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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type of rock excavation method using a waterjet system is being developed to 

secure economic feasibility and to reduce vibrations during excavation. In waterjet 

rock excavation, overlapping of cutting width is essential for high efficiency. In this 

study, cutting experiments for granite specimens were performed using abrasive 

waterjet system according to the overlapping ratio and standoff distance.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granite cutting performance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overlapping ratio. In addition, removal shapes of the cross-section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cutting depth, width, and volume after waterjet cutting. When the 

overlapping ratio is less than 58%, rock specimens are partially removed due to the 

insufficient overlapping ratio. However, when the overlapping ratio exceeds 67%, 

overcutting phenomenon is observed. For the partial overlapping ratio (i.e., 25~75%), 

cutting efficiency is increased in the removal volum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the important basic data for determining the optimum overlapping ratio when the 

waterjet system is applied for rock excavation.

Keywords: Waterjet excavation, Removal shape, Overlapping width, Rock cutting

초 록

터널굴착의 경제성 확보 및 굴착 시 발생하는 진동저감을 위해 워터젯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암반 굴착공법이 개발되고 있다. 워터젯 절삭을 이용한 효율적인 암반 굴

착을 위해서는 워터젯 절삭폭의 중첩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초고압 연마재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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젯 시스템을 이용하여 절삭폭 중첩도 및 이격거리에 따른 화강암 시편 절삭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중

첩도 단계에 따른 화강암 절삭성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형상인자를 절삭깊이, 절삭폭, 그리고 절삭부피로 분류하여 중

첩 절삭 후 단면의 형상을 분석하였다. 절삭폭 중첩도가 58% 이하가 되면 중첩이 충분하지 않아 연속적인 암반제거가 불

가능하였다. 반면 절삭폭 중첩도 67% 이상에서는 과절삭 현상이 확인되었다. 한편 부분중첩(25~75%) 조건에서는 기존 

워터젯 절삭에 비해 효율적인 부피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연구는 워터젯을 활용한 암반 굴착 시 최적 중

첩도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워터젯 굴착, 제거형상, 중첩폭, 워터젯 절삭

1. 서 론

국내의 경우 지하시설물 및 터널을 시공하기 위해 주로 TBM 공법 및 발파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TBM 공법의 

경우, 효율적인 굴착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현장 적용 시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 발파공법의 경우, 발파소음과 발

파진동으로 인해 도심지 적용 시 주변 지반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굴착공사 중 다양한 민원을 발생시킨다(Shin 

et al., 2009).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진동 저비용 암반 굴착공법이 필요하다.

워터젯으로 자유면을 생성한 뒤 발파하는 굴착공법은 기존의 스무스 블라스팅(smooth blasting) 공법에 비해 

발파진동을 약 49.3%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Oh et al., 2013). 또한, 워터젯을 TBM 디스크 커터의 

보조 굴착수단으로 활용하여 굴착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수행되었다(Wang et al., 2020). 또한 노즐운용과 관련된 

이송속도, 절삭 중첩횟수, 이격거리, 절삭각도에 따른 워터젯 암반절삭 굴착공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Pierri et al., 2019). 해당연구에서 취성재료의 워터젯 절삭각도가 절삭깊이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워터젯을 이용한 암반 굴착은 절삭 계획선을 따라 자유면을 생성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Oh et 

al., 2013; Kim and Song, 2015). 하지만 단일 노즐을 활용한 워터젯 선절삭(line cutting)은 충분한 절삭폭 생성에 

한계를 가진다. 현재 워터젯을 활용한 금속재료 표면가공 분야에서는 워터젯의 중첩을 활용하는 연구가 수행되

고 있다. Billingham et al. (2013)은 워터젯 중첩도별 티타늄 합금의 절삭깊이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Park et al. (2016)은 연성재료에 대해 워터젯 절삭폭 중첩조건에서 절삭실험을 수행하였다. 

해당연구에서 워터젯 중첩 시 깊은 절삭깊이 생성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워터젯을 이용하여 연속적

인 절삭공간 생성(또는 충분한 절삭폭 확보) 및 성능향상을 위해서는 워터젯 절삭폭의 중첩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연성재료의 절삭깊이 및 절삭표면 품질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되어, 취성재료인 암석

에 대한 절삭폭 중첩도에 따른 절삭성능 및 형상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암반 절삭용 워

터젯을 이용하여 노즐의 중첩도 및 이격거리에 따른 절삭성능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절삭형상 관점에서 분

석하였다. 또한 과도한 중첩으로 인한 과절삭(overcutting) 구간을 제시하고 절삭성능을 분석하여 워터젯을 이

용한 암반 굴착 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연구는 워터젯 절삭폭 중첩과정을 활용하여 암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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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할 시, 현장에서 최적화된 중첩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중첩도에 따른 워터젯 절삭실험 방법

2.1 중첩도의 정의

워터젯 1회 절삭 후 중첩하여 다음 절삭을 수행하기 위해, 노즐은 일정한 수평이격거리(stepover horizontal 

distance, SHD)만큼 이동되어야 한다. 워터젯이 대상표면에 분사되면, 젯 에너지 영향구역은 원형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해당 영향구역의 지름은 젯 지름(jet diameter)으로 정의된다. 젯 지름은 워터젯 시스템 변수(수압, 유량, 이

송속도 등) 및 암석의 물리적 특성이 동일하다면, 포커싱 튜브(focusing tube)의 형상과 이격거리(standoff 

distance, SOD)에 의해 결정된다.

한방향으로 절삭 시 젯 지름은 절삭폭이 된다. 한번 절삭(1st cut) 후 수평이격거리만큼 이동하여 다음 절삭

(2nd cut)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겹쳐진 절삭면의 폭은 중첩 지름(overlapping diameter)으로 정의된다(Fig. 1).

중첩도(overlapping ratio, OVL)는 젯 지름과 중첩 지름의 비이며,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중첩 지름은 수평이

격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젯 지름에 비해 수평이격거리의 크기가 같거나 크면 절삭 단면은 중첩되지 않는다

(Fig. 1(a)). 반면, 수평이격거리가 젯 지름보다 작으면 절삭 단면은 중첩되어 절삭된다(Fig. 1(b)).

Overlapping ratio OVL   
jet diameter mm

overlapping diameter mm
×   (1)

(a) Non-overlapped case (b) Overlapped case

Fig. 1. Definition of overlapp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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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워터젯 중첩실험을 위한 변수결정

워터젯 시스템은 수압생성부, 연마재 혼합부, 물 공급부, 노즐부 및 고압파이프로 이루어져 있다. 워터젯 중첩

실험을 위한 워터젯 펌프는 50HP의 동력을 가지며, 최대 수압 412 MPa, 최대유량 6 L/min을 생성할 수 있다. 젯 

지름(절삭폭)은 이격거리(SOD)가 클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이격거리와 이외의 모든 워터젯 조건은 동일하게 설

정하였다(Table 1). 워터젯 펌프에서 워터젯 수압은 320 MPa, 유량은 3 L/min (오리피스 직경 0.381 mm사용)로 

결정하여 암반절삭 실험을 수행하였다. 절삭을 위한 노즐의 이송속도는 2 mm/s로 고정하였다.

Table 1. Waterjet parameters for overlap cutting

Property Value

Water pressure (MPa) 320

Focusing nozzle inner diameter (mm) 1.02

Focusing nozzle length (mm) 76.2

Water flow rate (L/min) 3

Abrasive feed rate (g/s) 11.0

Abrasive type Garnet (#60~40)

Traverse speed (mm/s) 2

Orifice inner diameter (mm) 0.381

워터젯은 젯 에너지 관련 인자(수압, 유량, 이송속도, 이격거리) 뿐만 아니라, 연마재와 관련된 인자(연마재 크

기, 연마재 입자형상, 연마재 투입량)도 절삭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Momber and Kovacevic, 2000; Oh et 

al., 2019). 특히 연마재를 투입하여 절삭할 경우가 연마재를 투입하지 않고 절삭할 때보다 월등히 높은 절삭성능

을 가진다. 또한, 유량 부피의 약 10%에 해당하는 부피의 연마재가 투입될 때 최대 절삭성능을 발휘한다(Oh and 

Cho, 2016). 이를 고려하여 본 실험에서는 11 g/s을 연마재 투입량(부피비 약 9%)으로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워터젯 노즐의 이격거리가 감소할수록 절삭성능은 증가한다. 이격거리 감소에 따른 절삭성능의 

증가는, 워터젯의 영향반경이 절삭 대상에 집중되어 젯 에너지의 전달이 최대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균일한 

표면의 암반에 밀착하여 절삭할 경우 충돌로 인해 노즐이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즐 손상을 방지할 수 있

는 이격거리를 200 mm와 300 mm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격거리가 증가할수록 젯 지름도 증가하기 때문에, 예비실험을 통해서 이격거리에 따른 젯 지름을 Table 2와 

같이 확인하였다. 이격거리 200 mm에서의 젯 지름은 24 mm이고 이격거리 300 mm에서의 젯 지름은 30 mm이다. 

각각의 이격거리에서 확인된 젯 지름을 기준으로 수평이격거리(SHD)에 따라 Table 2와 같이 중첩도(overlapping 

ratio)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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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verlapping ratio by stepover horizontal distance

Standoff distance (SOD) 200 mm Standoff distance (SOD) 300 mm

Stepover horizontal distance

(SHD) (mm)

Overlapping ratio

(OVL) (%)

Stepover horizontal distance

(SHD) (mm)

Overlapping ratio

(OVL) (%)

24 0 30 0

18 25 22.5 25

12 50 15 50

10 58 12.5 58

8 67 10 67

6 75   7.5 75

0 100   0 100

2.3 암석시편 및 연마재의 준비

워터젯 절삭실험을 위해 사용된 시편은 화강암으로, 크기는 폭 150 mm, 높이 150 mm, 길이 300 mm의 블록 

형태이다(Fig. 2(a)). 시편의 밀도는 약 26 kN/m3, 공극률 1% 미만, 일축압축강도는 200 ± 10 MPa로 매우 단단한 

암석 시편이다. 연마재의 종류는 상용화된 석류석(garnet)으로, 자세한 물리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a) Granite specimen (b) Garnet abrasive

Fig. 2. Preparation of specimen and abrasive

Table 3. Abrasive properties

Property Value

Mineral type Pyrope garnet

Formula Mg3Al2(SiO4)5

Specific gravity [-] 4.05

Hardness (Mohs)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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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재는 입자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믹싱 챔버(mixing chamber) 내에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 절삭

성능이 감소할 수 있다(Oh et al., 2019). 최고의 절삭성능으로 실험하기 위해, 석류석 연마재를 40 mesh (0.425 

mm)~60 mesh (0.250 mm) 크기로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Fig. 2(b)).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절삭 단면형상

설정된 중첩도에 따라 총 7회의 중첩 절삭실험 후, 절삭 단면형상을 Fig.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절삭 단면형상

에 따라 Group A와 Group B 로 분류하였다. Group A는 중첩 절삭 시 이웃하는 선행 절삭형상의 최대깊이에 영

향을 미치지 않고, 일정한 절삭형상이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그룹이다. 실험결과 Group A의 절삭형상은 0~58%

의 중첩도 구간에서 관찰되었다. 반면 Group B는 중첩 절삭 시 이웃한 선행 절삭형상에 추가적인 파쇄를 일으키

는 그룹이다. 실험결과 Group B의 절삭형상은 67~100%의 중첩도 구간에서 관찰되었다.

Fig. 3. Shape change of cutting section according to overlapping ratio

Group A의 1회차 및 7회차 중첩 절삭 단면형상 분석 시 각각의 절삭깊이가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

만 Group B의 중첩도 67%와 75%의 1~7회차 중첩 절삭형상을 분석 시 절삭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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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Group B의 절삭 단면형상은 중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파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절삭깊이는 중첩

되는 절삭횟수가 증가할수록 깊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첩도 100%는 완전중첩(동일 위치에서 중첩절삭)을 의

미하기 때문에, 중첩 절삭횟수 증가 시 절삭 단면형상은 비교적 일정하고 절삭깊이만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

중첩에 의한 절삭 단면형상 및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생성된 두 종류의 절삭깊이(D1, D2)와 절삭폭(W1, W2)을 

정의하였다(Fig. 4 참조). D1은 생성된 절삭 단면형상의 최대 절삭깊이로 정의한다. Group A의 경우 중첩 절삭수

행 시 각각의 절삭깊이가 D1으로 정의되며 유사한 측정값을 보인다. Group A 조건에서는 다수의 유사한 절삭 단

면형상이 생성되므로D1을 모든 절삭 단면형상의 최대 절삭깊이의 평균값으로 정의하였다. Group B의 경우, 실

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첩으로 인한 침식효과가 이웃한 선행 절삭형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첩 절삭실험 완

료 후 최대 절삭깊이(D1)를 측정하였다.

한편 Group A의 절삭형태에서 중첩 절삭 후 요철로 남는 부분의 깊이를 유효깊이(D2)로 정의하였다. D2는 중

첩 절삭과정에서 생성되는 연속적인 공간의 유효깊이로 고려할 수 있다. Group B에서는 요철의 절삭형태가 일정

하지 않기 때문에 D2는 고려하지 않았다.

절삭폭의 경우 7회 중첩 절삭 후 생성되는 전체 절삭폭(W1)과 Group A형상에서만 관찰되는 일정한 요철 첨단 

사이의 폭(W2)을 고려하였다(Fig. 4). Group B에서는 일정한 요철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W2는 정의하지 않는다.

Fig. 4. Definition of cutting depth and width after multi-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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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Group A (중첩도 0~58%)의 절삭결과 분석

중첩도 0~58%의 실험케이스를 Group A로 묶어서 결과를 분석하였다. Fig. 5는 7번 중첩 절삭하여 생성된 절

삭깊이 및 폭을 분석한 결과이다. Fig. 5(a)는 중첩도에 따른 최대 절삭깊이(D1)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Group A조

건에서는 중첩이 충분하지 않아 절삭 시 이웃한 단면형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D1은 일정한 값을 보였다. 

한편 동일한 중첩도에서 이격거리가 증가할수록 D1 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격거리 200 mm (D1 

평

균:52.7 mm)가 이격거리 300 mm (D1 

평균: 43.9 mm)보다 평균 15% 깊게 절삭되었다. 이격거리 증가에 따른 절

삭깊이의 감소는 공기저항 등에 의한 젯 에너지의 감쇄 때문으로 분석된다.

Fig. 5(b)는 중첩도에 따른 유효깊이(D2)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중첩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첩되는 단면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D2 또한 증가함을 보였다. 중첩도 증가에 따른 D2의 증가율은 1.3 mm (중첩도 1%당)로 분석되

었다. 한편 D2의 결과는 이격거리 변화와6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Fig. 5(c)는 중첩도에 따른 전체 절삭폭(W1)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중첩도가 증가함에 따라 W1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격거리 300 mm에서의 절삭폭은 이격거리 200 mm의 절삭폭보다 평균 24% 증가하였다. 이격

(a) D1 results (b) D2 results

(c) W1 results (d) W2 results

Fig. 5. Cutting performance with overlapping ratio for Group A cases after 7 cutting p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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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증가할 시 시편에 분사되는 젯 지름도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ig. 5(d)는 중첩도에 따른 요철 첨단 사이의 폭(W2) 결과를 보여준다. W2는 중첩도가 1% 증가할 때마다 이격

거리와 무관하게 평균 0.3 mm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격거리가 200 mm의 W2는 이격거리 300 mm의 

W2에 비해 약 39% 감소하였다.

3.3 Group B (중첩도 67~100%)의 절삭결과 분석

높은 중첩도(67~100%) 조건에서는 절삭과정에서 요철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절삭깊이(D1) 및 전체 절

삭폭(W1)만 고려된다. Fig. 6(a)와 Fig. 6(b)는 각각 이격거리 200 mm, 300 mm에서 절삭횟수 별 최대 절삭깊이

(D1) 결과를 보여준다. 절삭횟수가 증가할수록 D1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격거리(SOD) 200 mm에서의 D1 

결과를 분석하면, 중첩도 67%와 75%에서 1~3회 절삭까지는 D1값이 증가하지만, 4회 이후의 절삭부터는 62 mm 

(중첩도 67%)와 78 mm (중첩도 75%)에 이르러 증가율이 둔화되었다(Fig. 6(a)). 이격거리 300 mm결과에서도, 

중첩도 67%와 75%에서 1~3회 중첩 절삭 시 D1값이 증가하지만, 4회 이후의 절삭은 D1이 59 mm (중첩도 67%)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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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utting performance according to number of cuts for Group B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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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mm (중첩도 75%)에 이르러 증가율이 둔화되었다(Fig. 6(b)). 이와 같은 최대 절삭깊이 증가는 높은 워터젯 중

첩도로 인해 추가적인 침식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Anwar et al. (2013)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침식효과를 관

찰할 수 있었다.

Fig. 6(c)와 Fig. 6(d)는 각각 이격거리 200 mm, 300 mm에서 절삭횟수에 따른 전체 절삭폭(W1) 결과이다. 절

삭횟수가 증가할수록 W1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Group B의 수평이격거리(SHD)는 중첩도 100%, 75%, 

67% 순으로 증가한다(Table 2 참조). 수평이격거리가 클수록 노즐의 이동폭이 증가하므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W1은 중첩도 67%에서 가장 큰 값을 보인다.

이격거리 200 mm 조건에서, 중첩도 67%와 75%로 절삭실험 수행 시 W1는 수평이격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하

는 결과를 보인다(Fig. 6(c)). 7회 중첩 절삭 후 중첩도 67%에서 W1은 75 mm이고, 중첩도 75%에서 W1은 59 mm

로 확인되었다. 반면, 중첩도 100%의 수평이격거리는 0 mm이기 때문에 절삭횟수에 따른 W1의 변화가 미미하였

다. Fig. 6(d)는 이격거리 300 mm에서의 W1결과이다. 이격거리 300 mm 와 이격거리200 mm의 W1 변화 양상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이격거리가 클수록 수평이격거리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격거리 200 mm에 비해 이격거

리 300 mm의 W1이 크게 측정되었다.

4. 중첩도에 따른 절삭성능 및 절삭형상 논의

4.1 중첩도에 따른 절삭성능 비교

전체 중첩도(0~100%)에 따른 절삭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최대 절삭깊이(D1), 전체 절삭폭(W1), 그리고 절삭부

피를 정규화하여 비교하였다. 절삭성능의 정규화는 이격거리 300 mm 및 중첩도 0% 결과값을 기준으로 각 조건

의 결과값을 나누어 정규화 하였다. Fig. 7(a)는 중첩도에 따른 절삭깊이를 정규화한 결과이다. Group B가 Group 

A보다 절삭깊이 효율이 높다. Group A에서는 중첩도가 낮아 추가 침식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첩도에 

따른 최대 절삭깊이(D1) 변화가 미미하다. 하지만 Group B에서는 중첩으로 인한 침식효과로 중첩도 증가에 따라 

(a) Normalized cutting depth (D1) results (b) Normalized cutting width (W1) results

Fig. 7. Cutting depth and width with overlapping ratio and standoff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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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절삭깊이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이격거리 영향으로 이격거리 300 mm 조건 결과보다 이격거리 

200 mm에서의 최대 절삭깊이(D1) 가 평균 20% 높은 결과를 보였다.

Fig. 7(b)는 중첩도에 따른 전체 절삭폭(W1)을 300 mm 이격거리 및 0% 중첩도 결과값으로 정규화한 그래프이

다. 중첩도가 증가하면 W1은 감소했다. 중첩도가 증가할수록 수평이격거리(SHD)는 감소하기 때문에 W1이 감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격거리가 증가하면 젯 지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격거리 300 mm의 절삭폭이 이격거

리 200 mm의 절삭폭과 비교해 평균 11% 높은 성능을 보였다.

Fig. 8은 중첩도에 따른 150 mm 절삭길이에 대한 절삭(제거)부피 결과이다. Fig. 8(a)는 전체 절삭 부피를 절삭

횟수로 나눈 1회 절삭 시 제거되는 절삭부피를 보여준다. Fig. 8(b)는 중첩도에 따른 부피비교를 위해 정규화한 그

래프이다. 중첩도 0%와 100%의 절삭부피는 부분중첩(25~75%)구간에 비해 약 30% 낮은 결과를 보인다. 한편 

부분중첩 구간에서는 모두 비슷한 절삭부피 값이 측정되었다. 이격거리에 따른 뚜렷한 절삭부피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절삭부피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워터젯의 중첩도를 부분중첩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a) Cutting volume results for single cutting (b) Normalized cutting volume results

Fig. 8. Cutting volume with overlapping ratio and standoff distance

4.2 중첩도 따른 절삭형상 및 메커니즘

본 연구에서는 중첩도별 생성되는 시편의 절삭형상에 따라 Group A와 Group B로 분류하였다(Fig. 9). Group 

A는 중첩도가 충분하지 않아 워터젯에 의한 직접적인 1차 절삭(primary cutting, direct cutting process)만 발생하

기 때문에 절삭형상이 규칙적이고 최대 절삭깊이가 일정한 경향을 보인다(Fig. 10(a)). 그러나 절삭과정에서 요철

이 생성되어 연속적인 절삭단면을 생성하기 어렵다.

Group B는 과도한 중첩이 진행되어, 1차 절삭(primary cutting) 이후 2차 절삭(secondary cutting, erosion pro-

cess)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침식효과를 가진다. Fig. 10(b)는 중첩도 67% 및 75% 조건에서의 추가적인 침식효과 

파쇄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첩도 67~75%에서는 Group B와 같은 절삭형상이 관찰된다(Fig. 9). 67~75% 

중첩도 조건에서는 연속적인 공간생성은 가능하나, 추가 침식효과로 인하여 과절삭(overcutting)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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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war et al. (2013)의 연구에서도 1차 절삭 이후 시편 내부에 잔류하고 있는 물과 연마재 입자가 단면 경사를 따

라 추가적인 침식현상을 발생시킴을 확인하였다. Group A와 Group B의 형상 구분을 결정 짓는 중첩도는 이격거

리 및 노즐의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본 연구 조건에서는 중첩도 58~67% 사이에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Group B의 중첩도 100%는 동일한 위치에서 반복적인 절삭이 일어나기 때문에 2차적인 침식효과는 미

미하다. 따라서 절삭단면은 1차 절삭과정에 의해서만 생성되며, 절삭깊이는 최대로 측정되지만 절삭폭은 매우 좁

게 형성된다(Fig. 10(c)).

Fig. 9. Primary cutting and secondary cutting process according to the overlapping ratio

(a) Cutting with 0~58% of overlapping ratio 

Fig. 10. Rock cutting mechanisms according to the overlapp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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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utting with 67~75% of overlapping ratio

(c) Cutting with 100% of overlapping ratio

Fig. 10. Rock cutting mechanisms according to the overlapping ratio (continued)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워터젯 절삭폭 중첩도에 따른 절삭형상을 확인하기 위해 중첩도에 따른 화강암 절삭 실험을 수행

하고 그 결과를 Group A와 Group B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워터젯 절삭폭 중첩도가 절삭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절삭깊이, 절삭폭, 그리고 절삭부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중첩도에 따른 워터젯 암반제거 단면형상은 이격거리 및 노즐 조건에 따라 변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

인 암반제거를 위한 최적 중첩도가 58~67% 사이 존재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첩도 58% 이하인 경우 침식효과

로 인한 2차 절삭(secondary cutting)이 발생하지 않으며 절삭 시 불연속적인 단면형상이 형성된다. 반면 중첩

도 67% 이상인 경우 과절삭(overcutting)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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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oup A는 주로 워터젯에 의한 직접적인 1차 절삭(primary cutting)에 의해 암반이 절삭되기 때문에 제거형

상이 규칙적이고 최대 절삭깊이(D1)가 일정하다. 유효깊이(D2)는 중첩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했다. 반면 전

체 절삭폭(W1)은 중첩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3. Group B는 1차 절삭 외에 2차 절삭(secondary cutting)에 의한 추가적인 침식효과로 인하여, 1~3회의 중첩 절

삭 시 최대 절삭깊이(D1)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중첩 절삭횟수가 증가할수록 최대 절삭깊이(D1) 증

가는 둔화된다. 전체 절삭폭(W1) 도 중첩도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4. 중첩도간 절삭성능 비교 분석 시, 최대 절삭깊이는 Group B가 침식효과로 인하여 Group A보다 크게 측정된

다. 반면 전체 절삭폭은 Group A가 수평이격거리(SHD)가 크기 때문에 Group B보다 더 큰 값을 가진다. 절삭

부피 값은 중첩도 0%와 100% 조건이 부분중첩(25~75%)조건과 비교하여 약 30% 낮은 값으로 측정된다.

5. 동일 중첩도에서 이격거리가 증가할 경우 전체 절삭폭이 증가하고, 이격거리 증가에 따른 젯 에너지의 감쇄로 

인해 최대 절삭깊이는 감소한다. 절삭부피의 경우 이격거리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다.

6. 본 연구는 다수의 연마재 워터젯 노즐을 이용한 암반 굴착 시, 효율적 노즐설계 및 운용을 위한 최적 중첩도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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