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 등 초고온의 로Furnace, Kiln, Slab reheat

환경 내에서 가열되는 제품의 실제 온도를 시간진( )爐

행에 따라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

운 일이다 하지만 의 이상적인 가열조건을 수립하. 爐

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부에서 열처리되는 제품의 온도를 측정하여 모니爐

터링하는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Furnace Tracker

다.

시스템의 구성 및 원리1.

의 시스템 구성은 제품DATAPAQ Furnace Tracker

의 온도측정을 위한 과Thermocouple Thermocouple

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Data Logger, Data

를 안의 초고온의 환경에서 보호하는Logger 爐

그리고 분석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된Thermal Barrier

다 기본원리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을 제품의 온도측정을 하고자하는Thermocouple①

부위에 부착시키고 에 채널별로 연결을Data logger

한다 를 고온고압 등의 조건에서 견디게. Data logger

하는 안에 넣는다Thermal barrier .

그림 와1. Thermocouple, Data logger

의 준비Thermal barrier

일상적인 가열조건에서 이 부착된Thermocouple②

제품과 최대 개 의 를 내장한10 channel Data logger

를 가열로 안에 모두 함께 흘려보낸Thermal barrier

다 이 때 옵션을 이용하면 측정데이터를. Radiometry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그림 로 내부로 들어가는2.

시스템Furnace Tracker

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보호하Data logger③

는 의 종류는 시스템이 안에 머물Thermal barrier 爐

러 있는 최대 시간과 가열공정 중 최고온도 압력조건,

에 따라서 분류된다 예 에서 시. ) Duration = 1200 9℃

간.

그림 로 내부의3. Thermal barrier.

로 밖으로 제품과 시스템이 나오는 즉시 Thermal④

로부터 를 분리한다barrier Data logger .

그림 로부터 를4. Thermal barrier Data logger

분리 회수한다, .

DATAPAQ Temperature Profiling System

Furnace, Kiln 내부에서의 효과적인 제품의 온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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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를 전용소프트웨어와 연결 데Data logger ,⑤

이터를 분석한다 의 최대 채널개수는. Data logger 10

개로서 제품의 각 부위별 온도를 그래프색깔로 구분해

서 분석을 한다 시간진행에 따라서 로 안에서 제품부.

위별 가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분석한다 사용자는.

가장 이상적인 공정의 수학적인 모델을 시간진행에 따

른 그래프로 수립을 하고 이 모델에 측정데이터를

하여 비교분석을 할 수도 있다over lapping .

그림 를 전용소프트웨어와 연결5. Data logger

를 보호하는2. Data logger Thermal Barrier

사의 구성 중 가장 핵DATAPAQ Furnace Tracker

심은 라고 할 수 있다Thermal barrier . Thermal

는 로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barrier Thermocouple

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를 초고온 고Data logger ,

압 등의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호하는 역

할을 한다 는 전기회로를 내장하기 때문. Data logger

에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최고 에 불과하므로 고100℃

온에서 장시간 열처리하는 로 안에 제품과 함께 시스

템을 흘려보내려면 가열조건 온도 시간 등 에 따라서( , )

적합한 가 선택이 되어야 한다 초고Thermal barrier .

온의 장시간 가열조건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Themal

의 예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barrier .

(1) Conventional Barrier

로서 열전“Phase Change Barriers with Heat Sink”

도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 Micro-porous

과 이상부터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insulation 58℃

로 상변이 가 일어나는 라는 부분이( ) Heat Sink狀變異

열을 흡수한다 가 고체 상태로 있는 동안은. Heat Sink

로 유지되기 때문에 로 열이 전도되58 Data logger℃

는 속도는 현저하게 느려진다 특정한. Thermal

의 견딜 수 있는 시간과 온도 의 예barrier (Duration)

는 에서 시간 에서 시간 에서800 1 , 400 2 , 200 6℃ ℃ ℃

시간 등과 같다.

그림 안의6. Phase Change Barriers Heat Sink

그림 에 내장된7. Thermal barrier

의 상변이Heat sink

바깥쪽 외장은 로 산화를 최소화310 Stainless Steel

하면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모델.

별로 내 온도 최고 까지800~1050 Data logger爐 ℃

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Conventional Thermal

들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공정은Barrier Brazing,

등 전체TV tube frit sealing, Lamination annealing

공정의 약 정도에 적용이 된다Furnace 90% .

방식의(2) “Phased Evaporation" Thermal barrier

그림 기술을 이용한8. Phased Evaporation

Thermal barrier.

Thermal barrier 안의 Data logger

열전달속도를 늦추는
Micro-porous insulation

58℃ 이상에서 상변이가 되는 Heat sink

고체 고체상태 + 
액체상태

액체상태

77°C / 
170°F
77°C / 
170°F

70°C / 
158°F
70°C / 
158°F

Water at   
100°C 

Insulation cage 는
바깥쪽에서 모든 부분들을
감싸서 보호한다

Microtherm과
fibre insulation 의
경계면의 온도는
보통 800°C이다

Water Barrier 는 “Micropourus”
단열재로 보호된다

Water Barrier 안 에서 Data logger는
100°C의 주변온도에서 보호, 작동된다

Water Barrier의 바깥쪽은 단열재인
Saffil fibre로 감싸져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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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이용한Phased Evaporation Thermal barrier

는 물을 상변이의 매개체로 이용한다 그림 과 같이. 8

단계적인 단열을 거친 후 마지막 단계에서

단열재가 보호하는 가장 안쪽의Microtherm Water

안에 있는 물이 끓기 시작하게 한다Barrier . Data

의 작동 가능한 주변온도는 최고 이므로logger 110℃

안에서 보호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Water barrier .

이러한 방식의Phased Evaporation Thermal barrier

의 견딜 수 있는 최고온도는 약 로서 적용되는1300℃

대표적인 공정은 공정과Steel slab re-heat Billet

공정 등이 있다 의 예 내의 온re-heat . Duration : 爐

도 에서 시간 내의 온도 에서1200 9 , 1250 3.5爐℃ ℃

시간.

(3) Water Quench Barriers

공정 중의 퀀칭물을 이용하는 로Barrier Water

타입과 타입의 두 가지 종류가jacket Quench shield

있다.

그림 9. Water Jacket Thermal Barrier.

의 기본 구조는 그림Water Jacket Thermal Barrier

처럼 가장 바깥쪽의 와 그 다음 안쪽9 Insulation cage

의 단열재 그리고'Fibrefax' , Evaporative Water

으로 를 감싸 안아 단열 보호jacket Thermal barrier ,

한다 가장 안쪽에는 가. ‘Inner Thermal Barrier’ Data

를 보호한다 물이 상변이 매개체로 이용되어logger .

는 주변온도 까지 보호되어 작동되Data logger 100℃

는 모델이 사용된다 단열재 대신에 회. Microtherm 1

용의 또는 섬유질이 물로부터 보Fibrefax Kaowool

호하는 역할을 한다 구멍이 뚫려있는. Insulation

는 공정 후 배수 를 용이하게 한다cage Quench ( ) .排水

견딜 수 있는 온도는 또는 그 이상이다550 .℃

그림 공정에서의10. Quench Water Jacket Thermal

Barrier.

공정 시작 전 준비과정에서 물을 넣으면Barrier

공정에서 견디는 동안 상변이 매Solution Treatment

개체로 이용되면서 물이 증발된다 이렇게 증발된 물.

의 양은 공정에서 퀀칭물로 보충이 되어Quench

가 견딜 수 있는 이 다시 증가되는 원Barrier Duration

리이다.

사진 타입의1. Quench shield Water Quench

Barrier

는 회용의 로 패킹된Quench shield 1 Graphite gasket

다 견딜 수 있는 은 에서 분으. Duration 550~600 10℃

로 제한된다.

Evaporative
Water jacket
TB4071

Evaporative
Water jacket
TB4071

‘Fibrefrax’
insulation
‘Fibrefrax’
insulation

Insulation 
cage TB4100
Insulation 
cage TB4100

Inner thermal 
barrier TB5810
Inner thermal 
barrier TB5810

Data logger 
Tpaq21 high temp
Data logger 
Tpaq21 high temp

Filled and readyFilled and ready Solution TreatmentSolution Treatment

QuenchQuenchAge hardeningAge har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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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내부 구조11. Quench shied

퀀칭물을 이용하는 타입과Water jacket Quench

타입의 가 적용되는 대표적인shield Barrier

와 공Aluminum Solution treatment Age hardening

정은 다음과 같다 ;

- Aluminum Wheels

- Cylinder heads

- Aluminum suspension parts

- Disc Brake Callipers

- Tube heat treatment

그 외 들(4) “Special" Thermal barrier

공정조건에 따라서 앞서 설명한 상변이를 이용한

와 또는Heat sink water jacket Phased evaporation

방식의 를 결합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러한barrier .

들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공Special Thermal Barrier

정들은 다음과 같다 ;

- Vacuum carburising

- Steel coil annealing

- Lamination annealing

- Aluminum brazing

시스템의 모델 선정을 위한 필3. Furnace Tracker

요한 정보

모델선정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환경과 가열Furnace

공정의 조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요구된다

;

에서 열처리하는 제품의 종류- Furnace .

내부를 모니터링하는 목적- Furnace .

열처리공정의 종류 예- . ). carburizing, hardening,

tempering, annealing, interstage annealing,

homogenizing, etc.

열처리 공정이 연속적 반연- Furnace (continuous),

속적 또는 배치 공정 중 어떤(semi-continuous) (batch)

공정인가?

또는 이송시스템 의 종류 예- Furnace( ) . ) mesh belt,

pusher, walking beam, rotary hearth, etc.

가열방식은 직접가열방식- (burner, electric element,

과 간접가열방식 중 어떤 방식etc.) (radiant tube, etc)

인가?

내부에 특정한 가스가 존재여부 가스가 존- Furnace .

재한다면 가스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 예 질소 수소? ) , ,

탄소처리 발열성가스 흡열성가스, (exothermic),

일반적인 대기 연소상태 증기(endothermic), , (steam),

진공(vacuum).

공정에 압력이 가해지는가 예- Furnace ? ) autoclave

공정 그렇다면 공정에 가해지는 압력은 얼마인가. ?

내부의 전체 공정 중 최고온도- Furnace .

전체 내부의 평균온도는 대략 몇 인가- Furnace ?℃

제품이 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Furnace .

제품이 를 통과하는 최대 시간- Furnace .

제품이 에서 나온 직후 데이터로거의 회수를- Furnace

위하여 제품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공정이 있는지의 여

부 예 냉각챔버 만약 이런 공정이 있다면 시간을 얼마. ) .

나 소요하는가?

공정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시간까지 포함할 경우 제-

품이 안에 머물러 있는 최대 시간은 어느 정도Furnace

인가 공정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 회 공정 중 얼? 1

마나 자주 공정을 중지하는가?

입구 출구 등의 밑면과 매시벨트와- Furnace , , Baffle

의 최소 간격은 얼마나 되는가 의 사? Thermal Barrier

이즈선택을 위한 정보이다.

제품이 메시벨트 등에 직접 올려져서 이동- (mesh belt)

되는가 또는 제품이 바스켓 형태에 넣어져서? (Basket)

이동되는가 바스켓 형태에 제품이 넣어져서 이동하는?

경우 바스켓의 내부와 외부의 이 요구된다Dimension .

대표적인 적용사례에서의 측정데이터 예4.

사의 시스템으로 특정한DATAPAQ Furnace Tracker

공정들에서 측정한 데이터들의 예를 단편적으로 들었다.

ThermocouplesThermocouples

Thermal Barrier
TB4806 or TB4810
Thermal Barrier
TB4806 or TB4810

Quench shield
TB4803 or TB4811
Quench shield
TB4803 or TB4811

Conventional 
heat sink
Conventional 
heat sinkData logger 

Tpaq21
Data logger 
Tpaq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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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브레이징(1) Aluminum Brazing( , CAB)

사진 용융제 생산 공정에 적용된 시스템2. Nocolok( ) ,

타입의Mesh belt Furnace.

부위별로 을 부착한 제품과Thermocouple Data logger,

를 보호하는 를 에 모두 함Data logger Barrier Furnace

께 흘려보낸다 밖으로 나온 후 안의. Furnace Barrier

를 회수 안을 지나는 동안의 수집Data logger , Furnace

된 데이터는 그림 와 같다12 .

그림 용융제 생산 공정의 측정온도12. Nocolok( )

데이터 시간 제품온도, vs

알루미늄(2) Aluminum Brazing(Vacuum),

진공 브레이징

사진 알루미늄 진공 브레이징공정 를3. , Barrier

위한 공간확보가 필수적이다.

알루미늄 브레이징의 공정온도가 너무 높으면 제품의 변

형 이 일어나고 공정온도가 너무 낮으면 브레이(deform)

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의DataPaq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상적인 공정조Furnace Tracker

건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림 알루미늄 진공브레이징의 데이터13.

와(3) Aluminum solution treatment Age hardening

특정한 온도에서 공정에 제품이 있는 시간과solution

역시 특정한 온도에서 공정에 제품이Age hardening

머물러 있는 시간이 품질을 결정한다 특히. solution

에서 공정으로 옮겨지는 타이밍이 중furnace quench

요하다 주로 휠 실린더헤드. , , brake caliper,

등의 생산공정이 해당된다suspension part .

사진 알루미늄 휠의4. Solution, Age hardening

공정에 적용된 Barrier

사진 제품 바스켓의 중앙에 설치된 의5. Barrier 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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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공정에서14. Aluminum Solution Treatment

측정된 데이터

슬라브의 재가열 공정(4) Steel Slab Reheat( )

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를Trial Slab Furnace

컨트롤하기위한 수학적인 모델을 수립하는 목적이다.

최고온도값에 도달한 시간과 온도는 전체 생산될 슬라

브의 압연과 스케일 층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하기 때문

이다.

사진 안에 슬라브가 들어가기 전6. Reheat furnace

의 슬라브에 심어진 과 가 부착Thermocouple Barrier

된 모습

그림 공정에서 수집된 데이터15. Slab Reheat

맺음말

영국 의 시스템의 원리DataPaq Furnace Tracker社

와 실제 공정에서의 데이터를 몇 가지 예로 들었다.

광범위한 환경과 다양한 공정에서Furnace Furnace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사용자는 이상적인 공Tracker

정조건과 컨트롤을 위한 수학적인 모델을 수Furnace

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구무역상사 주( )

www.jigutrade.co.kr

문의 (02)562-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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