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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 disc cutter, which is the main cutting tool of tunnel boring machine (TBM), is replaced 

when it is excessively worn during the boring process. Disc cutters are usually monitored by 

workers at cutterhead chamber, and they check the status and wear amount of cutters. 

Because cutterhead chamber is usually in dangerous circumstance due to high pressure and 

instability of excavation surface, the measurement by manpower occasionally results in 

inaccuracy of measurement resul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e real-time disc 

cutter monitoring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in some foreign countries. This paper 

collected the current status of disc cutter monitoring system from the literature. Several types 

of sensors are used to measure the cutter wear, and it is believed that the collected information 

can be useful reference when similar domestic technologies are develop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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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TBM의 주요 절삭도구인 디스크커터는 과다하게 마모되거나 손상된 경우 적절한 시기에 교체되어야 한

다. 일반적으로 커터의 교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커터헤드 챔버의 내부로 접근하여 디스크

커터의 상태와 마모량을 계측하고 있다. 하지만 커터헤드(cutterhead) 챔버(chamber) 내부는 작업자

에게 열악한 조건일 경우가 많아 작업자의 안전과 관련한 이슈가 있으며, 인력에 의해서 계측이 이루어

짐에 따라 계측치의 오차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현재 해외에서

는 디스크커터의 마모정도를 계측센서를 통해 굴착 중에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해외의 문헌을 통해 보고되고 있는 TBM 디스크커터

의 마모량 계측에 관한 연구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여러 형식의 센서가 디스크커터의 마모계

측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에서도 유사한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유용한 참고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커터 마모, 실시간 계측, 디스크커터,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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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BM에 장착되어 암석을 절삭하는 디스크커터는 암반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마모나 손상이 발생하며, 과다하게 마모가 이루어

지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절삭효율이 저하되거나 암석의 절삭이 불가능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상 디스크커터의 마모량과 커터의 소모개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련의 마모지수시험과 석영함유량과 같은 암석물성을 

이용하는 경험적인 예측방법(Gehring, 1995, Bruland, 1998)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러한 암석의 물성을 이용하여 커터의 소모

량을 추정하는 방법은 디스크커터의 정상마모를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디스크커터의 다양한 마모나 손상형태

를 고려하여 커터의 교체관리에까지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Farrokh and Kim, 2018). 따라서 디스크커터의 교체

시기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디스크커터의 교체시기를 판별하기 위해 인력에 의한 계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작업자가 

커터헤드 챔버 내로 진입하여 마모량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자 혹은 가이드 등을 이용하거나, 육안 검사를 통해 교체가 필요한 손

상된 커터를 판별하고 있는 상황이다. TBM 챔버 내부는 토사나 지하수의 유입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고압 등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에 대한 이슈가 항상 존재한다. 이를 위해 챔버 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특수 훈련을 거치기도 하고, 각종 안전장비(잠수복, 산소장치 등)를 작용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작업 도중 인명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대구경 TBM의 경우에는 커터의 교체작업에서의 안전 관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로봇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커터의 자동교

체 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Yuan et al., 2019, Du et al., 2022). 하지만 이러한 최신 시스템들은 아직까지 상용

화하기에는 기술개발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매우 고가의 시스템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력구, 공동구와 같은 소

-중구경 TBM 장비에는 기술의 적용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제한적이며 재활용되고 있는 기존에 제작된 장비들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커터의 교체 작업의 자동화와는 별개로 상술한 바와 같이 커터의 마모정도나 

손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기마다 커터의 계측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커터의 계측으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과 관

련된 이슈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커터의 계측을 위해서는 커터헤드 챔버를 비우는 작업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타임

(downtime)이 증가하고 막장면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등의 시공상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커터 계측과 관련한 여러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해외의 장비제작사를 중심으로 디스크커터의 상태를 각종 센서를 활용

하여 계측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기술보고에서는 해외에서 개발이 진행

되고 있는 디스크커터의 마모량 계측기술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Herrenknecht, Robbins 등 해외의 유수 장비 제작업체에서 

기술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스크커터의 마모계측을 위한 센서로는 초음파센서(Ultrasonic wave 

sensor), 와전류센서(Eddy-current sensor), 자기센서(Magnetic sensor)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각 계측기술의 

마모량 계측 원리를 소개하고 각 센서들이 적용된 사례와 기술의 개발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요약하였다.

2. 디스크커터 계측 센서의 종류 

2.1 초음파센서(Ultrasonic wave sensor)

초음파센서는 파의 속도와 이동시간을 기반으로 탐지하고자 하는 물체와의 거리를 판별하는 원리를 사용하며 Fig. 1은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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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계측원리를 나타내는 개요도이다. 초음파 두께 측정은 초음파 변환기에서 방출한 파가 매체의 경계면에 도달하고, 경계면에 

도달한 파는 매체의 경계면에서 반사가 된다. 반사된 파동은 초음파 변환기로 다시 돌아오고, 초음파 변환기는 파동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원리이다. 식 (1)과 같이 파가 전파되는 매체에서 속도(v)와 측정시간(T)를 이용해 거리(L)를 계산한다. 초음파 센서는 상대

적으로 설치가 간단하고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위계측 용도로는 다른 센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측정 정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거리측정은 로봇 공학 등에서 근접한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연속 

측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인 차량감지 시스템과 같은 거리 측정, 질병 진단과 치료 등 거리 정보에 기반한 기술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  ×  (1)

Fig. 1. The principle of distance measurement by ultrasonic wave sensor

2.2 와전류센서(eddy-current sensor)

와전류(eddy-current sensor)는 전자기유도현상을 응용한 것으로 도체에 발생하는 와전류에 의한 코일의 인덕턴스 변화를 이용

한 센서를 말한다. Fig. 2(a)는 와전류센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현상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코일 내부에 흐르는 교류전류에 

의해 코일 주변에는 고주파 교대 자기장(1차 자기장)이 생성되는데, 이 자기장은 도체의 표면층에 와전류를 생성시킨다. 1차자기장

에 의해 생성된 와전류에 의해 도체의 표면층에는 다시 2차자기장이 생성되며, 이 2차자기장의 생성방향은 1차자기장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코일의 매개변수와 인덕턴스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와전류센서의 원

리이다. 이러한 과정을 교류전원, 코일과 도체의 저항, 상호 인덕턴스로 구성된 전기회로로 표현하면 Fig. 2(b)와 같다. R1은 코일의 

저항, L1은 코일의 인덕턴스, R2는 측정 물체의 등가 저항, L2 는 측정 물체의 등가 인덕턴스 , M은 코일과 측정 물체 간의 상호 인덕

턴스를 의미한다. 인덕턴스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의해 전자기 유도로 생기는 역기전력의 비율을 나타내며 상호 인덕턴스 

계수(M)은  ×
로 나타난다. K는 코일과 도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값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K는 0에 수렴하게 되며 

이에 따라 M도 0에 수렴하게 된다. 반면 코일과 도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K값이 1에 수렴하여 M값은 ×
로 변화한

다. 이러한 상호인덕턴스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와전류센서를 이용한 거리계측의 기본원리에 해당하며, 이와 더불어 와전류는 비

철 광석인 암석에 대한 강한 침투성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 코일과 도체(디스크커터) 사이의 자기장 에너지를 이용하여 도체의 위치, 

표면 형태, 두께 등을 측정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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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gnetic interaction (Spurek et al., 2021) (b) Magnetic field

Fig. 2. The working principle of eddy current sensor

2.3 자기센서(Magnetic sensor)

자기센서는 자기장 또는 자기력선의 크기와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이다. 영구자석 또는 전자석 주변에 생성되어 있는 자기

장의 영향으로 주변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효과를 이용하여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센서로 활

용되는 홀 효과(Hall effect)를 이용한 홀센서나 자기장의 영향으로 물질 내 전기저항이 변화하는 자기저항효과를 측정하는 자기저

항(Magnetoresistive , MR)센서로 구분하고 있다(Fig. 3). 통상 자기센서를 통해 측정되는 값은 자기력 선속 밀도(Magentic flux 

density)이며, 디스크커터에 마모가 발생하게 되면 자기센서 주변에 설치된 자석과 디스크커터사이의 거리변화에 따라 자기력선속

밀도가 변화하게 되고 이를 자기센서를 통해 측정하여 디스크커터의 마모량을 산출할 수 있다. 

(a) Hall sensor (b) Magnetoresistive sensor

Fig. 3. Types of magnetic sensors: (a) Hall sensor and (b) Magnetoresistive sensor

3. 디스크커터 마모계측 연구현황

3.1 초음파센서 적용 사례

초음파 센서가 디스크커터의 마모도 계측에 활용된 사례들이 일부 문헌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Guo et al., 2013, Edel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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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Guo et al.(2013)에서는 초음파센서를 통한 기술개발 내용을 그림 등을 통해 소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

인 사례로 독일의 TBM 장비회사인 Herrenknecht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계측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Fig. 4는 Herrenknecht사에서 개발 중인 디스크커터의 실시간 마모계측 시스템을 나타낸다. Fig. 4(a)와 같이 초음파 센서를 TBM 

하우징 내 커터 뒤쪽(굴착면 반대쪽)에 부착한 것으로 파악되며, 쉴드 TBM 챔버 내 환경에서의 검증을 위해 Fig. 4(b)와 같이 벤토

나이트 이수액 내에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Fig. 5와 같이 개발된 초음파센서 계측시스템에 의한 커터마모 계측결과

는 상당한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에 적용된 센서의 사양, 설치방법, 초음파 속도를 이용한 거

리계산에 필요한 보정치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 Location of sensors at cutterhead housing (b) Validation test in bentonite slurry

Fig. 4. Disc cutter monitoring system developed by Herrenknecht (Edelmann., 2013)

Fig. 5. Example of cutter wear with ultrasonic wave sensor (Redrawn from Edelmann., 2013)

초음파센서의 경우 계측원리가 직관적이고 측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음파 센서를 통해 방출되고 송신되는 초음파는 거의 모든 표면에서 반사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

러한 특성은 TBM의 굴착 시 커터 하우징 내로 유입 가능한 토사, 버력, 자갈 등의 유입에 의해 초음파 센서가 거리를 측정하는데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초음파센서의 여러 유형 중 송신기와 수신기가 분리된 형태에서는 초음파센서의 측정

값이 파의 입사각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Fig. 6(a)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센서가 물체에 수직으로 향하면 측정이 가장 정확하지만, 

Fig. 6(b)에서 보이는 것처럼 입사각이 너무 크게 되면 물체에서 반사된 파동이 수신기에 도달하지 않아 측정이 원활하지 않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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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초음파센서의 계측값은 커터의 표면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a) Small incident angle (b) Large incident angle

Fig. 6. Differences in reflection behavior of ultrasonic wave according to incident angle (Zhmud et.al, 2018)

또한 초음파의 전파속도와 투과/반사 정도는 매질의 밀도, 체적탄성률, 음향저항 등에 의존적인 특성을 갖는다. TBM 챔버 내부

에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마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초음파가 지하수나 토사를 투과하여 커터까지 도달해야 하고, 커터에서 

음파가 반사되어 수신기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음파는 송신기로부터 수신기로 돌아올 때 까지 다양한 매질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초음파의 전파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파속도를 고려한 계측 값의 보정이 디스크커터의 마모계측

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음파센서의 계측 성능은 음파가 통과하는 매질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3.2 와전류센서 적용 사례

와전류센서를 디스크커터의 마모도 계측에 활용한 사례들도 해외문헌을 통해 일부 소개되고 있다(Lan et al., 2019, Wang et al., 

2019). 초음파센서와 마찬가지로 와전류센서도 커터하우징(굴착면 반대쪽 혹은 하부)에 설치되며, 굴착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

는 디스크커터의 마모량을 커터링과 센서 사이의 거리를 통해 측정한다. Fig. 7은 이러한 계측 원리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D1은 커터가 마모되기 전 측정된 거리이며 D2는 커터가 마모된 후 측정된 거리이다. 마모량 W는 D1과 D2의 거리 차이에 따라(D2 

– D1)으로 나타난다.

Fig. 7. Schematic diagram of distance measurement between eddy-current sensor and cutter (Lan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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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et al.(2019)는 와전류센서를 이용한 디스크커터의 마모계측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중국의 Yinsong Tunnel에 적용한 사

례를 소개하였다. 와전류센서를 통해 측정되는 계측값의 보정을 위해 수행된 일련의 실험실시험 내용을 소개하였고, 특히 센서와 

디스크커터 사이에 암석이나 토사와 같은 지반재료가 위치하는 경우(Fig. 8), 이들의 영향을 고려한 계측값의 보정과 계측에러 값

의 처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보정된 계측시스템은 현장에 적용되기 전 선형절삭시험을 통해 암석을 절삭하는 도중에 측정되는 계

측값의 정확도를 검증하였으며, 계측오차는 0.15 mm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a) Granite (b) Gneiss (c) Marble (d) Muddy water mixture

Fig. 8. Laboratory test to calibrate the effect of media between cutter and eddy current sensor (Lan et.al., 2019)

실험실에서의 보정작업과 정확도 검증을 마친 계측시스템은 상술한 바와 같이 Yinsong 터널을 굴착하는 TBM에 시험 적용되었

다. 해당 TBM의 직경은 7.95 m이며(Gripper TBM), 총 51개의 디스크커터(센터커터: 17인치, 페이스/게이지커터: 19인치)가 설

치되었고 그중 센서가 설치된 디스크커터의 위치는 페이스커터 중 비교적 외곽에 위치한 29번과 37번에 설치하였다(Fig. 9(a)). 커

터 마모측정 장치가 설치된 모습은 Fig. 9(b)과 같으며, 두 개의 센서 중 29번에 설치된 모습이다. 특히 계측자료를 무선통신을 이용

하여 전송하였고 Fig. 10은 TBM에 적용된 전반적인 계측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a) (b)

Fig. 9. Locations of cutter wear monitoring sensors on TBM cutterhead (Lan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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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stallation of cutter wear online monitoring device (Lan et al., 2019)

와전류센서를 통해 계측된 마모량은 특수 제작된 캘리퍼(정밀도 1 mm)로 측정된 총 8회의 실제값과 비교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

였고, 두 개의 계측지점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마모량과 실제 계측치를 비교하였을 때, 8회의 계측 중 최대 0.43~0.93 mm의 오차

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실제 마모량의 측정에 사용된 캘리퍼의 정밀도가 1 mm임을 고려할 때, 최대 오차값이 실제 센서의 

성능을 그대로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장에서의 여러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본 현장에 적용된 와전류센서는 커터의 마모

량을 비교적 실시간으로 잘 측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3.3 자기센서 적용사례

자기 센서를 적용하여 디스크커터의 마모량을 측정한 사례로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연구(Gong et al., 2021)가 대표적이다. 상술

한 바와 같이 자기센서의 종류는 홀센서와 자기저항 센서로 구분되며, 해당 연구에서는 Fig. 11과 같이 휘트스톤 브리지(Wheat-

stone) 회로 구조로 설계된 자기저항방식의 센서를 사용하였다. 4개의 자기 저항이 브리지 암에 있으며 저항이 자기장에 민감하기

에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출력 전압이 변화하는 방식이다. 

(a) Structure of magnetoresistive sensor (b) Wear monitoring system

Fig. 11. Structure of MR sensor and working principle of the cutter wear measurement system (Gong et al., 2021) 

해당 연구에서는 공기, 물, 슬러리, 먹(muck) 총 네 가지의 매체에서 마모값에 대한 보정 곡선을 일련의 실내시험을 통해 획득하

였으며, 실내시험 도중 센서는 Fig. 12와 같이 실제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고려된 매질에 의해 완전히 잠긴 상태를 유지하였다.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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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자기저항센서가 서로 다른 매질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모측정 값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여, 자기저항센서의 계측값

은 센서주변에 위치하는 비자성 매질(굴착된 토사나 암석)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a) Air (b) Slurry (c) Water (d) Muck

Fig. 12. Calibration tests of magnetoresistive in four different media (Gong et al., 2021)

Gong et al.(2021)은 Dadonghu 지역에 투입된 TBM 터널에서 개발된 계측시스템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터널의 전체 길이는 

1,612 m이며 직경 6.56 m의 EPB Shield TBM이 사용되었다. 최대 RPM은 3이고 최대 굴진 속도는 80 mm/min이다. 커터 헤드에

는 30개의 디스크 커터와 26개의 스크래이퍼(scraper)가 장착되어 있으며 그 중 8개는 측면 스크래이퍼다. 디스크 커터의 직경은 

15.5인치이고 커터의 둘레는 1250 mm이다. 커터 헤드의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커터가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설치 

위치로 선정되었으며 설치 위치는 Fig. 13과 같다. 18번과 26번 커터를 선정한 이유는 최외곽부에 위치하는 커터가 마모가 많이 발

생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며, 게이지 커터(gage)와 페이스 커터(face cutter)를 각각 선정하여 결과 값을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Fig. 14는 본 현장에서 적용한 계측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13. Conditions and locations of disc cutter and wear sensor (Gong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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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Layout of disc cutter monitoring system (Gong et al., 2021)

Fig. 15는 시험 구간에서 TBM의 굴착 도중 측정된 디스크커터의 마모계측 결과를 나타낸다. 총 1600 m(1343개링)에 걸친 계측

이 이루어졌다(Gong et al., 2021). 26번 커터의 경우에는 커터의 마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300번대 링을 통

과하는 시점에서 계측 값이 14.6~25.1 mm 사이의 범위에서 불규칙하게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측값의 변동이 발생하기 이

전의 마모량은 19.2 mm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26번 커터의 경우 장비의 유지보수 도중 실제 커터의 마모형태를 확인한 결과 Fig. 

14의 좌측에 나타난 바와 같이 커터링의 편마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평균적인 커터링의 마모량은 19.4 mm로 계측치와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18번 커터의 경우에는 26번 커터와 같이 초기에 마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마찬가지로 1300번대 링 부근에서 계측값이 38 mm로 갑자기 증가하는 계측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계측 센서의 

측정 최대치가 38 mm이기 때문인데, 26번 커터의 경우에는 디스크커터가 파손되어 커터링의 탈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자기센서를 사용한 해당 마모계측시스템 또한 계측결과가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5. Variation of cutter wear with ring number (Gong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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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계측데이터의 통신 방법

디스크커터의 마모량 계측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측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후방의 데이

터로거(data logger)를 통해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로 전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각종 센서로부터 계측되

는 데이터를 가장 안정적으로 송수신하는 방식은 유선방식일 것이다. 하지만 커터헤드가 굴착 도중 지속적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전

선들의 꼬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rotary joint 등)가 필요하고, 공간이 협소한 커터헤드 부의 특성상 설치공간이 제한될 가

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디스크커터의 각종 정보계측을 위한 선행연구(Guo et al., 2013, Lan et al., 2019, Gong et al., 2021) 

에서는 무선통신을 통해 유선통신의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무선통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종 계측정보를 

데이터의 전송과정에서 커터가 설치되어 있는 커터헤드로부터 챔버를 통과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커터헤드 챔

버 내부는 통신을 위한 전자파를 송수신하기에 어려운 환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디스크커터 주변에 설치되어 각종 정보를 

계측하기 위한 센서가 위치하는 커터헤드는 환경적인 특성상, 센서 주변에 지하수, 벤토나이트 이수액, 굴착토사, 암버럭 등 다양한 

매질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Fig. 16). 특히 슬러리 및 토압식 쉴드 TBM의 경우, 굴착을 하는 도중에는 TBM 챔버가 압축공기, 이

수액, 굴착토사 등의 혼합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난환경에도 가능한 통신방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각종 산업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무선통신의 종류로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지그비, LoRa 등이 있으며, 각종 무선 통신모듈들은 통신 원리에 

따라 전송거리, 소비전력, 전송속도, 보안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일반적인 정보들로 어떠한 통신방법이 커터헤드

에서 측정되는 정보를 송수신 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TBM 본체 내부의 환경 및 공간, 데이터를 후방으로 전송하기 

위한 통신시스템, 센서와의 호환성, 보안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통신기술을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b)

Fig. 16. Mud cake in EPB Shield cutterhead (Fu et al., 2021)

4. 결 론

본 기술보고에서는 TBM 디스크커터의 실시간 마모계측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해외문헌에서 소개하고 있는 디스크커터의 마모

계측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여 각 계측기술의 기본원리, 기술개발현황, 현장적용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해외 문헌에서 공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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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디스크커터의 실시간 계측기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해외에서는 초음파, 전자기, 와전류센서를 이용하여 디스크커터의 마모

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각 센서들은 측정원리에 따라 한계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선행연구들에서는 개발된 측정시스템을 현장에 성

공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각 센서들의 계측값에 의해 산출되는 커터마모량을 보정하기 위한 실내시험들이 자

체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상세히 공개되어 있지 않다. TBM의 형식에 따라 센서가 설치되는 주변의 

환경이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 계측치를 보정하기 위한 작업은 TBM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해외문헌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측정센서를 활용하여 마모량을 산출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독

자적인 연구를 통한 시험결과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TBM 디스크커터가 위치하는 커터헤드 내부는 센서를 설치하기에 공간이 매우 협소하며, 전원을 공급하거나 데이터를 전

송하기 위한 배선을 작업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센서의 설치환경, 데이터 전송 등 현장여건에 맞추어 결정해야 할 중요 

고려사항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자체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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