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of Korean Tunn Undergr Sp Assoc 18(2)245-256(2016) eISSN: 2287-4747

http://dx.doi.org/10.9711/KTAJ.2016.18.2.245 pISSN: 2233-8292

*Corresponding author: Ki-Il Song
E-mail: ksong@inha.ac.kr

Received March 14, 2016; Revised March 23, 2016;

Accepted March 25, 2016

[Technical Note]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 분석: 리뷰
이항로

1
ㆍ송기일

2
*ㆍ조계춘

3

1
비회원,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2
정회원,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

3
정회원, 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Analysis on prediction models of TBM performance: A review

Hang-Lo Lee
1
, Ki-Il Song

2
*, Gye-Chun Cho

3

1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Korea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Korea
3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AIST, Korea

ABSTRACT: Prediction of TBM performance is very important for machine selection, and for reliable estimation of 

construction cost and perio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valuation process of various prediction models 

for TBM performance and applied methodology. Based on the solid literature review since 2000, a classification system 

of TBM performance prediction model is proposed in this study. Classification system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divided 

into two stages: selection of input parameter and application of prediction techniques. We also analyzed input and output 

parameters for prediction model and frequency of use. Lastly, the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trend of TBM 

performance prediction is suggested.

Keywords: TBM performance, Prediction model, Selection of input parameter, Application of prediction techniques, 

Classification system

초 록: TBM을 적용하는 현장에서 장비 선택,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TBM의 굴진성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들의 평가과정과 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0년 이후에 발표된 문헌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의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체계에서는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에 필요한 입력인자 선정단계와 예측기법 적용단계로 크게 구분하였다. 

또한 각 예측모델에서 사용된 입력인자, 출력인자 그리고 예측모델에서 사용된 인자의 적용빈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의 현황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주요어: TBM 굴진성능, 예측 모델, 입력인자 선정, 예측기법 적용,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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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BM을 적용하는 현장에서 암석특성, 암반상태, 

TBM 사양과 최대용량을 고려하여 굴진성능을 예측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TBM의 굴진

성능을 예측하는 것은 각 인자간의 선형 또는 비선형

적인 관계로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도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Nelson (1993)은 TBM의 굴진율에 관하

여 위치별로 변하는 암반특성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TBM의 

굴진성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매우 난해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제시된 TBM의 굴진성능 예측 모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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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실험적 및 이론적인 방법과 경험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Rostami et al., 1996). 실험적 

및 이론적인 방법은 실대형 절삭시험에 대한 암반과 

디스크커터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바탕으로 

수립된 평형방정식의 해에 근거하여 모델을 제시하는 

방법이고, 경험적인 방법은 주로 실제 TBM의 성능과 

지반공학적 인자 사이의 경험적인 관계에 근거하여 

모델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실험적 및 이론적인 방법

에 기반한 TBM의 굴진성능 예측모델에 대한 대표적

인 연구로는 Crow (1975), Roxborough and Phillips 

(1975), Ozdemir et al. (1978), Snowdon et al. (1982), 

Sanio (1985), Sato et al. (1991)와 CSM (Colorado 

School of Mines)모델인 Rostami and Ozdemir (1993), 

Rostami (1997)가 있다. 또한, Cheema (1999)와 Yagiz 

(2002)는 기존의 CSM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

여 암반조건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Modified CSM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험적 및 이론적인 방법

의 적용을 위해서는 실대형 시험장비를 구축 운영하

여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제 

암반상태를 그대로 구현하기도 어렵다. 

반면, 경험적인 방법은 과거 현장데이터를 이용하

여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암반의 상태를 보다 용이하

게 고려할 수 있다. 주로 1～2가지의 입력인자를 이용

하는 경험적인 모델로는 Graham (1976), Farmer and 

Glossop (1980), Hughes (1986), Tarkoy (1973), 

Blindheim (1979), Nelson (1983), Nelson et al. (1985), 

Bamford (1984), Wijk (1992), Dollinger et al. (1998) 

등이 제시하였으며, 압축강도, 인장강도, 커터 당 추력, 

Fracture toughness, Shore hardness, DRI (Drilling 

Rate Index) 등을 입력인자로 적용하였다. 기존에 제

시된 예측모델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몇몇 연

구자들은 암석특성과 암반상태, TBM 사양 및 운전조

건 등을 고려한 경험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Sundin 

and Wanstedt, 1994; Bruland, 1998; Nelson et al., 

1999).

최근에는 TBM의 굴진성능 예측의 복잡성을 극복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포함

한 최적화 기법(Optimization Technique)이 적용된 

예측모델들이 제안되고 있다(Grima et al., 2000; 

Zhao et al., 2007; Benardos and Kaliampakos, 2004; 

Gholamnejad and Tavarani, 2010). 몇몇 연구자들은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다중회귀분석모델과 비교하였다(Martins and 

Miranda, 2013; Yagiz and Karahan, 2015; Yagiz et 

al., 2009; Oraee et al., 2012; Mahdevari et al., 2014). 

한편, 2000년대 이전에 제시된 경험적 모델의 경우, 

상대적으로 구형(舊型) TBM을 이용한 현장의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도입 및 

적용된 신형(新型) TBM에 적용 시 문제가 될 수 있지

만 이와 관련된 문헌이 많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국내외에서 발표된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예측모델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시

하였다. 또한 각 예측모델에서 사용된 입력인자와 출

력인자를 도출하고 적용 빈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TBM 굴진율 예측모델의 현황

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2. TBM 굴진성능 관련 용어정리

일반적으로 TBM의 굴진성능을 나타내는 용어로

는 관입율(Penetration rate), 관입깊이(Penetration per 

revolution) 그리고 암반의 Boreability를 나타내는 

Field penetration index 또는 Boreability index 등이 

이용되고 있다. TBM의 굴진성능과 관련된 용어와 

단위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2.1 관입율과 관입깊이

관입율은 TBM이 굴진하는 시간 당 굴진거리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또는 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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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rminologies related to TBM performance

Abbreviation Term Unit

 Penetration rate , 

 Revolution per minute 

 Penetration per revolution 

 Operating ratio 

 Advance rate 

 Boreability index 

 Specific rock mass boreability index 

 Thrust per disc cutter 

 Field penetration index 

 Field penetration index in blocky rock mass (2013, 2014)
 (2013)

 (2014)

되고 있다.


의굴진시간

굴진거리
(1)

식 (1)에서 은 관입율을 의미하며 커터헤드 회전 

당 굴진거리를 나타내는 관입깊이를 계산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관입깊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2)

식 (2)에서 는 관입깊이, 은 분 당 커터헤드

의 회전수로 각각 , 으로 표현된다. 

한편, 과 가동률로부터 TBM의 실굴진율을 다음 

식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실굴진율은 설계단계에

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인자이다. 여기서, 가동률은  단위이며 굴진시간을 

전체 가동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 
×   (3)

식 (3)에서 은 실굴진율, 은 가동률을 

의미한다. 한편, 은 TBM과 현장의 지반상

태 및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TBM 굴진성능 예측을 위해 

직접적으로 을 도출하기보다는   또는 의 

예측을 위한 모델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2.2 암반의 Boreability

Boreability는 취성(Brittleness)과는 다른 용어로 일

반적으로 암반에서 암석절삭기기의 성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굴진압이나 TBM 커터의 개수 및 

종류에 따른 관입율의 관점에서 암석의 굴진 특성을 

표현하는 값으로 정의된다(Commission on engineering 

and technical systems of USA 1984). 암반의 Bore-

ability는 TBM과 암반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표현

하는 파라미터(Gong et al., 2007)로 암반의 특성, 

TBM의 사양 및 작동인자와 관련된 포괄적인 변수라 

할 수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암반의 특성에 따른 

Boreability를 측정하기 위하여   (Boreability Index)

와   (Field Penetration Index)를 제안(Sundin and 

Wanstedt, 1994; Hamilton and Dollinger, 1979)하였

지만, 이 지수들은 표현 방법이 다를 뿐 동일한 파라미

터로 볼 수 있다(Gong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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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assification system for prediction models of TBM performance





(4)

여기서, 은 작용된 커터 당 추력으로 로 

표현되며, 는 을 으로 나눈 값으로 단위는 

을 사용한다. Mobarral et al. 

(2013)은 보다는 가 지반공학적 인자와 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와 로부터   또는 를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다(Hassanpour et al., 2009; Mobarral et al., 2013; 

Delisio and Zhao, 2014; Salimi et al., 2015). 해외에서

는 암반의 Boreability의 예측을 위한 여러 모델들이 

제시되었으며,   또는 와 암반의 특성을 나타내

는 여러 인자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Hamidi et al., 2010; Hassanpour 

et al., 2009, 2010, 2011; Mobarral et al., 2013; Salimi 

et al., 2015). 기존의 는  또는 과 같은 TBM 

작동인자의 영향으로 인해 같은 암반조건에서도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TBM 작동인자의 영향을 소거하기 

위하여 Gong et al. (2007)은 1에서의 를 

의미하는   (Specific Rock Mass Boreability 

Index)를 제시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암반조건에서 

암반의 Boreability를 측정하는데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후에 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이 

제시되었다(Zhao et al., 2007; Gong and Zhao, 2009). 

Delisio et al. (2013)과 Delisio and Zhao (2014)는 

blocky rock 조건에서는 기존의 만으로는 Bore-

ability를 명확하게 고려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Field penetration index in blocky rock mass)

를 제안하였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

다. 한편, 국내에서는 암반의 Boreability에 대한 연구

가 전무하고 이에 대한 용어 또한 정립되지 않은 실정

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 분류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발표된 26건의 논문을 

분석하여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에 대하여 분석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Fig. 1과 같은 분류체계를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체계는 크게 두 단계로 

체계화할 수 있으며, 입력인자 선정단계와 예측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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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diction techniques

Prediction techniques Relevant models

Regression analysis

Gong and Zhao, 2007; Hamidi et al., 2010; Hassanpour et al., 2009, 2010, 2011; Mobarral et al., 2013; 

Delisio et al., 2013; Delisio and Zhao, 2014; Yagiz, 2006, 2008; Yagiz and Yagiz, 2006; Chang et al., 

2011

Optimization techniques

Zhao et al., 2007; Salimi, et al., 2015; Yagiz and Karahan, 2011, 2015; Martins and Miranda, 2013; 

Ghasemi et al., 2014; Hedayatzadeh et al., 2011; Benardos and Kaliampakos, 2004; Gholamnejad and 

Tayarani, 2010; Grima et al., 2000

Regression analysis and 

Optimization techniques
Yagiz et al., 2009; Oraee et al., 2012; Mahdevari et al., 2014

적용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3.1 입력인자 선정단계

TBM의 굴진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예측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굴진성능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력인자와 입력인자와의 상관도가 높다 하더

라도 현장의 실무자가 획득하기 어려운 입력인자일 

경우 예측모델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활용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예

측모델의 정확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

적의 영향인자를 도출했을 지라도 TBM 굴진면의 

매핑(Mapping)이 불가능한 것과 같이 현장 지반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정량적인 값으로 획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획득 가능한 영향인자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입력인자 선정단계는 

다시 세 가지 방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방법 A는 앞서 제시된 예측모델에 사용된 현장의 

데이터베이스 및 입력인자를 그대로 이용하여 예측모

델에 적용한 경우이다. 제안된 예측기법이 그 전에 

연구자가 제시하였던 예측기법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방법 A가 용이하게 적용되었다

(Zhao et al., 2007; Yagiz and Karahan, 2011, 2015; 

Martins and Miranda, 2013; Ghasemi et al., 2014). 

방법 B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여러 논문을 참고하여 주요 입력인자를 획득

하고 더불어 경험적 및 공학적 판단을 통해 영향인자

를 선택한 후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alimi et al., 2015; Grima et al., 2000), 단순회귀분석 

또는 상관관계분석(Hamidi et al., 2010; Hassanpour 

et al., 2009, 2010; Mobarral et al., 2013; Delisio et 

al., 2013; Delisio and Zhao, 2014; Yagiz, 2006, 2008; 

Yagiz and Yagiz, 2006; Yagiz et al., 2009; Hedayatzadeh 

et al., 2011; Chang et al., 2011)등의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입력인자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방법 

C는 기존의 여러 논문을 참고하여 주요 입력인자를 

획득하고 경험적 및 공학적 판단을 통해 입력인자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방법 C는 일반적으로 이전의 연

구를 통해 충분한 경험적 지식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Gong and Zhao, 2009; Hassanpour et al., 

2011; Benardos et al., 2004; Gholamnejad and 

Tayarani, 2010; Oraee et al., 2012; Mahdevari et al., 

2014; Benato and Oreste, 2015). 예측모델의 신뢰성은 

이용된 현장의 데이터 베이스의 신뢰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게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구축에 이용

된 데이터 베이스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3.2 예측기법 적용단계

두 번째 단계는 선정된 입력인자를 바탕으로 TBM

의 굴진성능 예측을 위한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단계를 Table 2와 같이 회귀분석, 

최적화 기법, 회귀분석과 최적화 기법으로 세분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에 있는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여러 회귀모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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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계수( )값이 가장 큰 조합을 만들기 위하여 예측

기법을 적용하면서 입력인자가 재조정된 경우도 있다

(Hamidi et al., 2010; Hassanpour et al., 2009, 2010, 

2011; Yagiz, 2008).

3.2.1 회귀분석

회귀분석은 어떤 종속변수(출력인자)가 다른 독립

변수(입력인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함수 관계를 조사하는 통계적 분석법이다.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에서는 주로 다중회귀분석(선형 

또는 비선형)이 적용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의 기본절

차로는 출력인자에 대한 입력인자를 선택하고 이에 

대해 다중 회귀모델을 구축한다. 그리고, 구축된 회귀

식이 해당 모집단에서 유의미한 지를 판단하는 F-검정

통계량과 식의 설명력 또는 적합성을 나타내는 결정

계수( )를 통해 이를 검증한다. 한편,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절차에 있어서 결정되어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적합한 회귀 모형을 만들기 위해 

여러 독립변수 중에서 어떠한 독립변수를 선택할 것

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여러 독립변수 중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큰 변수(다중공선성)들이 있는 경우 

소거할 독립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은 개인의 경험적 및 공학적 판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어진 현장 데이

터베이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2 최적화 기법

통계분석은 일반적으로 가설에 대한 검증 과정이 

중요하지만, 최적화 기법은 최적의 해를 찾아내기 위

해 사용되는 기법으로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

점이 있다. 최적화 기법은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지반

공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Yagiz 

and Karahan, 2015).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로는 

인공신경망(Zhao et al., 2007; Salimi et al., 2015; 

Martins and Miranda, 2013; Yagiz et al., 2009; 

Benardos and Kaliampakos., 2004; Gholamnejad and 

Tayarani, 2010), 퍼지이론(Ghasemi et al., 2014; 

Hedayatzadeh et al., 2011), 뉴로-퍼지(Salimi et al., 

2015; Oraee et al., 2012; Grima et al., 2000), 입자무리

최적화(Yagiz and Karahan, 2011), 서포트벡터머신

(Salimi et al., 2015; Martins and Miranda, 2013; 

Mahdevari et al., 2014) 등이 적용되었고, Yagiz et 

al. (2015)는 차분진화(Differential evolution), Hybrid 

Harmony Search 그리고 Grey Wolf Optimizer를 적용

하여 굴진성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4.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 분석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에 사용된 입력 및 출력인

자와 해당 연구 개발이 이루어진 국가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또한 정리한 모델 안에서 사용된 입력인

자의 적용 빈도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주요 영향인

자의 적용 빈도에 따른 서열로는 일축압축강도, 절리

의 간격, 절리의 방향, 취성지수, RQD, 체적절리개수

(The volumetric joint count) 그리고 인장강도 순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일축압축강도는 암석의 강도를 나

타내며, 나머지는 주로 암반의 절리조건과 관련된 인

자임을 알 수 있다. 즉, 암석의 강도뿐만 아니라 암반의 

상태를 나타내는 인자들이 , , 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영향인자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hang et al. (2011)은 커터의 관입깊이는 절삭조건보

다는 암석의 강도 특성 및 NTNU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모델 변수들에 

의해 좌우됨을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확인하였다. 그

리고 실내실험으로부터 획득한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는 현장의 암반상태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축압

축강도만으로 굴진성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Yagiz, 2008). 이는 절리의 간격, 절리의 방향 및 

체적절리개수 등과 같은 암반상태와 관련된 인자들 

또한 TBM 굴진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한다. Table 3에 Grima et al. (2000), Hassanpou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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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input and output parameters

Models Output parameters
Input parameters

Country
Rock and Rock mass Machine

Salimi et al. (2015)
Field Penetration Index

()
,  - Germany

Yagiz and Karahan (2015) Penetration Rate () , , ,  - Turkey

Benato and Oreste (2015) Penetration Rate () ,   Italy

Mahdevari et al. (2014) Penetration Rate () , , , , 
, , 

,  
Iran

Ghasemi et al. (2014) Penetration Rate () , , ,  - Iran

Delisio and Zhao (2014)
Field Penetration Index_Blocky2

()
,  - Switzerland

Delisio et al. (2013)
Field Penetration Index_Blocky1

()
,  - Switzerland

Mobarral et al. (2013)
Field Penetration Index

()
,   - Iran

Martins and Miranda (2013) Penetration Rate () , , ,  - Portugal

Oraee et al. (2012) Penetration Rate () , , RQD - UK

Hedayatzadeh et al. (2011) Penetration Rate () , ,  - Iran

Yagiz and Karahan (2011) Penetration Rate () , , ,  - Turkey

Chang et al. (2011) Penetration Rate () , , , ,  - Republic of Korea

Hassanpour et al. (2011)
Field Penetration Index

()
,  - Iran

Hassanpour et al. (2010)
Field Penetration Index

()
,  - Iran

Hamidi et al. (2010)
Field Penetration Index

()
, , ,  - Iran

Gholamnejad and Tayarani 

(2010)
Penetration Rate () , ,  - Iran

Gong et al. (2009)
a Specific rock mass boreability index

()
, , ,  - China

Yagiz et al. (2009) Penetration Rate () , , ,  - Turkey

Hassanpour et al. (2009)
Field Penetration Index

()
,  - Iran

Yagiz (2008) Penetration Rate () , , ,  - Turkey

Zhiye Zhao et al. (2007)
Specific rock mass boreability index

()
, , ,  - Singapore

Yagiz (2006) Penetration Rate () , , , PI - Turkey

Yagiz and Yagiz (2006) Penetration Rate () , ,    Turkey

Benardos and Kaliampakos 

(2004)
Penetration Rate ()

, , , 

Overload factor,

Water table surface,

Rock mass weathering, 

Overburden, Permeability

- Greece

Grima et al. (2000) Penetration Rate () , , 

, 

Cutter 

diameter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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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quency of input parameter

Input parameters Frequency

⦁ :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24

⦁ : Joint spacing(=Distance between plane of weakness) 13

⦁ : Angle between plane of weakness and TBM-driven direction 11

⦁ : Brittleness index 10

⦁ : Rock quality designation 6

⦁ : The volumetric joint count 4

⦁ : Brazilian tensile strength(=Tensile strength) 3

⦁ : Contact force applied to the each disc(=Thrust per cutter) 2

⦁ : Joint condition 1

⦁  : Point load strength index having 50 diameter 1

⦁ : Specific energy 1

⦁ : Total thrust force 1

⦁ : Cutterhead power 1

⦁ : Cutterhead torque 1

⦁  : CSM model basic rate of penetration 1

⦁ : Fabric index of Q system 1

⦁ : The ratio UCS/cutter load 1

⦁ : logsinsin   1

⦁ : Geological strength index 1

⦁ : Brittleness index(NTNU) 1

⦁ : Drilling rate index 1

⦁ : Cutter life index 1

⦁ : Rock mass rating 1

⦁Overload factor 1

⦁Overburden 1

⦁Water table surface 1

⦁Permeability 1

⦁Rock mass weathering 1

⦁ : The core fracture frequency 1

⦁ : Revolution per minute 1

⦁Cutter diameter 1

al. (2011), Chang et al. (2011)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델은 주로 1～2개의 현장 자료로부터 구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현장에 일반화되어 적용되기에는 무리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국내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 현황

국내의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로는 선형절삭시

험 결과에 근거한 Chang et al. (2007)모델과 국내의 

여러 현장자료와 선형절삭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적용한 Chang et al. (2011)모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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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들은 해외의 CSM모델과 NTNU모델의 장점

을 살려 여러 현장의 데이터와 국내 주요 암석에 대한 

절삭시험을 통하여 다양한 암석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절삭조건을 제시하였고, 커터작용력, 커터 압입깊이

(), 비에너지( ) 등 여러 가지 값을 산정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NTNU모델과 같이 특수한 시험

(Siever's J-value test, The brittleness test, The abrasion 

test)을 요구하는 영향인자 대신에 실무자가 터널 현장

의 예비단계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영향인자를 

입력인자로 고려하여 예측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한, 비선형적이고 영향인자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한 

TBM 굴진성능 예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계적 

모델에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최적화 기법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가능성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되었다(Martins and Miranda, 2013; Yagiz 

and Karahan, 2015; Yagiz et al., 2009; Oraee et al., 

2012; Mahdevari et al., 2014). 물론 대부분 해외에서 

소개된 예측모델은 보통 1～2개의 현장자료를 토대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한편, 국내의 경우 TBM의 굴진성능 예측을 위한 

최적화 기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

이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최적화 기술은 예측 정확성

이 뛰어나고, 기계학습을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현

장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학습하

여 적응성이 있는 강력한 예측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에서 제시된 TBM 성능 

예측 모델은 실무자들이 획득하기 난해한 영향인자들

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획득하기 용이한 영향인자만

을 고려한다면 예측의 정확성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

에 향후 효율성과 정확성을 모두 고려한 신뢰성 있는 

예측모델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현재 신뢰성 있는 국내 TBM의 현장자료

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신뢰성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국내외의 어느 현장

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TBM 굴진 성능 

예측모델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TBM을 적용하는 현장에서 장비 선택,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TBM의 굴진

성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다. 본 연구에서는 TBM 굴진성능으로 관입율, 관입깊

이, Field penetration index (=Boreability index)를 예

측한 모델위주로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0년 

이후에 발표된 문헌들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 조사를 

토대로 기존의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들의 평가과

정과 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TBM 굴진성

능 예측모델의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체계에서는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에 

필요한 입력인자 선정단계와 예측기법 적용단계로 

크게 구분하였다. 또한 각 예측모델에서 사용된 입력

인자, 출력인자 그리고 예측모델에서 사용된 인자의 

적용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과 관련된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본 논문은 TBM 굴진성능 예측모델에 

관한 전체 분석과정과 분석방법에 대하여 관련 연구

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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