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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carried out a series of linear cutting machine tests to assess the cutting performance 

of a pick cutter in sedimentary rock. The specimens were Linyi sandstone from China 

and Concrete (rock-like material, conglomerate). Using the small scaled LCM system, 

we estimated the cutter force and specific energy under different cutting conditions. 

The cutter forces (cutting and normal) increased with penetration depth and cutter 

spacing in two rock types, and it was affected by the strength of specimens.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the peak cutter force to the mean cutter force was influenced 

by cutting characteristic and composition of rock rather than rock strength. The cutting 

coefficient was affected by the friction characteristic between rock and pick cutter 

rather than the cutting conditions. Therefore, the optimal cutting angle can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of cutting coefficient and resultant force of pick cutter. The 

optimum cutting condition was determin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fic 

energy and cutting condition. For two specimens, the optimum s/p ratio was found to 

be two to four, and the specific energy decreased with the penetration depth. The result 

from this study can be used as background database to understand the cutting 

mechanism of a pick cutter, also it can be used to design for the mechanical excavator.

Keywords: Linear cutting machine (LCM), Pick cutter, Cutter force, Linyi sandstone,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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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퇴적층 암석에서 픽 커터의 절삭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형절삭시험을 수행하였다. 중국에서 채취된 

Linyi사암과 역암을 모사한 콘크리트를 시험체로 사용하였다. 소규모 선형절삭시험장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절삭조건

하에서 절삭조건에 따른 커터작용력과 비에너지의 변화양상을 평가하였다. 커터작용력은 두 가지 재료 모두에서 압입깊

이와 커터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재료의 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대작

용력과 평균작용력의 비율은 재료의 강도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재료의 구성 물질과 절삭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절삭계수는 암석과 픽 커터의 마찰 특성에 영향을 받으나 절삭조건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절삭계수와 픽 커터 작용력의 합력방향에 따라 암석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절삭각도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한편 절삭조건에 따른 비에너지의 변화양상으로부터 최적 절삭조건을 규명하였다. 두 가지 재료에서 최적 s/p비

는 2~4 범위로 도출되었고, 압입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비에너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픽 커

터의 절삭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픽 커터를 사용한 기계굴착장비의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선형절삭시험, 픽 커터, 커터작용력, Linyi사암, 콘크리트

1. 연구 배경

각종 자원개발 및 토목공사 프로젝트에서 기계굴착장비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

련기술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Jeong et al., 2014). 기계굴착장비로는 TBM (Tunnel Boring Machine) 이외

에도 부분 단면 굴착기인 로드헤더(roadheader), 장벽식 채굴기(longwall shearer), 트렌처(trencher) 등이 있으며 

기계굴착공법은 발파공법에 비해 안정성, 고속굴착, 환경피해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기계굴착장비는 통상 커

터헤드(cutter head)라고 불리는 부분에 디스크 커터(disc cutter)와 픽 커터(pick cutter)를 다수 배열하고 커터헤

드를 구동함으로써 암반을 굴착하게 된다.

픽 커터가 암석을 절삭할 때, 픽 커터에는 암석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세 방향의 커터작용력, 즉 절삭력(cutting 

force), 수직력(normal force), 측력(side force)가 발생하는데(Fig. 1), 이 커터작용력은 기계굴착장비의 추력, 토

크, 동력과 같은 핵심사양을 결정하고 굴착장비의 운용조건을 최적화시키는데 중요한 설계변수가 된다(Jeong et 

al., 2016). 대상 암반에 대한 절삭도구의 작용력을 측정하고 절삭효율을 평가하여 설계변수를 획득하기 위한 방

법으로 선형절삭시험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형절삭시험은 실제 절삭도구를 장착하여 설계변수를 직접

적으로 획득하는데 실용적이나 시험의 수행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계굴착장비의 제작사에서는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예측, 설계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내 기계굴착장비의 제작경험과 관련기술은 해외 선진 기관에 비교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에

서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Jeong and Jeon (2016)은 픽 커터에 의한 암석의 절삭과정을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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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하여 다양한 강도를 가지는 암석에 대한 커터작용력을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Choi et al. (2014a, 

2014b)은 로드헤더에 사용되는 픽 커터를 사용하여 시멘트 모르타르에 대한 선형절삭시험을 수행하여 skew 

angle과 attack angle의 변화에 따른 픽 커터의 절삭성능 변화양상을 보고하였다. 또한 Choi et al. (2015)은 픽 커

터의 선단부에 삽입되는 삽입재의 변화에 따른 픽 커터의 절삭성능 변화를 관찰하였고, Choi et al. (2016)은 로드

헤더에 국산 픽 커터를 장착하여 그 절삭성능을 현장실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한편 Kang et al. (2016)은 1축 로

드셀을 이용한 소형선형절삭장비를 제작하여 픽 커터의 작용력을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일련의 결과를 보고

한 바 있다. Jeong and Jeon (2017)은 픽 커터를 이용한 선형절삭시험으로부터 생성된 파쇄 암편의 크기분포와 절

삭성능과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Fig. 1. Three dimensional cutter forces act on a pick cutter 

본 연구에서는 실대형 선형절삭시험의 장점을 이용하면서 시험의 용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형 선형절삭시

험장비를 제작하여 연암과 보통암에 해당하는 Linyi사암과 콘크리트 시료에 대하여 일련의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절삭조건에 따른 커터작용력 변화양상을 관찰하고 최적 절삭조건을 도출하였으며, 중요 설

계변수 중 하나인 최대작용력과 평균작용력의 비, 절삭계수 등이 암석과 절삭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

하였다.

2. 선형절삭시험

2.1 시험 장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형절삭시험 장비는 실규모 선형절삭시험장비에 비해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서 20 ton의 

하중용량을 가지며 선형절삭시험 시 요구되는 충분한 강성을 가지도록 제작되었으며, 4개의 컬럼으로 구성된 메

인프레임과 커터의 상하부 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전기 모터 유닛, 시험을 조작하기 위한 제어부로 구성된다(Fig. 2). 

픽 커터는 별도로 제작되는 커터홀더에 끼워 로드셀(Fig. 3)에 연결되는 플레이트에 용접을 통해 결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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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편의 위치는 제어박스에서 설정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며, 특히 시험편의 선형이동은 일정한 속도로 제어

된다. 절삭 거리는 끝단효과(end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어부에 설정된 길이만큼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

며, 절삭간격은 수동으로 조작하여 설정하고 픽 커터와 시험편의 위치와 픽 커터의 작용력은 제어부와 DAQ에 실

시간으로 표시되고 저장된다(Fig. 3).

 

Fig. 2. The small scale linear cutting machine system 

Fig. 3. The load-cell, control panel and data acquisition system of LCM 

2.2 시험편 및 절삭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형절삭시험을 위하여 중국의 Linyi사암과 콘크리트을 시료로 선정하였다. Linyi사암은 중국

의 동부에서 채취한 조립질 쇄설성 암석이며 콘크리트는 최대 25 mm 크기의 굵은 골재를 배합하여 양생하였다. 

시험편의 크기는 300 mm × 300 mm × 200 mm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로 제작하였고, Linyi사암과 콘크리트

의 일축압축강도는 각각 64 MPa, 21 MPa이다. Linyi사암과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은 Table 1, 2에 정리하였으

며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혼화재 1은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을 위해 사용되었고 혼화제 2는 

양생시점이 겨울임을 고려하여 외부 온도에 따른 양생시간 조절을 위하여 혼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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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Linyi sandstone 

Properties Unit Value

Density g/cm3 2.4

Porosity % 8.2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64.0

Brazilian tensile strength MPa 4.7

Young’s modulus GPa 10.2

Poisson’s ratio 0.2

Schmidt hammer rebound hardness* 57.3

Shore hardness* 43.5

P-wave velocity m/s 2317

S-wave velocity m/s 1531

*Schmidt hammer rebound and Shore hardness values were obtained by averaging the upper 10 values from 20 tests performed.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oncrete

Properties Unit Value

Density g/cm3 2.3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21.0

Brazilian tensile strength MPa 2.1

Young’s modulus GPa 21.9

Poisson’s ratio 0.17

Slump mm 150

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mm 25

Table 3. Mixing ratio of the concrete 

Materials Unit Value

Cement

%

11.99

Water 7.31

Fine aggregate ① 18.85

Fine aggregate ② 18.85

Coarse aggregate ② 40.86

Admixture ① 2.10

Admixture ② 0.04

Total 100.0

The ratio of water to binder 51.8

The proportion of fine aggregate 48.2

Tota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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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료는 등방재질로 가정하였으며, Linyi사암은 균질한 암석을 나타내고 콘크리트는 불균질한 재료로 고려

되었다. 사암의 경우 생성기원에 따라 이방성을 가지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Linyi사암을 사용한 선행

연구(Yang and Jing, 2011; Kim and Jeon, 2016)에서는 Linyi사암의 이방성정도가 암석의 강도특성에 미칠 정도

로 크지 않거나 혹은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Fig. 4는 Linyi사암의 표면을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촬영한 이미지이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Linyi사암의 이방성은 암석의 절삭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Fig. 4. SEM images of Linyi sandstone at different magnifications: (a) x100 and (b) x500 (Kim and Jeon, 2016)

픽 커터는 Vermeer사에서 제조한 것으로 시험편의 강도를 고려하여 연암과 보통암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PN-735MB 모델을 사용하였다. 픽 커터의 개략적인 치수와 사진은 Fig. 5에 나타내었고, 커터의 길이는 85 mm

이며 게이지부의 직경은 40 mm, 팁의 각도는 70°, 팁의 직경은 12 mm, 플렌지(flange)의 직경은 상부를 기준으

로 30 mm, Shank의 직경은 18.5 mm이다.

(a) Schematic diagram (b) Photograph

Fig. 5. A schematic diagram and photograph of a pick cutter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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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Chang et al., 2012)를 참고하여 선행절삭(preconditioning)을 수행한 후 실험을 수행

하였다. 선행절삭은 압입깊이 3 mm, 커터간격 10 mm를 적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선행절삭 전후의 시험편의 사진

은 Fig. 6과 같다.

(a) Before (b) After 

Fig. 6. The rock specimen (a) before and (b) after preconditioning 

절삭 도중 발생하는 3방향 커터 작용력(절삭력, 수직력, 측력)은 로드셀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하였으며, 절

삭과정에서 발생한 커터작용력의 최대값()과 평균값()을 통해 커터작용력을 평가하였다. 기계굴착에

서 절삭효율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서 단위체적의 암석을 절삭하는데 소요되는 일의 양인 비에너지(specific 

energy)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비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커터작용력 이외에 절삭된 암석의 부피를 산출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후 절삭된 파쇄 암편을 전량 회수하여 무게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부피를 산출하

는 무게측정법(weigh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선행연구에서(Balci and Bilgin, 2007; Tuncedemir 

et al., 2008)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암편의 회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량을 감안하더라도 부피 측정에 있

어 가장 직관적이고 다른 기법들에 비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2.4 선형절삭시험 변수 설정 

픽 커터가 암석을 절삭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변수들은 Fig. 7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skew 

angle ()을 0°, 그리고 attack angle ()을 45°로 고정시킨 후, 압입깊이(penetration depth, )와 커터간격(cutter 

spacing, )만을 변화시켜가며 커터작용력 및 커터작용력들의 비, 그리고 비에너지(specific energy, )의 양상

을 관찰하고 두 재료 간의 결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압입깊이는 5 mm부터 11 mm까지 4가지 조건을 적용하였고, 

각 압입깊이 별로 커터간격을 4~5가지로 최적 커터간격을 도출하였다. 다만 Linyi사암의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s/p비에 따라 커터간격을 변화시켰고,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특정한 커터간격(15~35 mm)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

에서 압입깊이를 변화시켰다. 그 외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절삭속도(10 mm/s), 절삭거리

(220~250 mm), 절삭선의 개수(5개)는 고정시킨 채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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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finition of the parameters between rock and pick cutter (modified from Bilgin et al., 2013)

3. 시험 결과 

3.1 커터작용력

선형절삭시험에서는 세 방향의 커터작용력(절삭력, 수직력, 측력)이 측정되며 Fig. 8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커

터작용력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다. 커터작용력의 정량화를 위해 최대 커터작용력과 평균 커터작용력을 계산하

였다(로드셀 자체의 정밀도는 0.05 kN). 최대 커터작용력은 절삭도중 측정되는 최대값으로 획득하였으며 평균작

용력은 절삭도중 측정된 데이터들의 평균값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skew angle은 일괄적으로 0°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측력은 픽 커터의 절삭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Linyi

사암과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측정된 커터 작용력은 절삭조건과 함께 Table 4와 5에 정리하였다. 

Fig. 8. The representative cutter forces in LC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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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testing conditions and the cutting results for the Linyi sandstone 

p

(mm)

s

(mm)
s/p

Mean cutter force, Fmean (kN) Peak cutter force, Fpeak (kN)

Side Cutting Normal Side Cutting Normal

5

5 1 0.81 3.21 3.61 1.21 7.64 8.95 

10 2 0.13 4.25 4.38 1.33 10.08 10.12 

15 3 0.17 5.21 5.29 0.62 13.24 13.32 

20 4 0.53 5.81 5.87 1.59 12.99 13.54 

25 5 0.27 6.35 6.43 1.47 14.95 15.93 

7

7 1 0.47 3.48 3.51 1.08 8.53 8.46 

14 2 0.54 5.08 5.13 1.52 11.30 11.58 

21 3 0.61 6.07 6.84 1.51 11.76 12.80 

28 4 0.84 6.96 7.25 1.42 15.17 17.03 

9

9 1 0.60 5.02 5.65 1.57 12.13 12.17 

13.5 1.5 0.51 6.15 7.20 1.65 14.95 16.90 

18 2 0.52 6.63 7.96 1.83 19.20 19.54 

22.5 2.5 0.38 8.29 9.18 1.20 20.41 21.17 

27 3 0.52 7.59 9.40 1.67 19.61 20.99 

36 4 0.78 8.30 10.95 1.83 21.92 23.34 

11

11 1 0.26 6.97 7.29 0.86 16.06 17.20 

22 2 0.63 7.93 8.39 1.87 16.13 17.16 

33 3 1.27 8.90 9.64 2.14 22.70 26.14 

44 4 1.30 10.02 12.96 2.38 24.91 27.88 

Table 5. The testing conditions and the cutting results for the concrete 

p

(mm)

s

(mm)

Mean cutter force, Fmean (kN) Peak cutter force, Fpeak (kN)

Side Cutting Normal Side Cutting Normal

5

15 1.27 2.55 1.74 3.43 7.40 5.69 

20 0.78 2.82 1.93 2.23 9.65 6.97 

25 1.21 3.28 2.59 3.54 13.35 10.10 

30 1.54 3.80 2.85 4.00 10.99 8.04 

35 0.99 3.85 2.72 2.70 12.99 9.03 

7

15 1.35 3.18 2.00 4.44 13.12 8.83 

20 0.96 3.21 2.29 2.94 11.64 8.93 

25 1.29 3.92 3.82 4.60 14.01 10.10 

30 1.36 4.49 4.02 3.85 13.26 10.69 

35 2.13 5.16 4.31 5.83 17.87 13.05 

9

15 1.10 4.19 2.87 3.26 14.03 9.42 

20 1.38 4.36 3.61 3.72 15.54 11.09 

25 1.53 4.72 4.12 5.15 18.94 14.72 

30 1.55 6.63 4.27 5.77 19.30 13.15 

35 1.44 7.37 4.80 4.08 23.72 15.40 

11

15 0.90 4.92 3.50 2.32 17.84 13.05 

20 1.27 5.77 4.26 2.56 18.48 14.03 

25 1.41 5.99 4.76 3.01 21.04 17.95 

30 1.35 7.61 5.64 4.79 22.32 18.84 

35 1.44 8.84 7.71 5.06 27.88 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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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와 10은 Linyi사암을 대상으로 수행한 시험에서 측정된 평균 커터작용력(절삭력, 수직력)과 s/p비의 관

계를 보여준다. 평균절삭력(


)과 평균수직력(


) 모두 커터간격과 압입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경우에도 Linyi사암의 결과와 같이 커터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압입

깊이에서 커터작용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같은 커터간격에서는 압입깊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커터 작용력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Fig. 11, 12).

Fig. 9. Effect of s/p ratio on the mean cutting force (Linyi sandstone,   = 45°and   = 0°) 

Fig. 10. Effect of the s/p ratio on the mean normal force (Linyi sandstone,   = 45° and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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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effect of the cutter spacing on the mean normal force (concrete,   = 45° and   = 0°)

Fig. 12. The effect of the cutter spacing on the mean normal force (concrete,   = 45° and   = 0°)

한편 현재까지 픽 커터의 커터작용력 산출을 위한 이론적인 모델에서는 암석의 최대강도(인장강도, 전단강도)

를 변수로 하였기 때문에(Nishimatsu, 1972; Evans, 1984; Goktan, 1990; Roxborough and Liu, 1995)최대 커터

작용력의 산출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평균작용력과 최대작용력간의 상관관계를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면, 이론모델의 실무 적용성을 높일 수 있다. 선형절삭시험을 이용한 선행연구(Bilgin et al., 2006; Choi et 

al., 2014a)에서 이 비율(최대작용력/평균작용력)은 3~4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Linyi사암과 콘크리트에 대한 비율이 각각 절삭력과 수직력에 대하여 2.28~2.41과 3.28~3.30으로 도출되었다

(Fig. 13, 14). 콘크리트의 경우에 Linyi사암보다 큰 값을 가지는데, 이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골재의 영향인 것으

로 판단된다. 콘크리트 시험편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굵은 골재는 기질을 이루고 있는 시멘트와 비교하여 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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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고 분포가 균질하지 않은 특성을 갖는다. Linyi사암에 비해 콘크리트의 강도가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이 결과

는 평균작용력에 대한 최대작용력의 발생 범위가 재료의 평균 강도 보다는 절삭특성(취성/연성)과 구성물질의 특

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ak cutter force and mean cutter force for Linyi sandstone (  = 45° and 

  = 0°) 

Fig. 1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ak cutter force and mean cutter force for concrete (  = 45° and   = 0°) 

 

절삭도중에 발생하는 최대 커터작용력과 평균 커터작용력의 비율은 장비와 커터헤드에서 발생하는 진동(혹은 

충격)의 정도와 이에 따른 장비 손상(혹은 마모)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고려될 수 있다. 장비 본체와 구성 부품들

이 커터작용력의 변화폭을 충분히 견딜 만큼 강성이 확보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절삭효율을 기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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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삭효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기계장비의 굴착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최대 커터 작용력의 발생 범위를 고려하여 장비의 안정성(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15는 Linyi사암에 대하여 다양한 절삭조건에서의 절삭력과 수직력의 비(절삭계수, cutting coefficient)를 

도시한 것이며, 절삭계수는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절삭력과 앞서 언급한 커터작용력 산정을 위한 이론모델에서

는 최대 커터 절삭력(cutting force)만이 고려된다. 따라서 절삭계수는 이론모델을 통해 산출되는 절삭력으로부

터 수직력을 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커터작용력과 장비의 사양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설계변수로 활용된다.

  



 (1)

Fig. 15. The cutting coefficients for the mean and peak forces (Linyi sandstone,   = 45° and   = 0°)

최대작용력과 평균작용력에 대하여 이 비는 Linyi사암의 경우에 각각 0.88, 0.92로 도출되었으며, 이 경우에 

절삭력과 수직력을 고려한 픽 커터의 합력의 방향(식 (2)에 따라 계산)은 평균적으로 47°로 산출된다. 한편 콘크

리트의 경우에는 Fig. 16에서 산출된 것과 같이 모든 절삭조건에서 평균적으로 1.33의 값을 보이며, 이에 따른 픽 

커터의 합력방향은 37°로 산출된다. 이것은 attack angle이 동일하더라도 암석의 특성에 따라 절삭계수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실험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절삭계수는 커터간격과 압입깊이에 독립

적인 값으로 판단된다. 


 arcta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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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tting force and normal force (concrete,   = 45° and   = 0°) 

Fig. 17과 Table 6은 Linyi사암과 콘크리트에서 커터작용력의 합력(resultant force, ) 방향과 attack angle간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Linyi사암의 경우에는 attack angle과 합력의 방향이 비교적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지만,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attack angle과 합력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Linyi사암의 경우에는 45°의 attack angle은 픽 커터의 기계적 안정성을 높이는 절삭조건이 될 수 있고 최적 

attack angle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픽 커터와 커터홀더 그리고 장비와의 결합부에 걸리는 굽힘력

(bending force)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콘크리트의 경우 이 각도는 최적의 각도와 크게 상이하여 기

계적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각도가 될 수 있다. 

(a) Linyi sandstone (b) Concrete

Fig. 17. The bending force acts on the pick cutter according to the attack angle and the direction of the resultant 

force

Table 6. The difference between the attack angle and direction of resultant angle in two specimens

Specimen Direction of 


 (degree) Difference between attack angle and 


 (degree)

Linyi sandstone 47 2

Concrete 3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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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료에서의 결과 차이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면, 픽 커터 작용력의 합력방향은 픽 커터와 재료의 마찰계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 마찰계수는 픽 커터의 형상과 재질, 커터팁의 각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픽 커터의 attack angle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의의 attack angle을 적용하여 픽 커터의 합력방향을 개

략적으로 산출 한 후 attack angle을 변화시켜가며 bending force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도를 찾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인 attack angle의 범위가 경암에서는 55°, 연암에서는 40~45°인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Choi et al., 2014b).

3.2 비에너지 및 최적 절삭조건

비에너지(specific energy)를 통해 정의되는 최적절삭조건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암석을 최대한 많이 절삭할 수 

있는 절삭조건이다. 통상적으로 s/p비(혹은 커터간격)와 비에너지의 관계를 도시한 후 최소의 비에너지를 보이는 

점을 최적 절삭조건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암석의 선형절삭시험을 통해 측정된 절삭조건 별 비에너지는 

Table 7. The measured and calculated specific energy for Linyi sandstone 

Rock type
p

(mm)

s

(mm)
s/p

Specific energy (MJ/m3)

M* C*

Linyi sandstone

5

5 1 82.96 131.4 

10 2 77.65 86.68 

15 3 77.86 88.63

20 4 67.57 74.15

25 5 85.81 64.84

7

7 1 54.74 90.57 

14 2 48.94 66.16 

21 3 42.17 50.29 

28 4 44.94 45.32 

9

9 1 49.73 75.91 

13.5 1.5 45.66 60.23 

18 2 37.69 52.22 

22.5 2.5 36.50 55.73 

27 3 33.12 42.50 

36 4 39.70 39.22 

11

11 1 46.30 78.41 

22 2 34.39 44.61

33 3 31.10 33.37 

44 4 32.71 31.68 

*The “M” and “C” specific energies mean “measured specific energy” and “calculated specific energy”, and were calculated using the 

cut rock volume obtained from weighing method and approximation calculation metho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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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과 8에 정리하였다. 절삭 후 회수된 암석의 무게를 이용해 계산된 비에너지(식 (3))를 “measured specific 

energy”, 근사계산법에 의해 추정된 비에너지(식 (4))를 “calculated specific energy”로 나타내었다.

 





 × 
(3)

 
  ××




 × 

 ×





(4)

여기서, 는 비에너지, 


는 평균 커터 절삭력, 은 절삭 길이, 는 절삭부피이다.

Table 8. The measured and calculated specific energies for concrete 

Rock type
p

(mm)

s

(mm)
s/p

Specific Energy (MJ/m3)

M* C*

Concrete

5

15 3.0 31.88 27.80 

20 4.0 29.43 28.77 

25 5.0 33.69 35.93 

30 6.0 37.07 38.76 

35 7.0 40.62 39.26 

7

15 2.1 31.48 23.81 

20 2.9 27.03 25.49 

25 3.6 26.03 30.99 

30 4.3 26.75 37.37 

35 5.0 33.01 44.80 

9

15 1.7 29.38 35.16 

20 2.2 27.75 28.80 

25 2.8 23.79 25.71 

30 3.3 25.37 31.34 

35 3.9 30.64 31.85 

11

15 1.4 28.91 36.52 

20 1.8 25.72 32.14 

25 2.3 22.53 27.80 

30 2.7 22.99 29.43 

35 3.2 23.29 31.25 

*The “M” and “C” specific energie mean “measured specific energy” and “calculated specific energy”, and were calculated using the cut 

rock volume obtained from weighing method and approximation calculation metho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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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은 Linyi사암에서의 압입깊이 별 s/p비에 따른 비에너지의 변화양상을 나타낸다. 여기서 비에너지는 암

편 무게 측정으로부터 얻는 계산된 비에너지를 의미한다. 최적절삭조건은 일반적으로 비에너지의 최소점 근방에

서 정의되며, 선행연구(Copur et al., 2011, Bilgin et al., 2013)에서는 픽 커터의 최적 s/p비의 범위는 1~5로 나타

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Linyi사암에서 최적 s/p비는 압입깊이 5 mm에서 4로 나타났으며, 다른 압입깊이에서는 3으로 도출되었다. 전

반적인 비에너지는 압입깊이가 늘어남에 따라 감소하고 최적 s/p비는 압입깊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 콘크리트 또한 Fig. 19에 나타난 것과 같이 최적 s/p비가 약 2~4 (커터간격 20~25 mm)의 범위 내에

서 도출되었으며 압입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비에너지에가 감소하는 경향은 Linyi사암과 유사하였다.

Fig. 19. The effect of cut spacing on the specific energy and optimum cut spacing at the different penetration 

depth (concrete,   = 45° and   = 0°) 

Fig. 18. The relationship between s/p ratio and specific energy (Linyi sandstone,   = 45° and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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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사계산법을 통해 추정된 비에너지 사용하여 최적 절삭조건을 찾기는 어려웠다. 일부 절삭조건에서는 

측정된 비에너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에너지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최적절삭간격의 도출을 위해서 파쇄 암석의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4. 결과 분석

콘크리트 시험편에서 픽 커터의 평균작용력은 Linyi사암에 비해 작은 값을 보이고, 이것은 기존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재료의 강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20에는 두 재료 간의 개략적인 비교를 

위하여 평균 커터작용력을 압입깊이와의 관계를 통해 도시하였다.

Fig. 20. The comparison of the mean cutter force between Linyi sandstone (L) and concrete (C)

반면 최대 작용력의 경우에는 동일한 압입깊이에서 콘크리트와 Linyi사암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 21). 이는 픽 커터의 최대작용력과 평균작용력의 비는 재료의 강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재료

의 구성 물질에 따른 절삭특성(취성/연성)과 취성도 등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평균작

용력이 낮게 산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기 언급한 특성에 따라 최대 커터 작용력을 고려하여 장비의 안정성을 평가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장비의 추력, 토크 등의 운용조건(최대 사양대비 운용조건)을 결정하는데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기존 문헌들의 결과를 참고하여 볼 때 평균작용력 대비 최대작용력의 비는 2~4의 범위 내에서 평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다양한 암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픽 커터의 절삭력과 수직력의 비(절삭계수) 또한 암석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

리적 의미를 고려할 시 절삭계수는 암석과 픽 커터 사이의 마찰계수와 관계있으므로 주어진 절삭조건에 따른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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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와 암석 간의 접촉면적, 그리고 암석표면의 거칠기 정도, 암석의 구성물질의 특성 등이 절삭계수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또한 절삭계수는 암석에 따라 다른 값을 보이지만 한 가지 암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압입깊이

나 커터간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Fig. 21. The comparison of the peak cutter force between Linyi sandstone (L) and concrete (C) 

한편 Fig. 22에는 두 재료의 비에너지와 압입깊이와의 관계를 도시하였다. 그 결과 비에너지는 대상 암석의 강

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선행연구(Bilgin et al., 2006)에서 보고된 경향과 유사하다. 강도가 상대적으

로 큰 Linyi사암의 경우, 콘크리트에 비해 같은 절삭조건에서 높은 수준의 비에너지가 도출되었고, 이는 콘크리

트에 비해 굴착에 많은 에너지가 소요됨을 의미한다. 또한 비에너지는 압입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Fig. 22. The difference of specific energy between Linyi sandstone and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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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에너지의 감소폭은 콘크리트 보다 Linyi사암의 경우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비에너지의 차이는 압입깊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암석의 강도에 따른 비에너지의 감소경향에 대해서

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본 연구에서 고려된 압입깊이에서는 장비의 사양이 허용되는 한 압입

깊이를 증가시키는 것이 굴착효율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압입깊이의 증가에 따라 비에너지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수렴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몇몇 선행연구(Chang et al., 2006; Cho, 2010)에서 보고한 최적 압입깊이와 관련이 있다. 일정한 커터

간격에서 압입깊이를 계속 증가시키면 비에너지의 변곡점이 관찰이 된다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 적용된 압입깊

이의 범위에서는 비에너지가 수렴하는 현상만이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최적 압입깊이를 규명하기는 어려웠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inyi사암과 콘크리트 시험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절삭조건 하에서 선형절삭시험을 수행하였

다. Attack angle이 45°, skew angle이 0°인 경우에 대하여 압입깊이를 5~11 mm, 각각의 압입깊이에 따라 커터간

격을 4~5가지로 변화시켜가며 커터작용력과 비에너지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Linyi사암과 콘크리트 모두에 대해서 압입깊이와 커터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커터작용력이 증가하는 경

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커터간격 보다는 압입깊이에 대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콘크리트 보

다는 Linyi사암에서 평균 커터작용력이 높게 측정되어, 절삭력과 수직력 모두 재료의 강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대 커터작용력의 경우에는, Linyi사암과 콘크리트에서 유사한 값이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최대 커터작용력

과 평균 커터작용력의 비율은 Linyi사암(2.3)보다 콘크리트(3.3)에서 더 높은 값이 도출되었다. 이 비율은 평균 

커터작용력과는 달리 암석의 절삭특성(취성/연성)과 암석의 구성물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콘크리

트의 경우에는 장비본체 및 부속품에 진동 및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굴착장비의 설계 시 

예상한 굴착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커터작용력의 변화를 허용할 수준의 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유사 지반에 대한 장비의 설계 시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찬가지로 절삭력과 수직력의 비율(절삭계수) 또한 암석과 픽 커터 사이의 마찰특성과 암석을 구성하는 물질

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attack angle을 적용하였음에도 Linyi사암과 콘크리트의 절삭계

수는 각각 0.9와 1.3으로 도출되었다. 이 때 커터작용력의 합력방향은 각각 47°, 37°로 산출된다. 또한 attack 

angle이 45°임을 고려할 때, 콘크리트의 경우 해당 절삭조건은 장비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면 굽힘력을 크게 발

생시킬 수 있으므로 효율적 절삭조건이 아닌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최대 작용력과 평균 작용력의 비, 절삭

계수는 압입깊이와 커터간격과 같은 기본적인 절삭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의 암석에 대해서는 일정한 값

을 보였다. 따라서 위의 계수들을 산출하고자 할 때에는 임의의 조건에 대한 실험으로부터 도출이 가능함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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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yi사암과 콘크리트에 대하여 최적 s/p비는 각각 3~4, 2~4 범위 내에서 도출되었다. Linyi사암의 경우에 콘

크리트보다 높은 비에너지가 관측되었고 이는 비에너지가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에 비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를 뒷받침한다. 또한 압입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비에너지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장비의 사

양이 허용하는 한 압입깊이를 증가시키는 것이 굴착효율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들은 한정된 강도를 갖는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이므로 향후 이 결과를 보완, 검증하기 위

한 추가 실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한 강도 및 조건에 대한 기계굴착 장비의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건설기술연구사업(과제번호: 16SCIP-B128326-02)의 지

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Balci, C., Bilgin, N. (2007), “Correlative study of linear small and full-scale rock cutting tests to select 

mechanized excavation machines”,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 Mining Sciences, Vol. 44, 

No. 3, pp. 468-476. 

2. Bilgin, N., Demircin, M.A., Copur, H., Balci, C., Tuncdemir, H., Akcin, N. (2006), “Dominant rock 

propertie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conical picks and the comparison of some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res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 Mining Sciences, Vol. 4, No. 1, pp. 

139-156.

3. Bilgin, N., Copur, H., Balci, C. (2013), Mechanical Excavation in Mining and Civil Industries, CRC 

press, London, pp. 89.

4. Chang, S.H., Choi, S.W., Bae, G.J., Jeon, S. (2006), “Performance prediction of TBM disc cutting on 

granitic rock by the linear cutting test”,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Vol. 21, No. 3, 

pp. 271.

5. Chang, S.H., Choi, S.W., Park, Y.T., Lee, G.P., Bae, G.J. (2012), “Characterization of the deformation of 

a disc cutter in linear rock cutting test”,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ol. 14, No. 3, pp. 197-213. 

6. Cho, J.W. (2010), Linear cutting test and numerical study on the assessment of rock cuttability of a TBM 

disc cutter,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pp. 69-70.

7. Choi, S.W., Chang, S.H., Park, Y.T., Lee, G.P. (2014a), “Performance estimation of conical picks with 

slim design by the linear cutting test (I): depending on attack angle variation”,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ol. 16, No. 6, pp. 573-584. 

8. Choi, S.W., Chang, S.H., Lee G.P., Park, Y.T. (2014b), “Performance estimation of conical picks with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Hoyoung JeongㆍSeokwon Jeon

182

slim design by the linear cutting test (II): depending on skew angle variation”,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ol. 16, No. 6, pp. 585-597. 

9. Choi, S.W., Kang, T.H., Chang, S.H., Lee, C.H., Lee, G.P., Kim, C.Y. (2016), “Performance estimation 

depending on the insert size of conical picks by linear cutting test”,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ol. 18, No. 2, pp. 221-233. 

10. Choi, S.W., Chang, S.H., Lee, C.H., Lee, G.P., Bae, Y.H., Ha, T.W. (2015), “Performance evaluation of 

conical picks for roadheader in copper mines”, Tunnel and Underground Space, Vol. 25, No. 6, pp. 496-504. 

11. Copur, H., Balci, C., Tumac, D., Bilgin, N. (2011), “Field and laboratory studies on natural stones leading 

to empirical performance prediction of chain saw machines”,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 

Mining Sciences, Vol. 48, No. 2, pp. 269-282.

12. Evans, I. (1984), “A theory of the cutting force for point attack picks”, International Journal of Mining 

Engineering, Vol. 2, No.1, pp. 63-71.

13. Goktan, R.M. (1990), “Effect of cutter pick rake angle on the failure pattern of high strength rocks”, 

Miner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11, No. 3, pp. 281-285.

14. Jeong, H.Y., Lee, S.D., Jeon, S.W. (2014), “Current and future study on assessment of cutting 

performance of hard rock TBM in Korea”, The 14th World Conference of the Associated research Centers 

for the Urban Underground Space, Seoul. 

15. Jeong, H.Y., Jeon, S.W. (2016), “Numerical study for estimation of cutting performance of pick cutter”, 

2016 Korea-Japan Joint Symposium on Rock engineering, Daejeon. 

16. Jeong, H.Y., Cho, J.W., Jeon, S.W., Rostami, J. (2016), “Performance assessment of hard rock TBM and 

rock boreability using punch penetration test,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Vol. 49, No. 4, pp. 

1517-1532.

17. Jeong, H.Y., Jeon, S.W. (2017), “Characteristic of size distribution of rock chip produced by rock cutting 

with a pick cutter”,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unnels and Underground Spaces, Ilsan.

18. Kang, H., Jang, J.S., Park, J.Y., Cho, J.W., Jung, M.S., Lee., J.W. (2016), “Method for measuring 3-axis 

cutting force of a pick cutter using the single-axis load cell arra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ing, Vol. 40, No. 9, pp. 749-755. 

19. Kim, T.H., Jeon, S.W. (2016), “A study on shear characteristics of a rock discontinuity under various 

thermal, hydraulic and mechanical conditions”, Tunnel and Underground Space, Vol. 26, No. 2, pp. 68-86. 

20. Nishimatsu, Y. (1972), “The mechanics of the rock cu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and 

Mining Sciences & Geomechanics Abstracts, Vol. 9, No. 2, pp. 261-271. 

21. Roxborough, F.F., Liu, Z.C. (1995),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pick shape in rock and coal cutting”, 

Proceeding of the 6th Underground Operator’s Conference, Kalgoorlie, WA, Australia, pp. 189-193.

22. Tuncdemir, H., Bilgin, N., Copur, H., Balci, C. (2008), “Control of rock cutting efficiency by muck size”,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 Mining Sciences, Vol. 45, No. 2, pp. 278-288.

23. Yang, S.Q., Jing, H.W. (2011), “Strength failure and crack coalescence behavior of brittle sandstone 

samples containing a single fissure under uniaxial com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Fracture, Vol. 

168, No. 2, pp. 227-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