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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ar prediction of TBM disc cutters is a very important issue during design as well as 

construction stages for hard rock TBMs as the cutter head interven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time and cost of tunneling. For that, some methods such as NTNU, CSM 

and Gehring models were used to predict disc cutter wear and intervention interval. 

There are however some problems to be addressed in these models in terms of 

accuracy and time for testing, so that a NAT (New Abrasion Tester) model has been 

developed in order to achieve simplicity and reliability together at the same time 

(Farrokh and Kim, 2018). On the basis, the proposed NAT model has been applied to 

○○ project in Korea. A comparative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with the 

conventional methods and as a result the NAT model showed a very good agreement 

with actual cutter life. The NAT model will be further applied to other projects to 

establish cred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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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암반용 TBM 공사에서 디스크 커터의 마모 예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비용과 공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디스크 커터 마모 예측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노르웨이 NTNU 모델, CSM 모델과 Gehring 모델이 있지만, 

시험의 정확도와 소요 시간의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NAT (New Abrasion Tester) 모델을 개발

하였다(Farrokh and Kim, 2018). 제안된 NAT를 국내 ○○ 현장에 적용하였고, 기존의 방법과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 현장의 경우 기존 방법에 비해 NAT의 예측 결과가 커터 교체 현장 실측 데이터와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

다. NAT 모델을 향후 더 많은 현장에 적용하여 모델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주요어:디스크 커터, 마모 예측 모델, NAT (New Abrasion Tester)

1. 서 론

TBM (Tunnel Boring Machine) 공법은 전면의 커터헤드를 회전시키면서 기계적으로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을 

말한다. 발파식 공법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적고 장대터널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터널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TBM은 대상 지반 종류에 따라 크게 토사용 TBM과 암반용 TBM으로 구분

되며, 이중 암반용 TBM은 높은 강도의 암석을 파쇄할 수 있는 디스크 커터를 절삭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디스크 

커터는 텅스텐강 또는 탄소강으로 이루어진 회전형 절삭 도구로서, 커터헤드가 회전하면서 접촉된 암석을 파쇄

하면서 암반을 절삭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 디스크 커터 표면은 암석과의 연속적인 마찰저항 및 중력에 의하

여 마모가 발생하게 되며, 마모 발생의 발생 원인은 광물의 구성, 광물의 경도, 입경의 형상 및 사이즈, 물리적 강

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tkinson et al., 1986).

디스크 커터의 마모는 TBM의 굴진효율 저하 및 과도한 토크 증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 커터를 적정 

시점에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정 교체 시기와 디스크 커터의 소요 수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디스크 커터의 마

모 예측이 필요하다. 디스크 커터의 마모 예측 모델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에는 노르웨이 NTNU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모델, 미국 CSM (Colorado School of Mines)모델, 프랑스 Gehring 모델 

등이 있으며, 이들 모델은 NTNU 시험 및 세르샤 시험으로부터 각기 도출된 디스크 커터 마모지수와 디스크 커터 

수명지수로부터 디스크 커터의 마모를 예측하게 된다. 그러나 세르샤 시험방법은 암석을 핀으로 긁어 측정함에 

따라 핀이 위치하는 지점에 따라 마모지수 값의 변동이 커질 수 있고, NTNU는 두 가지 시험방법을 조합하기 때

문에 세르샤 시험보다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NAT (New Abrasion 

Tester) 모델이 개발/제안되었다(Farrokh and Kim, 2018). 

본 연구에서는 ○○ 도수터널 TBM 공사를 대상으로 NAT 모델을 적용하여 디스크 커터의 마모량을 예측하고 

현장 커터 교체 기록과 비교하였고, 또한 기존의 NTNU 모델, CSM 모델, Gehring 모델과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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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디스크 커터 마모 예측 모델

2.1 기존 디스크 커터 마모 예측 모델

앞서 소개한 NTNU 시험과 세르샤 시험결과로부터 도출된 각각의 커터 수명지수와 커터 마모지수를 활용하

여 디스크 커터의 마모와 교체주기를 결정하는 예측모델이 개발되어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활

용되고 있는 모델에는 Table 1과 같이 NTNU모델, CSM모델, Gehring 모델이 있다. 

Table 1. Prediction models for disc cutter wear (Kim et al., 2017)

Reference Applying index Model or formula

NTNU model CLI

 


 

⋅


⋅⋅⋅⋅

Hf: Cutter Life

H0: Basic Cutter Life

kD: CF of TBM diameter

kQ: CF of Quartz

kRPM: CF of TBM RPM

kN: CF of Disc cutter number

N: Number of Disc cutter

CSM model CAI   
×

×

Gehring model CAI   ×


이들 모델 중 NTNU 모델은 디스크 커터의 직경과 CLI를 이용하여 커터의 가동 시간을 추정하게 되며, 절리 조

건을 포함한 다양한 영향인자를 보정계수로 적용하여 최종 디스크 커터의 수명을 결정할 수 있다. CSM 모델과 

Gehring 모델에서의 디스크 커터 수명은 세르샤 마모 지수(Cerchar Abrasiveness Index, CAI)를 이용하여 예측

하게 된다. CSM 모델은 디스크 커터가 마모가 되어 교체될 때까지 회전하여 절삭할 수 있는 최대의 선형거리를 

제시하였다(Ko et al., 2014). 이를 위한 NTNT 시험 및 세르샤(CAI) 시험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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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TNU 시험

NTNU (Norwegian University of Technology) 시험은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에서 수행된 다수의 TBM 데이

터를 이용하여 암반용 TBM의 굴진성능과 디스크커터의 마모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험이다. 시험장치는 

다음의 Fig. 1과 같이 Siever’s J Test (SJ), Abrasion Test (AVS), Brittleness Test (S20)의 3가지 시험으로 구성

되며 각각의 결과를 조합하여 굴진성능과 디스크 커터의 마모를 평가할 수 있다. NTNU 모델에서의 디스크 커터

의 마모 평가는 Siever’s J Test, Abrasion Test의 시험결과를 조합하게 되며, 이때 얻은 커터 수명지수(Cutter Life 

Index, CLI)를 이용하게 된다. 여기서 Siever’s J 시험은 암석의 표면 경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비트를 200회 회전

시켰을 때 천공 깊이를 의미한다. AVS는 1 mm 이하의 입자로 분쇄된 암분을 회전 강판에 올려놓고, 강판을 100

회 회전시킨 후에 비트의 중량 손실 값을 의미한다. 이때 SJ와 AVS로부터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CLI를 구할 수 

있다.

 

 


 (1)

(a) SJ test (SJ value) (b) Abrasion test (AVS) (c) Brittleness (S 20)

Fig. 1. NTNU test

2.3 세르샤(CAI) 시험

세르샤 시험은 Cerchar Institute (Centred ‘Etude et. Recherches de Charbonnages de France)에서 1986년에 

개발된 디스크 커터 마모시험이다. Fig. 2와 같이 세르샤 시험은 일정 수직하중(70 N)을 받는 핀을 시험을 수행하

고자 하는 암석면에 수직으로 접촉시킨 뒤 일정속도 1 mm/sec로 암석표면을 긁는데(10 mm) 시험 후 마모된 핀

의 직경의 길이로 Cerchar Abrasiveness Index (CAI, 마모지수)를 구한다. 총 5개 핀으로 시험을 수행하게 되는

데, 시험 후 각 핀의 긁힘 진행방향에서 측정한 지름과 이에 수직한 방향으로 측정한 지름의 평균값을 구하여 각 

핀마다 2개씩 측정된 총 10개의 평균 지름에 10배를 해주면 CAI 값을 산출할 수 있다(Jeong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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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erchar test

3. NAT (New Abrasion Tester) 커터 마모 예측 시험 및 모델

3.1 NAT (New Abrasion Tester) 시험

NAT (New Abrasion Tester)는 기존 시험방법을 보완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디스크 커터의 마모 예측이 가능

한 새로운 시험방법으로, 개발된 시험장치는 크게 메인 프레임, 하중 재하 장치, 암석 시편 고정부, 원형 디스크

(절삭 도구) 및 디스크 고정부, 회전장치로 구분되며, 시험장치는 Fig. 3과 같다. NAT는 기존 세르샤 시험장치와 

유사하게 암석 시료를 도구로 긁어 도구의 무게 차를 이용하여 디스크 커터의 마모량을 예측한다. 그러나 NAT는 

세르샤 시험장치에서 금속 핀을 직선으로 이동시키면서 암석을 긁는 방식과 다르게 원형의 디스크를 회전 이동

시키면서 실제 TBM 디스크 커터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마모를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세르샤 시험장치

는 금속 핀을 10 mm 이동 시켜 암석을 긁어 마모를 발생시키지만, NAT는 100 mm 회전 이동하면서 암석을 긁어 

마모를 발생시키는 차이가 있다(Fig. 4 참조).

(a) New abrasion tester (b) Test method

Fig. 3. NAT (New Abrasion Tester) and tes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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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ck sample (b) Disc (cutting tool) (c) Measuring weigh of disc

Fig. 4. NAT rock sample and disc 

시험에 사용되는 회전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스크 커터와 세르샤 시험의 사용되는 핀과 유사한 로크

웰 경도 54의 강재를 사용하였다. 디스크에 작용하는 사하중은 충분한 질량손실을 발생하면서 시험을 하는데 어

려움이 없도록 25 kg을 적용하였다. 회전속도는 20 RPM으로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모터를 사용한 자동장치로 

회전 이동시키며 NAT 시험 회전수는 50바퀴로 제안되었다(Kim et al., 2017). NAT의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우선 회전 디스크의 무게를 측정하고 회전 디스크를 본체 장치와 결합한다. ②다음으로 암석시편을 쪼개어 쪼

개진 표면이 디스크를 향하여 암석을 장치에 고정한 후 상부플레이트에 25 kg의 하중을 가한다. ③상부플레이트

를 내려 암석 시편에 원형 디스크를 접촉되도록 하여 이때 디스크와 연결된 크랭크를 50바퀴를 돌려 디스크가 암

석을 긁으면서 회전 이동시키게 한다. 여기서 시험 전 후의 디스크 중량 차이(mg)가 NAT 시험에서의 마모지수

(Disc Wear Index, DWI)를 의미한다(식 (2)). 

     (2)

여기서, 는 디스크의 시험 전 중량이고, 는 시험 후 중량을 의미한다.

3.2 NAT (New Abrasion Tester) 모델

NTNU 모델과 CSM 모델은 각각 커터 수명 지수과 마모 지수를 제안하여 디스크 커터의 마모를 평가하게 된

다. 이들 지수는 모두 TBM 공사에 필요한 디스크 커터의 수를 사전에 예상하고, 시공 중 디스크 커터의 교체주기

를 결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NAT 시험결과로부터 새로운 마모지수인 DWI 지수가 제안되었으며, Fig. 5와 같

이 총 5개 현장 다양한 암종에서 실제 디스크 커터의 마모 기록과 현장 암석을 이용한 NAT 시험과의 상관 관계로

부터 식 (3)의 모델식이 제안되었다(Farrokh and Kim, 2018). 여기서 NAT 모델에서 디스크 커터의 마모 SCWL 

(Specific Cutter Weight Loss)는 굴착 부피당 디스크 커터 마모량(g/m3)으로 정의된다. Fig. 5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 개의 암종과 현장의 시편을 이용한 시험결과와 실제 디스크 커터의 마모량을 비교한 결과에서 결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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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R2)는 0.90으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단, 표본수가 다소 적어 향후 추가적인 현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의 보완 및 개정이 필요 할 것이다. 

  
  (3)

Fig. 5. Correlation between DWI and SCWL (Farrokh and Kim, 2018)

Fig. 6은 TBM 굴착 거리당 디스크 커터 당 마모율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각각의 디스크 커터가 굴착 이동하

는 원주에 간격을 곱하여 커터당 굴착 단면적을 구하며, 여기에 TBM 종방향 이동거리를 곱하면 디스크 커터 당 

굴착 부피를 구할 수 있다. 

Fig. 6. Calculation of SCWL for NAT (Farrokh and Ki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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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적용

4.1 현장 소개

○○ 현장은 기존 도수터널 노후화에 따른 신설터널 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현장으로 연장 11.5 km의 기존 도

수터널에 병렬로 신규 도수터널을 TBM으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굴착은 TBM 직경은 4.0 m로 Open TBM

이 적용되었으며 2대의 TBM 양 방향 수직구에서 굴진하여 중간에서 관통하게 된다. 터널이 굴착되는 지반은 도

수터널의 심도는 약 100~300 m이며, 최대 620 m 토피를 가진다. RMR 20~95인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

반등급은 2등급에서 3등급이 주요하며, 일부 4등급 지반에서 절리가 다소 발달되어 있다. Fig. 7은 지질 평면도 

및 종단면도를 나타낸다. 현장에 투입된 TBM은 굴진 추력이 10,000 kN이며, 토크는 922 k-m 제원을 가지며, 굴

진 파워는 1000 Kw이다. TBM 총 길이는 47 m이며 TBM 본체는 10.3 m에 해당한다. 다음의 Fig. 8은 시공 중 

TBM 후방과 커터헤드 전방의 굴착지반 전경을 나타낸다.

Fig. 7. Geological map of ○○ site

(a) TBM (b) Rock surface in front of cutter head

Fig. 8. Photograph of TBM & Rock surface in front of cutter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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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디스크 커터 마모량 측정

현장 투입된 TBM의 커터헤드에는 17인치 디스크 커터 35개가 사용되었으며 이중 3개의 디스크 커터는 외곽 

게이지 커터이다. 다음의 Fig. 9는 커터헤드 디스크 커터 설치 도면을 나타내며, 디스크 커터 간격은 중심부로부

터 외곽부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게 배치되었다. 디스크 커터의 간격과 설치 위치된 반경으로부터 커터헤드가 1회

전 하였을 때 각 디스크 커터의 굴착단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단, Fig. 9와 같이 동일한 회전 반경을 가지는 외

곽 게이지 커터가 3개이므로 게이지 커터의 굴착단면적은 게이지 커터의 개수로 나누게 된다.

Fig. 9. Cutterhead layout drawing

현장에서 디스크 커터의 교체기록을 정리하여 각각의 디스크 커터의 굴착거리, 교체시 마모타입, 마모 발생량

을 조사하였으며, 일부 구간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의 Fig. 10과 같다. 디스크 커터 8번의 경우에 3월 12일 새로

운 디스크 커터로 교체한 이후 4월 25일 교체까지 총 523.3 m 굴착하였으며, 교체되었을 때 디스크 커터는 정상

마모 상태로써 이때 마모 두께는 28 mm로 관측되었다. 

Fig. 10. Record for cutter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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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커터 교체 타입은 정상마모부터 파손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여 기록 하였으며 이들 대표적인 마모 

형태 별 발생원인은 Table 2와 같다. 현장의 실측 커터 교체 기록을 통해 굴착거리 및 마모량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7개의 커터에 대해 굴착 부피 당 디스크 커터 마모량을 산정하였다(Table 3). 

Table 2. Disc cutter wear schemes 

Wear type Description Wear scheme

Normal wear Uniform wear on the tip

Uneven wear
One sided wear due to clogged disc or 

jammed bearing due to dust intrusion

Chipping
Due to highly stressed disc in hard rock,

split into small pieces

Mushrooming
Inefficient steel hardness resulting in 

severely deformed ring

Table 3. Disc cutter wear weigh loss 

Cutter No Duration
Excavation

distance (m)

Cutter location 

(distance from 

center, mm)

Excavation 

volume (m3)

Wear weigh loss Weight loss per 

excavation 

volume (g/m3)

Thickness 

(mm)

Weight

(kg)

26 2/27~3/12 236.1 1,968 103.6 16 3.30 31.8

18 3/11~4/11 324.3 1,646 179.3 26 5.36 29.9

27 4/11~5/5 348.1 1,787 162.1 22 4.53 28.0

28 4/19~5/5 218.5 1,744 107.7 23 4.74 44.0

29 4/11~5/5 348.1 1,827 151.8 23 4.74 31.2

30 4/10~5/5 414.6 1,863 172.9 24 4.95 28.6

30 5/19~6/1 267.9 1,863 111.7 21 4.33 38.7

4.3 디스크 커터 마모량 예측 및 비교 

실제 디스크 커터 마모량 측정은 시험에 사용된 암석시편과 동일한 암종을 굴착한 디스크 커터를 선별하여 예

측모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35개의 디스크 커터 중 암석시편을 채취한 지점 전후로 한달 이내 디스크 커

터교체가 이루어진 디스크 커터를 선별하였다. 또한 디스크 커터가 파손되거나 편마모가 발생된 경우에는 정상

적인 마모메카니즘에 의한 마모가 아닌 이상치 강도의 암석출현이나 복합지반 등이 원인이며, 평균적인 디스크 

커터의 마모량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정상 마모된 디스크 커터를 대상으로 최종 7개의 디스크 커터를 선별하

였다(Table 3). 현장에서 TBM 굴착 중 채취된 암석시편을 이용하여 NAT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시험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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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점의 3개 암석 시편을 이용하여 시험결과는 평균 값으로 산출하였다. 다음의 Fig. 11은 시험 전경을 보이며, 

Table 4는 현장 암석 시편을 이용한 NAT 시험결과 값을 나타낸다.

(a) Rock sample (b) NAT testing (c) Measuring disc weight

Fig. 11. NAT and rock sample

Table 4. NAT Test results 

No 1 2 3 4 5

Sampling date 2018-03-04 2018-03-16 2018-03-22 2018-04-25 2018-05-29

Station 2+539 2+676 2+751 3+127.8 3+576

DWI 30.3 35.9 19.7 55.8 43.1 

NAT 시험결과 DWI를 구하고, 식 (3)에 대입하여 디스크 커터의 마모량을 예측하였고, 앞서 Table 3과 같이 35

개 디스크 커터 중 선별된 7개 디스크 커터의 실제 마모량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Table 5와 같이 0.89~1.17배 수

준으로 비교적 정확한 예측를 보여주었다. Table 5에 따르면 디스크 커터 26번은 2월27일과 3월12일에 교체가 되

었다. 이기간 중 3월4일에 채취된 암석을 이용하여 NAT 시험을 수행하였다. 예측된 디스크 커터의 마모량과 실제 

디스크 커터의 마모량을 비교한 결과로부터 예측결과 대비 실제마모량 비는 0.93으로 유사성을 보였다. 

Table 5. Comparison between site record and test results

Measuring weigh loss NAT results

(A)/(B)
Cutter No Duration

Excavation

distance 

(m)

Excavation 

volume 

(m3)

Actual 

weight loss 

(g/m3) (B)

Test No
Sampling 

date
DWI

Predicted

weight loss 

(g/m3) (A)

26 2/27~3/12 236.1 103.6 31.8 1 3/4 30.3 29.5 0.93

18 3/11~4/11 324.3 179.3 29.9
2 3/16 35.9

27.8 28.3 0.95
3 3/22 19.7

27 4/11~5/5 348.1 162.1 28.0

32.9 4 4/25 55.8 38.6 1.17
28 4/19~5/5 218.5 107.7 44.0

29 4/11~5/5 348.1 151.8 31.2

30 4/10~5/5 414.6 172.9 28.6

30 5/19~6/1 267.9 111.7 38.7 5 5/29 43.1 34.5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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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NTNU 시험 및 세르샤 시험과 비교분석하기 위해 NAT 시험과 동일한 암석시편에 대해 세르샤(CAI)시

험을 수행하였고, 설계 단계에서 수행된 동일한 암종 및 암반등급에 대한 NTNU 시험결과를 확보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NTNU 모델, CSM모델, Gehring모델을 이용하여 마모를 예측하고 실제 현장 계측기록과 비교하였다. 다

음의 Fig. 12는 세르샤(CAI)시험 전경 및 설계 단계에서 수행된 NTNU 시험 전경을 보여준다.

 

(a) Cerchar test (b) AVS test (NTNU) (c) Siever's test (NTNU)

Fig. 12. Cerchar & NTNU tests 

앞서 NAT 시험결과로부터 예측한 26번 디스크 커터에 대해 기존 모델 결과와 비교하여 Table 6에 정리하였다. 

Table 5에서는 NAT의 평균값 0.93을 제시한 반면, Table 6에서는 각 NAT 결과 0.79~1.14를 나타내었다. 이는 

실험 결과의 분포도를 상호 비교하기 위함이다. NTNU는 예측/실제 값이 0.77, CSM 모델은 0.66~1.28로 NAT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Gehirng 모델은 그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중 

CSM 모델의 예측/실제 비교 결과는 0.66~1.28로 평균 값은 예측/실제가 1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나, 값의 변동성

이 NAT 모델과 비교하여 큰 것으로 나타나 시험결과에 따라 정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Disc cutter wear weigh loss

Test results
Prediction

(A)

Measured

(B)
(A/B)

NTNU model CLI 8.5 80.0 m3/cutter 103.6 m3/cutter 0.77

CSM model CAI 5.4~10.5 195~378 km/cutter 293.9 km/cutter 0.66~1.28 

Gehiring model CAI 19.2~69.2 mg/m 11.2 mg/m 1.71~6.18

NAT model DWI 21.4~46.9 25.1~36.1 g/m3 31.8 g/m3 0.79~1.14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암반용 TBM의 디스크 커터 마모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개발된 NAT (New Abrasion Tester)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여, 실내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이용한 커터 마모 예측치를 현장 실측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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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현장 데이터를 기존의 마모량 예측 방법과도 비교, 평가하였다. ○○ 현장의 경우 NAT의 예측 결과가 커

터 교체 현장 실측 데이터와 기존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 기존 TBM 디스크 커터 마모 예측 시험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NTNU 시험과 세르샤 시험이 있다. 

NTNU 시험은 복잡한 시료성형과정을 거치고 시험결과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숙달되지 않은 기술

자가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또한 세르샤 시험은 시편에 따라 시험결과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 다수의 시

험 수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NAT (New Abrasion Tester) 모델이 개발 되었다.

2. NAT는 원형의 디스크를 회전이동 시키면서 암석을 절삭하는 동안의 디스크 마모량을 가지고 마모지수

(DWI, Disc Wear Index)를 제안하는 시험으로, 현장의 암석시료를 가지고 NAT로부터 DWI를 구해 실제 

TBM 굴진중의 디스크 커터 마모량 예측이 가능하다. 

3. 본 연구에서는 NAT모델을 국내 ○○ 현장 도수터널 공사에 적용하여 디스크 커터의 마모량을 예측하고 실제 

디스크 커터의 마모량과 비교하였다. 현장에서 측정된 디스크 커터 마모량 대비 예측 결과는 0.89~1.17 수준

으로 위치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비교적 정확한 예측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또한 현장의 디스크 커터 마모량을 기존의 NTNU 모델, CSM 모델을 이용한 디스크 커터 예측 결과와 비교하

였다. 비교 결과 디스크 커터의 마모 예측값/실제값 비율이 NAT 모델에서 가장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CSM 모델은 변동성이 NAT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본 연구를 통하여 간단한 실내시험을 이용하여 신뢰도 높은 암반 TBM 디스크 커터 마모 예측의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향후 다양한 암종 및 암반등급의 NAT 시험결과와 실제 현장 데이터를 추가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

한 디스크 커터의 마모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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