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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나동규

전체 청구항 수 : 총 11 항

(54) 용융 몰드플럭스를 이용한 연속 주조 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연속 주조용 주형의 탕면에 공급되는 몰드플럭스를 주형 외부에서 미리 용융시켜 액상 상태로 연속 주조의 전체

기간에 걸쳐서 주입하는 용융 몰드플럭스를 이용한 연속 주조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연속 주조 장치

는 주형의 상부를 덮는 탕면 커버와, 상기 주형 내에 공급될 몰드플럭스를 용융시키기 위한 몰드플럭스 용해 유닛과, 상기

몰드플럭스 용해 유닛에서 용해된 용융 몰드플럭스를 주형 내에 공급하기 위한 몰드플럭스 이송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이

송 유닛은 일단이 상기 몰드플럭스 용해 유닛과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탕면 커버를 관통하여 주형 내에 위치되는 주입관

과, 상기 주입관을 가열하는 주입관 가열 수단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몰드 플럭스 공급장치가 결합된 연속 주조 장치에 있어서,

주형의 상부를 덮는 탕면 커버와,

몰드 플럭스 공급원을 구비하여 상기 몰드 플럭스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는 몰드 플럭스 원료를 수용하고 상기 주형 내에

공급될 몰드 플럭스로 용융시키기 위한 몰드 플럭스 용해 유닛과,

상기 몰드 플럭스 용해 유닛에서 용해된 용융 몰드 플럭스를 주형 내에 공급하기 위한 몰드 플럭스 이송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이송 유닛은 일단이 상기 몰드 플럭스 용해 유닛과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탕면 커버를 관통하여 주형 내에 위치되는

주입관과, 상기 주입관을 가열하기 위해 상기 주입관 둘레에 배치된 주입관 가열 수단을 포함하여,

연속 주조 전체 기간에 걸쳐 상기 용융 몰드 플럭스를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주조 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주입관 가열 수단은 상기 주입관 둘레에 배치된 열선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주조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이송 유닛의 주입관이 연결되어 용융 몰드 플럭스가 배출되는 상기 용해 유닛의 배출구에는 상기

배출구를 향하여 이동 가능한 스토퍼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주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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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유입 관통공이 형성된 상부 플레이트와, 유출 관통공이 형성된 하부 플레이트와, 상기 상부 및 하부 플

레이트 사이에 활주 가능하고 연결 관통공이 형성된 개폐 플레이트를 포함하는 슬라이딩 게이트를 더 포함하고, 상기 슬라

이딩 게이트는 상기 주입관에는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주조 장치.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딩 게이트는 상기 탕면 커버상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주조 장치.

청구항 6.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5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주입관 또는 상기 용해 유닛에서 상기 주입관과 연결 및 접촉되는 부

분은 백금 혹은 백금 합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주조 장치.

청구항 7.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5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탕면 커버의 내면의 적외선에 대한 반사율은 50% 이상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연속 주조 장치.

청구항 8.

연속 주조 방법에 있어서,

몰드 플럭스 원료를 공급받는 단계와,

주형의 외부에서 몰드 플럭스를 용해하는 단계와,

상기 용해된 몰드 플럭스의 유량을 제어하여 연속 주조 전체 공정에 걸쳐 상기 용해된 몰드 플럭스를 연속적으로 주형 내

에 투입하는 단계와,

용강으로부터의 복사열을 차단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몰드 플럭스를 용해한 후 주형 내에 투입할 때까지 상기 용해된 몰드 플럭스를 가열하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주조 방법.

청구항 9.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몰드플럭스를 용해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원료는 프리카본 함유량이 1wt% 이하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연속 주조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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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또는 청구항 9에 있어서, 공급되는 용강량이 1~5 ton/min 범위일 때 상기 용해된 몰드플럭스의 유량은 0.5 -

5kg/min 범위로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주조 방법.

청구항 11.

청구항 8 또는 청구항 9에 있어서, 상기 용해된 몰드플럭스는 용강의 액상선 온도보다 섭씨 100도에서 300도 낮은 온도

범위로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주조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용융 몰드플럭스를 이용한 연속 주조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연속 주조용 주형의 탕면

에 공급되는 몰드플럭스를 주형 외부에서 미리 용융시켜 액상 상태로 연속 주조의 전체 기간에 걸쳐서 주입하는 용융 몰드

플럭스를 이용한 연속 주조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속 주조 장치에서 제조되는 주편(슬라브, 빌렛, 블룸, 빔블랭크 등을 총칭)은 래들(ladle)로부터 액체 상태의

용강을 공급받아, 이를 저장하는 턴디쉬(tundish)를 거쳐 주형(mould)을 통과하면서, 주형에서의 냉각작용에 의해 고체

상태의 응고쉘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용강이 냉각된 응고쉘은 그의 하부에 설치된 가이드 롤에 의해 안내를 받으면

서 스프레이 노즐로부터 분사되는 2차 냉각수에 의해 응고가 진행되어 완전한 고체 상태의 주편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철강의 연속 주조 조업 중, 용강이 주형 내에 공급될 때 용강뿐만 아니라 부자재인 몰드플럭스도 투입된다. 몰드플

럭스는 일반적으로 분말 혹은 과립 과 같은 고체 상태로 투입되어 주형 내에 공급된 용강에서 발생된 열에 의해 용융되어

용강과 주형 사이의 열전달을 제어하고 윤활능을 향상시킨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형 내에 분말 혹은 과립 형태로 투입된 몰드플럭스는 용강(12)의 탕면 상에서 용융되어 상기

탕면에서부터 차례로 액상층(21), 소결층(반용융층)(23) 및 파우더층(25)을 형성하게 된다. 상기 액상층(21)은 거의 투명

하기 때문에 용강에서 발산되는 500 내지 4,000nm 사이의 파장을 갖는 복사파가 쉽게 통과하게 된다. 반면에 소결층(23)

및 파우더층(25)은 광학적으로 불투명하므로 복사파를 차단하여 탕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그러나, 종래의 분말 혹은 과립 형태의 몰드플럭스는 용강의 열에 의해 용해된 후 액상층(21)이 주형(10)과 응고쉘(11) 사

이로 흘러 들어가 주형(10) 내측벽에서 응고되어 고상 슬래그 필름(27)을 형성하고, 용강측에서는 액상 슬래그필름을 형

성하여 용강과 주형 사이의 열전달을 제어하고 및 윤활능을 향상시킨다.

이때, 상기 용해된 슬래그가 고상 슬래그 필름(27)과 응고쉘(11) 사이에 유입되는 지점에는 주형에 부착된 몰드플럭스는

주형의 내측으로 돌출된 형태로 형성되는 바, 이를 슬래그베어(29)라 한다. 상기 슬래그베어(29)는 용해된 슬래그가 몰드

플럭스 필름(27)과 응고쉘(11) 사이로 유입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슬래그베어(29)로 인하여 주편 단위면적당 몰드플럭스 소모량이 제한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조 속도가 증가할수록

몰드플럭스 소모량이 감소하므로 주편과 주형 사이의 윤활능이 떨어지게 되어 브레이크-아웃 발생이 증가한다. 아울러 슬

래그베어(29)로 인하여 액상의 몰드플럭스의 두께가 불균일해짐에 따라 주형(10) 내에서 응고쉘(11)의 형상이 불균일해

지므로 표면크랙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역시 주조 속도를 증가시킬수록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국내공개특허번호 제1998-038065(백찬준 등) 또는 미국특허번호 US5577545호(Philips 등)에는 그라파이

트(graphite)나 미세한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함께 도포하여 몰드플럭스의 용융 속도를 낮춤으로써 상기 슬래그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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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안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슬래그베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몰드플럭스의 용융 속도가 낮을 때는 미용융 상태의 몰드플럭스가 응고 셸과 주형 사이로 유입되어 오히려 응고의 불균일

화를 초래하고 브레이크-아웃 결함을 심화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특허출원공개번호 JP1989-202349, JP1993-023802, JP1993-146855, JP1994-

007907, JP1994-007908, JP1994-047511, JP1994-079419, JP1994-154977 및 JP1994-226111에서는 몰드플럭스

를 주형 외부에서 용해시킨 후 탕면으로 주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상기의 특허들은 모두 주조 공정 초기에만

한정하여 용융 상태의 몰드플럭스를 사용하고 주조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분말 형태의 몰드플럭스를 사용하여 조업으로

회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용융 상태의 몰드플럭스가 500 내지 4,000 nm 사이의 파장에 대하

여 거의 투명하므로 용강에서 발산되는 복사파가 쉽게 통과하여 복사열전달이 증가하여 용강 탕면을 보온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주조 공정이 진행되어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용강의 탕면이 응고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원활한 연속 주

조 공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용융 상태의 몰드플럭스를 주형 내에 공급하기 위하여 종이가 사용되었으나, 이러한 종이에 의해서는 용융 상태의

몰드플럭스를 연속 주조 공정의 전체 기간에 걸쳐서 공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속 주조 공정의 전체 기간에 걸쳐서 용해된 상

태의 몰드플럭스를 주형 내에 주입할 수 있는 연속 주조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전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른 연속 주조 장치는 주형의 상부를 덮는 탕면 커버와, 상기 주형 내

에 공급될 몰드플럭스를 용융시키기 위한 몰드플럭스 용해 유닛과, 상기 몰드플럭스 용해 유닛에서 용해된 용융 몰드플럭

스를 주형 내에 공급하기 위한 몰드플럭스 이송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이송 유닛은 일단이 상기 몰드플럭스 용해 유닛과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탕면 커버를 관통하여 주형 내에 위치되는 주입관과, 상기 주입관을 가열하는 주입관 가열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주입관 가열 수단은 상기 주입관 둘레에 배치된 열선을 포함하는 것이바람직하다.

상기 이송 유닛의 주입관이 연결되어 용융 몰드플럭스가 배출되는 상기 용해 유닛의 배출구에는 상기 배출구를 향하여 이

동 가능한 스토퍼가 구비되어, 상기 스토퍼의 이동에 따라 스토퍼의 일단과 상기 배출구 사이의 간격이 조절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와 달리, 상기 스토퍼 장치 대신 슬라이딩 게이트 장치로 주입 유량을 제어할 수 있다.

즉, 유입 관통공이 형성된 상부 플레이트와, 유출 관통공이 형성된 하부 플레이트와, 상기 상부 및 하부 플레이트 사이에

활주 가능하고 연결 관통공이 형성된 개폐 플레이트를 포함하는 슬라이딩 게이트를 더 포함하고, 상기 슬라이딩 게이트는

상기 주입관에는 설치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슬라이딩 게이트는 탕면 커버에 인접하게 설치된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상기 주입관 및 그에 연결 및 접촉되는 부분은 백금 혹은 백금 합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탕면 커버의 내면의 적외선에 대한 반사율은 5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연속 주조 방법은 주형의 외부에서 몰드플럭스를 용해하는 단계와, 상기 용해된 몰드플럭스의 유량을 제어

하여 연속 주조 전체 공정에 걸쳐 상기 용해된 몰드플럭스를 주형 내에 투입하는 단계와, 용강으로부터의 복사열을 차단하

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몰드플럭스를 용해한 후 주형 내에 투입할 때까지 상기 용해된 몰드플럭스를 가열하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상기 몰드플럭스를 용해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원료는 프리카본 함유량이 1wt%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공급되는 용강량이 1~5 ton/min 범위일 때 상기 용해된 몰드플럭스의 유량은 0.5 - 5kg/min 범위로 제어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 용해된 몰드플럭스는 용강의 액상선 온도보다 섭씨 100도에서 300도 낮은 온도 범위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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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연속 주조 장치 및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고자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연속 주조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연속 주조 장

치는 주형(10)과, 상기 주형(10) 내에 용강을 공급하는 침지 노즐(30)과, 상기 주형(10)의 상부를 덮는 탕면 커버(100)와,

상기 주형 내에 공급될 몰드플럭스를 용융시키기 위한 몰드플럭스 용해 유닛(200)과, 상기 몰드플럭스 용해 유닛(200)에

서 용해된 용융 몰드플럭스(20)를 주형(10) 내에 공급하기 위한 몰드플럭스 이송 유닛(300)을 포함한다.

전술된 구성에서 주형(10) 및 침지 노즐(30)은 종래의 연속 주조 장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성으로 그에 대한 설명을 여

기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상기 탕면 커버(100)는 상기 주형(10)의 상면에 설치되어 탕면 전체를 덮어 용강(12)의 탕면에서 방출되는 복사파가 외부

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를 위하여, 상기 탕면 커버(100)의 내면, 즉 용강에 향하는 면은 알루미늄 거울이나 골드 코

팅 거울 등 반사율이 높은 소재로 형성되어, 용강(12)의 탕면에서 방출되는 복사파를 반사시켜 다시 용융 몰드플럭스(20)

혹은 용강(12)의 표면으로 복사파를 흡수시킨다. 이에 따라서, 상기 용강(12)의 표면 온도가 하강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동

시에 용융 몰드플럭스(20)가 주형(10) 벽면에서 다시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상기 몰드플럭스 용해 유닛(200)은 몰드플럭스 공급원(205)과, 몰드플럭스 공급원(205)으로부터 가용해된 액상 상태 또

는 과립 혹은 분말 상태의 몰드플럭스 원료를 수용하는 도가니(210)와, 상기 도가니(210) 둘레에 구비되어 몰드플럭스를

용융시키기 위한 열선과 같은 몰드플럭스 가열 수단(220)과, 상기 도가니(210) 내에서 원하는 상태로 용해된 용융 몰드플

럭스를 배출하는 배출구(230)와, 상기 배출구(230)를 개폐하여 배출되는 용융 몰드플럭스의 양을 제어하는 스토퍼(240)

를 포함한다. 상기 스토퍼(240)는 배출구(230)의 상부에서 상하로 이동함으로써 상기 배출구(230)의 가장자리와 스토퍼

(240)의 하단부 사이의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배출되는 용융 몰드플럭스의 양을 제어한다. 이때, 상기 스토퍼(240)는 (도시

되지 않은) 유압 또는 공압 실린더 등에 의해 상하 이동이 정밀하게 제어된다.

상기 이송 유닛(300)은 일단이 상기 몰드플럭스 용해 유닛(200)과 연결되고 타단에 상기 탕면 커버(100)를 관통하여 주형

내에 용융 몰드플럭스(20)를 공급하는 주입용 노즐(312)이 구비된 주입관(310)과, 상기 몰드플럭스 용해 유닛(200)과 상

기 탕면 커버(100) 사이에서 상기 주입관(310)의 외부를 둘러싸서 상기 주입관(310)을 가열하는 열선과 같은 주입관 가열

수단(320)으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용융 몰드플럭스(20)를 일정 온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주입관(310)과 주입관 가

열 수단(320)의 외부는 단열재로 단열처리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된 구성 중에서, 탕면 커버(100)는 용융 몰드플럭스를 사용한 연속 주조 조업을 전체 기간에 걸쳐 수행하기 위하여 필

수적인 구성이다. 용융 몰드플럭스(20)를 주형 내에 주입하는 경우 용강의 복사열 유속이 대략 0.15Mw/m2 이상이 되면

기존의 분말 상태의 몰드플럭스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탕면에서의 열손실이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반사율에

따른 복사열유속의 변화를 도시하는 도 3을 참조하면, 용강의 적외선, 즉 복사선에 대한 반사율이 50% 미만일 경우 기존

의 분말 몰드플럭스를 이용하는 조업에 비하여 탕면에서의 열손실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탕면 커버(100)는

내면, 즉 용강에 향하는 면을 알루미늄, 구리, 금 등의 용강 복사선에 대한 반사효율이 뛰어난 재질로 형성하는 동시에 상

기 내면의 반사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그의 표면조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형성한다. 즉, 상기 탕면 커버(100)의 내면은

500 내지 4,000 nm 영역의 적외선에 대한 평균 반사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주조 중 탕면을 보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조 전 기간에 걸쳐 용융 몰드플럭스 조업을 원활하게 수행한다.

한편, 상기 도가니(210) 내에 장입되는 몰드플럭스는 그라파이트나 카본 블랙과 같은 탄소성분(이하 카보나이트 형태의

카본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라파이트나 카본 블랙을 프리카본이라 함)이 1 wt% 이하로 제한되는데, 이는 본 발명에 의한

주조 조업 시 프리카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래의 분말 형태의 몰드플럭스 조업에 있어서는 슬래그베어의 형성을

막기 위하여 1 wt% 이상의 프리카본을 첨가하는 것이 필연적이었으나 본 발명에 있어서는 용융 상태의 몰드플럭스를 주

입하므로 슬래그베어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프리카본을 첨가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프리카본은 일체 함유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하나, 1 wt% 이하의 프리카본이 불순물로 첨가되더라도 몰드플럭스의 용해과정에서 산화되어 기체 상태로 제거

되므로 용융 몰드플럭스 내에 프리카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기 몰드플럭스 용해 유닛(200) 및 이송 유닛(300)의 전부 혹은 일부분은 백금(Pt) 혹은 백금-로듐(Pt-Rh)과 같은 백금

합금 재질로 구성된다. 몰드플럭스는 주조 중 주형 탕면으로 떠오르는 비금속 개재물을 신속하게 용해하여야 하므로 점도

가 낮고 Al2O3 등의 산화물을 용해하는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기존의 유리 공업에서 사용하는 내화물 재질의 용해로는 용

융 몰드플럭스(20)에 의한 침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상기 몰드플럭스 용해 유닛(200)에서 용융 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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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럭스(20)가 배출되는 배출구(230) 및 상기 스토퍼(240)의 하단부와 상기 몰드플럭스 이송 유닛(300)의 주입용 노즐

(312)을 포함하는 주입관(310)에서 이러한 침식이 발생할 경우 용융 몰드플럭스의 정밀한 유량제어가 불가능해져서 안정

적인 연속 주조 조업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서는 적어도 상기 주입관(310)과 그에 연결 및 접촉하는 부분,

즉 용융 몰드플럭스가 배출되는 배출구(230) 및 상기 스토퍼(240)와 주입관(310)을 백금 혹은 백금 합금 재질로 제작하여

몰드플럭스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금 또는 백금 합금 재질 이외에도 용융 몰드플럭스에 의한 침식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은 흑연 혹은 니켈계 고내열 합금이 있지만 섭씨 1,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장시간 유지하기 어려우므

로 계속적인 연속 주조 조업에 적용하기는 부적당하다.

또한, 전술된 구성에서 용융 몰드플럭스의 유량은 단위 시간당 주형 내로 공급되는 용강량에 따라 변화하며, 공급되는 용

강량이 1~5 ton/min 범위일 때 용해된 몰드플럭스의 공급량은 0.5 - 5kg/min 범위이므로 연속 주조 공정의 전체 기간에

걸쳐 융융 몰드플럭스(20)를 연속적으로 주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낮은 유량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이다. 즉, 종래에는 경동방식 혹은 압력 차이에 의한 사이펀 방식에 의하여 용융 몰드플럭스를 주입하였는데, 이들 방식은

대량의 몰드플럭스를 탕면에 주입하기는 용이하나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0.5 - 5kg/min 범위로 용융 몰드플

럭스의 유량을 정밀 제어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으며, 특히 탕면을 관찰하면서 실시간으로 탕면을 도포하고 있는 몰드플럭

스의 두께를 파악하여 순간적으로 유량을 조절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의 용융 몰드플럭스의 주입은 도 2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스토퍼(240)를 상하로 이동시켜 상기 스토퍼(240)의 하단부와 배출구(230)의 가장자리 사이의 공간을 제

어함으로써 용융 몰드플럭스(20)의 낮은 유량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용융 몰드플럭스(20)의 유량 제어는 도 2에 도시된 스토퍼(240) 대신에 도 4, 도 5a 및 도 5b에 도시된 슬라

이딩 게이트에 의해서도 구현될 수 있다. 도면을 참조하면 상기 몰드플럭스 용해 유닛(200)으로부터 공급되는 용융 몰드

플럭스(20)의 유량을 제어하기 위한 슬라이딩 게이트(340)는 상기 몰드플럭스 용해 유닛(200)의 배출구(230)에 결합되고

그와 연통되는 유입 관통공(342a)이 형성된 상부 플레이트(342)와, 상기 이송 유닛(300)의 일단에 결합되고 상기 이송 유

닛(300)의 주입관(310)과 연통되는 유출 관통공(344a)이 형성된 하부 플레이트(344)와, 상기 상부 플레이트(342)와 하부

플레이트(344) 사이에 활주 가능하게 설치되고 연결 관통공(346a)이 형성된 개폐 플레이트(346)와, 상기 개폐 플레이트

(346)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도시되지 않은) 유압 또는 공압 실린더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슬라이딩 게이트(340)

에서 상기 개폐 플레이트(346)는 도 5a에 도시된 폐쇄 위치와 도 5b에 도시된 개방 위치 사이를 이동하면서 개폐 플레이

트(346)의 연결 관통공(346a)이 유입 관통공(342a)과 유출 관통공(344a) 사이의 개구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이들을 지

나가는 용융 몰드플럭스(20)의 유량을 제어한다. 이때, 상기 슬라이딩 게이트(340)도 전술된 이유로 용융플럭스가 직접 접

촉하는 부분은 백금 혹은 백금 합금 재질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된 슬라이딩 게이트(340)는 상기 몰드플럭스 용해 유닛(200)과 상기 이송 유닛(300)의 주입관(310) 사이에 설치되었

으나, 이와 달리 상기 주입관(310) 중간의 임의의 지점, 또는 탕면 커버(100)에 인접한 지점, 즉 탕면 커버(100) 바로 위의

지점에 설치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용융 몰드플럭스(20)가 주형(10) 내에 유입되기 직전에 그의 유량이 제어되기 때문에

용융 몰드플럭스(20)의 원하는 양을 주형(10) 내에 보다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상기 이송 유닛(300)에서 용

융 몰드플럭스(20)의 온도를 유지하게 되더라도, 이송 유닛(300)의 길이가 길고 고온의 용융 몰드플럭스(20)가 이송 유닛

(300) 내에서 유동하는 중에 용융 몰드플럭스(20)의 상태 변화로 인하여 실제로 주형(10) 내에 공급되는 유량에 변화가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이송 유닛(300)은 용융 몰드플럭스(20)를 상기 몰드플럭스 용해 유닛(200)에서 주형(10) 내부로 공급할 때, 용융 몰

드플럭스(20)의 온도를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송 유닛(300)의 주입관(310) 둘레에 열선

과 같은 주입관 가열 수단(320)을 구비하였다.

이는 상기 주형 내로 공급되는 용해된 몰드플럭스의 온도는 용강의 액상선 온도보다 섭씨 100도에서 300도 낮은 온도 범

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온도 범위보다 낮을 경우 순간적으로 용강의 온도를 떨어뜨려 용강 표면이 응고할 우

려가 있으며, 이 온도 범위보다 높을 경우 주형 벽면에서 용강 응고가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 탄소농도가 60ppm 이

며 액상선 온도가 섭씨 1,530도인 일반적인 극저탄소강의 경우를 예를 들면 용해된 몰드플럭스의 온도는 섭씨 1,230도 이

상 섭씨 1,430도 이하의 범위에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주입관 가열 수단(320)은 용융 몰드플럭스(20)가 상기 이송 유닛(300) 내에서 유동하는 동안에 용강의 액상

선 온도보다 섭씨 100도에서 300도 낮은 온도 범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용융 몰드플럭스가 탕면으

로 공급되었을 때 용강을 지나치게 냉각하거나 혹은 주형 벽면에서의 용강 응고를 지연하기 않기 위함이며, 아울러 용융

몰드플럭스의 점도를 유지시키고 용융 몰드플럭스가 냉각되거나 부분적으로도 응고되지 않도록 하여, 연속 주조 시 0.5

내지 5kg/min 범위의 낮은 유량으로 정밀 제어하여 주형 내에 주입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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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예와 종래 기술에 따른 비교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용융 몰드플럭스를 이용한 본 발명에 따른 연속 주조 장치에서 하단폭이 1012mm, 두께가 100mm의 주형으로 슬라브 주

조를 수행하였다. 강종은 탄소농도 60ppm의 극저탄소강이다. 사용한 몰드플럭스는 극저탄소강 주조에 상업적으로 적용

되는 제품이며 용융상태에서의 프리카본은 분석 오차 범위 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주형 외부에서 몰드플럭스를 완전히

용해한 후 스토퍼(240) 형태의 유량 제어 유닛을 사용하여 용융 몰드플럭스(20)를 주형(10) 내부로 주입하였으며 주입 시

용융 몰드플럭스(20)의 온도는 섭씨 1,300도이다. 주조 개시 전 용강이 주형(10)에 충진된 시점에서 용융풀의 두께가 목

적 값에 도달한 후 주조 개시와 동시에 탕면 커버(100)를 주형(10)에 설치하였다. 이후 주조 진행에 따라 용융 몰드플럭스

(20)의 소모량을 연속적으로 보충하였다. 탕면 커버(100)는 알루미늄 재질로 표면을 극히 미려하게 연마하였으며 용강 복

사선 영역인 500 내지 4,000nm 영역의 적외선에 대한 평균 반사율을 85%로 하였다.

종래 기술에 따른 비교예

실시예와 동일하게 하단폭이 1012mm, 두께가 100mm의 주형에서 탄소농도 60ppm의 극저탄소강을 대상으로 슬라브 주

조를 수행하였다. 사용한 몰드플럭스는 1.5wt%의 프리카본이 첨가된 분말 상태의 몰드플럭스로서, 용융상태 즉 프리카본

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실시예에서 사용한 몰드플럭스와 모든 성분이 동일하였다. 분말 몰드플럭스를 사용하는 통상의 조

업과 같이 주조 개시 전 용강이 주형에 충진된 시점에서 분말 몰드플럭스를 투입하고 주조를 개시하였으며, 주조 중 수시

로 분말 몰드플럭스를 투입하여 보충하였다.

상기 실시예와 비교예의 조업조건 및 조업결과가 아래의 표 1에 나타나 있다.

구분 실시예 비교예

실험번호 A B C D E F G H

주조속도 (m/min) 1.0 1.3 1.6 1.6 1.6 1.0 1.3 1.6

NSR (%) 28 28 28 28 0 28 28 28

오실레이션 스트로크(mm) 5 5 5 3 3 5 5 5

오실레이션 주파수(cpm) 100 130 160 266 133 100 130 160

주편 1mm 깊이에서 카본픽업량(ppm) 0 0 0 0 0 24.2 19.0 21.3

몰드플럭스 소모량 (kg/m2) 0.61 0.57 0.54 0.47 0.38 0.30 0.28 0.25

오실레이션 마크 깊이 (mm) 0.20 0.19 0.17 0.11 0.05 0.39 0.36 0.35

최대 전열량 (MW/m2)    1.98    3.39

평균 전열량 (MW/m2)    1.41    1.58

최대전열량/평균전열량 비    1.40    2.15

표 1에서 나타나듯이 본 발명에 의한 용융 몰드플럭스를 이용한 연속 주조 조업을 실시할 경우 기존의 분말 몰드플럭스를

이용한 연속 주조 조업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슬래그베어가 없어짐에 따라 몰드플럭스의 소모량이 기존 조업 대비 대폭 증가하여 주형과 응고쉘 사이의 마찰이 감소

된다. 용융 몰드플럭스 내에 프리 카본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카본 픽업(carbon pick up)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탕면 커

버에 의한 보온효과가 극대화되어 오실레이션 마크 깊이가 대폭 감소한다. 특히 기존 조업 대비 오실레이션 스트로크를 줄

이고 네거티브 스트립 비(negative strip ratio)를 감소시킨 조건에서는 오실레이션 마크 깊이의 감소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상기 실시예와 비교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주조 중 주형 내에 열전대를 삽입하여 주형 각 부위에서의 전열량을 측정

하여 최대값과 평균값을 찾아낸 후 이를 비율로서 나타내었다. 열전대의 삽입위치는 폭방향으로 장변의 내측 및 외측의 중

앙부이고, 주조방향으로 메니스커스에서 각각 3.3, 23.9, 44.6, 65.2, 106.5, 230.4, 354.3, 457.6, 581.5, 705.4mm 지점

이다. 각 위치에 2개의 열전대를 각각 용강 혹은 응고쉘과 접촉하는 주형 동판의 핫 페이스(hot face)에서의 거리가 각각

5mm, 20mm가 되도록 삽입하였다. 주조 중 각각의 열전대에서 측정한 온도의 차이로부터 각 위치에서의 전열량을 측정하

였고, 이를 종합하여 평균 전열량을 계산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본 발명에 의한 용융 몰드플럭스를 사용한 조업을 시행

할 경우 분말 몰드플럭스를 투입하는 기존 조업 대비 최대전열량/평균전열량 비가 낮아져 초기 완냉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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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발명에 의한 초기 완냉화의 주된 원인은 메니스커스 직하에서의 최대전열량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평균 전열량

대비 피크 전열량의 비율은 분말 몰드플럭스를 투입하는 기존 조업에서 2.0 내지 2.5인데 비해 본 발명에 의한 용융 몰드

플럭스를 투입하는 본 발명에 따른 조업을 실시할 경우 1.2 내지 1.5로 급격히 낮아지게 된다.

이상에서는 도면 및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된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용융 몰드플럭스를 이용한 연속 주조 장치 및 방법에 따르면, 슬래그베어가 없어짐에 따라

몰드플럭스의 소모량이 기존 조업 대비 대폭 증가하여 주형과 응고쉘 사이의 마찰이 감소된다. 이에 따라서, 오실레이션

마크 및 후크가 감소하고 주편의 스카핑(scarfing)량 또한 대폭 감소한다. 특히 기존 조업 대비 오실레이션 스트로크를 줄

이고 네거티브 스트립 비를 감소시킨 조건에서는 오실레이션 마크 깊이의 감소 효과가 탁월하다. 더욱이, 용융 몰드플럭스

내에 프리 카본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카본 픽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초기 응고 완냉화가 이루어져 주편 표면의 면 세

로 크랙, 면 가로 크랙, 코너 크랙 등의 각종 크랙성 결함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분말 상태의 몰드플럭스를 사

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진의 발생이 억제되어 주조 환경이 개선되고, 미용융 분진으로 인한 연주 냉각수 혼탁화도 방지가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방법에 의한 연속 주조 조업 시 주형의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용융 몰드플럭스를 이용한 연속 주조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연속 주조 장치의 탕면 커버 내측면의 반사율에 따른 주형 내 탕면의 복사열유속을 나타내는 그래

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슬라이딩 게이트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슬라이딩 게이트의 작동을 설명하는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주형 11: 응고쉘

12: 용강 20: 용융 몰드플럭스

21: 액상층 23: 소결층

25: 파우더층 27: 고상 슬래그 필름

29: 슬래그베어 30: 침지 노즐

100: 탕면 커버 200: 용해 유닛

205: 몰드플럭스 공급원 210: 도가니

220: 도가니 가열 수단 230: 배출구

240: 스토퍼 300: 이송 유닛

310: 주입관 312: 주입용 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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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주입관 가열 수단 340: 슬라이딩 게이트

342: 상부 플레이트 342a: 유입 관통공

344: 하부 플레이트 344a: 유출 관통공

346: 개폐 플레이트 346a: 연결 관통공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749027

- 10 -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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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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