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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BM disc cutter prediction models including Gehring, CSM and NTNU models were investiga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ls were examined. The influence of penetration,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nd 

abrasiveness index on the models was analyzed. The life of disc cutter linearly increases with penetration per revolution and 

decreases with increasing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of rocks. As the abrasiveness index, CAI, increases, the life of disc 

cutter in Gehring and CSM model decreases. On the contrary, the life of disc cutter life in NTNU model decreases with 

increasing CLI. Also, comparisons of predicted disc life were made between models using actual job site data. 

Keywords: Disc cutter, Wear prediction, Gehring, CSM, NTNU

초 록: 본 연구에서는 Gehring, CSM, NTNU 모델을 이용한 디스크 커터 수명 예측 방법과 각 모델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디스크 커터 수명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인 관입깊이,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마모지수의 변화가 각각의 예측 모델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디스크 커터 수명은 1회전당 관입깊이에 선형적으로 증가하였고, 일축압축강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모지수인 CAI 값이 증가함에 따라 Gehring과 CSM 모델에서의 디스크 커터 수명은 감소하였으나, CLI 값이 증가할수록 

NTNU 모델의 디스크 커터 수명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실제 현장 자료를 이용하여 디스크 커터 수명을 상호 비교하였다.

주요어: 디스크 커터, 마모 예측, Gehring 모델, CSM 모델, NTNU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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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BM은 원형의 커터헤드에 디스크 커터나 비트 

커터를 부착하고 회전을 하여 토사나 암반을 파내어 

터널을 굴착하는 기계이다. 과거에는 발파 등을 이용

한 재래식 터널공법(conventional tunneling method)

에 의한 터널 굴착이 많았지만, 현재는 소음과 진동이 

적고 주변 지반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 하고 시공 중에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TBM에 

의한 기계화 터널공법(mechanized tunneling method)

을 이용한 터널 시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TBM을 이용하여 암반을 굴착할 때 디스크 커터는 

TBM의 추력을 이용하여 암반을 압쇄하여 절삭한다. 

이 때 디스크 커터는 자연적으로 마모가 발생하게 

되고, 마모한계에 도달한 디스크 커터는 교체를 해야 

한다. 마모가 되어 수명이 다한 디스크 커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주변의 다른 디스크 커터들에 과도한 

작용력을 유발시켜 마모를 촉진시키고, 커터헤드 전

체에 대한 마모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TBM 굴착효

율을 저하시키게 된다. 디스크 커터의 교체에 소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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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과 비용은 전체 공사기간 및 공사비에 큰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 디스크 커터의 수명과 소요개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디스크 커터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디스크 마모

에 관한 연구는 다른 TBM 관련 연구에 비해 그 수가 

적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Gehring (1995)은 

세르샤 마모지수 (Cerchar Abrasiveness Index, CAI)

와 마모되는 디스크 커터의 질량과의 상관관계를 이

용한 예측모델을 제안하였다. 미국 Colorado School 

of Mines의 CSM 모델 (Rostami and Ozdemir, 1993)

도 세르샤 마모지수를 이용하여 커터 수명을 추정할 

수 있으나, 자세한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Rostami et al. (2005)와 Frenzel (2011)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느 정도의 추정은 가능하다. 노르웨

이의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개발된 NTNU 모델 (Bruland, 1998) 

은 커터 수명지수 (Cutter Life Index, CLI)와 디스크 

커터의 기본 수명 시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한다. 이 

밖에 Bieniawski et al. (2009)은 RME (Rock Mass 

Excavability)와 CAI를 이용한 모델을 제안하였고, 

Hassanpour et al. (2014)는 암석의 비커 경도지수

(Vicker’s hardness number of rock, VHNR)와 일축압

축강도를 이용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사용빈도가 높은 Gehring, 

CSM, 그리고 NTNU 모델을 이용한 디스크 커터 수명 

예측 방법을 고찰하고, 각 모델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

보았다. 관입깊이,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및 마모지수

의 변화가 디스크 커터의 수명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그리고, 실제 현장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모델별 디스크 커터 수명을 비교하였다.

2. 디스크 커터 마모 예측 모델

2.1 Gehring 모델

Gehring (1995)은 CAI와 디스크 커터의 1 m 회전거

리 때 마모되는 질량과의 관계를 식 (1)과 같이 나타내

었으며, 여기서 비 커터링 마모(specific cutter ring 

wear, vs)는 mg/m의 단위이다. Maidl et al. (2008)은 

식 (1)에서 사용된 보정계수 0.74가 현재 디스크 커터

에서 사용되는 강철합금의 마모율보다 더 크다고 판

단하여 0.65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에

서는 보정계수 0.65를 사용하는 식을 Gehring 모델에 

적용하였다.

 
 (1)

디스크 커터의 수명()은 하나의 디스크 커터가 마모

되어 교체될 때까지 굴착할 수 있는 부피로 식 (2)와 

같다.

 


⋅⋅⋅

⋅⋅


m
c (2)

여기서,  = 디스크 커터의 마모질량 [g]

 = 커터헤드가 1회 회전했을 때 디스크 

커터의 관입깊이 [mm]

 = 커터헤드의 직경 [m]

 = 디스크 커터의 평균 회전 직경으로 

약 0.6D

 = 디스크 커터의 개수

이다.

17인치 디스크 커터의 반경 마모 허용치(radial 

wear allowance)는 중앙부(center) 커터의 경우 25 

mm, 페이스(face) 커터 20 mm, 커터헤드의 가장 외곽

에 설치되는 게이지(gage) 커터 13 mm이다 (The 

Robbins Company, 2005). 식 (2)는 커터헤드에 설치

되는 디스크 커터의 평균에 대한 수명이므로, 반경 

마모 허용치도 각각의 위치에 따른 디스크 커터 개수

의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예를 들어, 중앙부 커터가 8개, 페이스 커터가 

27개, 게이지 커터가 8개라면, 가중 평균 반경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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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ction factor 

 and 









Center cutter 0.56 1.0

Face cutter 0.76 1.0

Gage cutter 0.92 0.54

허용치는 20 mm이다((8 × 25 mm + 27 × 20 mm 

+ 8 × 13 mm) / 43 ≈ 20 mm). 17인치 디스크 커터가 

20 mm 마모되었을 때의 마모 질량은 약 3,700 g이다 

(Leitner, 2004).

디스크 커터의 마모는 커터헤드의 회전속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식 (2)는 커터헤드의 회전속도

에 대한 보정을 해야한다. NTNU 모델은 식 (3)과 

같은 보정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Gehring 

모델에도 적용하였다.

 
⋅


mc (3)

여기서, RPM은 커터헤드의 분당 회전속도이다.

2.2 CSM 모델

CSM 모델에 의한 디스크 커터의 마모를 예측하는 

방법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Rostami et al. (2005)와 

Frenzel (2011)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Rostami et al. (2005)는 마모가 되어 교체될 때까지 

디스크 커터가 회전하여 절삭할 수 있는 최대의 선형 

거리(CL)를 식 (4)와 같이 제시하였다.

 






km  (4)

여기서,  = 디스크 커터의 직경 [mm] 이다.

커터헤드가 한번 회전할 때 디스크 커터들의 평균 

회전 거리( )는 식 (5)와 같으며, 식 (4)와 (5)를 이용

하면 디스크 커터가 교체될 때까지의 최대 회전수 

()를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m  (5)

 




⋅
(6)

여기서, 는 디스크 위치에 관련된 마모 보정계수로 

Frenzel (2011)은 식 (7)과 같이 제안하였다.

∑ (7)

여기서, 는 중앙부 커터, 페이스 커터, 게이지 커터 

개수에 대한 상대 가중치로 ∑   이며, 와 는 

Table 1과 같다. 만약 디스크 커터 개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보정계수 는 0.67을 사용한다.

CSM 모델에서의 디스크 커터의 수명()은 식 

(8)과 같다.

 





⋅⋅



⋅
⋅


mc (8)

여기서 는 디스크 커터의 간격으로 mm 단위이다. 

는 대략적으로 디스크 커터 개수 과 같다. 

식 (7)의 보정계수를 적용했을 경우 식 (8)에 추가적

으로 커터헤드 회전속도에 관한 보정은 필요하지 않다.

2.3 NTNU 모델

NTNU 모델(Bruland, 1998)은 디스크 커터의 크기

별로 커터수명지수(Cutter Life Index, CLI)와 디스크 

커터의 기본 수명 시간()의 상관관계를 Fig. 1과 

같이 나타내었다. 

또한 커터헤드의 크기, 석영 함유량, 커터헤드 회전

속도, 디스크 커터의 개수에 관련한 보정계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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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asic cutter ring life, H0

Table 2. Input date for the influence analysis

Parameters Value (Ranges)

Rock mass 

properties

Rock type Gneiss

UCS [MPa] 146 (80~200)

Quartz contents [%] 28.7

No. of joint set 2

No. of joint per meter 5

CAI 4 (1.5~6)

CLI 7.6 (4~30)

TBM 

specification

[g] 3700

Cutterhead diameter, D [m] 6.3

No. of disc cutters 43

Disc cutter spacing [mm] 73

Cutterhead speed [rpm] 9

Max. cutter load [kN] 200

하여 디스크 커터의 수명()을 식 (9)와 같이 구한다.

 


 

⋅


⋅⋅⋅⋅
⋅

⋅⋅



mc

 (9)

여기서,  = 커터헤드 크기에 대한 보정계수

 = 석영 함유량(Q[%])에 대한 보정계수

 = 커터헤드 회전속도에 대한 보정계수

 = 디스크 커터 개수에 대한 보정계수

2.4 마모 예측 모델들의 특징

공통적으로 디스크 커터의 수명은 관입깊이에 비례

하고 디스크 커터의 개수에 반비례한다. Gehring 모델

은 마모되는 질량을, CSM 모델은 최대 절삭 거리를, 

NTNU 모델은 기본 수명 시간을 이용하는 점이 각각

의 모델의 차이점이다. Gehring 모델과 CSM 모델은 

마모지수로 CAI를 이용한다. CAI 값이 클수록 디스

크 커터의 마모는 증가하게 되고, 디스크 커터당 굴착 

부피는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NTNU 모델은 마모지수로 CLI를 이용한다. 

CLI 값이 클수록 디스크 커터의 마모는 감소하게 되

고, 디스크 커터당 굴착 부피는 늘어나게 된다. 

수명시간과 최대 굴삭거리는 디스크 커터의 회전수

와 관련이 있다. 식 (6)을 이용해서 디스크 커터의 

최대 절삭거리로부터 회전수를 계산하고, 계산된 디

스크 커터의 회전수를 커터헤드의 분당 회전수로 나

누어 주게 되면 수명시간이 된다. 식 (9)에서 커터헤드 

회전속도인 RPM을 곱해주는 이유가 수명시간을 회

전수로 계산하기 위함이다. CSM 모델과 NTNU 모델

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디스크 커터 당 굴착부피를 

계산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모델 모두 굴착면의 면적, 

1회전당 관입깊이, 디스크 커터의 회전수, 디스크 커

터의 개수를 이용하며, 교체 전까지의 디스크 커터의 

회전수를 CAI를 이용해서 구하느냐 CLI를 이용해서 

구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3. 영향인자 분석

디스크 커터의 수명은 1회전당 관입깊이와 마모지

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관입깊이는 암반의 

강도와 디스크 커터에 가해지는 작용력과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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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average life of a disc cutter with respect 

to penetration

Fig. 3. Variation of average life of a disc cutter with respect 

to UCS

다. 따라서 관입깊이와 마모지수, 암반의 강도를 일정

한 범위 내에서 변화시켜서 이들이 디스크 커터의 

수명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지반

물성 및 TBM의 제원은 Table 2와 같다.

3.1 관입깊이의 영향

각 모델들의 디스크 커터 수명식들에서 알 수 있듯

이 디스크 커터 수명은 1회전당 관입깊이에 선형적으

로 비례한다. 즉 관입깊이가 2배 증가하면 디스크 

커터 수명도 2배 증가하게 된다. Fig. 2에 관입깊이 

증가에 따른 디스크 커터의 수명을 나타내었다. 관입

깊이는 5 mm부터 15 mm까지 증가시켰다.

Gehring과 CSM모델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

며, NTNU 모델에서의 관입깊이에 따른 디스크 커터

의 수명 증가율이 다른 두 모델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암반강도의 영향

본 연구에서 사용된 디스크 커터 수명식에는 암반 

강도와 관련된 물성이 직접 변수로 사용되지 않지만 

Gehring 모델과 CSM모델의 관입깊이를 예측하는 식

들은 모두 압축강도의 함수로 되어있다(Gehring, 

1995; Rostami and Ozdemir, 1993). 또한 NTNU 모델

은 압축강도가 직접 변수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천공도

지수(Drill Rate Index, DRI)값이 압축강도와 관련이 

있다(Bruland, 1998). 본 연구에서는 자세한 관입깊이 

예측식을 소개하지 않지만 세 모델에서의 압축강도에 

따른 관입깊이를 이용하여 압축강도와 디스크 커터의 

수명의 관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이 때 압축강도 

이외의 다른 지반 물성값들은 변화시키지 않았고, 압축

강도는 80 MPa부터 200 MPa까지 변화시켰다. 디스크 

커터에 작용하는 최대 작용력은 200 kN으로 설정하였

다. 17인치 디스크는 1회전당 최대 관입깊이가 15 mm

이므로(Frenzel et al., 2008) 각각의 모델에서 추정된 

관입깊이가 15 mm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세 모델 모두 디스크 커터의 수명은 일축압축강도

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CSM 

모델이 압축강도의 변화에 가장 큰 디스크 커터 수명

의 변화를 보였다. 다른 두 모델에 비해 NTNU 모델은 

압축강도 변화에 대한 디스크 커터 수명에 크게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NTNU 모델이 다른 

모델들과는 달리 압축강도가 직접 적용되는 변수가 

아니고 DRI를 이용한 보정계수로 적용되고 그 크기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압축강도가 120～140 

MPa사이에서 각각 모델에서의 디스크 커터의 수명 

차이가 최소로 나타났다.

3.3 마모지수의 영향

마모지수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Geh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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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average life of disc cutter with respect to 

abrasiveness index.

Table 3. Geological information for the reference site

Parameters Values

Rock Type Gneis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145.9 ± 57.4

Brazilian tensile strength [MPa] 13.4 ± 3.9

Cerchar abrasiveness index, CAI 4 ± 0.8

Cutter life index, CLI 7.6 ± 4.6

Drill rate index, DRI 37.7 ± 6.8

Porosity [%] 2

Quartz content [%] 28.7 ± 14.6

Number of joint set 2

Number of joint per meter 5

Table 4. Specification for TBM

Parameters Values

Cutterhead diameter [m] 6.3

Disc cutter size [mm] 432 (17 inch)

Number of disc cutters

43 (center cutters : 8, 

face cutters : 27, 

gage cutter : 8)

Max. individual cutter load [kN] 311.5 

Cutterhead speed [rpm]
0~10.8 

(normal operation : 9)

Average disc cutter spacing [mm] 73

TBM weight [ton] 250

Normal operating cutterhead thrust [kN] 12,756

Max. cutterhead thrust [kN] 13,667

모델과 CSM 모델은 CAI 값을 1.5부터 6까지 변화하

여 디스크 커터의 수명을 추정하였고, NTNU모델은 

CLI 값을 4부터 30까지 변화하여 적용하였다. 이 때 

모두 관입깊이는 7.5 mm를 사용하였다. Fig. 4에 마모

지수의 변화에 따른 모델별 디스크 커터의 수명을 

나타내었다. Fig. 4에서 CAI 값과 CLI 값은 서로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모델별 디스크 

커터의 수명을 하나의 그래프에 도시한 것이다. 따라

서 디스크 커터의 수명이 유사하다고 해서 그 때의 

CAI 값과 CLI 값의 상관관계를 Fig. 4에서 유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CAI 값이 4 이상일 때 Gehring 모델과 CSM 모델에

서의 디스크 커터 수명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CAI 값이 4이하일 경우 두 모델의 예측된 

디스크 커터 수명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Gehring 

모델은 CAI가 4일 때 비해 1.5에서 디스크 커터의 

수명이 6.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SM 

모델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2.5배 정도 더 큰 값이다. 

CLI를 사용한 NTNU 모델도 CLI 값이 12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율이 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4. 현장자료 적용을 통한 예측모델 분석

4.1 적용 대상지역의 지질학적 정보 및 TBM 제원

본 연구에서는 북부 유럽의 TBM현장의 지질학적 

정보와 TBM 제원을 이용하여 예측 모델별 디스크 

수명을 추정하고 비교하였다. Table 3과 4에 지질 

및 지반 조사자료와 TBM 제원을 나타내었다. 두 자료 

모두 서로 다른 현장의 자료임을 밝히는 바이다.

4.2 모델별 디스크 커터 수명 추정

1회전당 관입깊이를 7.5 mm로 가정했을 때 각각의 

모델이 추정한 디스크 커터 수명을 Table 5에 나타내

었다. NTNU 모델에서 추정한 굴착부피는 143.2 m
3
/c

로 가장 작았으며, 그 다음은 CSM 모델로 NTNU 모델

보다 9.6% 더 큰 157.0 m
3
/c로 추정되었고, Gehring 

모델이 가장 큰 158.3 m
3
/c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NT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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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perating limits of a TBM with 17" disc cutters at 

different rock strengths (Frenzel et al., 2008)

Table 5. Comparison of disc cutter life with penetration of 

7.5 mm/rev

Gehring model CSM model NTNU model

Hf [m
3
/c] 158.3 157.0 143.2

Hm [m/c] 5.1 5.0 4.6

Hh [hr/c] 1.25 1.24 1.13

모델보다 10.5% 더 크다. 세 모델에서 추정된 디스크 

커터 수명의 차이가 10% 내외이며 적용된 지반물성의 

분산성을 고려해볼 때 서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 모델이 항상 유사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적용된 지반물성

치가 우연히 세 모델의 결과 차이를 가장 최소화하는 

값으로 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디스크 커터의 수명은 디스크 커터 당 굴착부피(Hf)

뿐만 아니라 굴착거리(Hm), 사용시간(Hh)으로도 표현

이 가능하며, 이렇게 굴착거리나 사용시간으로 표현

하면 디스크 교체 시기를 예측하는 데 편리한 장점이 

있다. 디스크 커터 당 굴착부피를 굴착 단면적으로 

나누어 주면 디스크 커터 당 굴착거리로 표현이 가능

하고, 이를 다시 회전당 관입깊이와 커터헤드의 회전

속도의 함수인 단위 관입률(net penetration ratio)으로 

나누어주면 디스크 커터 당 사용시간으로 표현된다. 

5. 토의 및 고찰

5.1 관입깊이

본 연구에서 디스크 커터의 수명은 하나의 디스크 

커터가 마모되어 교체될 때까지 굴착할 수 있는 부피

로, 일반적으로 1회전당 관입깊이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암반의 강도 및 TBM 장비의 

제원을 고려한 최적의 관입깊이로 굴착을 해야한다. 

지나친 관입깊이의 증가는 TBM의 진동이 증가하고, 

장비자체에 무리를 주어 downtime이 증가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디스크 커터의 교체 주기를 

단축시킬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전체적인 성능의 저

하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Fig. 5는 서로 다른 

암반 강도에서 적용 가능한 추력과 관입깊이의 관계

를 나타낸 것이다(Frenzel et al., 2008). 암반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추력은 증가하게 되고, 관입깊이는 감소

하게 된다. 암반의 강도가 작을 경우는 관입깊이는 

디스크 커터가 허용하는 최대 관입깊이 이하로 운영

되어야 하고, 암반의 강도가 아주 큰 경암의 경우에는 

TBM이 낼 수 있는 최대 추력에 의해서 관입깊이는 

제한되고, 보통 강도의 경우 관입깊이는 TBM의 토크 

한계에 따라 제한되게 된다.

5.2 압축강도

이미 3.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NTNU 모델의 

경우 압축강도는 관입깊이 추정에 직접 사용되는 변

수가 아니고 DRI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Palmström (1995)은 암석의 압축강도와 DRI의 상

관관계를 식 (10)과 같이 제안하였다. 

×


 (10)

여기서 E는 암석의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로 압축강도 

40 MPa 이상의 비편암 경암에서는 1000,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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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istogram of CAI

Fig. 7. Histogram of CLI

Table 6. Classification of CAI (ASTM, 2010)

Category CAI

Not very abrasive 0.3~0.5

Slightly abrasive 0.5~1.0

Medium abrasive to abrasive 1.0~2.0

Very abrasive 2.0~4.0

Extremely abrasive 4.0~6.0

Quartzitic 6.0~7.0

30～150 MPa의 편암에서는 750, 압축강도 10～100 

MPa의 퇴적암에서는 500이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식 (10)을 적용하여 NTNU 모델에서 

압축강도변화에 따른 디스크 커터수명 예측을 계산하

였다. NTNU 모델에서의 DRI에 대한 보정계수(kDRI)

는 대략적으로 


 이고 식 (10)을 적용

하게 되면 


 ×


이 된다. E를 750으로 

가정하면 압축강도가 80 MPa일 때 kDRI = 1.03이고 

압축강도가 200 MPa일 때 kDRI = 0.78로 관입깊이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NTNU 모델

에서 압축강도변화에 대한 디스크 커터 수명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5.3 마모지수

Gehring 모델과 CSM 모델은 마모지수로 CAI를 

이용하는데,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CAI 값이 4보다 

작은 경우에 각각의 모델들에서 예측하는 디스크 커

터의 수명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CAI 값이 4이하

인 경우 적합한 모델의 선택이 중요하다. 

현장 지반조사 보고서 및 실내시험 보고서를 토대

로 CAI와 CLI의 분포를 Fig. 6과 7에 나타내었다. 

총 269개의 CAI 결과가 사용되었으며 평균 4.0, 표준

편차 0.8의 정규분포 형태를 나타낸다. CLI는 총 33개

의 결과가 사용되었으며 평균 7.6, 표준편차는 4.6 

이고 로그정규 분포형태를 가진다. CAI 자료수에 비

해 CLI 자료수가 작은 것은 CAI에 비해 CLI를 산정하

는 시험방법이 더 복잡하고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노르웨이의 SINTEF 등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Table 6은 CAI 값에 따른 마모의 정도를 나타내는 

분류표이다. CAI 값은 일반적으로 1～7사이로 나타

나는 데 Fig. 6에 의하면 동일한 지역에서의 유사한 

암종이지만 CAI 값은 2에서 6.5사이로 거의 전 범위에 

걸쳐서 나타났고 CAI 값이 4이하를 차지하는 비율이 

54.4%이므로 CSM 모델과 Gehring 모델의 예측 수명

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

다. 반면에 CLI 값은 일반적으로 1～100사이에 나타

나고 암종에 따라서 100 이상의 값도 가질 수 있는데, 

Fig. 7에 의하면 CLI의 값은 3～33사이로 나타났고 

CLI 값이 3～9사이를 차지하는 비율이 81.9%로 나타

났다.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CAI 값의 경우 20.0%로 CLI 값의 

경우 60.5%로 CLI의 분산성이 더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CAI의 이론적 변화범위가 1～7이고 C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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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1～100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분산성은 

CAI 값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암종에서 CAI 값의 분산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CAI 값을 산정하는 세르샤 마모

시험법 자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AI 값은 

70 N의 수직하중을 받는 핀을 암석면에 수직으로 

접촉한 후 10 mm를 긁어서 발생된 핀의 마모된 면의 

직경을 측정하여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암석을 구성

하는 광물의 경도가 마모에 영향을 미치고, 높은 경도

를 갖는 석영의 함량이 CAI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동일한 암종이라도 핀이 접촉하여 

이동한 시편에 높은 경도를 갖는 광물이 없다면 CAI

는 낮게 산정될 것이고, 반대로 높은 경도를 갖는 광물

에 접촉해서 이동했다면 CAI는 높게 산정될 것이다.

이러한 마모지수들의 분산성을 고려한다면 대표값

으로 어떤 값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디스크 커터 

마모 예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CLI를 마모

지수로 사용하는 NTNU 모델의 경우 CLI의 대표값으

로 단순한 산술평균보다는 비대칭분포의 특징을 나타

낼 수 있는 최빈값을 쓰는 것이 보다 정확한 마모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AI를 마모지수로 

사용하는 CSM이나 Gehring 모델의 경우 CAI의 분포

가 대칭형으로 산술평균이 가장 적절한 대표값으로 

보일 수 있으나, CAI 값이 4이하로 분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CSM과 Gehring 

모델의 예측 디스크 커터 수명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Gehring 모델, CSM 모델, 그리고 

NTNU 모델을 이용한 디스크 커터 수명 예측 방법을 

살펴보고, 관입깊이,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마모지수

의 변화가 예측 모델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현장 자료를 이용하여 디스크 커터 수명을 

상호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한 결과들

은 다음과 같다.

1. 디스크 커터 수명은 커터헤드의 1회전당 관입깊이

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Gehring과 CSM모델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NTNU 모델에서의 

관입깊이에 따른 디스크 커터의 수명 증가율이 다

른 두 모델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디스크 커터 수명은 일축압축강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CSM 모델이 압축

강도의 변화에 가장 큰 디스크 커터 수명의 변화를 

보였다. 다른 두 모델에 비해 NTNU 모델은 압축강

도 변화에 대한 디스크 커터 수명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NTNU 모델이 다른 

모델들과는 달리 압축강도가 직접 적용되는 변수

가 아니고 DRI를 이용한 보정계수로 적용되고 그 

크기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Gehring 모델과 CSM 모델은 마모지수로 CAI를 

이용하는데, CAI 값이 클수록 디스크 커터의 수명

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CAI 값이 4보다 

작은 경우에 모델들에서 예측하는 디스크 커터의 

수명은 큰 차이를 보이므로 CAI 값이 4이하인 경우 

적합한 모델의 선택이 중요하다. 반면에 CLI를 마

모지수로 사용한 NTNU 모델은 CLI 값이 클수록 

디스크 커터의 수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CLI 값이 12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율이 변하

는 경향을 보였다.

4. 현장 지반조사 보고서 및 실내시험 보고서를 분석

한 결과, 대상지역 Gneiss의 CAI 값은 정규분포의 

형태를 나타내었고, CLI 값은 로그 정규분포의 분

산 형태를 나타내었다. NTNU 모델의 경우 CLI의 

대표값으로 단순한 산술평균보다는 비대칭분포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최빈값을 쓰는 것이 보다 

정확한 마모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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