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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headers have been operated in the construction of Korean tunneling projects. The note 

introduces operation manual and management case of transverse type roadhead in a Korean 

tunneling site. The cutting and reaction forces of axial and transverse type cutting heads were 

qualitatively analyzed. The shaping surfaces of tunnel faces were visualized in both cases of 

fixed and auto-controlled telescopic cylinder conditions. Excavating with fixed cylinder, con-

cave surfaces were shaped on tunnel face. The total processes of sumping and shearing were 

illustrated for excavating hard rock tunneling. The supplementary graphical explanations for 

total tunneling procedures in Korea we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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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 터널현장에 도입된 드럼타입 로드헤더의 작동방식 및 현장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축방향 타입과 

횡방향 타입의 작동에 따른 절삭력과 반력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텔레스코픽 실린더의 사용 유무에 따른 

터널면 형성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실린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오목한 작은 반경의 터널면이 형성

되어 터널면을 좌우로 구분하여 굴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국내 경암 터널 굴착환경에서 썸핑

과 쉬어링 공정의 적용방안을 도해적으로 설명하고, 굴착공정에 대한 기존 설명자료를 일부 보완하였다. 

핵심어: 로드헤더, 횡방향 타입, 터널 굴착, 작동 공정, 굴착면 형성

1. 서 론

도시 집중화 가속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지하 인프라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 The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
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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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도심구간 및 지하철 하부를 통과하는 대심도 터널이 계획되어 시공되고 있다(Kim, 2020). 도심지 터널시공에 있어 발파

공법으로 진행할 경우 안전과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TBM과 로드헤더

와 같은 기계식 굴착공법에 대한 검토가 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이 진행되고 있다(Park et al., 2013). 기계식 굴착공법은 기존 

발파공법과 대비하여 소음, 진동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에 민원 문제가 해소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Chang, 2015).

해외에서는 로드헤더 굴착공법을 이용한 도심지 터널 시공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호주의 경우 시드니 메트로, 멜버른 메

트로와 같은 도시철도와 Westconnex 및 Northconnex 지하도로 프로젝트에 로드헤더 기계 굴착을 적용하고 있다(Tunneltalk, 

2018). 캐나다도 오타와 LRT와 몬트리올 메트로 프로젝트에 로드헤더를 투입하였다(Middlebrook, 2017). 이처럼 로드헤더를 이

용한 굴착 공법은 다양한 터널 형상 및 굴착 단면에 대응할 수 있어 국내 도심지 터널 및 지하 공간개발에서 로드헤더의 적용이 당분

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Kim et al., 2021). 

하지만 발파 분야에 대비하여 기계식 시공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실정으로 해외장비의 한국 암반

에 대한 굴착성능과 경제성 또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수도권 암반은 경암이 많고, 석영 등을 많이 함유한 화강암

과 편마암이 주로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시공사에게 기계굴착 공법이 큰 위험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에 고

성능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계굴착 공법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기술적인 토의가 필요한 시점이

다. 본 보고는 이를 위하여 해외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실제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기존 문헌(Kim et al., 2021)을 업데이트하고, 실사용

자에게 필요한 세부 공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암반특성에 맞게 로드헤더를 이용한 터널면 굴착 운영 방법을 적용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드럼타입 로드헤더의 한국 경암굴착에 관련된 실제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2. 로드헤더 타입별 절삭 반력 분석

로드헤더는 커팅헤드의 회전과 압입에 따라 암석을 굴착하는 암반굴착 장비로서 커팅헤드의 형상에 따라 회전축과 붐의 축이 일

치하는 콘타입 혹은 축방향 타입(axial type), 회전축과 붐의 축이 직교하는 드럼타입 혹은 횡방향 타입(transverse type)으로 분류

된다(Fig. 1). 콘타입 로드헤더는 커팅헤드가 뾰족한 형태이기 때문에 암반면에 커팅헤드를 밀어 넣는 썸핑 작업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다. 하지만 축과 붐의 회전축이 같아서 커팅헤드에 반력이 측면 경사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붐이 좌우로 흔들리는 롤

링현상이 발생한다. 

(a) axial type (b) transverse type

Fig. 1. Working diagrams of (a) axial type and (b) transverse type



Operating Process of Transverse Type Roadheader for Tunnel Excavation in Korea ∙ 3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33, No. 1, 2023

커팅헤드의 절삭영역과 쉬어링 방향에 따라 4개 절삭 시나리오가 있다. 이를 절삭력과 반력의 방향을 표시하면 Fig. 2와 같다. 좌

측방향으로 쉬어링 작업이 진행될 때 절삭력이 좌상향, 반력이 우하향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발생한다(Fig. 2(a)). 만약 쉬어링 방

향이 우측 방향이라면 반력은 우상향으로 발생하게 된다(Fig. 2(b)). Fig. 2는 쉬어링의 절삭영역이 하단일 때의 도해이며, 절삭영

역이 상단에 위치할 때는 반력이 각각 반대방향이 된다. 이처럼 콘타입 로드헤더 운영 시 절삭영역과 쉬어링 진행방향에 따라 반력

의 방향이 계속 바뀌므로, 리바운드의 방향도 계속 변화한다. 그래서 운전자는 붐의 리바운드를 억제하기 위해 커팅헤드를 좌상향 

혹은 우상향시키는 등 정밀 제어하며 집중해서 붐을 작동시켜야 한다. 그래서 콘타입 장비의 작업의 난이도가 더 높고, 작업자의 숙

련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

반면, 드럼타입 로드헤더는 커팅헤드가 항상 전면방향으로, 즉 픽커터의 절삭방향이 항상 지면방향으로 회전한다. 따라서 쉬어

링 방향과 관계없이 절삭력이 항상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반력이 윗 방향으로 발생하게 된다(Fig. 3). 이 부분은 절삭영역이 상단에 

위치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반력이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드럼타입 커팅헤드는 대부분의 경우, 반력이 장비의 무게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로드헤더의 자중과 붐의 수직 유압력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반력을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굴착작업 시 장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충분히 높은 토크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경암 작업에 유리하다. 그래서 터널 굴착용으로 드

럼타입이 많이 사용된다(Kim et al., 2021).

(a) left direction. lower area (b) right direction, lower area

(c) left direction. higher area (d) right direction, higher area

Fig. 2. Cutting force and reaction of axial type cutting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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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direction (b) right direction

Fig. 3. Cutting force and reaction of transverse type cutting head

3. 드럼타입 로드헤더 굴착방법

3.1 드럼타입 로드헤더의 공정

로드헤더 작동 방법은 크게 썸핑(sumping) 작업과 쉬어링(shearing) 작업의 2가지 공정으로 나뉜다. 썸핑은 암반면에 커팅헤드

를 밀어 넣는 헤드 압입 공정을 의미한다. 드럼 타입의 경우 커팅헤드의 반경에 도달할 때까지 압입하고, 콘타입의 경우 커팅헤드 길

이의 90~100%를 압입한다. 이후 쉬어링 작업을 통해 붐을 좌우, 상하로 회전하며 암반면을 설정된 썸핑 깊이만큼 절삭하여 막장 

전체를 굴착한다. 기존 문헌(Kim et al., 2021)에서는 콘타입과 드럼타입의 썸핑공정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드럼타입은 좌우변동

폭을 더 크게 줘서 썸핑 공간을 확보한다고 부연한 바 있다(Fig. 4). 콘타입은 연암 굴착 시 실제 이런 방식으로 썸핑이 진행되지만, 

드럼타입은 실제 작업방법과 기존의 설명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는 실제 시공사의 운영 방법을 토대로 드럼타입의 세부 

공정을 보완하고자 한다.

(a) sumping (b) first shearing

Fig. 4. Sumping and first shearing processes (Kim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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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썸핑 공정

제조사는 선행 문헌(Kim et al., 2021)에서 설명했던 썸핑과 1차 쉬어링을 포함한 작업을 경암 굴착 조건의 썸핑 공정으로 권장

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기술보고에서도 보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콘타입 커팅헤드는 썸핑깊이를 커팅헤드 길이만큼 설정할 

수 있다(Fig. 5(a)). 반면, 드럼타입 커팅헤드는 커팅헤드 중간의 회전기어가 위치한 부분은 픽이 설치될 수 없다. 그래서 썸핑작업

을 수평방향으로 지속하면 이 부분이 암반에 닿게 되므로 커팅헤드의 반경 깊이까지 연속적인 썸핑 작업은 불가능하다(Fig. 5(b)). 

Sandvik사의 드럼타입 커팅헤드의 경우 1회 최대 썸핑깊이는 약 180 mm이다(Fig. 5(b)). 또한 어느 정도 썸핑 홀을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커팅헤드를 전체 압입한 상태에서 경암을 쉬어링을 하게 되면 굴진과 동시에 급격히 높은 토크가 인가되므로, 작업이 중

단되거나 혹은 커팅 모터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 

(a) axial type (b) transverse type

Fig. 5. Comparison of maximum sumping depth

그래서 터널면에 커팅헤드를 압입하는 썸핑동작(Fig. 4(a))과 함께 커팅헤드를 좌우 방향으로 회전하는 슬루잉 작업을 동시에 진

행한다. 여기서 슬루잉은 붐의 회전 작동을 의미하고, 썸핑과 쉬어링은 로드헤더의 작업공정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 때, 실제 환

경에서는 좌우회전을 확대하면서 터널 수평방향으로 썸핑 영역을 확대한다. 우선 1회 썸핑과 1회 슬루잉으로 썸핑작업이 시작되고

(Fig. 6(a)), 이 작업을 10~20회 정도 반복 실시하여 터널면 하단에 썸핑 궤적을 형성하게 된다(Fig. 6(b)). 드럼타입 로드헤더의 경

(a) first sumping (left) (b) sumping completed (right)

Fig. 6. Sumping process dia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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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썸핑공정을 썸핑과 슬루잉을 포함한 공정으로 수정하여 Fig. 6과 같이 설명하였다. 콘타입 로드헤더도 경암굴착 시 장비가 보유

한 토크 토출량이 부족하면 이와 비슷하게 썸핑 깊이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콘타입 로드헤더의 세부 공

정은 향후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다.

3.3 쉬어링 공정

3.3.1 텔레스코픽 실린더 사용 여부

일반적으로 로드헤더는 1차 썸핑 공정에서 압입 실린더만 전진하여 작업을 수행한 후 텔레스코픽 실린더(telescopic cylinder)를 

붐의 수평변위를 제어하며 쉬어링 작업을 실시한다. 즉, 측면으로 갈수록 실린더의 길이가 연장되기 때문에 터널면을 수직으로 유

지하면서 작업할 수 있다(Fig. 7(a)). 제조사는 국내 경암 환경에서 커팅헤드에 인가되는 측력에 의한 실린더의 휨 변형을 우려하여 

텔레스코픽 실린더를 최대한 인입한 상태에서 쉬어링 공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권장하였다. 따라서 경암 터널굴진시 Fig. 7(b)와 같

이 터널 막장면은 곡면이 형성된다.

(a) teleoscopic cylinder control (b) fixed cylinder condition

Fig. 7. Slewing motion and cutting spaces according to telescopic cylinder control (Kim et al., 2021)

원래 매뉴얼 상에는 전체 단면에 대한 썸핑, 쉬어링 공정만 설명되어 있고, 오목한 면에 대한 터널면 굴착 및 관리방법은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Fig. 8(a)).이 곡면의 곡률반경은 붐의 회전반경인 약 5.7 m에 불과하므로, 전체 단면을 굴착하기 위해서 굴착

(a) full face shearing traces (Sandvik, 2016) (b) two concave faces with fixed cylinder cutting

Fig. 8. Tunnel face diagrams cut by transvesre type roadh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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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좌우 2분할로 나눠서 굴착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면 붐의 최소 길이만큼의 반경을 가지는 2개의 오목한 굴착면이 

생성된다(Fig. 8(b)).

한편, 텔레스코픽 실린더를 미사용하면 곡면으로 굴착면을 형성하면서 지보간격 대비 무지보 거리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경암의 경우 무지보 거리 증가에도 막장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수 있으나, 설계 상 터널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 연암 이

하의 불량한 지반조건에서 무지보 거리 증가 시 막장의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텔레스코픽 실린더를 사용하여 최대한 평면

으로 굴착을 해서 무지보 거리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텔레스코픽 실린더 사용 여부는 막장면 안정성과 관련된 

검토사항이며, 설계단계에서 암반등급에 따라 로드헤더 굴착특성을 반영하여 굴착단면을 결정해야 한다.

3.3.2 쉬어링 공정 세부 설명

쉬어링 공정은 썸핑 공정이 끝난 직후 시작된다. 우선 하단에 썸핑 홈이 생성되면, 이를 쉬어링 수직 단차(shearing thickness, 

yshear)만큼 상단으로 커팅헤드를 상승시킨다(Fig. 9(a)). 수직 단차는 암석의 강도와 암질지수를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통상적으로 

50~150 mm 사이의 값을 가진다. 당초 설정한 단차에 도달하면 첫 번째 쉬어링 작업이 붐의 슬루잉 동작과 함께 시작된다(Fig. 

9(b)). 1차 쉬어링 공정이 완료되면 다시 수직단차를 조정하여 쉬어링 공정이 상단면을 향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Fig. 9(c)). 이 작

업을 상단면까지 연결 작업하여 좌측 단면의 굴착을 완료한다(Fig. 9(d)).

(a) shearing vertical thickness (b) first shearing process

(c) continued shearing processes (d) shearing completed

Fig. 9. Shearing processes on tunnel face by tranvesre type road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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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의 1차 공정이 완료되면 우측으로 장비를 이송한다. 이후 썸핑 공정과 쉬어링 공정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작된다(Fig. 

10(a)). 쉬어링 공정이 상단까지 완료되면 터널면 굴착 단계 하나가 완료된다. 이 때 단계별 굴착거리는 최대썸핑깊이(650 mm)에 

따라 결정되며, 이 과정을 몇 번 진행하느냐에 따라 1일 굴진장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썸핑 깊이를 500 mm로 진행할 경우, 쉬어링 

버력처리 등 일련의 과정이 1일간 3번 진행되면 실굴진율은 약 1.5 m/day가 된다.

(a) second shearing started (b) shearing completed

Fig. 10. Second shearing processes on the right tunnel face

4. 고찰 및 결론

본 논문은 국내 터널 굴착을 위한 드럼타입 로드헤더의 운영방법을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선 콘타입과 드럼타입 

로드헤더의 작동방식을 분석하고, 경암을 굴착하는 경우 텔레스코픽 실린더의 사용 여부에 따른 장비 운영방법을 조사하였다. 해당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콘타입과 드럼타입 커팅헤드의 회전방향에 따른 절삭력과 반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콘타입 로드헤더는 대상 암

반의 절삭위치와 쉬어링 방향에 따라 모두 반력의 작용 방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드럼타입 로드헤더는 다양한 조건

에서 비교적 균일하게 반력의 방향이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붐의 제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드럼타입 로드헤더의 경우 경암 굴착 시 토크의 한계로 인해 썸핑공정과 1차 쉬어링(슬루잉)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조

사되어 이 과정을 도해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경암 굴착시 텔레스코픽 실린더의 변형을 방지하지 위해 실린더 스트레

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실린더의 인입한 상태에서 쉬어링 공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텔레스코픽 실린더의 자동제어 스트레치 기능을 사용하여 로드헤더를 굴착하면, 비교적 터널의 굴착면을 평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실린더의 제어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붐의 고정된 길이만큼의 오목한 굴착면이 형성된다. 실린더를 고정시키

는 경우, 붐의 회전반경이 터널직경에 비해 작기 때문에 1회의 공정으로 전단면 굴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좌우로 장비가 이동

하며 2개의 오목한 굴착면을 형성해서 터널이 굴진되는 상황을 도해적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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