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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주조의 유압식 주형진동 제어인자 고찰

강기판*･김성연･이상현

포스코 엔지니어링솔루션실

Review of the Control Parameter for Hydraulic Mold Oscillation in 
Continuous Casters

Gi Pan Kang*, Seong Yeon Kim, and Sang Hyeon Lee
POSCO, Engineering Solution Dept.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flexibility of the oscillation pattern for a wide range of casting speeds, a 
hydraulic cylinder is used to oscillate the mold that moves up and down according to the stroke and 
frequency given by controller. Currently, hydraulic oscillators are commonly used in continuous casting 
facilities, but there are mismatched definitions in the control parameters. The primary object of the mold 
oscillation is to minimize the friction force between the mold copper plate and the solidified shell. The 
casting speed is tested up to 7.5 m/min, and the effect of the oscillation is analyzed in a pilot plant. As the 
casting speed increases, the lubrication effect reaches its limits. Therefore, various oscillation patterns are 
examined. The orientation of the oscillation pattern that achieves the lubricating function is determined. 
However, efforts to reduce the friction force are constrained by the moving energy of the oscillating system. 
Despite these constraints, the optimal oscillation pattern is determined for a wide range of casting speeds. 
Furthermore, the size of the negative strip time (NST) is no longer important in the hydraulic oscillation, 
and the definition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reflect this. Therefore, a new definition of the negative strip 
ratio (NSR) is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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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슬래브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제선, 제강, 연주 등 제

철공정의 전 공정에 산재하지만, 슬래브의 표면 품질은 용강

을 1차적으로 냉각하는 몰드 내의 초기응고 상태와 응고막과 

동판사이의 마찰력을 저감하기 위한 윤활제(mold powder)의 

유입을 제어하는 주형진동기(oscillator)에서 결정된다.

상기의 연주기 모식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턴디쉬에서 주

형내부로 유입되는 용강은 냉각수로 냉각되는 동판과 접촉

하여 응고막을 형성하게 된다. 주형진동기는 초기에 응고되

는 응고막이 동판에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로 진

동하면서 응고막과 동판 사이에 윤활제가 유입되도록 하는 

설비이다. 하기 그림에서 주형진동기의 구성은 주형을 상하

로 진동하는 구동부와 주형을 전후, 좌우로 구속하여 상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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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운동하게 하는 가이드, 주형을 고정하여 상하 운동하는 

몰드테이블, 이 상하 운동하는 부분들을 고정하는 고정프레

임으로 구성된다.

몰드 내에서 발생하는 표면결함으로는 1차 냉각의 상태에 

따라 면가로 크랙, 면세로 크랙, 코너 크랙 등이 있으며, 초기 

응고 시 응고막을 넘쳐서 겹살이 생기거나, 윤활작용의 불량

으로 동판에 응고막이 일시적으로 고착되어 응고막이 벌어

진 후 용강이 유출된 후 응고되어 생기는 덧살 (bleeding) 현

상과, 주형진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형홈

(OSM: Oscillation  Mark)의 깊이는 열연, 냉연 등의 후 공정

에서의 품질결함을 야기하므로 연주 공정에서는 scarfing이

라는 공정을 추가하여 표면결함을 해소 함으로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주 요인이 된다.

또한, 연주공정에서 치명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

은 응고막을 찢고 용강이 흘러나오는 용강유출(Break out, 

B.O) 현상이며, 이것은 몰드 내에서 발생하는 구속성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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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ilot caster

Fig. 2. Mold oscillator

Fig. 3. Oscillation mark & Hook & Shell

out과 몰드 직하에서 발생하는 break out으로 구분된다. 구속

성 break out은 윤활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응고막과 동판

이 고착되어 응고막이 찢어 짐으로서 몰드 직하에서 찢어진 

응고막 사이로 상부의 용강이 모두 흘러나가 하부 설비에 손

실을 입히는 경우이며, 몰드 직하에서 발생하는 break out은 

표면에 개재물이 응집되거나 응고이상으로 응고막이 균일하

지 못하여 취약한 부분으로 용강이 터져 나와 설비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로서, 두 가지 break out의 경우 모두 조업 중단을 

유발한다. 구속성 break out은 동판과 응고막 사이에 윤활제 

유입이 부적절하여 응고막이 동판에 고착되어 발생하므로, 

강종에 따른 윤활제(mold powder)의 점성치 등 물성이 중요

한 요인이 되며, 윤활제의 유입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것

이 주형을 상하로 진동하는 주형진동기(mold oscillator)이다.

주형진동기는 윤활제의 유입을 제어하는 동시에 응고막에 

걸리는 인장력을 완화(healing) 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

로서, 응고막에 발생하는 인장력은 응고막과 동판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해 유발되고, 인장력의 크기는 주조속

도에 따라 제어되는 주형진동기의 상하 운동속도와 관계가 

있다.

주형진동기의 상하 운동속도는 상하 이동거리(진폭, 

stroke)와 1분당 상하 반복하는 횟수(주파수,frequency)를 제

어함으로써 제어되며, 또한 주형진동 파형(waveform)은 진

폭 및 주파수 외에 상승 속도와 하강 속도를 제어하는 왜곡율

(asymmetry)로 표현된다. 조업중에 사용되는 주형진동 패턴

(pattern)은 강종 및 주조속도에 따라 윤활제의 유입이 적정

량 유지되도록 만드는 진폭, 주파수, 왜곡율을 조합하여 결정

된다.

기존 연주조업에서는 기계적인 CAM 주형 진동기를 사용

함으로써 주조속도에 따라 진폭을 고정하고 상하진동수 만

을 제어함으로써 윤활 능력을 제어하는 기능이 부족하였으

나, 최근 적용되고 있는 유압식 주형진동기는 조업조건, 즉 

주조속도에 따라 상하 운동 진폭과 주파수를 유연하게 변경

할 수 있는 장점으로 기존의 CAM 주형진동기를 대체하게 

되었다. 더불어, 주조속도가 빠른 고속주조의 경우에는 상승

속도와 하강속도를 다르게 제어하여 하강속도를 빠르게 함

으로써 주편에 발생하는 인장력을 보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속주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압식 주형진동기를 개발하여 조업하기 

위한 조업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기존 제어변수

의 정의에 대한 의미상의 차이점에 대해 고찰하고, 주조 조업

을 진행하면서 주조속도에 따른 윤활성과 마찰력, 주편 표면

의 품질 관계를 고찰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유압식 주형진동기는 조업조건, 즉 주조속도에 따라 상하 

운동 진폭과 주파수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장점으로 기

존의 기계적인 CAM 주형진동기를 대체하게 되었다. 더불

어, 주조속도가 빠른 고속주조의 경우에는 상승속도와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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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다르게 제어하여 하강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주편

에 발생하는 인장력을 보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속주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압 주형진동기의 제어인자에 대해 기존의 

제어변수와 정의에 대해 고찰하고 새로운 정의를 제안한다.

Fig. 4. Generating mechanism of oscillation mark

2.1. 유압식 주형진동기 제어인자

유압제어 진동기의 주형진동 제어변수로는 다음과 같이 

진폭, 주파수, 왜곡율의 3가지가 있다.

1) 진폭(stroke)

: 주형을 상승, 하강하는 변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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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oke change

2) 주파수 (frequency) 

: 1분에 상승, 하강하는 횟수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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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equency change

3) 왜곡율(asymmetry):

: 한주기에 상승하는 시간비(%)

Fig. 7. Asymmetry

왜곡율이 50%라면 사인파를 의미하고 50%가 아닌 파형

을 비사인파라고 하며,  50% 이하라면 주형이 빨리 상승하고 

천천히 하강하는 운동을 의미하며, 50% 이상이라면 주형이 

천천히 상승하고 빠르게 하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왜곡

율을 이용하여 주형의 상승, 하강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제어변수를 이용한 파형 수식 비교

파형의 종류는 사인파, 삼각파, 2중사인파, 비사인파형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실제로 구현하여 운전한 결과, 하기

에 제시한 비사인파형 수식으로 조업운전이 가능하다고 판

단된다. 특히, 직선적인 상승, 하강운동으로 정속 운전을 기

대하는 삼각파의 경우, 물리적인 개념에서도 구현하기 어려

우며 실시 예에서도 꼭지점에서 라운딩 효과가 나타나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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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폭손실(stroke loss)가 발생하여 제어하려는 소기의 목적함

수 즉, 윤활제 소모량 부족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 조업운전 

중에는 주형진동기의 진폭손실이 얼마인지 정량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며, 진폭손실을 감안하여 제어변수를 결정해 주어

야 한다.

(1)  비사인파형 수식

 

  sinsinsin
(1.1)



  cossinsin
coscossin

여기서, h는 half-stroke, w는 각속도(2πf, f 는 주파수), A와 

α는 비사인파형의 속도 프로파일을 조정하는 상수로서 상승

시에 정속운동을 하게한다.

Fig. 8. Comparison of waveform

(2) 파형에 대한 속도 프로파일

하기 그림 9에서는 각 파형의 속도 프로파일을 볼 수 있는

데, 왜곡율 사용시 α 상수를사용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상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승구간에서 속도가 출렁

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가속도의 변화, 즉 힘의 변화

를 의미하고, 한 파형마다 이러한 힘의 변동이 생기면 빠른 

진동속도에서는 이상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게 된다.

Fig. 9. Speed profile of waveform

2.2. 조업조건에 따른 제어변수

주요 조업조건은 강종 및 주조속도이며, 주조속도에 따라 

제어할 수 있는 제어변수는 다음과 같다.

1) Negative Strip Time (NST, Tn)

: 주형이 주편보다 빨리 하강하는 시간

사인파형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ec ×

× arccos ××

  (2.1)

2) Positive Strip Time (PST)

: 한주기(T)에서 NST를 제외한 시간

PST = T – NST (2.2)

3) Negative Strip Ratio (NSR)

: 주조속도에 대한 주형하강 속도비

사인파형에서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NSR=Vmold/Vcast (2.3)

Vm = 주형 하강 구간의 평균속도

= 2 x Stroke x Frequency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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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NST comparison of waveform

다음은 비사인 파형에서 활용하는 제어변수로서, 사인파

형에서와 동일하게 powder 소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으

로, 주조속도에 따라 주형진동 패턴을  결정하는 참고 수치이

다 [5].

4) NSD(Negative strip distance)

주형이 주편의 속도보다 빨리 하강하는 ③, ④ 면적은 거

리(Negative strip distance, NSD)로서 나타나므로 이 면적에 

주파수를 곱하면 1분간에 주편보다 더 빨리 하강한 거리를 

알 수 있다.

 




   (2.5)

5) RND (Ratio of negative strip distance)

1분당 주형이 이동한 거리에 대해 주편이동거리 비율을 

RND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2.6)

6) Lubrication Index (LI)

주형진동의 목적이 윤활기능이므로 powder 소모량을 일정

량 확보하기 위한 윤활지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2.7)

7) Power Consumption (Q)

소모량은 상기의 변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식으

로 정의하고 있다. 이 수식은 강종과 powder 물성치가 다르

므로 참고치로 활용해야한다.

× (2.8)

2.3. 새로운 제어변수에 대한 고찰

비사인파형에서는 주형이 하강하는 동안의 평균속도를 이

용한 NSR 개념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그림 11에서와 같

이 사인파(①), 비사인파(②) 모두 NST가 0 이상이지만 NSR

은(③) 0.72, (④) 0.9로서 통상적으로 NSR 1.4 정도에서 조

업을 하던 기존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비사인파형

에서는 NSR을 제어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단지 참고 수

치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NST가 0 이상이면 응

고막에 압축력이 가해진다는 의미이고, 주조속도와 주형 최

대 하강속도비는 1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NSR을 

의미있는 제어 활용변수로 사용하려면, 최대 하강속도에 대

한 주조속도비로서 나타내어야 한다. 이를 MNSR (Max. 

Speed Negative Strip Ratio)로 표현하고자 한다.  NST 시간

을 계산하기 보다 MNSR이 1보다 커야만 주조성이 확보된다

고 판단하면 보다 편리한 참고 수치가 된다.

Fig. 11. NSR comparison of waveform

3. 주형 진동 패턴

주형 진동패턴은 진폭, 주파수, 파형왜곡율을 이용하여 주

조속도에 따라 powder 소모량이 일정량(0.2 kg/m2) 이상 유

지되도록 구성된다.

진폭과 주파수는 주조속도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

되고, 왜곡율은 고속주조의 경우에 목적함수로 powder 소모

량 및 NSR을 확보하는 조건이 되도록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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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Vc) = A × Vc + B (3.1)

Frequency(Vc) = C × Vc + D (3.2)

여기서, A,B,C,D는 상수이고, Vc는 주조속도임

3.1. 일반적인 주형진동패턴

일반적으로 연속주조에서 사용되는 진동패턴은 아래 그림

12 에서와 같이 주조속도가 변함에 따라 진폭을 일정하게 유

지하고, 주파수를 증가시켜가는 패턴이다. 이를 진폭일정 진

동패턴이라 칭한다.

Fig. 12. Oscillation pattern of the constant frequency

주조속도 3 mpm에서의 파형은 진폭 6 mm, 주파수 300 

cpm에서 NSR 1.2 이고, 파우더 소모량은 0.23 kg/m2 정도 이

다. 이때의 주형과 주편사이의 상대속도는 아래 그림13에서

와 같이 144 mm/sec 정도이다.

Fig. 13. Sinusoidal waveform and speed

3.2. Inverse frequency 주형진동패턴

주파수가 주조속도에 따라 증가하는 패턴은 고속주조에서

는 한계가 있으며, 그 이유는 주형진동기의 주파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유압설비의 유량, 즉 속도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조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진폭은 증가

하고, 주파수를 감소시키는 진동패턴을 사용하게 된다.

Fig. 14. Inverse-Frequency oscillation pattern

주조속도 3 mpm에서의 파형은 진폭 3.54 mm, 주파수 350 

cpm에서 NSR 1.18 이고, 파우더 소모량은 0.21 kg/m2 정도 

이다. 이때의 주형과 주편사이의 상대속도는 아래 그림15에

서와 같이 88 mm/sec 정도이다.

Fig. 15. Non-sinusoidal waveform and speed

주편과 주형사이의 상대속도가 작다는 것은 마찰력을 줄

일수 있다는 의미이며, 표면품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

이다.

상기 그림 16에서 주조시의 주형진동힘에서 비주조 시의 

진동힘을 감하여 계산하면 평균 1.5톤 정도의 마찰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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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Friction force

Fig. 19. Oscillation mark & hook define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찰력의 크기는 조업조건에 따라 

다르고, 유압력을 이용한 마찰력 계산은 조업설비 상태에 대

한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참고수치로만 활용해야 한다.

3.3. 주형진동 운전영역

주형진동기를 설계할 경우에 요구되는 조업조건에 따라 

최대주조속도에서의 주형진동 최대속도, 가속도를 결정하

고, 유압설비의 유량과 압력을 결정한 후 제어밸브 사양을 결

정하고, 운전이 가능한 운전영역을 계산하여 주형진동을 위

한 조업기준을 만든다.

아래 그림 17은 진폭 1~10 mm, 주파수 50 ~ 500 cpm범위

에서 왜곡율에 따라 운전이 가능한 영역을 도시하였다.

Fig. 17. Operating window

4. 주조실험 및 고찰

주조 시에 주형진동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오실

레이션 마크(oscillation mark, OSM)는 표면에 보이는 형상이

고, 표층하에는 훅크(hook)가 형성된다. 이는 초기응고 시의 

응고막이 주형진동에 따라 굽힘과 펴짐이 반복되면서 발생

하는데, 주형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므로 주형 상승 시

의 속도를 낮게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Fig. 18. Casting results in speed  1~2.5 mpm

상기 주조시험의 결과와 같이 주조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OSM 형상이 향상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는 기구적인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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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응고초기에 hook를 아래

방향으로 당긴다면 주형과 응고막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아래 그림 19와 같이 hook 길이가 줄어들게 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20은 powder 소모량과 hook 깊이 사이의 관계

를 시험한 결과이다. 시험결과 powder 소모량은 과다하면 표

면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마찰력에 의해 break out 

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가능한 한 powder 소모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업조건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0. Powder consumption & OSM depth

5. 결     론

주조성을 유지하기 위한 mold oscillator 설비의 운전방안

의 기준을 결정 할 때, 비사인 파형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평

균 속도비 NSR 개념과 달리 최대속도비 개념인 MNSR(Max. 

speed negative strip ratio)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윤활제의 소모량과 OSM 깊이 비교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윤활제의 소모량 확보를 위해 NSR을 관리하

지만, 동일한 NSR에서 비사인 파형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소

모되고, 과다한 윤활제는 OSM 깊이를 크게 하고 결함을 증

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OSM 생성 기구 분석을 통해 주형의 속도와 슬라브

의 주조속도 차이, 즉 응고막에 인장력을 유발하는 상대속도

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전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주편 품질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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