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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crete Element Method (DEM) has been widely used in granular material researches. Especially, if material has a 

large deformation, such as ground, it can be a useful method to analyze. In this study, to simulate ground formations, DEM 

was used. The main purpose of DEM analysis was to investigate the numerical model which can predict the TBM performance 

by simulating excavating procedure. The selected EPB TBM has a 7.73 m of diameter and six spokes. And two pre-defined 

excavation conditions with the different rotation speeds per minute (RPM) of the cutterhead was applied. In the modeled 

cutterhead, the open ratio of cutterhead was 21.31% and number of cutters (including disc cutter and cutter bit) was 219. 

From the results, reaction forces and resistant torques at the cutterhead face and cutting tools, were measured and compared. 

Additionally the muck discharge rate and accumulated muck discharge by the screw auger were evaluated.

요   지

개별요소법은 입자형태의 재료를 다루는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특히, 지반에서와 같이 변형이 크게 발생하는 

특성을 지닌 재료의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석방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요소법을 사용하여 지반을 

생성하고 지반에 TBM 형상을 관입시킴으로써 굴진을 모사하고자 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TBM은 7.73m 직경의 토압식 쉴드

TBM을 사용하였으며 해석을 통해 굴진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수치해석 모델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대상 모델의 스포크 

개수는 8개이며, 커터헤드의 개구율은 약 21.31%이다. 또한, 커터헤드에는 52개 디스크 커터와 167개 커터비트가 굴착 도구로 

장착되어 있으며, 커터헤드는 게이지 커터가 장착된 커터헤드 외주면이 굴곡진 세미돔 타입이다. 해석을 통해 커터헤드와 

각각의 절삭 도구에 작용하는 반력과 저항 토크를 검토할 수 있었다. 또한 커터헤드 중심에서부터 거리에 따른 비교를 통해 

커터헤드의 절삭 도구 위치별로 발생하는 반력과 토크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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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터널 굴착 공법은 크게 발파공법으로 대표되는 재래식 

터널 공법과 기계를 이용해서 굴착하는 기계화 시공법으

로 분류된다(ITA, 2000; KICT, 2015). 전단면 터널 굴착

기(Tunnel Boring Machine, 이하 TBM)가 사용되는 TBM 

터널 굴착 공법은 대표적인 기계화 시공법의 한 종류이며, 

TBM의 굴착은 TBM 본체로 부터의 추력을 디스크 커터

(disc cutter)나 커터 비트(cutter bit) 등의 각종 굴착 도구

에 전달시켜 지반에 압입시키고 커터헤드(cutterhead)를 

회전시킴으로써 굴착이 이루어진다. ITA(2000)에서는 쉴

드(shield)의 유무, 굴착 중의 지보 방법, 굴진에 필요한 반

력을 얻는 방법 등에 따라 TBM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으

며, 토압식(Earth Pressure Balance, 이하 EPB)은 대표적

인 쉴드TBM 중 하나이다. 토압식 쉴드TBM공법은 커터

헤드 배면에 위치한 챔버의 토압을 사용하여 굴진면의 안

정성을 유지하면서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이다(Lee et al., 

2017b). 최근 들어 토압식 쉴드TBM은 벤토나이트 등의 

첨가제를 활용한 굴착 토사 개량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연약 지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반조건에서도 원활한 굴

착이 가능해졌으며(Herrenknecht, 2018), 유럽이나 아시

아 국가를 중심으로 도심지 건물 밀집지역의 지하 터널과 

같이 높은 안전성과 고속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터

널 공사에 많이 적용되는 추세이다.

터널 기계화 시공을 위해서는 최적의 TBM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 조건에 따라 

TBM의 굴착 성능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KICT, 

2015; Lee et al., 2017a; Lee et al., 2017b). 토압식 쉴드

TBM의 굴착 성능을 예측하는 연구는 대부분 실내 시험

(Shi et al., 2011; Gharahbagh et al., 2013; Pelia et al., 

2013)과 현장 굴진 자료 분석(Maidl, U. and Comulada, M, 

2011; Copur et al., 2014; Amoun et al., 2017; Bandini 

et al., 2017; Avunduk and Copur, 2018)을 통해 수행된다. 

근래에 들어 컴퓨터 성능의 향상으로 개별요소법(Discrete 

Element Method, DEM)에 기반한 지반 모델링을 통해 토

압식 쉴드TBM의 굴착 성능을 접근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Maynar and Rodríguez, 2005; Wu et al., 2013; Wu 

and Liu, 2014; Lee et al., 2017a; Lee et al., 2017b).

Maynar and Rodríguez(2005)는 서로 다른 물성을 갖는 

6가지 토층으로 구성된 복합 토사 지반 환경을 구성한 후, 

직경 약 9.4m 크기의 토압식 쉴드TBM을 굴진하는 수치 

모델링을 통해 굴진 시 발생하는 커터헤드면의 토크, 소요 

추력, 단위 시간당 배토량 등을 평가하였다. 해당 연구에

서는 지반 환경 구성에 필요한 입자 수를 최대한 감소시키

고 해석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입자 요소에 대해 클럼프 모

델을 사용하여 단위 입자 크기가 다소 크다는 한계가 있었

으며(d=600mm), 원통형으로 모델링된 TBM은 실제 

TBM 형상과  비교해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상태로 해석하

였다. Wu et al.(2013)은 베이징 지하철 공사의 특정 구역

에 적용된 직경 6m급 토압식 쉴드TBM을 대상으로 토크 

및 소요 추력, 단위 시간당 배토량 뿐만 아니라 각각의 굴

착 도구에 작용하는 힘, 막장압과 챔버내 압력 등 TBM 

굴진에 있어서 검토되는 다양한 요소를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TBM이 투입된 굴착 지반과 유사한 

지반 환경을 구성하였고, 해석 후 현장 굴진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는 작업까지 수행하였다. 하지만 DEM 

해석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에서 제시한 굴진 거리는 

6cm여서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TBM의 특성 상,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 Lee et al.(2017a)

와 Lee et al.(2017b)은 직경 약 6∼7m 중단면급 스포크형

(spoke-type) 및 면판형(face plate) 토압식 쉴드TBM의 굴

진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TBM 굴

진은 지반뿐만 아니라 장비의 거동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Lee et al.(2017a)와 Lee et al.(2017b)는 추후 다물

체 동역학과 유한요소법 소프트웨어와의 연계 해석이 필

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나 두 연구 모두 예비 및 초기단계 

수준으로 접근하였으므로 해석에 사용된 토사 지반의 검

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선행연구(Lee et al., 2017a; Lee 

et al., 2017b) 과정의 다음 단계로써, DEM 기법을 활용하

여 직경 7.73m 중단면급 토압식 쉴드TBM의 굴진 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실제 토압식 쉴

드TBM이 공사가 진행되었던 공사구역에서 풍화토 지반

의 일부분을 선정한 후, 선정된 지반과 유사한 설계지반정

수를 갖도록 토사 지반 모델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실제 

토압식 쉴드TBM 형상의 경우, 도면 정보를 바탕으로 3D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모델링 된 TBM과 구현한 

토사 지반 모델을 결합하였다. 마지막으로 굴진 조건 등의 

TBM 운영 조건을 부여하여, 해석을 통해 굴진 시 커터헤

드면 및 장착되는 위치별 굴착 도구에서 측정되는 힘과 토

크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수치 모델의 적용성을 검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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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해석 모델

2.1 지반 모델

토사 지반 모델 조성을 위해 시공이 완료된 서울 지하철 

○○○공구 중 일부 쉴드TBM 터널 구간을 대상 지반으

로 선정하였다. 터널이 통과하는 구간의 토피고는 약 15m

이고, 지반은 풍화토로 구성되어있다. 수치 해석을 위해 

선정된 본 구간 주변 풍화토층의 설계 강도 정수는 Table 1과 

같으며 해석 구간의 지반 조건은 Fig. 1과 같다.

토사 지반의 설계 강도 정수인 전단강도를 모사하기 위

해, 대형 직접전단시험 모사를 통해 굴착 대상 지반과 유

사한 토사 지반 모델을 구현하고자 필요한 DEM 기본 물

성값을 도출하였다. DEM의 특성상 해석에 사용된 입자의 

크기와 종류, 접촉 조건에 따라 같은 지반 물성에서도 다

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검증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DEM 

해석에서 해석 대상 영역이 크고 복잡하여 입자의 개수와 

접촉 영역이 많을 경우, 해석 시간이 급증하게 되고 수렴

이 힘들어지는 문제를 갖기 때문에 해석에 적합한 입자 조

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입자의 지름을 작게 고

려하면 상대적으로 해석의 정확도는 높일 수 있으나, 계산

에 걸리는 해석 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한다. 이와는 반대

로, 해석 시간 단축을 위해 입자의 지름을 크게 선정 할 

경우,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TBM 굴착 시 입자가 주어진 

형상에 원활히 접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입자 크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예비 해석 과정을 

통해 수반 되어야 한다(Lee et al., 2017b). 본 연구의 경우, 

DEM 해석을 통해 지반을 모델링하는 것과 함께 TBM 형

상에 대한 굴착 모사 과정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해석에 

사용된 입자의 크기는 TBM 개구부를 통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해야 하며 커터헤드면이나 스크류 오거로 모사되는 

형상에서 원할히 입자간 또는 면간 접촉이 유지되는 크기

로 고려되어야 한다. Wu et al.(2013)은 직경 6.14m, 두께 

2m인 원통형 지반을 형성하기 위해 직경 100mm 단일 입

자 20,715개를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사 지반을 모델링하기 위한 입자간 접

촉 특성을 산정하기 위해 직접전단시험을 모사하는 과정

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입자간 접촉 물성과 단위 입자의 

물성을 검토하였다. 토사 지반 모델에 사용된 입자는 TBM 

굴진 대상 지반의 크기를 고려하여 직경이 100mm인 단일 

구형(single sphere) 입자를 선정하였다. 이는 TBM 형상

에서 구현된 개구부의 최대 거리가 약 400mm이므로 최대 

4개의 입자가 이를 통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한, 입자와 입자가 접촉할 때 발생하는 접촉력을 계산하기 

위한 접촉 모델로 비선형탄성모델(Non-linear elastic model)

인 Hertz-Mindlin 접촉 조건을 사용하였으며, 해석에 적용

된 입자와 접촉 물성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3차원 대형 

직접전단시험 모사에는 총 25,789개의 단일 구형 입자가 

사용되었으며, 마찰이 없는 면으로 이루어진 상하부 대형

전단박스는 각각 4m(가로) × 4m(세로) × 0.75m(높이) 크

기로 모사되었다. 해석 시간을 고려하여 직접전단시험에

서 수평력을 가하기 위한 전단 속도는 0.01m/s로 제어하

였으며 이때 주어진 수직응력 조건은 각각 123, 147, 196, 

245, 294kPa으로 사용하였다. 해석적으로 생성된 전단박

스 안의 입자들이 대상 지반의 단위중량(19.5kN/m3)을 갖

도록 생성된 입자의 간극률(0.44)을 고려하여 입자밀도는 
Table 1. Range of design strength parameter for weathered 

soil in selected site

Property Value

Density (kN/m3) 19.5

Cohesion, c (kPa) 26.3

Internal friction, Φ (°) 27.3

Fig. 1. Cross-sectional diagram of a target site

Table 2. DEM parameters for particle and particle-particle 

properties

Property Description

Particle shape

Single sphere

Particle density (kg/m3) 3,537

Poisson’s ratio 0.3

Shear modulus (MPa) 100

Particle diameter (mm) 100

Number of particles 25,789

Coefficient of restitution 1.0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5.0

Coefficient of rolling frictio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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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kg/m3을 사용하였다.

Fig. 2(a)는 수치해석을 통해 입력된 수직응력 조건에서 

직접전단시험의 전단응력과 전단변형률 관계를 나타낸다. 

주어진 지반정보에서 직접전단시험의 결과와는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 산정된 수직응력과 이때의 최

대 전단응력을 사용하여 전단강도식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실제 시험과 마찬가지로 수직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응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수직

응력조건에서 최대 전단응력(전단강도)은 약 10% 전단변

형률 근방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Fig. 2(a)). 

전단강도로 표현되는 강도정수인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은 

직접전단에서의 수직응력 조건과 주어진 수직응력 조건에

서 도출된 최대 전단응력 값을 통해 구할 수 있다. Table 1 

에 제시된 풍화토층의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과 해석을 통

해 각각의 수직응력조건에서 도출된 최대 전단응력을 동

일한 Mohr-Coulomb 파괴 포락선 형태로 산정하여, 수치

해석에서 모사된 입자 구성이 연구에서 선정한 풍화토 지

반을 구현하는지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2에 제시

된 입자 물성치를 기반으로 모델링된 토사 지반의 설계 강

도 정수는 실제 대상 지반의 설계 강도 정수와 5%이내의 

상대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b)).

2.2 굴착 대상 지반 모델

3차원 직접전단시험 해석에 사용된 동일한 입자 생성 

조건과 접촉 조건을 기반으로, 약 520,000개의 입자를 생

성시킨 후, 단순 중력에 의한 적층을 통해 약 16m(가로) 

× 21m(세로) × 1.5m(두께) 크기를 갖는 토사 지반을 조성

하였다(Fig. 3(a)). 이후 현장 심도에서의 수직응력을 구현

하기 위해 상부에 상재압을 추가로 가하였다. 굴진과정에

(a) Stress-strain curve (b) Mohr-Coulomb criterion

Fig. 2. Evaluation of particle contact properties by simulating the direct shear test

(a) Size of ground model (b) Approximate size of ground model by TBM diameter

Fig. 3. Dimension of 3D numerical groun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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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입자의 손실로 인하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굴진면 상

부를 제외한 나머지 하부 및 측면에 있는 입자는 해석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Lee et al., 2017a; Lee et al., 

2017b) 토사 지반 조성 과정에서 굴진면 상부로 표현되는 

토피고는 커터헤드 직경 만큼의 길이를 사용하였으며(1D), 

나머지 영역은 커터헤드 직경의 1/2배 길이로 모사하여 해

석의 정확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해석 영역 축소를 통해 전

체적인 해석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였다(Fig. 3(b)).

2.3 TBM 모델링

본 해석을 위해 적용된 실제 중단면 토압식 쉴드TBM 

모델은 일본에서 제작된 직경 7.73m 면판형 토압식 쉴드

TBM이다. 커터헤드의 스포크 개수는 8개이며, 커터헤드

면에서 토사가 챔버내로 통과할 수 있도록 커드헤드면의 

열린 부분의 비율인 개구율은 약 21.31%이다. 또한, 커터

헤드에는 52개 디스크 커터와 167개 커터비트가 굴착 도

구로 장착되어 있으며, 게이지 커터가 장착된 커터헤드면

의 바깥쪽은 굴곡진 형태를 보인다(Fig. 4). 이러한 복잡한 

형태의 형상을 모두 해석상에 고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커터헤드면의 세부 굴곡 등은 단순화 하되, 디스크 커터의 

위치나 개구율, 크기와 전체적인 형상은 실제 TBM 형상

에 가깝도록 모델링 하였다.

Fig. 5는 Fig. 4를 바탕으로 작성된 수치해석 형상을 나

타낸다. TBM 해석 모델은 결과 검토와 해석의 편의를 위

해 커터헤드면, 굴착 도구, 쉴드, 스크류 오거로 나누어 모

델링 되었다. 선행연구(Lee et al., 2017a; Lee et al., 2017b)

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EPB 쉴드TBM의 챔버 영역까지 

추가하여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된 TBM 형상을 작성하였

다. 또한, 각각의 굴착 도구를 전부 독립적으로 작성하여, 

해석 후 각 굴착 도구에 작용하는 하중 및 토크에 대해서

도 상세하게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챔버 하단에 설

치된 스크류 오거의 설치 각도는 26도이며 피치 간격은 

0.75m, 직경 0.9m인 형태로 작성하였다. 커터헤드면, 챔

버, 쉴드의 길이는 각각 0.75, 0.7, 7.8m이다.

굴진 시, 매 시간마다 회전 및 병진 운동하는 TBM 장비

와 토립자로 표현되는 입자 사이의 접촉을 통해 TBM 형

상과 입자간 접촉면에서 반력이나 토크 등이 계산된다. 

TBM 형상과 토립자 사이의 접촉 물성에 따라 TBM 형상

에 가해지는 힘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

는 해석에 사용된 입자 수 및 형상, 크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TBM 형상면과 토립자 

사이의 접촉 물성에 대해서 TBM 장비가 일반 강재로 제

(a) Side view (b) Front and side view of cutterhead

Fig. 5. Numerical model of 3D TBM model

Fig. 4. Front and side view of cutter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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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다는 가정으로 Ucgul et al.(2014)가 각종 실험을 통

해 도출한 일반 강재와 모래 사이의 접촉 물성을 해석에 

적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고려한 DEM 해석에서 TBM 

형상에 변형은 발생하지 않으며 형상에 접촉하는 입자와 

TBM 형상 간의 접촉 거동을 통해 TBM 형상에서 발생한 

반력 등을 검토하여 굴진과정을 모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Table 3은 TBM 형상과 입자 사이의 접촉 물성을 정리

한 것이다.

3. TBM 굴착과정 모사

굴진 해석을 위해 TBM 형상을 조성된 토사 지반 모델

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연속적인 굴착과정에 관

한 해석 결과 도출과 해석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해석 초

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 거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해, 지반 내부로 TBM을 1cm 관입시키고 커터헤드와 챔

버 영역과 스크류 오거에 입자를 가득 채운 후에 굴진을 

진행하고자 하였다(Fig. 6(a)). 즉, 이는 해석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굴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의 조건으로 해

석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Fig. 2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해석을 위해 선정된 대상 

터널 구간의 토피고는 약 15m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석 시간을 고려하여 토사 지반 모델의 크기를 최소화하

였으며, 결과적으로 실제 터널 구간의 토피고와 비교해 약 

7∼7.5m 정도의 상재 하중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따라서 대상 터널 구간의 상재하중을 모사하기 위하

여 토사 지반의 상부에 servo-control 응력면을 적용하여 

일정 상재하중을 추가로 모사하도록 하였다(Fig. 6(b)). 또

한, 수평 토압에 대해서도 계산된 상재하중에 따라 수평면

으로 하중이 작용되도록 적용하였다.

TBM 장비를 구성하는 요소의 운동은 각각 병진 운동

과 rpm으로 표현되는 회전 운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Lee et al., 2017a; Lee et al., 2017b)

와 동일하게 TBM 장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병진 운

동 조건을 공통으로 커터헤드 1회전 당 10mm씩 전진하는 

10mm/revolution로 설정하였으며, 추가로 실제 TBM 제

원을 참고하여 커터헤드 및 굴착 도구에는 3rpm, 배토를 

위한 스크루 오거에는 12rpm 회전 운동 조건을 적용하였

다(Table 4).

4. 해석 결과 및 분석

전체 해석 시간은 약 320초이며, 해석 시간동안 주어진 

굴진 조건에서 커터헤드는 약 16번을 회전하였고 커터헤

드가 회전하는 동안 TBM은 14.8cm를 굴진하였다. 본 연

Table 3. DEM parameters for TBM and TBM-particle properties 

(Ucgul et al., 2014)

Property Description

TBM density (kg/m3) 7,850

Poisson’s ratio 0.3

Shear modulus (MPa) 7.9×104

Coefficient of restitution (particle-TBM) 0.6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particle-TBM) 0.5

Coefficient of rolling friction (particle-TBM) 0.05

(a) Setting for combination of ground and TBM model (b) Additional surface load setting for simulation

Fig. 6. TBM excavation setting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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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목적은 입자로부터 TBM 형상에 가해지는 외력을 평

가하여 전체적인 TBM 장비의 굴진 성능을 예측하는 데에 

있다. 지반구성이 일정하고 커터헤드면의 회전과 추력이 

일정하게 주어진 조건의 해석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

난 후에는 해석결과가 범위내로 수렴하는 모양을 보이게 

된다. Fig. 7은 굴진 모사 중 측정한 각 부분별 입자의 개

수로 해석이 진행됨에 따라 각 파트에 존재하는 입자의 개

수가 그림에 나타난 기울기와 같이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석 초기 단계에서부터 굴진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 단계로 모사하기 위해 필요한 

영역에 입자를 채워 해석을 수행한 조건이 굴진과정 중인 

상태를 모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해석 시간을 고려할 때 합

리적인 방법인 것을 알 수 있다. TBM으로 모사된 형상에

는 굴진과정에서 평균적으로 53,869개의 입자가 존재하며 

이 중 챔버에는 29,174개가 평균적으로 존재한다.

스크류 오거를 통해 배출되는 입자는 대략 초당 30개정

도로 무게를 환산할 경우, 약 95.42kg/s이다(Fig. 8). 토압

식 쉴드TBM의 경우, 첨가재를 통한 굴착면의 압력을 유

지하면서 굴착이 진행되고 스크류 오거를 통한 토사의 배

출을 통해 챔버압을 조절하기 때문에 스크류 오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본 해석 조건에

서는 회전 속도가 주어진 스크류 오거를 통해 일정한 배토

가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부여하였고 지반의 구성도 변화

가 없기 때문에 챔버압 등의 굴진 결과값이 일정하게 유지

되었다고 판단된다. 스크류 오거의 마모 관련 설계에 활용

되는 스크류 오거 내부의 토크를 측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524kN･m로 나타났다(Fig. 9). 이는 향후 

스크류 오거의 마모와 관련된 해석에서 스크류 오거의 피

치 간격, 직경, 설치 각도에 따라 대상 지반의 특성을 함께 

적용하여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굴진과정에 나타나는 커터헤드면의 반력을 나

타낸다. 커터헤드면에 발생하는 반력은 주어진 굴진 조건

에서 평균적으로 16,242kN으로 나타났다. 커터헤드에 장

Table 4. Motion conditions of TBM parts during its advance 

Component Motion
Advance conditions

Direction Velocity

Cutterhead
Translational X axis (advance direction) 10 mm/rev

Rotational X axis (advance direction) 3 rpm

Disc cutter, cutterbit
Translational X axis (advance direction) 10 mm/rev

Rotational X axis (advance direction) 3 rpm

Chamber
Translational X axis (advance direction) 10 mm/rev

Rotational - -

Shield
Translational X axis (advance direction) 10 mm/rev

Rotational - -

Screw auger
Translational X axis (advance direction) 10 mm/rev

Rotational Axis of screw’s rotation 12 rpm

Fig. 7. Total number of particles at each TBM parts Fig. 8. Mass flow rate at the screw au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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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디스크 커터, 커터 비트와 면으로만 이루어진 부분을 

나누어 검토해 봤을 때, 디스크 커터에 가장 큰 반력이 발

생하였으며 커터 비트에 평균 2,380kN으로 가장 낮게 발

생하였다. 이는 주어진 추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굴진이 모

사되는 조건에서 커터헤드면에 가장 돌출된 부분인 디스

크 커터 부분이 가장 큰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은 굴진 중 커트헤드면에 발생한 토크를 나타낸다. 

토크의 경우에서는 디스크 커터에 발생하는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디스크 커터와 커터 비트가 설치되지 않은 면에

서 가장 큰 토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굴진 중 나타난 

커터헤드면 토크의 평균값은 40,153kN･m로 나타났으며 

디스크 커터에서 가장 낮은 값인 3,490kN･m이 나타났다.

Figs. 12와 13은 굴진과정 중에 나타난 각 디스크 커터

별로 측정된 반력과 토크의 평균값을 표시한 것이다. 디스

크 커터에 작용하는 힘은 디스크 커터의 교체 시기와 연관

된 지표로 TBM 운영 시 교체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

소로 다뤄진다. 일반적으로 커터에 작용하는 평균적인 힘

이 큰 경우 커터의 교체 시기가 일찍 도래하므로 과도한 

Fig. 9. Resistant torque at the screw auger

Fig. 12. Average force at the disc cutter

Fig. 10. Total force at the cutterhead during excavation

Fig. 11. Total torque at the cutterhead during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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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작용되지 않으면서 굴착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

다. 디스크 커터에 작용하는 힘이 크고 회전에 의해 굴진

거리별 회전거리가 증가할 때 디스크 커터의 마모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즉, 커터헤드면에 설치된 디스크 커

터의 위치에 따라 1회전에 따른 회전 거리가 다르게 나타

나므로 디스크 커터의 설치 위치에 따른 반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커터헤드면의 중

앙에서부터 디스크 커터가 설치된 반경별로 8개 구간으로 

나누고 해당 거리에 포함되는 디스크 커터의 반력의 평균

을 산정하였다. 그림에 함께 나타난 커터헤드 색깔별로 연

구에서 고려한 반경을 표시하였다. 중앙에 병렬로 설치된 

2개의 디스크 커터를 시작으로 25∼50cm 간격으로 분할

하였다. 검토 결과, 가장 큰 반력과 토크가 관찰된 영역은 

게이지 커터(커터헤드면의 바깥쪽 굴곡진 부분) 앞 부분으

로 해당 범위는 커터헤드 중앙에서부터 3.2∼3.5m 반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디스크 커터별로 상대적으로 반력이 

크게 측정된 부분은 해석 모델에서 설정한 개구부가 큰 부

분의 근처와 게이지 커터 인근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토크

의 평균값을 표시한 Fig. 1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서 고려한 커터헤드면의 반경별 평균 반력은 Fig. 

14와 같다. 그림에서는 디스크 커터, 커터 비트와 커터헤

드면에서 발생한 모든 반력을 구간별로 분석한 것이다. 분

Fig. 13. Average resistant torque at the disc cutter

Fig. 14. Total force at the disc cutter by radius



138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제17권 제4호

석 결과, 노란색으로 나타낸 712∼1,297mm 구간의 값은 

굴진과정 중 상대적으로 크게 측정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커터헤드면의 형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개구부가 넓

고 중앙 지점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해당 개구부를 통해 입

자가 빠져나갈 때, 커터헤드면의 형상에 의해 끼임 등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서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

는 DEM 해석에서 입자는 강체로 고려되며 다만 입력된 

접촉조건에 의해 약간의 겹침이 허용되는 조건이기 때문

에 굴진이 강제적으로 모사되는 해석 조건에서 끼임이 발

생할 경우, 주어진 접촉 조건에 따라 반력이 크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구간을 제외한 경우에서는 3,241

∼3,517mm 구간에서 가장 큰 평균 반력을 보였으며 

2,212∼2,819mm 구간에서 가장 낮은 값인 26.11kN이 산

정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EM 기법을 적용해 토사 지반을 모델

링하고 토압식 쉴드TBM의 굴착 과정을 모사하였다. TBM

이 굴진함에 따라 커터헤드면과 쉴드, 절삭 도구에 작용하

는 외력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스크류 오거의 

모델링을 통해 배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토량을 검토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검토한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토사 지반을 모사하기 위해 지

름이 100mm인 단일 입자를 사용하여 지반을 구성하

였다. 적절한 지반강성을 갖는 지반을 모사하기 위해 

직접전단 시험 해석을 통해 지반의 물성을 검증하였

다. 직접전단 시험 해석을 통해 단일 입자 100mm를 

사용할 경우 입력해야할 접촉조건과 입자 물성을 제

시하였다.

(2) TBM에서 사용되는 스크류 오거 장치를 해석에 적용

한 결과, 주어진 굴착 조건에서 스크루 오거를 통해 

토사 배출량 모사가 가능하였다. 주어진 스크류 오거

를 통해 해석 과정 중 일정한 배토를 유도할 수 있었으

며 TBM 각 부분의 입자개수를 검토한 결과 해석 과

정 중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해석 모델을 통해 커터헤드면에 나타난 디스크 커터, 

커터 비트, 면 부분에 반력과 토크를 굴진 과정에 따라 

산정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커터의 위치에 따른 반

력과 토크를 따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향후 굴진 거리

에 따른 커터헤드면의 회전 수와 커터의 회전 거리를 

활용하여 디스크 커터의 교체 주기에 관한 연구를 추

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절삭 도구에 나타난 반력과 토크를 검토한 결과, 디스

크 커터의 경우, 게이지 커터 부근에서 가장 큰 반력과 

토크가 관찰되었다. 커터헤드면 전체에 걸치 반력을 

검토하였을 경우에서도 디스크 커터의 경우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5) DEM 해석 방법을 사용한 본 연구에서는 TBM 굴진

과정을 모사하기 위해 커터헤드의 회전(RPM)과 TBM

의 회전에 따른 굴진 거리(REV)를 고정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실제 TBM 운전에 있어서는 토압

에 따른 챔버압과 TBM 사양, 스크류 오거의 배토량에 

의해 챔버압을 조절하면서 수행되기 때문에 향후 이

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커터헤드면에 작용하는 반력 등을 servo-control 하면

서 주어진 TBM 사양에 따라 회전수와 회전에 따른 

굴진 거리를 역으로 고려하는 해석이 추가로 수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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