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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광산에 적용된 부분단면굴착기용 국산 코니컬 픽커터의 

성능평가 연구

최순욱, 장수호*, 이철호, 이규필, 배영환, 하태욱

Performance Evaluation of Conical Picks for Roadheader in 

Copper Mines

Soon-Wook Choi, Soo-Ho Chang*, Chulho Lee, Gyu-Phil Lee, 

Young Hwan Bae, Tae-Wook Ha

Abstract Roadheader that excavates ground using pick cutters installed on the cutting head is one of the partial-face 

machines. A conical cutter among pick cutters is excavation tool decreasing the loss of cutter using tungsten carbide 

insert at the tip of the cutter and it has been widely used in the roadheaders. In this study, durability performance 

for three kinds of conical cutters was evaluated in copper mines composed of Manto and conglomerate. After field 

test, the visual inspection as well as the weight loss measurement of pick cutters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damage of pick cutters. In addition, CT scan and SEM were performed to check whether or not crack and 

apertures in pick cutters. As results, the conical cutter with hardfacing was evaluated as having the best durability 

performance and it was unable to find cracks in all cutters investigated.

Key words Roadheader, Cutting head, Pick cutter, durability performance, Copper mines

초  록 로드헤더는 커팅헤드에 픽커터를 설치하여 지반을 굴착하는 장비이다. 픽커터는 일반적으로 코니컬타입

을 사용하며, 코니컬 픽커터는 선단부에 마모에 강한 텅스텐카바이드 팁을 사용하여 커터의 소모를 감소시키는 

굴착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리광산의 망토와 역암으로 구성된 복합지반을 대상으로 로드헤더 커팅헤드에 

3종류의 코니컬 픽커터를 사용하여 내구성능을 살펴보았다. 현장적용 후, 픽커터의 육안조사와 중량감소율 측정, 

그리고 CT 및 SEM을 이용한 내․외부 균열조사를 수행한 결과, 하드페이싱으로 보강한 코니컬 픽커터의 내구성

능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각 코니컬 픽커터의 내․외부에서는 현장적용 전과 후 모두에서 매크로 크랙 및 미세균

열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핵심어 로드헤더, 커팅헤드, 코니컬 픽커터, 내구성능, 구리광산

1. 서 론

로드헤더(roadheader)는 장비 전방에 장착된 커팅헤드

(cutting head)에 다수의 픽커터(pick cutter)를 배열하여 

회전시킴으로써 암반 또는 콘크리트를 굴착하는 장비이

다. 이 장비는 자유단면 굴착기 또는 부분단면 굴착기

(partial-face machine)로 불리는데 TBM(Tunnel Boring 

Machine)과 같은 전단면 굴착기(full-face machine)에 비해 

굴착단면의 형상을 구현하는 데 자유롭기 때문이다.

로드헤더는 쉽고 빠르게 굴착단면의 크기와 형상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광산과 터널, 그리고 수갱굴하

(shaft sinking)에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로드헤더의 굴착대상 지반의 강도는 픽커터의 절삭성

능과 내마모성의 한계로 인해 압축강도가 100 MPa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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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oadheader of Antraquip Corporation (H-150)

Fig. 2. Cutting head of roadheader (H-150)

Fig. 3. Working face of M303C driftway

하인 연암 또는 보통암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

지만, 근래에는 120 MPa 이상의 경암을 대상으로 하는 로

드헤더가 제작되고 있다(Rostami et al., 1994; SANDVIK, 

2012). 이 장비는 특히 터널의 지보재가 설치된 상황에서 

터널을 연결하는 피난연락갱 등을 시공할 때 사용하는 발

파, 유압브레이커(hydraulic breaker), 스플리터(splitter)

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유압브레이커 대비 작업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Bilgin et al., 1997).

로드헤더의 커팅헤드는 회전방향에 따라 붐의 방향과 

커팅헤드 중심축 방향이 일치하는 종방향(axial) 커팅헤

드와 직교하는 횡방향(transverse) 커팅헤드로 구분된

다. 횡방향 커팅헤드는 일반적으로 종방향 커팅헤드에 

비해 높은 강도의 암반을 굴착하는 데 유리하다.

TBM의 디스크커터(disc cutter)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픽커터는 래디얼타입(radial picks or drag bits)과 코니

컬타입(conical picks or point attack pick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래디얼타입은 로드헤더의 사용 초기에 연암을 

대상으로 주로 적용하였으나, 내구수명이 짧은 문제로 

현재는 대부분 코니컬커터가 사용되고 있다. 코니컬커

터는 텅스텐 카바이드 삽입재(insert)와 카바이드 삽입

재가 삽입되는 두부(head), 두부와 연결되어 홀더(holder)

에 삽입되는 샤프트(shaft)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반이 

약할 경우 두부가 좁은 형태를 사용하여 관입성능을 높

이는 반면, 경암에서는 큰 충격에 대한 저항성과 내구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두부와 삽입재의 폭이 넓은 것

을 사용한다(Choi et al., 2014a; Park et al., 2013).

픽커터는 일정한 깊이(cutting depth)만큼 암반 내로 관

입되어 절삭하며, 이때 픽커터 선단에는 연직력(normal 

force), 절삭력(cutting force), 암반과의 마찰에 의한 구동

력(side force)이 발생하게 된다(Choi et al., 2014a; Choi 

et al., 2014b). 암반을 절삭하는 동안 커팅헤드에 설치된 

모든 픽커터에서 발생하는 커터작용력은 로드헤더의 자

중과 커팅헤드의 유효 추력/토크/동력 이내이어야 한다 

(Balci et al., 2004; Copur et al., 2011; Park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로드헤더 커팅헤드에 장착되어 지반을 

굴착할 수 있는 3종류의 코니컬커터를 구리 광산의 복

합지반에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코니컬커터는 

로드헤더 장비 선정 시 선택된 국외 제품 1종과 동일경

도의 국산제품 1종 그리고 텅스텐카바이드 팁 부분을 

보강한 국산 제품 1종을 Antraquip H-150 로드헤더의 

횡방향 커팅헤드(transverse type)에 적용하였다.

2. 적용현장 현황

본 연구에서는 로드헤더 커팅헤드에 설치되는 코니컬

커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멕시코 산타로살리오 지방

의 볼레오 광산(Boleo mines)에서 활용하고 있는 An-

traquip H-150 로드헤더(Fig. 1)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로드헤더는 횡방향 커팅헤드 방식(transverse type cutting 

head)이며, 드럼 양측에 39개씩 총 78개의 픽커터 홀더

(holder)가 3열의 나선형으로 배열된 구조이다(Fig. 2).

볼레오 광산의 대표적인 암반 조건은 망토(Manto; 20

세기 초 프랑스가 굴착하고 남은 광미를 쌓아둔 층)와 

역암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복합암반 조건이다(Fig. 3). 

본 연구에서는 복합암반 막장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M303C 광산 내 1번 주운반갱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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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S

Fig. 4. Conical cutters for in-situ testing

Table 1. Production specifications of pick cutter examples

Hardness Grain Size (μm)
Components

TRS*
Co W

#1

(without hard facing)
HRA86.5  3-9 11% 89% 260 kgf/mm

2

#2

(with hard facing)
HRA88.5  3-6 8% 92% 260 kgf/mm

2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hardfacing

Chemical composition (wt%)

C Mn Si Cr Ni Mo

Hardfacing 0.26 0.72 0.50 13.2 0.89 1.05

3. 픽커터 구분 및 배치

3.1 코니컬커터의 형상 및 사양

본 연구에서는 볼레오 광산 현장에서 기존에 사용하

고 있는 SANDVIK의 코니컬커터 제품 1종(S), 기존 현

장제품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 국산 코니컬커터 제품 1

종(#1), 그리고 #1 제품에 내마모성 향상을 위해 하드페

이싱(hardfacing)을 부가한 제품 1종(#2)을 같은 조건에

서 비교하여 커터의 내구성을 측정해 보고자 하였다

(Fig. 4).

코니컬커터는 선단부분의 텅스텐 카바이드(Tungsten 

Carbide, TC) 삽입재가 암반과 맞닿아 일정 관입깊이 

만큼 암반을 파쇄하고 인접 커터가 암반을 파쇄할 때 

인접 커터 사이에 인장균열이 발생하여 굴착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굴착도구이다. 따라서 암반과 직접 맞닿는 

텅스텐 카바이드 삽입재의 품질과 삽입재의 두부(head) 

고정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암반절삭 작업 중 삽입

재를 감싸고 있는 두부의 마모손실과 강성부족은 삽입

재가 정상적으로 마모된 후 교체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이 된다. 텅스텐 카바이드 삽입재는 매우 높은 수준의 

내마모성 재료이고 커팅헤드의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암반과의 충격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인성이 커야 한다. 

Table 1은 국산 코니컬제품인 #1, #2의 텅스텐 카바이

드 삽입재의 제작 사양이다.

#2제품에서 사용한 하드페이싱은 텅스텐 카바이드 

삽입재 주변의 마모에 따른 삽입재의 망실을 줄이기 위

한 것으로서 마르텐사이트계 용접봉을 사용하여 3열

로 배치하였다. 사용된 하드페이싱의 화학성분 조성은 

Table 2와 같다.

3.2 코니컬커터의 배치

동일한 조건에서, 현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제품(S)

과 국산 코니컬커터(#1, #2)를 비교하기 위해 Antraquip

사(H-150)의 로드헤더 횡방향 커팅헤드(Fig. 2) 좌측 드

럼에 S제품 20개와 #1제품 19개를 설치하고 우측 드럼

에는 마찬가지로 S제품 20개와 #2제품 19개를 설치하

였다. 각 코니컬커터 제품들은 회수 시 구분을 위해 락

카스프레이를 이용하여 S제품은 흰색, #1제품은 노란

색, #2제품은 분홍색으로 색상 차이를 두었다(Fig. 5).

4. 현장적용결과

4.1 현장적용 후 코니컬커터의 육안조사 및 중량감소율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업 전 사용

하던 모든 코니컬커터를 제거하고 3.2절의 배치방법에 

따라서 로드헤더 커팅헤드에 코니컬커터를 배치한 다

음, 망토와 역암이 혼재되어 있는 볼레오 광산 M303C

의 1번 주운반갱도 막장에서 코니컬커터의 현장적용을 

실시하였다. 로드헤더 운용시간은 24시간으로 동일하

며, 24시간 이후 전량 회수하여 육안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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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b) #2

Fig. 5. Classification of conical cutters

(a) Cutting head covered with muck (b) Inspection of conical cutters

Fig. 6. Inspection of conical cutters in working face

막장에서의 굴착조건을 살펴보면 역암 굴착 시에는 

역암 내 핵석의 영향으로 로드헤더의 굴착 진동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망토 굴착 시에는 광미 분말이 수분과 

섞여서 커팅헤드를 덮어버리는 매우 불리한 굴착조건

이었다(Fig. 6a). 막장에서는 커팅헤드가 토사로 덮여 

있는 관계로 정확한 픽커터의 손상 및 파손 정도를 육

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므로, 모든 픽커터를 외부

로 반출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Fig. 6b).

회수된 코니컬커터들을 육안조사한 결과, 커팅헤드 

좌측과 우측 코니컬커터들의 마모상태가 유사하여 위

치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7a와 

Fig. 7b는 굴착작업 후 회수한 코니컬커터들이다. Fig. 

7a와 Fig. 7b 모두에서 SANDVIK의 S제품이 #1과 #2

의 제품에 비해 텅스텐카바이드 팁의 손실이 많이 나타

났으며, 마모손실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1에 비해 #2 

제품의 손실량이 더 작게 나타났다. 

Table 3은 코니컬커터의 굴착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텅스텐카바이드 잔존 유무에 대해서 각 코니컬

커터 제품별로 육안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S제

품의 경우 2회 모두에서 텅스텐카바이드의 손실이 50% 

(10개)로 나타났으며, #1 제품의 경우 11%(2개), #2 제

품의 경우는 가장 적은 6%(1개)로 나타났다.

Table 4는 텅스텐카바이드를 포함한 코니컬커터 두

부에서의 손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적

용 전과 후의 코니컬커터 중량차이를 측정한 것이다. 

각 제품들의 중량손실율은 S제품이 9%, #1제품이 5%, 

#2제품이 3%로써 하드페이싱으로 보강한 #2제품이 가

장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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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 and #1 sample

(b) S and #2 sample

Fig. 7. Visual inspection of conical cutters after field test

Table 3. Visual inspection results of conical cutters after field test

Number of cutters

(nonexistence of TC)

Number of cutters 

(existence of TC)
Remarks

S 10 (50%) 10 (50%)
Loss of TC tip and 

severe wear of head (10 unit)

#1 17 (89.5%) 2 (10.5%)
Wear damage of connection part 

between TC and head (5 unit)

#2 17 (94.4%) 1 (5.6%) Loss of TC tip (1 unit)

Table 4. Average weight loss of conical cutters after field test

　
Average weight before 

use (g)

Average weight after 

use (g)

Average weight 

loss (g)

Average weight 

loss (%)

S 1023.15 928.18 94.97 9.28

#1 1031.46 978.38 53.08 5.15

#2 1038.93 1005.94 32.99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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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ditions for CT imaging

Tube voltage [kV] 220

Tube current [mA] 1000

Transmission time [sec] 1

Pixel size [mm] 0.2643

Operating X-ray Tube 320 KeV

Projection Number 1800

Fig. 8. Variation of average weight loss of pick cutters

Fig. 9. X-ray CT equipment

(a) S (b) #1 (c) #2

Fig. 10. Example of X-ray CT images

4.2 코니컬커터의 내부 균열 조사

본 연구에서는 코니컬커터의 현장적용 후 표면과 내

부의 균열(macro crack), 그리고 미세균열(micro crack)

의 발생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X-ray 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과 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분석을 실시하였다. 

CT는 X선을 이용하여 물체의 내부구조를 3차원으로 

검사하는 비파괴기술로써 본 연구에서는 Fig. 9와 같은 

산업용 멀티튜브 X-ray CT장비를 사용하여 Table 5와 

같은 조건에서 촬영을 실시하였다. 대상재료가 강철과 

텅스텐카바이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에너지의 X

선으로는 투과가 불가능하여 320 kV 튜브를 이용하였다.

Fig. 10은 각 코니컬커터 제품별 CT촬영된 이미지의 

예이다. 코니컬커터 제품별로 각각 4개씩 CT촬영을 수

행하였으며, CT촬영이미지분석에서는 0.26 mm 픽셀

크기 이상의 균열을 조사하였다. 이미지분석결과, 내부 

및 외부의 균열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니컬커터는 텅스텐카바이드 팁에 의해 지반을 굴착

하는 장비로서 텅스텐카바이드 팁이 손실되면 굴착도

구로서의 기능이 급격히 상실된다. 따라서 텅스텐카바

이드 팁은 굴착에 의한 충격 등에도 코니컬커터의 두부

에 잘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굴착에 의해 발생하는 텅

스텐카바이드 팁 주변 두부(head)의 마모손실에 의해서 

텅스텐카바이드 팁이 망실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코니컬커터의 두부에 텅스텐카바이드 팁

을 설치하기 위해 은납(silver solder)을 이용한 고정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은납은 유동성이 좋고 납땜한 자

리의 강도와 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

법이지만, 커터의 두부에 은납을 가열하여 부은 후, 텅

스텐카바이드 팁을 고정하는 작업에서 기포가 발생하

여 공극이 생길 수 있다. Fig. 11은 이러한 은납작업에 

의해 발생한 공극을 촬영한 CT이미지다(초록색부분이 

공극).

코니컬커터의 두부와 텅스텐카바이드 팁의 연결부에

서의 공극은 국내․외 제품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일부 제

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지만, 공극크기는 국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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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 (b) #1, #2

Fig. 11. CT images in the connection part between TC tip and head

Fig. 12. Example of specimens production

(a) TC (b) Head (c) TC (d) Head

Before field test After field test

Fig. 13. SEM images of S pick cutters before and after field test

(a) TC (b) Head (c) TC (d) Head

Before field test After field test

Fig. 14. SEM images of #2 pick cutters before and after field test

인 #1과 #2제품이 S제품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팁과 

두부의 연결부는 텅스텐카바이드 팁이 손․망실되지 않

고 굴착도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

분이므로 연결부의 공극 축소 및 연결부의 강도를 유지

하기 위한 연결부 제작에 대한 작업방법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T이미지분석과 더불어 코니컬커터의 내부 및 표면에

서의 미세균열을 조사하기 위하여 SEM분석을 실시하였

다. SEM이미지는 SNE-3000M장비를 사용하여 촬영하

였고 해상도(resolution)는 1.0 nm(15 kV)이며, 배율(mag-

nification)은 100, 300, 700배로 하였다. SEM이미지촬

영을 위한 시험편은 현장적용 전과 후의 코니컬커터(S제

품과 #2제품)로부터 Fig. 12와 같이 텅스텐카바이드 팁 부

분과 두부의 중앙부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Fig. 13은 현장적용 전과 후 S제품의 텅스텐카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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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 두부에 대한 700배율의 SEM이미지이며, Fig. 14

는 #2제품에 대한 700배율의 SEM이미지이다. SEM이

미지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촬영되었으며, 모

든 위치와 배율에서 미세균열은 보이지 않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복합지반으로 구성된 구리광산에 코니

컬커터 3종류를 현장적용한 후 커터의 손상 및 마모와 

같은 내구성능을 평가하였다. 육안조사와 중량감소율을 

측정한 결과, #2제품, #1제품, S제품 순으로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장적용 후 내부와 외부의 

균열 발생 유무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조사된 모든 커터

에서 거시균열 및 미세균열을 발견할 수 없었다.

현장적용 후 횡방향 커팅헤드 양측의 각 코니컬커터

별 마모정도가 유사하였고 절삭 대상 지질조건이 수평

으로 망토층과 역암층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과 커팅헤

드의 작업특성을 고려할 때, 내구성능 평가조건은 각 

코니컬커터별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S제품의 손상이 가장 크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대상 

현장지반조건이 강도 특성이 상이한 망토층과 역암층

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특히 역암층의 자갈을 만난 S제

품의 텅스텐카바이드 팁이 충격에 의해 망실이 많이 발

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코니컬커터는 텅스

텐카바이드 팁이 굴착의 핵심 부품이므로 굴착충격 또

는 굴착 중 팁 주변의 두부마모에 의해 굴착 도중 망실

이 되지 않도록 코니컬커터의 두부와 텅스텐카바이드 

팁의 연결부 제작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드페이싱에 의

해 보강된 #2제품의 손상이 가장 작게 나타난 것은 연

결부 제작 시 연결부 주변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위 결과들은 연결부 주변이 보강된 코니컬커터를 사

용할 경우 커터의 수명연장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교체

주기 감소로 인한 장비 운용시간 증가 및 교체에 필요

한 인력감소에서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보강된 

코니컬커터는 기존 코니컬커터 대비 약 20~30%의 작

업시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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