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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 굴진자료의 다변량 회귀분석에 의한 암반대응형 TBM의 

설계모델 도출

장수호1*, 최순욱2, 이규필3, 배규진4

Rock TBM design model derived from th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of TBM driving data
Soo-Ho Chang, Soon-Wook Choi, Gyu-Phil Lee, Gyu-Jin Ba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statistical models for the estimation of the required specifications of 
a rock TBM as well as for its cutterhead design suitable for a given rock mass condition. From a series of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of 871 TBM driving data and 51 linear rock cutting test results, the optimum 
models were newly proposed to consider a variety of rock properties and mechanical cutting conditions. When 
the derived models were applied to two domestic shield tunnels, their predictions of cutter penetration depth, 
cutter acting forces and cutter spacing were very close to real TBM driving data, showing their high applicability.

Keywords: TBM, cutterhead, design model, regression analysis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암반대응형 TBM의 소요 사양 산출과 커터헤드 설계를 위한 통계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암반 조건에서 수집된 871개의 TBM 굴진자료와 51개의 암석 선형절삭시험 결과에 대해 다변량 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다양한 암석 특성과 절삭 조건을 고려한 최적 모델을 도출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설계모델들을 

2개의 쉴드터널 현장에 적용한 결과, 커터 관입깊이, 커터 작용력 및 커터 간격과 같은 TBM 핵심 설계항목의 예측결과들

이 실제 현장의 굴진결과와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TBM, 커터헤드, 설계모델,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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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설계단계에서 굴착대상 지반조건에 적합한 TBM의 사양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굴진성능을 예측

하는 것은 성공적인 TBM 시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암반대응형 TBM의 경우에는 

커터헤드(cutterhead)의 설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디스크커터(disc cutter)의 간격 설계, 시공조건에 

적합한 커터헤드 1회전당 커터 관입깊이(penetration depth), 즉 굴진율(advance rate)의 산정, 그리

고 TBM의 최대 용량을 산출하기 위한 TBM 소요 추력, 토크, 동력 등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암반대응형 TBM 설계모델로는 미국의 

CSM(Colorado School of Mines)모델과 노르웨이의 NTNU(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모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CSM모델에서는 커터 작용력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만이 

공개되어 있을 뿐 나머지 핵심 설계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Rostami and Ozdemir, 1993; 

Rostami et al, 1996). 더욱이 커터 작용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커터 관입깊이가 핵심 변수로 입력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굴착대상 암반조건에 적합한 커터 관입깊이의 산정에 대한 모델이 포함되

어 있지 않다. 반면, NTNU모델은 관련 내용들이 모두 공개되어 있으며, 암반 불연속면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고 디스크커터의 마모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Bruland, 1998; 

장수호 등, 2011). 그러나 NTNU모델은 Open TBM에 대해 수십 년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적용성이 증대되고 있는 쉴드TBM에의 적용이 제한적이며, 커터 간격, 커터 

관입깊이 등과 같은 TBM의 핵심 설계사항을 도출하는데 활용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암반조건에 따른 커터 작용력과 커터 관입깊이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

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CSM모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커터 작용력

과 커터 관입깊이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축압축강도와 같은 1～2개 암석 특성

만을 활용함으로 인해 TBM의 굴착저항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암석의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현재까지 TBM 관련 국내 연구는 TBM 커터헤드와 장비 설계기술보

다는 TBM공법의 선정, TBM터널의 안정성 해석 연구 등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김영근 등, 

2011; 김광진 등, 2006; 신종호 등,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개 현장의 다양한 암반 조건에서 측정된 871개 TBM 굴진자료로부터 

TBM 설계항목들을 변환하고 이를 장수호 등(2007)이 제시한 국내 8개 암석의 선형절삭시험(linear 

cutting test) 결과와 함께 다변량 회귀분석(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다양한 암

석 특성과 절삭 조건을 고려한 TBM 최적 설계용 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장수호 등(2007)

의 연구결과, NTNU모델에서 활용되는 DRI(Drilling Rate Index)와 같은 암석의 특성지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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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의 굴진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NTNU모델의 특성지표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 이상과 같은 통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설계모델들을 쉴드TBM으로 시공 중인 2개의 

소구경 쉴드터널 현장에 적용하고 기존 모델들에 의한 예측결과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델들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암반대응형 TBM 주요 설계 항목 및 관련 예측 모델

2.1 분석대상 TBM 설계 항목

암반대응형 TBM 커터헤드에는 암반 절삭을 위한 굴착 도구로서 디스크커터가 사용되는데, 디스

크커터와 관련된 핵심 설계항목에는 디스크커터의 직경, 간격, 관입깊이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디스크커터의 직경은 TBM의 직경에 비례하여 선정되며, 디스크커터의 간격은 굴착대상 암반 조건

에 적합한 최적의 간격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디스크커터의 관입깊이는 TBM 커터헤드의 1회

전당 커터 관입깊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암반조건에 따른 디스크커터의 작용력뿐만 아니라 

TBM의 순굴진속도(net penetration rate)를 좌우하는 중요 항목이다(그림 1a). 이와 같은 TBM의 

순굴진속도와 디스크커터의 관입깊이는 각각 식 (1)과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min)
)mm(min)/mm(

advance

advance
e T

LP =  (1)

min)/RPM(rev
)mm/min()rev/mm( ePP =  (2)

여기서, Pe는 TBM의 순굴진속도, Ladvance는 TBM의 굴진거리, Tadvance는 Ladvance만큼 굴진하는데 소

요된 순굴진시간, P는 커터헤드 1회전당 디스크커터 관입깊이 그리고 RPM은 커터헤드의 1분당 

회전수를 의미한다.

암반조건과 관입깊이에 따른 커터 작용력은 크게 연직력(normal force, Fn)과 회전력(rolling 

force, Fr)으로 구분되며, 각각은 Rostami and Ozdemir(1993)가 제시한 다음의 식 (3) 및 식 (4)와 

같이 TBM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사양인 소요 추력(thrust)과 토크(torque)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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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디스크커터의 간격과 관입깊이

(b) 커터 작용력과 TBM 소요 토크

(c) TBM 소요 추력 (쉴드TBM의 예)

그림 1. 암반대응형 TBM의 핵심 설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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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h는 TBM의 소요 추력, Tq는 TBM의 소요 토크, D는 TBM의 직경, N은 커터헤드에 장착

된 디스크커터의 개수, 그리고 Fn과 Fr은 각각 커터 연직력과 커터 회전력의 평균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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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부터 설계 단계에서 TBM의 굴진속도와 TBM의 소요 추력 및 토크를 추정하기 위한 

핵심 사항은 커터 관입깊이와 그에 따른 커터 작용력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통계모델들과의 비교를 위하여, 커터 관입깊이와 커터 작용력을 추정하기 

위해 함께 활용된 기존 모델들을 정리하면 다음 절들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TBM 굴진 중에 암반 

불연속면에 대한 정보 수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관계로, 비교 분석을 위한 대상에서 노르웨이

의 NTNU모델을 제외하였다.

2.2 CSM모델

CSM모델은 미국의 Colorado School of Mines에서 제시한 TBM 설계 모델로서, 굴착대상 암석

의 역학적 특성과 절삭조건에 따른 커터 작용력 추정식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Rostami 

and Ozdemir, 1993; Rostami 등, 1996).

1+
′

=
ϕ

φRTPFt
 (5)

βcostn FF =  (6)

βsintr FF =  (7)

여기서, Ft는 커터에 작용하는 총 하중, R은 디스크커터의 반경, T는 디스크커터 tip의 너비이며, 

압력분포 상수 φ는 17인치 디스크커터인 경우에 0에 가까운 값으로 가정할 수 있다(Rostami et al, 

1996). 이때 암석과 디스크커터 사이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영역을 정의하는 각도  및 β 그리고 

커터하부에 작용하는 기저 압력 P'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Rostami and Ozdemir, 1993; Rostami 

등,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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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132628 eSP +−=′ )525.0( 2 =r  (10)

RTPSSsP ct 1174021030126048.237.74200103400 −−−+−+=′ )780.0( 2 =r  (11)

RTSSSSSP ctc 1300029450000147.0192288388.712170100500 231.0 −−−−−++=′

)865.0( 2 =r  (12)

여기서, P는 디스크커터의 관입깊이, Sc와 St는 각각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 인장강도이다.

이상으로부터 CSM모델에 의해서 커터 작용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커터 관입깊이가 필수적임

을 알 수 있지만, CSM모델에서는 커터 관입깊이에 대한 예측식이나 가이드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커터 작용력 관련 CSM 예측식들의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장에서 도출된 통계모델에 의해 암반조건에 따른 커터 관입깊이를 예측한 

후, 그 값을 이상의 CSM 예측식들에 적용하여 커터 작용력을 산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편

의상, 디스크커터 하부의 기저압력 산정식으로 식 (10)을 적용할 경우를 CSM model 1, 식 (11)의 

경우 CSM model 2, 그리고 식 (12)의 경우를 CSM model 3으로 구분하였다.

2.3 기타 모델

디스크커터의 작용력 및 관입깊이를 추정하기 위해, 각종 문헌에 제시된 예측모델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 및 표 2와 같다. 이때 Kato(1971) 모델과 Saito et al(1971) 모델을 제외하고는, 커터 

작용력을 예측하기 위해서 커터 관입깊이가 입력변수로 필요하지만 CSM모델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이들 모델에서는 커터 관입깊이에 대한 추정식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유사하게 표 2에

서 Tarkoy(1987) 모델을 제외하고는 커터 관입깊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커터 작용력인 커터 연직하

중이 필요하나 역시 이에 대한 고려가 각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상의 모델들을 실제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가정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2.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통계모델들로 산출된 커터 

연직하중과 커터 관입깊이를 각각의 모델에 대입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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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커터 작용력 추정모델

제  안  자
커터 작용력 (단위: kN)

비고
커터 연직하중, Fn 커터 회전하중, Fr

Kato(1971) 0.64Sc -

Saito et al(1971) 30+0.65Sc -

Nishimatsu et al(1975) PSd c ⋅⋅007.0 )3.0~2.0(⋅nF

Graham(1976) PSc ⋅254.0 압축강도

140～200 MPa

Snowdon et al(1982) )21.015.0( −PSc
656.00046.0 PFn ⋅

Movinkel and Johannessen(1986) PSc ⋅3.0 -
절리간격 30 cm

DRI=7000/Sc

Rostami and Ozdemir(1993) dPS c )82.254.0( − dPFn /⋅

주) Fn : 커터 연직하중 (kN) Fr : 커터 회전하중 (kN)
    Sc :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MPa) d : 디스크커터의 직경 (mm)
    P : 커터헤드 1회전당 커터 관입깊이 (mm/rev)

표 2. 커터 관입깊이 추정모델

제  안  자 P(mm/rev) 또는 Pe(mm/hr)

Farmer and Glossop(1980) tn SFP /624.0=

Graham(1976) cn SFP /)94.3( ×=

Hughes(1986)
6.02/1

2667.1 ⎟
⎠
⎞

⎜
⎝
⎛⋅⎟⎟

⎠

⎞
⎜⎜
⎝

⎛
=

dS
FP

c

n

Tarkoy(1987) 2349.7)ln(909.0 += ce SP

주) Fn : 커터 연직하중 (kN) d : 디스크커터 직경 (m)
    Sc :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MPa) St : 암석의 간접인장강도 (MPa)
    P : 커터 관입깊이 (mm/rev) Pe : 커터 관입깊이 (m/hr)

3. TBM 굴진정보의 수집과 통계분석에 의한 TBM 설계모델 도출

3.1 분석대상 TBM 현장 조건

본 연구에서는 암반구간에서 굴진이 이루어진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3공구, 한강 하

류권 급수체계 제1공구 및 인천국제공항철도 2-5B공구 쉴드TBM 현장들의 굴진자료와 암석시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당선 제3공구 현장의 지질조건은 편마암 지역이며, 흑연층이 렌즈상으로 엽리면과 평행하게 

협재되어 분포되어 있다. 현장에서 적용된 TBM은 토압식 쉴드TBM으로서 직경은 8.06 m이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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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석대상 3개 터널 현장에 적용된 쉴드TBM의 주요 사양

주요 사양
분당선 복선전철

제3공구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1공구

인천국제공항철도

2-5B공구

TBM 형식 토압식 쉴드 TBM 이수식 쉴드 TBM 토압식 쉴드 TBM

TBM 직경 8.06 m 3.82 m 7.93 m

디스크커터 직경 483 mm 345 mm 432 mm

디스크커터 최대 용량 300 kN 196 kN 250 kN

디스크커터 평균 간격 78 mm 66 mm 72 mm

TBM 최대 추력 70,560 kN 14,744 kN 56,000 kN

TBM 최대 토크 - 1,608 kN ․ m 9,500 kN ․ m

TBM 최대 RPM 3 rpm 6.5 rpm 3 rpm

디스크커터의 tip 너비 20 mm 12 mm 18 mm

디스크커터의 개수 52개 29개 55개

합지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커터헤드가 설계·제작되었다. 커터헤드에 장착된 디스크커터의 개수와 

직경은 각각 52개 및 19인치이다.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제1공구는 역시 경기변성암복합체에 속하는 편마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

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DRI(Drilling Rate Index)는 25에서 33 사이로서 비교적 경암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Bruland, 1998). 역시 복합지반을 굴착하기 위한 이수가압식 더블 쉴드TBM이 적용되었

다. TBM의 직경은 3.82 m이며, 커터헤드에 장착된 디스크커터의 개수는 29개 그리고 사용된 디스

크커터의 직경은 14인치이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철도 2-5B공구는 연암에서 보통암으로 분류될 수 있는 흑운모 화강암 

및 호상 흑운모 편마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직경이 7.93 m인 토압식 쉴드TBM이 활용되었으며, 

커터헤드에 장착된 커터의 개수는 55개이며 커터의 직경은 17인치이다.

이상과 같은 3개 쉴드TBM 현장에 적용된 TBM의 주요 사양과 각 현장의 실제 굴진구간에서 

채취한 암석 시료에 대해 수행된 실험실 시험 결과들을 요약하면 각각 표 3 및 표 4와 같다. 장수호 

등(2007)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NTNU모델에 사용되는 DRI, CLI(Cutter Life Index), Brittleness 

value(S20), Siever's J-value(SJ), Abrasion Value Steel(AVS) 등의 암석 특성 지표들이 TBM의 굴진

성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암석의 역학적 

특성인 일축압축강도와 인장강도 이외에도 NTNU모델에 사용되는 제반 특성들을 실험실 시험을 

통해 함께 측정하여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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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대상 3개 터널 현장에서 채취한 암석시료의 주요 실험실 시험 결과

암석 특성

분당선 복선전철 

제3공구
한강하류권 급수체계 제1공구

인천국제

공항철도 

2-5B 
공구

시료A 시료B 시료C 시료D 시료E 시료F 시료G 시료H 시료I

압축강도 (MPa) 97.09 152.98 163.34 294.62 222.18 250.09 244.29 204.67 87.28

인장강도

(MPa)
10.79 15.69 16.33 29.46 22.22 25.01 24.4.3 22.47 10.79

Brittleness 
value(S20)

37 30 38 37 30 31 35 26 57

Abrasion 
value(AVS)

9 6 6 5 3 6 4 2 4

Siever's 
J-value(SJ)

18.17 4.96 1.02 1.22 7.07 12.07 15.35 20.41 6

Drilling Rate 
Index(DRI)

41 27 26 25 28 33 30 30 41

Cutter Life 
Index(CLI)

0.75 1.13 1.93 1.79 0.67 0.85 0.51 0.39 0.75

3.2 통계 분석을 위한 TBM 굴진자료의 변환

현장에서 획득되는 굴진자료로는 굴진거리에 따른 TBM의 소요 추력, 토크, 동력, 굴진율, 커터

헤드 회전속도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 설계단계에서 TBM의 소요 추력, 토크 및 동력을 추정

하고 디스크커터의 최대 용량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커터헤드에 장착된 각 디스크커터의 작용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선 식 (3)과 식 (4)의 관계들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획득된 TBM 굴진자

료로부터 설계모델에서 핵심적인 사항인 디스크커터 작용력을 역산할 수 있는 다음의 식 (13) 및 

식 (14)를 제안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N
TF h

n =  (13)

ND
T

F q
r ⋅⋅
=

3.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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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TBM 굴진자료의 통계분석에 적용된 입력변수 및 출력변수

입력변수 출력변수

∙ 암석의 일축압축강도(Sc)

∙ 암석의 인장강도(St)

∙ NTNU Siever's J-value(SJ)

∙ NTNU Brittleness value(S20)

∙ NTNU abrasion value(AVS)

∙ Drilling Rate Index(DRI)

∙ Cutter Life Index(CLI)

∙ 디스크커터 관입깊이(P)* 

∙ 디스크커터 간격(S)* 

∙ 디스크커터 직경(d)

∙ 디스크커터 tip 너비(T)

* 출력변수가 커터 작용력일 경우

∙ 디스크커터 연직력(Fn)

∙ 디스크커터 회전력(Fr)

∙ 디스크커터 관입깊이(P)

∙ 디스크커터 간격(S)

즉, 각 현장조건별로 적용된 TBM의 직경( )와 디스크커터의 개수( )를 알면, 이상의 식들로부

터 현장에서 얻어진 암반조건과 굴진거리별 소요 추력 및 토크로부터 각각에 해당되는 커터 연직력

과 회전력을 추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TBM의 굴진자료로부터 TBM의 순굴진속도와 커터헤드 회전속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선 식 (1)과 식 (2)의 관계식들을 활용하여 TBM의 순굴진속도로부터 커터헤드 1회전당 

디스크커터의 평균 관입깊이를 추정할 수 있다.

3.3 커터 작용력 및 주요 절삭조건 예측모델의 도출

본 연구에서는 3.2절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변환된 3개 터널 현장의 871개 굴진자료와 장수호 

등(2007)의 연구에서 활용된 51개의 암석 선형절삭시험 결과로 구성된 총 922개의 자료를 활용하

여, 굴착대상 조건에 따른 디스크커터의 평균 작용력, 커터헤드 1회전당 디스크커터의 평균 관입깊

이 및 디스크커터의 평균 간격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식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이때 입력변수 가운

데 암석의 역학적 특성으로는 일축압축강도, 인장강도, 그리고 NTNU모델에 활용된 특성 지표 5개

이었으며, CSM모델에서 주되게 고려하고 있는 디스크커터의 형상 변수인 디스크커터의 직경과 

tip 너비를 함께 입력변수로 고려하였다. 출력변수로는 커터 연직력, 커터 회전력, 커터 관입깊이 

및 커터 평균간격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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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각 변수들에 대한 Spearman 상관행렬

Fn Fn Sc St SJ S20 AVS DRI CLI P S d T

Fn 1.000

Fn -0.072 1.000

Sc 0.174 -0.290 1.000

St 0.082 -0.147 0.860 1.000

SJ -0.158 0.148 -0.366 -0.527 1.000

S20 -0.344 0.366 -0.879 -0.760 0.260 1.000

AVS 0.332 -0.394 0.280 -0.078 0.041 -0.294 1.000

DRI -0.336 0.344 -0.914 -0.837 0.528 0.892 -0.371 1.000

CLI 0.123 -0.323 0.489 0.241 0.498 -0.584 0.463 -0.388 1.000

P -0.259 0.658 0.625 -0.469 0.071 0.582 -0.322 0.566 -0.543 1.000

S 0.602 -0.349 0.249 0.079 -0.103 -0.535 0.623 -0.479 0.379 -0.177 1.000

d 0.616 -0.412 0.271 0.055 -0.123 -0.564 0.670 -0.502 0.388 -0.299 0.949 1.000

T 0.616 -0.412 0.271 0.055 -0.123 -0.564 0.670 -0.502 0.388 -0.299 0.949 1.000 1.000

표 7. 각 출력변수별 상위 5개 주요 영향인자 (괄호 안은 상관계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Fn
d

(0.616)
T

(0.616)
S

(0.602)
S20

(-0.344)
DRI

(-0.336)

Fr
P

(0.658)
d

(-0.412)
T

(-0.412)
AVS

(-0.394)
S20

(0.366)

P
Sc

(-0.625)
S20

(0.582)
DRI

(0.566)
CLI

(-0.543)
St

(-0.469)

S
AVS

(0.623)
S20

(-0.535)
DRI

(-0.479)
CLI

(0.379)
Sc

(0.249)

일반적인 2차원 회귀분석에 의해서는 다양한 입력변수를 고려한 통계 모델 도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 6과 같이 각 변수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Spearman 상관

행렬을 구하여 각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Spearman 상관행렬의 각 

숫자는 서로 대응되는 2개 변수들 사이의 상관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관계수의 절대적인 크기

로부터 각 인자들에 대한 주요 영향들의 순위(rank)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변수들 사이의 

선형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Pearson 상관계수와는 다르다. 

이와 같은 Spearman 상관행렬로부터 TBM 설계와 굴진성능 예측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변수인 

커터 작용력, 커터 압입깊이 및 커터 간격 등에 대한 상위 5개 주요 영향인자들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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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총 922개 데이터에 대한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최적 회귀식

예측

항목
회귀식

결정계수

(r2)
비고

커터 연직

하중
Fn = －122.736+1.585S+0.453d+0.876T+0.317S20－1.017DRI 0.630

DRI=
25～97

커터 회전

하중
Fr = －46.992+1.800P+0.365d－6.484T-0.043AVS+0.143S20 0.614

평균 관입

깊이
P = 5.719－0.020Sc－0.197S20+0.255DRI-0.212CLI+0.252St 0.687

평균 커터

간격
S = 115.608－0.432AVS－1.651S20+1.083DRI－0.726CLI-0.048Sc 0.578

커터 연직력의 경우에는 디스크커터의 절삭조건, 즉 커터 직경, 커터 tip 너비 및 커터 간격이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또 다른 절삭조건인 커터 관입깊이는 상대

적으로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Spearman 계수 = -0.259), 이는 커터 연직력은 커터 

관입깊이보다는 인접한 커터 사이에서 형성되는 암석 파편(chip)의 너비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a 참조). 암석의 특성 가운데에서는 취성도와 관련이 있는 S20과 DRI

가 높은 순위로 판별되어 일반적인 암석의 강도 특성과 비교할 때 NTNU모델 지표들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S20은 4개의 주요 TBM 설계항목(출력변수)에 대한 상위 5개 영향 인자에 

모두 포함되고 있다. 이는 TBM의 굴진성능이 암석의 취성도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커터 회전력 역시 암석의 특성보다는 절삭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커터 직

경이나 간격보다 커터 관입깊이가 커터 회전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이 주된 차이점이

다. 이는 커터의 관입깊이에 따라 커터의 회전저항이 크게 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커터 관입깊이와 커터 간격은 암석의 강도 특성과 NTNU모델 변수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커터 관입깊이는 TBM 굴진자료로부터 변환된 값으로서 최적 관입깊이나 임계 

관입깊이(critical penetration depth)가 아닌 실험이나 또는 현장 굴진에 적용된 평균적인 관입깊이

로 고려해야 한다. 

표 7과 같이 도출된 상위 5개 영향인자(입력변수)들을 활용하여 각 출력변수에 대한 최적의 예측

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에 고려되는 변수들의 개수가 증가할

수록 상관계수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너무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게 되면 회귀식의 적용성과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위 5개 영향인자들을 고려하여 회귀식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수행된 다변량 회귀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최적 회귀식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이때 각 회귀식들의 결정계수는 0.578에서 0.687 사이로 나타났다.



TBM 굴진자료의 다변량 회귀분석에 의한 암반대응형 TBM의 설계모델 도출

Vol. 13, No. 6, November 2011 543

(a) 분당선 복선전철 제3공구

(b)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제1공구

(c) 인천국제공항철도 2-5B공구

그림 2. 최적 회귀식으로 예측된 커터 연직력과 실제 굴진결과의 비교

이상과 같이 도출된 회귀식들로 추정된 커터 작용력들을 각 현장의 실제 굴진자료들과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 2 및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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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분당선 복선전철 제3공구

(b)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제1공구

(c) 인천국제공항철도 2-5B공구

그림 3. 최적 회귀식으로 예측된 커터 회전력과 실제 굴진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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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현장 굴진자료 및 표 8과 같이 제시된 회귀식들의 적용결과뿐만 아니라, 2.2절에서 설명한 

CSM모델과 장수호 등(2007)이 선형절삭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제시한 모델식들을 함께 비교･ 분

석하였다. 각 회귀식들을 회귀분석에 활용된 자료에 재적용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1개 현장이 아닌 3개 현장에 대해 적용을 하였으며 회귀식에도 적지 않은 오차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 검토를 위해 적용하였다. 단, 디스크커터 간격은 TBM 제작사에서 

기 설계･ 제작된 사양인 관계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커터 관입깊이도 커터 작용력 계산시 

입력자료로 적용되기 때문에 역시 비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커터 작용력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CSM모델은 실제 굴진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최적 모델들로 예측된 커터 작용력들은 모든 현장의 평균 커터 작용

력과 유사하였으며 예측결과들의 편차도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장 굴진결과에 대한 커터 

연직력 예측결과의 상대오차는 -1.23～22.66%로 나타났으며, 커터 회전력의 상대오차도 ±10%내외

로 나타났다. 또한 장수호 등(2007)의 연구에서 도출된 모델의 예측결과도 모델 자료가 많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현장 굴진결과와의 상대오차가 약 ±20% 내외로서 비교적 현장의 굴진결과와 비교

적 유사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커터헤드 회전속도 예측모델의 도출

현재까지 커터헤드 회전속도(RPM)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이나 지침들이 거의 제시되지 못하

고 있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커터헤드의 회전속도는 TBM의 토크와 함께 TBM의 동력을 

산정하는데 활용되며, 그 자체로도 TBM의 핵심 사양이며 TBM의 굴진율을 좌우하는 주요 조건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개 현장의 871개의 굴진자료로부터 커터헤드 회전속도를 예측하기 위한 

통계 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앞선 3.3절과 동일한 방법으로, 커터헤드 회전속도와 기타 입력변수들에 대한 Spearman 상관행

렬을 작성하였다. 그 다음, 상관행렬을 기반으로 커터헤드 회전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상위 

주요 영향인자 5개를 선별하였다(표 9).

분석 결과, 커터헤드 회전속도는 여러 변수들 가운데 커터 관입깊이,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터 관입깊이를 제외하면 커터헤드 회전속도는 

굴착대상 지반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상위 주요 영향인자들을 고려하여 커터헤드 회전속도에 대해 도출된 최적 다변량 선형회

귀식, 3차원 회귀식 및 2차원 회귀식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으로 도출된 

최적 예측식의 결정계수는 0.9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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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커터헤드 회전속도에 대한 Spearman 상관행렬

입력 및 출력 변수 상관계수 순위

커터헤드 1분당 회전속도(RPM) 1.000 -
암석의 일축압축강도(Sc) 0.810 2

암석의 인장강도(St) 0.650 6
Siever's J-value(SJ) -0.019 11

Brittleness value(S20) -0.690 5
Abrasion Value Steel(AVS) 0.396 7

Drilling Rate Index(DRI) -0.713 3
Cutter Life Index(CLI) 0.704 4

커터헤드 1회전당 커터 관입깊이(P) -0.845 1
디스크커터의 평균 간격(S) 0.243 8

디스크커터의 직경(d) 0.243 8
디스크커터 tip의 너비(T) 0.243 8

표 10. 커터헤드 회전속도에 대한 최적 다변량 선형회귀, 3차원 및 2차원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예측식
결정계수

(r2)
비고

다변량 

선형

회귀분석

RPM = 1.319－0.165P+0.007Sc－0.060DRI+0.087CLI+0.078S20 0.907

DRI=
25～97

3차원 

회귀분석
RPM = 2.927－0.193P+0.011Sc 0.766

2차원 

회귀분석

RPM = 5.598e－0.102P 0.630

cS419.0547.1RPM +−= 0.580

주) RPM: 커터헤드 1분당 회전수(단위: rev/min)

각 상위 영향인자와 커터헤드 회전속도 사이의 상관계수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커터 관입깊

이와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만을 고려한 경우의 결정계수도 0.766으로 얻어졌다(그림 4). 2차원 회귀

식은 결정계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적용 시에 상당한 오차가 포함될 수 있으나, RPM과 

각 상위 영향인자들의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커터 관입깊이가 증가

할수록 커터헤드 회전속도는 음지수함수 형태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그림 5), 반면 압축강

도와 커터헤드 회전속도 사이에는 완만한 비례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즉, 커터 관입깊이가 크거나 암석의 일축압축강도가 작은 경우에 커터헤드 회전속도는 상대적으

로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고속굴진의 경우나 불리한 암반 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커터헤드 회전속

도가 작아질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암반의 강도가 커서 커터 관입깊이를 크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활한 절삭을 도모하기 위해서 커터헤드 회전속도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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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커터헤드 회전속도와 상위 주요 영향인자들에 대한 3차원 회귀분석 결과

그림 5. 커터헤드 회전속도와 커터 관입깊이와의 상관관계

그림 6. 커터헤드 회전속도와 암석 일축압축강도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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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통계기반 TBM 설계모델의 적용성 평가를 실시한 터널 현장의 쉴드TBM 주요 사양

주요 사양 OO통신구 현장(Site A) OO전력구 현장(Site B)

TBM 형식 이수식 쉴드TBM 토압식 쉴드TBM

TBM 직경 2.76 m 4.55 m

디스크커터 직경 305 mm 432 mm

디스크커터 평균 간격 70 mm 67 mm

디스크커터 tip 너비 9 mm 18 mm

디스크커터의 개수 18개 34개

표 12. 적용대상 현장별 암석의 주요 특성

암석의 특성 OO통신구 현장(Site A) OO전력구 현장(Site B)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MPa) 136.5 101.2

암석의 인장강도 (MPa) 13.65 18.3

SJ (1/10 mm) 8.8 7.2

S20 (%) 36.5 45.9

AVS (mg) 6 7

DRI 35 44

CLI 16 14

4. 도출된 모델들의 적용성 평가

4.1 적용대상 TBM 현장 조건

앞선 3장에서 도출된 통계기반 TBM 설계모델들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암반대응형 쉴드TBM으

로 시공이 이루어진 통신구 현장 1개소(이하 Site A)와 전력구 현장 1개소(Site B)로부터 TBM의 굴진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2개 터널 현장에 적용된 TBM의 주요 사양은 표 1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굴진 중에 각 현장에서 대표적인 암석 시료들을 채취한 후, 앞서 도출된 회귀식들

의 활용에 필요한 암석 특성들을 평가하였다. 일반적인 암석의 역학적 특성 이외에도 회귀식들에서 

중요 입력자료로 활용되는 DRI와 CLI 등과 같은 NTNU시험들을 함께 수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측정된 각 현장별 암석의 주요 특성들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4.2 현장 TBM 굴진자료의 분석

이상의 통신구 터널현장과 전력구 터널현장에서 수집된 주요 굴진자료들을 터널 굴진연장에 따

라 도시하면 다음의 그림 7 및 그림 8과 같다. 이때 신뢰적인 굴진자료 분석을 위하여 초기굴진 

구간의 정보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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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굴진속도 (b) 추력 (c) 토크

그림 7. 통신구 쉴드TBM 터널(Site A)의 굴진정보 분석 결과

(a) 순굴진속도 (b) 추력 (c) 토크

그림 8. 전력구 쉴드TBM 터널(Site B)의 굴진정보 분석 결과

표 13. 각 현장별로 측정 및 변환된 주요 TBM 굴진자료

현장

현장 굴진자료 예측모델과의 비교를 위한 변환 자료

평균 소요 

추력

(kN)

평균 소요 

토크

(kN ․ m)

평균 

순굴진속도

(m/hr)

평균 

RPM
(rev/min)

평균 커터 

연직력

(kN/cutter)

평균 커터 

회전력

(kN/cutter)

평균 커터 

관입깊이

(mm/rev)

통신구

(Site A)
1,862 331.24 1.08 4.9 103.44 22.22 3.67

전력구

(Site B)
3,800 500.00 1.42 3.5 111.76 10.77 6.76

두 현장 모두 월 250 m 내외의 굴진실적을 보이고 있어 큰 문제없이 쉴드TBM 굴진이 원활히 

수행되었다. 굴진 진행에 따라 TBM 굴진자료들이 다소 변화를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굴진

정보들의 평균값을 각각 도출하여 이를 모델 예측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각 현장별

로 얻어진 쉴드TBM의 순관입속도, 추력 및 토크의 평균값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이때 회귀식에 의한 예측결과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하여, 앞서 제시한 방법에 의해 실제 TBM

의 순관입속도, 소요 추력 및 소요 토크로부터 각각 커터헤드 1회전당 관입깊이, 커터 연직력 및 

커터 회전력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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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신구 현장(Site A)

(b) 전력구 현장(Site B)

그림 9. 각 모델별로 예측된 커터헤드 1회전당 커터 관입깊이

4.3 현장 굴진자료와 회귀식에 의한 예측결과의 비교

앞선 2장에서 설명한 기존 모델들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회귀식으로 얻어진 예측결과들을 각 

현장별로 수집된 실제 굴진자료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때 상대오차가 양(+)인 경우는 예측결과가 

실제 굴진정보보다 크게 나온 경우이며, 반대로 상대오차가 음(-)인 경우는 예측결과가 실제 굴진정

보보다 작게 얻어진 경우로 정의하였다.

커터 관입깊이의 경우,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회귀식에 의한 예측결과는 실제 현장의 평균 커터 

관입깊이와 비교할 때 약 11～30% 정도 크게 나타났다. Hughes(1986)의 모델 예측결과는 현장의 

평균 관입깊이보다 약 8～11% 크게 예측되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Graham(1976)은 

현장의 평균 관입깊이를 다소 과소평가하였으나 상대오차가 약 -5～-13%로서 역시 양호한 예측결

과를 산출하였다. Farmer and Glossop(1980)의 모델도 상대오차가 현장별로 -16.87% 및 37.28%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정확성을 보였다. 그러나 앞선 2.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모델들에는 

커터 관입깊이를 예측하기 위한 필수 정보인 커터 연직력에 대한 모델식이 함께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회귀식으로 예측된 커터 연직력 값들이 적용되었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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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신구 현장(Site A)

(b) 전력구 현장(Site B)

그림 10. 각 모델별로 예측된 커터 작용력

이상과 같이 소구경 2개 현장에 적용된 결과만 보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회귀 모델과 기존의 

커터 관입깊이 예측모델들을 함께 적용하면 실제 현장 굴진속도와 유사한 커터 관입깊이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arkoy(1985) 모델의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약 113～156%로서 

TBM의 굴진속도를 매우 과대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터 작용력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회귀식들의 예측결과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구 현장(Site B)에서 커터 연직력이 약 47% 크게 예측되었을 뿐, 통신구 현장

(Site A)에서는 실제 현장 굴진결과와 -12～7% 정도만의 상대오차를 보였다. CSM모델은 전력구 

현장(Site B)의 커터 연직력과 통신구 현장(Site A)의 커터 회전력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으나, 

나머지 커터 작용력의 오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CSM model 3의 경우에는 최대 상대오차

가 약 165%로 나타나 정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나머지 모델들의 예측

결과들도 현장의 평균 커터 작용력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Saito et al 

(1971)의 예측결과는 비교적 현장의 굴진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커터 연직력만을 추정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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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회귀식으로 예측된 디스크커터의 평균 간격과 실제 평균 간격의 비교

그림 12. 회귀식으로 예측된 커터헤드 회전속도와 실제 커터헤드 회전속도의 비교

본 연구에서 제시된 회귀식으로 예측된 디스크커터의 평균 간격은 통신구 현장 및 전력구 현장에

서 각각 70 mm 및 67 mm로 추정되어, 실제 적용된 평균 커터 간격인 72 mm 및 69 mm와 단지 

-2 mm의 차이를 보였다(그림 11). 

본 연구의 회귀식으로 예측된 커터헤드 회전속도는 실제 현장에 적용된 커터헤드 회전속도보다 

16～26% 작게 나타났다(그림 12).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회귀식의 적용 대상인 2개 쉴드TBM 

현장에서는 소구경 장비를 적용한 관계로 커터헤드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고정시킨 조건에서 굴진

을 실시하였다. 즉, 지반조건에 따라 커터헤드 회전속도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또한 본 연구

에서 도출된 커터헤드 회전속도의 예측을 위한 회귀식은 중구경 쉴드TBM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서, TBM 직경 차이에 따른 모델의 오차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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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TBM 현장에서 수집된 871개의 굴진자료와 51개의 암석 선형절삭시험 자료

의 통계분석을 통해, 암반대응형 TBM의 핵심 사양 설계와 굴진성능 예측을 위한 설계모델을 도출

하고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연구로부터 도출된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총 922개의 TBM 굴진자료와 선형절삭시험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커터 작용력은 커터 

관입깊이, 커터 간격 및 커터 형상과 같은 기계적인 절삭조건들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커터 관입깊이와 커터 간격에 대해서는 암석의 강도 특성과 같은 굴착 대상 암반 조건

이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TBM 굴진자료의 분석결과, 커터헤드의 회전속도는 디스크커터의 관입깊이 및 암석의 일축압축

강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터 관입깊이가 증가할수록 커터헤

드의 회전속도는 음지수함수 형태로 감소하였으며,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는 선형에 가까운 비

례 관계가 나타났다. 커터 관입깊이와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입력변수를 

고려한 커터헤드 회전속도의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가 0.9이상으로서 상관성이 높은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3. 다변량 회귀분석으로 도출된 TBM 설계용 회귀식들을 2개의 소구경 쉴드TBM 현장에 적용한 

결과, 회귀식으로 예측된 커터 관입깊이는 실제 현장의 평균 커터 관입깊이보다 약 11～30% 크

게 나타났다. 커터 작용력의 경우에는 기존 모델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회귀식들의 

예측결과가 현장의 평균 커터 작용력에 가장 가깝게 얻어졌다. 반면, CSM모델을 포함한 기존 

모델들에 의한 커터 작용력 예측결과들의 상대 오차는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특히, 기존 모델들

에 의해서는 커터 관입깊이와 커터 작용력을 동시에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

에서 제시된 TBM 설계용 통계모델들의 적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소구경 쉴드TBM 현장들에 대해 본 연구의 회귀식으로 예측된 디스크커터의 평균 간격은 실제 

현장에 적용된 커터 간격과 단지 -2mm 차이를 보였다. 반면 회귀식으로 예측된 커터헤드 회전

속도는 실제 회전속도보다 약 16～26% 작게 나타났다. 이는 소구경과 중구경 쉴드TBM에서 적

용되는 일반적인 회전속도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모델의 정확성을 보다 향상시

키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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