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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ar prediction of TBM disc cutter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hard rock TBMs as 

number of cutter head intervention. In this regard, some model such as NTNU, Gehring 

model, CSM models have been used to predict disc cutter wear and intervention 

interval. There are some deficiencies in these models. This paper developed a new test 

method for wear prediction for TBM disc cutter and proposed a new abrasion index. 

In this regard, different abrasivity indices along with their testing methods are 

explained. A comparative study is performed to develop the predictability of different 

cutter life evaluation methods and index. The evaluation of the new methods proposed 

in this paper shows a very good agreement with the actual cutter life and intervention 

interval length. The proposed tester and index can be easily used to predict the 

intervention interval length and cutter wear evaluation in both planning and 

construction stages of a TBM tunneling project.

Keywords: Disc cutter, Abrasion Prediction Model, NAT (New Abrasion Tester), 
DWI (Disc Wear Index) 

초 록

암반용 TBM 공사에서 디스크 커터의 마모도 예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정확한 공

사비와 공사기간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디스크 커터 마모도 예측에 널리 사용

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CSM 모델, 노르웨이 NTNU 모델, Gehring 모델이 있으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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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각각 세르샤 시험, NTNU 시험 결과로부터 도출된 디스크 커터의 마모지수와 수명 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세르

샤 시험은 금속 핀을 이용하여 일방향으로 마모를 발생 시키기 때문에 광물 입자크기나 암석의 이방성에 따라 결과의 편

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SINTEF, 2013). 한편, NTNU 시험의 경우에 시료 성형을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

에 수행 완료까지 2∼3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 디스크의 회전과 이와 직교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양방향 마모를 발생시켜 마모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NTNU 시험 대비 별도의 시료성형이 필요 없어 소요 시간을 

1∼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디스크 커터 마모도 예측시험과 이를 이용한 마모지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마모

지수는 동일 암석을 이용한 세르샤 시험과 NTNU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

내 외 TBM 현장의 암석 시편을 이용하여 시험결과와 현장의 실제 디스크 커터 마모량을 비교 검증하였으며, 95%의 높

은 결정계수를 확인하였다. NAT 시험은 신속하게 시험 수행이 가능하고, 시험 결과로부터 제안된 마모지수가 높은 신

뢰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디스크 커터, 마모도 예측 모델, NAT (New Abrasion Tester), DWI (Disc Wear Index)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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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발파식 공법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적고 장대터널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터널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TBM은 대상 지반 종류에 따라 크게 토사용 TBM과 암반용 TBM으로 구분되며, 이중 암반

용 TBM은 높은 강도의 암석을 파쇄할 수 있는 디스크 커터를 절삭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설계단계에서 디스크 커터의 수명을 추정하고 총 소요 개수를 산정하는 것은 전체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산출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Jeong et al., 2014). 디스크 커터의 마모는 TBM의 굴진효율 저하 및 과도한 토크 증가

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 커터를 적정 시점에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정 교체 시기와 디스크 커터의 소요 수량

을 추정하기 위하여 디스크 커터의 마모도 예측이 필요하다. 디스크 커터의 마모도 예측 모델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에

는 미국 CSM (Colorado School of Mines)모델, 노르웨이 NTNU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모델, 프랑스 Gehring 모델(1995) 등이 있으며, 이들 모델은 세르샤 시험 및 NTNU 시험으로부터 각기 도출된 디스크 

커터 마모지수와 디스크 커터 수명지수로부터 디스크 커터의 마모도를 예측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세르샤 시험에서 금속 핀을 일방향으로 마모시키는 것과 다르게 원형의 디스크를 양방향으로 

마모시키고, NTNU 시험 대비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시험방법과 마모지수를 개발하였다. 새로 개발된 시

험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일 암석 시편에 대해 기존 세르샤 시험과 NTNU 시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

다. 또한 실제 TBM 현장의 암석시편을 이용한 새로운 마모지수와 해당 TBM 현장의 디스크 커터 마모량을 비교함으

로써 새로운 마모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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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BM 디스크 커터의 마모도 평가 방법

2.1 디스크 커터의 마모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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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하면서 암반을 절삭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 디스크 커터 표면은 암석과의 연속적인 마찰저항에 의하여 마모

가 발생하게 되며, 마모발생 원인은 광물의 구성, 광물의 경도 입경의 형상 및 사이즈, 물리적 강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Atkinson et al., 1986). 특히 석영의 경도가 절삭 도구의 경도보다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석영의 함량

은 절삭도구의 마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2). 

디스크 커터의 마모 형태는 암반과 디스크 커터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조건 별 디스크 커터의 마모

형태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Turtscher et al., 2013). 이중 정상마모(Normal wear)는 균질한 강도의 암반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디스크 커터 전면에 걸쳐 균등한 마모량을 보이는 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디스크 커터의 마모 예측 모델

에서는 정상 마모를 가정하게 된다. 편마모(Uneven wear)는 디스크 커터가 회전할 때 클로깅의 원인에 의해서 회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나 동일 단면에서 복합지반을 굴착하는 경우에 디스크 커터의 한쪽 면만 마모되는 

형태를 말한다. 칩핑(Chipping)은 디스크 커터가 매우 높은 강도의 암석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디스크 커터의 일부

가 떨어져 나가는 마모형태를 말하며, 머쉬루밍(Mushrooming)은 높은 강도의 균질한 암반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디스

크 커터의 경도가 암석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때 디스크 커터의 외형이 변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디스크 커터의 마

모는 TBM 굴진 효율에 영향을 주며, 특히 편마모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디스크 커터의 회전을 유발시킴에 따라 

TBM 굴진속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적정 시점에 디스크 커터를 교체하여야 하며, 이

를 위해서 디스크 커터의 마모도 예측이 중요하다.

Table 1. Disc cutter wear schemes (Turtscher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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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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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스크 커터의 마모도 예측 모델 문헌 고찰

전 세계적으로 디스크 커터의 마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모델이 개발되었으며, 이중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모도 평가 시험으로 프랑스의 세르샤 시험과 노르웨이의 NTNU 시험이 있다. 세르샤 마모 시험은 프랑스의 

Cerchar Institute (Centred ‘Etude et. Recherches de Charbonnages de France)에서 1986년에 개발한 암석의 마모도 

측정 시험법이다(Jeon et al., 2014). Fig. 1과 같이 70N의 수직하중을 받는 금속 핀을 암석 면에 긁어 마모된 면의 직경

을 측정하고, 식 (1)과 같이 디스크 커터의 마모지수(CAI, Cerchar Abrasivity Index)를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 di 는 마

모된 핀의 직경(mm)을 의미한다. 시험에 사용되는 금속 핀은 원뿔 형상이고 길이 15 mm 이상, 폭 10 mm 이상으로, 재

료의 로크웰 경도(Rockwell Hardness)는 스케일 C(HRC)로써 HRC 55이다(Plinninger, R. J. et al., 2002). 세르샤 시

험은 비교적 간편하고 암석에 대한 금속의 마모정도를 경제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그 적용성

이 검증 된 바 있다(Lee et al., 2012). 그러나 동일 시험편에 대해서 금속 핀의 이동방향과 이동위치에 따라서도 마모결

과의 편차가 다소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이방성 암석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INTEF, 2013). 

Fig. 1. Cerchar tester and cerchar abrasivity index

CAI



 × (1)

NTNU 모델은 노르웨이의 NTNU에서 개발한 방법으로 노르웨이에서 수행된 다수의 TBM 터널 시공 Data를 이용

하여 암반용 TBM의 굴진성능과 디스크 커터의 마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Bruland, 1998a). NTNU 모델

에 사용되는 시험은 Fig. 2와 같이 천공저항시험(Siever’s J Test), 마모시험(AVS, Abrasion Value Steel), 취성도시험

(Brittleness Test)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Siever’s J 시험은 암석의 표면경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비트를 200회 회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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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킨 후에 비트의 중량손실 값을 의미한다. CLI는 굴착 대상 암반조건에서 TBM용 디스크 커터의 마모수명을 추정하

는데 활용하는 지수로 천공저항지수(Siever’s J)와 마모지수(Abrasion Value Steel, AVS)로부터 식 (2)와 같이 계산된

다(Bruland, 19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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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TNU tester

CLI

 


(2)

NTNU 시험 중 AVS 시험은 입도에 맞추어 암석을 분쇄하여 암분을 만들어야 하고, SJ 시험의 경우에는 Fig. 3과 같

이 천공 장비에 맞추어 시료성형이 사전 작업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2∼3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결과 분석 시에도 여러 

보정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도출이 다소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현재 DRI와 CLI에 대한 시험방법은 일

반적인 암석 시험방법들과 상이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 기관과 기업에서만 관련 시험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

(Choi et al., 2011).

Fig. 3. Pre-cutting of a piece from a rock core for determination of sievers’ J-value (SINTEF, 2013)

한편, 이들 시험결과를 이용한 다양한 디스크 커터의 마모예측 모델과 디스크 커터의 수명예측 모델이 개발되었으

며 대표적인 모델은 Table 2와 같다. Gehring (1995)은 CAI와 디스크 커터의 마모량에 대한 직접적인 상관모델을 제

안한 바 있으며, Table 2의 그림과 같이 실제 디스크 커터 마모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CSM 모델에서는 CAI로부

터 디스크 커터의 수명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 모델은 CAI로부터 별도의 보정계수 없이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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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커터의 마모량과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NTNU 모델은 NTNU 시험결과로부터 CLI를 도출하여 NTNU에서 제시한 도표에 따 디스크 커터의 기본 수명 시

간을 구하게 된다. 여기에 커터헤드의 크기, 커터헤드 회전속도, 디스크 커터의 개수, 석영 함유량과 관련한 보정계수

를 적용하여 최종 수명 시간을 예측하게 된다.

3. 새로운 디스크 커터의 수명 예측 시험 개발

3.1 NAT(New Abrasion Tester) 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시험방법을 보완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디스크 커터의 수명 예측이 가능한 새로운 시험방법

(NAT) 및 마모지수(DWI, Disc Wear Index)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험장치는 크게 메인 프레임, 하중 재하 장치, 암

석 시편 고정부, 원형 디스크(절삭 도구) 및 디스크 고정부, 회전장치로 구분되며, 시험장치는 Fig. 4와 같다. 

NAT는 NTNU 시험과 다르게 별도의 암석 성형 작업 없이 현장의 암석시편을 사용하기 때문에 1∼2시간 안에 시

험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NAT는 기존 세르샤 시험장치에서 금속 핀을 직선으로 이동시키면서 암석을 긁는 방식과 다

르게 원형의 디스크를 회전 이동시키면서 실제 TBM 디스크 커터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마모를 발생시킨다. 이때 원

형의 디스크는 크랭크 회전으로부터 회전 축과 평행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세르샤 시험의 마모길이 10 mm 보다 늘어난 

Table 2. Prediction models for disc cutter wear

Reference Applying index Model or formula

Gehring (1995) CAI V
s
mgm   ×



Bruland (1998)

(NTNU model)
CLI





 

∙


∙

∙


∙




 

   



   




   



    

    

Frenzel (2005) CAI CLCutterLi fe  CAI

Rostami et al. 

(2005)

(CSM model)

CAI CLCutter Li fe 
×CAI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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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mm를 이동하게 된다. 한편, 세르샤 시험은 금속 핀을 이용하여 일방향으로 암석에 마모를 발생 시키기 때문에 광

물 입자크기나 암석의 이방성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SINTEF, 2013). NAT는 Fig. 5와 같이 금

속 디스크의 회전과 이와 직교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양방향으로 마모를 발생시켜 마모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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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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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록 25 kg을 적용하였다. 한편 크랭크의 회전속도는 20 RPM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수동으로 시험 수행 과정에 

편이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속도로 결정하였다. 디스크 회전 수는 여러 가지의 암종을 사용하여 회전수 별 시험을 수

행한 결과로부터 결정하였다. Table 3의 시험결과로부터 암종에 따라 적은 회전 수에서는 질량 손실량이 충분하게 발

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회전 수가 증가할수록 회전 이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회전수가 50 이상에서

는 최소 시편의 크기가 100 mm 이상이 된다. 따라서 소요 시편의 크기와 장비의 크기, 시험 수행의 편이성을 고려하여 

회전 수를 50으로 결정하였다.

Fig. 4. NAT(New Abrasion Tester) and test method

Fig. 5. Cutting and moving direction of disc on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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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c weight loss according to the number of rotations

No Rock type Rotating number Disc weight loss (mg)

1 Granite 144 169

2 Granodiorite 50 38

3 Gneiss 110 53

4 Sandstone 100 18

5 Tuff 20 < 1

상기 소개된 NAT의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우선 회전 디스크의 무게를 측정하고 회전 디스크를 본체 장치와 결

합한다. ②다음으로 암석시편을 쪼개어 쪼개진 표면이 디스크를 향하여 암석을 장치에 고정한 후 상부플레이트에 25 

kg의 하중을 가한다. ③상부플레이트를 내려 암석 시편에 원형 디스크를 접촉되도록 하여 이때 디스크와 연결된 크랭

크를 50바퀴를 돌려 디스크가 암석을 긁으면서 회전 이동시키게 한다. 이때 속도는 20 RPM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시

험 전 후의 디스크 중량 차이(mg)를 새로운 마모지수(DWI, Disc Wear Index)로 정의하였다(식 (3)). Fig. 6은 NAT 절

차와 시험 후 암석 시편 표면이다. 

Fig. 6. Procedure of NAT testing 

DWIm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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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기존 마모 지수와 DWI 비교 

본 연구에서 NAT 시험과 마모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일한 암석시편에 대해 기존 시험방법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외에서 채취한 대표적인 5개의 암종에 대해 NAT 시험을 수행하여 마모지수를 산정하였으며, 

동일 암석시편을 이용하여 NTNU 시험과 세르샤 시험을 수행하였다. NTNU 시험은 시험장비의 제원이 정확하게 공

개되어 있지 않아 암석 시편을 NTNU로 보내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세르샤 시험의 경우에는 제품화된 시험장치를 구

비하여 자체적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각 시험에 사용된 암석 시편의 종류와 기본 물성은 다음의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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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formation of test specimen

No Rock type Qtz (%) UCS (Mpa) BTS (Mpa)

1 Granite 28.8 203.5 9.83

2 Granodiorite 40.6 197.8 9.41

3 Gneiss 28.9 110.5 7.65

4 Sandstone 82.8 101.2 4.89

5 Tuff 12.4 114.9 7.74

각 암종 별로 NAT 시험결과를 포함한 각 시험방법 별 시험결과 및 마모지수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Comparison of test results for each abrasion index

No Rock type
NTNU Cerchar NAT

SJ AVS (mg) CLI CAI DWI (mg)

1 Granite 0.5 35.0 2.7 9.83 59.0

2 Granodiorite 2.2 28.5 5.2 9.41 38.0

3 Gneiss 2.0 16.0 6.2 7.65 24.0

4 Sandstone 87.0 11.0 31.7 4.89 9.0

5 Tuff 81.3 0.5 98.1 7.74 0.7

NTNU 시험결과에서 강도가 가장 높은 Granite는 AVS 값이 가장 크고 SJ 값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CLI는 가장 작게 산정되었다. CLI는 커터의 수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CLI가 작을수록 마모발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

다. 세르샤 시험결과에서도 Granite의 마모지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NAT 시험결과에서도 DWI의 값이 

가장 커 마모 발생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NTNU 시험결과에서 디스크 커터의 수명은 Sandstone 보다 

Tuff가 더 길어 Sandstone의 마모발생이 Tuff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NAT 시험결과에서도 Sandstone의 마모량

이 Tuff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르샤 시험에서는 Tuff에서 마모발생이 Sandstone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NTNU 시험과 NAT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원인은 세르샤 시험의 경우에 암석 내 조암광물의 분포가 일정

하지 않고 방향성 때문에 핀의 이동방향과 위치에 따라 마모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NTNU 시험결과와 

NAT 시험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AVS와 DWI의 관계는 결정계수 95.6%의 높은 선형관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J와 DWI의 관계는 결정계수 71.8%의 지수함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AVS와 DWI는 커터의 손실 마모량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높은 상관성을 갖지만, SJ는 비트의 천공도와 관

련된 지수이기 때문에 SJ와 DWI는 상관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세르샤 마모지수인 CAI와 DWI를 비교한 결과에서 두 지수의 관계는 선형 관계를 보이며, 이때 결정계수는 69.3%

로 나타났다. 세르샤 시험결과는 NTNU 시험결과에 비해 결정계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원인은 

Gneiss의 결과의 상관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8에서 Gneiss이 포함된 경우의 결정계수가 69%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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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Gneiss가 제외된 경우에는 결정계수가 89.8%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neiss와 같이 불규칙한 호층을 

이룬 경우에 핀이 접촉되는 위치와 절삭방향에 따라 마모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마모 시험을 수행하

여 평균을 취하거나, NAT와 같이 양방향으로 마모를 발생시키는 것이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

단된다.

4. NAT 마모지수의 검증

NAT 시험결과로부터 획득된 마모지수(DWI)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TBM 현장의 암석 시편을 이용한 시험결과

와 디스크 커터 마모량을 비교 분석하여 상관성을 검증하였다. 국내외 TBM 현장의 암석 코어 시편을 채취하여 시험을 

수행하였고, 이때 암석 시편의 종류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Juam Tunnel (1990)는 공사가 종료된 관계

로 인접한 신규도수 터널의 암석 코어 시편을 채취하여 시험을 수행하였고, 과거 문헌 상 디스크 커터 교체 기록을 대조

하여 비교하였다. 나머지 현장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된 현장들로서 해당 현장의 실제 암석 시편을 대상으

로 시험을 수행하였고 해당 현장의 디스크 커터의 마모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 7. Comparison between DWI and NTNU results

Fig. 8. Comparison between DWI and CAI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Development of a new test method for the prediction of TBM disc cutters life

485

Table 6. Project Information

No Project Year Country Purpose Rock type

1 Juam Tunnel 1990 S. Korea Water-way Gneiss

2 OO Tunnel 2013~ S. Korea Gas Pipeline Granodiorite

3 OO Tunnel 2013~ Singapore Electric Power Cable Granite

4 OO Tunnel 2013~ Singapore Electric Power Cable Granite

5 OO Tunnel 2014~ Norway Rail Way Gneiss

기존 Gehring 모델의 경우에는 CAI 지수와 디스크 커터의 질량 손실량 관계를 다음의 식 (4)와 같이 제안하였으며 

여기서 Vs는 디스크 커터의 이동거리 당 마모량을 의미한다. 

V
s
mgm   ×

 (4)

상기 제안 식에서 디스크 커터 마모도 평가 단위는 mg/m로, 디스크 커터 위치 별로 회전 이동거리가 상이하기 때문

에 디스크 커터 위치 별로 굴착거리 별 마모량 환산이 필요하다. 실제 노르웨이 OO터널의 경우에도 현장의 디스크 커

터 마모량 평가 단위로 암반의 굴착량(g/m3)을 적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보다 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디

스크 커터의 마모도 평가 단위(CWL, Cutter Weight Loss)를 굴착 부피 당 마모량(g/m3)로 적용하였다. 

새로운 시험방법과 마모지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Table 7과 같이 각 현장의 암종별 시험결과(DWI)를 얻고, 실제 디

스크 커터 마모량(g/m3)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Fig. 9). DWI와 디스크 커터의 마모량 사이에 97.7% 높은 결

정계수를 확인하였으며, 이때 상관관계는 식 (5)와 같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NAT 시험결과와 실제 디스크 커터 마모

량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Speci fic Cutter Weiht Lossgm  ×
 (5)

한편 Fig. 9에서 확인된 DWI와 실제 현장 TBM 디스크 커터의 마모발생량의 상관관계로부터 마모발생량에 따른 

DWI의 구간을 Table 8과 같이 설정하였다. DWI가 작을수록 디스크 커터의 마모발생량이 적어 디스크 커터의 수명은 

Table 7. DWI and Specific cutter weight loss

No Project Rock type DWI (mg) Specific cutter weight loss (g/m3)

1 Juam Tunnel Gneiss 69.0 44.3

2 OO Tunnel Granodiorite 38.0 29.0

3 OO Tunnel Granite 48.0 34.6

4 OO Tunnel Granite 51.0 36.9

5 OO Tunnel Gneiss 13.0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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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져 교체 주기가 늘어나며, 반대로 DWI가 클수록 디스크 커터의 교체 주기는 짧아지게 된다. 제안된 디스크 커터 

마모지수를 이용하여 디스크 커터의 교체주기와 디스크 커터의 소요 수량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암반용 TBM의 디스크 커터 마모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기존 디스크 커터 마모시험방법을 분석하여 

기존 시험방법과 시험지수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시험장비와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험 결과를 기존 시험

장비 결과와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실제 TBM 현장 시료를 이용한 시험결과와 실제 디스크 커터의 마모

량을 비교하여 예측 모델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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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

가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또한 세르샤 시험은 시편에 따라 시험결과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 다수의 시험 수

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험장치(NAT, New Abrasion Tester)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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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Comparison between DWI and specific cutter weight loss

Table 8. Classification of DWI with CAI

CAI Cerchar, 1986 (Pin hardness 54) DWI (mg)

0.3 - 0.5 Not very abrasive ≤0.5

0.5 - 1.0 Slightly abrasive 0.5-1.0

1.0 - 2.0 Medium abrasive 1.0-10.0

2.0 - 4.0 Very abrasive 10.0-40.0

4.0 - 6.0 Extremely abrasive 40.0<

6.0 - 7.0 Quartzi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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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 Wear Index)를 제안하는 시험으로 제안하였으며, 현장의 암석시료를 가지고 NAT로부터 DWI를 얻어 디

스크 커터의 추정이 가능하다. 

3. 본 연구에서는 DWI와 기존 NTNU 시험, 세르샤 시험의 시험결과와 지수들을 비교하여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DWI는 NTNU 시험의 마모지수와 지수함수 관계를 보이며, 세르샤 시험의 마모지수와 선형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관계로부터 NAT의 마모지수가 기존 시험법의 마모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하였다.

4. DWI로부터 TBM 현장의 디스크 커터 마모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DWI와 각 TBM현장의 굴착 부피당 커터손실 

질량(g/m3)과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DWI 값과 실제 마모량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

구개발을 통하여 TBM 디스크 커터 마모 평가를 위해서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간편한 시험만으로 디

스크 커터의 마모량을 예측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디스크 커터 소모량을 추정하고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향후 다양한 암종 및 암반등급의 NAT 시험결과와 실제 현장 Data를 추가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디스크 

커터의 마모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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