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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금속 물체 표면의 용융도금층 두께 조절방법

요약

    
본 발명은 금속 물체(2) 위의 용융도금층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 도금은 그 물체 위에 용융
금속을 부착하기 위한 설비(1)로부터 그 물체를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므로써 실시된다. 상기 금속 물체(2)는 상기 설비
로부터 기준면(plane)(x)을 포함한 이동 경로(4)를 따라 이동 방향으로 이동된다. 과다한 용융금속은 그 물체(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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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력을 가하므로써 그 물체(2)로부터 깎여진다. 게다가, 그 물체(2)의 위치는 기준면(x)에 대하여 전자기 안정화 장
치에 의해 안정화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용융도금, 나이프(knife), wiping, 전자기, 안정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이동 금속 스트립에 도금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의 개략 구성도.

도2는 본 발명의 일 실시태양에 따른 금속 스트립상의 도금층 두께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 중 전자기 안정화 장치용 전
기회로도.

도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태양에 따른 전자기 안정화 장치용 전기회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용기2 .... 금속스트립3 .... 침적롤

4 .... 이동방향5 .... 상부롤6 .... 권취롤

9 .... 냉각장치11, 12 .... 전자기 와이핑 장치

13a, 13b, 14a, 14b .... 안정화 극21, 22 ... 센서 부재

23 .... 조절 유니트24 .... 주파수 변환기

30 ... 처리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금속 물체의 용융도금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물체 표면에 용융도금 금속을 부착하기 위한 설비
를 물체가 연속적으로 통과하여 형성된 물체 표면의 용융도금층(a galvanizing coating)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강 스트립의 연속 용융도금에 특히 유리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후 주로 이런 응용에 관련하여 기재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선재(wire), 봉재(bar), 파이프 또는 다른 연신된 부재와 같은 다른 금속 물체의 용융도금
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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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스트립(steel strip)을 연속용융도금하는 동안, 강 스트립은 용융도금욕을 연속적으로 통과한다. 용융도금욕은 일반
적으로 용융아연, 알루미늄, 갈판 또는 갈바륨(galvalum)과 같은 아연-알루미늄 합금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립은 도금
욕 속으로 인입되어 침적롤(submerged roll)을 타고 돌아 연직상방으로 안정화롤(stabilizing roll)과 보정롤(corre
cting roll) 사이를 통과한다. 도금욕을 빠져 나온 강 스트립은 한 쌍의 기체 나이프(gas knife) 사이를 통과하며, 이때 
기체 나이프에서 불어 나오는 기체에 의해 과다한 용융도금층을 깎아(wiping) 욕으로 흘러내려 도금층 두께를 조절한
다. 상기 기체 나이프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기체로는 공기, 질소, 수증기 또는 불활성 기체가 될 수 있지만, 공기와 질소
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스트립은 충분히 냉각 및 응고될 때까지 연직상방으로 이동한다. 용융도금된 강 스트립
은 상부롤(top roll)에 의해 방향을 바꾸어 원하는 분할 판재로 절단되거나 또는 코일재로 권취되는 설비로 안내된다. 
보통 스트립은 침적롤로부터 수직방향으로 이동하여 보정롤과 안정화롤 및 기체 나이프를 지나 상부롤로 이동된다.
    

    
강 스트립을 용융도금할 때, 도금층의 두께는 얇고 균일해야 한다. 도금층은 보통 스트립이 상부롤을 통과한 후에 측정
되며, 이 측정값에 의해 기체 나이프를 조절하여 도금층 두께를 규제하게 된다. 그러나, 강 스트립의 형상, 침적롤 이후 
스트립이 지지받지 못하고 이동하는 거리, 이동속도, 기체 나이프의 기체 분출작용에 의해 강 스트립은 진행방향에 대
해 거의 수직으로 진동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정화롤 및 보정롤의 사용, 기체 나이프로부
터 기체 분출의 정확한 조절, 스트립의 이동속도 조정 및/또는 스트립이 지지받지 못하고 이동하는 거리의 조정과 같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만일 진동이 감소하지 않으면, 이러한 진동으로 인해 기체 나이프는 도금층을 정확히 깎
지 못하여 그 결과 도금층 두께는 불균일해 질 것이다.
    

과다한 도금층의 정확한 깎음 뿐만 아니라 스트립 속도의 고속화도 요구된다. 그러나, 스트립의 고속화에 따라 기체 나
이프의 기체압은 증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압력 증가는 용융도금층을 비산시키고 스트립의 양쪽 가장자리에서 기
체의 난류(turbulence) 문제를 일으킨다. 즉, 기체 나이프를 사용할 경우 강판 이동속도에 분명한 상한치가 있음을 의
미하며, 더욱이 큰 소음 발생을 수반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체 나이프를 자기적 와이핑 장치(magnetic wiping device)와 결합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자기적 와이핑 장치는 교류 자기장을 발생시켜 이 자기장을 이용해 금속 스트립으로부터 과다한 도
금층을 깎는다. 그래서, 기체 나이프 없이 단독으로 도금층을 깎을 수 있거나 복합 사용할 경우 기체압을 낮추어도 보다 
균일한 부착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적 와이핑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정확한 깎음과 동시에 고속화가 가능
하게 될 것이다.
    

미국특허 US-A-4,273,800호에는 이동하는 금속 스트립 위의 용융도금층 두께를 조절하는 이러한 전자기 와이퍼 장
치(electromagnetic wiper device)가 개시되어 있다. 펄스 또는 교류 자속(pulsating or alternating magnetic flu
x)을 용융도금층에 가하여 도금층을 통과하는 환상의 경로(looped path) 상에 자속을 형성시켜 과다한 용융도금층을 
도금판으로부터 깎아낸다.

이러한 전자기 와이퍼 장치와 관련된 하나의 문제는 금속 스트립이 전후면의 전자기 와이퍼 장치로부터 발생된 자기장 
내에서 정확히 중앙 위치로부터 벗어나면 금속 스트립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자성체인 스트립을 가까운 쪽의 자기 와이
핑 코일(wiping coil) 쪽으로 당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자기 와이퍼 장치를 사용하므로써, 도금욕으
로부터 상부롤까지 이동하는 도금 스트립에 진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미국특허 US-A-4,655,166호에는 금속 스트립의 용융아연도금 설비가 개시되어 있는데, 이 설비에는 용융도
금층을 깎는 기체 나이프가 제공된다. 또한, 이 설비에는 이동 금속 스트립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기 장치가 포함
되어 있다. 상기 전자기 장치는 이동 스트립의 대향하는 양단부위 근처에 영구자석 유니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스
트립의 각 가장자리 부분과 각 영구자석 유니트 사이의 간격을 검출하는 검출기(detector)가 설치되어 있다. 이 간격
의 크기를 미리 정해진 값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조절 모타가 상기 검출된 간격에 대응하여 자석의 위치를 조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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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금속 스트립의 진동을 감소시키고 위치를 안정화함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용융도금되고 있는 금속 스트립 위의 과다한 용융도금층을 깎아내기 위한 자기 와이퍼 장치 사용과 관련하여 금속 스트
립을 안정화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달성을 위한 본 발명은 금속 물체 표면에 용융금속을 부착시키기 위한 설비를 통과시켜 연속적으로 도금하면
서 금속 물체 표면의 용융도금층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준면(plane)을 포함한 이송 경로를 따라 이동방향으로 상기 금속 물체를 상기 설비로부터 이송하는 단계;

상기 금속 물체에 자기력을 가하여 그 물체로부터 과다한 용융금속을 깎아내는 단계 및

상기 물체에 안정화 자기력(stabilizing magnetic force)을 가하여 상기 기준면에 대하여 상기 물체의 위치를 안정화
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금속 물체 표면의 용융도금층 두께 조절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기존의 기체 나이프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며, 상기 금속 물체는 전자기 안정화 장치에 의한 자기력으
로 안정화되기 때문에 전자기 와이퍼 장치로 높은 효율적인 깎음 작업(wiping off action)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태양에 따르면, 본 발명은 상기 기준면에 대하여 상기 물체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매개변수값
(value of parameter)을 감지하는 단계 및 상기 감지된 값에 대응하여 안정화 자기력을 상기 물체에 가하는 단계를 포
함하고, 상기 자기력은 적어도 물체의 이동방향과 상기 기준면에 대해서 수직한 성분의 힘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으
로 상기 물체가 기준면을 따라 안정한 방식으로 이송되도록 기준면에 대하여 상기 물체를 적합하게 위치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태양에 의하면, 본 발명은 상기 감지된 값에 대응하여 전자기 안정화 장치에 전압을 인가하고, 이로 
인하여 상기 자기력이 발생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상기 안정화 전자기력은 기준면에 인접한 안정화 극(stab
ilizing pole)의 권선(winding)에 전압 펄스(voltage pulse)를 인가함으로써 가해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감
지단계는 상기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level)를 감지함을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태양에 의하면, 인가단계(application step)는 상기 대응하는 권선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
가할 때 자기력이 증가함을 포함하는 것이다. 상기 권선을 흐르는 전류는 자속 회로의 자기저항(magnetic reluctance)
이 증가될 때, 즉 상기 안정화 극에서 금속 물체까지의 거리가 증가될 때 증가할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태양은, 상기 인가단계가 거의 일정한 진폭을 갖는 전압 펄스의 형태로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전압 펄스의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전자기 안정화 장치의 자기력을 변화시킴을 포함하는 것이다. 더욱이, 상기 감지단계
는 상기 기준면의 양측 중 어느 한 측에 제공되는 안정화 극의 권선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감지하고, 상기 기준면 중 
다른 측에 제공되는 안정화 극의 권선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감지함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전류 세기들이 비교되
어 가장 높은 전류 세기를 갖는 안정화 극의 권선을 흐르는 전압 펄스의 길이가 증가된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기초로 여러 실시예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하기 실시예로 국
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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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도1에 개시된 설비는 아연, 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 합금과 같은 용융도금 금속욕을 포함하도록 배치된 용기(1)
를 포함하며, 상기 용기(1)내의 도금욕을 통과하는 금속 스트립(2)이 침적되도록 구성된다. 상기 금속 스트립(2)은 용
기(1) 내에 설치된 롤(3)에 의해 용기(1)를 통과하여 거의 연직상방 이동방향(4)으로 방향이 바뀌어 상부롤(5)로 이
동하여 다시 이동방향을 바꾼다. 침적롤(3)과 상부롤(5) 사이의 이동경로에는 거의 연직인 기준면(x)이 있다. 금속 스
트립(2)은 상부롤(5)을 지난 후 권취롤(6)에 감기거나 스트립 부재로 절단된다. 욕 내에서 침적롤(3)의 상부에 안정
화롤 및 보정롤을 설치하여 금속 스트립(2)의 이동을 안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더욱 상세히 설명
하기 위해 이런 보조롤들은 본 도면에는 생략한다.
    

    
용기(1) 내에 있는 용융금속 도금욕 탕면(7)으로부터 금속 스트립(2)은 상부롤(5)까지 거의 지지를 받지 않고 계속 
이동한다. 금속 스트립(2)이 용기(1) 내의 욕을 떠나자 아연과 같은 욕내 용융금속으로 도금된다. 탕면(7)으로부터 미
리 정해진 높이에 금속 스트립(2) 위의 도금층 두께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8)가 제공된다. 이동방향(4)으로 보아 이 
장치(8) 다음에는 상부롤(5) 사이에 도금층을 냉각하기 위한 장치(9)가 있다. 이로 인해 금속 스트립(2)이 상부롤(5)
에 의해 다시 방향 전환되기 전에 도금층이 응고될 것이다.
    

    
도금층 두께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8)은 도2와 도3에 더 상세히 도시되어 있으며, 금속 스트립(2)에 자기력을 가하여 
그 스트립(2)로부터 과다한 용융금속을 깎아내도록 구성된 전자기 와이퍼 장치(11)(12)와, 기준면(x)에 대해 금속 
스트립(2)의 위치를 안정화 시키도록 구성된 전자기 안정화 장치(13)(14)을 포함한다. 상기 전자기 와이퍼 장치는 기
준면(x)의 한쪽에는 제1 와이핑 부재(11)를, 그리고 다른 쪽에는 제2 와이핑 부재(12)를 포함한 한 쌍의 와이핑 부재
(11)(12)를 포함하고 있다. 각 와이핑 부재(11)(12)는 여러 개의 와이핑 극(wiping pole)(11a)(12a)이 각각 포함
될 수 있다. 상기 전자기 안정화 장치는 기준면(x)의 한쪽에 제1 안정화 부재(13)를, 그리고 기준면의 다른 쪽에 제2 
안정화 부재(14)를 포함한 한 쌍의 전자기 안정화 부재(electromagnetic stabilizing member)(13)(14)를 포함하고 
있다. 각 안정화 부재(13)(14)에는 여러 개의 안정화 극(13a)(13b) 및 (14a)(14b)가 각각 포함될 수 있다.
    

    
기준면(x)의 한 쪽에 위치된 전자기 와이핑 부재(11)와 전자기 안정화 부재(13)는 공동 자속 운반 부재(common m
agnetic flux carrying member)(15)를 가지고 있어서 공동 전자기 부재(common electromagnetic element)(11)
(13)(15)를 형성한다. 같은 방법으로 기준면(x)의 다른 쪽에 위치된 전자기 와이핑 부재(12)와 전자기 안정화 부재
(14)는 공동 자속 운반 부재(16)을 가지고 있어서 공동 전자기 부재(12)(14)(16)를 형성한다. 각 자속 운반 부재(1
5)(16)는 철판이나 철분말로 만들어진 철심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하는 개수의 극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각 안정화 
극(13a)(13b)(14a)(14b)은 권선(17)으로 감겨 있으며, 전자기 부재(11~16)에 자속을 유도하도록 구성된다. 같은 
방법으로 각 와이핑 극(11a)(12a)도 권선(18)으로 감겨 있다.
    

    
더욱이, 상기 장치(8)는,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센서 부재(21)(22)의 형태의 센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준면(x)
에 대해 금속 스트립(2)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매개변수값을 감지하도록 구성된다. 본 실시예에서 각 센서 부재(21)
(22)는 안정화 극(13a)(13b)(14a)(14b)의 각각의 권선(17)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감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렇게 감지된 전류의 세기에 대응하여 전자기 안정화 장치(13)(14)는 금속 스트립에 자기력을 가하도록 구성된다. 상
기 자기력은 적어도 이동방향(4)과 기준면(x)에 대하여 수직인 힘의 성분을 포함한다. 주의할 점은 도2에는 단순히 2
개의 안정화 극(13a)(14a)에 대한 센서 부재(21)(22)만 나타내지만, 다른 안정화 극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비슷
한 센서 부재를 연결할 수 있다. 안정화 극(13a)(14a)의 자기력은 각 극(13a)(14a)의 권선(17)에 전압을 가해주므
로써 발생하게 된다. 이 전압은 상기 권선(17)에 연결된 조절 유니트(control unit)(23)에 의해 가해진다. 상기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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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23)는 금속 스트립(2)이 안정화 극(13a)(14a) 중의 하나로부터 수직방향으로 멀어질 때 바로 그 안정화 극(
13a)(14a)중 하나에 자기력을 증가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조절 유니트(23)는 어떤 안정화 극의 권
선(17)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할 때 바로 그 대응하는 안정화 극(13a)(14a)중 하나의 자기력을 증가시키게끔 
구성된다. 조절 유니트(23)는 전압 펄스, 바람직하게는 거의 일정한 진폭을 갖는 사각 파형의 형태로 상기 전압을 가하
여 이에 따라 상기 전압 펄스의 길이를 변화시키므로써 상기 안정화 극(13a)(14a)의 자기력을 변화시키도록 구성된다.
    

    
각 안정화 극(13a)(14a)은 잘 형성된 폐루프(closed loop)에 자속을 확장하여(magnetic flux extending) 유도되도
록 구성된다. 이에 따라 하나의 폐루프는 상기 안정화 극(13a)으로부터 금속 스트립에 이르러 기준면(x)를 따라서 하
단의 안정화 극(13b)으로 연결되어 자속 운반 부재(15)를 경유하여 다시 본래 안정화 극(13a)까지 확장되어 되돌아 
온다. 기준면(x)의 다른 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자속 폐루프가 형성된다. 두 극(13a)(13b)의 각각의 권선
(17)은 상호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권선(17)을 형성한다. 두 극(13a)(13b) 중 하나의 극의 권선(17) 없이도 
가능하다.
    

조절 유니트(23)는 소위 직류 초퍼(DC-chopper)를 형성하며 3상 교류전압을 공급하기 위해 주파수 변환기(24)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주파수 변환기(24)와 병렬로 커패시터(25)가 제공된다. 또한, 안정화 극(13a)(14a)의 권선(17)
은 각각의 센서 부재(21)(22)와 직렬로, 다시 다이오드(26)(27) 및 스위치(28)(29)를 포함한 병렬회로와 연결된다. 
게다가, 조절 유니트(23)는 센서 부재(21)(22)와 스위치(28)(29)에 연결된 처리기(process)(30)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장치(8)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두 센서 부재(21)(22)는 각각의 권선(17)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감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처리기(30)는 센서 부재(21)(22)로부터 감지된 세기를 받아서 두 스위치(28)(29)에 있
어 하나의 스위치가 개방이면 다른 스위치는 폐쇄되는 스위칭 작업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 스위치(28)(29)중 하나
를 닫으면 닫은 쪽의 각 권선(17)에 전압이 가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처리기(30)는 권선(17)에 어떤 길이 동안의 
전압 펄스를 가하게 되고, 이러한 펄스들은 상기 권선(17)에 전류를 유도한다. 센서 부재(21)(22)에 의해 권선(17)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측정된다. 상기 전류의 세기는 각 자속 회로의 자기저항(magnetic reluctance)에 의해 결정된
다. 금속 스트립(2)과 극(13a)(14a) 중 하나와의 사이 거리가 증가하면 자속회로의 자기저항도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상기 자기저항은 권선(17)에 흐르는 전류와 반비례 관계가 있으므로 권선(17)에 흐르는 전류는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장치는, 도2와는 다른 형태의 센서 부재들로 이루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각
각의 안정화 극(13a)(14a)에 장착된 위치 센서(position sensor)들이 제공될 수도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와 같이, 상
기 센서 부재(21)(22)는 처리기(30)에 연결되어 있다. 어떤 종류의 근접 센서 심지어는 접촉에 의한 스트립(2)의 위
치를 감지하는 기계적 센서도 본 발명의 장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요한다.

본 발명은 상기에서 개시된 실시예로 한정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청구범위 내에서 변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스트립의 이동경로를 따라 2개 이상의 장치(8)가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스트립(2)의 폭이 어떤 값 이상을 초과할 경우 
두 개의 장치(8)가 스트립(2)의 폭을 따라 설치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요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용융도금되고 있는 금속 스트립 위의 과다한 용융도금층을 깎아내기 위한 자기 와이퍼 장
치 사용과 관련하여 금속 스트립을 안정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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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금속 물체 표면에 용융금속을 부착시키기 위한 설비를 통과시켜 연속적으로 도금하면서 금속 물체 표면의 용융도금층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준면을 포함한 이동 경로를 따라 이동방향으로 상기 금속 물체를 상기 설비로부터 이송하는 단계;

상기 금속 물체에 자기력을 가하여 그 물체로부터 과다한 용융금속을 깎아내는 단계 및

상기 물체에 안정화 자기력을 가하여 상기 기준면에 대하여 상기 물체의 위치를 안정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하는 금속 물체 표면의 용융도금층 두께 조절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면에 대하여 상기 물체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매개변수값을 감지하는 단계 및

상기 감지된 값에 대응하여 안정화 자기력을 상기 물체에 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자기력은 적어도 물체의 이동방향과 상기 기준면에 대해서 수직한 성분의 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된 값에 대응하여 전자기 안정화 장치에 전압을 인가하고, 이로 인하여 상기 자기력이 발생되는 단계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안정화 전자기력은 기준면에 인접한 안정화 극의 권선에 전압 펄스를 인가함으로써 가해짐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단계는 상기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level)을 감지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인가단계는 상기 대응하는 권선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할 때 자기력이 증가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조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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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인가단계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진폭을 갖는 전압 펄스의 형태로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전압 펄스의 길이를 변화
시키면서 전자기 안정화 장치의 자기력을 변화시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방법.

청구항 8.

제4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단계는 상기 기준면의 양측 중 어느 한측에 제공되는 안정화 극의 권선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감지하고, 상
기 기준면 중 다른 한측에 제공되는 안정화 극의 권선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감지함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전류 세
기들이 비교되어 가장 높은 전류 세기를 갖는 안정화 극의 권선을 흐르는 전압 펄스의 길이가 증가됨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방법.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7항 중에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용융도금금속은 주로 아연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방법.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7항 중에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용융도금금속은 주로 아연과 알루미늄 합금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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