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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izing the spacing of the disc cutter is a key element in the design of the TBM 

cutter head, which determines the drilling performance of the TBM. The full-scale 

linear cutting test is known as the most reliable and accurate test for calculating the 

spacing of the disc cutter, but it has the disadvantage of costly and time-consuming for 

the full-scale experiment. In this study, through the numerical analysis study based on 

the discrete element method, the tendency between Specific Energy-S/P ratio according 

to uniaxial compression strength and penetration depth of rock was analyzed, and the 

optimum spacing of 17-inch disc cutter was derived.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numerical analysis model, the rolling force acting on the disc cutter was 

compared and reviewed with the CSM model. As a result of numerical analysis for the 

linear cutting test, the rolling force acting on the disc cutter was analyzed to be similar 

to the rolling force derived from the theoretical formula of the CSM model. From the 

numerical analysis on 5 UCS cases (50 MPa, 70 MPa, 100 MPa, 150 MPa, 200 MPa), 

it is found that the range of the optimum spacing of the disc cutter decreases as the rock 

strength increases. And it can be concluded that 80~100 mm of disc cutter spacing is 

the optimum range having minimum specific energy regardless of rock strength. This 

tends to coincide with the optimal spacing of previously reported disk cutter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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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pins the disk cutter spacing calculated through this study.

Keywords: Disc cutter, Linear cutting machine, TBM, Discrete element method, PFC3D

초 록

디스크커터의 간격을 최적화하는 것은 TBM 커터헤드의 설계의 핵심요소로, TBM의 굴진성능을 좌우한다. 실대형 선

형절삭시험은 디스크커터의 간격 산정을 위해 가장 신뢰성 및 정확도가 높은 시험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대형 실험을 위

해 경제적 및 시간적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요소법 기반의 수치해석 연구를 통해 암반의 일축

압축강도 및 압입깊이에 따른 비에너지-S/P비 간의 경향성을 분석하였고, 17인치 디스크커터의 최적 간격을 도출하였

다. 수치해석모델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디스크커터에 작용되는 회전력을 CSM 모델과 비교·검토하였다. 선형절

삭시험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 디스크커터에 작용되는 회전력은 CSM 모델의 이론식으로부터 도출한 회전력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가지(50 MPa, 70 MPa, 100 MPa, 150 MPa, 200 MPa)의 일축압축강도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 암

반강도가 증가할수록 디스크커터의 최적간격의 범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80~100 mm범위에서 최소 비에너지

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에 보고된 디스크커터의 최적 간격과 일치되는 경향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 산

정된 디스크커터 간격을 밑받침한다.

주요어:디스크커터, 선형절삭시험, TBM, 개별요소법, PFC3D

1. 서 론

소음 ․ 진동 등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장대터널에서 급속 시공을 하면 경제적

인 터널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터널 기계화 시공의 비중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Shin, 2015). 그러나 기계식 

터널방법의 TBM (tunnel boring machine, TBM)장비의 설계 및 사양검토에 대한 국내 기술력은 미비한 실정이

며, TBM의 설계는 노르웨이,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

TBM의 커터헤드 설계에 있어서 디스크커터의 간격 및 압입깊이는 TBM의 암석절삭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디스크커터가 특정 압입깊이로 암석을 절삭할 때 인접한 디스크커터들 사이에는 최적의 절삭효율을 

보이는 최적 커터간격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최적 커터간격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절삭과정에서 에너지 효

율이 감소한다(Rostami and Ozdemir, 1993; Acaroglu et al., 2008). 따라서 TBM이 최대의 절삭효율을 발휘하

기 위해서는 암반강도 및 압입깊이별로 최적 커터간격을 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디스크커터의 최적 절삭조

건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실대형 선형절삭시험(linear cutting machine, LCM)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Rostami et al., 1996; Chang et al., 2007). 이러한 실대형실험의 경우 경제적, 시간적 제약

이 있다. 이러한 제약을 실험의 여러 대안을 정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역학적으로 유리한 대안을 미리 검

토해 볼 수 있다(Sh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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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커터의 최적간격 산정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보고되고 있다. Colorado School of Mines에서는 개별 커

터에 작용하는 절삭력의 측정을 통해 Semi-theoretical 모델인 CSM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Rostami and Ozdemir 

(1993)는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및 인장강도, 커터형상에 따른 절삭력을 이용하여 CSM 모델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Bakar et al. (2014)은 실대형 절삭실험을 통해, 암반의 함수량이 디스크커터에 의한 암반굴착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Medel-Morales and Botello-Rionda (2013)는 PFC3D를 이용하여 선형

절삭시험을 모사하고 Colorado School of Mines의 Cutting force method (CFM)와 비교 ․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한 바 있다. Cho et al. (2010)는 연속체 수치해석 기반의 AUTODYN-3D를 이용하여 선형절삭시험에 대한 3차

원 동적 파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사진측량기법을 사용한 선형절삭시험을 통해 국내 화강암에 대한 디

스크커터 절삭효율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Cho et al., 2010). Choi and Lee (2015)는 Particle Flow Code 3D 

(PFC3D)의 Linear contact bond 모델을 이용하여 부산응회암에 대한 선형절삭시험을 모사하고 최적 커터간격

을 산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몇 개의 특정 암석에 대한 커터간격 산정 연구를 진행

하였기 때문에 암반강도에 따른 커터간격의 변화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반강도별 최적 

커터간격의 범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개별요소법 기반의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PFC3D의 접촉모델 

중 입자 간 미끄러짐 및 모멘트에 저항할 수 있는 Linear parallel bond 모델을 이용하여 암반모델을 구성하고 암

반강도 및 압입깊이에 따른 선형절삭시험을 시뮬레이션하고 커터간격에 따른 비에너지를 산출하여 최적 커터간

격을 산정하였다.

2. 선형절삭시험

선형절삭시험(linear cutting method, LCM)은 실제 TBM을 이용한 터널 굴착 시 발생할 수 있는 커터하중과 

관입정도를 모사할 수 있기 때문에 TBM의 성능예측에 직접 적용할 수 있고 시험결과에 대한 크기 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ilsen and Ozdemir, 1993). 또한 선형절삭시험은 디스크커터의 최적 절삭조건을 

규명하는데 있어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Rostami et al., 1996; Chang et al., 2007).

선형절삭시험을 통해 디스크커터 간 최적간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단위부피를 절삭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인 

비에너지(specific energy, SE)의 계산이 필요하다. 비에너지는 굴착 시 커터에 작용되는 회전력()과 절삭거

리( ), 절삭부피()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1)

계산된 비에너지를 커터간격(S)과 압입깊이(P)의 비인 S/P비에 따라 도시하면 Fig. 1과 같은 경향을 보이며, 

비에너지가 최솟값인 (b)위치에서의 S/P비를 최적 S/P비(S/Popt)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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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energy - S/P ratio

3. 개별요소법을 이용한 수치해석

본 연구에서는 개별요소법(discrete element method, DEM)을 이용하여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별요

소법은 불연속체의 거동해석법으로 해석하려는 모델을 단일 입자의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입자간 

결합을 통해 모델을 형성하기 때문에 균열의 전파 및 파괴거동의 시뮬레이션을 보다 잘 모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bra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PFC3D의 두 가지 기본결합모델인 Linear contact bond model과 Linear parallel bond model 

중 Linear parallel bond model을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Linear contact bond model은 두 입자사이의 

한 지점에서 수직 및 전단강성을 형성하며, Linear parallel bond model은 두 입자사이의 접촉면적에 수직 및 전

단강성을 형성한다. PFC의 입자는 수직 및 전단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입자 사이의 회전도 발생한

다. 이러한 입자사이의 이동 및 회전은 입자간 모멘트를 유발하지만 Linear contact bond model은 이러한 모멘트

에 저항할 수 없으며, Linear parallel bond model의 경우 접촉면에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모멘트에 저항할 수 

있다. 결합을 형성한 후, 작용하는 응력 중 하나가 결합강도를 초과하게 되면 결합이 끊어지게 되며, 결합이 끊어

진 이후에는 Linear model과 같은 거동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반의 파괴거동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

는 접촉모델인 Linear parallel bond model을 이용하여 접촉결합을 형성하였다. Fig. 2는 Linear parallel bond 

model의 거동 요약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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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ear contact (b) Parallel bond model

Fig. 2. Behavior components of the (a) linear contact, (b) parallel bond model (Itasca Consulting Group, 2019)

3.1 암반강도별 미세물성(Micro-property) 결정

개별요소법의 입력 물성은 연속체 해석의 입력물성을 결정하는 방법과 다르다. 연속체해석의 경우 실험을 통

해 탄성계수, 전단강도와 같은 입력물성을 산출하여 해석에 적용할 수 있으나, 개별요소법의 경우 실험 대상 암반

의 거동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결합모델과 관련된 미세 물성을 결정하여야 한다(Potyondy and Cundall, 2004).

본 연구에서는 5가지의 암반강도(50 MPa, 70 MPa, 100 MPa, 150 MPa, 200 MPa)에 대하여 압입깊이(6 mm, 

8 mm)와 커터간격(20~180 mm)을 변경하며 선형절삭시험을 시뮬레이션하였다. 각각의 암반강도에 대한 일축

압축시험 및 할렬인장강도 시험을 반복 해석하여 해석 결과를 Fig. 3에 도시하였으며, 결정된 암반강도의 미세물

성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a)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UCS) (b) Brazilian tensile strength (BTS)

Fig. 3. Stress-strain curves of 5 different rock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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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cro-properties for various rock strengths

Property type Micro-property
UC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50 70 100 150 200

Ball

Kn (MPa) 25.0

Ks (MPa) 12.5

Porosity 0.359

Radius (mm) 3

Density (kg/m3) 2,720

Damping ratio 0.3

Friction coefficient 0.3

Wall

Kn (GPa) 200.0

Ks (GPa) 100.0

Friction coefficient 0.15

Parallel bond

Bond gap (mm) 0.5

Kn (GPa) 2.4e4

Ks (GPa) 1.2e4

Tensile strength (MPa) 12.0 16.0 21.0 31.0 41.0

Cohesion (MPa) 24.0 32.0 42.0 62.0 82.0

Friction angle (°) 30.0

Friction coefficient 0.3

Moment contribution factor 0.1

Normal damping ratio 0.3

Shear damping ratio 0.3

3.2 선형절삭시험의 PFC3D 해석

선형절삭시험의 수치해석을 위한 암석시편 및 디스크커터 모델은 Fig. 4와 같다. 암석시편은 380 mm × 80 

mm × 120 mm의 크기로 모델링하였으며, 디스크커터는 17인치로 모델링하였다. 디스크커터의 선형절삭속도

()는 커터의 절삭성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Sanio, 1985), Choi and Lee 

(2015)는 개별요소법 수치해석의 해석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선형절삭속도를 2 m/s로 적용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디스크커터의 선형절삭속도()는 2 m/s로 설정하였다. 디스크커터의 각속도( )는 선형절삭속도

()와 디스크커터의 반경()으로 이루어진 식 (2)로 계산할 수 있다. 식 (2)를 이용하여 선형절삭속도

()가 2 m/s일 때 각속도( )는 9.26 rad/s로 설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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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ck specimen for LCM simulation (b) Moving velocity and angular velocity of disc-cutter

Fig. 4. Numerical model for the LCM simulation

5가지 암반강도(50 MPa, 70 MPa, 100 MPa, 150 MPa, 200 MPa)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암

반강도에서 압입깊이 6 mm, 8 mm 및 커터간격 20~180 mm까지 20 mm의 간격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5

는 일축압축강도 70 MPa와 압입깊이 8 mm에서 커터간격 60 mm, 100 mm, 140 mm, 180 mm에 해당하는 암석

시편의 절삭해석결과이며, Fig. 6은 커터간격이 20 mm에서 180 mm까지 20 mm 간격으로 증가시켜가며 절삭해

석을 수행한 결과 디스크커터 모델에 작용한 회전력의 측정결과이다.

(a) Before first cutting (b) After first cutting

Fig. 5. LCM result (UCS: 70 MPa, Penetration depth: 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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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econd cutting end (spacing: 60 mm) (d) Second cutting end (spacing: 100 mm)

(e) Second cutting end (spacing: 140 mm) (f) Second cutting end (spacing: 180 mm)

Fig. 5. LCM result (UCS: 70 MPa, Penetration depth: 8 mm) (continued)

Fig. 6. Rolling force LCM result (UCS: 70 MPa, Penetration depth: 8 mm)

3.3 수치해석의 적정성 검토

PFC3D를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의 검증을 통해 반이론적 모델인 CSM 모델과의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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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 모델에서 비에너지는 커터의 작용회전력에 비례하며 절삭 부피의 경우 압입깊이, 커터간격, 절삭거리의 곱

으로 계산하지만, PFC3D의 해석의 경우 인장균열에 의해 암편이 형성되며 이러한 암편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

다. 따라서 절삭 부피의 산정법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며, 비에너지와 비례하는 커터의 작용

회전력의 CSM 모델과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CSM 모델에서 디스크커터가 관입될 때, 커터에 작용하는 합력은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커터에 작용하는 회전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CCS (Constant Cross Section)커터를 사용하는 

경우 압력분포상수()는 커터팁 두께의 증가에 따라 -0.2~0.2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압력분포 상수를 0으로 설정하였다.

 


′
 (3)

  sin



 (4)

  cos 


 
 (5)

′   









 (6)

여기서,   : 커터 수직력(N)

  : 커터 회전력(N)

′  : 파쇄영역 작용 압력(Pa)

  : 압력분포함수에 대한 상수

 : 커터 반지름(m)

  : 커터 팁의 두께(m)

  : 압입깊이(m)

  : 무차원계수(2.12)

 : 암석의 일축압축강도(Pa)

  : 암석의 인장강도(Pa)

  : 커터사이의 간격(m)

 : 커터와 암편의 접촉각도(ra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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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tami et al. (1996)는 커터 하부의 파쇄영역에서 발생하는 압력(′)에 대해서 식 (6)을 제안했다. 따라서 

CSM 모델에서 일축압축강도 및 인장강도, 커터 직경 및 커터 팁의 두께가 같으면 커터회전력은 커터간격에 비례

하기 때문에 해석범위에서 커터회전력은 식 (7)과 같이 정규화 하여 표현할 수 있다.

   


max


 (7)

본 연구에서 최대커터간격인 max의 경우 180 mm이므로, CSM 모델의 커터회전력은 180 mm의 값을 기준으

로 정규화 되게 된다. 따라서 수치해석으로 도출된 데이터를 180 mm를 기준으로 정규화하고 최소제곱법을 사용

하여 그래프를 작도하여 CSM 모델과 비교하였다.

Fig. 7. Compare normalized rolling force of CSM model and PFC3D

비교결과, Fig. 7에 도시된 것과 같이 각 케이스의 최댓값으로 정규화된 회전력의 경향을 CSM 모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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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스크커터 최적 간격 산정

비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절삭에 필요한 에너지와 디스크커터의 절삭에 의한 절삭부피를 산출해야 한다. 

암석시편의 절삭에 필요한 에너지의 경우 회전력과 절삭거리의 곱으로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컷팅

에 의한 비에너지 계산을 위해, 2차 컷팅에 의한 회전력을 절삭거리에 대해 적분하여 절삭에 필요한 에너지를 산

출하였다. 절삭 부피는 1차 컷팅에 의해 결합이 끊어진 입자의 부피는 제외하고 2차 컷팅에 의해 기존 암석시편과 

결합이 끊어진 입자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1차 컷팅에 의해 발생하는 파쇄영영의 부피를 제외함으

로써 인장균열에 의해 발생하는 암편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

각각의 암반강도에서 압입깊이 및 커터간격에 대한 수치해석을 진행하여 비에너지를 계산하고 수치해석결과

의 비교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수행된 LCM 시험결과 중 유사한 UCS와 압입깊이를 갖는 결과들을 Table 2에 정

리하였다. 비에너지의 경우 각각의 해석조건에서 발생한 최대 비에너지를 이용하여 정규화했다. 이러한 정규화

된 비에너지(normalize specific energy)를 이용하여 S/P ratio - Normalize specific energy 그래프를 Fig. 8에 도

시하였다.

Table 2. Specific energy list (LCM test and numerical analysis data)

Rock type Data type UCS BTS
S

(mm)

P

(mm)
S/P

Specific 

energy

(MJ/m3)

Normalize 

SE
Reference

Roubidoux

sandstone

(dry)

LCM test

51 1.02

76.2

6.4

11.9 10.44 0.78

Bakar et al. 

(2014)

114.3 17.9 9.65 0.72

127 19.8 5.72 0.43

152.4 23.8 8.60 0.64

Roubidoux

sandstone

(sat)

43 1.0

76.2 11.9 6.95 0.44

114.3 17.9 5.98 0.38

127 19.8 10.04 0.64

152.4 23.8 8.21 0.52

228.6 36.0 15.70 1.00

Busan

tuff

Numerical

analysis

(DEM)

115.48 25.2

24

6.0

4.0 18.56 0.73

Choi and Lee

(2015)

36 6.0 14.44 0.56

48 8.0 14.48 0.57

60 10.0 15.40 0.60

72 12.0 15.55 0.61

84 14.0 14.91 0.58

24 3.0 17.02 0.66

36 4.5 12.88 0.50

48 6.0 11.88 0.46

60 7.5 12.34 0.48

72 9.0 12.76 0.50

84 10.5 12.30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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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 energy list (LCM test and numerical analysis data) (continued)

Rock type Data type UCS BTS
S

(mm)

P

(mm)
S/P

Specific 

energy

(MJ/m3)

Normalize 

SE
Reference

Hwangdeung

granite

LCM test

209 9.2

30

6.0

5.0 52.10 0.7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45 7.5 45.30 0.61

60 10.0 37.60 0.51

90 15.0 53.10 0.72

40

8.0

5.0 44.80 0.61

60 7.5 35.00 0.47

80 10.0 47.90 0.65

120 15.0 74.00 1.00

Numerical

analysis

(FEM)

45

6.0

7.5 59.37 0.91

60 10.0 48.62 0.74

75 12.5 38.93 0.59

90 15.0 30.14 0.46

40

8.0

5.0 65.57 1.00

60 7.5 49.19 0.75

80 10.0 35.77 0.55

100 12.5 27.92 0.43

Colorado red 

granite
LCM test 158 6.78

25

6.4

3.9 77.04 0.77

Gertsch et al.

(2007)

51 8.0 45.00 0.45

76 11.9 39.60 0.40

76 7.6 10.0 38.52 0.39

(a) S/R ratio - Normalized SE (50 MPa, 6 mm) (b) S/R ratio - Normalized SE (50 MPa, 8 mm)

Fig. 8. S/P ratio - Specific energy (PFC3D)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A numerical study on the optimum spacing of disc cutters considering rock strength and penetration depth using discrete element method

395

(c) S/R ratio - Normalized SE (70 MPa, 6 mm) (d) S/R ratio - Normalized SE (70 MPa, 8 mm)

(e) S/R ratio - Normalized SE (100 MPa, 6 mm) (f) S/R ratio - Normalized SE (100 MPa, 8 mm)

(g) S/R ratio - Normalized SE (150 MPa, 6 mm) (h) S/R ratio - Normalized SE (150 MPa, 8 mm)

Fig. 8. S/P ratio - Specific energy (PFC3D)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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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R ratio - Normalized SE (200 MPa, 6 mm) (j) S/R ratio - Normalized SE (200 MPa, 8 mm)

Fig. 8. S/P ratio - Specific energy (PFC3D) (continued)

Fig. 9는 5종류의 암반강도에 대한 선형절삭시험을 수행하고 정규화 된 비에너지 - S/P 그래프를 비교한 결과

이다. 압입깊이 6 mm, 8 mm의 경우 최적 S/P비의 범위는 암반강도가 커질수록 S/P비의 범위는 감소하는 것을 

Table 3을 통해 확인하였고 각각 9.0~18.0, 7.5~15.0 사이의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커터간격에 대한 

그래프로 작도하여 Fig. 10에 도시하였다. 이를 통해, 디스크커터 간격이 80~100 mm의 범위일 때 5가지 암반종

류에 대한 최적 비에너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9. Optimum S/P ratio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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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ptimum disc cutter spacing

UCS (MPa) Penetration depth (mm) S/Popt range Sopt range (mm)

  50
6 12.0~18.0 72~108

8 10.0~15.0 80~120

  70
6 12.0~18.0 72~108

8 10.0~14.0 80~112

100
6 11.0~17.0 66~102

8   9.0~13.0 72~104

150
6 10.0~17.0 60~102

8   8.0~13.0 64~104

200
6   9.0~17.0 54~102

8   7.5~13.0 60~104

Fig. 10. Optimum spacing range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암반강도와 압입깊이의 변화에 따른 선행절삭시험의 개별요소법 수치해석을 진행하고 비에너

지를 계산하여 최적 커터간격의 범위를 계산하였다. 또한 디스크커터의 회전력을 반이론적 모델인 CSM 모델과

의 비교 ․ 분석을 통해 해석 모델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해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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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치해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커터간격 180 mm의 커터회전력으로 커터회전력을 정규화 하여 반

이론적 모델인 CSM 모델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커터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커터회전력의 변화가 CSM 모

델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커터간격의 증가에 따른 커터회전력의 해석결과를 바

탕으로 계산된 비에너지의 경향을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용 개별요소법 프로그램인 PFC3D를 이용하여 암반강도 50 MPa, 70 MPa, 100 MPa, 150 MPa, 200 MPa

와 압입깊이 6 mm, 8 mm에 해당하는 선형절삭시험을 모사하고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암반강도

가 증가함에 따라 S/P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암반강도 범위에서 최적 디

스크커터 간격은 80~100 mm의 범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선형절삭시험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요소법 수치해석을 통해 디스크커터의 

최적간격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을 수행한 모델 또한 선형절삭 시험으로 커터의 회전에 의한 디스크커터

의 측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전력공사 자체연구개발 과제(R18SA04)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저자 기여도

이상연은 데이터 분석 및 원고 작성을 하였고, 송기일은 연구 개념 및 설계, 원고 검토를 담당하였으며, 정주환

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하였다.

References

1. Acaroglu, O., Ozdemir, L., Asbury, B. (2008), “A fuzzy logic model to predict specific energy requirement 

for TBM performance predictio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Vol. 23, No. 5, pp. 

600-608.

2. Bakar, M.Z.A., Gertsch, L.S., Rostami, J. (2014), “Evaluation of fragments from disc cutting of dry and 

saturated sandstone”,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Vol. 47, No. 5, pp. 1891-1903.

3. Chang, S.H., Choi, S.W., Bae, G.J., Jeon, S.W. (2007), “A parametric study of rock properties and 

mechanical cutting conditions for deriving an optimum design model of a TBM cutterhead equipped with 

disc cutt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ol. 27, No. 1C, pp. 87-98.

4. Cho, J.W., Jeon, S., Yu, S.H., Chang, S.H. (2010), “Optimum spacing of TBM disc cutters: A numerical 

simulation using the three-dimensional dynamic fracturing method”,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Vol. 25, No. 3, pp. 230-244.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A numerical study on the optimum spacing of disc cutters considering rock strength and penetration depth using discrete element method

399

5. Choi, S.O., Lee, S.J. (2015), “Three-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of the rock-cutting behavior of a disc 

cutter using particle flow code”,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Vol. 19, No. 4, pp. 1129-1138.

6. Gertsch, R., Gertsch, L., Rostami, J. (2007), “Disc cutting tests in Colorado Red Granite: Implications for 

TBM performance predi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and Mining Sciences, Vol. 44, 

No. 2, pp. 238-246.

7. Itasca Consulting Group (2019), PFC3D (particle flow code in 3 dimensions) manual.

8. Labra, C., Rojek, J., Onate, E. (2017), “Discrete/finite element modelling of rock cutting with a TBM disc 

cutte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Vol. 50, No. 3, pp. 621-638.

9. Medel-Morales, R.C., Botello-Rionda, S. (2013), “Design and optimization of tunnel boring machines by 

simulating the cutting rock process using the discrete element method”, Revista Computación y Sistemas, 

Vol. 17, No. 3, pp. 329 -339.

1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Development of optimized TBM cutterhead design 

method and high-performance disc cutter, pp. 88-123.

11. Nilsen, B., Ozdemir, L. (1993). “Hard rock tunnel boring prediction and field performance”, Proceedings 

of the Rapid Excavation and Tunneling Conference (RETC), Boston, pp. 833-852.

12. Potyondy, D.O., Cundall, P.A. (2004), “A bonded-particle model for rock”,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and Mining Sciences, Vol. 41, No. 8, pp. 1329-1364.

13. Rostami, J., Ozdemir, L. (1993), “A new model for performance prediction of hard rock TBMs”, Proceedings 

of the Rapid Excavation and Tunneling Conference (RETC), Boston, pp. 793-809.

14. Rostami, J., Ozdemir, L., Nilson, B. (1996), “Comparison between CSM and NTH hard rock TBM 

performance prediction models”, Proceedings of the Annual Technical Meeting of the Institute of Shaft 

Drilling Technology, Las Vegas, pp. 1-10.

15. Sanio, H.P. (1985), “Prediction of the performance of disc cutters in anisotropic rock”,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and Mining Sciences & Geomechanics Abstracts, Vol. 22, No. 3, pp. 153-161.

16. Shin, J.H. (2015), Geomechanics & Engineering-Analysis and Design, CIR Co. Inc., Seoul, pp. 58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