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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 링의 형상에 따른 디스크커터 작용력의 실험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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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tter forces acting on a disc cutter in TBM are the key parameters for TBM design and its performance 

prediction. This study aimed to experimentally evaluate cutter forces with different ring shapes in a hard rock. The stiffness 

of a cutter ring was indirectly estimated from a series of full-scale linear cutting tests. From the experiments, it was verified 

that the rolling stress acting on a V-shape disc cutter was much higher than on a CCS disc cutter even though the penetration 

depth by a V-shape disc cutter could be increased in the same cutting condition.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a prediction model 

considering the shape parameters of a disc cutter should be used for its better prediction.

Keywords: Disc cutter, TBM, Cutter ring, Cutter acting force, CCS, V shape

초 록: TBM의 암반 굴착도구인 디스크커터의 작용력은 TBM의 설계와 굴진성능 평가를 위해 핵심적인 항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스크커터 링의 형상에 따른 디스크커터 작용력의 차이를 실물 선형절삭실험에 의해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절삭실험 중에 

발생하는 커터 링의 변형률을 계측하여 커터 링의 강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V형상의 디스크커터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절삭조

건에서 커터 관입깊이를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커터의 회전방향으로 큰 응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터 작용력을 

예측모델에 의해 추정할 경우에는, 디스크커터의 형상과 관련된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디스크커터, TBM, 커터 링, 커터 작용력, CCS, V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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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스크커터(disc cutter)는 전단면 터널 굴착기인 

TBM (Tunnel Boring Machine)에서 암반을 절삭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굴착도구이다. 특히, 암반

의 특성과 절삭 조건에 좌우되는 디스크커터의 작용

력(cutter acting force)은 일반적으로 커터의 직경에 

비례하는 디스크커터 최대 용량의 만족 여부를 검토

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추력, 토크 등과 같은 

TBM의 핵심 사양을 설계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이다(Entacher et al., 2012). 또한 

디스크커터의 작용력은 굴진율(advance rate)과 같은 

TBM의 굴진성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현재까지 TBM의 굴진율이나 디스크커터의 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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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ree-dimensional cutter acting 

forces

입속도(net penetration rate)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들

은 많이 수행되고 있으나(Farrokh et al. 2012; Leiner 

& Schneider, 2003), 암반 및 절삭 조건에 따른 디스크

커터의 평가와 예측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

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디스크커터에서 실제 암반을 

절삭하는 부분인 커터 링(cutter ring)의 형상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서도 디스크커터의 작용력이 달라짐에

도 불구하고(Rostami, 2013), V형상의 디스크커터에 

대한 일부 연구(Balci & Tumac, 2012)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형상의 디스크커터에 대해 수행된 실물 선형

절삭실험(linear cutting test)이나 수치해석적 연구가 

대부분이다(Chang et al., 2012; Cho et al., 2008; You 

et al., 2008).

디스크커터가 어느 정도까지 마모되더라도 비교적 

일정한 접촉면적을 유지할 수 있는 CCS형상(Constant 

Cross Section)이 직경 330～508 mm의 디스크커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커터의 형상은 제

작사별로도 다소 상이하며 커터의 마모가 상대적으로 

작게 발생하는 보통암이나 연암에서는 V형상의 디스

크커터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절

삭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내구성 재질로 

제작된 V형상 디스크커터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Balci and Tumac,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암을 대상으로 커터 링의 

형상이 상이한 세 가지 종류의 디스크커터를 사용한 

실물 선형절삭실험을 실시하여, 커터 링의 형상에 따

른 디스크커터 작용력의 차이를 실험적으로 평가하고

자 하였다. 또한 선형절삭실험 중에 발생하는 커터 

링의 변형률을 실시간 계측하여 이로부터 세 가지 

커터 링의 강성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형절삭

실험에서 얻어진 디스크커터 작용력의 실험결과

와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한 모델들(Rostami, 2013; 

Rostami et al., 1996; Rostami and Ozdemir, 1993; 

Snowdon et al., 1982; Nishimatsu et al., 1975)에 의한 

디스크커터 작용력의 예측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커

터 링의 형상 변화에 따른 커터 작용력의 차이를 신뢰

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기본이론 및 실험방법

2.1 디스크커터의 형상

3차원 직교좌표계에서 디스크커터의 작용력은 연

직력(normal force), 회전력(rolling force) 및 측력(side 

force)로 구성 된다(Fig. 1). 이때 연직력은 디스크커터

의 최대 용량을 검토하고 TBM의 소요 추력을 계산하

는데 사용되며, 회전력은 TBM의 소요 토크를 계산하

는데 사용된다. 반면, 디스크커터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측력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서, 선형절

삭실험에서는 실험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목적으

로만 활용된다(Chang et al., 2012).

이러한 디스크커터 작용력은 암석의 강도뿐만 아니

라 디스크커터 링의 형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디스크커터의 관입깊이(penetration depth), 즉 TBM 

커터헤드의 1회전당 순관입깊이(net penetration depth)

와 비례한다(Rostami, 2013; Balci and Tumac, 2012).

또한 Fig. 2와 같은 기하학적 관계로부터 디스크커

터의 관입깊이()에 따라 디스크커터와 암석이 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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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ont views of three-different kinds of cutter rings

Cutter type Cutter A Cutter B Cutter C

Cutter diameter 429 mm 414 mm 432 mm

Front view

Front contact area ( )

65 mm
2

95 mm
2

145 mm
2

Normal contact area ( ) 1,739 mm
2

1,922 mm
2

2,509 mm
2

Initial cutter tip width 9 mm 14 mm 21 mm

Cutter tip width

(at P of 7mm)
16 mm 18 mm 23 mm

Fig. 2. Geometric definition of contact area dependent upon 

cutter penetration depth

접촉면적(contact area, )이 달라지며, 특히 접촉부

에서 커터 팁(cutter tip)의 너비()는 관입깊이의 함수

로 고려된다. Fig. 2의 관계로부터 관입깊이()에 따

라 디스크커터가 암석과 접촉되는 각도()와 접촉길

이( )는 각각 다음의 식 (1) 및 (2)와 같이 정의된다.

 cos


   (1)

  sin  (2)

여기서 은 디스크커터의 반경(mm) 그리고 는 

디스크커터의 관입깊이(mm)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암석과 절삭조건에서 디스크

커터 링의 형상에 따른 커터 작용력의 차이를 파악하

고자, 직경이 약 17인치인 세 가지 형상의 실물 디스크

커터들을 선형절삭실험에 활용하였다(Table 1).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디스크커터들의 정면 

형상과 커터 관입깊이가 7 mm일 경우에 암석과의 

접촉면적()과 커터 팁의 폭()을 정리한 것이며, 

Fig. 2에서 정의된 기하학적인 관계로부터 계산되는 

디스크커터 연직방향의 접촉면적()도 함께 정리하

였다. Cutter A는 커터 중심방향으로 갈수록 커터 폭이 

크게 증가하는 V형상의 디스크커터로서 암석과의 접

촉면적이 가장 작으며, Cutter B와 Cutter C는 전형적

인 CCS형상의 디스크커터이다. 특히, Cutter C는 초

기의 커터 폭과 커터 중심방향으로의 커터 폭의 차이

가 크지 않은 매우 무딘 형상의 디스크커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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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o-mechanical properties of Hwangdeung Granite

Density

(g/cm
3
)

Porosity

(%)

Shore 

hardnes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Brazilian tensile strength 

(MPa)

Elastic modulus

(GPa)
Poisson's ratio

2.67 0.44 67.75 178.44 8.20 71.78 0.23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a linear cutting test (Cutter A)

Fig. 4. Rock surface after a series of linear cutting tests 

(Cutter A)

2.2 실험대상 암석 및 절삭조건

본 연구의 선형절삭실험에 사용된 암석은 황등화강

암이며, 평균 일축압축강도가 178.44 MPa로서 경암

으로 분류할 수 있다(Table 2). 본 연구의 목적은 황등

화강암에 대한 최적 절삭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

라, 디스크커터 링의 형상에 따른 커터 작용력의 차이

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디스크커터의 간격

(spacing, )과 커터 관입깊이()를 일정하게 설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직경 17인치 

디스크커터의 최대 재하용량(최대 연직력)이 250 kN 

내외인 점을 고려하여(Entacher et al., 2012), 예비실

험과 3장에서 설명할 커터 작용력 모델들에 의한 예비

평가를 통해 커터의 최대 연직력이 디스크커터의 최

대 재하용량과 유사하거나 상회할 수 있는 조건인 

커터 간격 90 mm와 커터 관입깊이 7 mm를 절삭조건

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2.3 실험방법 및 실험절차

본 연구에서는 커터의 연직방향으로 최대 4,000 

kN까지 재하할 수 있는 LCM (Linear Cutting Machine)

을 사용하였다. LCM에는 총 3개의 직교축에 대해 

서보제어(servo-control) 방식의 유압 엑츄에이터

(hydraulic actuator)가 장착되어 있어, 디스크커터의 

간격, 절삭방향(절삭속도) 및 커터 관입깊이를 정밀하

게 제어할 수 있다. 특히, 커터 관입 방향의 유압 엑츄

에이터 상부에 장착된 3분력 로드셀에 의해 암석의 

절삭실험 동안 디스크커터의 세 방향 작용력 성분(Fig. 

1 참조)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Fig. 3). 

커터 간격을 제어하는 수평방향의 엑츄에이터들이 

장착된 대차의 상부에는 직육면체의 대형 암석 실험

체(1.3 m × 1.15 m × 0.4 m)를 설치한 후 암석 실험체에 

충분한 구속이 가해지도록 콘크리트로 채워지는 실험

체 블록(specimen block)이 설치된다(Fig. 3). 그 다음, 

연속적인 TBM 굴착에 의해 이미 손상을 받은 TBM터

널의 굴진면과 유사한 조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절삭조건인 커터 간격 90 mm와 커터 관입깊이 

7 mm로 사전절삭(pre-conditioning)을 3회 실시한 후

에 본 절삭실험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결과를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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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ttachment of strain gauges for measuring normal 

strain of a cutter ring during a linear cutting test

(a) Cutter normal force

(b) Cutter rolling force

Fig. 6. An example of cutter acting forces obtained from a 

linear cutting test (Cutter A)

또한 각 디스크커터 종류별로 황등화강암 실험체에 

대해 총 7개의 라인을 절삭하였으나, 실험체 모서리에 

가까운 부분의 절삭라인에서는 인접한 커터들 사이의 

절삭으로 인한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부의 2개 절삭라인에서 얻어진 실험결과

들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Fig. 4).

마지막으로 선형절삭실험 중에 커터 링에 발생하는 

변형률을 측정하여 디스크커터의 종류별로 커터 링의 

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Rostami (1997)와 Chang 

et al. (2012)가 적용한 방법에 근거하여 Fig. 5와 같이 

각 커터 링의 원주방향으로 15°간격으로 커터 링의 

양쪽 면에 각각 9개의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하였다. 

이와 같이 총 18개의 변형률게이지로부터 얻어지는 

연직방향의 변형률 자료를 디스크커터의 세 방향 작

용력 성분과 함께 0.01초당 1개의 속도로 데이터로거

(Fig. 3 참조)를 통해 자료를 획득하였다.

3. 디스크커터의 형상에 따른 커터 작
용력의 실험결과 분석

3.1 커터 작용력의 분석결과

황등화강암에 대한 실물 선형절삭실험 결과로부터 

얻어진 절삭거리에 따른 커터 작용력의 변화는 일반

적으로 다음의 Fig. 6과 같다. 즉, 절삭거리에 따라 

커터 작용력이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고, 사전 절삭과

정과 인접한 커터들에 의한 절삭과정들에 의해 형성

된 암석 표면의 요철(Fig. 4 참조)로 인해 커터 작용력

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절삭라인별로 Fig. 6과 같이 얻어진 커터 

작용력 결과들을 통계 분석하여, 커터 형상에 따른 

커터 연직력 및 커터 회전력의 최대값과 평균값을 

정리하면 Table 3 및 Fig. 7과 같다. 이상의 결과들로부

터, 암석과의 접촉면적이 큰 커터일수록 커터 연직력

과 커터 회전력이 크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접촉면적이 가장 큰 Cutter C에서 가장 큰 커터 

작용력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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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ximum and mean values of cutter normal and rolling forces

Cutter type
Cutter normal force (kN) Cutter rolling force (kN)

Maximum Mean Maximum Mean

Cutter A 462.4 150.5 41.7 15.3

Cutter B 517.1 181.7 46.1 16.7

Cutter C 747.9 338.0 71.8 22.2

(a) Cutter normal force (b) Cutter rolling force

Fig. 7. Comparisons of cutter acting forces from three-different kinds of disc cutters

특히, 커터의 최대 작용력은 평균 작용력보다 221 

～323%까지 크게 나타는데, 이는 Rostami (201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암석의 절삭과정 중에 암석 표면에 

형성된 요철에 따라 순간적으로 큰 힘이 커터에 작용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TBM의 추력, 

토크 등의 설계에 사용되는 커터 작용력으로는 순간

적으로 발생하는 최대값이 아닌 평균값을 적용한다

(Gertsch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디스크커터의 작용력뿐만 아니라 

다음의 식 (3) 및 식 (4)의 관계로부터 접촉면적을 

고려한 디스크커터의 작용응력을 분석하였다.





 (3)





 (4)

여기서 과 은 각각 커터에 작용하는 연직 및 

회전 방향의 응력(단위: MPa), 과 은 각각 연직 

및 회전 방향의 커터 작용력(단위:   kN), 그리고 

Fig. 2와 Table 1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과 는 

연직방향 및 회전방향의 접촉면적(단위: mm
2
)이다.

커터와 암석의 접촉면적을 고려한 커터의 연직응력

은 전반적으로 커터 연직력의 경향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며, 커터의 연직력은 커터의 연직방향 접촉면적

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Cutter 

C의 평균 연직력은 Cutter A의 경우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Fig. 8).

커터의 회전력도 커터의 접촉면적에 거의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커터의 회전방향 응력

은 커터의 접촉면적이 커질수록 다소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 9). 즉, 커터의 회전방향으로는 접촉

면적이 작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단위면적당 큰 힘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V형상 커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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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ak values (b) Mean values

Fig. 8. Variations of cutter normal forces and stresses at different normal contact areas

(a) Peak values (b) Mean values

Fig. 9. Variations of cutter rolling forces and stresses at different cutter front areas

회전방향 응력의 최대값과 평균값은 연직방향 응력의 

경우보다 최대 2배까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절대적

인 작용력은 연직방향이 훨씬 크지만, 실제 재료적인 

관점에서는 암석을 절삭하는 전면부인 회전방향의 

응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함에 유의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동일한 절삭조건에서 V형상의 디스크커

터에서는 커터 연직력이 작게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커터 관입깊이를 크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은 있지만, 보통 강재의 항복강도가 일반적으로 400～

500 MPa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커터의 관입깊이가 

클 경우 커터의 회전방향으로 재료의 항복강도에 가

까운 큰 응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디스크커터의 제작사별로 커터 링 재료의 구성성분

과 특성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선 2.3절에서 

설명한 디스크커터 링의 연직방향 변형률 측정결과로

부터 디스크커터의 강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 종류의 커터 링의 강성은 대체

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0). 따라서 V형상 

커터의 관입깊이를 크게 설정할 경우에는 회전방향의 

암석 절삭에 따른 재료의 항복을 방지할 수 있는 허용 

관입깊이의 설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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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lationship between cutter normal stress and strain

(a) Linear pressure distribution (b) General shape of pressure distribution

Fig. 11. Pressure distribution along the disc cutter periphery (from Rostami and Ozdemir, 1993)

Table 4. Some proposed prediction models of cutter acting forces

Proposer Cutter normal force, 


 (kN) Cutter rolling force, 

 (kN)

Nishimatsu et al. (1975) ⋅

⋅ 


⋅

Snowdon et al. (1982) 

 


⋅ 

Rostami and Ozdemir (1993) 
⋅ 


⋅

3.2 커터 작용력 예측모델과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황등화강암에 대해 커터간격이 90 

mm이고 커터 관입깊이가 7 mm인 선형절삭실험으로

부터 얻어진 커터 작용력과 기존 연구들로부터 제시

된 커터 작용력 예측모델에 의한 예측결과들을 비교

하였다. 대표적으로 Rostami (2013)와 Rostami et al. 

(1996)은 디스크커터에 작용하는 압력분포 모델(Fig. 

11)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암석의 특성과 절삭조건

에 따른 커터 작용력 산출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5)

 cos (6)

 sin (7)

여기서 는 디스크커터의 총 작용력(단위: kN), 

와 는 절삭 대상 암석과 커터 사이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영역을 정의하는 각도, 그리고 는 커터 

기저부의 폭(단위: mm, Table 1 참조)이다. 그리고 

Rostami (2013)와 Rostami et al. (1996)이 제시한 커터 

하부에 작용하는 기저 압력 ′ (단위: MPa)은 각각 

다음의 식 (10) 및 식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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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tter normal force (b) Cutter rolling force

Fig. 12. Comparisons between experimental data and model predictions of cutter forces

Table 5. Cutter acting forces estimated by various prediction models

Cutter type Cutter A Cutter B Cutter C

Experiments

(mean values)




 (kN) 150.5 181.7 338.0



 (kN) 15.3 16.7 22.2

Rostami (2013)



 (kN) 132.9 (-11.7%) 188.6 (+3.8%) 270.2 (-20.1%)



 (kN) 17.1 (+11.9%) 24.7 (+48.1%) 34.7 (+56.2%)

Rostami et al. (1996)



 (kN) 213.0 (+41.5%) 315.0 (73.4%) 380.1 (+12.5%)



 (kN) 27.4 (+79.3%) 41.3 (147.4%) 48.8 (+119.7%)

Nishimatsu et al. (1975)



 (kN) 181.1 (+20.3%) 177.9 (-2.1%) 181.7 (-46.2%)



 (kN) 45.3 (+195.9%) 44.5 (+166.3%) 45.4 (+104.7%)

Snowdon et al. (1982)



 (kN) 149.9 (-0.4%) 149.9 (-17.5%) 149.9 (-55.7%)



 (kN) 24.7 (+61.5%) 24.7 (+48.0%) 24.7 (+11.32%)

Rostami and Ozdemir (1993)



 (kN) 240.8 (+60.0%) 236.5 (+30.2%) 241.6 (-28.5%)



 (kN) 30.8 (+101.0%) 30.8 (+84.2%) 30.8 (+38.5%)

*Parenthesis: Prediction errors relative to experiments

 cos


   (8)





 (9)

′  


⋅
⋅



 (10)

′ 





  




 

 (11)

여기서 는 디스크커터의 간격(단위: mm) 그리고 

와 는 각각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단위: MPa)와 

인장강도(단위: MPa)이다.

이외에도 디스크커터의 작용력을 추정하기 위해 

제시된 예측모델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4와 같

다. 이상의 예측모델들에 의한 디스크커터 작용력의 

추정값들과 3.1절에서 도출된 실험값들을 비교하면 

Fig. 12 및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예측모델들 가운데, Rostami (2013)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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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모델에 의한 추정값들이 실험에서 얻어진 평균 

작용력과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연직 작용력

의 상대오차는 -20%～+3% 사이였다. 하지만 회전 

작용력의 오차는 상대적으로 컸으며 커터와 암석의 

접촉면적이 커질수록 오차가 더욱 증가하였다.

반면, 나머지 모델들의 예측결과는 실제 실험결과

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커터의 형상, 즉 커터 팁의 

폭을 고려하지 않는 Nishimatsu et al. (1975), Snowdon 

et al. (1982) 및 Rostami and Ozdemir (1993) 모델들에 

의한 예측오차가 더욱 컸다. Snowdon et al. (1982) 

모델의 경우에는 디스크커터의 직경이나 커터 폭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

된 모든 커터 형상에 대해 동일한 커터 작용력을 산출

하였다. Nishimatsu et al. (1975)과 Rostami and Ozdemir 

(1993)의 모델에서는 커터 반경을 고려하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커터들의 직경은 거의 동일하였

기 때문에 커터 작용력 예측결과들의 차이가 매우 

미미하였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실물 절삭실험을 실시하여 

디스크커터의 작용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있으며, 절삭실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디스크커터의 형상 변수인 직경과 커터 폭을 동시

에 고려할 수 있는 예측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커터 링의 형상에 따른 디스크커터 

작용력의 차이를 경암에 대한 실물 선형절삭실험에 

의해 실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때 커터 링의 변형

률을 실시간 계측하여 커터 링의 강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커터 링의 형상 변화에 따른 커터 

작용력을 비교적 신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

을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였다.

실험결과의 분석결과, 커터와 암석의 접촉면적에 

비례하여 커터 연직력과 커터 회전력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조건에서 선형절

삭실험에서 발생한 최대 작용력은 평균 작용력보다 

221～323%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암석 절삭에 따라 

형성된 암석 표면의 거칠기와 요철에 따라 일시적으

로 큰 힘이 커터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커터와 암석의 접촉면적을 고려하여 커터 작용력을 

커터 작용응력으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 접촉면적

에 따른 커터 연직응력의 변화 양상은 커터 연직력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였다. 반면, 커터의 회전방향 응력

은 접촉면적이 증가할수록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V형상 커터의 회전방향 응력은 연직방

향 응력보다 최대 200%까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커터 연직방향의 작용응력과 변형률 측정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커터 링들의 강성

은 약 415 GPa로서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한 절삭조건에서 V형상의 디스크커터를 사용하

게 되면 커터 연직력이 절대적으로 작게 발생하기 

때문에 커터 관입깊이를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커터

의 회전방향으로 큰 응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커터 관입깊이를 크게 하여도 

커터 작용력이 상대적으로 작게 발생하는 보통암이나 

연암에서는 V형상의 디스크커터를 적용하면 굴진율

과 절삭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동일한 커터 관입

깊이에서 커터 작용력이 크게 발생하는 경암에서는 

V형상 디스크커터의 회전방향 작용응력의 증가로 인

해 커터 관입깊이의 증가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암에서는 디

스크커터의 마모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

에, 디스크커터의 마모수명 측면에서도 경암에서는 

CCS형상의 디스크커터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 경암에서 디스크커터의 형상과 재질에 따른 마모

수명의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예측모델들에 의한 커터 작용력의 추정값들과 실제 

실험결과들을 분석한 결과, Rostami (2013)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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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의한 예측값이 실험결과에 가장 가깝게 얻어

졌다. 특히, 예측모델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예측결과

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스크커터의 직경과 

커터 폭과 같은 커터 형상변수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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