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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구조재의 장기성능평가 (1차)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지중매몰 방식올 적용할 계획이며 처분장 

운영이 끝난 후 폐쇄하게 된다. 처분장 운영중과 폐쇄시에는 운영의 편의성과 폐 

쇄의 안정성올 위하여 구조물을 셜치하는데 시벤트를 주로 사용한다. 처분장 구조 

재가 처분안전성 유지에 능동적인 요소로서 설치될 경우에는 처분장 폐쇄후에도 

장기간의 성능유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시멘트 구조재의 장기적 건전성의 변화 

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실제 처분장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국내의 폐기물 및 되 

메웅재 침출수 조건하에서 시멘트의 물성 변화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원 

자력법 시행령 제233조 제3항 제9호는 중.저준위폐기물 매몰시셜의 폐쇄시에는 과 

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이 규정올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척인 기술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것올 위해서는 실험적 검중이 선행되어야 한다. 

川. 연구내용 및 범위 

처분장의 구조재를 선정하는 기준 또는 구조재의 성능적 기준에 대한 국내 · 외 

적인 요건을 검토하였다. 

시벤트의 종류별 특성올 알아보고 처분시셜 구조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각 

종 구조물의 재료， 공법둥올 조사하였으며 콘크리트 구조재의 건전성펑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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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험항목과 방법을 조사하였다. 

국내의 지하수 특성에 관한 자료조사를 하였으며 처분장 건셜시 사용가능성이 

있는 되메움재인 Ca형 벤토나이트 원석의 특성올 조사하였다. 

처분시설의 시멘트콘크리트 구조재의 내구성 감소원인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요약하였다. 마지막으로 증류수와 모의 지하수 중에서의 시멘트 성분 침출과 지하 

수 성분 침투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지하수 성분중에서 시멘트의 내구성 

감소에 큰 영향올 미치는 염소이온의 확산 실험을 수행하였다. 

IV. 결론 및 건의사항 

시멘트 콘크리트는 선진국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하 처분장 

건설시 상당량을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국내 • 외적인 국제요건이 구체적이 

지 않고 정성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어서 사업 시행시 효율적 규제를 위한 기술적 

요건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의 건전성 예측을 위한 실험시 절대 

적으로 필요한 지하수의 대표적 조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중이라서 이에 대 

한 결과를 얻기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제조법에 의해 만든 모의지하수와 증류수를 사용한 시멘트 침출 및 지 

하수 성분 침투설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중류수를 사용한 시벤트 성분 첨출 실험결과 시멘트의 이온성분은 7-15일 

이내에 평형농도에 이르렀다. 

• 모의지하수를 이용한 침지실험 결과 염소이온은 침투하는， 그리고 다른 이온 

은 침출하는 경향올 보였다. 

• 염소이온 확산실험방법을 정립하였고 시멘트 구조재를 통한 염소이온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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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를 측정하였다. 

• 문헌에 나와있는 수치와 본 실험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지하수 이온 침투에 

의한 시멘트 구조재의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올 것으로 판단되나， 시공 부실 

에 의한 침투가속 둥 장기실험올 수행하여야 장기적 건전성 판단에 이를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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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Title of the Study 

Long_terrn Perforrnance of Structural Component of Interrnediate- and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머 Facility. 

11.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Underground repository for interrnediate- and low-level radioactive waste is 

to be se떠ed and c10sed after operation. Structural components, which are 

generally made of cement concrete, are designed and accommodated in the 

repository for the purpose of operational convenience and stability after c1osure. 

To . forecast the change of long-term integrity of the structural components, 

experimental verification, using in-situ or near in-situ conditions, is necessary. 

Presidential decree of atomic energy act of Korea, number 233.3.9 requires that 

safety features should be provided as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decides when c10sing the repository. It is deemed necessary to prepare for 

detailed technical criteria to backup the presidential decree and experimental 

verification on that issue is prerequisite. 

111. Scope and Content of the Project 

Domestic and foreign requirements with regard to the selection criteria and 

the perforrnance criteria for structural components in disposal facility were 

surveyed. 

Charactenstics of .. various types of cement were studied. Materia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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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methods of sσuctural components similar to those of disposal 

facility was investigated and test items and methods for integrity of cement 

concrete were included. 

Literature survey for domestic groundwater characteristics was performed 

together with Ca-type bentonite ore which is a potential backfill material. 

Causes or factors affecting the durability of the cement structures were 

summarized. Experiments to figure out the ions leaching out from and 

migrating into cement soaked in distilled water and synthetic groundwater, 

respectively, were carried out. And finally, diffusion of chloride ion through 

cement was experimentally measured.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Cement concrete is expected, as usual in foreign countries, to be applied in 

massive amounts in constructing ra버oac디ve waste disposal facility. Domestic 

requirements are found to be qualitative, which has to be modified to 

accomodate concrete items to increase regulatory efficiency. 

As studies of the typical composition of groundwater, which is necessary to 

caπY out experiments to detemime the integrity of cement concrete structures 

in the long run, are still going on that a decisive conclusion has to be put off 

until the experimenta1 requirements are met. 

Results that are obtained from cement soaking experiments are as follows 

. Cations and anions from the cement specimen reached an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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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1πation within 7 to 15 days . 

. Chloride ion tends to migrate into the cement whereas other ions showed 

to leach out in the synthetic groundwater . 

. Diffusion coefficient of chloride ion was measured to be rather slow 

compared with other literatures. 

Literature surveys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is study may base the 

long-term integrity of cement concrete. However, it is deemed necessary to 

run expe디ments to simulate accelerated migration or leaching in the case of 

crack development due to bad practice of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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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현재 각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소에 저장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처분장으 

로 수송되어 처분할 예정이다. 처분장은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한대로 지중매몰방 

식올 적용할 계획이며 처분장 운영이 끝난 후 폐쇄하게 된다. 처분장 운영중과 폐 

쇄시에는 운영의 편의성과 폐쇄의 안정성올 위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시멘트 

를 주로 사용한다. 처분장 구조재가 처분안전성 유지에 능동적인 요소로서 설치될 

경우에는 처분장 폐쇄후에도 장기간의 성능유지가 필수적이다. 처분장내 시벤트 

구조재가 접촉하는 지하수는 지표수와는 달리 지하수 자체의 특성 조건， 폐기물 

침출수 또는 되메움재 침출수의 조건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시벤트 구조재의 장 

기적 건전성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실제 처분장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국 

내의 폐기물 및 되메움재 침출수 조건하에서 시멘트의 물성 변화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원자력법 시행령 제233조 제3항 제9호는 중.저준위폐기물 매몰 

시셜의 폐쇄시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률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올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기준 

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올 위해서는 실험적 검증이 션행되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설계건셜시에는 시벤트 콘크리트의 사용이 필수적일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 선진국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 

설 경험을 볼 때 프랑스의 라망쉬 로브 처분장 영국의 드릭 처분장 캐나다의 화 

이트 헬 처분장 둥에서 시벤트 콘크리트 구조물올 주구조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부터 판단할 수 있다. 

처분장에서 사용하는 시벤트 콘크리트는 매우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 즉， 

폐기물고화체를 만들거나， 구조물로서 벽과 바닥을 이루거나， 폐기물과 암반사이의 

1 , l 



틈올 메우는 그라우트의 역할둥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멘트 콘크리트는 기능상 낮 

은 투수능을 이용하여 지하수의 흐름올 억제하거나 방사성핵종의 이동올 저지하 

기도 한다. 그러나 주된 기능은 기계적， 화학적 역할일 것이다. 기계적으로는 구조 

물로서 요구되는 하중올 지탱하여 처분장의 붕괴를 막는 것이다. 화학적으로는 폐 

기물 인접 {near-field}지역에서의 pH를 오래동안 높게 유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처분장 구조재인 시벤트의 장기적 침출과 그에 따른 물성변화를 규 

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실험이 필요하여 2개년도의 기간올 

계획하고 있으며 1차년도에는 기본자료조사와 실험올 병행하고 2차년도에는 실험 

결과와 구조재 특성변화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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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처분장 구조재 선정 관련 국내외 요건 

처분장 구조재는 주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올 일정한 기간동안 수행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규제요 

건 또는 권고사항을 국내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처 

분장을 건설 · 운영중인 외국의 담당기관에 구조재의 재료 특성요건， 시공 및 감리 

요건 둥에 관하여 자료를 의뢰하였으나 자료압수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다음에 설 

명하는 내용은 국내 • 외 요건중 구체적 규제/권고사항이 아니고 일반사항으로서 

본 연구와 관련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제 1 절 국내 

원자력법 시행령 제 232 조 “지중매몰”과 고시 제91-9 호 “중 • 저준위 방사성폐 

기물 처분시셜 설계기준” 그리고 과기처 고시 제 94-2 호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 

물 처분시껄 성능 둥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 • 저준위 방사성폐 

기물 처분시셜 안전심사 지침서”통에서 처분장 구조재의 성능과 관련한 언급올 하 

고 있어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시 쩨 91핀 흥 (죽 • 저주위 밤사석폐기툴 처부시설 섭채기주l 

제 2 조(일반사항) 처분시설의 설계 및 건설은 실증된 공학적 관행에 기초훌 두 

어야한다. 

제 14 조(건설) 

1. 처분시설의 건설은 품질관리 요건울 준수하여야 한다. 

2. 처분시설의 건설은 자연방벽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설계단계에서 가정한 자연방벽의 특성은 건설시에 얻어진 현장 촉정자료와 

q 
니
 



그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4. 건설·운영 중복시 주의점 

고시 쩨 94-2 를 (중 • 저준위 발사섭폐기툴 처부시섬의 석늑틈때 과를} 규젓) 

제 16 조(구조물， 계통， 기기) 

1.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물， 인공방벽， 계통 및 기기들의 성능이 허가신 

청서에 기재된 조건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 

?}척기술원 식사지칙서(KINS-G-008l “죽 • 저주위 발사성폐기뭄 처부시설 ~~ 

Fl식사 지칙서” 

3. 설계 및 건설 

3.1. 주요 설계 특성 

1. 검토분야 

3. 폐기물과 폐기물을 수용하는 구조물， 그리고 뒷채움재 물질옳 장기간 구조적 

으로 안정성옳 유지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정체수(Standing Water)와 폐기물과의 접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한다. 

7. 처분시설 폐쇄후 장기간의 보수， 유지의 필요성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1.허용기준 

2. 세부요건 

다. 구조적 안정성 

폐기물과 폐기물을 수용하는 구조물 그리고 뒷채움재 물질은 장기간 구조적 안 

정성율 유지활 수 있어야 하고， 부지폐쇄후 능동적인 보수유지의 뭘요성올 최소화 

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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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처l수(Standing Wate깨와의 접촉 

처분시설의 운영중 및 폐쇄후에 처분된 폐기물과 정체수와 접촉을 

1 OCFR65.51 (히(b)에 따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장기적 보수유지 필요성 

처분시설은 부지폐쇄후 장기적인 보수， 유지의 필요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요 

구되는 기능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5. 부지폐쇄계획 및 제도적 관리 

5.1. A 지하 Vault 및 지상 콘크리트 벙커 부지폐쇄 및 안정성 

11 1.2 안정성 평가 

가. 구조적 성능감시 

공학적 구조물의 설계는 폐기물이 처분된 후에 투수 또는 정체수와 폐기물의 

접촉울 최소화( 10CFR65.51 (a)(b))시킬 수 있음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 기록울 제 

출하여야 한다. 

구조적 성능 및 안정성율 입증하기 위한 감시 황목은 다음과 갈다. 

〈필수항목〉 

@ 감시정에서의 수위l수량. 

@ 예상 최대 응력부위에서의 공학적 구조물의 변형. 

@ 완성된 구조물의 총 또는 부등 침하. 

@ Vault 내， 외부로의 액체 누수 가능성 점검용 절리 이동. 

< 선택 항목 >

@ 콘크리트내에서 발달하는 균열. 

@ 부하 변형 특성을 나타내는 변위. 

@ 부과된 하중으로 야기되는 토양 및 기초 배수 지충의 침하. 

@ 콘크리트 공극내압. 

상기 선택적 항목에 대한 감시는 구조물의 장기거동 예측을 위한 기록취득 및 

ζ
 니
 



악조건 발생시의 조기 경고에 매우 유용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요건중 안전심사 지침서에서 상세한 요건올 규정 

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조재의 설계， 건설시 그리고 처분장 폐쇄후의 

성능요건올 제시하고 있올 뿐이며 구조재용 재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구조물의 성능과 안전성올 업증하기 위한 감시항목올 정해 

놓고 있는 것과 그러한 구조 변형， 부둥침하 둥의 항목에 대한 감시를 언제까지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건설 • 운영시 

에도 감시 및 측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분사업 시행전에 충분히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 2 절 국외 

국체 휩자력기구(IAEA) 

국제 원자력기구는 1991년부터 RADWASS (Radioactive Waste Safety Standard 

깐ogram)을 통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Safety Series률 발간해오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은 1, 2a, 2b, 3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1991-1994, 199 

5-1않)6， 1997 -1998, 1999년도에 수행하여 총 55건의 Safety Series를 발간할 계 

획이다. 이중에서 처분장의 구조재 성능올 다루게 될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Closure of Near-Surface Repositories"는 Safety Series 번호 

ll1-G.3.2로서 2a 단계의 계획에 속해 있으며 초안이 발간된 상태이다. 

< 기 존 Safety Series > 

: RADWASS 이전에 IAEA가 발간한 Safety Series들은 처분장 구조재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미약하나마 공학적 방벽과 함께 일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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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Series 59(1983) : “DisposaJ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Solid 

Raàioactive Wastes in Rock Cavities" 

”폐기물 격리 성능은 폐기물과 모암 사이에 방벽을 건설하거나 주번암반율 개선 

함으로써 증가시킬 수 있다. 공학적 방벽의 주 목적은 폐기물과 지하수와의 접촉 

을 막는 데 있다. 부수적인 목적은 암반을 안정확시키거나 폐기물 거치 

( emplacement), 뒷채움， 최종폐쇄시에 작업자 방사선방호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공학적 방벽의 필요성은 폐기물의 특성， 모암의 특성， 그리고 처분장 운영 

절차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양한 재료와 그 조합들을 공학적 방벽 건설에 적용할 

수 있다. ……중략…--- 콘크리트 방벽은 폐기물과 폐기물사이 또는 폐기물과 암반 

사이에 생기는 빈공간울 메워서 뒷채움재를 통한 지하수 유동을 줄인다. 만약 콘 

크리트에 균열이 생긴다면 소성을 가지거나 물줄 흡수하여 팽윤하는 성질율 가진 

뒷채움재로서 추가적 방벽올 역할율 기대할 수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방수코 

팅제롤 적용할 수도 있으나 방수와 기밀(gas-tight)성옳 가진 재료의 폐기물주변에 

서의 장기적 효과와 관련한 고려가 필요하다. 폐기물과 물과의 화학반웅이나 방사 

분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가스가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되는 가스의 특성 

과 장기적 누적 가능성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 Safety Series 63(1984)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Shutdown and 

Surveillance of Pepositories for Solid Radioactive Waste in Shallow Ground". 

”위한 효과적 방벽으로서 추천하고 있다. 대부분의 처분장에 콘크리트훌 사용하 

도록 설계되어있다. 콘크리트 기술은 세계적으로 잘 개발되어 사용중이다. 처분장 

에 부어서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조립식 콘크리트보다 효과적인 방벽 

이라고 활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조립식 콘크리트의 경우 연결부위훌 봉인해야 하 

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콘크리트 혼합과 양생 절차가 중요하다. 예로서， 큰 부피 

의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드는 것은 균열이 쉽게 생길 수 있으며， 균열이 생긴 콘 

크리트와 함께 아스팔트나 진흙과 같은 다른 방벽을 사용하는 것올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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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잠 시멘트의 종류별 특성 및 처분장 구조재로서의 

사용가능성 

제 1 절 각종시멘트의 특성 

1. 포틀란드(Portland Type) 시벤트 

가. 일반적 특정 

- 공극 : 고화하는 동안 시멘트-물 혼합물의 체적이 감소한다. 교화체 (ge]) 물질 

의 건조 또는 결정화로 인한 수축의 결과로서 교화체 공극이 형성되고 모세관 공 

극계통은 과다한 중발로 형성된다. 교화체 공극의 크기는 지름이 o.α)()5mm-

10mm이며， 수화작용으로 체적 퍼센트는 중가한다. 시벤트반죽과 경화된 시멘트반 

죽의 분율은 약 20-30% 정도이다. 모세관 공극의 크기는 1야nm이고 체적 퍼센트 

는 0-40%이다. 그리고 모세관 공극은 시멘트에 혼합시키는 물의 양의 증가와 

수화작용에 따라 증가한다. 

- 물/시멘트 비 : 물/시벤트 비는 경화된 시멘트 혼합물의 강도와 화학적 저항 

성에 영향올 미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시멘트반죽의 준비에 있어서 물은 혼 

합물이 충분히 형체률 만들기 위해 필요하며 공극은 수용액(aqueous)상으로 채워 

져 남아었다. 이러한 수용액상은 12이상의 pH를 갖는 Ca(OH)z의 포화된 용해상태 

이다. 물에서 Ca(OHh의 용해도는 대략 1.1g/L 정도이다. 

- 투수능 : 물/시벤트 비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명백하게 변하는 것은 투수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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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물/시멘트의 비가 0.5-0.6이상에서는 시벤트 투수능은 급격히 중가한다. 투수 

능의 증가는 물의 공격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저항성에 유해하게 작용한다. 수화작 

용으로 언하여 형성된 수산화칼슐(Ca(OH}z)은 경화된 시벤트로부터 빠르게 침출 

된다. 침출율은 물과 접촉하는 표면으로부터 바깥쪽으로 Ca(OH)z 확산비율에 지 

배된다. 수산화칼슐이 침출되면 시멘트의 산화칼슐(CaO)의 양이 낮아지게 되고， 

이 영향으로 수화규산염， 알루인산염등이 붕괴된다. 

나. 화학적 특성 

건조한 콘크리트는 건조한 화학약품에 대해 반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용액중의 

일부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대단한 저항성이 었다. 그러나 산성비， Na2S04나 

Mg2S04, 그리고 바닷물 동은 콘크리트를 공격할 수 있다. 수화된 콘크리트가 화 

학용액의 공격올 받올 때 취화율과 정도는 물질의 농도， 용액의 온도와 압력에 종 

속적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멘트 혼합물의 성능이다. 

- 황산염의 효과 

• 황산염올 포함하는 물은 경화된 시멘트 깊축이 침투한다 . 

. Na2S04는 포툴란트 시멘트의 3CaO. Al2Û3와 반용하여 에트령가이트(3CaO. 

AbÛ3 • 3CaS04 . 3fuO)를 생성한다. 

· 에트링가이트는 3CaO. Ab03의 부피보다 2배로서 시멘트의 균열을 초래한다. 

• 황산， 암모니웅， 칼슐， 마그네슐 모두 시벤트의 건전성에 영향올 끼친다. 

• 따라서 S04-2의 농도가 150-1α)()ppm되는 용액에 노출될 경우에는 Portland 

TypeII 롤， 1αIφpm 이상될 경우에는 Type V를 사용해야한다. 

- 산의 효과 

· 수화시멘트는 기본적으로 염기성이며 공극수익 pH는 13정도이다. 따라서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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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하의 산에 익해 공격받는다. 

· 지하수의 산도는 주로 C<가， 유기산 또는 산성염에 좌우된다. 

· 수소이온은 시멘트의 Ca(OH}z를 이온교환에 의해 분해시킨다. 

• 산은 경화시맨트 표면의 탄산염 층올 녹여내고 더 이상의 탄산 

염 생성을 막음으로써 석회 성분의 침출올 가속시킨다. 

- 염의 효과 

• 산의 효과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훨씬 약하다 . 

. NaN03, KNÜ3, Ca(NÜ3)2, Ni(NÜ3}z, Pb(NÜ3}z둥은 수화시벤트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 염화물의 효과 

• 황산염보다 덜 위협적이다 . 

. NH4Cl, HgC12, FeC12, AIC13의 순으로 위험성이 작아진다. 

• 염화물은 Ca(OH)2와 반웅하여 용해성 CaC12를 생성한다. 

- 염기의 효과 

• 포틀란드 시멘트는 대부분의 염기 용액에 강하다 . 

. 20%이상 농도의 용액에서 SiOz와 AlzÜ3의 용해로 부식 이 된다. 

경화된 포트란트 시멘트의 화학적 약품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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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화 포틀란드 시멘트의 화학약품에 대한 효과 

Chernical Effect on cement 

Acids 

Hydrochloric, nitric, sulphurous 

Ace디c， carbonic 

Disintegration 

Slow disintegration 

Humic Little or no disintegration 

Natura! acidic waters 

Salts and alkalis 

Surface disintegration 

Carbonates 

sodium 

of ammonia, potassium, ‘ -

l '\lOne 

Chlorides of caIcium, potassium, 

sodium, strontium 

None unless concrete is 

wet with chloride solution 

Chlorides of ammonia, copper, iron, 
magneslum, mercury, zmc 

Slow disintegration 

Hydroxides of ammo띠a， 

potassi1.im, sodium 

calcium. 
’ None 

Nitrates of ammonia Disintegration 

Nitrates of calcium, potassium, sodium None 

Sulphates of alurninium, ammonia, 

calcium, cobalt, 
copper, iron, magnesium, manganese, Disintegration 

nickel, 
potassium, sodium 

다. 포틀란드 시멘트의 종류 

포틀란드 시멘트는 아래의 4가지 주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n 



표.2 포틀란드 시멘트의 주요성분 

Compound Oxide Composition Abbreviation 

Tricalcium Silicate 3CaO . Si02 C3S 

Dicalcium Silicate 2CaO . Si02 C2S 

Tricalcium Aluminate 3CaO . A1203 C3A 

Tetracalcium Aluminoferrite 4CaO . Alz03 . Fez03 C4AF 

포틀란드 시멘트는 위의 4가지 성분 배합비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되며 5가지 

형태의 간략한 특성과 배합비는 다음과 같다. 

표.3 포틀란드 시벤트의 특성과 배합비 

Type 특성 C3S C2S C3A C4AF 

1 Normal 45 27 11 8 

II Modified 44 31 7 13 

m High Early Strength 53 19 10 7 

N Low Heat 20 52 6 14 

V Sulphate Resistant 38 4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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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1 은 일반적언 포틀란드 시멘트로서 높은 유용성과 낮은 비용 때문에 가 

장 널리 사용된다. Type 1 은 특별한 성질이 요구되지 않는 곳， 흙이나 물로부터 

황산염 공격에 노출되지 않는 곳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열이 생성되는 곳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Type II 는 변형 포틀란드 시멘트로서 type 1 보다 수화작용의 생성열이 낮으며 

황산염 공격에 향상된 저항성올 갖는다. 그리고 황산농도가 보통보다 높은 지하수 

안에서 사용된다. 

Type m는 높은 초기 강도 시벤트(조강시멘트)로서 높은 삼칼슐알루미네이트와 

삼칼슐실리케이트를 함유함으로서 강도를 빠르게 나타내도록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초기강도는 높은 열방출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대량의 시멘트 구조 

물 혼합에 사용하지 않는다. 

Type N 시멘트는 대량의 시멘트 구조물올 위해 사용되는 낮은 수화열시멘트이 

다. 이런 시벤트에서 낮온 열방출율은 높은 이칼슐 실리케이트함량 과 낮은 삼칼 

숨 실리케이트와 삼칼슐 알루미네이트 때문이다. 

Type V 시멘트는 낮은 삼칼슐 알루미네이트 농도의 결과로서 황산염 저항성이 

있으며 높은 알칼리률 함유하는 흙 그리고 물과 같이 심각한 황산염 작용에 노출 

된 구조물에 사용된다. 

2. Blast-fumace slag 시 벤트 

철강산업의 부산물인 Blast-fumace slag는 철강석의 성분과 석회석의 혼합물이 

다. 기본 성분은 포틀란드 시멘트와 동일한 산화물들이지만 혼합비가 다르다. 

Slag를 사용하는 비율은 나라마다 다르며， 서부 유럽에서 많이 사용한다 Slag는 

수화속도가 매우 느리 지 만 Ca(OH}z, CaS04, 동올 섞으면 활성 화한다. 어 떤 활성 재 

” Q 



를 섞고 slag의 함량이 얼만큼인가에 따라 Iime, slag 시벤트， 포툴란드 

blast-fumace slag 사 벤트， Supersulphated slag 시 멘트 둥으로 나눈 다. Slag 시 멘 

트의 장점은 저수화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투수율과 공극분포 

포틀란드 시멘트에 비해 공극율은 높으나 투수율이 낮으며， 그 이유는 미세공극 

이 많기 때문이다. 낮은 투수율은 동해방지에 기여하며 이온확산올 늦추고 염화물 

이나 황산염 존재시에도 안정성올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화학적 불용성 

공극수가 포틀란드 시멘트와 마찬가지로 수산기를 음이온으로 가지고 있으나 

높은 pH와 낮은 산화도를 유지시키는 황이 녹아있다. 

- 종류 

(가) 포틀란드 blast-fumace 시멘트 : 활성화를 위한 석회는 포툴란드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가장 손쉽게 제공된다. 다음의 표는 포틀란드 blast-fumace 시멘 

트에서 slag 함량변화가 크게 허용됨올 보여주고 있다. 

표.4 Slag 시 멘트의 종류 

Description Activatior 
Percentage 

Comments 
slag 

Lime slag cement CH 70 Obsolete 

Portland blast-fumace 
CH 20-85 

CH from Portland cement 
slag cement hydration 

Supersulphated cement CS 80-85 
Small amount of Portland 

cement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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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벤트들은 미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Type IS 시 벤트에 대 한 ASTM C595-79는 25-65% slag를 포툴란드 시 벤트와 

함께 혼합하는 것올 허용하고 있다. 영국 기준(BS) 146:1973은 65%까지 허용한다. 

그런데 BS 4246:1974에서는 slag 함량올 50-90%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slag 

의 함량에 따라 시멘트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변함올 의미하는 것이다. 높은 

slag 함량을 가지는 slag 시벤트는 typeI 포틀란드 시멘트보다 좋은 황산염 저항 

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아마도 낮은 수산화칼슐함량올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 Supersulpated slag 시 벤트 : Slag가 CaS04의 형 태로서 황산칼슐염 그리 고 

석회의 적은 양 또는 포틀란드 시멘트와 함께 활성화될 때 그 생성물은 

supersulphated 시멘트로 알려져있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변형 포틀란드 

시벤트라고 할 수 있으나 수화작용 생성물과 비슷한 형태이다. Supersulphated 

slag 시멘트는 대부분의 포툴란드 blast-fumace slag 시멘트 보다 낮은 수화열올 

가지고 있으며 일반척으로 황산염에 좋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저항성은 낮 

은 CH 함량과 알루미 나의 대부분이 ettringite로 결합하여 남아있기 때문이 다. 

3. High aIumina 시 멘트 

High aIumina 시 멘트는 융해 또는 알루미늄 혼합물， 칼슐 혼합물의 소결， 그리 

고 정재된 분말로서 생성된 제분에의해 얻는다. High aIumina 시멘트 제조에 사 

용되는 광물은 석회석과 보오크사이트이다. 다음의 〈표.5>는 high alumina 시멘 

트의 산화 조성의 전형적인 값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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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High a1umina 시벤트의 전형적인 산화 조성 

Content 
Oxide 

(%) 

Si02 3-8 

AIz03 37-41 

CaO 36-40 

FezÛ3 9-10 

FcO 5-6 

TiQz 1.5-2 

MgO 1 

Insoluble residue l 

- 화학적 특성 

가) 황산염 효과 : High a1umina 시멘트는 황산염 침입에 저항하기 위해 처음으 

로 개발되었으며 이 저항성은 수화된 high alumina 시멘트에서 Ca(OH)z의 부재와 

수화작용동안 형성된 내부 알루미나 교화체의 영향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나) 산효과 High alumina 시멘트는 자유 carbonic산의 존재로 산올 내는 물 

에 저항적이다. 그런 산올 내는 물에 high a1umina 시멘트의 저항성 중가의 원인 

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보다 민감한 석회 복합물올 둘러싸는 알루미나 교화체의 

존재는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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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칼리 용액의 효과 : 부식성 알칼리의 회석된 용액 조차도 알루미나 교화 

체를 용해시킴으로서 대단히 훨력적으로 high alumina 시땐트에 침투한다. High 

alumina 시멘트가 바닷물에 아주 잘 견딘다고 해도 바닷물은 혼합에 사용되지는 

않는다. 

4. Masonry 시 멘트 

Masonry 시 벤트는 포툴란드 시 멘트와 소석 회， Ca(OHh，를 섞 은 것으로서 물이 

있올 때 소석회에 의해서 높은 알칼리성올 유지하게 되고 급속 경화한다. 이 시멘 

트의 압축 강도는 포툴란드 시멘트에 비해서 크게 떨어져서 하풍이 큰 구조물에 

사용하기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붕산이나 유기폐액을 고화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5. 팽창성 시벤트 

포툴란드 시멘트의 단점중의 하나는 건조시에 수축이 심하고， 수축시에 전체 혹 

은 부분적으로 장력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축균열은 콘크리트의 건 

전성올 떨어뜨리므로 셜계시에 이를 고려한 여유률 두어야 한다. 한편 양생시에 

포톨란드 시벤트의 부피 팽창은 매우 작다. 만약 경화되는 중에 부피 팽창이 생긴 

다면 건조시에 발생하는 수축과 상쇄하는 효과가 될 것이다. 팽창성 시멘트는 수 

십년전부터 개발되어 왔으며 상용생산은 1960년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연생산량은 

50만톤에 불과하다. ASTM(없5-76T)가 팽 창성 시 멘트의 시 방올 다루고 있다. 

n 



제 2 절 사멘트 혼화제 

시멘트 혼화제는 시멘트 배합시 사용되는 물 골재， 시벤트와는 다른 물질이다. 

혼화제란 미리 정해진 양으로 소량올 사용해서 품질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 

정하게 구성한 화학제이다. 다음의 표는 다양안 혼화제들과 향상된 콘크리트의 여 

러 성질과 주요 혼화제에서 반용성이 있는 화학물질들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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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콘크리트의 성칠과 혼화제의 유익한 효과 

Property Type of admixture 
Category 

of admixture 

W orkabi1ity 
Water reducers Chemical 

Air entraining agents Air entraining 

Inert mineral powder Mineral 

Pozzolans Mineral 

Polymer latexes Miscellianeous 

Set control Set accelerators Chemical 

Set retarders Chemical 

Strength Water reducers Chemical 

Pozzolans Mineral 

Polymer latexes Miscellaneous 

Set retarders Chemical 

Air entraining agents Air entraining 

Durability Pozzolans Mineral 

Water reducers Chemical 

Corrosion inhibitors Miscellaneous 

Water repellent admixtures Miscellaneous 

Special concrete properties Polymer latexes Miscellaneous 
(s때erplastic， waterproof) 

Slags Mineral 

Expansive admixture Miscell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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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admixture 

Accelerators 

Retarders 

Water reducers 

Air entraining 
agents 

표.7 혼화제의 화학적 성분 

Ingredients 

Ca1cium formate, ca1cium chloride, barium chloride, 
a1uminates, soluble nitrites, σiethanolamine， sodium and 

potassium hydroxides 

Lignosulphonic acid and sa1ts, hydroxycarboxylic acid and 
sa1ts, unrefined calcium linosulphonate, wood resin 
derivative, phosphates, stearate, alkaline aluminates . 

Norma1 Lingnosulphonic acid and salts, 
hudroxycarboxylic acid and s외ts， 

hydroxycarboxylic polymer, refined calcium 
lignosulphonate, sodium lignosulphonate 

Accelerating Ca1cium formate and surfactant, calcium 
chloride and surfactant, ca1cium chloride and 

lignosulphonate, ca1cium chloride and 
hydroxycarboxylic acid, polyhydroxy 

compound, triethanolamine 

Retarding Lignosilphonic acid and sa1ts, 
hydroxycarboxylic acid and s머ts， 

polyhydroxylic acid and phosphate, 
hydroxycarboxylic polymer, polyhydroxy 

compound, phosphate, surfatant 

Neutra1ized wood resin, resin and polymer, stearic acid, 
lignosulphonate, surfactant, animal and vegetable fat, a1kyl 

solphonate, hydroxycarborxylic acid, solphonated 
hydrocarbons, naphtha1ene solphonates, solphonated lignin 

Superplasticizers Sulphonated melamine-forma1dehyde condensate, 
solphonated naphtha1ene-forma1dehyde condensate, modified 

lignosolphonate, melamine-forma1dehyde, naphthalene 
sulphonate 

Waterproofing Lignosulphonate, stearate, sulphonatea carbohydrate, 
agents silicones and metal soap, melamine-forma1dehyde resin, 

colloidal silica, organic ester, inorganic silicates, calcium 
lignosulph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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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콘크리트 구조재 사용가능성 

처분장 구조재로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잘 얄려져 있으냐 

그것의 장기적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은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유사한 구조물의 재료선정， 시공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올 알아보고 각종 건전성 시험방법을 조사함으로써 처분장 건설시 준용 

할 수 있는 사항올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유사구조물 

가. 지중벽 

- 지중벽공법은 유럽에서 발안된 것이고， 동공법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으 

며， 1920년에 독일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다. 그후， 기술적으로 개발되어 1950년경부 

터 실용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도시내 건축공사의 중대와， 여기에 

수반하는 소옴， 진동올 주로하는 건설공해나， 건축물의 거대화에 수반하는 대규모 

적인 지하굴착에 대한 공법으로서 종래의 시이트파일공법 또는 리이드파일 가로 

널말뚝공법으로 바꿔지고， 가설흙막이벽， 차수벽으로서 사용되어 발전되었다. 최근 

에는 시공기술의 진전에 수반하여， 당초의 단순한 가셜 흙막이벽으로서의 이용에 

서， 지하구조물의 지하외벽， 기초 동의 영구 구조물의 구조체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 기능 : 

(가) 가셜 흙막이벽 

(나) 건물 본체에 가해지는 흙， 수압부담 

(다) 건물 본체의 수평력 부담(내진벽으로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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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물 본체의 지지말뚝 

- 용도 : 지중벽은 가설 흙막이벽， 건물본체에 가해지는 흙 • 수압 부담 지하벽， 

기초말뚝으로서 사용되고 각각의 용도에서 셜계시 사용되는 토압， 측압， 옹력계산 

식과 값들은 건축학회편 r건축기초구조설계규준 · 동해설』 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값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부재의 산정시 전단력에 대한 산정은 r철근콘크리트 구 

조계산규준16조 (보 및 기둥 전단보강)J 에 의하고 면외 휩모벤트에 대한 단면산 

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규준14조(보)에 의한다. 

- 재료 :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건축학회표준시방서 또는 토목학회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가) 시멘트 : 통상은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세골재와 조골재 : 세골재는 보통 넷가모래가 사용된다. 조골재는 뱃가자갈 

또는 캔돌이 사용되고 있다. 세골재， 조골재로서 필요한 조건은， 

( i ) 강하고， 내구적인 석재이다. 

( ii ) 청정하고， 먼지， 흙， 염류， 유기물 동올 포함하지 않는다. 

( iii) 업자형， 크기， 대소입자 혼합의 정도가 적당하다. 

나. 터널 

- 시공공법 : 전단면적공법， 상부반단면선진공법， 저셜도갱 선진상부 반단면공 

법， 측벽도갱 선진상부 반단면공법. 

- 형상 : 소요의 내공의 내공단면올 포함하고 도로 철도터널 둥에서는 건축한 

계 외로 적당한 여유를 예상하고 또한 복공두께 토압 둥의 하중에 유효하게 견디 

는 형상으로 하여야 한다. 더욱 토압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대웅할 수 있는 형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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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것이 좋다. 

- 하중 : 터널의 복공이나 지보공에 작용하는 하중에는， 토압， 수압， 지진하 

중 둥이 있다. 설계에 있어서 고려하는 하중은 외측에서 가해지는 토압이 주이다. 

토압의 양상은 극히 다양하며， 정성적， 정량적으로 확인되지않는 면이 많다. 암석 

의 역할이나 풍화상태， 파쇠정도， 지층 또는 역할의 주행경사， 지하수의 상태둥， 터 

널 단면의 형상， 크기， 흙막이의 크기， 시공방식， 시공상태 둥의 상유에 따라， 토압 

은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지보공이나 복공에 작용하는 토압은 각각의 터널에 

있어서 기술자가 이것을 판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터널의 토압이론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었다. 

갱구 및 토사터널 王

암석터널 f 

복토가 얄은경우(Coulomb토압식. Bierbaumer식) 

복토가 깊은 경 우(Kommerell식 ) 

Terzaghi식 

시공실례에서의 추정 

- 설계권 두께 : 복공설계권 두께는， 터널폭， 지질， 수압， 복공재료， 시공법 둥올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었다. 특히 토압에 대하여는 확실하지 않은 점이 많고， 또 

복공과 지보공이 어떻게 분담하는가 불명확한 점이 많다. 아직 합리적인 복공셜계 

법은 확립되지 않았다. 강아지지보공올 사용한 복공설계권 두께는， 토목학회제정의 

『터널 표준시방서」 의 값으로 하고있다. 

- 재료 : 복공재로는 터널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이고 양질로 내구성이 우수한 

것올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로서는 현재 거의 제자리 붓기의 무근 콘크리트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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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갱구 또는 지질이 나쁜 곳에서는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 하는 것이 통상이 

고， 내구성， 작업성의 증가， 경제성 둥에서 프라이애쉬 둥의 혼협·재를 혼입시칸다. 

골재는 터널공사에 있어서 굴착한 암석올 현장부근에서 파쇠하여 사용되는 경우 

가 종종 있지만， 골재로서의 내구성， 품질둥， 또 제조계획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복공 콘크리트의 시공관리 : 터널의 복공은 토압 등의 하중에 견디고， 균열， 

변형 둥올 일으키지 않도록 내구적인 것이라야 한다. 터널이 사용개시된 경우， 복 

공의 개수는 곤란하고 장차 개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공설계는 충분 

히 고려하여 정하고， 시공에 있어서， 복공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관두께의 관리률 

하여야 한다. 이들의 관리는， 복공콘크리트의 타설전， 타설중， 타설후에 있어서， 필 

요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복공콘크리트의 타설전의 시공관리 : 복공콘크리트의 타설전에 소요권 두 

께가 확보되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아치부 측벽부 각각 1타껄마다 2단면 이 

상의 검사를 하는 것이다. 검사시， 껄계권 두께 내에 부분적인 돌출은 셜계권두께 

의 30%이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나) 복공콘크리트의 품질관리 : 타셜중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위해，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재령 28일올 표준하여 복공콘크리트의 조기강도 

를 확인하기 위해 재령 3일 또는 7일의 압축강도시험올 할 필요가 있다. 시료는 

타설현장에서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슬럼프실험은 타셜중의 콘크리트품질 

올 직접확인할 수 있으므로，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복공콘크리트 타셜후의 시공관리 : 복공콘크리트 타셜전의 검사에 의해， 소 

요 권두께가 확인되어 있더라도， 아치크라운부분이 콘크리트로 확실히 채워지지 

않올때가 있고 그것에 의해 권두께 부족이 생기기 쉽다. 아치크라운 부분이 충분 

히 채워져 있으면， 구석 구석 채워져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특히 아치크라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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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권두께의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치크라운 부분은 터널연장 2아n에 

l개소， 이밖의 아치부분은 100m에 1개소， 즉벽부분은 40m에 1개소률 표준으로 하 

고 있다. 검사방법은 착암기에 의해 구명지름 32mm 이상의 검사구멍올 착공하고， 

권두께 및 복공배면의 공극 둥에 대하여 검사한다. 검사결과， 권두께가 부족한 경 

우는 그 부근올 착공하여 부족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권두께부족에 대해서는 

지산， 복공강도， 권두께 부족량 둥올 고려하여 대책올 강구하여야 한다. 대책방법 

으로서는 복공배면에의 주입 또는 복공의 개축 둥이 있다. 

- 누수처리 : 터널의누수는 콘크리트타설중， 품질저하를 시킬 염려가 있고， 복공 

후에 내구성의 저하， 전기설비의 기능저하， 한냉지에서의 고드롬이나 벙결문제 둥 

의 폐해가 많다. 따라서 터널의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공콘크리트를 수밀한 것으로 하여야한다. 여기서는 적절한 배합 

을 결정하고， 균질의 콘크리트시공이 필요하다. 복공전에 누수를 막기위해 방수공 

올 설치하여야한다. 용수가 전면에 있을 경우 방수시이트(짧은철판， 비닐시이트 

둥)를 설치하고， 측벽하부로 유도하고， 배수구로 집수할 필요가 있다. 또 아치콘크 

리트의 타껄이음， 아치콘크리트와 측벽콘크리트의 타설이음으로 부터의 누수가 대 

단히 많으므로 적당한 지수판올 배입하도록 한다. 누수 방지된 복공배면의 용수는 

정체시키지 않고 복공배면에서 수구로 배출되도록 배수공올 사전에 셜치할 필요 

가 있다. 지중적으로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공올 설치한다. 이들의 배수공은 

콘크리트타설중에 콘크리트 유업에 의해 부스러지지 않도록， 또 복공배면의 토사 

가 물과 같이 유출되지 않도록 다시 뒷채우기 주업에 의해 부스러지지 않도록 쩔 

계상의 배려가 필요하다. 복공완성후 성의있는 시공올 하더라도， 지하수의 변화 둥 

에 의해 누수가 생길때가 었다. 또 복공의 변화에 의해 누수가 있올 때가 있다. 

누수처리공으로서 박리가 없도록， 폐속하지 않을 것 같은 방법과 성의있는 시공이 

요구된다. 

맛
 ω 



다. 콘크리트댐 

- 개요 : 콘크리트댐은 단면치수가 대단히 크다. 이른바 매시브한 구조물이다. 

콘크리트댐가운데 아치댐 및 중공중력댐은 중력댐보다 약간 단면이 앓다고는 하 

나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를 단기간 타셜활 경우에는 시멘트의 수화열에 기인하 

는 온도 균열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콘크리트구조물 

에서는 거의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매스콘크리트에 있어서 특히 증요한 문제이다. 

온도균열의 발생은 콘크리트의 재료와 배합， 블록의 치수， 1리프트의 높이， 타설속 

도， 외기온도둥 여러 가지 조건이 영향을 주는 것이며， 시공계획에 있어서는， 이들 

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 대규모공사를 장기간 계속함으로 인해 

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공사를 원활허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시공 

계획단계에서 소음， 진동， 탁수， 둥의 건설공해를 비롯하여， 사회환경 및 자연환경 

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댐콘크리트에 요구되는 품질 : 콘크리트댐은 강물을 막는 구조물이므로 그 

거대한 수압올 장기간에 걸쳐서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므 

로 『댐콘크리트표준시방서」 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하여 「콘크리트는 내구성 

및 수밀성이 크고， 소요의 강도 및 단위중량올 갖고， 품질의 오차가 적은 것이라야 

한다」 고 정하고， 또 동 해설에 있어서 r균열발생의 염려가 적은 것이라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들의 성질 가운데 강도 및 단위중량은 셜계 

상의 값올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댐의 외부콘크리트는 기상작용에 직접 노출되므 

로 특히 내구성이 강한 것이 요구된다. 또 외부콘크리트가운데에서도 상류면의 수 

면하에 있는 콘크리트는 특히 강한 수밀성이 훨요된다. 댐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외부콘크리트의 물과 시벤트비에 관하여 내구성올 기준으로하여 정하는 경우 기 

상작용이 심한 곳에서는 65%이하로 하고， 수밀성에 준해서 정하는 경우 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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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값은 기상조건 빛 이미 세워진 댐의 경험 

둥에서 정해진 것이다. 동시에 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이 적절한 것일 것과 반죽 

에서 양생에 이르기까지의 시공이 성의 있게 행해질 것올 전제로 한 것이다. 품질 

의 오차가 적을 것은 모든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댐콘크리트의 경 

우에는 대량의 재료를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경우 재료의 품질자체가 변동되기 

쉽고， 골재의 최대회수가 크고 단위시멘트량이 적으므로 시공중에 분리가 일어나 

기 쉽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특히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에 온도균열이 생기면 댐의 수밀성 및 내구성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것 

은 말할 나위도 없다. 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에 대해 말한다면 발열이 적은 시 

멘트를 사용하면 단위시멘트량을 줄인다. 시멘트의 일부를 포졸란으로 대치하는 

것도 균열의 발생을 막는 유효한 방법이다. 이밖에， 외기온도， 블록의 크기， 타설속 

도， 인공냉각방법둥도 온도균열의 발생에 관계하므로， 온도균열올 막기 위해서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온도규정계획올 세울 필요가 었다. 

- 기본제원의 셜정 : 콘크리트의 타셜계획의 기본이 되는 제원으로 댐의 블록나 

눔 1리모트높이 및 타설속도의 3가지가 었다. 이들의 제원은 콘크리트의 용도상숭 

에 밀접한 관계룰 지니는 것으로 그 설정에 있어서는 온도 규정계획의 검토가 필 

요하다. 그밖에도 탱의 구조 기초지반의 상황 시공설비능력， 사업계획에서 요구되 

는 공사의 속도 둥올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었다. 또， 이들의 제원은 거푸집 

비， 수평타셜이음의 처리비， 이옴그라우트공사비 둥에 커다란 영항올 미치는 것이 

다. 

(가) 블록나눔 : 댐에는 콘크리트의 수축에 의한 굵열올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로이옴올 설치하지만， 높은 중력댐에는 다시 세로이음올 설치할 경우도 있고， 댐 

은 이들의 이음에 의해 블록으로 나눠 시공된다. 가로이음의 간격은 온도규정방법， 

게이트의 폭， 타설셜비의 능력 둥올 고려하여 정리하지만 통상 15-20m정도로 하 

긴
 



는 예가 많다. 이것은 거푸집비용 및 이음그라우트의 공사비에 영향올 준다. 세로 

이음의 위치 및 경사는， 댐설계상의 사항， 온도규정 계획， 시공셜비의 능력 동을 

고려해서 정한다. 

(나) 1리프트의 높이 : 1리프트의 높이는， 온도규정계획， 거푸집 구조 및 공비， 

수평이음의 처리회수 등에 관계를 갖는 것이다. 통상， 1.5m로 하는 예가 많으나， 

대규모의 범에서는 2.0m로 하고 있는 예도 있고 미국에서는 2.4m(8피트)로 할 경 

우도 었다. 또 암반 또는 장기간 멈추어있던 콘크리트상에 타설할 경우에는， 구속 

의 비율이 큰 것올 고려하여， 급격한 온도물매가 생기지 않도록 반리프트로 2-4 

회 타설하는 것이 통례이다. 

(다) 타셜속도 : 블록의 타설속도가 너무 빠르면 블록윗면에서의 열발생이 적어 

지고， 콘크리트의 온도상숭이 많아져서 균열이 생길 염려가 많아진다. 따라서， 연 

속된 리프트타설간격은 1.5-2.Om리프트의 경우 5일이상 O.75- 1.0m리프트의 경우 

3일 이상으로 하고， 평균타설속도의 제한올 정할 필요가 있다. 

- 콘크리트재료와 배합의 선정 : 댐콘크리트로서는 내구성 및 수밀성이 크고， 

소요의 강도 및 단위중량올 갖고， 품질의 착오가 적고， 또는 균열발생의 염려가 적 

은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재료가 적당한 것 

일 것， 적절한 배합올 선정할 것， 비빔에서 양생에 이르기까지의 작업이 성의있게 

행해질 것 그밖의 온도규정이 적절하게 실시되는동 시공전반에 걸친 주의가 필요 

하지만 본항에서는 이들가운데， 재료와 배합선정에 대해 기술한다. 댐콘크리트표준 

시방서는 「재료는 사용하기전에 시험올 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또 배합올 선정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험올 실시활 것올 정하고 있다. 댐은 높은 안전성이 요 

구되는 극히 중요한 구조물이므로， 사용에 앞서 재료 및 배합의 적부를 확인해둘 

펼요가 있다. 콘크리트댐은 대량의 재료를 필요로하므로， 소요의 품질올 갖는 재료 

를 타설공정에 따라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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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골재의 채취지를 선정할 경우 및 프라이애쉬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질 면뿐아 

니라， 공급량에 대하여도 충분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가) 골재 : 탱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논， 하천에 퇴적한 자갈을 체가름하여 

사용하는 천연골재와， 원석산에서 채취한 원석올 파쇄해서 사용하는 인공골재의 2 

종류로 대별된다. 천연골재는 조사가 용이하고 골재플랜트가 체가름을 주체한 것 

으로 끝나므로 설비비， 운전비 모두 비교적 싸며 자연의 마모， 분급 등의 작용에 

의해 일반적으로 재질이나 입형이 좋은 이점이 있는 반면， 퇴적부분에 따라 재질 

이나 업도가 균일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입도조정올 펼요로 할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채취지 부근에 민가가 있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가 생기기 쉬 

운 둥의 문제가 있다. 콘크리트체적이 큰 댐에서는， 댐사이트의 근처에 충분한 퇴 

적량을 갖는 채취지를 얻올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공골재를 사용하고 있는 

예가 많다. 댐사이트의 근처에 적당한 원석산이 얻어질 경우에는， 합리적인 원석채 

취 • 운반계획 및 골재플랜트계획을 세우므로써，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확실하게 

골재를 제조할 수 었다. 그러나 암석의 종류 또는 파쇄기의 종류에 따라서는， 짧은 

골재나 가느다란 골재가 만들어질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골재의 최대치 

수를 크게하면 일반적으로 단위수량 및 단위시벤트량이 줄고， 온도상승도 적어진 

다. 그러나 최대치수가 너무 크면 기기의 마모가 커지고， 다짐작업이 곤란해지며， 

큰치수의 조골재가 분리되기 쉬운 동의 문제가 생기므로， 실제상 한계가 있다. 우 

리나라의 큰 램에서는， 여러랩의 골재최대치수를 180rnm로 하고 짧은 아치댐에서 

는 100mm, 비교적 낮은 중공중력램에서는 8아nm를 채용한 예도 있지만， 대부분의 

탱은 최대치수를 150mm로 하고 있다. 조골재는 운반， 저장 둥의 사이에 분리가 

새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상， 조골재는 최대치수 150mm의 경우 15 

0-8αnm， 8O -40mm, 40-2Omm, 20-5mm의 4종류와， 최대치수 80mm의 경우 

80-40mm, 40-2Omm, 20-5mm의 3종류로 분급하고， 세골재는 5mm이하의 1종 

으로 하여 저장 · 개량올 실시하는 예가 많다. 세골재는 운반저장 둥에 분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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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적고， 오히려 저장병에 있어서의 블리딩효과에 의해， 입도는 평균화할 경향 

이 있다. 그러나， 세골재의 입도는 콘크리트의 작업성 및 공기량에 큰영향올 미치 

므로， 제조에 있어서 입도의 변동올 줄이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세골재의 물끊기가 

불충분하면 표면수량의 변동이 크고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이 곤란해진다. 표면수량의 보정에 1%의 오차가 있으면 통상의 탱콘크리트의 

경우 단위수량이 5kg/m3정도 달라지고， 이것은， 물시멘트비의 값으로는 2-3%, 슬 

럼프로는 3cm정도의 변화에 해당한다. 세골재의 표면수량의 보정을 실용상 충분 

한 정도로 쉽게 하기 위해서는 세골재의 성질이나 정장상태에따라 다르지만 보통， 

표면수량의 6%정도이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시벤트성재료 : 댐콘크리트용의 시멘트는， 수화열이 낮은 것과 장기재령에 

걸쳐 강도가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편 그다지 조기강도가 크지않는 것은 

한냉시의 시공 및 거푸집해체시에 불편이 생긴다. 이와 같은 것에서， 통상， 중용열 

포틀란드시멘트， 프라이애쉬시멘트 또는 고로시벤트가 사용되고 있다. 중용열시벤 

트 및 플라이매쉬시멘트는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규모적인 

댐에서는， 중용열시멘트 또는 여기에 프라이애쉬룰 현장에서 혼합해 사용하는 예 

가 많고， 비교적 소규모의 댐에서는， 보통포오틀랜드시멘트에 프라이애쉬를 현장에 

서 섞든지， 플라이애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가 많다. 양질의 플라이애쉬는 우수한 

포졸란이며， 20-30%정도의 대치류로 사용하면 단위수량의 감소， 블리딩의 감소， 

장기강도의 증진， 수밀성증가， 수화열의 감소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 품질의 

양부 및 균일성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한 다음 사용할 필요가 었다. 몇가지의 댐에 

서는， 사전에 프라이애쉬페스트를 만든 다옴 믹사기에 투입하는 방법올 채용하고， 

균일성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시멘트 및 플라이애쉬의 저장， 운반에 있어 

서는 장기간 저장하던지 습기를 받던지 하여 풍화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다) 혼화제 : 댐콘크리트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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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AE제와 감수제를 병용하는 예도 많다. 양질의 AE제 또는 감수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작업성의 개선， 단위수량의 감소 동결융해에대한 내구성 및 수밀성의 

향상， 동 많은 이익이 얻어진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AE제 및 감수제의 종류는 대 

단히 많고， 그 성능도 여러 가지가 있다. 또， AE제 및 감수제의 효과는 콘크리트 

의 재료， 배합， 시공방법 둥에 의해 달라진다. 따라서， AE제 및 감수제의 선택에 

있어 토목학회의 규격에 적합한가를 조사하는 동시에 사용실적이 적은 것은 물론， 

실적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시험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펼요가 있다. 

(라) 배합 : 댐콘크리트배합은 소정의 강도， 단위중량， 내구성， 수밀성올 갖고， 

경화시에 온도상숭이 적고 또한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올 줄이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위시벤트량올 많이 하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강도， 단 

위중량， 내구성 및 수밀성이 커진다. 그러나 이것올 펼요 이상으로 크게 하는 것 

은 단순히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올 늘이고， 균열발생의 경향 

이 농후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중력램이나 두꺼운 아치댐에서는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외부콘크리트 및 국부적 집중웅력이 생기는 기초암반부근의 

내부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가 적고， 단위시멘트량올 부배합으로 하고， 내부콘크리 

트는 소요의 강도를 갖는 범위에서 단위시멘트량을 빈배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 소요의 품질을 갖는 균둥질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 

해 콘크리트재료， 기계설비， 작업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과 그 실시회수는， 통상，<표.8>에 표시한 그대로이다. 품질관리 시험올 실시할 

경우에는 대표적인 자료중에서 채취도록 특히 주의해야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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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품진관리의 시험항목과 실시회수 

그￡\ 시험항목 실시회수 

시멘트* 균일성 1회/500-1000t 

혼화재* 균일성 1회/300-500t 

혼화제* 균일성 1회/5-2Ot 

비중， 흡수 1회/주 -2-3회/월 

세골재 업도 1회/시간-2회/일 
재료 

표면수 1회/일 -4회/일 

비중， 흡수 2회/월 -1회/주 

조골재 업도 2회/월 -1회/일 

표면수 1회/일 -1회/2시간 

계량장치 계량기시험 1회/월 

슬럼프 1회/200mJ -500m:5 

콘크리트 공기량 1 회/200mj -500m.j 

압축강도 1회/리프트-1회/블록 

* 공장 내에서의 품질관리시험회수를 표시한다. 

콘크리트의 변동에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일반적으로 세골재의 표면수 및 업도 

이므로， 이들의 관리는 특히 엄중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의 압축강도시험은 통상재령 28일 또는 14일로 실시한다. 관리도는 일반적 

으로 X-R관리도가 사용된다. 콘크리트가 소요의 품질올 갖고 있는가의 판정은， 

일반적으로 재령91일에 있어서의 콘크리트의 맙축강도로 실시된다. 콘크리트의 품 

질검사는 댐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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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사일로 

- 개요 : 사일로는， 분상， 입상， 또는 괴상의 것올 피장하여， 내부에서의 자유유 

동을 이용하고 하부로부터 소요량을 산출하기 위한 용기이다. 따라서 내용물의 성 

질， 취급량 및 그 방법에 따라서 반업， 반출의 기계설비도 포항해 전체계획이 여기 

에 따라서 용기의 형상 시방올 크게 다르게 한다. 사일로의 전통이 오래된 구미에 

서는， 여러 가지의 원료에 대하여 여러규모， 형상의 사일로가 많이 사용되고， 기술 

의 축적도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곡물이나 곡물 분용의 사일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밖의 목적의 것은 시멘트 및 그 원료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이며 이밖 

의 것은 대단히 드물다. 식량 공업원료 모두 수업의존도가 높고， 비축의 필요성이 

크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사일로는 중요한 시설이 될 것이다. 

- 사일로의 형식 

(가) 곡물용 준사일로 

(나) 광석용 사일로 

2. 콘크리트구조재 건전성 평가 관련시험 

가. 역학시험 

- 압축강도시험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측정방법이 간단하며， 인장， 휩， 전단， 

부착， 퉁의 각종 강도나 탄성계수 동의 변형 특성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역학성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압축강도는 특히 중시된다. 압축강도시험 

은 사용재료와 콘크리트의 품질올 확인하기위해 실시하는 한편， 거푸집 해체시기 

결정 둥 시공관리도 실시된다. 

(가) 공시체를 만드는 방법 : JIS A 1132 

(나) 시험방법 : JIS A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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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휩강도시험 

(가) 공시체를 만드는 방법 : JIS A 1132 

(나) 시험방법 : ]IS A 1106 

- 인장강도시험 :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압축강도의 약 1/10정도로 비교적 작 

은 것이며， 또 순수한 인장시험은 공시체의 작성， 재하방법이 개재되므로 JIS A 

1113에서 얻어진 시험치를 인장강도로 한다. 

- 전단시험 : 전단시험의 방법은 아직 규준화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순수한 전 

단력을 재하하는 적당한 시험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부착강도시험 :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강도 시험방법도 각종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 규준화 되어있지 않다. 시혐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인발시험， 눌러빼 

기시험， 양쪽빼기시험， 보를 사용하는 시험 퉁이 있다. 

나. 내구성 

-개요 : 콘크리트의 내구성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동결융해에 대한 내구성， 화학 

저항성 및 중성화 둥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시험은 모두 기간이 오래걸리므로 촉 

진시험방법이 여러 가지 포함되고 있으나 실제의 구조물이 받는 손상은 복잡하므 

로 이 시험에 의해 콘크리트의 내구성올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 

재료， 배합， 양생조건 둥 콘크리트 품질의 상위가 콘크리트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 

을 알수가 있으며， 자연의 기상조건에 대한 콘크리트의 내구성올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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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융결시험 : 우리나라 규격은 아직 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보통 ASTM C 

666의 방법에따라 시험을 하고 있다. 이 방법은 흔화재료 및 골재사용， 콘크리트배 

합의 상위에 의한 동결융해 저항성을 비교하는 경우에 쓰인다. 

- 감량시험 : 포장콘크리트 공장바닥판 혹은 해안 · 사방구조물에서는 심한 감량 

을 받게된다. 이러한 시험방법은 가급적 실제에 가까운 방법이 좋으나， 일반적으로 

는 대규모적인 것이 되기 쉽다. 극히 일반적인 것으로는 ASTM C 418 에 표시하 

는 방법이있다. 이것은 천연실리카 모래를 써서 공시체변에 일정한 량올 분사해서 

단위면적마다의 감량을 구하는것이며 콘크리트 표면의 감량에 대한 상대적인 저 

항성을 알기위해 실시한다. 

- 화학저항성 시험 : 콘크리트는 산소에 대한 저항성은 비교적작다. ASTM C 

267 은 예상되는 사용조건하에서의 시벤트 몰탈의 화학적 저항성을 알기위한 시 

험방법이다. 

- 중성화시험 : 이 시험은 콘크리트가 공기 속의 탄산가스에 의해 점차로 중성 

화하는 것올 조사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공시체를 절단해서 단면상에 페놀후 

타레인 1%알콜용액올 바르고 적색으로 변하지않는 부분의 면적올 측정한다. 공시 

체는 촉진시험에서는 밀봉실에서 고농도의 탄산가스속에 놓는다. 공시체속에 묻힌 

철근의 녹발생 상황올 살피는 경우도 었다. 

다. 열적성질 

- 열전도율 시헝 : 시험방법으로는 ]IS A 1412, ]IS A 1413의 보온재를 위한 

방법이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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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확산율시험 : 콘크리트 원주공시체를 일정한 온도를 해도 가열하여 수중에 

서 냉각한다. 시간경과에 따라 공시체중심의 온도를 측정하고， 시험개시시의 공시 

체온도와 냉각수온과의 온도차 e ， 냉각도중의 t시간후에 대한 온도차 e ， 공시체의 

직경D에서 다음식에 의해 구한다. 

a=판F- 1 ( 붉) 

- 비열시험 : 비열의 측정은 조성물의 비열에서 계산에 의해 구하던가， 가열하 

여 일정한 온도로 시료를 수중냉각하여 상숭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미 

국에서는 공시체를 비교적 간단한 단연 칼로리미터 중심에 놓고， 공시체의 온도상 

숭에 필요한 열량올 구하는 방법을 쓴다. 

- 열팽창계수 시험 : 온도변화에 수반하는 체적변화의 비율올 알기 위한 시험 

이다. 측정은 일반적으로 선팽창계수를 측정한다. 길이변화는 다이얼게이지， 차동 

트랜스 둥을 쓰는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칼슨 처짐계를 묻어서 측정한다. 

- 단열온도상승 시험 : 시멘트의 수화에 의한 콘크리트의 온도상숭량올 알기위 

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이며， 공시체를 단열상태에서 양생하며 그 사이에 상숭 

되는 콘크리트 온도를 측정한다. 

라. 물리적성질 

- 투수시험 : 투수시험에는 각종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규준화는 되어있지 않 

다. 다음은 대표적인 투수시험 방법들이다. 

(가) 원주형 공시 체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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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공원통형 공시 체 사용법 

(다) 침투깊이 혹은 침투량 조사법 

- 건조수축 : ]IS A 1129 에서는 컴퍼레이터방법， 다이얼게이지방법， 콘탁트게 

이지방법의 3종류방법에 의한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시험방법이 규정되어있다. 이 

러한 방법을 써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화되는 콘크리트의 길이를 측정하면 건 

조수축을 살펼 수 있다. 

마. 배합(조합)추정시험 

- 경화된 콘크리트의 배합을 확인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점 

검， 파손원인의 조사시에 있어서 혼히 있으나， 한번 경화된 콘크리트의 배합올 조 

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정도도 좋지않다. 이것은 시간경과와 함께 콘크리트 

속의 수분량이나 화학적 조성이 변화해가기 때문이다. 배합의 추정방법에 관한 규 

정은 없으나， 시벤트협회 콘크리트 전문위원회에서 제안되고있는 시험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시료를 조골재 치수의 3배 이상의 콘크리트로 한다. 채취한 시료는 24 

시간 침수해서 표건의 단위용적중량을 측정하고 그 후 경화콘크리트 시료를 105 

μ 체를 통과할때까지 잘게 분쇄해서 분석시료를 만든다음에 그속에서 약 19올 뽑 

아 이것을 붉은 염산속에서 용해하고 불용해 잔분에서 단위 골재량올 구하고， 이 

어 용액속의 산화칼슐(CaO)올 써서 정량하고 단위 시멘트량올 추정하는 것이다. 

바. 강도시험 

- 보링코어 절취한 보에 의한 강도시험 : 구조체에서 코어를 채취 하던가， 혹은 

가느다란 보모양의 콘크리트를 절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 

다. 시험방법은 ]IS A 1107에 규정되어 있다. 

까
 
이
 



- 비파괴시험 

(가)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 

(나) 공명 진동방법 : JIS A 1127 

(다) 초음파방법 

사. 균열조사 

- 궐열의 조사를 하는 목적은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는 것이 보통이 

다. 따라서， 그 조사는 균열의 상황 파악 뿐 아니라 원인의 해명， 보수의 필요성의 

검토를 하는데 펼요하도록 하는것이 좋다. 

- 균열조사항목 

(가) 균열분포도의 작성 

(나) 균열의 진행， 균열폭의 변화측정 

(다) 균열의 발생시기 

아. 재하시험 

- 건축물의 재하시험 : JISS 5에는 A법과 B법 2가지의 시험방법이 정해져 있 

다. 

- 토목구조물의 재하시험 : 토목구조물의 정적재하시험은 교량에 그 사례가 많 

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하중으로서 중량올 조정한 차량이 혼히 사용된다. 측정사 

항은 처짐량， 철근용력도， 균열폭의 변화 퉁이다. 

자. 동적시험 

- 구조물에 가해지는 동적하중의 대표적인 것은 지진하중이지만， 구조물에 따라 

서는 그밖에 충격하중， 풍하중， 파도하중 둥도 동적하중의 대상이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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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조물에 대해서 동적시험올 하는 목적은 이러한 구조물의 응답특성(고유주기， 

감쇠율， 응답배율 등)을 살피기위한 경우가 많다. 동적하중의 재하방법은 기진기를 

쓰는방법， 구조물을 와이어 둥으로 잡아당겨 변형시켜놓은 다음에 이것을 갑자기 

절단하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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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내 지하수와 되메움재의 특성 

제 1 절 국내 지하수 특성 

처분장에 사용된 시벤트콘크리트 구조물은 처분장 주변의 지하수와 접촉하게 

된다. 시멘트의 건전성은 지하수와의 접촉에서 시멘트 성분의 침출이 얼마만큼 더 

디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지하수 성분이 시멘트에 얼마나 느리게 침투하는가하는 

화학적작용의 속도에 달려있다. 물론 지하수는 시멘트 이외에도 폐기물， 또는 뒷채 

움재와의 반웅에 의해서 성분이 변화하게 되지만 우선 시벤트 건전성 평가를 위 

해 지하수 자체의 성분을 알아야 한다. 본절에서는 국내의 지하수 특성을 살펴보 

고 시벤트-지하수 사이의 반응 그리고 지하수의 이온 농도 측정에 대해서 조사하 

였다. 

원자력환경관리센터(NEMAC)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지하수의 특성과 조성올 조 

사하여왔다. 시추를 통한 시료 채취이외에 지하수로 얻기 쉬운 광산지역， 온천지역 

도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 암종은 편마암， 화강암， 화산암둥이다. 현재까지 조사한 

지역은 영천， 청양， 양구， 제주， 유성퉁이다. 다음의 표는 시추공과 터널올 풍해 채 

집한 물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보다시피 지하수 성분의 

비율은 암종이 동일한 경우에도 매우 다양한 양상올 보이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대표적인 지하수 조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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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지하수 성분조사 결과 

Sample Water 
Sample 

Temp. Eh 
Depth Data EC TDS TH pH Na+ K’ MI!~+ 

No. Type 
(m) 

(C) (mV) 
g 

GW-18 시추공 200 Mar-96 ffJ7 93 16.6 7.6 0.06 12.2 4.2 

Y-5 시추공 254 May-93 579 22 7.4 19 72.7 1.11 3.97 

GY-1 시추공 250 Oct-95 226 54.9 15 7.79 9.4 0.59 0.98 

T-5 터널 Jun-93 10.5 8.2 -18 5.1 0.8 0.5 

YC-17 터널 Sep-95 157 119 17.6 8.2 -20 12.1 0.27 0.16 

G-13 시추공 185 Nov-94 207 ]5.5 9.2 -123 42 1.5 1.5 

Sample 
않ι+ Fe Si'α Cl S04 

No. 
Hm- NÛJ- Rμ αhι Al F 비고 

초정리 
GW-18 312 4.33 <1.00 135.8 1.'π 

쥬라기 화강암 

Y-5 53.2 46.3 fß.7 162.9 20.1 10.1 11.3 
%-셔 。

쥬라기 화강암 

GY-1 22 O.α32 9.6 2.4 6.4 ffi 0.4 0.015 
속리산 

0.5 
쥬라기 화강암 

T-5 17 0.01 5.4 1.3 7.1 51.2 7.1 
양구 

쥬라기 화강암 

YC-17 15.7 20.9 2.9 23.2 
영천 

42.3 0.00 
백악기 화강암 

청양 

G-13 4.6 5.7 3.8 6.2 118.6 0.1 0.5 선캠브리안 

펀마암 

EC : Elwctric Conductivity, TDS : Tota1 Dissolved Solids, TH : Tota1 Hardness 

- 41 -



<표.9>에서 특기할 사항은 시멘트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언 염 

소이온， 황산기， 탄산기의 농도가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 2 절 되메움재 특성 

벤토나이트 원석(연일-33호)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였다. 

1. 화학적 조성 

- 벤토나이트는 판상 구조사이에 존재하는 교환성 양이온의 형태에 따라 Ca-형 

태와 Na-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경북 연일 지방에서 생산되는 벤토나이트 원 

석(연일-33호)는 Ca-형태로서 국내의 다른지방에서 생상되는 벤토나이트에 비해 

뒷채움재가 가져야 할 여러 특성들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다음의 〈표. 

10>는 벤토나이트 원석(연일-33호)의 화학성분올 나타낸 것으로 화학성분분석은 

Si02~KSL 딩05-91의 화학성분으로 I.C.P에 의해 분석한 것이다. 

표.10 벤토나이트 원석(연일-33호)의 화학성분 

Oxide Analysis 단위 벤토나이트원석(연일-33호) 

SiOz % 64.5 

AlzÜ:3 % 14.6 

Fe'203 % 5.67 

CaO % 2.35 

MgO % 2.57 
뉴--

KzO % 0.76 

Na20 % 1.7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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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 

- Soil Laboratory Method에 의한 pH 측정방법은 시료 30g, 증류수 70r뼈를 준비 

하고 시료와 증류수를 섞어 수분동안 혼들어 준후 12시간 경과한 후에 측정하는 

방법으로 벤토나이트 원석(연일-33호)의 pH는 9.04-9.14의 값올 갖는다. 

3. 입자크기 및 형태 

- Coulter Counter에 의한 벤토나이트 원석(연일-33호) 업자의 크기는 평균 

22.84μm이며 SEM 촬영에 의한 벤토나이트 원석(연일-33호)의 형태는 <그림. 1> 

과 같이 표면이 매우거친 형상을 하고있으며 이는 목편상의 결정구조로 되어 있 

어서 표면적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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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벤토나이트 원석(연일-33호)의 입자 형태 

4. 투수능 

- 뒷채웅재 재료로서 갖추어야할 여러 가지 조건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는 투수능은 단위시간당 이동하는 거리의 단위로서 표현올 하며 벤토나이트 원석 

(연일 -33호)의 경우에는 10-U-I0-12cmls로서 매우 낮은 투수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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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화학적 작용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구조재의 내구성 감소 

제 1 절 시멘트 내구성 감소 원인 

시멘트 물질들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물질들이다. 시멘트가 불과 섞이게 되면 

매우 고운 업자형의 수화물을 형성하게 되며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해 

혹은 재결정과정을 겪게된다. 시벤트의 종류에는 포틀란드 시멘트 등 여러 가지 

가 있으며 사용되는 골재 및 혼화재의 종류와 조성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과정이 다소 차이가 난다. 시멘트 구조재의 수명단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 

는 것 중의 하나가 시벤트 구조재의 균열 (crack)이다. 시멘트 구조재의 균열은 

구조재의 강도를 급격히 감소시키며 특히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구조재의 경우 

일반 구조재에서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균열이 생기는 

여러 원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중 예방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하여는 예방책올 

제시하고 균열형상의 진행에 대한 정량적인 실험자료률 구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균열이 생기는 여러 원인들 중 영향이 큰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결정화나 a1ka1i-aggregate와 같은 내부 변화 

2. 지하수둥의 외부 환경과의 화학적 반웅 

3. 시멘트 내 cavity 생성에 의한 crack 

4. 온도 및 습도 변화에 의 한 crack 

5. 과부하에 의 한 crack 및 극한 조건에 의 한 crack 

6. 동결/융해 등의 물리적 변화 

7. 보강재의 부식 

X 
% 



8. 미생물의 작용 

9. 방사능에 의한 영향 

위의 여러 요인 중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결정화나 alkali -aggregate와 같은 내부 변화 

시멘트 구조물은 시벤트와 골재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부에 미세기 

공 (micropore)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 미세기공으로 지하수 둥이 스며들게 되며 

스며든 지하수의 성분 이온 중 Sof, C@2 , C[, OH , Na’, Mg2+ 등과 시벤트의 

구성 성분 이온인 Ca2
+ 와 반웅하여 결정화가 이루어진다. 이 때에 결정의 크기 

가 미세기공의 크기보다 커지제 되면 시멘트 구조물 내부애 고압이 걸리게 되며 

이러한 고압은 결국 시벤트 구조물의 균열을 초래하게 된다. 각 생성 결정 별로 

야기되는 미세기공 내의 압력은 그 결정의 크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참고로 

각 생성되는 기공내 결정화 압력은 아래 표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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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각 결 정 별 기 공 내 결 정 화 압력 

압력 (atm) 
밀도 부피 

생성염 
(g/cm3) (cm3/moI) 

C/Cs = 2 
O.C 50

0

C 

CaS04 2.96 46 335 398 

MgCIz .6H20 1.57 129 119 142 

MgS04 . 12H20 1.45 232 67 80 

MgS04.7H20 1.68 147 105 125 

CaS04.2HzO 2.32 55 282 334 

NaCl 2.17 28 554 654 

NazC03 . 7H20 1.51 154 100 119 

MgS04.6HzO 1.75 130 118 141 

MgS04. H20 2.45 57 272 324 

Na2S04 . lOH20 1.46 220 72 83 

NazC03.10HzO 1.44 199 78 92 

2MgClz . CaCIz • 12H20 1.66 310 50 59 

Na2S04 2.68 53 292 345 

Na2CÜ3. HzO 2.25 55 280 333 

- 47 -



2. 지하수등의 외부 환경과의 화학적 반응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로 시벤트 구조재릎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 중 

특히 구조재 주변의 환경에 의한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작용한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은 폐쇄 전에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의 반웅에 의하여， 폐쇄 후에는 

주로 지하수와 접촉하게 되면서 주로 지하수 성분과의 화학작용에 의하여 내구성 

이 감소하게 된다. 예상되는 화학작용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이산화탄소의 공격 ( carbonation) 

나. 황산 (sulfate) 이온에 의한 공격 

다. 염소 (chloride) 이온에 의한 공격 

라. Alkali-silica 반응 

가. 이산화탄소의 공격에 의한 내구성 감소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올 폐쇄하기 전에 구조재는 터널 내부의 공기 중에 노 

출이 되는데 터널 내부의 공기는 작업자 및 각종 엔진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며 이산화탄소는 시벤트 내부의 기공 속으로 녹아 들어가 

며 carbonation 반응올 일으키게 되며 이는 시멘트의 수산화칼슐 (Ca(OH )z) 성분 

을 소모하게 된다. 반응 메카니즘은 아래와 같다. 

Ca(OHh + C02 + H20 • CaC03 + 2H20 

C02 + 20H • col- + H20 

Ca2
+ + col• • CaC03 

Ca(OHh • Ca2’ + 20H 

은
 

호
 「

수산화칼숨이 모두 소모되면 시멘트의 또 다른 주성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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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um-silicate-hydrate와도 반웅하게 된다. Carbonation 속도는 주로 시멘트의 

다공도와 상대 습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 와같은 carbonation 반응은 시 멘트 자체 의 강도에 는 크게 영 향을 미 치 지 않으 

나 철근과 같은 보강재의 부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Carbonation 반웅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이외에도 지하수 중의 carbonate 및 bicarbonate 이온에 의 

하여도 공격을 받게 되므로 지하수 중에 이와 같은 이온들이 존재할 경우 조심 

하여야 한다. 

나. 황산이온의 공격에 의한 내구성 감소 

지하수 성분과 시멘트와의 반옹 중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황산 이온과 

칼슐 이온과의 반웅이다. 황산 이온이 시멘트의 주성분인 hydrated calcium 

aluminate와 반웅하여 sulphoaluminate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반웅 메카니즘은 아 

래와 같다. 

3CaOA1z0 :ßH20 + CaS04 +6H20 --> 3CaOA1zÛ3(CaS04h2H20 

3CaOAlzQ3(CaS04hzH20 + 2CaS04 + 20HzQ--> 3CaOAlzQ잃(CaS04hzHzO 

이 반웅은 상당한 부피팽창올 가져 오게 되며 결국은 시멘트 구조재의 붕괴까 

지 초래하게 된다. 표 12에 시벤트와 황산이온 반웅에 따른 부피 변화율올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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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V olume increases in reactions between cement and sulphate 

Volume increase 
Initial compound Final compound 

(cm3 . mole l sulphate) 

CH CS H2 41 

CH Mg(OH )z+CS H2 65.5 

C4AH19 AFt 93 

C3Afu AFt 155 

AFm AFt 165 

마그네숨 이온 역시 시멘트 중의 칼슐올 포함하는 성분을 공격하여 Mg(OH )z 

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Ca(OH}z 보다 용해도가 상당히 낮다. 이 반용에 의하여 

칼숨 성분이 제거되면서 시멘트 구조재의 강도가 감소하게 된다. 

황산 이온의 공격에 의하여 시멘트 구조재가 영향올 받는 침투 깊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Xs (cm) = 0.55 CA(%) ( [Mg] + [S04]) t 

윗 식 에서 Xs는 침 투 깊 이 , CA는 3CaOAlzÜ3의 조성， [Mg] 와 [S04]는 두 이 온 

의 농도， t는 년으로 표시된 시간이다. 

한편 침투속도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H (mrrjyear) = 5.5 CA(%) Co(M) 

R은 mm/year로 표시되는 침투속도 CA는 3CaOAbO:l의 조성， Co(M)는 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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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과 마그네숨 기온의 mole 농도의 합이다. 

다. 염소이온의 공격에 의한 내구성 감소 

일반적으로 시벤트 자체 내에는 염소 이온의 함량이 매우 낮다. 특히 철근과 

같은 보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부식이 우려되므로 염소 이온의 농도가 낮은 시벤 

트를 사용한다. 그러나 지하수 중의 염소 이온의 농도가 높거나 사용한 골재의 

염분도가 높을 경우 염소 이온에 의한 철근 둥 보강재의 부식이 심각하게 우려된 

다. 일반적으로 지하수가 시멘트 기공 내부로 침투하여 들어가면 40 % 정도의 

염소 이온이 기공 내의 지하수에 남게 되고 60% 정도는 시멘트에 달라 붙게 된 

다. 염소 이온이 시멘트에 달라 붙게 되는 정도는 지하수 중의 염소， 황산， 수산 

이온의 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또한 시멘트 중의 수산화 칼숨이 지하 

수에 녹거나， 이산화탄소에 의한 carbonation이 일어나면 염소 이온이 녹아 나오게 

된다. 

라. Alkali - silica 반응 

포틀란드 시멘트 중의 silicate는 불안정하여 물리，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alkali-siIica gel올 형 성 하게 되 는 데 , 이 alkali-silica gel은 물올 홉수하는 성 질 이 

있어서 시 멘트 구조재 내부의 부피 팽창으로 인한 crack 형성올 야기한다. 

Alkali - silicate 반웅은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야기되는데， hydroxyl 이온과 

alkali 이온이 구조재의 표면이나 내부의 반웅 site로 유입이 되면서 반웅이 시작 

된다. 특히 구조재의 내부로 유입이되는 경우 확산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며， 삼투 

압도 많은 영향올 미치게 된다. 반응의 단계는 아래와 같다. 

1) 산성의 silanol group의 중성화 

디
 따 



2) hydroxyl 이온에 의한 siloxane 결합의 공격 

3) Alkali-silicate gel의 형 성 

반웅 mechanism을 도식 화 하여 보면 아래 그림 괴 같다. 

OH- OH-

OH- OH-

OH

。H-

OH

OH-OH

OH-

OH~ 

-Si - 0 - Si - 0 - Si - 0 - Si -

O O O O 

-Si - 0 - Si - 0 - Si - 0 - Si -

그 림 . 2 Original Cement 

Na+ Ca2+ K+ 

0- 0- 0- 0-

-Si - 0 - Si - 0 - Si - 0 - Si -

O O O O 

-Si - 0 - Si - 0 - Si - 0 - Si 

그림. 3 Alkali 이온의 silanol group 으로의 이동 

이
 ι 



K+ Na+ 

OH- OH-

Na+ 

0-

OH-

Ca2+ 

0-

K+ 

0-

-Si - 0 - Si - 0 - Si - 0 - Si -

O O O O 

-Si - 0 - Si - 0 - Si - 0 - Si 

그림. 4 Calcium 이온과 alkali 이온의 교환 

Na+ 

0-

Ca2+ 

0-0- 0-

-Si -O-Na+ K+O-- Si - 0 - Si -O-Na+ K+O-- Si -

O O O O 

-Si -O-Na+ K+O-- Si - 0 - Si -O-Na+ 0-- Si -

그림. 5 Silanol group 표변에서 alkali 이온과 calcium 이온의 교환 

야
 ω 

K+ 



Na+ Ca2+ K+ 

0- 0- 0- 0-

-Si -0- K+O-- Si - 0 - Si -O-Na+ 0-- Si -

O Ca2+ O O Ca2+ 0 

-Si -0- K +0-- Si - 0 - Si -O-Na+ 0-- Si -

그림. 6 Si-O-Si bond에 대한 alkali 공격 

Alkali - silicate 반응속도와 시 멘트로부터 silica가 용출되 어 나오는 속도는 여 러 

가지 인자들에 의하여 영향올 받는다. 인자들로는 습도， 기공 내 용액의 alkali 농 

도， 수산화칼슐의 양， 응집체 내의 규소 성분의 양과 반웅성， 기공 내 용액의 pH, 

온도 퉁이다. 

기공 내 용액의 a1kali 농도는 시멘트 자체의 머k려i 조성 및 외부로부터 유업되 

는 a1kali의 양에 의하여 결정된다. 웅집체의 반웅성은 입도와 규소성분의 반옹성 

에 의하여 결정된다. 만일 외부에서 alkali 유업이 없고 시멘트 내의 alkali 조성 

이 0.6 wt % 이 하이 면 약 100년 간은 alkai - silicate 반웅에 의 한 내 구성 감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상의 시멘트와 외부 환경과의 화학적 작용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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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Details of expansion experiments 

Groundwater Constituent Concrete Constituent Possible Consequence 

Conc. in 

clay water 

Expansion and 
2x 10~G M S04 3 CaO Alz03 6H20 

cracking. 
CaO - SiO? - HzO 

1 X 10- :1 M C02 Loss of pH. 
gel 

Loss of strength 
Mg+ ‘ Ca(OHh 

and pH 
Loss of strength 

H20 soluble Ca++ 
and pH 

Loss of strength. 

3x 10-4 M 02 Steel reinforcement Expansion and 

cracking. 

턴X 10- .1 M 
Expansion and 

Na‘. K+ SiOz aggregate 
cracking. 

3. 시벤트내 cavity 생성에 의한 crack 

시멘트 구조물 내로 지하수 둥이 스며들어 시멘트의 구성성분인 Ca2+둥올 용해 

시키면 시벤트 구조물 내에 cavity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같이 생성된 cavity는 

그 자체로서 구조물의 강도를 저하사킬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하였던 결정생성에 

의한 균열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띠
 ω 



4. 온도 및 습도 변화에 의한 crack 

온도 및 습도가 변화하게 되면 온도 및 습도의 구배가 형성되고 이 구배에 따 

라 부피 변화율이 변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구조물의 균열이 야기된다. 그러나 방 

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구조물은 앞서의 화학작용에 벼하여 온도 및 습도 변화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기타 

이밖에 과부하에 의한 crack 및 극한 조건에 의한 crack도 균열의 원인으로 제 

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후조건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구조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기타 지하수 성분 이온 및 시벤트 침출 이온 간의 반웅 메카니즘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각 성분 이온 간의 반옹 중 시벤트 구조재에 영향올 

미칠 수 있는 반웅 메카니즘을 규명하였다. 시멘트로 부터 침출되는 이온과 지 

하수 속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이온들 간에 침전을 일으키는 반웅들의 메카니즘 

은 아래와 같다. 침전 반웅의 역과정은 용해반옹으로서 시벤트 중의 Ca2‘성분이 

침출하는 반웅올 나타내며， 시멘트 내부로 침투한 지하수 (pore water)가 침전반 

웅올 하여 결정화가 일어남을 나타내고 있다. 시벤트와 지하수 성분 간의 가능한 

반웅들 중 침전 생성 반웅들을 요약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Ca2‘ + cot --> CaCO:{ (ppt) 

Ca2’ + 2CHC03) + CaO + H:!O --> 2CaC03 (ppt) + 2H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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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2 ’ + SO42• + Na2C03 --> CaC03 (ppt) + 2Na’ + sol • 

Ca2 ‘ + 2Cr + Na2CÜ3 --> CaC03 (ppt) + 2Na' + 2Cr 

cl' + 2N03- + NazC03 --> CaC03 (ppt) + 2Na' + N03-

cl' + soi- --> CaS04 (ppt) 

cl' + 2Cr --> CaClz (ppt) 

Ca2' + 20R --> Ca(OH )z (ppt) 

cl' + cot --> CaC03 (ppt) 

Mg2+ + 2(HCO3) + CaO + H20 --> CaCO3 (ppt) + Mg2* + CO32 

Mg2’ + C032- --> MgC03 (ppt) 

Mg2‘ + soi- --> MgS04 (ppt) 

Mg2’ + 2Cr --> MgCh (ppt) 

Mg2’ + 20H- --> Mg(OH)z (Ppt) 

제 3 절 생성염의 용해도 조사 

위 반옹에서 생성된 염들은 그 용해도 이상의 농도에서 침전올 이루게 되므로 

각 생성염의 용해도는 침전 혹은 침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일반 

적으로 시멘트와 지하수가 접촉하여 생성되는 각 생성염의 용해도를 조사하여 보 

면 아래와 같다. 

던
 



표. 14 생성염의 용해도 

용해도 
무기화합물 분자식 

mg/L CaC(갱. O'C 

탄산수소칼습 Ca(HC03}z 1,620 

탄산칼숨 CaC03 15 

염화칼숨 CaClz 336,000 

황산칼숨 CaS04 1,290 

수산화칼숨 Ca(OH )z 2,390 

탄산수소마그네슐 Mg(HC03)z 37,100 

탄산마그네슐 MgC03 101 

염화마그네숨 MgClz 362,000 

수산화마그네숨 Mg(OHh 17 

황산마그네숨 MgS04 170,000 

탄산수소나트륨 NaHC03 38,700 

탄산나트륨 Na2C03 61 ,400 

염화나트륨 NaCI 225,000 

수산화나트륨 NaOH 370,000 

황산나트륨 Na2S04 33,600 

제 4 절 지하수내 각 이온별 성분 농도 측정 방법 

지하수 성분 야온 및 시벤트 침출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iquid ion 

chromatography를 사용하였다. 양이온은 metal amperometry detector로 분석을 

하였고 음이온은 inorganic conductivity detector를 사용하여 그 농도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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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대상 이온은 양이온의 경우 Ca2+, Mg2+ , Na+ 음이온의 경우 

S042-, C032- , HC032- , C)- , OH- 둥이다. 측정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일단 시료를 liquid ion chromatography에 injection 한 후 나타나는 peak들이 

어느 이온을 나타내는 것인지 retetion time에 따라 identify 한다. 특정 이온은 

특정 조건에서 고유한 retention time을 가지므로 각 이온 별로 용액을 만들어 각 

이 온 별 retention time을 측정 한다. 

2. 각 이온 별로 농도에 따른 pe삶의 넓이를 측정하여 각 이온 별로 농도 vs. 

pe와 면적의 calibration curve를 만든다. 

3. 시료를 liquid ion chromatography에 injection하여 얻어진 각 pe빼를 identify 

하고 농도를 계산한다. 

제 5 절 시멘트 침출성분 분석 

1. 시멘트 침출 실험 

분석상의 편의를 위함과 지하수 내의 기존에 존재하는 이온들이 침출에 어떠한 

영향율 미치는가를 상대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증류수를 사용하여 시멘트 페이스 

트 경화체의 침출실험을 수행하였다. 시멘트 페이스트 경화체의 시편 제조를 위하 

여 시멘트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천마표 성선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고 혼화 

재로서 고성능 감수제인 Naphtha)ene sulfonate를 사용하였다. 

Cement에 대한 물의 질량비율을 0.4로 하고， 혼화재는 cement양의 0.08%의 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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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로 혼합하여 반죽한 후에 직경 3 cm의 plastic병에 일정량(60g)올 넣어 밀봉하 

여 20t에서 양생하였다.5일간 양생 후 탈형하여 증류수 3,000 ml에 침지하였고 

매 24시간마다 침지용액 중 일정량을 취하여 ion chromatography를 사용하여 음 

이온과 양이온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먼저 양이온의 경우 총 2회의 침출실험올 수행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Na+, K+ , Ca2‘, Mg2’와 같은 양이온들이 침출되었다. 예상대로 Ca2’ 이온이 

많이 침출되었고 K’이온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침출되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회 실험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온의 농도 

가 증가하였는데， 약 7일 이후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증류수 

중의 각 이온의 농도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 batch system이 아닌 실 

제 흐르는 지하수 system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적으로 침출될 수 있으 

나， 구조재 주변의 환경이 지하수의 유속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실험결 

과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5 중류수 침출 실험 시 양이온 분석 

Test 1 

[단위 : ppm] 

lon\ time 2 day 3 day 7 day 8 day 

Na+ 12.22 22.74 36.52 34.98 

K ’ 74.41 108.30 134.34 137.24 

Ca~+ 11.56 25.75 36.63 37.72 

NH4 ’ 0.47 1.68 2.46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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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2. 

[단위 : ppm] 

ion\ time 2 day 3 day 4 day 7 day 8 day 

Na+ 8.94 19.85 23.17 30.73 31.51 

K+ 60.08 92.60 89.44 123.65 121.47 

Ca2+ 4.07 22.04 23.16 34.12 36.34 

NH4+ 0.45 1.58 1.66 2.22 2.44 

한편 음이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실험올 수행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F~ ， cr , clol , Nol~ ， NÛ3~， sol- 등의 이온들이 침출되었다. 음이온의 

분석은 초기 침출 시료에 대하여 noise rejection 값올 과다하게 책정하여 전부 0 

으로 나타났다. 15일 이후의 시료에 대하여 noise rejection 값올 낮추어서 측정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2번에 걸친 test 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 

났으며， 15일 이후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15일 이전에 평형농도에 이 

미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양이온의 결과를 참고하면 음이온도 7일 정도에 평형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음이온 침출 중 특기활 사실은 황산 ion (SOl-)의 양이 다른 음이온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는 점이다. 황산 이온은 시멘트에 침투하여 crack올 생성시키는 중요 

한 이온으로 그 침출 및 침투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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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증류수 침출 실험 시 음이온 분석 

Test 1 [단위 : ppm] 

lon\lime 2-14 day 15 day 16 day 17 day 20 day I 

F- 0.875 0.935 0.806 0.810 

CI- 2.10 1.732 2.605 2.072 

CI042- 2.096 2.772 2.219 2.633 

N022- 1.513 1.874 1.56 1.757 

N032- 8.86 5.373 7.많6 

S042- 17.033 15.698 21.0강 14.816 

Test 2 

[단위 : ppm] 

lon\Time 2-14 day 15 day 16 day 17 day 20 day 

F- 0.619 0.928 0.706 0.804 

CI- 2.052 1.979 1.958 2.235 

CI042- 2.0잃 2.283 2.718 2.993 

N022- 1.953 1.662 1.611 1.698 

N032- 6.564 5.98 

S042- 18.305 20.196 19.518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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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에 대한 시멘트 구조재의 침출실험 

증류수 침출 시험은 시멘트에서 침출되는 이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지하수에서의 이온의 시멘트로의 침투 현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하수로 침출 및 

침투 실험을 수행하였다. 지하수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조성을 보이므로 본 연구 

에서는 일반적인 지하수의 조성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용액은 처분장이 

화강암층에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화강암층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모의 지하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화학성분과 그 제조방법은 카나다 AECL에서 제시 

한 방법을 참조하였다. 

우선 껑Oml 용량의 플라스크에 증류수를 넣고 아래와 같은 양의 시약들을 용해 

시킨 6개의 stock solution올 준비한다. 

NaHC03 15.120g 

MgS047H20 11.090g 

MgCh 6H20 7.115g 

KOH l.965g 

KNÜ3 0.505g 

KF 0.291g 

6개의 stock solution 각각으로부터 10 ml를 취하여 20 1 용량의 물통에 넣고 17 

l의 증류수로 희석시킨다. 한편으로 Ca(OH)2 0.482g올 2 1 용량의 플라스크에 넣 

고 1800 ml의 증류수로 희석시킨 후 이 용액이 말아질 때까지 C02 기체를 통과 

시킨다. 용액이 투명하게 맑아지면 증류수 200 ml를 더 추가시킨 후， 17 1 의 희석 

용액이 들어 있는 물통에 넣는다. 그리고 용액의 총량이 20 1가 되도록 940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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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수를 더 넣은 후， 2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조된 모의 지하수의 

화학성분은 아래 주어진 표와 같다. 

표. 17 모의 지하수의 조성 

화학성분 농도(mol/liter) 농도 (ppm) 사용된 시약 

Na+ 3.6*10-4 8.28 NaHC03 

K+ 9.0*10-5 3.50 KOH, KN03, KF 

Mg2+ 1.6*10-4 3.89 MgS04, MgC12 

Ca2+ 3.2*10-4 12.80 Ca(0H)2 

Cl- 1.4*10-4 4.96 MgC12 

S042- 9.0*10-5 8.64 MgS04 

N03- 1.0*10-5 0.62 KN03 

F- 1.0*10-5 0.19 KF 

시벤트에 대한 지하수 성분 이온의 침투 및 침출올 알아보기 위하여 시료를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Cement에 대한 물의 질량비율올 0.4로 하고， 혼 

화재는 cement양의 0.08%의 비윷로 혼합하여 반죽한 후에 직경 3cm의 plastic병 

에 일정량(60g)올 넣어 밀봉하여 20"C에서 양생하였다. 5일간 양생 후 탈형하여 

시편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편을 3000 ml의 모의 지하수에 침지시켜 매 24시간마다 일정량05 

mJ)의 모의 지하수를 체취하여 ion chromatography를 사용하여 음이온과 양이온 

의 농도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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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모의 지하수 침출 및 침투실험 이온 분석 

Test 1 

(단위 : ppm) 

ion \ time o day 1 day 2 day 7 day 10 day 

Na+ 8.28 

K+ 3.50 

Mg2+ 3.89 

Ca2+ 12.80 

F- 0.19 1.73 2.42 

Cl- 4.96 2.04 1.57 

CI042- 1.70 1.64 

N022- 2.32 2.17 

N03- 0.62 10.20 7.03 

S042- 8.64 14.49 14.27 

Test 2 (단위 : ppm) 

ion \ time o day 1 day 2 day 7 day 10 day 

Na+ 8.28 

K+ 3.50 

Mg2+ 3.89 

Ca2+ 12.80 

F- 0.19 0.61 1.39 

Cl- 4:96 1.93 1.52 

CI042- 3.26 2.08 

N022- 1.07 2.32 

N03- 0.62 9.92 8.91 

S042- 8.64 15.72 18.3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음이온들은 시간에 따라 농도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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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염소 이온만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온의 농도가 증가 

한다는 것은 침출되어 나오는 양이 침투되는 양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직 

염소 이온만이 침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혹 조건이 아닌 경우 염소 이온 이 

외의 다른 성분들의 침투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시멘트 구조재의 내구 

성 감소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염소 이온의 침투에 대한 자료 

를 구하기 위하여 염소이온의 시멘트를 통한 확산 실험을 수행하였다. 

3. 시벤트 구조재를 통한 Cl 의 확산 실험 

시벤트 구조물이 열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알카리-실리카 반웅， sol 에 의 
한 침식， cr이온의 침투와 철근의 부식， 중성화， 동결융해에 의한 열화 퉁이 있으 

며 이와 같은 화학적 침식과 물리적 열화에 대한 저항성은 경화체가 노출되어 있 

는 환경과 시멘트 경화체의 미세구조와 화학조성에 의존한다. 특히 Cl 이온은 구 

조물 내의 철근의 부식올 촉진시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올 떨어뜨리는 중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벤트 구조재를 통한 cr이온의 시간에 따 

른 투과량과 확산계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옴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Cement에 대한 물의 질량비율올 0.4로 하고 혼화재를 cement양의 0.08%의 비 

율로 흔합하여 반죽한 후 시료를 원판형(지름 8.7cm, 두께 lcm}으로 성형하였고 

20"C에서 2일간 양생하고 탈형한 뒤 6일 간 수중양생 하였다. 양생후 일정두께 

<O.2cm}로 연마하여 시멘트 시편올 제조하였으며 시편의 균일여부를 확인한 후 그 

림 6의 확산 Bath에 장착하였다. 확산 bath의 @실에는 0.5N NaCl 수용액 4000 

ml를 @실에는 중류수 4000 ml를 넣어 농도차를 주고 일정시간마다 @실에서 일 

정량의 용액을 채취하여 투과한 Cl이온의 양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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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 
φ
n
B
 

19cm 

그 림 . 7 Diffusion bath 

cement 
cell 

Cl 이온의 투과량과 확산계수 

시멘트 구조재를 통한 이온의 확산이 준 안정상태로 진행되며 Fick의 제 1법칙올 

따른다고 가정하고 투과량과 확산계수를 구하였다. 

cr이온의 단위 면적당 투과량 QCI은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QCI= (CCI( η)+ 뿔 힐 CCl( n))씁 

CCHn) : n번째 뽑아낸 용액의 Cl-이온 농도 

V2 증류수의 용액 량 (mI) 

,6.V 뽑아낸 용액의 량 

A 사편의 면적 

시간에 따른 투과량 변화의 기울기로부터 다음과 같이 겉보기 확산계수를 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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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l = 6 QCI X -Jfx 
CI - 6t LC 

6QCl: 시간 6t 사이에 투과한 Cl-이온의 량 

d 경화체 판의 두세 

L\C : 1실과 2실의 농도구배， 1실의 농도는 투과량에 비해 거의 변 

화가 없으며 따라서 6C는 약 O.5N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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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염소 이온 확산 실험 결과 

증류수내 CI-의 농도 투과량 확산계수기 
[ppm] [molelcm2

] [cm2/sec1 

1 일 0 0 0 

2일 7.4 1.55*10-" 3.95*10-11 

3일 17.78 3.68*10-" 9.86*10• 11 

4일 33.375 6.98*10• 3 15.2*10- 11 

7일 61.0，μ 12.86*10-" 9.074*10- 11 

오랜 시간 실험을 하지 못하였으나 지금까지의 경향은 CI 이온의 투과량이 일정 

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확산계수는 초기에 증가하나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 실험올 계속 수행한다면 시벤트내의 계속적인 수화반웅으로 인한 치밀한 

미세구조의 형성으로 투과량의 증가율과 확산계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는 문현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시벤트 구조재 및 보강재에 크게 영향올 

미치지 않올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간에 걸쳐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로 슬래그， 플라이 얘쉬， 실리차 륨 등의 잠재적인 수경성을 갖는 물질올 보통 

포틀랜드 시벤트에 치환첨가 시 경화체의 미세구조 형성과 cr확산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또한 이들 포졸란 물질의 치환 첨가에 따라 시멘트 경화체에 의한 CI 의 

결합능력， 즉 침투한 cr을 화학적 결합이나 물리적 홉착으로 cr올 고정시키는 능 

력과， 기공용액올 압출하고 화학분석올 통해 cr와 OH 의 농도 변화를 비교 검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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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구조재로 사용되는 시멘트의 장기적 건전성 

과 관련한 국내외 요건을 검토하고， 시멘트의 종류별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국내 

지하수의 대표적 조성을 설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적인 연구로서는 

시벤트 성분의 침출과 지하수 성분의 침투를 수행하였다. 

시벤트 콘크리트를 선진국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하 처분장 

건설시 상당량올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국내 · 외적인 국제요건이 구체적이 

지 않고 정성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어서 사업 시행시 효율적 규제를 위한 기술적 

요건 마련이 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의 건전성 예측을 위한 실험시 절대 

적으로 필요한 지하수의 대표적 조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중이라서 이에 대 

한 결과를 얻기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결과를 

얻기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제조법에 의해 만든 모의지하수와 중류수를 사용한 시멘트 침출 및 지 

하수 성분 침투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증류수를 사용한 시멘트 성분 침출 실험결과 시벤트 내의 이온성분은 7-15 

일 이내에 평형농도에 이르렀다. 

• 모의지하수를 이용한 침지실험 결과 염소이온은 침투하는， 그리고 다른 이온 

은 침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 염소이온 확산설험방법을 정립하였고 시벤트 구조재를 통한 염소이온의 확산 

계수를 측정하였다. 

· 문헌에 나와있는 수치와 본 실험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지하수 이온 침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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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시멘트 구조재의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공 부실 

에 의한 침투가속 둥 장기실험을 수행하여야 장기적 건전성 판단에 이를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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