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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열간 압연 공정에서 조압연, 사상압연에 걸쳐 강판의 원

활한 통판을 위한 노력이 최근에 더욱 현저해 지고 있다. 

강판의 통판에 관한 문제는 강판의 사행, 캠버, 꼬임 등에 

의해 일어나는 열연강판 생산, 품질 관리에 관한 문제를 

모두 총괄하는 것으로서 제품의 품질, 실수율, 제조 생산성

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조압연 공정에서 길이방향으로 반듯한 슬래브를 생산해야 

하지만, 슬래브의 캠버(camber) 및 폭압연기(Edger) 진입

시 오프-센터(Off-center)에 의한 비대칭 폭압연에 의해 

캠버가 발생하여 후 공정에 통판 불량을 야기시킨다는 점

에 착목하여 본 논문은 비대칭압연 현상을 Computer 

simulation 을 통해 압연조건에 따른 캠버 발생량과 발생된 

캠버를 다음 Pass 에서 없애주기 위한 롤 갭편차량, 캠버

진 강판 좌우의 사이드-가이드 갭(Side-guide Gap)을 설

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해석조건 
Table 1 Comparison of construction condition 

 
Condition Value 

Size Thickness 250mm
Width 1,100mm Slab 

Material SM10 

Vertical-roll length 500mm 

Vertical-roll diameter 600mm 

Horizontal-roll length 1,700mm 
Horizontal-roll diameter 1,200mm 

Work roll 

Material H-13 
Roll speed 1,650mm/s 

Reduction of width 30mm 

Friction factor(m) 0.6 
 

 
 

L = Length of total slab 

a = Camber length of on the top 

b = Length of region generated camber on the top 

c = Length of region generated camber on the tail 

d = Camber of on the tail 
Fig. 1 Define of camber 

 

Fig.1 은 캠버를 정의한 그림이다. Fig.2 는 FEM 유한요

소해석을 위한 모델링이며 (a)정면도, (b)캠버가 발생한 상

태로 진입하는 경우의 슬래브 모델링 평면도 (c)슬래브

(Slab)가 오프센터(off-center)로 진입하는 경우의  평면도

이다. Fig.2 의 (b)그림의 A 는 강체로써 폭압연을 위한 수

직롤(Vertical-roll)이고, B 는 폭압연된 슬래브의 두께를 

줄이는 수평롤(Horizontal-roll)이다. C 는 캠버진 상태로 

수직롤을 진입하는 슬래브를 중심에 맞게 진입할 수 있도

록 양 옆에서 고정해 주는 사이드-가이드이다. 시뮬레이션 

방법은 캠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두가지 Case 를 수행

하였다. 첫 번째 Case 는 캠버량 26.18mm, 52.36mm 의 

슬래브를 수직롤과 수평롤을 진입하면서 사이드-가이드에 

접촉되어 캠버를 감소시키는 연구이다. 두 번째 Case 는 

슬래브가 오프-센터로 수직롤과 수평롤에 진입하면서 발생

되는 캠버의 양을 줄이기 위한 연구이며 오프-센터량 

25mm, 50mm 이다. 첫 번째 Case 는 슬래브와 사이드-가

이드 갭 사이를 1mm-10mm 간격으로 설정하고, 수평롤과 

수직롤 사이의 거리는 1,000mm, 수직롤과 사이드-가이드

의 거리는 350mm 를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슬래브

와 수직롤 접촉면, 슬래브와 수평롤의 접촉면의 마찰상수

(m)는 각각 0.2 와 0.6 을 적용하였으며, 해석범위를 후속

공정인 수평압연 해석까지 포함하였다. 수평압연공정에 대

한 해석에서 수평롤의 갭은 초기 슬래브 두께와 동일하게 

하여 슬래브의 폭을 줄이는 공정을 수행하였다. 
 

 
(a) The simulation model on the view of front 

 

   
 

(b) The simulation model with the camber 

 
 

(c) The simulation model with off-center 

Fig. 2 Initial model for FEM 

비대칭 폭압연시 사이드 가이드 갭이 캠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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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해석결과 

사이드-가이드를 적용하여 캠버가 W/S, D/S 방향으로 심

하게 휘어지지 않도록 일정 간격의 갭을 주어 고정하였다. 

첫 번째 Case 는 가이드를 장착하지 않고 롤링시 슬래브는 

W/S 방향과 D/S 방향으로 반복하여 심하게 휘어지는 현상

을 보이고. 슬래브가 2/3 지점을 통과시 수평롤에 압연되면

서 심하게 휘는 현상은 줄어들고 압연되고 있는 선단부 쪽

은 초기 캠버가 크게 진 방향으로(W/S 방향) 크게 발생된 

갭의 편차에 따라 휘어지는 방향과 캠버량은 다르고, 사이

드-가이드 갭을 5mm 이상 적용 했을시 캠버량은 10mm

이상 증가하였다. 두 번째 Case 는 사이드-가이드 갭을 

5mm 에서 20mm 까지의  편차를 두고 적용하였다. 슬래브

와 롤이 접촉되는 수직롤이 슬래브를 수평롤로 진입시키지 

못하고 약간의 미끄럼 현상을 보이면서 수직롤을 지나고, 

미끄럼 현상으로 인해 다소 압연시간이 오래 걸렸다. 슬래

브와 수평롤의 마찰상수는 0.6 으로 이는 이하의 마찰상수 

값을 적용시 압연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열간 조압연 사이징 프레스 논문을 참고하였다. 이

는 15mm 이상의 갭을 두었을 때 슬래브가 W/S 방향으로 

한 쪽으로만 치우쳐져 수평롤로 진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이드를 장착하지 않았을경우 슬래브의 선단부가 

수직롤 통과시 바깥쪽으로 크게 휘어지고 수평롤에서 압연

될 때 D/S 방향으로 벗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Fig.3 은 비대칭 압연중에서 26.16mm, 52.36mm 캠버가 

발생되어 있는 슬래브의 양쪽에 사이드-가이드를 장착 하

였을 경우와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의  캠버량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 결과 슬래브의 초기캠버 발생량 26.18mm

의 경우 갭량 2mm 일 때 11.98mm 까지 감소하였고, 초기

캠버 발생량 52.36mm 는 4.5mm 의 갭량을 두었을 때 

18.76mm 감소하였다. 가이드를 장착하였을 경우 실캠버 

발생량보다 현저히 작은 캠버량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3 A comparison between camber length before and after rolling 
according to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the side-guide gap with 
initial camber 
 

FEM 해석 결과에서 보듯이 초기캠버가 있는 슬래브를 

수직롤과 수평롤을 통과시 압연공정의 롤에만 의존하면 좌

우 휘어지는 현상을 방지 할 수 없으며 슬래브가 사이드-

가이드를 만나면서 방향이 바뀌는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캠버를 감소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4 는 비대칭압연 중에서 캠버가 오프-센터로 진입시

의 사이드-가이드 장착여부에 따른 캠버량을 비교한 프로

파일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계산결과로서 그 양이 25mm, 

50mm 오프-센터 진입할 때의 수직롤과 수평롤을 통과할 

때 캠버의 발생량은 각각 13.88mm, 27.56mm 가 발생됨을 

나타내고 있다. 50mm 오프-센터 진입하는 슬래브의 캠버

량은 다소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물성치와 갭

편차 조정, 가이드의 위치, 수식 등을 적용하여 캠버 발생

량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Fig. 4 A comparison of the camber length with and without guide in 
off-center condition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이드-가이드와 슬래브 사이의 갭을 조

정함으로써 슬래브의 캠버 발생량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캠
버 발생량을 억제시킬 수 있었다. 
캠버가 발생한 상태로 압연되는 공정, 슬래브가 오프-센터

로 진입하여 압연되는 공정에서 캠버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사이드-가이드 갭 편차량 조정을 수행 중이며 앞의 두가지

Case 의 경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는 압연공정에서 캠버 
발생 최소화를 위한 유한요소해석 및 사이드-가이드 갭 및 
가이딩(Guiding)압력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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