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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인은 석유와 함께 일어나고 석유와 함

께 생활하다 석유와 함께 잠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석유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이다.  

석유는 액체인 원유, 기체인 천연가스, 반고

체 상태인 역청 그리고 응축물과 같은 수반물

을 모두 포함한다현재 육상자원 고갈로 인하여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 

시추를 위한 시추 관련 선박 및 부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1] 

Drill Bit 는 해양 시추를 위한 필수 부품으

로 모든 종류의 시추 선박에 이용되고 있다. 

Drill Bit 는 시추 시스템 최하부에 위치하여 

시추스티링의 무게에 의해 전달된 압축력을 이

용하여 지층에 적절한 회전수로 하중을 줌으로 

암석을 깎아 굴진하는 장치이다. 

Drill Bit 는 일반적으로 Drag Bit 혹은 

Rolling cutter Bit 가 사용된다. Drag Bit 는 고정된 

Cutter blade 를 가지며 Body 와 일체형이며, 

Rolling Cutter Bit 는 2 개 혹은 3 개의 Cone 으로 

이루어진 Cuttering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Cone 이 회전하는 형태이다.[2] 

현재 Drill Bit 생산은 그 크기에 따라 소형 

Bit 의 경우 단조공법을 중대형 Bit 의 경우 주

조 공법을 이용하여 1 차 성형을 한 다음 가공

공법을 통하여 완성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적용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rill Bit 중 Rolling Cutter 

Bit 의 한 종류인 Steel Tooth Tricone Bit 의 생산 

제작에 있어 Drill Bit 의 Body 및 Cone 형상 

제작에 있어 주조 및 단조의 생산방식을 

배제한 전면 가공 공법을 이용하여 소량 생산 

시 전면 가공법에 의한 생산 방식의 

적합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2. Drill Bit 설계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API 규격을 참조하여 

158.8mm 의 OD 를 가지는 Steel Tooth Tricone Bit 

선정 연구를 진행하였다.[3] 

Steel Tooth Tricone Bit 는 표 1.의 6 가지의  

주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Table 1 Main Components of Steel Tooth Tricone Bit 

No. Part Name No. Part Name 

1. Body(3) 4. Pressure controller 

2. Cone(3) 5. Bearing 

3. Nozzel 6. Ball Plug 

 

Steel Tooth Tricone Bit 의 설계에 있어 주요 

설계인자는 저널각 및 각 cone 의 tooth 의 

배열을 들 수 있다. 저널각은 원추각에 설정에 

주요요소이며 이는 Bit 의크기와 모양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 저널각은 35°로 

설정하였다. 저널각 설정 후 1~3 번 Cone 의 

회전 시 각 tooth 가 간섭이 없이 굴진 시 공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다. 

그림 1.에 Steel Tooth Tricone Bit 의 

3D 모델링 및 도면을 나타내었다. 

설계된 Steel Tooth Tricone Bit 의 구조해석 

및 Mud 유동해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구조해석 결과 항복강도 이하로 

나타나 Drill Bit 적용 시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동해석결과 Mud 의 

전면 가공을 통한 해양시추용 Steel Tooth Bit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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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소재_Body : SNCM220, Cone : SNCM630) 

 

  
Fig. 1 Drill Bit 3D Modeling & Design 

 

  

Fig. 2 Result of Structure & Flow Analysis 

 

3. 전면가공에 의한 Drill Bit 제작 
 

구조해석 및 유동해석 결과 도출된 Steel 

Tooth Tricone Bit 설계에 따라 단조 및 주조 

공정을 배제한 전면가공법을 통하여 부품 

제작을 하였다. 

그림 3 은 Drill Bit 제작과정과 완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a) Cone processing (b) Body processing 

 
(c) Completed Drill Bit 

Fig. 3 Processing of Steel tooth tricone Bit 

 

 

4. 결론 
 

외경이 158.8mm 의 Steel Tooth Tricone Bit 를 

설계 구조 및 유동해석 후 단조 및 주조 

공정을 배제한 전면가공법을 통하여 제작 

과정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주요 설계인자를 고려하여 설계 시 

구조해석 및 유동해석 시 안전성 및 

유동성에 문제가 없었다. 

(2) 전면가공법을 통한 Drill Bit 제작 시 

내부 및 외부의 표면 상태는 주∙단조 

시의 표면 상태보다 양호하였다. 

(3) Drill Bit 의 소량 생산 시 전면가공법 

활용 시 생산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전면가공법 적용 시 가공범위가 넓고 

가공시간이 길어 대량 생산 시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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