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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rock excavation method using an abrasive waterjet system is under development for efficiently creating 
tunnels and underground spaces in urban areas. In addition, an appropriate abrasive flow rate and abrasive flow quality are 
important for the new rock excavation (cutting) method using an abrasive waterjet system. This study evaluat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brasive flow rate and abrasive flow quality, specifically the abrasive pipe height, length, tortuosity and inner 
diameter, through experimental tests. Based on the experimental test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optimal conditions for the 
abrasive flow rate and abrasive flow quality. The experimental results can be effectively utilized as baseline data for rock 
excavation methods using an abrasive waterjet system in various construction locations such as tunnels near urban 
surroundings, utility tunnels, and sh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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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심지 내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연마재 워터젯 시스템(abrasive waterjet system)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암반굴착 공법이 개발되어 활용 중에 있다. 연마재 워터젯 시스템을 활용한 굴착(절삭) 수행 시 적정량의 연마재를 투입하고 연마재 

입자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실험을 통해 연마재 입자의 유동성과 관련된 영향 

인자들을 연마재 관 설치높이, 연마재 관 길이, 연마재 관 굴곡도 그리고 연마재 관 내경으로 나누어 연마재 투입량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연마재 투입량 및 연마재 입자 유동성에 관한 최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암반 굴착용 워터젯 공법이 도심지 내 터널, 공동구, 수직구 건설 등 다양한 지반 구조물 굴착 작업 시, 최적 연마재 투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연마재 워터젯, 연마재 관, 연마재 투입량, 연마재 입자 유동성, 암반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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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워터젯 시스템(waterjet system)은 펌프에서 가압

된 고압수를 노즐을 통해 가속시켜 대상물질에 충격 

에너지를 전달하여 절삭 및 파쇄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러한 워터젯 시스템은 1930년대 러시아 채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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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응용되기 시작하여, 1940년대 Bridgman의 초고

압 기술에 대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급격하게 발전

하였다(KISTI, 2003). 오늘날 각종 산업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워터젯과 관련된 기술은 금속, 플라

스틱, 암반 등을 절삭･가공하는 제조업 분야에서부터 

콘크리트 수압파쇄, 터널 굴착 등 건설업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Summers, 1995; Lee, 2012). 
워터젯 시스템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Summers, 1995). (1) 순수 워터젯(plain waterjet): 
고압 펌프에서 생성된 고압수와 오리피스를 활용하여 

물의 속도를 음속의 3-4 배까지 끌어 올려 대상물질을 

절삭하는 방식이다. 이때의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최대 

펌프 압력은 약 400 MPa 정도이다. (2) 연마재 워터젯

(abrasive waterjet): 순수 워터젯의 절삭능력이 떨어지

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연마재를 투입하여 대상물질의 

절삭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여러 워터젯 시스

템 중 연마재 워터젯 시스템이 절삭 효율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다른 워터젯 시스템들에 비해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상기 연마재 워터젯 시스템은 크게 투입형 시스템

(injection jet system)과 선혼합형 시스템(suspension 
jet system)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투입형 시스템: 
먼저 고압 펌프에서 생성된 고압수를 노즐 내부의 

오리피스를 통해 물을 가속시켜 분사시키고, 가속된 

고압수로 인해 발생된 흡입 압력을 이용하여 연마재

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투입형 시스템을 구성

하기 위해서는 연마재를 저장할 탱크만 필요하기에, 
시스템 구성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다. (2) 선혼합형 시스템: 상기의 

투입형 방식과 달리 연마재 혼합 장치를 따로 설치하여 

물과 연마재를 사전에 혼합한 다음 노즐부를 통해 분사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절삭 시 공기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효율적이다.
연마재 워터젯 시스템을 활용한 대상물질 절삭 시 

수압, 이송속도 그리고 이격거리 등과 같은 공정변수

(process parameter)뿐만 아니라, 연마재 종류, 연마재 

입자 크기 및 분포, 연마재 입자 형상 그리고 연마재 

투입량 등과 같은 연마재 변수(abrasive parameter)는 

연마재 워터젯 시스템의 절삭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Hashish, 1984; Sunwoo et al., 1994; Summers, 
1995; Momber and Kovacevic, 2000; Oh and Cho, 
2012a). 

연마재 투입량에 따른 절삭성능의 평가와 관련하

여, 다양한 입도의 석류석이나 철구 등을 연마재로 

활용하고 알루미늄, 연강 등과 같은 연성재료를 대상

물질로 사용하거나, 화강암, 백운석 등과 같은 취성재

료를 대상물질로 사용하여, 절삭 실험을 진행하고 각 

시스템에 맞는 최적 연마재 투입량을 도출하였다

(Hashish, 1984; Chalmers, 1991; Wright and Summers, 
1993; Woodward, 1993; Aydin et al., 2011). 또한, 
연마재 투입량은 연마재 워터젯 시스템의 절삭성능뿐

만 아니라 공법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변수로도 알려져 있다(Hashish, 2011; Oh, 
2012). 반면에, 연마재 투입량을 저하시키거나 연마재 

입자의 유동성을 변동시키는 다양한 원인들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Oh and Cho (2012b, 2014)는 암반 굴착 시 깊은 

심도를 얻기 위해서 결합 노즐을 이용한 연마재 워터

젯 시스템을 고안하였고, 관련 장치를 활용한 실내실

험을 통해 결합 노즐 시스템에 대한 사용성을 평가하

였다. 또한, 이러한 결합 노즐 시스템을 활용하여 터널 

최외각 굴착 계획선에 자유면을 형성한 후 다수의 

발파 실험을 진행하였다. 상기 발파 실험들을 진행하

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각 노즐에서 연마재가 불

규칙하게 투입되어 절삭성능 및 품질이 일정하지 않

은 점이다. 이러한 연마재 투입량 변동의 불규칙성은 

연마재 관로의 다양한 기하학적 영향 인자들로 인해 

충분한 흡입압력이 연마재 관에 작용되지 않아, 연마

재 입자들이 관로에 적체되어 폐색(clogging) 현상을 

발생시킨다. 연마재 관의 폐색현상으로 인해 혼합실

과 연결된 연마재 관 내부로 물이 역류하여 연마재 



터널굴착용 투입형 연마재 워터젯 시스템의 연마재 투입량과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인자

419

(a)

(b)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abrasive injection waterjet system: (a) abrasive flow and (b) nozzle mount

투입량을 더욱 감소시켰으며, 현장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과 시간이 요구되었다.
기존 기계･제조업 분야에서 투입형 시스템이 주로 

재료 가공 및 표면처리에 활용되고 있으며, 노즐부와 

연마재 탱크 사이 설치 거리는 대부분 1 m 이내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기 방식의 경우 연마재 관의 기하

학적인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연마

재 관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상에서 연마

재 투입 변동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연마재 

관의 설치높이나 연마재 관 굴곡에 의한 영향도 상대

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마재 워터젯

을 이용한 터널굴착에서는 일반적으로 워터젯 노즐부

와 연마재 탱크 등의 위치가 해당 터널 단면 크기 

변화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연마재 관의 기하하적 

영향 인자들이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마재 투입 

및 연마재 입자 유동성의 변동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투입형 연마재 워터젯 시스템에서는 절삭 수행 시 최대 

절삭성능 및 경제성을 보여주는 최적 연마재 투입량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연마재 투입량 변동을 줄이는 

것이 높은 절삭품질을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마재 투입량 및 연마재 

입자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마재 관과 관련된 

여러 기하학적 영향 인자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관련 

영향 인자들을 크게 연마재 관 설치높이, 연마재 관 

길이, 연마재 관 굴곡도 그리고 연마재 관 내경으로 

나누어 연마재 입자의 투입량 및 연마재 입자들의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최적 영향 

인자를 제시하였다. 또한 최적화된 연마재 투입량 변

동관련 영향 인자들을 실제 적용하여 절삭성능 실험

을 진행하였을 때와 관련 영향 인자를 고려하지 않았

을 때의 절삭성능 실험을 수행하고 절삭성능을 서로 

비교･분석하였다.

2. 실험장치 구성 및 방법

2.1 실험장치 구성

본 연구에서는 플런저 펌프(plunger pump)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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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 cases of abrasive pipe height

Main abrasive tank pressure [MPa] Abrasive pipe height [m] Abrasive flow rate [g/s]

0

1.1 12.68

3.1 12.16

7.1 10.10

0.1

1.1 23.94

3.1 28.07

7.1 33.01

0.2

1.1 35.32

3.1 46.74

7.1 46.71

0.3

1.1 58.59

3.1 62.55

7.1 48.49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펌프의 

제원은 최대 수압 280 MPa, 최대 유량은 31 l/min까지 

사용가능하며, 실험에 사용된 수압 및 유량은 각 250 
MPa, 9.58 l/min이다. 그리고 직경 2.29 mm을 가진 

포커싱 튜브(focusing tube)와 직경 0.64 mm을 가진 

오리피스(orifice)를 사용하였다.
Fig. 1(a)는 암반굴착용 워터젯 시스템에서의 연마

재 투입 변동과 관련된 공법 적용 시 연마재가 이동하

는 흐름도이다. 워터젯 노즐 및 이송장비는 터널 단면 

크기 변화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연마재 관 설치높

이는 지상으로부터 워터젯 노즐 및 이송장비의 위치

까지 수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연마재 공급의 

경우에는 보조 연마재 탱크와 주 연마재 탱크를 활용

하여 연마재 공급을 진행해야 한다. 먼저 주 연마재 

탱크 내부(①)에 압축공기를 가압하여 연마재 관(②)
을 통해 보조 연마재 탱크(③) 위치까지 연마재를 

끌어 올린다. 그 후, 보조 연마재 탱크에서는 흡입 

압력에 의해 연마재가 노즐부 위치까지 다시 끌어올

려진 후(④) 노즐 내부의 혼합실로 투입되게 된다(⑤). 
여기서, 주 연마재 탱크와 보조 연마재 탱크 사이에 

연결된 연마재 관들의 역할은 적절한 양의 연마재를 

지속적으로 보조연마재 탱크에 공급하는 것이다.

2.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연마재 관과 관련된 다양한 기하학적 

영향 인자들을 크게 연마재 관 설치높이(주 연마재 

탱크 - 보조연마재 탱크), 연마재 관 길이, 연마재 

관 굴곡도, 연마재 관 내경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연마재는 모두 동일한 석류석(모
스 경도: 6.5-7.5, 평균 입자 크기(): 0.33 mm)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마재 관 설치높이와 

관련된 실험에서는 실제 2차선 도로터널 단면 크기를 

고려하여 실규모 암반 굴착용 워터젯 시스템을 모사

하였다. 
연마재 관 설치높이와 관련된 실험에서는, 연마재 

관 설치높이 및 주 연마재 탱크의 압축공기(compressed 
air) 공급량을 증가시켜 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연마재 관 설치높이와 관련된 실험 케이스

(case)들을 정리한 표이다. 노즐 설치높이는 총 3 종류

(1.1, 3.1, 7.1 m)로 결정되었으며(Fig. 2 참조), 주 

연마재 탱크에서 내부공기의 압력(게이지 압력)은 총 

4 종류(0, 0.1, 0.2, 0.3 MPa)로 결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 
연마재 관 길이와 관련된 실험에서는, 연마재 관의 

총 길이 및 보조 연마재 탱크 입구크기를 조절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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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 =3.1 m

=7.1 m

Fig. 2. Test setup for abrasive pipe height (H) 

L= 3.0m
L’= 3.0m

L= 3.0m
L’= 3.75m

L= 3.0m
L’= 4.5m

(a) T = 1.0                (b) T = 1.25                (c) T = 1.5

Fig. 3. Test setup for abrasive pipe tortuosity (T)

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는 연마재 관 길이와 

관련된 실험 케이스들을 정리한 표이다. 2-6 m 사이 

총 12 케이스의 연마재 관 길이를 결정하고, 보조 

연마재 탱크 입구크기를 2가지 종류로 분리하여 해당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3은 연마재 관 굴곡도와 관련된 실험 케이스

들을 정리한 표이다. 연마재 관 굴곡도와 관련된 실험

에서는, 연마재 관의 굴곡도 수준을 총 12개의 케이스

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하였다(Fig. 3). Table 4는 연마

재 관 내경과 관련된 실험 케이스들을 정리한 표이며, 
서로 다른 내경을 가지고 있는 2 종류의 연마재 관을 

이용하여 주 연마재 탱크 내부 압력을 증가시켜 가면

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연마재 투입량 변동과 관련된 다양한 영향 

인자들을 고려하는 것이 절삭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최적화된 연마재 투입량 변동관련 영

향 인자들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실규모 절삭모사 실내실험을 진행하였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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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st cases of abrasive pipe length  

Abrasive pipe length [m]
Output diameter of sub abrasive tank: 8 mm Output diameter of sub abrasive tank: 12 mm

Abrasive flow rate [g/s] Abrasive flow rate [g/s]

2.00 88.56 72.42

3.00 71.80 68.32

3.25 69.03 65.08

3.50 79.73 70.98

3.75 73.03 54.75

4.00 38.21 58.48

4.50 33.48 55.11

5.00 31.87 51.32

5.25 34.36 34.31

5.50 24.95 33.14

5.75 14.64 36.67

6.00 14.76 11.11

Table 3. Test cases of abrasive pipe tortuosity 

Abrasive pipe tortuosity [-] Abrasive flow rate [g/s]

1 65.47

1.02 37.38

1.03 40.25

1.05 34.84

1.1 27.59

1.15 33.42

1.25 33.95

1.5 29.88

1.7 26.21

2 14.48

2.5 18.38

3 21.54

Table 4. Test cases of abrasive pipe inner diameter 

 Main 
abrasive tank 

pressure 
[MPa]

Abrasive pipe inner 
diameter: 5 mm

Abrasive pipe inner 
diameter: 8 mm

Abrasive flow rate 
[g/s]

Abrasive flow rate 
[g/s]

0 9.99 23.12

0.1 8.32 45.67

0.2 14.42 58.73

0.3 17.93 72.39

0.4 21.98 82.92

0.5 26.38 84.87

험에 사용된 암석 시편은 화강암(공극률: 0.68 %, 일축

압축강도: 208.5 MPa)을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물성 

차이에 의한 절삭성능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동일한 

위치에서 채취한 시편을 사용하였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연마재 관 설치높이와 관련된 실험에서는 연마재 

관 설치높이 및 주 연마재 탱크 압력의 증가에 따른 

연마재 투입량의 변동성을 평가하고 변동 원인을 규

명하였다. 연마재 관 길이와 관련된 실험은 2 종류의 

다른 입구크기를 가지고 있는 보조 연마재 탱크를 

활용하여 연마재 관 길이 증가에 따른 연마재 투입량 

및 연마재 입자의 유동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연마재 관 굴곡도 증가에 따른 연마재 투입량 및 연마

재 입자의 유동성 수준도 함께 평가하였으며, 연마재 

관 내경 및 주 연마재 탱크 압력의 증가에 따른 연마재 

투입량의 변동도 함께 평가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연마재 투입량을 최소 3번 이상 측정

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연마재 입자의 유동성 수

준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마재 관의 막힘 수준

을 정량화시키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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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abrasive pipe height on the abrasive flow rate (abrasive pipe inner diameter: 8 mm, abrasive pipe length: 15 
m, abrasive pipe tortuosity: 1)

연마재 입자의 유동성 수준과 관련된 연마재 입자의 

투입흐름을 유간 상으로 관찰하여 연마재 관의 막힘 

유무를 판단하였다. 

3.1 연마재 관 설치높이에 의한 영향

Fig. 4는 연마재 관 설치높이(abrasive pipe height)
와 주 연마재 탱크 압력의 변화에 따른 연마재 투입량

(abrasive flow rate) 결과이다. 주 연마재 탱크의 내부 

압력이 0 MPa에서 0.3 MPa로 증가함에 따라 연마재 

투입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연마재 탱크 압력이 0 MPa로 유지된 상태(추가

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은 대기압 상태)에서 연마재 

관 설치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연마재 투입량이 미량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연마재 관 설치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중력의 영향도 증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0.1 MPa와 0.2 MPa의 압축공기를 주 연마

재 탱크에서 유지하는 경우, 연마재 관 설치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연마재 투입량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실험에서 모두 동일한 연마재 관 길이(15 
m)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관 설치높이가 증가함에 따

라 연마재 관의 장력이 증가하여 관이 긴장되게 된다. 
이에 따라 연마재 관 굴곡도 수준이 연마재 관 설치높

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고, 연마재 관 내부로 

압축공기의 공급이 더해져서 연마재 투입량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압축 공기가 아래 방향에서 위 방향으로 연마재

를 밀어 올려줄 때 연마재 관 설치높이의 증가에 따라 

관 굴곡도 수준이 점차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압축공기가 원활하게 연마재 관내로 공급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연마재 관 설치높이가 증가함

에도 불구하고, 연마재 투입량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 연마재 탱크 내부 압력이 0.3 MPa로 증가함에 

따라 강한 압축 공기로 인해 연마재 관이 심하게 요동

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마재 관 설치높이가 

1.1 m에서 3.1 m지점까지는 주 연마재 탱크의 내부 

압력이 0.1 MPa와 0.2 MPa에서 보여주었던 결과와 

유사하게 연마재 투입량이 연마재 관 설치높이가 증

가함에도 불구하고 미량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마재 관 설치높이가 3.1 m에서 7.1 m로 증가함에 

따라 연마재 투입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

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마재 관 설치높이의 증가에 

따른 연마재 관 굴곡도의 감소가 연마재 관 내부에서 

압축 공기의 적용 범위를 증가시키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압축 공기가 혼합실 내부로 공급되면 혼합실 

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압축공기량의 한계를 넘어서

게 된다. 이로 인해 혼합실 내부에 연마재 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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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abrasive pipe length on abrasive flow rate (abrasive pipe inner diameter: 8 mm, abrasive tank pressure: 0 
MPa, abrasive pipe tortuosity: 1)

압축 공기간의 연마재관 막힘 현상을 유발하고 연마

재 투입량을 저하시킨다. 
본 실험에서 최대 절삭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약 

40-50 g/s의 최적 연마재 투입량(단일 노즐 기준)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Daedeok Innopolis 
Foundation, 2014). 상기 최적 연마재 투입량은 본 

연구에서 진행한 워터젯 시스템 상의 실험변수들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획득하였으며, 이러한 최적 연마

재 투입량은 각 워터젯 시스템 상의 실험변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상기 기준을 바탕으로 0-0.1 MPa 
수준의 압축 공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최적 연마재 

투입량에 도달하지 못하며, 0.3 MPa 수준의 압축 공기

량은 3.1 m 이상의 높이에서 급격한 연마재 투입량 

감소로 인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반면에 0.1-0.2 
MPa 수준의 압축 공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본 시스템 

상에서 연마재 관 설치높이와 무관하게 보조 연마재 

탱크로 연마재를 원활하게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Fig. 4). 결과적으로, 연마재 관 설치높이에 

의한 연마재 투입량은 압축 공기량의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일정 수

준 이상의 압축 공기량이 공급될 경우 오히려 연마재 

투입량을 저하시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3.2 연마재 관 길이에 의한 영향

연마재 관 길이(abrasive pipe length)는 보조 연마재 

탱크에서 노즐부로 연마재가 투입되는 연결 길이로 

정의된다.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연마재 관 길이 범위

를 2.0–6.0 m로 결정하였다. 보조 연마재 탱크 입구크

기(outer diameter of sub abrasive tank)는 연마재가 

보조 연마재 탱크로부터 빠져나올 때의 배출구 크기

이며, 본 실험에서는 설치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입구

크기를 크게 2 종류(8 mm, 12 mm)로 나누어 입구크기

에 따른 연마재 투입량 변동을 관측하였다. Fig. 5는 

연마재 관 길이 증가에 따른 연마재 투입량 및 연마재 

입자의 유동성 수준을 평가한 실험결과이다. 본 결과

는 연마재 관의 총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연마재 투입량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보조 연마재 탱

크 입구크기가 8 mm 사용 시, 연마재 관 길이가 3.75 
m 이상 일 때 투입되는 연마재량이 약 35 g/s 이상 

감소하며, 연마재 관의 막힘 현상도 함께 발생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보조 연마재 탱크 입구크기가 12 
mm 사용 시, 연마재 관 길이가 5.0 m 이상 일 때 

투입되는 연마재량이 약 40 g/s 이상 감소하며, 연마재 

관의 막힘 현상도 함께 발생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마재 관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관 내부에서 흡입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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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abrasive pipe tortuosity on abrasive flow rate (abrasive pipe inner diameter: 8 mm, abrasive tank pressure: 
0 MPa)

석된다. 
따라서 보조 연마재 탱크 입구크기 8 mm 사용 

시, 연마재 관 길이 3.75 m까지 원활한 연마재 투입량 

및 연마재 입자들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보조 연마재 탱크 입구크기 12 mm 사용 

시, 연마재 관 길이 5.0 m까지는 원활한 연마재 투입량 

및 연마재 입자들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조 연마재 탱크의 입구크기가 커짐에 따라 연마

재관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연마재 탱크의 입구

크기를 증가시킬 경우 연마재 관 막힘 현상의 발생 

없이 더 긴 연마재 관로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연마재 투입량은 연마재 

관 길이 3.75 m까지 보조 연마재 탱크 입구크기가 

8 mm일 때가 보조 연마재 탱크 입구크기 12 mm일 

때보다 약간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나, 연마재관 

막힘이 발생하는 구간의 범위는 보조 연마재 탱크 

입구크기 8 mm일 때가 보조 연마재 탱크 입구크기 

12 mm일 때보다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한 연마재 

관 길이는 사용 범위가 넓은 보조 연마재 탱크 입구크

기 12 mm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 때 연마재 관 길이를 약 5.0 m까지 사용하는 것이 

원활한 연마재 투입량 및 연마재 입자의 유동성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연마재 관 굴곡도에 의한 영향

연마재 관 굴곡도(abrasive pipe tortuosity)의 영향

을 측정하기 위하여 보조 연마재 탱크로부터 노즐부

까지의 최단 직선거리(L)를 고정 시킨 후, 연마재 관의 

실제 길이(L′)를 동일 위치에서 증가시켜 가면서 인공

적으로 연마재 관의 굴곡을 조절하였다. 즉, 연마재 

관의 실제 길이를 보조 연마재 탱크로부터 노즐부까

지 최단 직선거리로 나누어 연마재 관 굴곡도(T=L′/L)
라 정의하였다(Fig. 3 참조). 

Fig. 6은 연마재 관 굴곡도의 증가에 따른 연마재 

투입량 및 연마재 입자의 유동성 수준을 측정한 실험

결과이다. Fig. 6의 결과와 같이 연마재 관 굴곡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마재 투입량이 감소하며 연마재 입

자의 유동성 수준 또한 불규칙해짐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일단 굴곡이 생기면(T>1) 연마재 투입량이 약 40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연마

재 입자 유동성 수준의 변동 또한 크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실제 암반굴착용 워터젯 시스템에서 연마재 

관 굴곡도 유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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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abrasive pipe inner diameter on abrasive flow rate (abrasive particle size: 60-80 mesh, abrasive type: fresh 
garnet)

3.4 연마재 관 내경에 의한 영향

연마재 관 내경(abrasive pipe inner diameter)에 의

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연마재 관 설치높이, 길이 

그리고 관 굴곡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지표면에

서 동일한 연마재 관 길이(4 m), 굴곡도 수준(T=1)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주 연마재 탱크 압력 정도가 

연마재 관 내경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 연마재 탱크 내부 압력의 변화에 따른 연마재 투입

량 변동을 평가하였다. 
Fig. 7은 연마재 관 내경 및 주 연마재 탱크 압력에 

따른 연마재 투입량 변동 실험결과이다. 본 시스템 

상에서 설치 가능한 연마재 관 내경은 5-8 mm이므로, 
본 실험에서는 내경이 5 mm, 8 mm인 2 종류의 연마재 

관을 사용하였다. Fig. 7의 결과와 같이 연마재 관 

내경이 5 mm에서 8 mm로 증가함에 따라 연마재 

투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연마재 관 내경이 커짐에 따라 관 내경의 단위면적당 

흡입되는 연마재 입자들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된다. 
연마재 관 내경 5 mm를 사용한다면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마재 투입량(약 40-50 g/s)을 얻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마재 투입

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마재 관 내경 8 mm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때 

주 연마재 탱크의 내부 압력을 0.1-0.2 MPa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연마재 투입량 변동과 관련된 영향 
인자 반영에 따른 절삭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최적 영향 인자들을 반영하여 연마재 투입량 

변동과 관련된 연마재 관 관련 영향 인자들이 실제 

절삭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

행하였다. Table 5는 최적화된 연마재 관 관련 영향 

인자들을 정의한 도표이다. 상기 최적화된 연마재 투

입량 변동관련 영향 인자들을 고려한 경우(Case A)와 

연마재 투입량 변동관련 영향 인자들을 고려하지 않

았을 때(Case B)의 실험 조건을 산정하여, 실규모 

절삭모사 실내실험을 실시하였다(Table 6 참조). Case 
B의 경우에는 현장 실험들 중에 한 예를 반영한 영향 

인자들을 사용하였다. 
연마재 투입량 변동과 관련된 영향 인자를 제외한 

워터젯 에너지 생성과 관련된 영향 인자는 수압 250 
MPa, 이격거리 400 mm, 유량 9.58 l/min., 이송속도 

10 mm/s로 결정하였다. 노즐 이송장비는 좌우 방향으

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매회 절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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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ptimized factors for abrasive flow 

Main abrasive tank pressure 
[MPa] 0.1-0.2

Height [m]
Not applicable for 0-0.1 MPa

1.1-7.1 m for 0.2 MPa
1.1-3.1 m for 0.3 MPa

Sub abrasive tank opening 
output diameter [mm] 12

Length [m] 1-5

Tortuosity (L'/L) [-] 1

Abrasive pipe inner diameter 
[mm] 8

Cumulative cutting passes: 60, Cutting depth: 726 mm

Cumulative cutting passes: 10, Cutting depth: 150 mm Cumulative cutting passes: 20, Cutting depth: 270 mm 

Cumulative cutting passes: 40, Cutting depth: 483 mm

(a)

Cumulative cutting passes: 20, Cutting depth: 267 mm Cumulative cutting passes: 80, Cutting depth: 620 mm

Cumulative cutting passes: 100, Cutting depth: 830 mm Cumulative cutting passes: 120, Cutting depth: 1100 mm

(b)

Fig. 8. Rock cutting results with the number of cutting passes: (a) Case A and (b) Case B 

동일한 이격거리(400 mm)를 유지하며 반복된 절삭작

업을 진행하였다. 
Fig. 8은 연마재 투입량 변동관련 영향 인자를 고려

하였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절삭횟수가 누적

됨에 따라 절삭된 시편 형상을 보여준다. Fig. 8(a)에서 

보는 것과 같이 Case A의 경우 절삭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절삭형상이 상대적으로 규칙적으로 형성되며 

추후 반복된 절삭작업을 통해 워터젯 노즐을 대상물

질 내로 원활하게 삽입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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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est conditions

Test conditions Case A Case B

Main abrasive tank 
pressure [MPa] 0.2 0.2

Height [m] 1 5

Length [m] 3 8

Tortuosity (L'/L) [-] 1 2

Abrasive flow rate per 
single nozzle [g/s] 40-50 30-40 

Fig. 9. Comparison of cutting depth between Case A and Case B

Fig. 8(b)에서 보는 것과 같이 Case B의 경우 절삭횟수

가 누적됨에 따라 절삭형상이 불규칙하게 형성되며 

추후 절삭을 진행함에 따라 워터젯 노즐을 대상물질 

내로 삽입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Fig.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절삭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Case A의 절삭성능이 Case B의 절삭성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때 절삭성능

은 60회 절삭 기준으로 Case A가 Case B에 비해 

최대 35%정도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연마재 관 설치

높이, 길이, 굴곡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마재 투입량 

및 연마재 입자 유동성의 감소를 유발하여 절삭성능

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실험결과를 통

해 터널굴착용 연마재 워터젯 시스템에 최적화된 연

마재 투입량 변동관련 영향 인자들을 사전에 고려할 

경우 대상암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절삭하여 높은 

절삭품질을 얻을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마재 투입량 및 연마재 입자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인자들을 규명하였다. 
또한, 관련 실험들을 통해 발생된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한 영향 인자들의 최적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터널 굴착용 워터젯 시스템에서 40-50 g/s의 최적 

연마재 투입량(단일 노즐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주 연마재 탱크 내부 압력은 0.1-0.2 MPa 정도(연마

재 관 내경 8 mm 사용 시)로 유지해야 한다. 이때, 
본 시스템 상에서 연마재 관 설치높이와 무관하게 

보조 연마재 탱크로 연마재를 원활하게 투입할 수 

있다. 
2.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마재 투입량을 유지하

기 위한 연마재 관 길이는 보조 연마재 탱크 입구크

기 12 mm 사용 시, 약 5.0 m까지 사용가능하다. 
보조 연마재 탱크 입구크기 8 mm 사용 시에는 

연마재 관 길이 3.75 m까지 원활한 연마재 투입량 

및 연마재 입자들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연마재 관에 약간의 미세한 굴곡이 발생하면 연마

재 투입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연마재 입자의 유동

성 수준 또한 악화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따라서 

실제 암반굴착용 워터젯 장비 사용 시 연마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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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도 유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활한 연마재 투

입과 연마재 입자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연마재 관 길이, 굴곡도, 내경이 연마재 투입 변동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마재 관 내부의 압축공기량의 수준에 따라 상기 

영향 인자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마재 투입

량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마재 워터젯 시스템의 최적

화된 연마재 투입량 변동관련 영향 인자들을 활용

하는 것이 절삭성능 및 절삭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연마재 투입 변동과 관련된 모든 영향 인자들을 

고려하여 실험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추후 워터

젯을 적용하는 터널공사(e.g. 도심지 터널, 지하 

공동구 터널)에서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기초자료

로써 실제 현장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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