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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pulation density due to urbanization is making people interested in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and much interest in TBM construction with low vibration and 

noise. This led to a lot of research on TBM. However,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tterhead opening of the TBM equipment being occluded under the ground 

conditions under which it is excavated is insufficient. Accordingly, a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logging of the cutterhead opening during the shield TBM 

rolling. To identify the clogging of cutterhead openings in SHIELD TBM equipment, 

the reduced model experiment was divided into clay rate (10%, 30%, 50%, 60%), 

cutterhead opening rate (30%, 50%, 60%), and cutterhead rotation direction (one-way, 

two-way) and rotational speed (3 RPM) and conducted in 36 cases. Results of scale 

model test on shield TBM clogging, it was analyzed that the ground condition 

containing clay soil increased the clogging effect in both directions than the 

unidirectional rotation, and that the lower the rotational speed of the cutterhead, the 

less the clogging effect. Accordingly, the direction of cutterhead rotation, rotational 

speed and opening rate are calculated by taking into account ground conditions during 

ground excavation, the clogging effect can be reduced. It is believed to be effective in 

saving air as the clogging effect is reduced.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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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material for domestic use of shield TBM.

Keywords: Shield TBM, Clogging phenomenon, Cutterhead opening rate, Cohesive soil rate

초 록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집중은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을 촉발시켰으며, 그로인해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환경문제 및 민원

이 많은 발파공법보다 진동과 소음에 대한 영향이 없는 TBM공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TBM에 대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TBM 장비의 커터헤드 개구부가 굴착되는 지반조건에 따라 폐색되는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쉴드 TBM 굴진 시 커터헤드 개구부의 폐색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축소모형시험을 진행

하였다. 쉴드 TBM 장비의 커터헤드 개구부 폐색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점토비(10%, 30%, 50%), 커터헤드 개구율

(30%, 50%, 60%), 커터헤드 회전방향(일방향, 양방향) 및 회전속도(3 RPM, 6 RPM)을 변수로 실험조건을 달리하여 

36가지의 Case에 대해 축소모형실험을 진행하였다. 쉴드 TBM 폐색현상에 대한 축소모형실험 결과, 점토가 함유된 지

반 조건은 양방향 회전이 일방향 회전보다 폐색영향이 증가하고 커터헤드의 회전속도가 낮을수록 폐색영향이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지반 굴착 시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커터헤드 회전 방향, 회전 속도 및 개구율을 산정한다면 폐색

영향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폐색영향이 저감됨에 따라 공사기간의 단축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해당연구가 전무한 국내 쉴드 TBM 시공 시 그 활용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쉴드 TBM, 폐색현상, 커터헤드 개구율, 점토비

1. 서 론

도시의 발달로 인한 인구과밀화는 지상 인프라의 확충을 수반한다. 이런 이유로 지상 구조물이 급격하게 늘어

났으며, 이로 인해 지상 공간의 개발은 토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상 인프라 구축은 한계상태에 도달하였고 교통

장애 및 도심지 미관 저해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 기반 시설의 지상 집중화 

및 교통난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지하공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

나 지하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선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기존구조물(지하철, 상수도 등)의 간섭이 지하공간 시

공에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시공 시 지상 구조물의 안전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Kong et al., 2019).

터널 시공은 재래식 공법과 기계화 시공법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재래식 공법은 발파로 인한 소음 및 진동으로 

민원과 환경문제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도심지 적용에 있어 한계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기계

화 시공법은 무소음, 무진동 시공이 가능하여 민원 예방 및 환경문제 방지로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이점을 가지

고 있다. 또한 발파공법에 비해 굴착손상 영역이 작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외에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Cho 

et al., 2008).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Chang et al. (2013)에 의한 커터 링의 형상에 따른 디스크 커터 작용력의 실험적 평가, 

Kang et al. (2015)에 의한 복합지반에서의 쉴드 TBM 커터헤드 회전속도에 따른 커터비트 손상에 관한 실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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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Hwang et al. (2020) Shield TBM 챔버 내 mixing bar 교반 효율에 대한 기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Sugimoto et al. (2007)에 의한 복합지반 곡선구간에서 쉴드 터널링 거동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 

Thewes and Burger (2005)에 의한 점토 지반에서 TBM 시공 중 폐색에 대한 연구 등 TBM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 TBM 공법에 대한 경험적, 실험적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을 뿐 아니라 TBM 시공 중 

커터헤드 폐색에 대한 연구까지 선행이 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TBM 

장비의 커터헤드 개구부와 지반조건(점토비)이 폐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국내 쉴

드 TBM의 시공 중 활용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폐색원인과 이론적 고찰

2.1 쉴드 TBM 개구부 폐색현상

암석 광물간의 결합력과 달리 토사의 특성은 토립자의 배열이나 형상 등에 영향을 받는다. 모래나 자갈은 입자

간의 결합력이 없지만 실트나 점토는 점착력에 의해 결합된다. 따라서 점토는 결합 및 함수비에 따른 토질 특성에 

따라 쉴드 TBM 굴착 시 장비의 각 종 개구부에 폐색현상을 일으켜 굴진을 저해할 수 있다.

(a) Face clogging phenomenon (b) Clogging of disc cutter housing

(c) Clogging sieve mesh of slurry treatment (d) Clogging during conveyer belt transfer

Fig. 1. Shield TBM clogging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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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가 함유된 지반을 쉴드 TBM으로 굴착 할 경우에 폐색 현상은 Fig. 1과 같이 쉴드 TBM 면판을 비롯하여 

커터 하우징, 스크류 컨베이어, 각종 파이프 등 쉴드 TBM과 연관된 버력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Hollmann and Thewes, 2013).

굴착된 점토지반이 챔버 내에 쌓여 지하수가 많은 조건에서 짧은 시간 내에 배수가 진행되면 챔버 내에 충진된 

점토가 압축되어 스크류 컨베이어 입구부터 배토가 되지 않는 폐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커터 툴에서부터 

점토가 뭉치는 현상이 일어나면 TBM 회전 시 면판의 중심부로 점토가 집중되며, 그럴 경우 TBM의 개구율이 감

소하여 폐색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면판의 지지력 증가로 인한 토크 상승 및 굴진효율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TBM 장비가 정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2.2 폐색현상 이론적 고찰

토사의 폐색 현상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되며, Fig. 2와 같이 네 가지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발생한다. 첫 번

째는 입자가 TBM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각종 면에 부착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장비에 노출된 각종 개구부에 

입자가 가교 역할을 하여 장비 내부를 막아 배토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입자끼리 

서로 달라붙어 응집되는 현상으로 배토 자체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이다. 네 번째는 소성지수가 커서 물 속에서 미

세 입자로 용해되지 않고 덩어리 형태로 남으려는 토질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Fig. 2. Clogging mechanism of soil (Thewes and Burger, 2005)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점토와 같이 점성을 띄는 토사가 TBM의 각종 노출된 면에 부착되는 성질

이며, 폐색 현상은 TBM 각종 면판과 토사의 상대적인 수직 및 전단 부착력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반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폐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하며, 크게 입도분포, 광물학적 조성, 토질의 소

성지수와 컨시스턴시지수, 유체 사용 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실내실험

3.1 실험개요

본 실험은 쉴드 TBM 장비의 커터헤드 개구부가 굴착되는 조건에 따라 폐색되는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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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시험을 실시하였다. 모형실험은 지반조건, 커터헤드 개구율, 커터헤드 분당회전율 및 회전 방향, 압입 깊이를 

고려하여 수행하였고 변수조건을 점토 함유율 및 함수비로 하여 폐색 영향 변화에 대하여 실험하였기 때문에 첨

가제 및 이수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실내모형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쉴드 TBM 커터헤드의 개구율에 따라 점

토 지반에서 실제 사용되는 사례를 참고하여 연구 특성에 맞게 커터헤드를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커터헤드의 회

전속도와 회전방향, 압입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굴착제어가 가능한 실험장비와 모형지반 조성을 위한 토조를 제

작하였고, 지반조건은 점성토와 사질토의 비율 별로 3가지 Case로 분류하고, 지반구성 비율에 따라 자연 함수비

를 고려하여 모형 지반을 조성하였다.

3.2 축소모형 장비

실제 지반조건과 쉴드 TBM 장비 특성에 따라 개구부가 페합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하여 장비 제작하였

고 축소모형 실험의 장비는 쉴드 TBM 커터헤드, 굴착제어 장비 및 토조로 구성되어 있다.

커터헤드 개구부 폐색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커터헤드 개구율은 30%, 50%, 60%로 제작하였다. 

이는 TBM 핵심 설계 ‧ 부품기술 및 TBM 터널의 최적 건설기술 보고서(2011)를 통해 점토 지반에서 실제 사용된 

커터헤드 개구율을 고려하여 축소 제작하였다. 제작된 커터헤드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Opening rate by shield TBM cutterhead

Division Opening rate 30% Opening rate 50% Opening rate 60%

Shape

Diameter 180 mm

굴착제어장비는 실제 현장과 동일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커터헤드의 분당 회전 수와 회전 방향, 압입 깊이를 제

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본 실험에 사용된 전체적인 실험장비 구성 및 실험 전경은 Fig. 3과 같다.

①은 추력모터로 ⑥추력제어 시스템을 통하여 추력을 동력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며, 제어 시스템에 입력되

는 추력을 ⑦데이터 로거를 통하여 값으로 산출한다. ④축소모형 쉴드 TBM 커터헤드는 ⑤동력용 모터 속도 제

어 인버터를 사용하여 분당 회전 수를 조절하며, 이 때 산출되는 힘 또한 ⑦데이터 로거를 통해 값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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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④축소모형 쉴드 TBM 커터헤드는 환봉으로부터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①Thrust motor ②Moderator and torque sensor ③Soil tank ④Scale model TBM cutterhead

⑤Motor speed control inverter for power use ⑥Thrust control system ⑦Date logger

Fig. 3. Equipment configuration and layout diagram

3.3 모형지반 조성

모형지반 조성을 위해 제작한 토조는 커터헤드의 직경(D = 180 mm) 및 실험 케이스 별 굴진 깊이를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토조는 내경 기준으로 가로 300 mm, 세로 300 mm, 높이 300 mm로 제작하였다. 균등한 모

형지반을 조성하고 커터헤드 개구율 별로 연속적인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균일한 크기의 토조 5개를 직렬로 연결

하였다. 제작한 토조는 아래의 Fig. 4와 같다.

Fig. 4. Soil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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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지반 조성은 점성토와 사질토의 비율에 따라 10%, 30%, 50%로 케이스를 선정하였고 모형지반 조성에 사

용된 점성토는 점토 가루를 사용하였으며, 사질토는 주문진 표준사를 사용하였다. 각 Case에 대한 입도분포 곡선

은 다음 Fig. 5와 같다.

Fig. 5. Partical size distri by Case

각 Case에 대한 액성한계 시험과 소성한계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KS F 2303 (2015)을 참고하여 수행하였고 

액성한계 시험과 소성한계 시험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Plastic limits, liquidity limits, and plastic index by ground

Division Plastic limit (PL) Liquidity limits (LL) Plastic index (PI)

Case 1 11.86 60.20 48.34

Case 2 16.63 79.51 62.88

Case 3 20.75 81.90 61.15

대한주택공사의지반조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점성토의 평균적인 자연함수비(35.2%)와 사질토의 평균 자연

함수비(17.3%)를 사용하여 함수비를 산정하였으며, 점토비 10%지반의 경우 19.1%, 점토비 30% 지반의 경우 

22.7%, 점토비 50% 지반의 경우 26.3%의 함수비를 적용하였다.

지반은 KS F 2312 (2016)를 통해 다짐법을 적용하여 조성하였으며, 각 Case에 대해 동일한 다짐에너지를 가

하였다. 다짐에너지는 다음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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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termination of compaction energy

Compaction energy 0.255 kg * cm/cm3

Number of strikes on each layer 5

Number of layer 2

Total resolutions 10 cm

Hammer weight 1 kg

Hammer drop height 5 cm

Determination formula of compaction energy 



 

3.4 실험 조건 선정 및 방법

본 실험은 점성토 함유율 별로 쉴드 TBM 커터헤드의 개구율, 회전속도(압입 깊이), 회전방향을 변화시켰을 때 

커터헤드의 면판이 폐색되는 비율에 대해 실험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해 실험조건을 분류하였다. 모형지반

의 점성토 비는 10%, 30% 및 50%의 3가지 Case로 나누고 추력은 분당 6 mm가 굴착되도록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지반조건에 대하여 쉴드 TBM 커터헤드의 개구율을 각 30%, 50%, 60%로 달리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커터

헤드의 회전속도는 3 RPM (2 mm/rev), 6 RPM (1 mm/rev)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총 시험 진행은 

4분간 진행하였으며 각 Case 모두 동일하다. 각 시험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Tables 4~6과 같다.

Table 4. Test condition of Case 1

Division Clay rate (%) Opening rate (%) Rotation direction
Rotational speed

(RPM, rev/min)

Depth of press

(mm/rev)

1-A -A

10

30

One way
3 RPM 2

1-A-B 6 RPM 1

1-A-C
Two way

3 RPM 2

1-A-D 6 RPM 1

1-B-A

50

One way
3 RPM 2

1-B-B 6 RPM 1

1-B-C
Two way

3 RPM 2

1-B-D 6 RPM 1

1-C-A

60

One way
3 RPM 2

1-C-B 6 RPM 1

1-C-C
Two way

3 RPM 2

1-C-D 6 RP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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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st condition of Case 2

Division Clay rate (%) Opening rate (%) Rotation direction
Rotational speed

(RPM, rev/min)

Depth of press

(mm/rev)

2-A-A

30

30

One way
3 RPM 2

2-A-B 6 RPM 1

2-A-C
Two way

3 RPM 2

2-A-D 6 RPM 1

2-B-A

50

One way
3 RPM 2

2-B-B 6 RPM 1

2-B-C
Two way

3 RPM 2

2-B-D 6 RPM 1

2-C-A

60

One way
3 RPM 2

2-C-B 6 RPM 1

2-C-C
Two way

3 RPM 2

2-C-D 6 RPM 1

Table 6. Test condition of Case 3

Division Clay rate (%) Opening rate (%) Rotation direction
Rotational speed

(RPM, rev/min)

Depth of press

(mm/rev)

3-A-A

50

30

One way
3 RPM 2

3-A-B 6 RPM 1

3-A-C
Two way

3 RPM 2

3-A-D 6 RPM 1

3-B-A

50

One way
3 RPM 2

3-B-B 6 RPM 1

3-B-C
Two way

3 RPM 2

3-B -D 6 RPM 1

3-C-A

60

One way
3 RPM 2

3-C-B 6 RPM 1

3-C-C
Two way

3 RPM 2

3-C-D 6 RPM 1

본 축소모형실험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각 Case 조건에 맞게 지반을 구성하고 다짐법을 활용하여 지반 조성을 완료한다.

② 축소 제작된 쉴드 TBM 커터헤드를 조성된 지반 중심에 위치하도록 장비를 배치한다.

③ 실험 Case 조건에 맞게 회전 속도 및 압입 속도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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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데이터 로거에 연결된 토크센서의 초기값을 조정하고 “0”점을 맞춘 뒤 모니터링을 준비한다.

⑤ 장비를 작동시키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굴진 중 토크 및 커터헤드의 폐색 영역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3.5 축소모형 실험 결과 분석

각 점성토비를 3가지 케이스로 분류하여 모형지반을 조성한 후 커터헤드 개구율, 회전속도(압입 깊이) 및 회전

방향을 다르게 하여 얻은 폐색비를 검토하였다. 실험 종료후 커터헤드를 모터로부터 분리하여 폐색되는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폐색비는 실험 전 커터헤드 개구부 면적 대비 실험 후 개구부 면적으로 계산하였다. 축소모형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Case 1은 모형지반의 점성토 함량비가 10%인 경우에 대한 시험으로서 Table 7은 개구율이 30%, Table 8은 개

구율이 50%, Table 9는 개구율이 60%인 경우의 폐색 영역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개구율 30%일 때 폐색비는 26.2~39.4%로 분포하고 있으며, 커터헤드 회전속도를 증가시킬 경우 일방향 회전

의 폐색비는 7.0% 증가하고, 양방향 회전의 폐색비는 12.5%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커터헤드의 회전방향

을 달리하고 회전속도가 같은 경우 3 RPM의 회전속도에 대한 폐합비는 0.7% 증가하고 6 RPM의 회전속도에 대

한 폐색비는 6.2%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구율 50%일 때 폐색비는 17.1~21.6%로 분포하고 있으며, 커터헤드 회전속도를 증가시킬 경우 일방향 회전

의 폐색비는 2.4% 증가하고, 양방향 회전의 폐색비는 4.4%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커터헤드의 회전방향

을 달리하고 회전속도가 같은 경우 3 RPM의 회전속도에 대한 폐합비는 0.1% 증가하고 6 RPM의 회전속도에 대

한 폐색비는 2.1%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구율 60%일 때 폐색비는 26.2~39.4%로 분포하고 있으며, 커터헤드 회전속도를 증가시킬 경우 일방향 회전

의 폐색비는 7.0% 증가하고, 양방향 회전의 폐색비는 12.5%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커터헤드의 회전방향

을 달리하고 회전속도가 같은 경우 3 RPM의 회전속도에 대한 폐합비는 0.7% 증가하고 6 RPM의 회전속도에 대

한 폐색비는 6.2%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Clogging area and clogging rate with a 30% opening rate of Case 1

Division
One way Two way

3 RPM 6 RPM 3 RPM 6 RPM

Clogging area

Clogging rate (%) 26.2% 33.2% 26.9%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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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logging area and clogging rate with a 30% opening rate of Case 2

Division
One way Two way

3 RPM 6 RPM 3 RPM 6 RPM

Clogging area

Clogging rate (%) 17.1% 19.5% 17.2% 21.6%

Table 9. Clogging area and clogging rate with a 30% opening rate of Case 3

Division
One way Two way

3 RPM 6 RPM 3 RPM 6 RPM

Clogging area

Clogging rate (%) 8.5% 10.9% 10.1% 11.3%

Case 2는 모형지반의 점성토 함량비가 30%인 경우에 대한 시험으로서 Table 10은 개구율이 30%, Table 11은 

개구율이 50%, Table 12는 개구율이 60%인 경우의 폐색 영역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개구율 30%일 때 폐색비는 69.1~90.0%로 분포하고 있으며, 커터헤드 회전속도를 증가시킬 경우 일방향 회전

의 폐색비는 17.4% 증가하고, 양방향 회전의 폐색비는 4.0%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커터헤드의 회전방향

을 달리하고 회전속도가 같은 경우 3 RPM의 회전속도에 대한 폐합비는 16.9% 증가하고 6 RPM의 회전속도에 

대한 폐색비는 3.5%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구율 50%일 때 폐색비는 49.0~90.3%로 분포하고 있으며, 커터헤드 회전속도를 증가시킬 경우 일방향 회전

의 폐색비는 28.8% 증가하고, 양방향 회전의 폐색비는 37.0%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커터헤드의 회전방

향을 달리하고 회전속도가 같은 경우 3 RPM의 회전속도에 대한 폐합비는 4.3% 증가하고 6 RPM의 회전속도에 

대한 폐색비는 12.5%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구율 60%일 때 폐색비는 40.3~54.7%로 분포하고 있으며, 커터헤드 회전속도를 증가시킬 경우 일방향 회전

의 폐색비는 4.1% 증가하고, 양방향 회전의 폐색비는 6.9%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커터헤드의 회전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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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하고 회전속도가 같은 경우 3 RPM의 회전속도에 대한 폐합비는 4.1% 증가하고 6 RPM의 회전속도에 대한 

폐색비는 6.9%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0. Clogging area and clogging rate with a 50% opening rate of Case 1

Division
One way Two way

3 RPM 6 RPM 3 RPM 6 RPM

Clogging area

Clogging rate (%) 69.1% 86.5% 86.0% 90.0%

Table 11. Clogging area and clogging rate with a 50% opening rate of Case 2

Division
One way Two way

3 RPM 6 RPM 3 RPM 6 RPM

Clogging area

Clogging rate (%) 49.0% 77.8% 53.3% 90.3%

Table 12. Clogging area and clogging rate with a 50% opening rate of Case 3

Division
One way Two way

3 RPM 6 RPM 3 RPM 6 RPM

Clogging area

Clogging rate (%) 40.3% 47.8% 44.4%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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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은 모형지반의 점성토 함량비가 50%인 경우에 대한 시험으로서 Table 13은 개구율이 30%, Table 14는 

개구율이 50%, Table 15는 개구율이 60%인 경우의 폐색 영역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13. Clogging area and clogging rate with a 60% opening rate of Case 1

Division
One way Two way

3 RPM 6 RPM 3 RPM 6 RPM

Clogging area

Clogging rate (%) 72.5% 77.2% 74.3% 85.1%

Table 14. Clogging area and clogging rate with a 60% opening rate of Case 2

Division
One way Two way

3 RPM 6 RPM 3 RPM 6 RPM

Clogging area

Clogging rate (%) 59.1% 70.6% 70.5% 71.8%

Table 15. Clogging area and clogging rate with a 60% opening rate of Case 3

Division
One way Two way

3 RPM 6 RPM 3 RPM 6 RPM

Clogging area

Clogging rate (%) 10.4% 34.7% 34.5%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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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모형 실험의 각 Case 별 검토 결과는 다음 Fig. 6과 같다.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6. Case review result

개구율 30%일 때 폐색비는 72.5~85.1%로 분포하고 있으며, 커터헤드 회전속도를 증가시킬 경우 일방향 회전

의 폐색비는 4.7% 증가하고, 양방향 회전의 폐색비는 10.8%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커터헤드의 회전방향

을 달리하고 회전속도가 같은 경우 3 RPM의 회전속도에 대한 폐합비는 1.8% 증가하고 6 RPM의 회전속도에 대

한 폐색비는 7.9%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구율 50%일 때 폐색비는 59.1~71.8%로 분포하고 있으며, 커터헤드 회전속도를 증가시킬 경우 일방향 회전

의 폐색비는 11.5% 증가하고, 양방향 회전의 폐색비는 1.3%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커터헤드의 회전방향

을 달리하고 회전속도가 같은 경우 3 RPM의 회전속도에 대한 폐합비는 11.4% 증가하고 6 RPM의 회전속도에 

대한 폐색비는 1.2%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구율 60%일 때 폐색비는 10.4~55.9%로 분포하고 있으며, 커터헤드 회전속도를 증가시킬 경우 일방향 회전

의 폐색비는 24.3% 증가하고, 양방향 회전의 폐색비는 21.4%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커터헤드의 회전방

향을 달리하고 회전속도가 같은 경우 3 RPM의 회전속도에 대한 폐합비는 24.1% 증가하고 6 RPM의 회전속도에 

대한 폐색비는 21.2%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은 쉴드 TBM 커터헤드 개구부 폐색현상에 대한 연구로서 축소모형실험을 위한 쉴드 TBM 장비의 커

터헤드 면판에 있어 폐색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반조건, 커터헤드 개구율, 커터헤드 분당회전속도 및 회전방향

에 따른 개구부 폐색현상에 대해 상세 연구를 진행하였다.

커터헤드 개구율은 30%, 50%, 60%로 선정하였다. 또한 커터헤드 회전속도(압입깊이) 및 회전방향을 제어하

기 위해 굴착제어 장비를 제작하고 굴진 제어와 데이터 기록을 위해 굴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축소모형실험 Case는 총 36가지로 점성토 함유율(10%, 30%, 50%), 커터헤드 개구율(30%, 50%, 60%), 커터

헤드 회전방향(일방향, 양방향) 및 회전속도(3 RPM, 6 RPM)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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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 TBM 폐색현상에 대한 축소모형실험 결과 점성토가 함유된 지반 조건은 양방향 회전이 일방향 회전보다 

폐색영향이 증가하여 불리하고 커터헤드의 회전속도가 낮을수록 폐색영향이 적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성토의 함유량 10%인 지반조건은 개구율이 증가함에 따라 폐색비가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커터헤드 회전

방향 및 회전속도는 커터헤드 개구부 폐색에 큰 영향이 없으며, 개구율이 증가함에 따라 커터헤드 개구부 폐색이 

감소하였다. 점성토의 함유량이 30%인 지반조건은 커터헤드의 낮은 회전속도에서 개구율이 증가함에 따라 폐색

비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나 커터헤드 회전속도가 빠른 경우 비선형적인 폐색비를 보여주었고 이는 개구율이 

30~60% 내에서 커터헤드 회전방향 및 회전속도가 개구부 폐색에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개구율 50% 이

상에서 폐색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점성토가 50%인 지반조건은 개구율이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

적인 폐색비를 보여주었고 이는 커터헤드 회전방향 및 회전속도가 커터헤드 개구부 폐색에 영향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구율이 50% 이상에서 폐색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서 쉴드 TBM을 활용한 지반 굴착 시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커터헤드의 회전 방향, 회전 속도 및 개구

율을 산정한다면 폐색영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축소모형실험으로 실제현장과 실험에 의해 재현되는 현상의 규모가 달라 상사 법칙의 적용이 한계

가 있기 때문에 본 축소모형실험과 현장에서 나타나는 폐색영향 범위가 다소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현장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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