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3-0008864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7

B21B 15/0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3-0008864
2003년01월29일

(21) 출원번호 10-2001-0043865         
(22) 출원일자 2001년07월20일         

(71) 출원인 주식회사 포스코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72) 발명자 김봉호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700번지광양제철소내

(74) 대리인 김익환

심사청구 : 없음

(54) 게이트 테이블이 일체형으로 구비된 유압식 업커트 타입의전단장치

요약

    
본 발명은 냉연 공정의 산세 압연 라인 입측에서 라인내의 안정적인 작업을 위해 열연 코일의 톱부 및 테일부의 불량부
를 제거하는 유압식 업커트 타입의 전단 장치에 있어서, 하부 나이프블록과 삼각형 지지 구조로 조립된 게이트 실린더
에 의해 회전 운동이 가능한 게이트 테이블을 하부 나이프블록의 일단에 부착시켜 구성하되, 게이트 실린더에 의한 게
이트 테이블의 지향 방향에 따라 열연 코일을 후속작업으로 경유시키는 기능과 스크랩을 낙하 유도시키는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유압식 업커트 타입의 전단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스크랩 처리 과정에서 작게 절단된 스크랩이 전단 장치에 끼어 발생하는 설비사고를 근원적으로 해
결할 뿐만 아니라 원격 운전 설비에서 마지막 스크랩의 형상 불량에 따른 핀치롤의 이송력 하락에 따라 스크랩이 낙하
하지 않게 되어 잔류 스크랩에 의한 후행하는 통판 작업의 방해를 일으키지 않아 스크랩 처리 지연에 따른 생산성 하락
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전단 장치, 나이프, 스크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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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일반적인 냉연공정 중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단 장치의 개략 사시도이다.

도 2a 에서 도 2c 까지는 종래의 전단 장치에서 스크랩 커팅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작업 상태도이다.

도 3 은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따른 유압식 업커트 타입의 전단 장치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4a 에서 도 4c 까지는 본 발명인 업커트 타입의 전단 장치에서의 스크랩 커팅 작동을 설명한 작업 상태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 : 전단 장치 10a : 상부 핀치롤 10b : 하부 핀치롤

20a : 상부 나이프블록 20b : 하부 나이프블록 30 : 에이프런

40 : 링크장치 50 : 커팅 실린더 70 : 게이트 실린더

90 : 캐리 오버 테이블 100 : 게이트 테이블 110 : 컨베이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냉연 공정의 산세 압연 라인 입측에서 라인내의 안정적인 작업을 위해 열연 코일의 톱부 및 테일부의 불량부
를 제거하는 유압식 업커트 타입의 전단 장치에 있어서, 하부 나이프블록과 삼각형 지지 구조로 조립된 게이트 실린더
에 의해 회전 운동이 가능한 게이트 테이블을 하부 나이프블록의 일단에 부착시켜 구성하되, 게이트 실린더에 의한 게
이트 테이블의 지향 방향에 따라 열연 코일을 후속작업으로 경유시키는 기능과 스크랩을 낙하 유도시키는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유압식 업커트 타입의 전단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세 압연 라인에서는 일정의 공정을 거친 후, 선행과 후행하는 열연 코일 상호를 용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용접부의 안정적인 작업성을 위해 불량률이 높은 열연 코일의 톱부 및 테일부를 전단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절단기인 
전단 장치(shear)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산세 압연 라인의 공정은, 우선 페이오프릴에 코일 상태로 감겨있는 열연 코일을 통판성(평탄도) 향상을 위해 
프로세서에 통과시키게 된다.

그 후, 열연 코일 감지센서를 통해 열연 코일 위치를 검출하고, 공정 순서에 따라 전단 장치에서 시편채취나 불량부를 
짤라내고, 통판테이블을 경유해 용접기로 이송시킨다.

용접기에서는 선행하는 열연 코일의 테일부와 후행하는 열연 코일의 톱부를 용접하여 열연 코일을 대형화 시킨 후, 텐
션 브라이들 롤의 구동에 의해 코일 상태로 감아내고 후속작업(산세, 압연 등)에 공급하게 된다.

이 때 열연 코일의 톱부 및 테일부를 짤라내어 통판성을 향상시키는 전단 장치를 도 1의 개략적인 사시도로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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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래의 업커트 타입의 전단 장치는 일단이 프레임(미도시)에 고정되고 타일단이 실린더(미
도시)에 연결되어 스크랩 처리시 회전 운동과 함께 열연 코일에 구동력을 부여하는 상부 핀치롤(10a)과, 이에 대응하
여 비구동으로 회전하며 열연 코일의 패스라인 높이를 맞추는 하부 핀치롤(10b)을 구비한다.

또한 상부 나이프블록(20a)의 하부에는 열연 코일의 진입시 안정된 유도를 위한 에이프런(30)이 구비되며, 상부 나이
프블록(20a) 및 하부 나이프블록(20b)의 일단에는 나이프 홀더(25)를 클램핑하는 클램프 실린더(27:도2a 참조)가 
구비된다.

나이프(미도시)는 나이프 홀더(25)에 볼트, 너트에 의해 고정되며, 상하 운동이 가능한 하부나이프 블록(20b)의 하단
에는 링크장치(40)가 연결되어 커팅 실린더(50)의 작동에 의하여 링크장치(40)의 각도가 변환하게 된다.

이것은 커팅 실린더(50)에서 발생한 힘이 링크장치(40)에 의하여 하부나이프 블록(20b)에 전달되어지는 구조이며, 
게이트(60)의 후단에 위치한 게이트 고정 프레임(65)은 게이트(60)를 양단에서 지지하게 된다.

게이트(60)는 전단 장치(1)가 통판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전단 장치(1)와 캐리 오버 테이블(90)을 연결하여, 
후속 공정으로 열연 코일을 경유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전단 장치(1)가 통판 작업을 수행할 경우, 게이트 실린더(70)에 의해 게이트(60)가 위로 올려지게 되며, 통판성
을 유지하기 위해 불량부로서 절단된 스크랩은 스크랩 슈트(80)를 따라 전단 장치(1)의 하부로 유도되어 낙하된다.

도 2a 에서 도 2c 까지는 종래의 전단 장치에서 스크랩 커팅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작업 상태도이다.

도 2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텐션 브라이들 롤의 구동력에 의하여 열연 코일(5)이 페이오프릴에서 풀려 나오고 열연 코
일(5)의 테일부가 감지센서를 통과하면, 텐션 브라이들 롤은 구동을 멈추게 된다.

이때 게이트 실린더(70)의 로드는 사출되어 게이트(60)를 수평 유지시켜 열연 코일(5)을 후속 공정으로 경유하게 한
다.

도 2b에서는 상부 핀치롤(10a)이 실린더(미도시)에 의해 하강되어 열연 코일(5)을 잡은 상태에서 커팅 실린더(50)의 
축방향 운동력이 링크장치(40)에 전달되면, 링크장치(40)의 각도 변환값이 180도로 될 때 하부 나이프블록(20b)을 
상승되고 상사점에 이르러 열연 코일(5)의 테일부를 스크랩 처리로 분리시키게 된다.

이어 커팅 실린더(50)의 로드가 최대값으로 전진함에 따라 링크장치(40)의 각도는 역상으로 변환되어지고, 아울러 하
부 나이프블록(20b)이 하사점에 이르러 커팅 실린더(50)에 공급되는 유압이 차단되면, 텐션 브라이들 롤의 구동이 재
개된다.

이에 따라 스크랩 처리되어 통판성을 확보한 열연 코일(5)은 용접기로 이동되어진 후 후행하는 열연 코일(5)의 톱부 
진입을 대기한다.

한편 텐션 브라이들 롤의 구동력에 의하여 열연 코일(5)이 일정거리 이상 게이트(60)에서 벗어나면 도 2c와 같이, 게
이트 실린더(70)에 공급되는 에어의 힘에 의해 게이트(60)가 상승하며 스크랩 슈트(80)를 오픈시킨다.

전단된 스크랩(S)은 상부 핀치롤(10a)의 구동력에 의해 이송되며 스크랩 슈트(80)의 유도에 따라 하부로 낙하하게 된
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단 장치(1)에 의해 발생하는 스크랩(S)은 때때로 열연 코일(5)의 형상 불량에 기인하는 이송장애
에 의하여 극히 작게 전단되는 경우가 있으며, 작은 전단부으로 인해 상부 핀치롤(10b)로부터 충분한 구동력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스크랩(S)은 스크랩 슈터(80)까지 이송하지 못하게 되고, 하부 나이프블록(20b) 하강시에 스크랩 슈터
(80)와 하부 나이프블록(20b) 사이에 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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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하부 나이프블록(20b)의 재커팅 상승 동작시 클램프 실린더(27)나 공급 유압호스를 파손시키는 등의 스크랩 
끼임에 의한 설비사고의 유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발생한 스크랩(S)이 상부 핀치롤(10a)의 구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할 경우, 스크랩(S)의 형상에 따른 이
송 스피드 변화 등의 이유로 스크립 슈트(80)로 낙하하지 못하고 그대로 에이프런(30)에 남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작업 순서에 따라 후행하는 열연 코일(5)이 진입하면 톱부 전단 작업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 작업 지연을 유발
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한민국 실용신안 출원번호 20-1995-017858은 전단 장치 하단에 안내채널을 설치
하고 전단 장치 사이에 시편이 끼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만, 용도 대상이 산세 후의 용접을 완료한 열연 코일이므로 스크
랩이 낙하하지 않고 전단 장치에 남아 있을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문제점이 계속 남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시된 것으로서, 하부 나이프 블록과 스크랩 슈터 사이의 공간을 근원적
으로 없앰으로서 스크랩의 끼임 현상에 의한 설비의 파손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스크랩을 유도하여 일정의 장소로 낙하시키는 기능을 게이트 테이블에 함께 부여하여 부속품의 
숫자를 줄여 정비효율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산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게이트 테이블을 경유하는 스크랩에 이송력을 부여할 수 있게 컨베이어를 부설하여 스크랩
이 이송력 부족으로 전단 장치에 남아있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전단 장치는 게이트 실린더에 의해 회전 운동이 가능하며, 열연 코일이 
후공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열연 코일을 지지하는 게이트 테이블을 전단 장치의 하부나이프 블록에 일체형으로 부착
시켜 구성한다.

또한 게이트 테이블의 중앙부에는 모터로부터 동력을 받아 구동되는 소형 컨베이어를 구비하고, 열연 코일의 불량부 처
리나 시편 채취시 발생되는 스크랩에 이송력을 부여하여 스크랩 슈터 등의 별도 장치없이 게이트 테이블에 의해 스크랩
을 소정의 장소로 유도시킬 수 있게 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구성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 은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따른 업커트 타입의 전단 장치의 사시도이다.

열연 코일의 이송 기능과 스크랩 유도 기능을 겸비할 수 있는 게이트 테이블(100)을 구비하고, 하부 나이프블록(20b)
의 일단을 오목하게 요홈으로 가공하여 게이트 테이블(100)을 장착한다.

게이트 테이블(100)의 양단에는 회전핀(103)이 있고, 하부 나이프블록(20b)과 볼트로 고정되는 고정 블록(105)에 
의해 회전핀(103)이 고정됨으로서 게이트 테이블(100)을 하부 나이프블록(20b)과 연결되도록 한다.

즉, 오목하게 형성된 요홈 안으로 게이트 테이블(100)이 삽입되는 형태가 되며, 이로 인해 게이트 테이블(100)과 하부 
나이프블록(20b) 사이의 불필요한 공간이 제거된다.

게이트 실린더(70)는 게이트 테이블(100)의 일단을 하부 나이프블록(20b)에 삼각형 지지 구조로 조립시켜, 게이트 
실린더(70)의 작용에 의해 게이트 테이블(100)에 회전 운동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게이트 테이블(100)의 중앙부에는 컨베이어 모터(115)로부터 동력을 받아 구동되는 소형 컨베이어(110)를 구
비하여, 열연 코일의 불량부 처리나 시편 채취시 발생되는 스크랩에 이송력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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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성을 갖는 전단 장치의 작동을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4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텐션 브라이들 롤의 구동력에 의하여 열연 코일(5)이 페이오프릴에서 풀려 나오고 열연 코
일(5)의 테일부가 감지센서를 통과하면, 텐션 브라이들 롤은 구동을 멈추게 된다.

이 때 게이트 실린더(70)의 로드는 최대로 사출되어 게이트 테이블(100)이 캐리 오버 테이블(90)과 전단 장치(1)를 
연결하여 열연 코일이 이송될 수 있도록 수평을 유지한다.

도 4b에서는 상부 핀치롤(10a)이 실린더(미도시)에 의해 하강되어 열연 코일(5)을 잡은 상태에서 커팅 실린더(50)의 
축방향 운동력이 링크장치(40)에 전달되면, 링크장치(40)의 각도 변환값이 180도로 될 때 하부 나이프블록(20b)을 
상승시켜 상사점에 이르러 열연 코일(5)의 테일부를 스크랩 처리로 분리시키게 된다.

이어 커팅 실린더(50)의 로드가 최대값으로 전진함에 따라 링크장치(40)의 각도는 역상으로 변환되어지고, 아울러 하
부 나이프블록(20b)이 하사점에 이르러 커팅 실린더(40)에 공급되는 유압이 차단되면, 텐션 브라이들 롤의 구동이 재
개된다.

이에 따라 스크랩 처리되어 통판성을 확보한 열연 코일(5)은 용접기로 이동되어진 후 후행하는 열연 코일(5)의 톱부 
진입을 대기한다.

한편 텐션 브라이들 롤의 구동력에 의하여 열연 코일(5)이 게이트 테이블(100)에서 벗어나면 게이트 실린더(70)의 로
드가 수축되면서 게이트 테이블(100)의 지향방향이 경사지도록 한다.

도 4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후, 전단된 스크랩(S)은 상부 핀치롤(10a)의 구동력에 의해 이송되고, 게이트 테이블(1
00)의 유도에 따라 하부로 낙하하게 된다.

이 때 컨베이어(110)도 구동되면서 스크랩(S)의 이송을 돕게되므로, 상부 핀치롤(10a)의 구동력 부족에 의한 스크랩
(S)의 잔류를 방지한다.

특히 마지막 잔류 스크랩(S)이 지속적인 상부 핀치롤(10a)의 이송력을 공급받지 못하여 자유 낙하하는 경우에도, 적
어도 스크랩(S)의 일단부가 컨베이어(110)에 걸쳐있게 되어 컨베이어(110)의 구동력에 의해 낙하방향으로 계속 진행
하게 된다.

스크랩(S)의 낙하가 완료되면 게이트 실린더(70)의 로드는 재차 사출되어 게이트 테이블(100)을 수평 유지시키고 상
부 핀치롤(10a) 또한 상승되어 커팅 작업을 종료한다.

또한 열연 코일의 톱부 시편 채취시에는 종래에는 게이트(60)를 오픈 시킨 후 열연 코일을 적정 길이로 절단하고 상부 
핀치롤(10a)을 이용하여 스크랩 슈트(80)의 유도에 따라 낙하되는 시편을 얻어왔다.

하지만 본 발명에서 절단된 시편을 게이트 테이블(100)의 컨베이어(110)를 이용하여 캐리 오버 테이블(90)상으로 이
송시킬 수 있어 시편 채취 작업의 편리성 및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안전한 작업을 이룩할 수 있게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된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환 및 변경이 가능한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백하다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하부 나이프 블록과 스크랩 슈터 사이의 공간을 근원적으로 없앰으로
서 스크랩의 끼임 현상에 의한 설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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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크랩을 유도하여 일정의 장소로 낙하시키는 기능을 게이트 테이블에 함께 부여하여 부속품의 숫자를 줄여 정비
효율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산 작업이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은 게이트 테이블을 경유하는 스크랩에 이송력을 부여할 수 있게 컨베이어를 부설하여 스크랩이 이송력 부족으
로 전단 장치에 남아있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냉연 공정의 산세 압연 라인 입측에서 라인내의 안정적인 작업을 위해 열연 코일의 톱부 및 테일부의 불량부를 제거하
는 유압식 업커트 타입의 전단 장치에 있어서,

하부 나이프블록(20b)과 삼각형 지지 구조로 조립된 게이트 실린더(70)에 의해 회전 운동이 가능한 게이트 테이블(1
00)을 상기 하부 나이프블록(20b)의 일단에 부착시켜 구성하되, 상기 게이트 실린더(70)에 의한 게이트 테이블(100)
의 지향 방향에 따라 상기 열연 코일(5)을 후속작업으로 경유시키는 기능과 스크랩(S)을 낙하 유도시키는 기능을 겸하
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 테이블이 일체형으로 구비된 유압식 업커트 타입의 전단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테이블(100)은 중앙부에 컨베이어 모터(115)로부터 동력을 받아 구동되는 컨베이어(
110)를 구비하여, 스크랩 처리시 스크랩(S)에 이송력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 테이블이 일체형으로 구
비된 유압식 업커트 타입의 전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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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도면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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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b

도면 2c

 - 8 -



공개특허 특2003-0008864

 
도면 3

도면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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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b

도면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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