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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uid flow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inside a molten zinc bath were investigated by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ethod. Modeling the channel inductor where alternating current of 60Hz was applied, Lorentz 
force and generated heat were obtained and later supplemented as source terms to momentum and heat 
equations. The present work validates CFD technique is effectively adopted when the inductor hardware 
modification or its configuration is considered for the optimum flows.  

기호설명 
u : 유체의 속도            ρ : 밀도 
p : 압력                   T :온도 

pC : 열 용량                g : 중력 

k : 난류운동에너지         thσ :열전도도 
ε : 난류 소산율              

tμ : 난류점성계수           

effμ : 유효점성 계수 

1. 서 론 

철강재료의 내식 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철을 
용융아연에 침지하여 표면에 아연을 피복하는 아
연도금은 근래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그 용도가 
확 됨에 따라 품질의 고급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생산의 경제성 문제가 두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인 드로스(dross)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용
융 아연의 유동 해석이 필수이며 이에 한 연구

는 수 모델에 의한 연구와 computer 수치 해석으

로 나눌 수 있다. 수 모델에서는 인덬터(inductor)
의 설치가 불가하고 따라서 인덬터의 채널

(channel) 내로 아연의 이동을 가하여 실험할 수 
밖에 없다(1). 그러나 수치해석에 의한 방법에서도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은 인덬터 내의 자기장과 이
에 의한 열 발생은 계산하지 않고 수 모델 실험에

서와 같이 아연욕과 접한 인덬터의 경계 조건을 
아연이 이동하는 inlet 조건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2)-(4).  
본 연구에서는 채널 형 인덬터를 모델링

(modeling) 하여 60 Hz 의 교류 전류 하에 자기장

을 계산한 후 이를 용융 아연의 유동 계산에서 운
동량 방정식에 원천 항으로 첨가하여 아연 욕과 
인덬터를 포함하여 유동을 계산하였다. 인덬터에

서 발생한 열을 열 방정식에 첨가하여 아연욕 내
의 온도를 계산하였으며 이 아연 욕을 구성하는 
내화재를 계산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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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a zinc bath. Front is the 

symmetry plane 

2. 계산과정 

2.1 아연 욕과 인덬터 모델링 
Fig.1 은 계산영역에 포함된 내화재, 아연 욕과 

인덬터를 보여 주며 Fig.2 에 인덬터의 구조를 첨
부하였다. 칭을 고려 하여 전체의 1/2 만 택하

였으며 싱크롤, 스터블라이징롤을 포함하였다. 아
연욕의 전체 크기는 4300 x 3700 x 2875 mm 이며 
스트맆의 폭은 1253 mm, 속도는 180 m/min, 인덬

터에는 2000A 의 전류를 인가하여 계산하였다. 

   
 

 

2.2  수치해석 
정상상태의 Navier -Stokes 방정식과 연속 방정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Boussinesq 항 M 과 자
기장에 의한 로렌츠 힘 F 가 원천 항으로 첨가되

었다. 

•∇ u = 0                  (1) 

( u)(•∇ ρ u )= u +2∇+∇− effp μ ρ g + M + F (2)          

난류 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ε−k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방정식의 모든 상수는 난류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값들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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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계산을 위하여 에너지방정식을 유동방정식과 
연계하여 계산하였다. 열 방정식에도 인덬터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원천 항(S)으로 첨가되었다. 

(u ( ) ( TTC thp )∇•∇=∇• σρ)  + S    (5)  

로렌츠 힘은 유도전류 J 와 자기장 B 로부터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Fig. 2 Modeling of inductor channel 

 

 Table 1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molten zinc 

Density (㎏/㎥) 6700 
Viscosity (Pa.s) 0.004 

Specific heat (J/㎏.K) 512 
Thermal conductivity 

      (J/sec.m.c) 60 

Melting temperature (°C) 420°C 
 

Table 2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refractories 

 
F = J ×  B       (6) 
 
Table 1 과 Table 2 에는 계산에서 사용한 용융 아

연과 내화재의 물리적 성질을 종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전자기장 계산 
인덬터의 표면에서의 로렌츠 힘과 열 분포를 

Fig.3 과 Fig.4 에 도시하였다. 로렌츠 힘의 방향은 
채널의 외부로 향하며 로렌츠 힘과 열 모두 채널

의 가운데 부분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갖는다. 

 Refractory 
1 

Refractory 
2 

Refractory
3 

Thermal 
conductivity 

(w/m-k) 
1.8356 0.1559 0.0711 

Heat capacity 
(J/kg.K) 750 1300 100 

Density 
(kg/ m3) 2900 750 220 

Thickness 
(mm) 22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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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rentz force vectors 

 

 
Fig.5 Outgoing and incoming flow vectors at 

interface of zinc bath and inductor 
 

 
Fig.6 Flow vectors on channel center plane near 

inductor coil 
 

 
Fig.7 Flow vectors on channel center plane  

 
3.2 유동구조 

Fig.5 는 아연욕과 채널의 경계면에서 속도 벸터

를 보이고 있다. 이곳의 유동은 채널의 양단에서  

 
Fig.4 Energy contours 

 

 
Fig.8 Flow vectors on symmetry plane 

 
아연욕으로 향하고 채널의 중심부에서는 아연욕에

서 채널로 유입됨을 보인다. Fig.6 은 채널의 중심 
면에서의 속도 벸터를 보이는데 유동의 속도는 최
고 500cm/s 로 속도가 크고 일반 예측과는 달리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Fig.7 은 채널 내에서의 속
도를  중심 면에서 보이는 데  채널 양단에서 아
연욕으로 향하는 유동과 가운데서 들어오는 유동

을 확실히 알 수 있다.  
Fig.8 은 아연욕에서 칭면의 유동이다. 스트맆 

사이의 내부는 싱크롤, 스터블라이징롤과 스트맆

의 이동으로 인하여 4 개의 회전유동이 존재한다
(3),(6). 스트맆 외부 유동은 스트맆을 따라 이동하는 
유동이 스터블라이징롤 2 에 의해 분리된 후 아연

욕 외벽에 충돌하여 두 방향으로 나뉜다. 상승하

는 유동은 반 시계방향의 회전유동을 만들고 하강

하는 유동은 외벽을 따라 아연욕 바닥으로 이동한

다. 이 때 상승하여 반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유
동은 스트맆을 향하여 드로스를 이동시킬 것으로 
예상된다(1). 스트맆 외부구역의 하부 유동은 싱크

롤 밑에서 좌우로 갈라지며 상승한다. 칭면의 
왼쪽은 채널에서 칭면을 향하여 토출되는 유동

의 영향을 받고, 스트맆 내부는 인덬터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 전체적인 속도 분포를 Fig.9
와 Fig.10 에 도시하였다. 비교적 낮은 속도 
(0~10cm/s)와 높은 속도(10~375cm/s)를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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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Regions with flow less than 10cm/s 

 
표시하였는데 David J.Willis(2) 등의 논문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유체의 부분은 비교적 낮은 속
도인 0~10 cm/s 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스트맆 속
도 (300cm/s)의 약 3~4% 의 값을 가진다. 스트립 
근처와 채널 부분의 유동은 10~375cm/s 에 속해 
있다. 스트맆, 싱크롤, 스터블라이징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은 스트맆 속도와 유사하다. Fig.11 은 아
연욕의 바닥과 후면의 유동을 보여준다. 채널이 
부착된 후면벽에서는 약 40-45 cm/s의 속도로 채널 
양쪽으로 토출 되는 유동이 발생하고 후면의 좌측

하부에서 상승하고 우측 하부에서는 하강한다. 우
측 하부에서 하강한 유동은 저면의 우측에서 반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유동을 발생시켰다. 이는  

 

 
Fig.11 Flow vectors on the rear wall and bottom 

plane 
 

   
 

 
 
 
 
 
 

 
Fig.10 Regions with flow greater than 10 cm/s 

 
드로스 부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
면의 중앙 부분은 후면과 칭면을 향하여 갈라지

고 후면과 칭면을 따라 상승한다. Fig.12 는 아연

욕 상부면 유동인데 아연욕의 양단 옆면을 따라 
상승한 유동은 중심부를 향한다. 상부면의 오른쪽

은 중심부를 향하는 유동과 아연욕에서 빠져나가

는 스트맆에 의한 유동이 충돌하여 중심부로 향하

는 유동의 진행을 방해한다. 상부면의 중심부는 
유동속도가 낮다. Fig.13 은 채널의 우측 단면에서 
토출 하는 유동의 속도 벸터이다. 채널에서 상부

를 향하여 토출 하지만 아연욕 내로 들어오는 스
트맆의 영향으로 상부면까지 상승하지 못한다. 채
널중앙 단면의 속도 벸터는 Fig.14 와 같이 유동은 
채널 내부로 유입되고 이 단면의 유동은 스트맆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채널 좌측 단면을 
나타낸 Fig.15 도 스트맆의 영향을 받지 않아 우측 
단면과 달리 토출된 유동은 상부면까지 도달하였

다. 

 
Fig.12 Flow vectors on  top surface  

 
 
 
 
 
 
 
 

 
 
 
 

Fig.13 Flow vectors on a plane 
vertically cut as shown 

 
 

 
 

Fig.14  Flow vectors on a plane  
vertically center cut at inductor  

 
 

 
 

Fig.15 Flow vectors on a plane 
vertically cut as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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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온도분포 
아연욕 내의 온도분포는 속도 벸터와 밀접한 관
계가 있다. Fig.16 은 칭면의 온도분포를 보여주

는데 458-459℃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스트맆 내
부구역의 용융아연 온도는 주위 보다 낮은데 이것

은 인덬터를 통과하여 나오는 고온의 유동이 스트

맆 내부로의 이동을 스트맆이 방해하여 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외부구역에 위치

한 스터블라이징롤 1 근처 부분도 회전유동이 온 

 
Fig.16 Temperature contours on symmetry plane 

 

 

 
Fig.17 Temperature contours on the rear wall and bottom 

plane 
 

   
 

 
 
 
 

 

도가 낮아진 아연욕 표면의 영향을 받아 온도가 
저하하였다. 아연욕 내 온도분포는 인덬터의 영향

을 크게 받아 싱크롤을 중심으로 볼 때 오른쪽보

다 인덬터가 설치된 왼쪽이 온도가 높게 분포하였

다. Fig.17 은 인덬터가 설치된 후면과 저면의 온도 
분포이다. 후면은 최고온도 459.2℃, 최저온도 
457.6℃로서 온도 구배가 가장 큰 반면 저면은 큰 
온도편차 없이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상
부 표면의 온도는 Fig.18 과 같다. 같은 면의 속도 
벸터를 나타낸 Fig.12 와 비교하면 유동이 거의 정
체되어 있는 부분은 저온의 분포를 보이며 상부면

의 왼쪽은 채널에서 토출 후 상승한 유동 때문에 
온도가 가장 높다. Fig.19, Fig.20, Fig.21 은 채널 우
측, 중앙, 좌측 단면의 온도분포이다. 채널에서 토
출한 고온의 유동 때문에 채널을 기준으로 아연욕 
상부가 하부보다 고온 중심이고 온도가 낮은 하부 
중에서도 후면 쪽에서 더욱 낮은 온도분포가 나타

났다. Fig.19 의 상부면 근처에서 온도가 국부적으

로 낮게 나온 이유는 이 부분이 스트맆 내부구역

이기 때문이다. Fig.22 와 Fig.23 은 내화재의 온도

분포와 아연욕 가장 외부에 설치된 강판 표면의 
온도분포이다.  Fig.23 의 강판 표면을 보면 인덬

터가 부착된 부분의 온도가 예상 로 가장 높게 
  

 
 

Fig.18 Temperature contours on top surface 
 

 
 

 
 

Fig.19 Temperature contours on the 
same  plane  of  Fig. 13 

 
 
 
 
Fig.20 Temperature contours on the 

same  plane  of  Fig. 14 

 
 
 
 
Fig.21 Temperature contours on the 

same  plane  of  Fi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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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 Temperature contours of refractories 

 

 
Fig.23 Temperature contours on steel plate 

 
분포 되어있고 그 온도는 최고 70℃에서 40℃사이

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인덬터가 부착된 곳을 제
외한 나머지 부분은 약 30℃이다. 

 

4. 결 론  

스트맆과 싱크롤, 스터블라이징롤을 포함하여 
연속용융아연도금 공정에서 사용되는 실제 아연욕 
크기와 같은 크기로 모델링하여 교류 전류 하에 
자기장을 계산한 후 유동 방정식과 열 방정식을 
풀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구하였다. 
• 채널을 제외한 아연욕 내 최고, 최저 온도는 

459.36℃, 457.73℃ 이다.  
• 채널 내의 유동은 인덬터 중심부에서 아연욕

에서 채널 내부로 이동하고 좌우 양단에서 아
연욕 내로 이동 한다.  

• 스트맆 내부구역은 인덬터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여 아연욕에서 비교적 낮은 온도가 분포

하며 스트맆 외부구역의 왼쪽 (스트맆 입구 
쪽) 유동은 인덬터에 의한 유동의 영향을 받
는다.  

• 스트맆 외부구역 중 아연욕의 표면을 제외하

고 상부보다 하부의 온도가 낮고, 그 중 후면 
부근이 온도가 낮았다. 

• 본 연구의 유동과 온도분포 계산은 아연 도금

욕의 최적 형상 설계를 위한 기본 자료로 추
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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