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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history: The research aims to establish a scientific basis for the required number of tie 

bands used in fastening stainless-steel coils in steel manufacturing lines. Strain 
gages were installed on the steel tie bands and stresses were measured during the 
banding and delivery procedure of coil rolls in the recoiling field. Our results 
showed that the springback stress was low when the coil thickness was below 3.0 
mm, but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increased thickness. The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springback stress and the theoretical springback stress 
formula developed in this study showed a good correlation coefficient of 0.945, 
thus demonstrating the usefulness of the formula in predicting the springback 
stress. Our results showed that the current factory standard on the number of tie 
bands did not significantly consider the increase in the springback force with 
increased coi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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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bands and C-bands used to fasten rolled coils. Buckles 
are used to tightly fasten the bands

1. 서 론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압연강판은 권취장치에 의해 코일형태(롤)

로 감겨 나오며 현장에서 포장된다. 이 때, 코일이 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롤을 강철밴드로 감아 결속하는데, 감긴 코일의 탄

성 반발력(스프링백) 때문에 결속용 밴드(타이밴드)에 큰 힘이 걸

리게 된다[1]. Fig. 1에 도시된 것 같이 L-밴드(세로밴드)는 코일의 

탄성회복력에 의한 풀어짐을 막는 역할을 하며, C-밴드(가로밴드)
는 롤을 이송할 때 충격에 의해 코일끼리 미끄러져서 옆으로 삐져

나오는 것을 막는다.
제철소에서는 롤 이송 및 보관 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코일의 두

께와 무게에 따라 포장에 사용되는 밴드의 숫자를 차별화하여 적용

하고 있다. 그러나, 제철소 나름대로의 밴드 개수 기준은 과학적인 

배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경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같은 제철소 일지라도 현장에 따라서 두 배수까지 다른 밴드 

숫자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만일, 과학적인 근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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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ain measurement system

(a) Bands installed around the roll after roll seated on skids

(b) Bands tightened by fastening buckles using air gun

(c) Coil lifted by crane driver for delivery
Fig. 4 Procedure for stress measurementFig. 2 Specimen of tie band for tensile test

거하여 적절한 타이밴드 수가 결정되어 현장마다 균일하게 적용된

다면 밴드 숫자를 줄이고 결속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서 재료

비 및 인건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스텐

강 권취코일을 묶는데 적절한 밴드 개수를 도출하여 작업의 표준을 

제시함으로 파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면서 결속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Lee 등은 제철소 열연강 권취코일을 묶는 타이밴드의 응력을 실

험적으로 측정하여 타이밴드의 안전율을 도출하였다[2]. 이 연구에 

의하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밴드 수 기준은 얇은 두께의 열연

강에서는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였지만 코일 두께가 증가할수록 

안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열연강과 

차별된 강도와 두께를 갖는 소둔산세 스텐강에 대하여 응력측정실

험을 진행하였다. 이론과 실험에 기반한 타이밴드의 응력수식을 도

출하여 코일의 두께에 따라 결속에 적절한 밴드 개수를 스텐강 코

일 권취작업의 표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응력 측정 실험
2.1 타이밴드의 인장강도 실험
권취코일의 탄성반발력으로 인하여 강철 소재의 타이밴드에 큰 

인장력이 발생하며, 인장력에 의한 밴드의 파손은 두 가지 요인으

로 나눌 수가 있다. 밴드 체결 시에, Fig. 2에 도시된 것처럼 폭 

32 mm, 두께 0.9 mm의 밴드 양끝을 겹쳐놓고 그 위에 버클을 

압착하여 결속하게 된다. 타이밴드에 큰 인장력이 걸릴 경우, 밴
드 체결부(버클)가 약화되어 파단될 수 있으며 버클부에서 멀리 

떨어진 밴드소재 자체의 파단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밴드 재료에 대한 인장시험을 실시하여, 밴드소재의 파단응력이 

929±30 MPa으로 도출되었다. 밴드버클부의 경우, Fig. 2와 같이 

버클을 체결한 채로 밴드 10개를 각각 잡아당겼을 때, 1,815±116 
kg의 인장력에서 파단되었다. 이 힘을 밴드의 단면적(32×0.9 mm)
으로 나누면 밴드소재의 응력 601±39 MPa에 해당되므로, 밴드소

재에 601 MPa의 응력이 걸릴 때에 밴드버클부가 파손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밴드소재의 인장강도는 929 MPa로 매우 높으

나, 밴드의 파손은 밴드의 응력이 그 보다 작은 값인 601 MPa에 

도달할 때 일어난다고 기준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타이밴드의 응력 측정 실험
스트레인게이지 측정시스템을 제작하여 권취코일의 결속작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필드에서 타이밴드의 응력을 측정하였다. Fig. 3
과 같이 밴드에 스트레인게이지를 미리 붙여 놓고 측정시스템에 

연결시킨 후 스트레인게이지의 영점을 조정한다. 권취된 코일이 스

키드(지지대)에 올려져 나오면 작업자들이 L-밴드 및 C-밴드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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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ess distribution in the cross section of coil (t: coil 
thickness, b: coil width, : yield strength, y: distance 
from neutral line, y1: y-coordinate where yielding starts)

Table 1 Specification of coils used in the experiments 

Roll
number

Coil 
thickness

(mm)

Yield
strength
(MPa)

Coil
diameter

(mm)

Coil 
width
(mm)

Number
of

L-band
1 2.86 265 1680 1283 3
2 2.99 265 1610 1252 3
3 3.06 265 1600 1251 3
4 3.06 265 1600 1251 3
5 3.39 260 1700 1260 3
6 3.39 260 1700 1260 3
7 3.87 277 1680 1283 4
8 4.04 265 1680 1341 4
9 4.82 271 1710 1015 4
10 4.82 276 1700 1015 4

일을 묶는 밴딩작업을 실시하였다.
Fig. 4에 타이밴드의 체결과정과 실험순서를 나타내었다. 실험

시에 L-밴드와 C-밴드 모두 작업지침에 따라 체결되었으며, 본 연

구의 관심이 스프링백 응력에 있으므로 L-밴드만 그림에 나타내었

다. Fig.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L-밴드를 코일의 원주를 따라 

감쌀 때에 밴드가 굽힘을 받으므로 곡률에 의한 곡률응력이 발생된

다. 밴드를 코일에 감싼 후에, Fig.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작업자

들은 공압에 의해 구동되는 핸드건으로 밴드의 버클을 결속시킨다. 
이 때 체결력에 의한 체결응력이 밴드에 발생된다. 모든 밴드들이 

결속되어 권취코일이 결박되면 실험자들이 천정크레인 기사에게 

신호를 보내고 기사는 코일을 50 cm 정도 들어 올렸다가 30초간 

정지한 후에 스키드 위에 다시 내려놓는다. Fig. 4(c)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코일이 스키드에서 들어 올려지는 순간, 코일의 자중에 의

한 코일과 스키드 사이의 압착력이 제거되므로 스프링백이 발생한

다. 그러므로, L-밴드에서 스프링백 응력이 나타나며, 코일을 스키

드에 다시 내려놓는 순간 스프링백 응력이 사라진다. 이 실험을 통

하여 타이밴드에 발생하는 곡률응력, 체결응력, 스프링백 응력이 

순차적으로 측정된다.
C-밴드의 경우, 코일의 가로방향으로 체결되므로 스프링백에 의

한 응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L-밴드의 경우, 코일의 원주를 

따라 체결되므로 스프링백 응력을 나타내었다. 원주를 따라서 L-
밴드의 어떤 위치에 스트레인게이지를 붙여도 응력값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험의 일관성을 위해 Fig.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클체결부에서 30 cm 떨어진 위치에 스트레인게이지가 부

착되도록 관리하였다. 코일의 두께 변화에 따라 L-밴드의 곡률응

력과 체결응력은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지만 스프링백 응력은 

크게 달라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10 종류의 코일 사양이 Table 1에 도시되었다. 

동종 스텐강의 권취현장에서 실험이 수행되었으므로 모든 코일의 

항복강도는 265 MPa에 가까웠으며 두께는 2.86~4.82 mm 사이

였다. 코일의 직경은 1,600~1,700 mm, 폭은 1,000~1,300 mm 
범위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둔산세 스텐강 현장에서 사용되는 밴드

수 지침에 따라 C-밴드와 L-밴드를 사용하였다.

3. 스프링백에 의한 타이밴드의 이론 응력식
스텐강 코일의 스프링백에 의한 탄성반발력이 타이밴드에 인장

력을 발생시켜 밴드버클부를 파손시키므로, 코일의 스프링백에 의

하여 타이밴드에 걸리는 응력의 이론식을 구하고자 한다. 스텐강 

코일의 두께(2~7 mm 범위)와 롤의 지름(1,650 mm)을 고려하면 

코일에 걸리는 변형률(코일두께/롤지름)이 최대 0.4% 정도이므로, 
이 정도의 작은 변형률 범위에서는 변형경화(strain hardening)가 

없는 완전 탄소성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3-7].
Fig.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코일에 존재하는 탄성응력이 스프랭

백을 야기하므로,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코일에 분포되는 응력에 

의한 굽힘모멘트를 계산하면, 스프링백 모멘트를 식 (1)과 같이 구

할 수 있다[8]. 식 (1)에서,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항은 단면의 중립선

에서 항복응력이 발생하는 지점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응력에 

의한 굽힘모멘트이며, 두 번째 항은 y1에서 코일 끝 지점인 t/2까지 

발생하는 균일한 크기의 항복응력에 의한 굽힘모멘트이다.

 




 ·  · ·

       




 ·

 ·  · ·  




 · · ·

       


  



  (1)

식 (1)에서, y1=0이면 전체단면이 항복된 상태이며,  
×··이 된다. 그러나 중립선 근처의 영역에서는 굽힘응

력이 작아서 항복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y1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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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ormal force (P) and friction force (mP) developing 
between coil and band due to springback of rolled coils

에서 실험한 스텐강의 조건을 활용하였다. 스텐강의 탄성계수 

E=200 GPa, 항복응력=260 MPa, 롤반경 R=800 mm이므로, 식 

(2)와 같이 재료의 항복응력에 해당되는 변형률을 코일단면의 항복

지점의 변형률과 같게 놓으면, y1≈1 mm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식 (1)의 y1값에 1을 대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식 (1)에서 스프링백 모멘트는 코일소재의 항복강도()와 코일

의 폭(b)에 비례하고 코일두께(t)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 강종이므로 코일의 항복강도 변화는 거의 없고, 코일폭

의 변화도 크지 않으나, 코일두께는 2~7 mm 범위에서 변화하므로 

스프링백 모멘트는 코일두께의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한다.
코일의 스프링백 모멘트에 의해 타이밴드에 걸리는 응력을 구하

기 위한 이론모델이 Fig. 6에 도시되었다. 권취코일의 스프링백에 

의한 반발력 P(단위길이당 힘; 반발압력에 코일폭을 곱한 값)에 의

해 타이밴드에 인장력 T가 걸리므로 힘의 평형을 적용하면 식 (3)
이 성립한다.

   ·  (3)

Fig. 6에서 타이밴드와 코일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한 모

멘트가 코일의 스프링백 모멘트를 지탱하고 있다. mP(단위길이당 

마찰력) 곱하기 2pR(작용원주길이)로 계산되는 마찰힘과 코일반

경(모멘트 암)을 곱하면 스프링백을 막는 타이밴드의 마찰모멘트

가 식 (4)와 같이 계산된다. 식 (1)로 표현되는 코일의 스프링백 

모멘트를 식 (4)로 표현되는 타이밴드의 마찰모멘트와 같게 놓으면 

단위길이당 반발력 P를 구할 수 있고, 식 (3)으로부터 밴드에 걸리

는 인장력 T를 식 (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  (4)

 

· 
    (5)

권취코일을 체결하는데 사용되는 L-밴드 개수 N과 밴드의 단면

적 Ab를 고려하면, 스프링백에 의해 밴드에 걸리는 인장응력은 식 

(6)으로 표현된다. 식 (6)에서, 타이밴드의 응력은 코일의 항복응

력, 코일의 폭, 코일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고 롤반경, 밴드숫자, 밴
드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권취코일이 여러층 감겨 있고 코일층 사이

의 마찰력이 존재함으로 인해 비례상수 1/12p는 정확한 값이 아니

며 실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





× · ·

 ·
  (6)

4. 실험 결과 및 토의
4.1 타이밴드의 곡률응력과 체결응력

L-밴드가 현장에서 체결될 때, 코일을 감싸도록 굽혀지므로, 밴
드소재의 기하학적 굽힘에 의한 응력이 발생한다. 한편, 공압기구

를 사용하여 밴드를 당겨서 체결하므로 체결력에 의한 응력이 발생

한다. 이 두 응력에 코일의 스프링백에 의한 응력을 더하면 타이밴

드에 걸리는 총 응력이 된다. 곡률에 의한 응력은 고체역학의 기본

식에 의거하여 식 (7)과 같이 구할 수 있다[8]. 이 때, Eb는 밴드소재

의 탄성계수, tb는 밴드두께, R은 롤의 반경이다.

 

·   (7)

밴드소재의 탄성계수(200 GPa), 두께(0.9 mm), 롤지름(약
1,650 mm)를 고려하면 곡률에 의한 응력은 약 109.1 MPa이
다. 곡률에 의한 타이밴드의 응력은 타이밴드에 설치된 스트레

인게이지로부터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을 수행한 권취코일

에서 측정한 곡률응력의 평균값은 109 MPa로서 이론값과 거의 

같았다.
현장에서 코일 롤에 밴드를 감아 체결할 때, 핸드건 공압기구의 

체결력이 일정하게 제어된다. 체결에 의해 타이밴드에 발생하는 

응력도 곡률응력과 같이 스트레인게이지로부터 측정된다. 실험

을 수행한 권취코일에서 측정한 체결응력의 평균값은 85.6 MPa 
였다. 그러므로, 밴드의 곡률응력과 체결응력을 더하면 194.7 
MPa의 응력이 밴드에 작용한다. 이동을 위하여 코일이 스키드에

서 들어 올려질 때에, 감겨진 코일의 탄성반발력에 의한 스프링백 

힘이 밴드에 걸려 스프링백 응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 값이 밴

드의 곡률응력과 체결응력에 더해지게 되는데, 다음 절에서 다루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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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ringback stress and safety factor of tie bands for 
factory standard number of tie bands

Roll
number

Coil
thickness (mm)

Number
of bands

Springback
stress (MPa)

Safety
factor

1 2.86 3 2.4 3.1
2 2.99 3 14.4 2.8
3 3.06 3 20.7 2.8
4 3.06 3 20.7 2.8
5 3.39 3 39.9 2.6
6 3.39 3 39.9 2.6
7 3.87 4 53.5 2.4
8 4.04 4 67.4 2.3
9 4.82 4 84.7 2.2
10 4.82 4 88.9 2.1

Table 3 Newly proposed number of tie bands

Coil thickness
(mm)

Current number 
of bands

Newly proposed 
number of bands

4.0 below 3 3
4.0~5.0 below 4 4
5.0~5.5 below 5 5
5.5~6.0 below 5 6
6.0~6.5 below 6 7
6.5~7.0 below 6 8

Fig. 7 Comparison of measured springback stress and theoretical 
formular

4.2 타이밴드의 스프링백 응력
코일이 스키드로부터 들어 올려질 때, 코일 자중에 의해 스키드

에 눌려져 있던 롤이 팽창하면서 스프링백 응력이 발생하는데 이 

응력의 실험값을 식 (6)의 이론식과 비교하여 비례상수를 구함으로

서 스프링백 계수를 결정하였다. 
Fig. 7에 실험한 10개의 롤에 대하여 스프링백 응력의 이론식과 

측정값을 비교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의 상관계수 R2은 0.945로 매

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회귀식의 비례상수는 2.83으로 계산되었

고 절편상수값이 -88.3 MPa 이였다. 절편값이 발생한 이유는 스텐

강 코일롤이 수십 겹으로 감기므로 코일층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력

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실험값과 이론수식을 통

해 구한 스프링백 응력(MPa)은 식 (8)로 표현된다.

   · ·

 ·
     (8)

4.3 타이밴드의 안전계수
실험한 10개의 코일에 식 (8)을 적용하여 예측한 스프링백 응력

과 안전계수가 Table 2에 도시되었다. 스프링백 응력은 코일두께 

3 mm 이하에서는 작은 값을 보이나, 코일두께의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다. 스프링백 응력값에 곡률응력(109 MPa)
과 체결응력(85.6 MPa)을 더하여 밴드에 발생하는 총 응력을 구하

고 밴드버클부의 파단응력(601 MPa)과 비교하여 구한 안전계수

가 Table 2에 함께 도시되었다. 코일의 두께가 얇은 경우는 약 3의 

안전율을 보이며, 두께가 증가할수록 안전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4.4 최적 밴드수 도출
Table 2에 도시된 안전율은 얇은 코일의 경우에는 크고, 두꺼운 

코일의 경우에는 작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밴드결속 수를 

Table 3과 같이 제안하였다. 코일두께 4 mm 미만에서는 3개의 

밴드, 4 mm 이상부터 5 mm 미만 두께에서는 4개의 밴드수, 5 
mm 이상부터는 두께 0.5 mm 증가 때마다 밴드수를 한 개씩 증가

시키도록 하였다. 비교를 위해 제시된 기존안은 현장 실험시에 사

용된 기준이었고, 두께 1 mm 증가 때마다 밴드 수 1개씩을 늘리도

록 지침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생산현장마다 서로 다른 밴드수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현장에서 적용되는 안은 아님을 

밝혀둔다. 본 연구에서는 코일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스프링백 응력

이 가파르게 증가(두께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에 착안하여 코일두

께 5 mm 미만에서는 실험현장에서 사용된 기준과 같지만, 그 이상

에서는 두께 0.5 mm 증가할 때마다 밴드수를 1개씩 늘리도록 수

정된 안을 제시하였다.
Table 4에는 식 (8)로 예측된 스프링백 응력을 사용하여 3~7 

mm 사이 두께의 코일에 대하여 밴드수의 기존안과 새로운 안의 

안전율을 비교하였다. 기존안은 코일두께가 증가하면 안전율이 2 
이하로 떨어진다. 수정된 안은 두꺼운 코일에서 기존안보다 밴드수

를 더 증가시키어 최소안전율 2.0 이상을 보장함으로써 밴드파손

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코일두께 증가에 따른 안전계수의 감소는 Lee 등의 연열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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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afety factor of tie bands for newly proposed number 
of tie bands

Coil 
thickness 

(mm)

Current 
number

of bands

New 
number

of bands

Safety factor 
for current 
standard

Safety factor 
for new 
proposal

3.25 3 3 2.7 2.7
3.75 3 3 2.3 2.3
4.25 4 4 2.3 2.3
4.75 4 4 2.0 2.0
5.25 5 5 2.0 2.0
5.75 5 6 1.8 2.0
6.25 6 7 1.8 2.0
6.75 6 8 1.6 2.0

험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으며[2], 코일두께가 증가할 때에 기존

안보다 더 많은 체결밴드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현장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경험적으로 사용되는 스텐강 권취

코일 체결용 타이밴드의 개수에 대한 근거를 현장작업자의 요구

에 의해 공학적인 이론과 현장실험을 통해 찾아낸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일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스프링백 응력이 

크게 증가하므로 기존안에 대비하여 밴드수 증가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텐강 권취코일을 결속하는 밴드수를 과학적 근

거에 기반하여 도출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험에 기반한 타이밴드의 

스프링백 응력수식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수식을 근거로 최소안전

율 2.0을 보장하는 결속 밴드개수를 코일의 두께에 따라 차별화하

여 코일 권취작업의 표준으로 제시하였다. 코일두께 5 mm 미만에

서는 기존에 사용되는 밴드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나, 그 이상

의 두께에서는 두께의 제곱으로 증가되는 스프링백 응력으로 인해 

기존안보다 더 많은 밴드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

과는, 향후, 재료의 탄소성 거동과 코일 레이어 사이의 비선형 마찰

력을 고려한 밴드응력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를 위한 비교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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