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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sign of a Rotational Force Generator for Molten Metal

Jun-Ho Lee*

Abstract

A rotational force generator for molten metal is developed using a linear motor design technology. Also, the developed 
device is applied to reproduce aluminum scraps and easy to control the rotate, stop, and forward and reverse rotation of 
molten metal. In addition, the developed device improves the melting speed and reproduction rate about 250 (%) and 96-99 
(%),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handmade methods. Because it generates almost no dusts, it can improve 
working environments in a factory. Also, it has no losses in energy because it directly melts scraps. The device generates 
small amounts of the loss in refractory materials and aluminum caused by its oxidation because the molten metal is 
continuously rotated in which the loss and oxidized aluminum are the problems in the conventional melting and holding 
furnaces. Thus, it is possible to extend the life of furnaces and to produce high quality aluminum products.

Key Words : Molten metal(용탕), Linear motor(리니어 모터), Aluminum scraps(알루미늄 스크랩), Handmade methods(수작업 방식), 
Melting and holding furnaces(용해 보온로)

1. 서 론
알루미늄은 자동차 반도체 건설 전자 전기 등 현대 산업사회

의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 소재산업으로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다. 알루미늄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가운데 산소 규소 다음으로 다량 존재하고 금속으로 추출하여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이다(1). 오늘날 알루미늄 용재
는 대형 승용차 휠이나 기타 여러 방면을 거쳐 그 사용량이 늘
어나고 있다(2,3). 사용 증가에 따라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알
루미늄 폐자재인 스크랩의 양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 한해에 
소요되는 알루미늄이 100만 톤인 것에 비하여 스크랩은 약 7만 
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스크랩을 그냥 폐

기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재생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중
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4,5). 스크랩을 재생하는 것과 원석
에서 알루미늄을 제조하는 것을 금액으로 상호 비교하면 재생
하는 것이 원석으로 제조하는 것의 3(%)의 비용만으로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알루미늄 스크랩을 재생해야 
하는 것은 생산 에너지 소요 금액을 볼 때 상당히 수익성이 높
은 산업인 것을 알 수 있다(7).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스크랩을 
재생하기 위해서 용해로를 사용하고 있다(8-11). 그러나 알루미
늄 스크랩을 용해로에 투입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루에 가까운 스크랩이 섭씨 700()의 용탕 위로 투입
하면 용탕 열기에 녹아 내부로 빨려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용
해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투입된 스크랩이 

기 술 논 문



이준호

494

Insulation furnace Melt a rotating device

Centrifugal Devices

Scrap conveyor

Scrap hopper

Fig. 1 Aluminum scrap reproduction system

몽쳐서 시커멓게 타거나, 위에 둥둥 뜨고 적체된다. 이렇게 되
면 스크랩이 표면에 잔류하게 되어 산화 정도를 높이게 되므로 
재료의 회수율은 급격하게 저하된다(12,13). 스크랩이 너무 미세
하면 용탕 내부로 혼합되기 전에 용탕 위에서 시커멓게 산화되
어 엉켜버리는 문제도 있다. 스크랩 재생업체가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투입되는 스크랩을 쇠 파이프 같은 도구
를 사용하여 휘저어 준다. 조금 개선된 방법으로 지게차에 간이
로 만든 기계 장치를 장착하여 스크랩을 강제로 밀어 넣고, 흔
들어 용해한다. 작업자가 용탕 내부를 휘젓는 방법은 산화 비율
을 낮추지 못하고, 작업과정에 용탕이 튀어나와 인명에 대한 
산업재해를 유발하고 있다. 쇠파이프 같이 휘젓는 도구가 조금
씩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용탕 품질도 저하된다. 지게차를 응용
하는 간이 기계 장치는 신뢰성도 떨어지고, 주기적인 유지 보수 
때문에 엉뚱한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에 산재한 스크
랩 재생 전문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므로 기존의 작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회수율은 55~75(%) 정도에 불과하며 절삭유를 
회수하지 못하므로 환경오염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14).

2.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안
이미 일본의 M사가 일본 굴지의 전기전자 전문 회사인 F사

와 합작하여 알루미늄 스크랩을 효과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장
치를 개발 완료하였다(15). 국내 C시에 자동차 휠을 생산하는 
회사는 Fig. 1의 개발 장비를 수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
에서 이 장비를 사용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
나 단가가 고가라는 단점이 있다. 장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검토
한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장비에 대한 개발결
과를 일본 신문에 짧게 소개되어 있을 뿐 개발 방법이나 사양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15). 또 다른 문제는 이 장비를 운영하는 자
동차 휠 생산 회사는 외부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 
M사 장비운영 매뉴얼 외 개발을 위한 참고 자료는 거의 없다. 
용탕을 자동으로 휘젓기 위해서 도체인 용탕을 회전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용탕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용탕 투입구 외부는 
고정자로 감싸고 용탕은 회전자가 되어야 한다. 용탕을 회전시
키기 위한 용탕 회전력 생성장치와 보온로를 개발하여 접목해
야 한다. 개발하는 용탕 회전력 생성 장치는 전자계의 상호 작
용을 적용한다. 알루미늄 스크랩 재생 작업을 자동화 된 생산체
제로 전환할 수 있다. 국내의 알루미늄 로 생산 전문 회사의 
축척된 기술과 전기전자 제어기술을 융합하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동화된 용탕 회전력 생성장치를 개발 할 수 있다(15~18). 

3. 용탕 회전력 생성장치 설계
용탕 회전력 생성장치가 포함된 알루미늄 스크랩 재생 시스

템은 Fig. 1과 같이 구성한다(15~18). 알루미늄 스크랩을 운반하
는 컨베이어와 스크랩의 저장과 철분을 제거하는 호퍼, 원심 
분리기 등의 장치는 기존의 제품을 구입하면 된다. 기존의 용해
보온로는 용해한 스크랩용탕을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용탕 회전력 생성장치와 상시 부착이 가능한 보온로를 개발해
야 한다. Fig. 2에서 가장 기술적인 개발이 필요한 요소는 용탕 
회전력 생성장치임을 알 수 있다. 용탕 회전력 생성장치의 구조
에서 용탕 회전에 필요한 전자기력을 인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회전형 모터의 형태로 부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Fig. 1을 보
면 마치 4극 모터에서 2극을 떼어낸 이상한 형태로 되어있다. 
이 구조로 제한이 되는 이유는 보온로 내부의 출구에서 용탕이 
용탕투입구로 나오면, 스크랩이 용탕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보
온로로 들어간다. 용해로 용탕이 차게 되면 지게차로 출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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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luminum molten metal and 
alumina

Item
Density 
 

Electric 
Conductivity 

()

Viscosity 
(  )

Aluminum Molten Metal
(700 )

2,370 4.02×106 0.00149

Alumina Particle
( ) 3,970 0 -

열어 용탕을 빼내야 한다. 보온로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각 형상이 되면 안된다. Fig. 2와 같이 돌출된 둥근 형태
의 스크랩투입구를 포함한 형상이 되어야 한다. 용탕 회전력 
생성장치는 용탕투입구를 감싸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회전형 
모터를 원주방향으로 1/2 토막 낸 구조가 된다. 용탕투입구와 
용탕 회전력 생성장치를 회전형 모터처럼 일체형으로 할 수 없
다. 분리형으로 되는 이유는 컨베이어를 통하여 투입되는 스크
랩이 바람이나 미세한 진동으로 인하여 보온로와 용탕 회전력 
생성장치 사이에 낄 수 있다. 용탕 회전력 생성장치의 냉각 배
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스크랩 투입구에서 발산
되는 열이 용탕 회전력 생성장치에 전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
해 에어 커텐 설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설비들에 대한 점검
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므로 분리형으로 구성한다. 이 점을 고려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알루미늄 용탕에 전자력을 인가할 수 
있는 방법은 리니어 유도모터 방식으로 판단된다. 리니어 유도
모터로 알루미늄 용탕에 전자계의 상호 작용을 이용한 전자기
력을 인가할 경우 전계 세기와 자장 세기 및 스크랩 크기와 같
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전계와 자
계가 수직으로 교차하는 영역에 수평으로 고여 있는 알루미늄 
용탕을 강제로 회전시키기 위해서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결
합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결합정도는 Laithwaithe가 제안
한 Goodness factor로 리니어 유도 모터의 성능 정도를 표현하
는 양으로 식 (1)과 같이 정의된다(14).

  


 


 (1)

여기서, μ o : 공기의 투자율  ,

f : 전원주파수  ,
τ  : 극 간격 ,
σ e : 등가 전기전도도 [℧/m],

d : 2차 도체 판의 두께 

식 (1)의 G값은 리니어 모터의 주요 설계 파라미터로 기본설
계 할 때 적용한다. 식 (1)에서 s를 슬립이라고 할 때 최대 추력

은 sG가 1일 때 발생한다. 슬립이 1.0 ∼0.5 범위의 저속 리니
어 모터는 G는 1 ∼2의 범위이며 슬립이 0.5 ∼0인 고속 리니
어 모터는 G>3으로 설정한다. 발생 추력과 G와의 관계는 G가 
0.2 ∼1의 범위에서 추력과 속도특성이 수하특성이 있다. 전압 
제어성이 양호하므로 반송장치와 같은 저속의 리니어 모터에 
적합하다. G가 2 ∼5의 범위는 도시 경량화 전철과 자기부상
열차 등 비교적 고속 리니어 모터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등가 2차 전기전도 σ e가 G값 설정에 주요한 변수가 된다. 스
크랩 알루미나 입자인  와 알루미늄 용탕의 특성을 Table 1
과 같이 분석한다(2,3).

스크랩을 투입하는 알루미늄 용탕은 700( )로 유지되며 밀
도는 2,37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상에서 밀도는 
2,370이지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융상태로 되면
서 밀도가 감소한다. 전기전도는 고상 알루미늄에서 3.82×107

(℧/m)이지만 액상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밀도가 감소
하여 4.02×106(℧/m)가 된다. 점도는 융점에서 급격히 감소
하여 700(  )에서 0.00149()로 된다. 알루미나 입자는 융
점이 높기 때문에 700(  )에서 고상을 유지하므로 쉽게 용해
되지 않는다. 밀도는 3,970이며 전기전도는 알루미
늄 용탕에 비하여 극히 작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0으로 한다(16).

4. 용탕 회전력 생성을 위한 리니어 모터 설계
전기장하(electric loading)와 자기장하(magnetic loading)의 

적절한 배분이 성능을 좌우한다. 전기장하인  와 자기장하 
은 식 (2)과 식 (3)으로 표현된다.

 


  (2)

 

   (3)

여기서, 는 각 극  의 용량 ,  는 장하분배정수,  는 
100Hz의 주파수 이다. 와 는 각각 가 1일 때 
장하이다. 이 값은 기준 전기장하와 자기장하로 장하분배의 기
초가 되는 중요한 값이다. 리니어 유도 모터의 전기장하와 자기
장하의 관계를 다음 Fig. 2를 이용하여 구하면 식 (4), (5)와 
같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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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ctronic loading

(b) Magnetic loading

Fig. 2 Loading distribution in a linear induction motor

장하분배법에 근거하여 리니어 유도 모터의 기본설계를 할 
때 주어지는 기본적 사양은 출력   , 극수 , 전압 

 , 주파수   , 동기속도 v s(m/ sec )이다. 주파수와 동
기속도 및 정격속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6)

   (7)

여기서, 은 정격슬립, 는 극 간격이며 정격주파수는 정격슬
립과 동기속도로 설정하므로 식 (6), 식 (7)과 같이 구한다.

 

 (8)

리니어 유도모터의 효율  과 역률 cos 의 cos 을 대입하
면 입력용량 , 선 전류 , 각 극 용량  , 비용량  을 계산
할 수 있다.

 cos


kVA (9)

 ×


A (10)

 


kVA (11)


×


(12)

각 극당 자속 φ 는 식 (5)로 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3)

1차 철심의 슬롯에 분포되어 있는 각 극당 장하는 식 (4)
를 이용하여 식 (14)과 같이 된다. 이 식에서 임의의 상인 상
에 대한 직렬 턴 수  을 구하면 식 (15)과 같이 된다.

 


 ×A (14)

 


turns (15)

각 극에 대한 매상의 슬롯수를 로 할 때 1개의 슬롯 당 턴수 
 은 식 (16)과 같이 된다.



 (16)

자기비장하 와 1차측 주요 치수를 결정하기 하기 위하여 
공극의 이동자계 분포를 정현적이라고 가정한다. 자기비장하
를 고려한 각 극당 자속  는 식 (17)과 같다. 극 간격과 1차 
철심의 유효 폭  의  는 식 (18)과 같다.

  


  ×  (17)

 




×

×

 (18)

따라서 1차 철심의 유효 폭 는 식 (19)과 같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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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lten metal rotation variable inverter for voltage, 
current, and frequency

슬롯 내 도체의 전류밀도  Amm을 일반적으로 3~5

 정도의 범위로 두면 도체의 단면적 는 식 (20)과 
같이 된다.

   (20)

상품화된 규격도체에 따라 식 (20)의 면적은 약간 변경될 수 
있다. 도체가 슬롯 내부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나타내는 점적비
율  은 도선의 종류와 전압에 따라 변화가 크다. 도체를 수용
하기 위한 슬롯면적  는 식 (21)과 같다.

   (21)

슬롯 면적이 구해지면 슬롯 폭과 슬롯 깊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슬롯 피치에 대한 슬롯 폭 비율  을 식 (22)과 같이 결정한다.

 

 (22)

 는 자기 비장하와 최대 자속 밀도 값에 따라 결정한다. 일
반적으로 0.6~0.75 사이에 설정한다. 슬롯 폭  는 식 (23)으
로 결정한다. 

 

 ×
 (23)

슬롯깊이  는 식 (23)을 이용하여 식 (24)과 같이 구한다.

   (24)

코어-백 부분의 두께  는 1차 철심의 유효 폭   관계를 이
용하여 식 (25), (26)와 같이 구한다.

 ×


(25)

 

 (26)

여기서,  은 철심의 적층비율이며,  는 코어 내부의 자
속밀도이다. 공극의 길이  는 기계적인 조건이 허용하는 한도 
범위에서 작을수록 좋다(16). 일반적으로 소형 리니어 유도 모터
의 경우 1.5<<3 , 차량추진용일 경우 5<<15
이다(14). 단부효과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모터길이  은 

식 (27)으로 결정할 수 있다. 

 ∼   (27)

여기서,  은 정격속도로 단위는 이다. 모터길이는 모
터 장착방법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모터길이에 직접 관계가 
되는 극수 는 소형 리니어 모터는 4이고, 차량 추진용은 6 ≤

 ≤12로 알려져 있다(14).

5. 제안한 시스템의 제작 및 실험
5.1 융해로용 리니어 유도 모터의 제작
알루미늄 용탕을 회전하기 위한 융해로용 리니어 유도 모터

는 일반 리니어 유도 모터와 다르다. 2차측이 알루미늄 용탕으
로 된 도체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비장하인 각 극 자속밀도를 
일반 리니어 유도 모터처럼 크게 할 수 없다. 각 극 자속밀도를 
매우 낮게 설정해야 한다. 2차측을 일반 리니어 모터처럼 크게 
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유도 전동기 고정자를 이용하여 설계한
다. 리니어 유도모터의 효율  과 역률 cos 에 대한 cos 은 
차량 추진용의 경우 0.4, 소형 반송용은 0.2이하이다(14). 본 연
구에서 cos 을 계산한 결과 0.25532922가 도출되어 반송용
에 가까운 값으로 설정한다(16). 이 값을 식 (9), 식 (10)에 대입
하여 계산한 결과 용량은 61.2 , 입력전류는 교류 170
이다. 주파수는 인버터를 이용하여 1~5의 범위로 가
변한다. 식 (11), (12)을 이용하여 각 극 용량 와 비용량  에 
관한 값들을 구한다. 융해로용 리니어 모터가 최적의 조건으로 
알루미늄 용탕을 회전하기 위하여 식 (9)과 식 (10)에서 구한 
전압, 전류와 주파수를 가변한다. 용탕의 회전 방향도 변경할 
수 있는 인버터는 다음 Fig. 3과 같이 운영한다.

또한 전기장하인  와 자기장하 을 구하기 위하여 장하분
배정수는 반송용 리니어 유도모터에 가깝게  을 1.27로 설정
하여 식 (4), 식 (5)로 구한다. 공극자속밀도의 최대값인 자기비
장하는 일본 M사와 같이 0.052로 설정하여 극당 면적을 
구한다. 극 간격과 축 방향 길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정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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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il winding

Fig. 5 Slot fabrication

Fig. 6 Finished linear motor for a furnace

Fig. 7 Finished holding furnace

름과 축 방향 길이의 비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고정자 내경과 
축 방향의 비율은 3, 5, 10, 15, 20 이다. 유도기의 경우 각각 
1.69, 1.44, 1.4, 1.2, 1.03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값에 해당하는 1.35를 선택하여 극 간격 τ와 축 방향 길이를 
계산한다. 리니어 유도모터의 기계적 공극에 대한 극 간격 비율
인 는 20~25의 범위를 두고 설계한다. 기계적 공극 기준이 
설정되면 단부 효과를 경감하기 위한 모터의 길이와 극수를 고
려하여 극 간격을 산정한다. 차량 추진용 리니어 유도 모터는 
효율이 높아야 하므로 정격슬립을 0.15~0.3의 범위에 둔다(16). 
융해로용 리니어 유도 모터는 슬립이 작아지면 자기적 흡인력
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알루미늄 용탕의 등가중량이 늘어난다. 
단부효과로 추력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으므로 정격슬립을 
부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개발하는 융해로용 
리니어 유도 모터가 수리 또는 점검 후 원래 위치로 복귀가 되
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구적인 클램퍼 장
치를 사용하여 항상 동일한 위치에 고정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리니어 모터의 권선 전류밀도는 알려진 3~5값에서 
그 중간 값을 선택한다. 도체 1개당 피크 전압 값 42.38, 
소요전력 5.1인 점을 고려하여 식 (20)과 같이 계산한 
소수점 단위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별도 제작 할 경우 상승되는 가격 부담 때문에 시중 제품을 선
택한다(16). 가장 가까운 시중 제품인 코일 내부 폭은 11 , 
코일 뚜께는 10으로 선택한다. 절연레벨을 H종으로 절

연체 뚜께는 0.018로 하여 다음 Fig. 4, 5와 같이 권선 
작업을 한다.

이 값을 근거로 도체의 총 단면적을 계산하면 2.08×104

가 된다. 리니어 유도모터의 슬롯 단면적은 도체의 점적 
비율을 0.5로 설정하여 제작한다.

조립을 고려하여 각 소요 조립품은 레이저로 가공한다. 조립
품에 붙은 가공 찌꺼기는 줄 작업으로 제거한다. 또한 융해로용 
리니어 유도 모터는 공차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조
립한다. 이 과정을 거쳐 완성한 융해로용 리니어 모터의 외관은 
다음 Fig. 6과 같다. 

개발한 보온로 본체는 구조용 강판 SS41과 구조용 형강으로 
제작하여 열응력에 견딜 수 있게 한다. 절단과 절곡 부위를 최
소로 하여 용접 작업을 적게 한다. 입구 덮개와 가스 배출구를 
포함한 전체 높이는 1,800이며 스틸 플레이터는 SS41
으로 47.5톤, 앵글은 50×50×5, 챤넬은 100×50×5가 소요되
었다. 완성품은 다음 Fig. 7과 같다.

투입되는 스크랩을 용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회전하는 용탕이 용탕투입구 돌출 부분에서 솟구쳐 올라 
스크랩을 덮어 버리고, 관성의 힘으로 회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
적인 방법이다. 용탕투입구의 돌출 형상은 이미 다양한 특허기
술로 등록되어 있다(16).

검토한 결과 Fig. 8의 (b)와 (c)는 특허기술이 충돌하므로 적
용할 수 없다. Fig 8의 (a) ⊽형식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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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hape of the projection inlet of molten metal

Fig. 10 Scrap melting system installed at a site

Fig. 11 AC~4CH scraps

Melt the direction of rotation

(a) ⊽ type

Melt the direction of rotation

(b) ⊿ type patent

Melt the direction of rotation

(c) Patent without a projection inlet

Fig. 8 Molten metal flow for the projection inlet type

이다. 용탕 회전 방향을 좌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흐름도 원활
하다. 다음 Fig. 9와 같이 ⊽형식을 채택하여 제작한다.

시운전을 위하여 설치한 현장은 경남 함안군 K사의 생산 공
장이며 다음 Fig. 10은 현장에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다.

경남 함안군 K사의 사용 전압이 360인 관계로 인버터 사
용전압인 460로 맞추기 위하여 승압 변압기를 사용한다(16). 

5.2 실제 생산에 적용한 결과
1.5톤의 인코트를 녹여 용탕을 만들고 다음 Fig. 11과 같이 

재질이 AC~4CH 스크랩을 투입하면서 용탕을 회전시킨다.
용탕이 회전하는 형상은 다음 Fig. 12와 같다.
이 Fig. 12에서 용탕투입구의 돌출 ⊽형상을 중심으로 용탕

이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상했던 것처럼 용탕의 회전 
방향을 정역으로 변경하더라도 용탕이 투입된 스크랩을 완전
히 덮고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운전할 때 예상보다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 용탕이 넘칠 우려가 있어 시운전을 중지하였
다. 스크랩이 녹은 용탕은 출탕구를 통하여 조금 출탕한 다음 
시운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 시운전하기 전에 용탕투입구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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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irculation of molten metal in a holding furnace

Fig. 13 Rotating molten metal

순물이 있었다. 이것은 보온로에 제작과정에서 붙어 있던 찌꺼
기가 용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용탕회전장치의 전원을 끈 상태
에서 불순물을 쇠 파이프로 건져내고, 작업자가 쇠 파이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원을 투입하게 되었다. 그 순간 불순물 
제거용 쇠 파이프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게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급히 용탕회전장치의 전원을 끄고, 시운전을 
정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재 이 장비는 아무런 문제없이 
생산에 계속 적용하고 있다. 쇠 파이프 회전사건이 전화회복 
기회가 되어 이후 주변에는 어떠한 도체도 두지 않게 되었다. 
일본 M사 제품도 더 높은 회전력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0.0300  정도로 개발한 것이 아닌가 짐작 
해본다. Fig. 13은 보온로 내부에서 용해된 용탕이 순환하는 동
영상을 캡쳐한 것이다.

용탕투입구로 용탕이 흘러 들어가고, 용해된 스크랩이 용탕
이 되어 회전력으로 보온로에 빠져 나오는 것이다. 동영상이 
아닌 탓에 Fig만 보면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아주 다이나믹하게 순환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용탕이 너무 뜨겁고 위험하여 전압, 전류, 
주파수를 가변했을 때 일반 회전모터처럼 가변속도를 정량적으
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장치를 현재까지 운영한 K사에서
는 재료 회수율이 96(%) 이상 되므로 개발금액과 전기요금은 
3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6. 결 론
용탕 회전력 생성장치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스크랩을 재생한 

결과 수작업 방식에 비교하여 도출된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수동 방식에 비하여 용해 속도는 약 250(%) 향상되
었고, 재생 비율은 96-99(%) 향상되었다.

(2) 로 내부의 분위기 온도가 기존의 용해로에 비해 100~200
(℃)정도 낮게 사용하고, 용탕이 연속 회전하므로 내화물 
산화 로스와 산화알루미늄 발생이 적다.

(3) 먼지 발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집진 설비가 불필요하고, 공
장의 작업환경도 개선 할 수 있다.

(4) 용탕에 직접 용해하기 때문에 재 용해를 위한 에너지 손실
이 거의 없다.

(5) 용탕 회전력 생성장치가 고온의 온탕과 직접 접촉하지 않으
므로 부품 파손과 교환이 거의 없다.

(6) 용탕 회전과 정지, 정역 회전 방향 변경이 용이하고, 스크랩 
투입장치와 용해로의 연동 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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