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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커터헤드를 장착한 직경 3.6 m 토압식 쉴드TBM의 

제작과 현장적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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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omestic cutterhead with the diameter of 3.6 m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in this study. Then, it was 

attached to an existing earth-pressure balanced shield TBM to excavate a cable tunnel with the length of 1,275 m. Especially, 

the procedures for TBM cutterhead design and its corresponding performance prediction were also summarized. From field 

data analyses of the refurbished shield TBM, its maximum advance rate was recorded as 14.4 m/day. Penetration depths 

of disc cutters were found to be approximately 4 mm/rev, which is equal to the maximum penetration depth designed for 

the strongest rock strength condition in the target tunnel. Every TBM operating thrust and cutter normal force during TBM 

driving was much smaller than their corresponding maximum capacities. When cutter acting forces recorded in the field 

were analyzed, their prediction errors by the CSM model were very high for weak rock conditions. In addition, rock strength 

showed very close relationships with cutter normal force and penetration depth.

Keywords: TBM, Cutterhead, Refurbishment, Disc cutter, Advance rate, Excavation performance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직경 3.6 m의 국산 커터헤드를 설계‧제작하고 이를 기존의 토압식 쉴드TBM에 적용하여 연장이 1,275 m인 

전력구 터널의 굴착공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TBM 커터헤드의 설계절차와 그에 따른 TBM 굴착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들을 정리하였다. 제작된 국산 커터헤드 장착 토압식 쉴드TBM의 실제 굴진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대 굴진율은 14.4 m/day이었으

며 암석의 일축압축강도가 가장 큰 조건에 대해 커터헤드의 설계단계에서 제시한 4 mm/rev 내외로 디스크커터의 관입깊이가 관리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TBM의 구동 추력과 디스크커터의 연직력은 각각 TBM의 최대 추력 용량과 디스크커터의 최대 허용 연직력 

이하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측정된 디스크커터의 작용력을 분석한 결과, 연암 조건에서 CSM모델의 예측 오차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 디스크커터의 연직력 및 커터 관입깊이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주요어: TBM, 커터헤드, 재활용, 디스크커터, 굴진율, 굴진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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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riginal schematic diagram of an earth-pressure balanced shield TBM (unit: mm)

Table 1. Main specifications of an earth-pressure balanced shield TBM

Specifications Values Specifications Values

Outer diameter 3.6 m Opening ratio 15%

TBM total length 6.3 m Cutterhead RPM 0~9 rpm

No. of hydraulic jacks 12 EA Maximum torque 550~1,250 kN․m

Total thrust force 9,600 kN Min. radius of curvature 80 m

1. 서 론

TBM (Tunnel Boring Machine)은 기계화 터널공법

(mechanized tunnelling method)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전단면 터널 굴착장비로서, 친환경성과 더불어 고속시

공 및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Gütter et al., 2011; Jodl & Resch, 2011).

그러나 TBM의 설계･제작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일부 국가에서만 비공개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TBM터널의 건설을 위해서는 외국 기술에 의해 설계･

제작된 TBM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독자적인 TBM 설계･제작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Bae & Chang, 2006).

TBM의 주요 구성 가운데 TBM의 굴착성능을 좌우

하는 중요한 부분은 암반 굴착용 디스크커터(disc 

cutter)와 토사지반 굴착용 커터비트(cutter bit)들이 지

반조건에 따라 달리 배열 및 장착되는 커터헤드

(cutterhead)라고 할 수 있다(Rostami, 2008). TBM 커터

헤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디스크커터의 작용력 산출과 

그에 따른 커터헤드의 굴진율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한

되어 있는 상황으로서(Ates et al., 2014; Chang et al., 

2012; Chang et al., 2011; Cho et al., 2013; Rostami, 

2013; Wang et al., 2012), 커터헤드의 상세 배열설계와 

제작과 관련된 기술들은 일부 연구를(Huo et al., 2011) 

제외하고는 좀처럼 공개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Bae et al. (2014)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의해 쉴드TBM을 재활용(refurbishment)하기 

위하여, 해저 배출관로 터널을 대상으로 국산 커터헤

드를 설계･제작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굴착공사를 성

공적으로 마무리한바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실제 전력구 터널을 대상으로 설계･제작된 커터헤드

를 장착한 토압식 쉴드TBM을 굴착공사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검증한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TBM 

커터헤드의 설계를 위한 커터헤드의 설계절차와 그에 

따른 현장 굴착성능의 예측방법들을 함께 정리하였다.

2. 적용 대상 현장의 TBM 커터헤드 
설계조건

본 연구의 대상 현장은 OO송전선로 지중화공사 

현장으로서, 변전소 신설을 위한 케이블 설치용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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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ndard tunnel cross-section (unit: mm)

Fig. 3. Longitudinal tunnel section and borehole locations

Table 2.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for each borehole

Borehole No. Excavated length (m)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Sc (MPa)

NX-2-16 207.52 41.4

NX-2-15 247.52 10.0

NX-2-14 307.52 69.9

NX-2-13 347.52 71.8

NX-2-12 407.52 19.7

NX-2-11 447.52 28.8

NX-2-10 487.52 73.4

NX-2-9 547.52 133.8

NX-2-8 607.52 68.9

NX-1-3 647.52 33.3

NX-2-7 707.52 106.3

NX-2-6 747.52 91.6

NX-2-5 807.52 88.8

NX-2-4 847.52 83.6

NX-2-3 907.52 24.9

NX-2-2 967.52 148.8

NX-2-1 1272.48 73.4

TBM터널 공사현장이다.

본 연구에서 설계･제작한 국산 커터헤드 장착 쉴드

TBM은 굴착 외경이 3.6 m인 토압식 쉴드TBM으로서 

종래에 일본 A사가 제작한 기존의 토압식 쉴드TBM 

(Fig. 1)을 재활용한 것으로 주요 제작 사양은 Table 

1과 같다.

터널 단면 크기를 결정하는 세그먼트의 외경과 내경

은 각각 3.4 m 및 3 m이며, 길이는 1.2 m에 5분할로 

설계되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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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posed procedures for TBM cutterhead design and performance prediction

시공연장과 곡선반경은 각각 1,275 m 및 300 m이며, 

심도 26 m의 수직구에서 TBM이 발진하여 심도 20 

m의 수직구에 도달하는 종단경사 2.24%의 상향구배 

굴착조건이다(Fig. 3). 

굴착대상 지반조건은 풍화암에서 경암이 존재하는 

조건으로 평가되었으며, 지반조사 결과로부터 얻어진 

암석의 최소, 평균 및 최대 일축압축강도는 각각 10, 

65 및 149 MPa로 나타났다(Table 2). 지질적으로는 

선캠브리아기 경기편마암복합체인 흑운모화강편마

암이 기반암으로 분포하고, 흑운모편마암, 호상편마

암, 편암, 규암, 석회질편암, 대리암, 석회규산염암 등

으로 구성된 퇴적기원의 변성암이 협재되어 있는 특징

을 가진다. 특히, 현미경 관찰결과, 규암의 경우 석영의 

함유량이 약 85%로 나타났다.

3. TBM 커터헤드의 설계

3.1 TBM 커터헤드의 설계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된 TBM 커터헤드의 설계방법을 

정리하면 다음의 Fig. 4와 같다. 첫 번째로 2장에 정리된 

설계조건과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약 

5,000여개의 TBM 설계 및 시공 정보들이 포함된 데이

터베이스(MLIT, 2011)를 활용하여 재활용 대상 TBM

의 최대 추력(thrust), 토크(torque), 동력(power) 등의 

최대 사양들을 추정한다. 두 번째로 설계대상 지반조

건 가운데 일축압축강도가 가장 큰 암석을 대상으로 

커터헤드 1회전당 디스크커터의 최대 관입깊이

(penetration depth)를 초기값으로 가정한 후, 디스크커

터에 작용하는 연직력(normal force)이 디스크커터의 

최대 허용 용량, 즉 최대 연직력 이내로 발생하는 커터 

관입깊이를 도출한다. 이때 관입깊이에 따른 디스크커

터의 작용력을 산정하기 위해서 미국의 CSM 

(Colorado School of Mines)모델로 알려져 있는 Rostami 

et al. (1996) 모델 또는 Chang et al. (2011) 모델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데이터베이스나 실물 절삭

실험 등을 통해 얻어지는 최적의 디스크커터 절삭조건

으로부터 디스크커터의 평균 간격을 도출하고 커터헤

드의 스포크(spoke) 형태에 따라 디스크커터와 토사지

반 굴착용 커터비트(cutter bit)의 배열을 설계하게 된



국산 커터헤드를 장착한 직경 3.6 m 토압식 쉴드TBM의 제작과 현장적용성 분석

461

Table 3. Cases for TBM cutterhead design

Case No. Disc cutter size (inch/mm) Cutter spacing, S (mm)

1-1 15 / 381 70

1-2 15 / 381 80

1-3 15 / 381 90

2-1 17 / 432 70

2-2 17 / 432 80

2-3 17 / 432 90

Table 4. Comparisons between TBM main specifications and their corresponding predictions from a database model

Specifications Database predictions TBM specifications Relative error

Number of disc cutters (EA) 27 29 7%

Average disc cutter spacing (mm) 69 80 14%

Disc cutter diameter (mm) 373(≒15 inches) 381 2%

Maximum TBM Thrust (kN) 12,794 9,600 -

Maximum TBM Torque (kN․m) 1,785 1,250 -

Maximum TBM Power (kW) 706 630 -

Maximum TBM RPM (rev/min) 9.8 9 -

다. 최종적으로 이상과 같이 설계된 커터헤드에 대해 

최대 관입깊이를 적용할 경우에 TBM의 최대용량 이

내로 TBM의 추력, 토크, 동력 등의 구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TBM의 굴진율을 예측하게 된다.

3.2 적용 대상 현장에 대한 TBM 커터헤드의 

설계결과

앞서 정리한 TBM 커터헤드의 설계방법에 의해, 

본 연구의 적용 현장을 대상으로 토압식 쉴드TBM의 

커터헤드를 설계하였다. 이때 TBM의 굴착외경과 유

사 조건에서의 기존 사례조사 결과들을 고려하여, 디

스크커터의 크기를 2조건(15인치 및 17인치), 그리고 

디스크커터의 간격을 3조건(70, 80, 90 mm)으로 하여 

총 6가지 조건에 대해 커터헤드 설계의 적합성을 검토

하였다(Table 3). 이때 17인치와 15인치 디스크커터의 

최대 허용 연직력을 각각 245 kN 및 220 kN으로 적용하

였다.

TBM의 외경과 앞선 2장의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기존 사례들의 데이터베이스(MLIT, 2011)를 활용

하여 도출된 TBM 적합 사양과 재활용 대상 토압식 

쉴드TBM의 기존 사양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데이터베

이스로 예측된 디스크커터의 개수의 상대오차는 7%

에 불과하여 기존 설계사양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스크커터의 크기 역시 상대오차가 2%

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스크커터의 직경을 산출하

였다. 데이터베이스로 예측된 디스크커터의 평균 간격

은 약 70 mm로서 기존의 80 mm와는 10 mm 차이를 

보였지만 이 역시 큰 차이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로 예측된 TBM의 최대 적합 사양들은 

실제 재활용 대상인 기존 TBM의 사양들보다 크게 

산출되었으나, 뒤이어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요 추력, 

토크, 동력 및 회전속도 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TBM의 

최대 사양 이내로서 산출되어 기존 TBM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앞선 2장의 지반조사 결과와 같이 본 연구대상 현장

에서는 암석의 다양한 특성들이 측정되지 못하고 암석

의 일축압축강도만이 측정되어, Bae et al. (2014)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를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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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Key design conditions for TBM cutterhead

Design parameters Values Design parameters Values

Spoke angle 45° Number of Spokes 8 EA

Number of center cutters 5 EA Number of gage cutters 2 EA

Gage radius 620 mm Angle of the last gage cutter 68°

다음의 식 (1)∼(6)과 같은 CSM모델(Rostami and 

Ozdemir, 1993; Rostami et al., 1996)을 사용하여 관입깊

이에 따른 디스크커터의 작용력을 산정하였다. 





′
(1)


 cos (2)


 sin (3)

여기서 는 커터에 작용하는 총 하중, 은 디스크커

터의 반경, 는 디스크커터 tip의 너비이며, 압력분포 

상수 는 17인치 디스크커터인 경우에 0에 가까운 

값으로 가정할 수 있다(Rostami et al., 1996). 이때 암석

과 디스크커터 사이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영역을 

정의하는 각도  및  그리고 커터하부에 작용하는 

기저 압력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Rostami and 

Ozdemir, 1993; Rostami et al., 1996).

  cos


  (4)

 



(5)

′ 




 


(6)

여기서 는 디스크커터의 관입깊이, 와 는 각각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 인장강도이다.

이상의 식들에 의해 디스크커터의 관입깊이별로 

계산된 커터 연직력과 커터 회전력(rolling force)로부

터 TBM의 소요 추력, 소요 토크 및 소요 동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다(Rostami & Ozdemir, 1993).

  
  



≈⋅ (7)


 

  



≈⋅⋅⋅ (8)

 


⋅⋅⋅
(9)

여기서 는 TBM의 소요 추력, 는 TBM의 소요 

토크, 는 TBM의 소요 동력, 은 TBM 커터헤드

의 1분당 회전속도, 는 TBM의 직경, 은 커터헤드에 

장착된 디스크커터의 개수, 그리고 과 은 각각 

커터 연직력과 커터 회전력이다. 

Table 3의 모든 설계 검토조건들에 대해 게이지커터

의 개수는 TBM의 외경을 고려하여 2개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유사 조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된 TBM 커터헤드의 주요 설계조

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5와 같다.

본 연구대상 현장의 지반조사 결과 및 주요 설계조

건들을 바탕으로, Table 3의 6가지 설계조건 가운데 

디스크커터의 직경이 15인치인 Case 1-1∼Case 1-3에 

대한 3차원 커터헤드 설계결과는 다음의 Fig. 5와 같다. 

디스크커터의 간격이 90 mm일 경우에는 70 mm일 

경우와 비교하여 커터 간격이 넓기 때문에 설계된 

디스크커터의 소요 개수가 5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디스크커터의 직경이 17인치인 Case 2-1∼Case 

2-3의 경우에는 디스크커터의 직경에만 차이가 있고 

커터헤드의 배열설계 결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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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 = 70 mm (N = 31 EA) (b) S = 80 mm (N = 29 EA) (c) S = 90 mm (N = 26 EA)

Fig. 5. Three-dimensional cutterhead drawings with different average cutter spacings

Table 6. TBM performance predictions for different cutter size and spacing conditions

Case No. 1-1 1-2 1-3 2-1 2-2 2-3

Max. penetration depth (mm) 4 4 4 8 7 7

Cutter normal force (kN) 201 211 219 233 232 243

Cutter rolling force (kN) 21 22 23 32 30 31

Cutterhead RPM (rev/min) 4.15 4.15 4.15 3.49 3.65 3.65

Required TBM thrust (kN)
5,837

(O.K)

6,126

(O.K)

6,358

(O.K)

6,744

(O.K)

6,721

(O.K)

7,047

(O.K)

Required TBM torque (kN‧m)
649

(O.K)

682

(O.K)

707

(O.K)

1,001

(O.K)

932

(O.K)

977

(O.K)

Required TBM power (kW)
282

(O.K)

296

(O.K)

307

(O.K)

365

(O.K)

356

(O.K)

374

(O.K)

Max. daily advance rate (m/day) 7.17 7.17 7.17 12.05 11.04 11.04

이상의 설계조건들에 대해 Fig. 4에 정리된 설계방

법에 의해 커터헤드의 설계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Table 6), 디스크커터의 직경이 15인치일 경우 암석의 

최대 일축압축강도 조건(150 MPa)에서 적용이 가능한 

디스크커터의 최대 관입깊이는 4 mm/rev로 나타났다. 

반면, 커터 직경이 17인치일 경우에는 커터 간격이 

70 mm로서 상대적으로 좁은 Case 2-1의 최대 관입깊이

가 8 mm/rev로 나타났으나 커터 간격이 80∼90 mm일 

때는 7 mm/rev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디스크커터

의 직경이 클수록 최대로 적용이 가능한 허용 연직력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 굴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와 반대로 디스크커터 간격이 커질수록 디스

크커터 1개가 굴착해야 하는 양(burden)이 증가하므로 

굴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암석의 최대 일축압축강도 조건에서 Chang et al. 

(2011) 모델로 예측된 커터헤드의 회전속도와 CSM모

델로 검토된 디스크커터의 최대 관입깊이로부터 계산

된 TBM의 최대 굴진속도를 추정한 결과, 디스크커터 

직경이 15인치 및 17인치일 경우 각각 7.17 m/day 및 

11.04∼12.05 m/day가 예상되었다(Table 6). 이때 TBM

의 가동률과 작업시간을 각각 30% 및 120 hr/week로 

가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설계검토 조건별로 커터의 

최대 관입깊이를 적용하더라도 소요 추력, 토크 및 

동력이 재활용 대상 TBM의 최대 용량의 각각 73.4%, 

80.1% 및 59.4% 이내로 만족함을 확인하였다(Table 6).

Table 6의 예측결과 상으로만 본다면, 직경 17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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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view

(b) Side view

(c) 3D modeled drawing

Fig. 6. Designed cutterhead drawings

Table 7. Three-dimensional coordinates for the designed disc cutter arrays

Cutter No Azimuth (°)
Cumulative

Radius (mm)

Tilt Angle

(°)

Cutter 

Spacing (mm)

Cutter Position (3D coordinates)

X (mm) Y (mm) Z (mm)

1 0 40 0 40 40 0 0

2 180 120 0 80 -120 0 0

3 0 200 0 80 200 0 0

4 180 280 0 80 -280 0 0

5 0 360 0 80 360 0 0

6 90 440 0 80 0 440 0

7 270 520 0 80 -0.00051 -520 0

8 90 600 0 80 0 600 0

9 135 680 0 80 -480.8325 480.8327 0

10 315 760 0 80 537.401 -537.4013 0

11 0 840 0 80 840 0 0

12 180 920 0 80 -920 0 0

13 225 1000 0 80 -707.1074 -707.1062 0

14 45 1080 0 80 763.6761 763.6746 0

15 315 1160 0 80 1071.7 -443.914 0

16 0 1244.808 6 80 -1150.052 476.3673 -3.396423

17 45 1308.905 12 71.29089 -1209.271 -500.8962 -13.54852

18 90 1371.591 18 67.2986 1267.185 524.8846 -30.34503

19 135 1432.177 24 63.52988 548.071 1323.159 -53.60187

20 180 1490 30 59.9722 -570.1993 -1376.58 -83.06433

의 디스크커터를 70 mm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굴착

성능 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선 

Table 4의 데이터베이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경 3.6 

m의 TBM 커터헤드의 크기를 고려한다면 직경 15인치

의 디스크커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디스크커

터의 직경이 동일할 때 디스크커터 간격에 따른 최대 

굴진율의 차이는 최대 약 1 m/day(직경 17인치 디스크

커터의 분석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터헤드 제작 시에 디스크

커터 하우징 간의 간섭을 사전에 배제하고 적용될 

TBM 직경에 적합한 디스크커터의 직경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즉, Table 3의 6개 검토조건들 가운데 직경 

15인치 디스크커터를 평균 간격 80 mm로 배치하는 

Case 1-2를 실제 제작을 위한 최적 설계조건으로 설정

하였다.

이상과 같이 설계된 커터헤드의 설계도는 다음의 

Fig. 6 및 Table 7과 같다. 8개의 스포크에 디스크커터들

을 균등하게 배치하되 보조스포크에 1개씩 디스크커

터를 배치하는 것으로 하여 2개의 게이지커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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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ree-dimensional coordinates for the designed disc cutter arrays (continued) 

Cutter No Azimuth (°)
Cumulative

Radius (mm)

Tilt Angle

(°)

Cutter 

Spacing (mm)

Cutter Position (3D coordinates)

X (mm) Y (mm) Z (mm)

21 225 1535.617 35 56.61376 587.6542 -1418.726 -112.1258

22 270 1578.528 40 53.44339 -604.0753 1458.371 -145.0526

23 315 1618.406 45 50.45056 1144.385 -1144.387 -181.5938

24 135 1647.92 49 47.62533 -1165.255 1165.255 -213.2435

25 180 1675.154 53 44.95831 -1675.154 0 -246.8747

26 0 1699.976 57 42.44064 1699.976 0 -282.3239

27 45 1722.264 61 40.06397 1217.825 1217.824 -319.4179

28 225 1737.252 64 37.82038 -1228.424 -1228.422 -348.2099

29 270 1754.854 68 35.70244 0 -1754.854 -387.744

(a) Frame welding (b) Perimeter bending (c) cutterhead welding

(d) Heat treatment (e) Attachment part for a TBM main body (f) Cutterhead profile inspection

Fig. 7. Manufacturing the designed TBM cutterhead

하여 총 29개의 디스크커터를 배열 설계하였다. 이상

과 같이 설계된 커터헤드의 구조적 안정성을 TBM의 

최대 용량 조건(최대 추력 및 최대 토크 조건)에 대해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평가한 결과, 설계된 커터

헤드는 최대 추력과 토크 조건에서도 구조적인 안정성

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TBM 커터헤드의 제작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인 Bae et al. (2014)의 경우

와 동일한 과정으로 커터헤드를 제작하였다. 특히, 

커터헤드 소재의 경우도 다양한 재료 특성과 용접 

작업성을 고려하여 SM490A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가

공하였다. 

기본적으로 프레임 용접, 외주면 벤딩 작업, 분할 

제작된 소재들의 용접, 커터헤드 용접부 열처리 및 

기존 TBM과의 호환부 제작의 순서로 제작을 실시하

였다(Fig. 7). 이때 커터헤드의 각 파트별로 정밀한 

조립･제작을 위해 구축한 커터헤드 제작용 부속설비

를 활용하였으며, 선행 연구인 Bae et al. (201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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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urbished shield TBM (b) Cutterhead transport

(c) Field assembling work (d) Excavation initiation

Fig. 8. Refurbished shield TBM and its field application

Fig. 9. Final penetration by the refurbished shield TBM

적용한 기준과 동일하게 치수검사, 용접부 비파괴검사 

및 자분탐사검사를 실시하여 제작된 커터헤드의 품질

을 검증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작된 커터헤드에 대해

서는 최종적으로 Fig. 7(f)와 같이 디스크커터의 설계 

궤적과 일치하도록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5. 설계･제작된 커터헤드를 장착한 쉴
드TBM의 현장적용 및 성능평가

이상과 같이 설계･제작된 커터헤드를 장착한 직경 

3.6 m의 토압식 쉴드TBM의 전경과 현장에 투입된 

쉴드TBM이 총 1,275 m의 터널을 굴착 완료하고 관통

하는 장면은 각각 다음의 Fig. 8 및 Fig. 9와 같다.

본 연구에서 설계･제작된 커터헤드를 장착한 토압

식 쉴드TBM의 현장 굴진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기 

굴진구간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10 m/day 내외의 

굴진속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최대 굴진율은 14.4 

m/day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평균 굴진율은 5.72±3.27 

m/day로 나타났다(Fig. 10). 쉴드TBM의 평균 순굴진

속도(net penetration rate)는 0.88±0.50 m/hr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우 세그먼트 1링(길이 1.2 m) 굴착에 1시간 

내외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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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y excavated length (b) Histogram

Fig. 10. Daily advance rate of the refurbished shield TBM

(a) By excavated length (b) Histogram

Fig. 11. Net penetration rate of the refurbished shield TBM

Bae et al. (201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hang et 

al. (2011)이 제안한 다음의 식 (10)을 활용하여 현장에

서 기록된 쉴드TBM의 순굴진속도와 커터헤드 회전수

로부터 현장의 디스크커터 관입깊이를 계산하였다.

 
RPM


(10)

여기서 는 커터헤드 1회전당 디스크커터 관입깊이

(mm/rev), 는 TBM의 순굴진속도(mm/min), 그리고 

RPM은 커터헤드의 1분당 회전수(rev/min)를 의미한다.

디스크커터의 현장 관입깊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

적으로 Fig. 11의 순굴진속도의 경향과 거의 일치하였

으며 약 250 m의 굴착 지점에서 출현하였던 토사지반 

조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암석의 

최대 일축압축강도 150 MPa에 대한 최대 관입깊이 

설계조건이었던 4 mm/rev(Table 6 참조) 내외로 굴진

이 관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Fig. 12). 통계분석 결과

에서도 디스크커터의 평균 관입깊이는 2.89±2.45 

mm/rev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굴진자료가 2∼4 

mm/rev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2b). 

본 연구대상 현장에 적용된 쉴드TBM의 평균 가동

률은 30.44±16.31%이었으며 최대 가동률은 81.25%에 

달하였다(Fig. 13). 또한 쉴드TBM의 굴진율과 가동률

을 분석한 결과, 자료의 분산은 큰 편이지만 Fig. 13(b)

와 같이 굴진율과 가동률의 선형 비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기존 토압식 쉴드TBM에는 토

크 측정센서가 장착되지 않아서 토크를 분석하지는 

못하였으나, TBM 구동 추력과 앞선 3.2절의 관계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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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y excavated length (b) Histogram

Fig. 12. Cutter penetration depth of the refurbished shield TBM

(a) Histogram (b) Relationship between TBM advance rate and utilization

Fig. 13. Statistical analyses of TBM utilization

(a) By excavated length (b) Histogram of cutter normal forces

Fig. 14. Recorded TBM thrust and cutter normal forces

로부터 역산된 커터 연직력은 각각 TBM의 최대 추력 

용량(9,600 kN)과 디스크커터의 최대 허용 연직력(220 

kN) 이하로 관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Fig. 14). 특히, 

본 연구대상 현장에서 기록된 디스크커터의 최대 연직 

작용력은 149.31 kN로서 직경 15인치 디스크커터의 

최대 허용 용량인 220 kN의 67.9%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의 커터헤드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Table 

2의 시추공 위치별로 CSM모델에 의해 커터 작용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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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gram (b) By each borehole

Fig. 15. Comparison between field data and model predictions of cutter normal forces

Fig. 16. Comparison between field data and model predictions 

for cutter penetration depths

분석한 결과, 암석의 압축강도가 30 MPa 이하일 경우

에는 CSM모델에 의해 산출되는 커터 작용력이 음수(-)

로 산출되었다. 이는 CSM모델의 도출에 사용되었던 

자료들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압

축강도 30 MPa 이하의 연암 조건에서는 CSM모델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압축강도

가 30 MPa 이상으로 측정된 시추공들에 대해 CSM모

델에 의한 커터 작용력의 예측결과와 실제 현장 굴진자

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통계 분포는 유사하였으

나(Fig. 15a) NX-2-2, NX-2-8, NX-2-9 및 NX-10의 경우

에는 CSM모델의 상대오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

났다(Fig. 15b).

CSM모델에 의한 디스크커터 관입깊이의 예측결과

는 식 (10)으로부터 변환된 현장의 굴진자료보다 다소 

크게 산출되었다. 특히, 압축강도가 41.4 MPa인 

NX-2-16 시추공의 경우 커터 관입깊이가 14.4 mm로 

예측되어 실제보다 매우 큰 결과로 예측되었다(Fig. 

16). 이는 앞선 커터 작용력의 예측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도가 매우 낮은 연암 조건에서 CSM모델

의 오차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CSM모델에 사용되는 주요 입력변수인 압축강도가 

예측결과에 미치는 영향도를 파악하고자, CSM모델

에 의해 커터 작용력이 음수로 산정되지 않는 압축강도 

30 MPa 이상의 시추공 조건별로 앞선 식 (1)∼(7)의 

관계식들로부터 역추정한 압축강도와 커터 연직 작용

력 및 커터 관입깊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Fig. 17과 같다. 분석 결과, CSM모델로부터 

추정된 압축강도와 커터 작용력은 뚜렷한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커터 관입깊이와는 비교적 

양호한 음지수 함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통계

적인 상관관계들을 도출할 때에는 현장 굴진자료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회귀분석 이후에 현장 굴진자료들

을 함께 도시한 결과에 따르면 편차는 있으나 통계적인 

상관관계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 Fig. 17의 상관관계들은 설계 단계에서 

입력 자료가 제한적일 경우 간단한 관계식들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 CSM모델에는 디스크커

터의 형상 치수와 간격이 입력변수로 사용되므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직경 15인치의 디스크커터를 80 mm

의 커터 간격으로 배치한 경우와 유사한 조건에 국한되

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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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tter normal force (b) Cutter penetration depth

Fig. 17. Cutter normal forces and cutter penetration depths at different rock strength conditions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직경 3.6 m 토압식 쉴드TBM의 커터

헤드를 설계･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연장 1,275 m의 

전력케이블 설치용 터널 굴착공사를 수행하였다. 지반

조사 결과에서 암석의 일축압축강도가 가장 크게 나타

난 조건을 대상으로 최적의 디스크커터 간격과 최대 

관입깊이를 산정하여 커터헤드를 설계하고 소요 추력, 

토크, 동력 등을 산정하여 설계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설계･제작된 커터헤드를 장착한 토압

식 쉴드TBM의 실제 현장 굴진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대 굴진율은 14.4 m/day로 나타났으며 일부 토사지

반 조건을 제외하고 디스크커터의 관입깊이는 암석의 

최대 일축압축강도 150 MPa에 대한 최대 관입깊이 

설계조건이었던 4 mm/rev 내외로 굴진이 관리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토압식 쉴드TBM의 평균 가동률은 

30.44±16.31%이었으며, 자료의 분산은 큰 편이었지만 

TBM의 굴진율과 가동률의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현장에서 기록된 TBM 구동 추력과 디스크커터 

연직력은 각각 TBM의 최대 추력 용량과 디스크커터

의 최대 허용 연직력 이하로 나타나 굴진 중에 TBM과 

디스크커터에 큰 부하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현장에서 측정된 디스크커터의 작용력과 관입

깊이를 분석한 결과, 현장의 실제 측정결과와 CSM모

델에 의한 예측결과의 통계적인 분포는 유사하였으나 

일부 시추공 조건에서는 예측결과의 상대오차가 크게 

산출되었다. 특히, 암석의 압축강도가 30 MPa 이하일 

경우에는 CSM모델로 예측된 커터 작용력이 음수로 

산출되어 현장 굴진자료와의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이는 CSM모델이 개발될 때 활용된 자료들에 연암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연암 조건에서 CSM모델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측결과

의 활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SM모델의 주요 입력변수인 압축강도가 예측결과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현장 굴진자료로부터 

역산한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 커터 연직력 및 커터 

관입깊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통계적인 상관관계

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자료들의 분산을 고려하더라

도 현장 굴진자료들이 도출된 통계적인 상관관계들의 

경향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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