상기 계산한 압연기 좌우 강
성차, 실적 좌우 압연하중 편차 및 실적 좌우 롤갭차를 이용하여 좌우 출측두께편차, 길이방향 좌우 출측 두께편
차 및 실적 사행량을 계산하는 제4단계; 마지막 패스인지를 판단하여 마지막 패스가 아니면 상기 제2 단계로 진
행하고, 마지막 패스일 경우에는 종료하는 제5단계를 구비함을 요지로 한다.

대표도 - 도9

- 1 -

등록특허 10-0832967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후강판 압연시의 사행현상 예측 및 방지방법에 있어서,
압연롤을 교체한 경우, 압연소재 없이 압연롤을 접촉시키고, 압연롤 하부 실린더에 유압을 가한 후 압
연하중(F) 및 유압실린더 위치(SO)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압연기 강성계수(M=F/SO) 및 압연기 좌우 강성차
를 계산하는 제1단계;
각 패스 압연 이전에, 상기 계산한 강성계수(M)를 비롯하여, 초기 사행량(YS0), 좌우 압연하중(P), 롤
길이(Lw), 평균입측판 두께(H) 및 평균압하율(τ)을 이용하여 사행량(YS)을 예측 계산하는 제2단계;
상기 예측한 사행량을 적용하여 압연을 실시하는 제3단계;
각 패스별로 압연완료후, 실적 좌우 압연하중 편차, 실적 좌우 롤갭차 및 상기 계산한 압연기 좌우 강
성차를 이용하여 좌우 출측두께편차, 길이방향 좌우 출측 두께편차 및 실적 사행량을 계산하는 제4단계;
마지막 패스인지를 판단하여 마지막 패스가 아니면 상기 제2 단계로 진행하고, 마지막 패스일 경우에는
종료하는 제5단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후강판 압연시의 사행현상 예측 및 방지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좌우 압하율차(Δτ)와 사행(Camber)곡률(ρ)의 관계식, 좌우 압하율차(Δτ)와 사행량(ys)의 관계식
및

좌우

압하율차(Δτ)

식으로부터

사행량을

"으로 산출하는데,

"

여기서,

이고, M은 강성계수, YS0는 초기 사

행량, P는 좌우 압연하중, Lw는 롤길이, H는 평균입측판, τ는 평균압하율, 그리고, f(z)는 보정계수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후강판 압연시의 사행현상 예측 및 방지방법.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5>

본 발명은 후강판 압연시의 사행현상 예측 및 방지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길이내기 시컨스

의 압연초기 패스부터 마지막 압연완료 패스까지 각 패스별로 발생가능한 사행량을 예측하여, 사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행량을 방지하도록 제어하고, 각 패스 완료시에는 압연 실적치를 수집하여 예측 사행량을 보정하도록
함으로서, 사행이 없는 안정적인 압연을 실시하여 강판을 제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후강판 압연시의 사행현상 예측 및 방지방법에 관한 것이다.

<26>

일반적으로, 도 1은 일반 후강판 공장 압연라인의 개략도로서, 도 1을 참조하면, 일반 후강판 공장 압
연라인은 가열로, 압연기, 열간교정기 및 냉각대로 이루어져 있다.

<27>

이러한 후강판 공장 압연라인에서, 압연시 발생되는 사행현상 제어하는 방법은 단순히 압연중 발생되는
사행량을 측정하여 측정된 사행량을 제어하기 위해, 다음 패스에서 좌우 압연기의 롤갭에 차이를 주어 압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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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발생된 사행량을 제어하는 방법이었다.

<28>

도 2는 사행량 측정장치이며, 도 3은 측정된 사행량으로 사행을 제어하는 시스템 구성도이고, 도 4는
사행제어의 블록도이다.

<29>

도 2에서 측정된 사행량을 근거로 하고, 도 3에서 측정된 좌우 압연하중 편차, 좌우 롤갭편차, 그리고
압연기 좌우 강성차를 이용하여, 도 3의 프로세스 컴퓨터에서 사행량을 최소로 만들수 있는 좌우 롤갭차를 계산
하여 다음 패스 압연시에 적용하는 제어방법이었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후판의 길이방향 목표량과 실측
량과의 오차를 이용하여 롤갭제어장치에서 피드백제어한다.

<30>

도 5는 기존 사행 제어의 결과도이고, 도 6은 기존 사행제어시 발생되는 좌우측 두께차 예시도이며, 도
7은 압연기 좌우 강성을 구하기 위한 하중검출장치, 롤의 배치, 유압장치의 배치도이다. 그리고, 도 8은 압연기
강성의 계산예이다.

<31>

그런데, 상기와 같은 종래의 방법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32>

첫째, 도 5의 적용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발생된 사행량을 사행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측정
된 사행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 패스에서 사행제어를 실시하기 때문에 최종 압연소재의 사행량은 사행 발생
전의 수준까지 완전히 감소시킬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33>

둘째, 압연소재가 제2도의 사행 측정장치의 No.3 계측기까지 도달해야 사행량이 측정되므로, 압연소재
의 길이가 짧은 경우는 사행량을 측정하기 못해 사행제어를 실시할 수 없었다.

<34>

셋째, 측정된 사행량이 클 경우, 이에 비례하여 좌우 롤갭차를 크게 설정하여 압연함으로서 압연후 압
연소재의 좌우 두께차가 커져, 도 6에서와 같이 최종 소재의 두께부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5>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길이내기 시컨스
의 압연초기 패스부터 마지막 압연완료 패스까지 각 패스별로 발생가능한 사행량을 예측하여, 사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행량을 방지하도록 제어하고, 각 패스 완료시에는 압연 실적치를 수집하여 예측 사행량을 보정하도록
함으로서, 사행이 없는 안정적인 압연을 실시하여 강판을 제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후강판 압연시의 사행현상 예측 및 방지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6>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으로써, 본 발명의 방법은 후강판 압연시의 사행
현상 예측 및 방지방법에 있어서, 압연롤을 교체한 경우, 압연소재 없이 압연롤을 접촉시키고, 압연롤 하부 실
린더에 유압을 가한 후 압연하중(F) 및 유압실린더 위치(SO)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압연기 강성계수
(M=F/SO)을 계산하는 제1단계; 각 패스 압연 이전에, 상기 계산한 강성계수(M)를 비롯하여, 초기 사행량(YS0),
좌우 압연하중(P), 롤길이(Lw), 평균입측판 두께(H) 및 평균압하율(τ)을 이용하여 사행량(YS)을 예측 계산하는
제2단계; 상기 예측한 사행량을 적용하여 압연을 실시하는 제3단계; 각 패스별로 압연완료후, 상기 계산한 압연
기 좌우 강성차, 실적 좌우 압연하중 편차 및 실적 좌우 롤갭차를 이용하여 좌우 출측두께편차, 길이방향 좌우
출측 두께편차 및 실적 사행량을 계산하는 제4단계; 마지막 패스인지를 판단하여 마지막 패스가 아니면 상기 제
2 단계로 진행하고, 마지막 패스일 경우에는 종료하는 제5단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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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하, 본 발명에 따른 후강판 압연시의 사행현상 예측 및 방지방법에 대하여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그
구성 및 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38>

본 발명은 길이내기 시컨스의 압연초기 패스부터 마지막 압연완료 패스까지 각 패스별로 발생가능한 사
행량을 예측하여, 사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행량을 방지하도록 제어하고, 각 패스 완료시에는 압연 실적치를
수집하여 예측 사행량을 보정하도록 함으로서, 사행이 없는 안정적인 압연을 실시하여 강판을 제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후강판 압연시의 사행현상 예측 및 방지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러한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플로우챠트는 도 9에 도시되어 있으며, 도 9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39>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후강판 압연시의 사행현상 예측 및 방지방법은 강성치를 구하는 제1
단계(S91S92,), 사행량을 예측하는 제2단계(S93), 압연을 실시하는 제3단계(S94), 사행량 실적을 계산하는 제4
단계(S95) 및 반복 또는 종료를 판단하여 종료되기 전에 상기한 제2단계에서 제4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제
5단계(S96)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각 단계는 검출된 두계차, 하중차 및 실린더 위치차를 입력받아 압연을
제어하는 제어부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0>

먼저, 제1단계(S91,S92)에서는 압연롤을 교체한 경우, 압연소재 없이 압연롤을 접촉시키고, 압연롤 하
부 실린더에 유압을 가한 후 압연하중(F) 및 유압실린더 위치(SO)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압연기 강성계수
(M=F/SO)를 계산한다.

<41>

이에 대해, 도 10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압연롤 교체직후, 압연기 좌우 강성차를 계산하는데,
이 강성치는 하기 제2단계 및 제4단계에서 사용된다. 압연롤 교체직후, 도 7에서와 같이 압연롤을 서로 접촉시
킨(키스 롤 이라 함) 후(S101), 압연기 하부 유압 실린더에 유압을 가한다(S102). 이때 측정된 좌우 압연 하중
차, 좌우

유압 실린더 위치차를 이용하여 압연기 좌우 강성차를 하기 수학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다(S103). 만

약 압연롤 교체가 없을 경우에는 이전의 좌우 강성을 적용한다(S104).

수학식 1

<42>

<43>

여기서, S0는 유압 실린더 위치(mm), h1는 출측두께(mm), F는 압연하중(Ton), M은 압연기의 강성계수
(Ton/mm), a는 압연소재의 소성 계수(Ton/mm)이다.

<44>

상기의 수학식 1에서, 압연롤 교체직후의 압연소재 없이 압연롤을 서로 접촉시킨 경우에는 압연소재 출
측두께(h1)와 압연소재 소성계수(α)는 모두 "0"이 되므로, 압연기 강성계수(M)는 하기 수학식 2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수학식 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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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상기한 바와 같은 좌우 압연기 강성을 계산할 때,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압연하중과 유압 실린더 위
치가 곡선인 구간은 제외하고, 직선구간만 선택하여 최소자승법으로 기울기를 각각 구하고, 이 기울기가 압연기
강성이 된다.

<47>

참고로, 도 13은 압연기 전,후면과 좌,우측을 구별하기 위한 설명도로서, 도 13을 참조하면,

압연기

전,후면은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13a가 전단, 13b가 후단, 13c가 좌측, 13d가 우측이다.

<48>

그 다음, 제2단계(S93)에서는 각 패스 압연 이전에, 상기 계산한 강성계수(M)를 비롯하여, 초기 사행량
(YS0), 좌우 압연하중(P), 롤길이(Lw), 평균입측판 두께(H) 및 평균압하율(τ)을 이용하여 사행량(YS)을 예측
계산한다.

<49>

이에 대해서 도 11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 수학식 2에서 계산된 압연기 좌우 강성차와 상기
계산된 예측 압연하중 및 입측 두께를 바탕으로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먼저, 길이내기 시컨스에서 첫 번째
패스인지를 판단하는데(S111,S112), 이후 첫 번째 패스인 경우에는 길이방향 실적 압연 하중차에 의한 좌우 출
측 두께편차 예측계산, 이에 따른 예측 사행량을 예측 계산하여 각 패스별로 설정되어야 할 좌우 롤갭차, 좌우
길이방향 롤갭차를 각각 예측 계산하며(S115-S118), 반면에, 첫 번째 패스가 아인 경우에는 좌우 압연하중 편차
및 길이방향 출측 두께 편차에 대한 예측 계산을 선행한 후(S113,S114) 상기 예측 계산을 수행한다(S115-S118).

<50>

한편, 주요 사행량 발생인자로는 좌우 압하율 차 및 압연하중 차이며, 사행량과 이들 발생인자와의 관
계식으로서, 좌우 압하율차(Δτ)와 사행(Camber)곡률(ρ)의 관계식은 하기 수학식 3, 좌우 압하율차(Δτ)와
사행량(ys)의 관계식(선진율을 압하율의 1/4라고 가정)은 하기 수학식 4, 그리고, 좌우 압하율차(Δτ) 식은 하
기 수학식 5와 같다.

수학식 3

<51>

수학식 4

<52>

수학식 5

<53>

<54>

여기서, B는 판폭, τ는 평균압하율, V1는 입측소재속도, VR은 롤주속, t는 시간, P는 압연하중, Lw는
롤길이, M은 압연기 강성계수, H는 평균입측판두께, f(z)는 보정계수이다.

<55>

상기한 수학식 3, 4 및 5로부터 사행량(ys)은 하기 수학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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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6

<56>

<57>

<58>

여기서, ys0는 초기 사행량이다.

한편, 도 14는 사행(Camber)량의 설명도로서, 도 14를 참조하면, 사행량은 위로 휨정도를 의미하고, 도
15는 패스(pass)의 설명도로서, 도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연시작에서 압연 종료까지의 #1,#2 및 #3등으로
표시된 복수의 패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도 16은 시컨스(Sequence)의 설명도로서, 도 16에 보인 바와 같
이, 고르기 시컨스, 폭내기 시컨스 및 길이내기 시컨스로 구분되는데, 본 발명은 길이내기 시컨스에 관련된다.

<59>

그 다음, 제3단계(S94)에서는 상기 예측한 사행량을 압연 제어값에 적용하여 길이내기 압연을 안정적으
로 실시하는데, 이는 압연 제어량, 즉 압연롤의 유압실린더의 제어신호에 상기 예측된 사행량을 적용하여 압연
롤의 압하력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러한 실제 압연제어 과정은 종래의 과정과 동일하므로 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60>

그 다음, 제4단계(S95)에서는 각 패스별로 압연완료후, 상기 계산한 압연기 좌우 강성차, 실적 좌우 압
연하중 편차 및 실적 좌우 롤갭차를 이용하여 좌우 출측두께편차, 길이방향 좌우 출측 두께편차 및 실적 사행량
을 계산한다.

<61>

이에 대해서, 도 12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길이내기 시컨스에 있어서, 각 패스 압연완료후
(S121), 상기 제1단계에서 계산된 압연기 좌우 강성차와 실적 좌우 압연하중 편차, 실적 좌우 롤갭차에 기초해
서 좌우 출측두께 실적계산, 길이방향 실적 압연하중차에 의한 길이방향 좌우 출측두께차 실적계산 및 실적 사
행량을 계산하며(S122,S123), 상기 제2단계에서 계산된 예측 사행량과 예측 출측두께를 보정한다(S124).

<62>

그리고, 제5단계(S96)에서는 마지막 패스인지를 판단하여 마지막 패스가 아니면 상기 제2 단계로 진행
하여 상기한 단계를 계속적으로 반복 수행하고, 마지막 패스일 경우에는 종료한다.

발명의 효과
<63>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길이내기 시컨스의 압연초기 패스부터 마지막 압연완료 패스까지
각 패스별로 발생가능한 사행량을 예측하여, 사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행량을 방지하도록 제어하고, 각 패스
완료시에는 압연 실적치를 수집하여 예측 사행량을 보정하도록 함으로서, 사행이 없는 안정적인 압연을 실시하
여 강판을 제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64>

즉, 본 발명에 의한 후강판 압연시의 사행현상 예측 및 방지방법에서는, 사행 측정장치에 의해 사행량
을 측정하지 않고도 압연기 좌우 강성차, 좌우 압연하중 편차, 좌우 두께편차를 이용하여 사행량을 예측하고,
각 패스별로 사행량을 제어함으로서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사행현상이 발생후에 측정 사행량을 제어하는 방법과
는 달리 예측계산에 의해 사행 발생 자체를 억제함으로서 사행 발생 현상이 제거된 안정적인 압연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후강판의 사행 억제로 압연공정에서의 실수율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65>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 예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고, 본 발명은 이러한 구체적인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또한, 본 발명에 대한 상술한 구체적인 실시 예로부터 그 구성의 다양한 변경 및 개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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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것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쉽게 알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도 1은 일반 후강판 공장 압연라인의 개략도이다.

<2>

도 2는 기존 사행 측정장치의 개략도이다.

<3>

도 3은 기존 사행제어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4>

도 4는 기존 사행제어시의 블록도이다.

<5>

도 5는 기존 사행 제어의 결과도이다.

<6>

도 6은 기존 사행제어시 발생되는 두께부족의 예시도이다.

<7>

도 7은 압연기 좌우 강성을 구하기 위한 하중검출장치, 롤의 배치, 유압장치의 배치도이다.

<8>

도 8은 압연기 강성의 계산예이다.

<9>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사행현상 예측 및 방지방법의 전체 플로우차트이다.

<10>

도 10은 도 9의 강성치 계산과정을 보이는 플로우 차트이다.

<11>

도 11은 도 9의 예측 사행량 계산과정을 보이는 플로우챠트이다.

<12>

도 12는 도 9의 실적 사행량 계산과정을 보이는 플로우챠트이다.

<13>

도 13은 압연기 전,후면과 좌,우측을 구별하기 위한 설명도이다.

<14>

도 14는 사행(Camber)량의 설명도이다.

<15>

도 15는 패스(pass)의 설명도이다.

<16>

도 16은 시컨스(Sequence)의 설명도이다.

<17>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8>

1 : 사행 측정장치

<19>

3 : 롤갭 조정장치(Mechanical Screw Down)

4 : 지지롤(Back Up Roll)

<20>

5 : 작업롤(Work Roll)

6 : 롤 초크(Roll Chock)

<21>

7 : 유압 실린더(Hydraulic Cylinder)

8 : 압연기 하우징(Mill Housing)

<22>

9 : 압연기 강성계수(Mill Constant)

10: 압연기 좌측면(Drive Side)

<23>

11: 압연기 우측면(Work Side)

12: 압연기 전면(Entry Side)

<24>

13: 압연기 후면(Delivery Side)

2 : 압연하중 검출장치(Load Cell)

14: 사행량 (Off-Center량)

- 7 -

등록특허 10-0832967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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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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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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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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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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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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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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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 15 -

등록특허 10-0832967

도면14

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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