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C23C 2/24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5-0107456

2005년11월11일

(21) 출원번호 10-2005-7015743

(22) 출원일자 2005년08월25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5년08월25일

(86) 국제출원번호 PCT/EP2004/001341 (87) 국제공개번호 WO 2004/076707

국제출원일자 2004년02월13일 국제공개일자 2004년09월10일

(30) 우선권주장 103 08 834.2

103 12 939.1

2003년02월27일

2003년03월22일

독일(DE)

독일(DE)

(71) 출원인 에스엠에스 데마그 악티엔게젤샤프트

독일 뒤셀도르프 에두아르트-슐레이만-슈트라쎄 4

(72) 발명자 베런스 홀게르

독일 40699 엘크라드 노이엔하우슈트라쎄 44

브리스베르게르 롤프

독일 47661 잇섬 암 탑프 17

팔켄한 보도

독일 40545 뒤셀도르프 킴베른슈트라쎄 17

하르퉁 한스게오르그

독일 50259 풀하임 쉴레엔베크 12

텐크호프 베른하르트

독일 47239 두이스부르크 암 가이스트펠트 36

트라코프스키 발터

독일 47269 두이스부르크 산트도른슈트라쎄 42

질렌바흐 미카엘

독일 57074 지에겐 알슈트라쎄 22

(74) 대리인 정진상

박종혁

심사청구 : 없음

(54) 금속 스트립, 특히 강 스트립의 용융 도금 코팅 방법 및장치

요약

  본 발명은 금속 스트립(1)을 코팅 스테이션(4)을 통해 안내하면서 그 코팅 스테이션(4)에서 코팅 금속(3)으로 코팅하되,

가이드 채널(8)을 아래쪽으로 밀봉하여 금속 스트립(1)을 측 방향으로 강자기 인력을 거슬러 교정 자장(14)을 통해 안내하

는 밀봉 전자장(13) 중에서 금속 스트립(1)을 가이드 채널(8) 내의 센터링시켜 유지하는 금속 스트립(1), 특히 강 스트립

(1a)의 용융 도금 코팅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임의의 밀봉 전자장(13)을 사용할 경우에 그에 맞춰 측 방향 밀봉을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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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밀봉 전자장(13)을 이동 전자장(10)으로서, 제동 전자장(11)으로서, 또는 펌프 전자장(12)으로서 구성하고, 다수의

교정 자장(14)을 선택된 배열로 분포시켜 배치하되, 교정 자장(14)의 위치 및 개수를 적어도 금속 스트립(1)의 여러 폭 단

계들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다.

대표도

색인어

금속 스트립, 용융 도금코팅, 가이드 채널, 유도자, 교정 자장, 밀봉 전자장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금속 스트립을 코팅 스테이션에서 아래쪽으로부터 위쪽으로 액체 코팅 금속을 통해 경사지게 또는 수직으로

안내하고, 코팅 스테이션으로부터 나온 후에 코팅 두께를 제어하되, 진동하는 성향이 있는 얇은 금속 스트립을 코팅이 아

직 액체인 상태에서 가변적인 스트립 속도로 가이드 채널 내에서 밀봉 전자장에 의해 아래쪽으로 밀봉하여 측 방향으로 강

자기 인력을 거슬러 교정 자장을 통해 안내하는 금속 스트립, 특히 강 스트립의 용융 도금 코팅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

다.

배경기술

  그러한 형식의 방법 및 그것에 속한 장치, 특히 아래쪽으로 밀봉을 하면서 측 방향으로 강자기 인력을 거슬러 작용하는

가이드 채널 내의 밀봉 전자장이 교정 자장을 동반하지 않은 채로 EP 0 776 382 B1에 의해 공지되어 있다.

  또한, 서두에 언급된 스트립 안정화 방법은 DE 195 35 854 C2로부터도 인용될 수 있다. 그 문헌에서는 밀봉 전자장이

이동 전자장으로서 동작한다. 그 경우, 가이드 채널의 구역에는 이동 전자장의 변조와 중첩되는 제어 가능한 자장이 인가

되는데, 그 자장의 자장 강도 및/또는 주파수는 센서에 의해 탐지된 코팅 채널 내의 스트립 위치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물

론, 그것에 사용되는 장치는 스트립 진행 방향으로 직렬로 배치된 한 쌍의 자기 코일로 이루어진다. 부가적으로, 가이드 채

널의 둘레에 추가의 코일이 마련된다. 그럼으로써, 자장 강도 및/또는 주파수에 있어 제어될 수 있는 자기 코일 쌍이 상이

한 스트립 재료 또는 스트립 두께에 맞춰 제어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술된 방법 또는 장치는 매우 얇은 금속 스트립에는 적용될 수 없을 뿐더러 상이한 스트립 폭에도 적용될 수 없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측 방향 강자기 인력을 거스르는 현재 공지되어 있는 온갖 부류의 밀봉 자장과 함께 사용되는 전자 밀

봉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설정된 그러한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각각의 유도자에서 하나 이상의 주 코일로 하여금 그 전자장에 의해 밀봉 전자장을

생성하여 이동 전자장으로서, 제동 전자장으로서, 또는 펌프 전자장으로서 구성하고, 다수의 교정 자장을 선택된 배열로

분포시켜 배치하되, 교정 자장의 위치 및 개수를 적어도 금속 스트립의 여러 폭 단계들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함으

로써 달성되게 된다. 그러한 방안의 장점은 강자기 인력의 영향이 회피된다는 것 이외에도, 종래에 강자기 인력으로 인한

금속 스트립의 센터링 이탈을 일으킬 수 있었던 다수의 임계 척도에 맞춰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임계 척도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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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은 변하는 두께, 예컨대 센터 휨, 쿼터 휨, 크로스보우(crossbow), S자 형태와 같은 스트립 기복 등이다. 그러나,

주된 장점은 유도자의 제작 시에 이미 폭 단계들로의 폭 변경을 감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교정 자장의 수 및 위치

를 정해진 금속 스트립 폭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 경우, 이동 전자장, 제동 전자장, 또는 펌프 전자장에 의한 밀봉

유형의 선택을 통해 전자석의 작용 범위를 감안할 수 있다.

  일 구성에서는 교정 자장을 그 위치 및 개수에 있어 제조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분포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하나의 동일한

방법에 따라, 상이한 금속 스트립 폭을 코팅할 수 있게 된다.

  주 코일 및 교정 코일의 자장을 양호하게 제어하기 위해, 위상 및 사이클에 있어 각각의 유도자와 동기로 동작하는 별개

의 급전 장치에 의해 교정 자장을 제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경우, 교정 자장을 직류로 동작시킴으로써, 교정 자장의 교정 단계가 주 코일 자장에 비해 간단하게 진행되게 된다.

  주 자장에 보다 더 양호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는 밀봉 전자장 내에서 교정 자장을 국부적으로 자장 증폭

시켜 또는 자장 감쇠시켜 동작시킴으로써 주어지게 된다.

  가이드 채널 내에서의 금속 스트립의 순간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교정 자장의 제어를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가이드

채널 내에서의 금속 스트립의 측 방향 위치를 측정 코일에 의해 알아내되, 측정을 교정 자장 내에서 및/또는 교정 자장 밖

에서 행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한다.

  그것에 대해, 가이드 채널 내에서의 금속 스트립의 측 방향 위치를 예컨대 레이저 조사와 같은 무접촉 측정 방법에 의해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대안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금속 스트립, 특히 강 스트립의 용융 도금 코팅 장치는 금속 스트립의 폭 변경에 대비하여 각각의 유도자

가 적어도 대향된 2개의 자석 요크 면에서 이동 전자장, 제동 전자장, 또는 펌프 전자장을 위한 하나 이상의 주 코일 및 선

택된 배열로 자석 요크 면에 분포된 다수의 교정 코일에 의한 밀봉 전자장을 각각 갖고, 교정 코일의 개수 및 위치가 금속

스트립의 상이한 폭 및/또는 두께에 상응하게 정해지도록 형성된다.

  그것를 위해, 상이한 스트립 폭 및/또는 두께에 대해 교정 코일이 제조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다각형의 모서리에 배치되도

록 함으로써, 주 코일 자장에 미치는 교정 코일의 영향을 제어한다.

  그 경우, 그러한 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교정 코일이 위상 및 사이클에 있어 각각의 주 코일과 동기로 제어되

는 별개의 급전 원에 접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교정 코일 내에 및/또는 교정 코일 밖에 가이드 채널 내에서의 순간 스트립 위치를 결정하는 측정 코일이 마련되도록 함

으로써, 스트립 진행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도 가이드 채널 내에서의 금속 스트립의 순간 위치가 탐지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우 정확한 측정은 가이드 채널 내에서의 금속 스트립의 측 방향 위치가 무접촉으로 작동하는 측정 수단에

의해 측정되도록 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게 된다.

  교정 코일은 직류 원에 접속될 수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첨부 도면에는 본 발명의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는바, 이후로 그에 관해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첨부 도면 중에

서,

  도 1은 이동 전자장의 자석 시스템을 구비한 코팅 스테이션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2는 제동 전자장의 시스템을 구비한 코팅 스테이션을 나타낸 도면이며,

  도 3은 펌프 전자장의 시스템을 구비한 코팅 스테이션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4는 주 코일, 교정 코일, 및 측정 코일을 구비한 밀봉 전자장 구역을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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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금속 스트립(1), 특히 강 스트립(1a)을 용융 도금 코팅하는 방법에서는 금속 스트립(1)을 노로부터 예열하여 스트립 가이

드(2)로서의 전향 롤을 거쳐 코팅 스테이션(4)에서 아래쪽으로부터 위쪽으로 액체 코팅 금속(3)을 통해 경사지게 또는 수

직으로 안내한다. 금속 스트립(1)이 코팅 스테이션(4)으로부터 나온 후에는 스크레이퍼 시스템(scraper system)(6)에서

코팅 두께(5)를 제어한다.

  코팅 금속(3)으로 코팅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얇은 금속 스트립(1)은 진동하는 성향이 있는데, 코팅(7)이 아직 액체인 상

태에서 금속 스트립(1)을 변하기도 하는 스트립 속도로 또는 선택된 치수별로 변하는 속도로 가이드 채널(8) 내에서 밀봉

전자장(13)에 의해 아래쪽으로 밀봉하여 측 방향으로 강자기 인력을 거슬러 교정 자장(14)을 통해 안내한다.

  가이드 채널(8) 내에서 얻고자 하는 금속 스트립(1)의 일정한 센터링 위치는 양쪽에서의 2개의 방향으로부터의 자장 유

도자(9)의 작용으로 인해 불안정한 평형 상태로 있게 된다. 단지 가이드 채널(8)의 중심에서만 금속 스트립(1)에 작용하는

자기 인력이 합이 0으로 된다. 금속 스트립(1)이 그 센터링 위치로부터 비켜나는 즉시로, 양쪽 유도자(9)에 대한 거리가 변

하게 된다. 그 경우, 금속 스트립(1)은 하나의 밀봉 전자장(13)에 근접하는 한편, 다른 전자장(13)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된

다. 어떠한 잘못된 위치도 배제할 만큼 강하게 유도자(9)의 양쪽 자장을 구성하는 방안은 그에 수반되는 금속 스트립(1)의

강력한 가열로 인해 제외된다. 이제는, 각각의 유도자(9)에서 주 코일(9a)에 의해 밀봉 전자장(13)을 생성하여 이동 전자

장(10)(도 1을 참조)으로서, 제동 전자장(11)(도 2를 참조)으로서, 또는 펌프 전자장(12)(도 3을 참조)으로서 선택함으로

써, 다른 기준과 함께 금속 스트립(1)의 센터링 위치를 감안하게 된다. 다수의 교정 자장(14)을 선택된 배열(도 4를 참조)

로 분포시켜 배치하되, 그 위치 및 개수를 금속 스트립(1)의 폭 단계들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다. 도 4에 따르면, 주 코일

(9a)에 의해 둘러싸이는 자석 요크 면(15) 내에서 교정 코일(14a)을 삼각형 형태로 배치하거나 도시된 바와 같이 다각형으

로 배치할 수 있다. 도 4에서는 수평 삼각형 형태는 물론 수직 삼각형 형태가 형성되어 있다. 교정 코일(14a) 또는 교정 자

장(14)은 다각형의 모서리(17)를 형성하고, 다각형(18)은 삼각형, 사각형 내지 n-각형으로 될 수 있다. 그 경우, 교정 코일

(14a)의 크기는 그 위치 및 개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정 코일(14a) 또는 교정 자장(14)을 그 위치 및 개수에 있어 제조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선택된 금속 스트립의 폭 단계

에 따라 분포시킨다.

  가이드 채널(8) 내에서의 금속 스트립(1)의 측 방향 위치 또는 센터링 위치를 무접촉 측정 장치에 의해 연속적으로 측정

한다. 교정 코일(14a) 내에 또는 그 밖에 측정 코일(16)을 두어(도 4를 참조) 금속 스트립의 전체의 폭에 걸친 측정도를 작

성한다. 그럼으로써, 전술된 금속 스트립의 이형 또는 위치를 탐지하게 된다.

  이동 전자장(10)의 선택, 제동 전자장(11)의 선택, 또는 펌프 전장(12)의 선택은 금속 스트립(1)의 재료 특성 값(강도, 조

직 구조)을 매개로 하여 이뤄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금속 스트립(1)을 코팅 스테이션(4)에서 아래쪽으로부터 위쪽으로 액체 코팅 금속(3)을 통해 경사지게 또는 수직으로 안

내하고, 코팅 스테이션(4)으로부터 나온 후에 코팅 두께(5)를 제어하되, 진동하는 성향이 있는 얇은 금속 스트립(1)을 코팅

(7)이 아직 액체인 상태에서 가변적인 스트립 속도로 가이드 채널(8) 내에서 밀봉 전자장(13)에 의해 아래쪽으로 밀봉하여

측 방향으로 강자기 인력을 거슬러 교정 자장(14)을 통해 안내하는 금속 스트립(1), 특히 강 스트립(1a)의 용융 도금 코팅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유도자(9)에서 하나 이상의 주 코일(9a)로 하여금 그 전자장(10, 11, 12)에 의해 밀봉 전자장(13)을 생성하여 이

동 전자장(10)으로서, 제동 전자장(11)으로서, 또는 펌프 전자장(12)으로서 구성하고, 다수의 교정 자장(14)을 선택된 배

열로 분포시켜 배치하되, 교정 자장(14)의 위치 및 개수를 적어도 금속 스트립(1)의 여러 폭 단계들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스트립의 용융 도금 코팅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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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교정 자장(14)을 그 위치 및 개수에 있어 제조 프로그램에 따라 분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스

트립의 용융 도금 코팅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위상 및 사이클에 있어 각각의 유도자(9)와 동기로 동작하는 별개의 급전 장치에 의해 교정

자장(14)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스트립의 용융 도금 코팅 방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교정 자장(14)을 직류로 동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스트립의 용

융 도금 코팅 방법.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밀봉 전자장(13) 내에서 교정 자장(14)을 국부적으로 자장 증폭시켜 또는

자장 감쇠시켜 동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스트립의 용융 도금 코팅 방법.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가이드 채널(8) 내에서의 금속 스트립(1)의 측 방향 위치를 측정 코일(16)에

의해 알아내되, 측정을 교정 자장(14) 내에서 및/또는 교정 자장(14) 밖에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스트립의 용

융 도금 코팅 방법.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가이드 채널(8) 내에서의 금속 스트립(1)의 측 방향 위치를 무접촉 측정 방

법에 의해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스트립의 용융 도금 코팅 방법.

청구항 8.

  아래쪽으로부터 위쪽으로 경사지거나 수직으로 연장되는 스트립 가이드(2), 코팅 스테이션(4), 코팅 스테이션(4)에서 저

장 용기(4a)의 아래에 연결되어 아래쪽으로의 밀봉을 위한 유도자(9)에 의해 둘러싸이는 가이드 채널(8), 가이드 채널(8)

내에서 금속 스트립(1)의 위치를 센터링하는 교정 코일(14a), 및 저장 용기(4a)의 위에 있는 스크레이퍼 시스템(6)을 구비

한 금속 스트립(1), 특히 강 스트립(1a)의 용융 도금 코팅 장치에 있어서,

  각각의 유도자(9)는 적어도 대향된 2개의 자석 요크 면(15)에서 이동 전자장(10), 제동 전자장(11), 또는 펌프 전자장

(12)을 위한 하나 이상의 주 코일(9a) 및 선택된 배열로 자석 요크 면(15)에 분포된 다수의 교정 코일(14a)에 의한 밀봉 전

자장(13)을 각각 가지고 있고, 교정 코일(14a)의 개수 및 위치는 금속 스트립(1)의 상이한 폭 및/또는 두께에 상응하게 정

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스트립의 용융 도금 코팅 장치.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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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항에 있어서, 교정 코일(14a)은 제조 프로그램에 따라 다각형(18)의 모서리(17)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스트립의 용융 도금 코팅 장치.

청구항 10.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교정 코일(14a)은 위상 및 사이클에 있어 각각의 주 코일(9a)과 동기로 제어되는 별개의 급

전 원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스트립의 용융 도금 코팅 장치.

청구항 11.

  제8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교정 코일(14a) 내에 및/또는 교정 코일(14a) 밖에 가이드 채널(8) 내에서의

순간 스트립 위치를 결정하는 측정 코일(16)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스트립의 용융 도금 코팅 장치.

청구항 12.

  제8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가이드 채널(8) 내에서의 금속 스트립(1)의 측 방향 위치는 무접촉으로 작동

하는 측정 수단에 의해 측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스트립의 용융 도금 코팅 장치.

청구항 13.

  제8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교정 코일(14a)은 직류 원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스트립의 용

융 도금 코팅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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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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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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