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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cavation performance and the cutting tool wear prediction of shield TBM are 

very important issue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in TBM tunneling. For hard-rock 

TBMs, CSM and NTNU model have been widely used for prediction of disc cutter 

wear and penetration rate. But in case of soft-ground TBMs, the wear evaluation and 

the excavation performance have not been studied in details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ground behavior and therefore few testing methods have been proposed. In this 

study, a new soil abrasion and penetration tester (SAPT) that simulates EPB TBM 

excavation process is introduced which overcomes the drawbacks of the previously 

developed soil abrasivity testers. Parametric tests for penetration rate, foam mixing 

ratio, foam concentration were conducted to evaluate influential parameters affecting 

TBM excavation and also ripper wear was measured in laboratory. The results of 

artificial soil specimen composed of 70% illite and 30% silica sand showed TBM 

additives such as foam play a key role in terms of excavation and tool wear.

Keywords: EPB TBM, SAPT (Soil Abrasion Penetration Tester), TBM performance, 
Cutting tool wear, F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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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쉴드 TBM 공사에서 굴진율 예측과 마모량 예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공사비와 공기를 추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암반지반용 TBM의 경우 실험이나 축적된 현장 data를 기반으로 CSM 모델, NTNU 모델 등이 커터 마모량부터 

굴진율 예측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토사지반용 TBM은 지반의 복잡성과 정확한 실험방법의 부재로 인해 이를 정확

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토사지반용 TBM 실험장치들의 단점을 개

선하여 TBM 굴착과정을 모사한 실험 장치(Soil Abrasivity Penetration Test, SAPT)를 개발하였다. 회전당 관입 깊이, 

RPM, 첨가재(foam) 배합비 및 농도 등의 TBM 굴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추력, 토크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마모량을 측정하였다. 모래(규사) 70%와 점토(일라이트) 30%로 조성된 인공시료에 대한 실험 결

과 foam 배합비가 굴진성능과 마모량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EPB TBM, SAPT (Soil Abrasion Penetration Tester), TBM 굴진성능, 마모량, Foam

1. 서 론

쉴드 TBM 공법은 막장면의 지지방법에 따라 토압식(Earth Pressure Balanced, EPB)과 이수식(Slurry shield) 

TBM으로 나뉜다(Park et al., 2015). 이 중 EPB TBM은 커터헤드(cutter head) 후방에 위치한 쉴드 챔버에 굴착 

토사(혹은 암반)가 유입되고 Screw conveyor의 배토 회전 속도로 챔버내 토압을 조절하여 막장면의 압력을 관리

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사질토 이하의 지반에 적합하였지만 최근에는 첨가제(foam, polymer, anti-clogging 

제 등)의 적합한 사용과 함께 암반 지반에도 적용되고 있다.

TBM 공법은 면판을 회전시키면서 기계적으로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으로 설계단계에서 TBM의 굴진성능과 

커터의 마모량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반용 TBM에서는 암석조건에 따른 굴진성능과 디스크 커터의 마모

량을 예측 및 평가하는데 실험적인 모델(NTNU, CSM 등)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는 암반지

반 TBM data를 기반으로 발전된 모델이기 때문에 토사지반의 TBM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토사지반용 TBM은 챔버 압력, 배토 속도, 첨가제 배합조건 등의 장비와 관련된 변수들에 함수비, 입도 분

포, 석영 함유량 등 다양한 토사지반의 조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커터의 마모량 및 굴진성능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사전 예측이 어렵고 관련된 연구도 NTNU와 Pennstate University 등 일부 해외에서 제한적으로 진행

되었다. 또한 해당 연구들은 굴진성능에 대한 평가가 아닌 커터의 마모에만 국한되었다(Jakobsen, 2014; 

Gharahbagh, 2013; Koppl, 2014). 기존의 시험 장비를 보완하여 실내시험을 실시하거나, 기존 현장 자료들을 이

용하여 토사지반 TBM cutting tool의 마모량을 예측하였으나 연구에 사용된 장비들이 굴진 중 배토 및 챔버압 제

어 등 실제 TBM의 운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현장 자료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공개되어 

있지 않고 그 개수가 많지 않아 결국 토사지반 TBM의 굴진성능 예측은 장비 제작사의 판단(권장 사항)이나 적은 

양의 기존 현장 자료에 의존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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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사지반 TBM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첨가제인 foam의 배합성능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현장 토사를 foam

과 섞어서 slump test를 수행하여 기준을 맞추고 있으나, 이는 대기압 하에서 수행되는 실험으로 챔버압 하에서 

배토되는 실제 TBM 장비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압력 조건 하의 foam 배합성능 시험 및 토사지반 TBM의 굴진성능과 커터의 마모량 

평가를 목적으로 실제 TBM의 굴진을 모사한 새로운 시험장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초기실험을 실시하

여 굴진성능과 마모량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인자를 판별하였다.

2. 토사지반용 EPB TBM 모사 시험장치 개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NTNU나 Pennstate Univ의 장비로는 실제 TBM의 굴진 과정을 정확히 모사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TBM과 같이 굴진 및 배토를 수행하여 챔버압을 조절할 수 있고, blade의 마모

를 측정할 수 있으며 굴진속도에 맞춰 foam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추가적으로 챔버 내에

서 foam이 혼합된 굴착토에 대해 압력상태에서 (챔버 내) 직접 전단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vane 전단 시험장치를 

장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foam 혼합토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구현하고 최적 배합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해당 장비는 SAPT (Soil Abrasion Penetration Tester)라 명명하였으며 장비의 상세 구성은 챔버(soil chamber, 

굴착토가 유입되고 배토될 수 있으며 vane 전단 시험장치가 장착되며 압력 측정 및 챔버압 유지를 통한 패킹 seal

이 부착), 시료 박스(specimen box, 원통형 형상으로 패킹 seal로 밀폐되어 압력 손실이 없으며 단으로 분리되어 

각 단별 다짐이 가능하고 복합지반을 구성할 수 있음), 소형 blade (위치 별로 마모 측정이 가능한 ripper가 장착되

고 foam 및 기타 첨가제 주입이 동시에 가능), vane 형태 전단 시험장치(챔버압력 상태에서 혼합토에 대한 전단강

도 측정), shaft식 screw conveyor (RPM 조절이 가능하여 챔버 내의 압력조절이 가능하며, 다양한 pitch 간격의 

실험이 가능하도록 교체할 수 있음), 하중 재하 및 측정부(weight loading part, 커터헤드에 일정한 수직하중을 가

하기 위해 베어링 및 실린더로 구성) 및 모니터링 및 제어부(시간에 따른 하중, 토크, 굴진율 등을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하고 설정한 값으로 제어)로 이루어져 있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장비의 도면 및 사진은 Fig. 1과 같다.

SAPT 장비 각 부분의 특징으로는 먼저 챔버의 경우 내부에 경사를 조성하여 배토를 원활하게 유도하였고, 

blade의 경우 첨가제 2개를 동시에 주입할 수 있는 주입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면판에 장착하는 ripper (총 5개)는 

알루미늄 재질로 실험 후 따로 분리가 가능하여 질량 변화(마모량)를 측정할 수 있고, 각 위치는 독립적인 굴착 경

로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또한 vane 전단 시험장치의 경우 중공형으로 제작되었으며 blade 상부에 장착

되지만 별개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굴착과 동시에 또는 정지 시에도 독립적인 구동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SAPT 장비의 챔버 지름은 200 mm로 실제 TBM에 비해 작기 때문에 미량의 foam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여, 배합조건에 따라 실제 TBM과 동일한 원리로 foam을 발생시키는 장비를 추가적으로 제

작하였다(Fig. 2). 해당 장비는 foam 배합의 주요 변수인 FIR (Foam Injection Ratio), FER (Foam Expansion 

Ratio)을 입력 시 SAPT 시험장비의 굴진 속도와 연계하여 정확한 양의 foam 주입이 가능하며 시험 도중에 굴진 

속도가 변할 때에도 그 양이 실시간으로 변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Dae-Young KimㆍHan-Byul KangㆍYoung Jin ShinㆍJae-Hoon JungㆍJae-won Lee

456

(a) SAPT

(b) Soil chamber and blade (c) Blade and ripper

(d) Vane blade (e) Screw conveyor

Fig. 1. SAPT (total and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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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chanical part (b) Foam solution cylinder

(c) Foam generation part

Fig. 2. Foam injection device

SAPT 및 foam 발생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은 장비 점검, calibration 및 시연 등에 사용되는 test 조작과 자동제

어 모드(실제 실험 모드)로 나뉜다. 먼저 test 모드는 blade, vane 전단, 배토장치(screw conveyor), 토사 챔버의 이

동 등의 각각의 장치들을 시험모드를 통해 따로 제어할 수 모드이다. 반면 자동제어 모드는 크게 일정 하중(추력)

을 유지하며 지반의 상태 변화에 따라 관입 깊이가 달라지는 하중 제어 모드와 일정 한 관입 속도를 설정하여 굴진

하며 추력이 지반상태에 따라 변하게 되는 변위제어 모드가 있고, 각각의 모드에서 배토 RPM을 일정하게(속도

제어) 또는 일정 챔버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압력제어 모드가 있다. 이와 같이 시험은 총 4가지 모드가 가능하며 

또한 자동모드-수동모드 등의 설정 변경을 통해 시험 중에도 관입 속도, 배토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정되

었다. Foam 발생의 경우에도 배합변수와 관입 속도가 연계-제어되며 자동제어를 하지 않고 수동으로 일정한 양

을 계속 분사할 수도 있다. Fig. 3에 프로그램 창을 나타내었다.

(a) Test (demonstration) mode (b) Auto control mode

Fig. 3. SAP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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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시험을 통한 토사지반 TBM 굴진성능 및 마모량 예측 주요변수 선정

3.1 시험시료 선정 및 특성

SAPT 시험장비는 EPB TBM의 굴진을 모사한 시험장비로 일반적인 EPB TBM에 널리 사용되는 입도분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입도는 약 0.001~2 mm 이내로 알려져 있다(Lovat, 2007). 실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모래(규

사) 70%와 점토(일라이트) 30%를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시료의 사진, 실내시험을 통해 측정한 시

료의 입도분포 곡선, 애터버그 한계 및 다짐 곡선을 Fig. 4에 나타내었다. 

(a) Test specimen (b) Size distribution curve

(c) Atterberg limit (d) Compaction curve

Fig. 4. Specification of testing soil

3.2 SAPT 시험 변수 선정 및 방법

시험 수행에 있어 예상되는 주요 변수로 회전당 관입 깊이(penetration, mm/rev), foam 배합비 및 농도(FIR, 

FER, CF)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FIR, FER, CF 등의 foam 관련 변수의 경우 굴진-배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최

적의 foam 배합비를 선정하기 위해 예비 시험으로서 slump test를 수행하였다. slump test는 첨가제 설계를 위해 

널리 이용되며(Vinai, 2006) 이상적인 slump 수치는 약 10~20 cm (Langmaack, 2000; Vinai et al., 2008; Peila et 

al., 2009; Budach and Thewes, 2015)로 알려져 있다. 

slump 시험 범위는 일반적으로 EFNARC (2005)에 제시된 수치인 FIR (10~80%), FER (5~30), CF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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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서 실시하였으며 slump 수치가 낮을 경우 FIR을 증가시켜 추가적으로 실험하였다. Fig. 5에 FER의 변화에 

따른 slump 수치를, Fig. 6에 LIR (FIR/FER로 foam 전체에 대한 foam 용액의 비율이며 LIR이 클수록 같은 foam 

용액에 많은 량의 Air가 주입되는 것을 의미)의 변화에 따른 slump 수치를, Fig. 7에 CF의 변화에 따른 slump 수

치를 나타내었다.

먼저 Fig. 5의 경우 FER이 낮을수록 (foam 총량은 같으나 foam 용액이 늘고 공기량이 감소할수록) slump 수치

는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함수비가 커질수록 전반적으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oam 용액이 공기

에 비해 slump 수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Fig. 6의 경우 LIR이 높아질수록 slump가 커짐을 알 수 있으며, LIR이 4이거나 16인 경우는 각각 

foam의 양이 너무 작거나 많아 공기량이 변화하여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적절한 foam 용액의 양을 투입할 경

우에는 같은 양에서 공기가 많이 주입될수록 foam 의 질이 향상되어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Fig. 7의 경우는 3.0%, 1.0%, 0.0% (같은 양의 물만 사용)에 대한 수치를 비교하였으며, 0.0%일 경

우에는 물량을 늘려도 거의 slump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0%의 경우에도 3.0%의 경우와 비교

하였을 때 상당히 작은 수치를 보여 미량의 foam 용량 차이로도 배토상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특히 물만으로는 많은 양을 넣어도 foam이 발현할 수 있는 시료의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

어 단순히 시료의 함수비를 높인다고 해서 원활한 굴진성능을 보이고 마모량을 줄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a) Slump value by changing FER (w = 9%) (b) Slump value by changing FER (w = 12%)

(c) Test results (w = 9%)

Fig. 5. Slump value by changing 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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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ump value by changing LIR (w = 9%) (b) Slump value by changing LIR (w = 12%)

(c) Test results (w = 9%)

Fig. 6. Slump value by changing LIR (FIR/FER)

(a) Slump value by changing CF (w = 9%) (b) Slump value by changing CF (w = 12%)

(c) Test results (CF 3.0% / no air)

Fig. 7. Slump value by changing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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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lump 시험을 통해 해당 시료는 함수비가 9% (최적함수비 근접, 다짐도 100%)일 경우 LIR 8% (FIR 

80~120%, FER 10~15), 함수비가 12%의 경우 LIR 약 6~7% (FIR 60~80%, FER 10~15) 정도의 foam 을 사용할 

때 적절한 굴진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실험은 적절한 굴진성능을 보일 수 있는 배합과 다소 

foam을 적게 사용한 배합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시험 방법은 일정한 관입 속도(3가지 경우)를 가지는 변위제어로 수행되었으며, 배토 속도는 일정한 챔버압을 

구현하기 위해 관입 속도와 대응되는 일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시료 조성은 시료박스 3개를 이용하였으며(변위 

약 720 mm) 시험 초기 수직도에 의한 관입저항 등의 값을 제외한 실제 시험값을 얻기 위해 초기에 챔버가 시료박

스 내로 관입되는 구간(시료박스 상부 50~70 mm)은 시료를 조성하지 않고 시작하였다. Vane 토크의 경우 시험

을 중단한 후(굴진, 배토, Foam 주입 모두 중단) vane만 일정 속도로 회전시켜(1 rpm) 그 최대값을 측정하였다. 

시험의 입력값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또한 시험 Case들은 Table 2에 나타나 있으며 앞서 언급하였던 회전당 

관입 깊이, Foam 배합비 및 농도로 구분되었다.

 

Table 1. Input Parameters of SAPT

Input parameters Value Input parameters Value

PRev (mm/rev) 3.0 / 4.5 / 6.0 FER 10 / 20

Blade RPM (RPM) 10 Screw conveyor RPM (RPM) Estimated for constant chamber pressure

CF (%) 3.0 / 1.0 Water contents (%) 13.0 (wet state)

FIR (%) 80 Excavation distance (mm) 650 ± 20

Table 2. SAPT cases

Case
PR

(mm/min)

Blade RPM

(RPM)

PRev

(mm/rev)
CF (%) FIR (%) FER

Screw RPM

(RPM)
Variable

1 30 10 3.0 3.0 80 10 35

PRev (Case 1-2-3, 

Case 4-5, 

Case 6-7-8)

FER (Case 1-4, 

Case 2-5)

CF (Case 1-6, Case 

2-7, Case 3-8)

2 45 10 4.5 3.0 80 10 53

3 60 10 6.0 3.0 80 10 71

4 30 10 3.0 3.0 80 20 35

5 45 10 4.5 3.0 80 20 53

6 30 10 3.0 1.0 80 10 35

7 45 10 4.5 1.0 80 10 53

8 60 10 6.0 1.0 80 10 71

3.3 SAPT 시험 수행을 통한 굴진성능 주요변수 변화 결과

Table 3과 Fig. 8에 각 Case의 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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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PT results

Case
Ave. thrust 

(kgf)

Ave. torque 

(N-m)

Ave. chamber 

pressure (bar)

Max vane

torque (N-cm)

Slump

(cm)

1 148.74 20.17 0.68 16.04 16.0

2 199.96 22.69 0.69 29.16 16.5

3 309.70 29.38 0.71 30.10 16.0

4 138.86 30.70 0.66 31.56 2.5

5 189.96 38.29 0.73 33.26 3.0

6 160.77 21.85 0.82 21.02 11.0

7 213.60 25.50 0.88 29.54 12.0

8 243.62 31.10 0.82 30.26 10.0

(a) Thrust force by changing PRev (b) Blade torque by changing PRev

(c) Thrust force by changing FER (d) Blade torque by changing FER

(e) Thrust force by changing CF (f) Blade torque by changing CF

Fig. 8. SAPT results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Development of testing apparatus and fundamental study for performance and cutting tool wear of EPB TBM in soft ground

463

Table 3의 Case 1~3과 Fig. 8의 (a), (b)에 나타낸 회전당 관입 깊이(PRev)의 변화에 따른 시험 결과는 추력은 

대체적으로 관입 깊이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blade 토크와 vane 토크의 경우에도 

역시 다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챔버압의 경우는 관입 깊이의 변화에 따라 배토 RPM을 조절하여 비슷한 

압력으로 맞추었으며 굴진속도 변화 자체와는 큰 영향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Table 3의 Case 1, 4와 Fig. 8의 (c), (d)에 나타낸 FER의 변화에 대한 시험 결과는 추력의 경우 TBM

의 미는 힘이므로 FER의 변화에 비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blade 및 vane 토크는 Case 4, 5 (FER 

20) 가 Case 1, 2 (FER 10) 에 비해 확연히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slump 수치의 차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foam

의 영향이 추력보다는 토크에 더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추력을 제외한다면 회전당 관입 깊이의 변화

보다 foam의 변화에 의해 굴진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더 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Case 4, 5

의 결과는 회전당 관입 깊이가 더 빠른 Case 2, 3보다도 토크가 더 크게 나타나 장비의 부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결국 foam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굴진속도 변화로 인한 장비부하 증가를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Table 3의 Case 1, 6과 Fig. 8의 (e), (f)를 통해 분석한 CF의 경우 CF가 감소함에 따라 추력 및 

blade와 vane 토크가 모두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slump 수치는 다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oam의 양만

큼은 아니지만 CF도 굴진성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최대한 

낮은 CF로 최적의 굴진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경우를 선정할 예정이다. 

3.4 SAPT 시험 수행을 통한 마모량 변화 결과

앞서 언급하였듯이 ripper는 교체 가능한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었으며(size 20 mm × 20 mm), 각 ripper마다 

고유의 궤적을 가지고 마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예비 실험을 실시한 결과 가장 바깥쪽 ripper (Fig. 

9(a)의 1번 ripper)가 압도적으로 큰 마모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1번 ripper의 회전 이동거리가 가장 길며 blade 토

크도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1번 ripper의 경우 회전 직경(외경)이 약 193 mm로 blade 직경(196 

mm)에 비해 매우 좁은 틈이 있어 ripper의 밑부분만이 아닌 옆면 부분에서도 마모가 크게 발생하여 2번 ripper에 

비해서도 매우 큰 마모량을 나타내었다. 마모량 측정 방법은 1번의 시험 수행 후 ripper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

으며 정확한 마모량 측정을 위해 매 실험을 수행할 때마다 ripper를 교체하였다. Table 4와 Fig. 10에 각각의 실험

에 대한 마모량 측정 결과 및 비교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Table 4의 Case 1~3과 Fig. 10의 (a), (b)에 나타낸 회전당 관입 깊이 변화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는 (가장 큰 마

모량이 발생한 1번 ripper를 기준으로 함) 회전당 관입 깊이가 클수록 마모량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Case 3이 

Case 1보다 마모량이 작음). 이는 속도가 증가하면 같은 굴진거리에서 더 빨리 굴진을 완료하게 되고, 그만큼의 

회전 거리 감소로 인해 마모량이 오히려 작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굴진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조건 마모량이 커지

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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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ition and numbering of each ripper (b) Ripper wear progress

Fig. 9. SAPT blade and ripper (position and wear progress)

Table 4. SAPT ripper wear results

Case Ripper no. Weight loss (mg)
Weight loss/

travel length (mg/m)
Case Ripper no. Weight loss (mg)

Weight loss/

travel length (mg/m)

1

1 8 0.07

5

1 17 0.21

2 2 0.02 2 5 0.08

3 1 0.02 3 1 0.02

4 1 0.02 4 1 0.03

5 0 - 5 1 0.09

2

1 6 0.08

6

1 11 0.10

2 2 0.03 2 2 0.02

3 1 0.02 3 0 -

4 1 0.03 4 0 -

5 0 - 5 0 -

3

1 6 0.10

7

1 8 0.10

2 1 0.02 2 1 0.02

3 1 0.03 3 1 0.02

4 0 - 4 1 0.03

5 0 - 5 1 0.09

4

1 20 0.17

8

1 7 0.12

2 5 0.05 2 2 0.04

3 2 0.03 3 1 0.03

4 1 0.02 4 1 0.05

5 1 0.06 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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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ight loss by changing PRev (b) Weight loss per travel length by changing PRev

(c) Weight loss by changing FER (d) Weight loss per travel length by changing FER

(e) Weight loss by changing CF (f) Weight loss per travel length by changing CF

Fig. 10. SAPT ripper wear results

다음으로 Table 4의 Case 1, 4와 Fig. 10의 (c), (d)에 나타낸 FER의 변화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는 FER이클수

록 마모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정도는 회전당 관입 깊이 변화에 따른 마모량 변화에 비해 더욱 큼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4, 5 (FER 20)는 동일한 관입 깊이로 실험을 수행한 Case 1, 2 (FER 10)에 비해 매우 큰 마모량을 나

타내었으며 회전당 관입 깊이가 더 빠른 Case 3, 8보다도 큰 마모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굴진성능 변

수들의 변화 및 각 Case의 slump 수치와 같은 경향을 보여 적절한 foam 배합으로 굴진속도를 높이면서도 마모량

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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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Table 4의 Case 1, 6과 Fig. 10의 (e), (f)에 나타낸 CF의 변화에 의한 마모량의 변화는 FER의 변화

만큼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높은 CF에서 마모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토사지반에서의 TBM 굴진성능 및 마모량 평가를 위해 EPB TBM의 굴진을 모사한 시험장비

와 그에 맞는 foam 발생장치를 개발하였고 실내시험을 수행하였다. 변위제어 시험 수행을 통해 입력 변수(회전

당 관입 깊이, foam 배합비 및 농도)의 변화에 따른 추력, blade 토크, vane 토크, 챔버압 및 ripper 마모량의 변화

를 확인하였으며 추후 실험 Case를 더욱 추가하여 최소의 foam 사용량으로 최적의 굴진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굴진속도는 상승시키고 마모량은 최소화하는) 토사지반 TBM performance 및 마모량 예측 모델식을 개발할 예

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암반지반용 TBM과 달리 토사지반용 TBM의 경우 굴진성능 추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마모

량 추정에 대한 연구는 일부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며 시험장비 들도 실제 TBM의 구동

을 모사하고 있지 않아, 장비 성능 예측에 대해 기존 현장의 data나 TBM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정보에 의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굴진부터 배토까지의 전 과정을 재현할 수 있는 EPB TBM 모사 시험

장치 및 첨가제를 주입할 수 있는 foam 발생장치를 함께 개발하였다. 

2. 모래(규사) 70%와 점토(일라이트) 30%로 조성된 인공시료에 대해 회전당 관입깊이, foam 배합비 및 농도를 

달리한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굴진성능에 대한 주요 변수(추력, blade 토크, vane 토크, slump 등)변화량 및 마

모량을 평가하였다. 먼저 회전당 관입깊이의 경우 관입깊이가 커질수록 추력, 토크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slump 수치의 경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마모량의 경우 회전당 관입깊이가 커져도 같은 굴진거리에

서는 회전거리 감소로 인해 마모량이 오히려 작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foam 배합에 따른 영향은 추력에는 큰 

관계가 없이 foam 용액의 양이 감소할수록 토크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마모량의 경우도 foam 용

액의 감소에 따라 마모량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foam 농도의 경우 농도가 높을수록 추력, 토크, 

마모량이 모두 감소하고 slump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3가지 입력변수 중 시험 결과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은 foam 배합비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업에서 foam 사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더

라도 그만큼의 장비부하 및 마모 감소를 통해 굴진속도를 증대시키고, ripper 교체 등으로 인한 다운타임을 감

소시킬 수 있어 foam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TBM의 최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반의 특성에 적합한 첨가재의 배합 및 장비 운전 등이 주요 인자이

다. 향후 다양한 지반 종류 및 현장시료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하여 현장의 TBM 실적 data와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굴진성능 및 마모량 예측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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