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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동안 ABB의 Stressometer 시스템은 롤링 밀 운전자들이 품질과 생산

성을 향상시켜왔다. 기술이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진보를 이룩하였으며, 압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도전과제들을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혁신을 검토할 가

치가 존재한다. 

1967년 4월 14일, ABB의 전신인 Asea는 금속 압연 Mill을 위한 세계 최초의 

스트립 형상(Flatness) 측정 장치를 소개했다. 

최초로 Stressometer를 설치하여 사용한 고객은 캐나다 알루미늄 회사인 알

칸(현재의 Novelis)이었다. Stressometer를 사용하면서 알칸은 즉시 생산성, 

이윤 및 품질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1967년 이후에 많은 기술적 진보

와 혁신 이후 1200개가 넘는 장치가 소개되면서 현재 ABB는 Stressometer의 

50주년을 맞이하였다(그림 1 참조).

ABB의 Stressometer는 Pressductor 기술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Press 

ductor는 트랜스듀서로서 Asea에 의해 개발되었고, 1954년에 특허등록 되었

다. 이는 자기탄성 효과를 이용하여 기계적 힘을 측정한다. 이러한 효과는 어떤 

물질들의 자기적 성향이 그들에 적용된 기계적 힘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 Pressductor 트랜스듀서는 물리적 이동이나 변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과부하에 대한 비정상적인 공차(tolerance)와 민감성을 결

ABB의 Stressometer, 
50년 전통의

형상 제어 기술 가지고 있어

1960년대 중반까지 캐나다의 알칸과 Asea는 

스트립 형상을 측정하는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ABB의 Stressometer, 50년 전통의 형상 제어 기술 가지고 있어

2017. 11  93

합하고, 실질적으로 로드 사이클의 수에 내재된 한계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 ABB Pressductor 트랜스듀서는 

높은 전력과 낮은 임피던스의 교류 신호를 생성하고, 

이는 전기적 간섭과 접지 오류에 매우 높은 저항을 가

진다. 

1960년대에 금속 스트립 가공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동 형상 제어(AFC)를 얻기 위해 냉각 압연을 하면서 

형상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그 당

시까지 냉간압연 중 형상은 운전자에 의해 시청각적인 

관측을 통해 수동으로 제어되었다. 

제품 구상 초기, 밀 듀티(Mill duty) 측정 롤에 Press 

ductor 센서를 장착하자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장치가 캐나다 킹스턴에서 알칸의 냉각 압연 Mill에서 

1967년에 설치되었고, 그곳에서 이 과정은 포괄적인 시

험을 거쳤다(그림 2 참조). 

구상은 스트립의 폭방향을 따라 분포하는 스트레스

를 제어하는 방법이었고 이렇게 하여 스트립 형상을 향

상시켰다. 이러한 가정은 스트레스 분포, 즉 스트립 형

상의 제어는 스트립의 품질과 밀 생산성에서 향상을 야

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사실로 밝혀졌다. Stre 

ssometer 장비와 형상 제어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알칸

은 궁극적으로 스트립의 형상을 향상시켰고, 생산성을 

높였으며, 파단의 횟수를 줄였고, 높은 밀 속도와 짧아

진 패스 횟수로 인해 생산성을 높였다. 즉, 이 새로운 

상품은 굉장한 성공이었다. 

50년간 이루어진 고객과의 협력

첫 번째 설치가 이루어진 후 50년 동안 스트립 사용

그림 1. 지난 50년 동안 ABB의 Stressometer 시스템은 압연설비의 
작업자가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림은 두 개의 Stressometer 시스템을 가진 
알루미늄 연속 냉간 압연 Mill에서의 운전실을 보여준다.

그림 2. 알칸 킹스턴에 설치된 첫 번째 Stressometer Roll 
(“Asea Veckobladet” 1967년 4월 16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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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다른 형태의 압연설비로부터의 요구 때문에 더욱 

더 정교한 형상 제어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ABB는 고

객과 협력을 하여 Stressometer 장치를 지속적으로 개발

하여 왔다(표 1 참조). 이러한 향상은 유지보수에 대한 

필요성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압연설비를 

충분히 활용하여 최상의 생산력으로 고품질 스트립을 생

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압연 Mill에서 스트립 형상 제어란 
무엇인가?

형상 제어란 Mill에서 롤 갭(Gap)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Mill에 들어오는 스트립의 두께 프로필과 롤 

갭을 정확하게 매칭하는 것이다. 불일치가 생기면 형상 

문제가 발생한다(그림 4 참조).

Stressometer는 롤(Roll) 상에서 힘 분포(Fi)를 측정한

다(그림 5 참조). 스트립 장력(t), 폭(w), 길이(L) 및 두께

(t)를 사용하여 스트립에서 Stress 분포가 측정될 수 있

다. 이 값이 Young’s Modulus에 의해 나누어지면 형상 

분포가 얻어질 수 있다. 형상 분포는 I-unit으로 측정되

고, 이는 100,000에 의해 곱해진 상대적 연신 분배에 부

합한다. 즉, 1 I-unit은 100m 스트립에서 1mm의 연신

에 해당한다. 

1967 : 캐나다 알칸 킹스턴에 의해 세계 최초로 

       형상 시스템이 도입됨 -> <그림 3 참조>

1970 : 향상된 측정 해상도: 84mm에서 52mm zone 폭

1976 : 최초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기반한 장치 (인텔 8080)

1977 : 세계 최초의 디지털 폐 루프 형상 제어(고베 강철, 일본)

1980 : 클러스터 밀을 위한 세계 최초의 형상 제어시스템

        (Outokumpu)

1982 : 해상도 향상 : 52mm에서 26mm

1989 : 디지털 컬러 그래픽 HMI

1989 : 액추에이터 모형에 기반한 세계 최초의 형상 제어

1990 : 스트립 너비와 엣지 위치 측정을 위한 

        새로운 기술 – MSS

1993 : 스틸 Mill에서 스트립 온도를 측정 및 보상

1994 : 새로운 트랜스듀서와 호일(Foil) Mill을 위한 롤

1998 : 세계 최초 산업용 웹 브라우저에 기반 HMI

2001 : 새로운 세대의 FSA

2002 : 심리스(Seamless) 롤

2006 : 예측 형상 제어

2007 : 26mm 해상도를 가진 호일 롤

2011 : 자동 공정 식별 활용 형상 제어

2013 : 클러스터 밀(Cluster Mill)용 ESVD 제어

2014 : 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디지털 신호 전송 유닛(DTU)

2017 : RoHS에 따른 완전 디지털 장치 구현

표 1. 지난 50년간 ABB의 Stressometer의 진보

그림 3. 1967년부터 평면 측정 HMI. 최근에는 컴퓨터나 휴대폰이 
오퍼레이터 스테이션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4. 롤 갭(Gap)과 스트립 사이의 일치가 평탄한 스트립을 
제공한다. 불일치는 스트립 상에서 변항적 인장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형상 문제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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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nit은 1960년대에 형상을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ABB에 의해 고안되었고, 그 이후에 실질적이면서 전 산

업에 걸친 형상 측정 단위로서 사용되어 왔다. 

어떻게 Stressometer 기술이 작동하는가?

Stressometer 측정 롤은 성공적인 형상 측정 및 제어

를 위한 열쇠이다. Streesometer 롤은 견고한 몸체에 축

방향으로 네 줄의 홈이 파져 있고, 이 홈에 다수의 Press 

ductor 트랜스듀서가 설치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폭을 가로지르는 각 측정 존(Zone)은 따라서 4개

의 센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4개 센서 접근법은 초창

기부터 Stressometer 롤의  디자인에 근본이 되었고, 시

스템 전체에 롤 굴절 및 온도 변화에 대한 자동적인 보상

이며, 이에 따라 어떠한 보상 소프트웨어도 필요하지 않

으며, 매우 빠른 측정 반응 시간이 가능해졌다. 

이 롤은 26mm 혹은 52mm의 측정 존으로 나누어 진

다. 강화된 금속링이 각 존 위치에 수축되어 위치함으

로써 센서를 보호하고, 감아 돌아가는 금속 스트립에 

적절한 표면을 제공한다. 디지털 전송 유닛(DtU)은 롤

에 장착된 센서에 비접촉 방식으로 전력과 신호를 전달

한다(그림 6 참조). 각 존은 스트립으로부터 롤 중심 방

향으로 향하는 국소적 힘을 독립적으로 측정한다.

롤의 각 1회전당 4개의 측정치가, 1에서 4000rpm의 

속도에서 얻어진다. Stressometer 롤은 엣지 존의 스

트레스를 포함하는 전체 스트립 하중을 측정한다. 실질

적인 스트립 형상은 I-unit으로 표시된다.

수년간 이루어진 Steressometer의 혁신

시작부터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며 빠른 형상 측정을 확

보하기 위해 여섯 개의 주요 디자인 원칙들이 고수되었다.

•힘 측정은 안정되어야 한다. 

 즉, 스트립과 힘 센서의 변형은 미미해야 한다. 

 스트립 변형으로 인한 스트레스 여과 없이 직접적

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힘 측정이 이루어진다. 

• 주위 물질과 같은 열팽창계수를 가진 센서들이 사

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온도 영향으로 인한 부정확

그림 5. 1967년부터 평면 측정 HMI. 최근에는 컴퓨터나 휴대폰이 
오퍼레이터 스테이션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6. Stressometer 신호 처리 하드웨어

좌) 1967년에는 한 개의 측정 존에서 나오는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 개의 아날로그 회로 보드가 필요했다.
우) 오늘날, 신호 처리는 완전히 디지털화 되어 80개의 측정 존들이 
DTU에 의해 병렬적으로 처리된다.

Stress : △σi =       ×       [N/mm2]

Unflatness :        =          [×105 = I units] 

Fi-F
F

△Li
L

-△σi
E

T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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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최소화한다. 

• 센서들은 재교정 없이 롤링 밀에서 오랫동안 

   믿을 수 있고, 정확하게 작동해야 한다. 

• 측정은 스트립 폭 전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을 한 

순간에 모두 측정해야 한다. 즉, 롤 바디에는 어떠

한 힘의 새어나감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4개 센서 원칙. 이것은 측정 신호가 온도 변화와 

롤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각 롤 회전 

당 전체 힘 분배 측정이 4회가 되도록 한다.

• 측정 존으로부터 온 신호 출력은 직접적으로 스트

립이 덮힌 정도에 비례한다. 이것은 스트립 엣지의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현대 형상 시스템에 필요한 요구사항들

형상 제어시스템이 수율, 패스 시간, 그리고 운전 중의 

판파단의 횟수에 차이를 가져온다면 반드시 여러 개의 

어려운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다. 시스템은 압연

중에 계획되지 않은 중단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계획

된 중단은 허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Stressometer 

시스템은 20년을 초과하는 MtBR과 유지 보수와 접

촉이 필요 없는 신호 전송을 사용한다.

• 정확한 측정. 전체 스트레스 분포의 정확한 측정 

없이는 어떠한 형상 제어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Stressometer 시스템 측정 정확도는 일반적

으로 0.5 I-unit임)

• 변동하는 스트립 장력과 같은 방해 요소 등에 의해 

측정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이러한 측정은 압연되는 모든 속도에서 원활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스트립의 전후부와 엣

지부 포함, 스트립의 두께에 관계 없어야 한다.

• 측정 시스템은 스트립의 압연된 스트립 미터 길이

마다 수회에 걸쳐 밀리 초 단위 이내에서 형상 제

어 장치에 정확한 출력을 제공해야 한다. 

그림 7. ESVD에 의한 형상 제어

평균 형상 및 제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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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에게 실제 형상을 직감적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 장치는 어떤 조정도 없이 다양한 제품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스트립의 표면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형상 제어 장치는 모든 경우와 모든 제품에 있어서 

동시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모든 Mill 액추에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 조합

이 같은 형상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

한 수동 제어도 요구되지 않는다. Stressometer 시

스템은 ESVD와 적절하고, 예측 가능 제어를 포함

하는 향상된 제어 설비를 갖고 있다(그림 7 참조).

형상 제어를 위한 도전과제 및 잠재력   

압연산업은 지난 50년간,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했고 

미래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중 현

존 도전과제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여 환경 및 

기후 변화가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시장은 더 많은 다양한 제품과 합금, 

크기들을 요구하는데, 이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품질이나 생산성에 변화가 없이 짧은 시간에 한 제품에

서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 감소는 Stressometer가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잠재력 중에 하나이다: 압연설비의 생산성은 수율, 패

스 시간 및 파단에 의한 Mill 정지 시간에 영향을 받는

다. 알루미늄 냉간압연에서 파단의 BLS(Bottom Line 

Sensitivity)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10,000이다. 수율의 

BLS는 0.1%당 $150,000이고, 패스 시간은 초 당 $100, 

000이다. 그러한 중요한 BLS 요소와 함께 각각의 향상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많은 재정적 보상을 불러온다.

Stressometer 시스템의 50년간의 개발은 제품에 

많은 향상을 가져왔다.

•모든 열간 및 냉간압연 제품에 사용

•20년 이상의 MtBR을 가진 매우 높은 롤 신뢰도

•해상도, 정확도, 반응 시간 및 시각화에서의 향상

• 형상 제어를 유효한 액추에이터의 최적화된 사용과 

같이 모든 기존의 압연 밀 타입의 일반적인 개념으

로 확대

앞으로도 추가적인 고객과의 협력이(아마도 형상 제

어의 상위 또는 하위 공정에서의 운영으로 확대하는 방

안을 통하여) 품질과 생산력이 어떻게 다른 레벨로 나

아가게 해줄 것이다. 이것은 열간압연 간 스트립 프로

파일의 제어를 포함하며, 일관적이고 제어 가능한 형상

이 하위 공정에서 얻어질 수 있다. 또한 미래의 시스템

은 틀림없이 사람, 사물 및 서비스의 인터넷이라 불리

는 IoPtS와 연계될 것이다. 이러한 연계성은 압연 공

정에서 최적의 상태로 장기간 운전 성능을 발휘하길 원

하는 고객들을 ABB가 원격으로 도와주는 것을 가능하

게 할 것이다. 

오늘날의 Stressometer 시스템은 열간압연과 

냉간압연 두 경우를 위해서 설계되었고, 

0.005mm의 알루미늄 포일에서 12mm의 스테인레스 

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제품을 다룬다.

Stressometer 시스템은 품질과 생산량을 향상시킨다. 

이는 각 완제품의 각 톤수마다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