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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심지층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 필요한 주요 암반공학 연구 고찰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간과 그 환경으로부터 구히 격리시키기 위해 제안

된 여러 가지 방법들 중, 지하 심부 암반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하 심부 암반 내에 대규모 처분장을 건

설하기 위해서는 암반의 다양한 물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현장 

및 실험실 실험은 중요하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광산, 토목 터널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기술인 Room and pillar 식 처분개념은 비

용, 안전성, 현재 기술로의 실현 가능성, 유연성, 국제공동연구 등의 관점에서 장

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구적으로 처분하기 위

해서 정확하게 이해되어야할 모암과 완충재, 뒷채움재의 거동과 이들의 상호작용

을 파악하기 위한 암석역학의 원리들과 현장 및 실험실 실험을 정리하 다.  먼

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지하 심부 암반에 건설하고 장기간 안전하게 유지 관

리하기 위한 암석역학관련 연구들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현황을 소개한다.  부지

선정을 위한 각종 실험실 실험 및 현장 실험 방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자료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암반분류법

에 대하여 소개한다.  또한  처분장 설계, 처분장 건설 및 유지, 처분장 폐쇄 단

계까지 필요한  암반공학 관련 연구를 단계적으로 분류 소개하고 각 연구의 필

요성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IV.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 현황에 대하여 고준위 처

분연구를 중심으로 암석역학적 측면에서 고찰하 으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와 

관련된 암석 및 암반의 물성과  세계 각국에서의 지하실증 시설에 대해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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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지하 심부에 건설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처분장 부지의 선정, 처분터널의 설계 및 운 , 감시 및 폐쇄를  포함

하는 처분 시스템의 도출에 활용될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프로젝트의 진행

에 맞춰 단계별로 수행되어져야 하는 각종 암석역학적 실험을 체계적으로 정리

함으로써 처분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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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Review of important rock mechanics studies required for underground high level 
nuclear waste repository program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geological disposal in a deep underground rock is the 

best way for protecting the biosphere from High-level radioactive waste permanently.  

In order to construct an underground repository in deep underground,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various characteristics of rock and rock mass. Because of that in situ 

and laboratory tests for understanding the rock and rock mass properties sh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 topics in radioactive waste disposal program.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Disposal concept adapting room and pillar method, which is a confirmed technique in 

mining and tunnel construction for long time, has advantages at cost, safety, technical 

feasibility, flexibil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oint of views.  In this study, 

important rock mechanics principals and in situ and laboratory tests for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rock, buffer, and backfill as well as their interactions will be 

reviewed.  Th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m is important for developing a safe 

disposal concept and successful operation of underground repository for permanent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First of all,  current status of rock mechanics 

researches for the saf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deep underground repository in 

many countries will be reviewed.  After then the in situ and laboratory tests for site 

characterization will be summarized.  Furthermore, rock mechanics studies required 

during the whole procedure for the disposal project from repository design to the 

final closure will be reviewed systematically. 



- iv -

IV. Result of Projects

From the study, current status of high-level disposal study in many countries was 

summarized at the rock mechanics point of view.  Also the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ies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program and important rock and rock mass 

properties were reviewed.  This study will help for developing a disposal system 

including site selection, repository design, operation, maintenance, and closure of a 

repository in deep underground rock.  By introducing the required rock mechanics 

tests at different stages,  it would be helpful from the planning stage to the 

operation stage of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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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구처분의 목적은 인간과 그 환경으로부터 유해한 폐

기물을 오랫동안 격리시키는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의  구처분을 위해 제안된 

여러 가지 방법들 중 지하심부에 구조물을 만들고 방사성폐기물을 지질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단단한 결정질 암반에서

의 Room and Pillar 처분 개념에 대한 연구는 미국, 일본,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핀란드 등에서 연구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선호되고 있는 개념이다. 광산, 토

목 터널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기술인 Room and pillar 식 처분개념은 비용, 안전

성, 현재 기술로의 실현 가능성, 유연성, 국제공동연구 등의 관점에서 장점을 가

진다 (Simmons and Baumgartner, 1994)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처분용기, 완충재, 모암을 이용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인

간환경으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기 위하여 다중방벽개념 (Multi-barrier concept) 

을 처분개념의 기본골격으로 채택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구적으

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모암과 완충재, 뒷채움재의 거동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정

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암석역학의 원리들을 적절히 

응용하여야 한다.  터널이나 광산과 같은 지하구조물의 역학적 안정성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들은 (1) 응력상태 (2) 인접공동의 향 (3) 암반 물성 (4) 지

하수 상태 (5) 채굴법 (6)  지보를 들 수 있다 (Bieniawski, 198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공동의  

안정성에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지하 심부 암반에 건설하고 장

기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암석역학관련 연구들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현황을 소개한다.  부지선정을 위한 각종 실험실 실험 및 현장 실험 방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자료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암반분류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또한  처분장 설계, 처분장 건설 및 

유지, 처분장 폐쇄 단계까지 필요한  암반공학 관련 연구를 단계적으로 분류 소

개하고 각 연구의 필요성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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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관련 암석역학 

연구현황

 현재 세계 31개국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운 하고 있으며 이들에서 발생되는 방

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표 2.1 은 처분장 모암으

로 고려되고 있는  암석의 장단점을 보여주고 있다. Clay  는 낮은 투수도,  뛰

어난 흡착성으로 안전하게 핵종을 보관할 수 있으며 또한 역학적으로는 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진의 발생시 구조적으로 안전한 모암으로 여겨진다 

(Sumerling and Thompson, 1987).   미국과 독일에서 처분장 모암으로 고려중인 

암염은 뛰어난 불투수성, 높은 열전도성, 연성, 불포화 암반 등의 특성으로 인해 

최적의 처분장 모암으로 여겨지고 있다.   화강암/화강편마암은  단단한 결정질 

암반으로서 높은 강도, 풍화에 대한 저항성, 핵종 이동을 지연시키는 흡착 능력 

등의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처분장의 모암으로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Yucca  

Mountain 에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고려하고 있는 이 지역의 처분장 모

암은 화산재로 만들어진 응회암(tuff)이다.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위해 다양한 규모의 지하실증시설이 건설될 수 

있다.  이러한 지하실증시설은 (a) 처분장이 실제 위치하게 될 환경에서 지상에

서 관찰된 현상들을 검증 (b) 지하수 유동 및 핵종이동 모델을 실제 스케일에서 

실증 (c) 처분장 건설 및 폐기물 취급에 관련된 기술 습득 (d) 심지층 처분장의 

장기적 안전성에 관련된 다양한 주요기술의 확보 및 검증 (e) 부지특성 파악 기

술 확보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의 신뢰성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세계 각국에서는 지하실증시설을 건설하고 독자적인 또는 국제 공동 연구를 통

해 처분 암반과 지하수, 완충재를 비롯한 공학적 방벽, 굴착을 포함한 처분기술

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표 2.2는  세계의 지하실증시설에 대해 정리한 것으

로 표에서 부지종속적 (site specific) 이란 잠정적인 처분장 부지 또는 그 부근에 

건설한 시설로 부지특성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

서 실험 시 주위환경 및 기반암이 손상되지 않도록 실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부지독립적인(generic) 지하실증시설의 경우 실제 처분장 부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는 경우로서, 수집된 자료를 실제 부지에 직접 적용하는데는 어려움

이 있으나 기반암의 손상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실험을 설계할 수 있다.  부지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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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URL 에는 기존의 지하구조물을 활용하는 경우(type 1) 과 처분연구를 위

한 새로운 지하시설을 건설하는 경우(type 2) 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세계 주

요국에서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지하시설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소개이다. 

Table 2.1  Characteristics of potential host rocks

제 1 절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1977년 통과된 처분관련 법안에 따라 연구를 시작하 으며 그 후  

관련 연구가 30년 이상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중간 저장 시설인 CLAB 과  

중저준위 처분장인 SFR 을 건설/운 하고 있다. 1983 년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으로서  KBS-3 개념을 개발하 다. KBS-3 개념 개발에 고려되었던 기본 철

학은 다음과 같다.  

(1) 장단기적으로 고도의 처분 안전성 보장

(2) 미래 세대에 처분 관련 부담 전가 방지 

(3) 스웨덴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분 사업 진행 

Rock type Advantage Disadvantage

Rock salt

1. Self sealing
2. Easy mining
3. High thermal conductivity
4. Low water content
5. Very low permeability
6. Abundant availability

1. High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2. High solubility
3. Corrosiveness of brines
4. Low sorptive capacity
5. Creep closure of openings

Granite

1. Very strong
2. Low permeability
3. Low solubility
4. Low corrosion potential

1. Difficult to excavate
2. Complex geology
3. Complex hydrology
4. Higher thermal stress

Shale
1. Self sealing
2. Low permeability
3. High sorptive power

1. Low strength
2.Difficult to maintain opening stability

Tuff

1. High strength
2. Zeolity tuff is highly sorptive
3. Ver low water flow in arid 

regions
4. Present in heavy thickness 

above the water table

1. Strata difficult to model
2. Aquifers in arid regions may be 

attractive to future generations
3. Unsaturated zone hydrology not well 

understood
4. Seismic activity may b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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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Underground research facilities in the world(NEA, 2001)

Type URL Country Rock Depth(m) Operation period

Generic 

URL 

(Type 1)

        

 

Asse mine Germany Salt
490, 800, 

950
1965-1997

Tono Japan Sed. rock 200 Since 1986
Kamaishi Japan Granite 260 1988-1998

Stripa mine Sweden Granite 360-410 1976-1992
Grimsel test site Switzerland Granite 450 Since 1983

Mont Terri Switzerland Shale 400 Since 1995

Olkiluoto tunnel Finland Granite 60-100 Since 1993

Climax USA Granite 420 1978-1983

G-tunnel USA Tuff >300 1979-1990

Amelie France Salt 1986-1992
Fanay-Augeres France Granite 1980-1990

Tournemire France Shale 250 Since 1990

Generic 

URL 

(Type 2)

HADES-URF Belgium Clay 230 Since 1980

Whiteshell URL Canada Granite 240-420 Since 1984

Mizunami URL Japan Granite
1000 

Construction stage

Horonobe URL Japan Sed. rock  500 Construction stage

Aspo Sweden Granite 200-450 Since 1990

Busted Butte USA Tuff 100 Since 1998

Site 

specific 

URL

ONKALO Finland Granite 500 Drilling phase

MHM URL France Shale 450-500
Construction completed

in 2006
Gorleben Germany Salt >900 1985-1990
Konrad Germany Limestone 800 Since 1980

Morsleben Germany Salt >525 1981-1998
Mecsek Mountain Hungary Clay 1000 1995-1999

WIPP USA Salt 655 Since 1982
ESF 

(Yucca Mountain)
USA Tuff 300 Sinc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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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층 처분연구를 위해 폐철광인 Stripa 광산에서의 10여년 간의 프로트를 

완료하 으며 현재는 지하 처분기술 연구 실증/시험을 위한 에스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처분장 운 은 2 단계로 나누어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에서는 

총 처분예정 폐기물의 약 10%인   800톤(400 용기)을 2008년부터 시험 처분을 

시작하여  2013년 완료한 후 처분시스템을  재평가하고,   2단계로 나머지 8000 

톤을 2020년부터 2040년 초반까지 처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용후핵

연료의 처분장 건설의 예상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일반 부지조사 (general siting) : 3-5 년

(b) 후보 부지에 대한 정  조사 : 4-8년

(c) 처분장 건설 : 6 -10 년

(d) 1단계  운  및 평가 : 5-10 년

(e) 2단계 운  : 20-30년 

그림 2.1 은 스웨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시점까지의 time table 을 보여

주고 있다.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Basic R&D
Alternative system studies
System selection
Evaluation of sites
Site characterizations
Site selection
Optimization
Site application
Underground laboratory
Pilot and in situ tests
Demonstrations
Technology development
Safety report
Start of construction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Basic R&D
Alternative system studies
System selection
Evaluation of sites
Site characterizations
Site selection
Optimization
Site application
Underground laboratory
Pilot and in situ tests
Demonstrations
Technology development
Safety report
Start of construction

Fig. 2.1  Time table for Swedish dispos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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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ripa 프로젝트

스웨덴의 Stripa 철광산 프로젝트에서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  10 여년 간 스

웨덴을 비롯,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일본,  스위스, 국, 미국 등이 참가한 국

제공동연구로서 심부 결정질암에서의 고준위 처분 안전성 및 적합성 관련 연구

들이 수행되었다.  Stripa 광산은 15세기 중반부터 개발된 철광산으로 지하수 유

입이 매우 적은(분당 600리터의 물 배수) 광산이다.  이곳의 수평터널의 총길이

는 25km이며  최대 심도 430m 이다.  시험은 화강암반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총예산 4천만불로 폐철광 지하 약 400 m 의 처분연구시설을 추가로 건설되

었다.  굴착은 조절발파(smooth blasting) 기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시험구간

은 기존의 터널에서 800m 떨어져서 건설되었다.  이곳에서 수행된 연구 프로그

램은 다음과 같다.

가. SAC 프로그램 (1977-1980)

(1) local heating 에 대한 암반의 TM 거동

i. 고준위 폐기물 용기 크기에 발열량을 가진 두개의 full scale heater 설치

ii. 온도와 응력 변화 측정

iii. 크기와 발열량을 축소시킨 8개의 전기 히터를 이용한 시험 (10년 동안)

iv. 시간, 히터에서의 거리에 따른 온도, 변위, 응력 변화 측정

v. 측정된 결과와 예측치 비교

(2) 수리전도도 

i.  새로운 기법을 이용한 수리전도도 측정(단일 시추공 이용)

(3) 지하수 조성 및 지하수 화학 

i.  지하수 채취를 위해 시추공 천공하지만 Stripa 에서는 수평터널을 봉

시켜놓고 지하수 유동 속도 측정

ii. 심부 결정질암에서의 지하수 화학 분석

iii. 심도에 따른 염도, alkalinity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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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nternational Stripa project Phase 1 (1980-1984)

(1) 시추공 수리지질학적 측정 

(2) 심부 지하수 화학 

(3) Migration 시험 : non-active tracer 활용한 핵종 흡착연구로 5m 거리의 단

일 균열에서의 핵종 이동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4) 완충재 시험 : 수직 처분공 6개 굴착하 으며 고 도 벤토나이트와    

벤토나이트 + 모래로 구성되는 뒷채움재 온도, 압력, 지하수 유입에 대한 

측정이 실시되었다.

다. International Stripa project (1984-1987)

(1)  처분장 인근 균열대를 찾아내는 cross-hole 기술개발

(2)  3차원 추적자(tracer) 시험

(3) 균열을 따른 지하수 및 핵종 이동 연구 : non-active 추적자 활용한 핵종 

흡착연구 및 50 m 거리의 암반에서의 핵종 이동 

(4) 시추공 및 수직갱 봉시험: 시추공 plugging, 수직갱 sealing, 균열대 폐

2. Aspo 프로젝트

Stripa 프로젝트의 경우 폐광산을 이용하 으므로 원자력법에서 요구하는 부지선

정을 위한 일부 평가 기법들의 개발 및 시험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기존에 손

상되지 않은 암반에 URL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Stripa 프로젝트의 후

속사업으로 CLAB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소가 있는 Aspo섬의 화강암반에서 부지

실측조사를 위한 연구를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92년부

터  지하 450m 까지 수직갱이 굴착되었으며 이와 함께 3.6km 길이의 ramp 도 

건설되었다.  Aspo 에서는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SKB,1996).

가. ZEDEX  (Zone of Excavation Disturbance Experiment) 프로젝트 :  EDZ 

(Excavation Disturbed Zone) 의 발생원인, 특성, 크기, 굴착방법 (발파 또는  TBM) 

에 대한 향 등의 관점에서 EDZ 를 이해하고 공동주위 암반의 수리 거동에 대

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지하 420 m 레벨에 35 m 길이의 두개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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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을 발파와 TBM으로 굴착하 다.  발파터널에서는 조절발파의 효과를 보기 위

해 4번의 smooth blasting 과 5번의 일반 발파를 실시하 다. 이곳에서는 또한 

acoustic emission 과 같이 EDZ를 정량화 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도 시험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지하심부 공동의 굴착을 위한 최적의 굴착기술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나. 처분기술의 시연 : ZEDEX 터널 중 발파에 의해 굴착된 터널에서는 처분용

기의 수직 처분공 거치작업에 대한 연구가 1997년 에서 2001 년까지 실시되었으

며,  TBM 굴착 터널에서는 뒷채움 작업과  봉 작업에 대한 실험이 진행된다.  

처분된 사용후핵연료 회수 기술의 검증을 위해 15 m 의 터널이 ZEDEX 구역에 

발파에 의해 굴착이 되었으며 1998년에서 2002년 까지 다양한 실험이 수행되었

다.  

다. True block scale experiment : 1996년 - 2000 년까지 수행된 프로젝트로서 균

열망을 통한 tracer 이동에 관한 이해를 위해 국 NIREX, 핀란드 POSIVA, 프랑

스 ANDRA,  일본 JNC, 스페인 ENRESA,  스웨덴 SKB 가 공동으로 연구하 다. 

라. Prototype repository : 실제 상황에서의 처분장 건설에 대한 검증과 실험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2005 년까지 수행된 프로젝트로서 연구를 통해 처분장의 

설계 및 건설 공정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며,  각종 설계 기준들에 대한 검증을 

위한 작업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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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ASPO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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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미국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103개로 이들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

핵연료는 년간 약 1,800톤˜2,200톤이다. 현재까지 약 48,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모든 원자로가 40년 동안의 인허가 기간 동안 운

된다면 2040년까지는 약 108,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구용 원자로, 핵잠수함 등에서도 25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이

다. 이들 사용후핵연료와 핵무기의 제조 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 및 3억8천만 

liter에 달하는 액체폐기물과 같은 고준위폐기물은 현재 39개주 125개 부지에서 

임시 저장되고 있다. 1956년 National Academy of Science(NAS)는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은 심지층 처분이 적당하며, 심지층 처분을 위하여 암염층을 포함하여 여러 

지질암층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권고하 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초 미국원자력

위원회(AEC)는 미시간 주와 오하이오 주의 근처에 있는 Salina Basin의 암염층에 

대한 지질조사를 시작하 으나, 지방 정부의 반대로 조사가 중단되었다. 그후 

1970년대초 원자력위원회는 캔사스주 Lyons 암염층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

을 제시하 으나, 캔사스주의 지질학자들에 의해 그 지방에 과거 석유 및 가스탐

사를 위한 많은 굴착공들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계획이 취소되었다. 

Department of Energy(DOE)는 1983년에 잠재적으로 6 개 주에서 9 곳의 후보부

지를 선정하 는데, 이중 7 곳이 암염층이며 2 곳이 화성암층이었다. 1984년에 

제시된 DOE의 최종 부지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1986년에 9개의 후보부지를 

5개로 압축하고, 이어 네바다주(Yucca Mountain, 응회암), 텍사스주(Deaf Smith, 암

염), 및 워싱턴주(Hanford, 현무암)에 위치한 3개 부지로 압축하 다. 하지만 부지

특성조사의 지연과 비용 과다를 이유로 미 행정부는 부지확보 조사작업의 연기

를 포함한 폐기물관리정책을 재검토하 고, 1987년 말 미 의회는 새로운 폐기물 

관리정책 법인 NWPAA(Nuclear Waste Policy Amendments Act)를 통과시켰다. 

NWPAA에서는 Yucca Mountain 에서만 부지조사 작업을 하도록 하 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착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범위한 부지조사와 

함께 1998년 부지타당성 평가를 마치고 2002년 미 의회는 Yucca Mountain 을 고

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승인했으며 현재 인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

행중에 있다. DOE 는 2017년에 처분장 운  목표를 세우고 추진되고 있는데, 그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997년 : ESF 건설완료 및 터널 규모 히터 시험(Drift scale heater test)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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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 부지 적합성/타당성 평가(viability assessment) 완료 

- 2000년 : 최종 환경 향 평가 

- 2002년 : 미 의회에 의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선정

- 2007년 :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 완료

- 2011년 : NRC 건설 허가

- 2016년 : 초기 운 을 위한 건설 완료

- 2017년 : 처분장 운  시작 

Yucca Mountain 프로젝트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위해 DOE 는 이미 80억불을 지

출하 으며 이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총 500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2.3은 1995년 이후 Yucca Mountain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 예산을 

보여준다. 연간 2.5억-4억불의 예산이 Yucca Mountain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폐기물기금(Nuclear Waste 

Fund)에서 지원되며 이 기금은 사용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폐기물 발생자들이 

KWh 당 0.1 cent 씩 적립함으로써 충당될 것이다. 

Fig. 2.3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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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ucca Mountain 프로젝트 

Yucca Mountain 은 네바다주 남부에 위치하며 라스베가스에서 북서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곳은 연방정부 소유로 800회 이상의 핵실험이 실시

된 Nevada test site 인근에 위치한다. Yucca 산은 과거 수 백 만년 전에 여러 번

의 화산작용에 의해 분출된 화산재 등이 압축되어 만들어진 응회암 (tuff) 층으로

서 주위에 7개의 화산이 13-43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수의 단층대

가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사막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Yucca Mountain의 연

간 강수량은 15cm 정도로 매우 낮으며 이중 대부분은 자연 증발되고 있다.

Yucca Mountain 처분장이 운 되면 상업용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63,000 톤, DOE 사용후핵연료 2,333 톤, 핵무기 관련 군사시설에서 발생된 고준

위폐기물 4,027 톤과 기타 상업용 시설에서 발생된 고준위폐기물 640 톤이 처분

될 것이다. 이들 고준위폐기물은 약 12,000개에 달하는 처분용기(길이 5m, 직경 

2m)에 담겨 지하 처분장으로 옮겨질 것이다. 처분용기 외벽과 내벽은 Ni 합금과 

스텐레스스틸로 제작되며 천정에서 떨어지는 지하수에 의한 용기손상을 방지하

기 위해 타이타늄 재질의 drip shield 가 처분용기 주변에 설치된다. 

처분장은 지하 200-300m 심도에 위치하게 된다. 하지만 이 지역의 지하수위는 

처분장 심도보다 100-300m 하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처분장 주변은 불포화 암반

으로 가정된다. 터널 길이 1km에 달하는 50~90개의 수평 처분터널은 직경 5.5m

의 TBM 으로 굴착되며 낙반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지보, 록볼트, 와이

어메쉬가 사용되고 터널 바닥에는 60cm 두께의 콘트리트 포장이 설치될 것이다. 

환기를 위한 320-380m 길이의 shaft 는 raise boring 또는 발파기법에 의해 굴착될 

예정이다. 폐기물 거치 작업은 처분터널 건설작업과 병행해서 독립된 구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수평터널 처분방식(in-drift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치 작업은 

작업자가 처분터널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로봇 혹은 원격조절 구동장치를 이용

하여 수행된다. 처분 시스템의 설계시 폐기물의 거치후 최소 100년까지 회수가 

가능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그림 2.4-2.6은  Yucca Mountain 처분장의 지상설비와 

지하 처분장 및 처분 개념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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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Yucca Mountain처분장 지상시설(North Portal) 

Fig. 2.5 Yucca Mountain 지하 처분장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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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Underground disposal tunnel at Yucca Mountain repository 

Fig. 2.7. 처분터널 및 처분 방식 개념도

표 2.3 은 ESF 에서 계획된 암석역학관련 시험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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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Yucca Mountain 의 ESF 에서의 암석역학 관련 시험 목록  

General area of 
investigation 

Planned experiments Description 

Shaft convergence . In situ stress measurements 
.Displacement measurements within the rock wall 
. Pressure measurements within the concrete liner 

Demonstration breakout 
Rooms 

. Displacement measurements within the surrounding 
rock as the excavation advances 

Excavation 
Investigation 

Sequential drift mining . Measurement of displacement induced by the 
neighbor mining 

Plate load . Rock deformation measurement using plate-bearing 
test  

In situ mechanical 
properties 

Rock mass strength . Measurement of rock mass strength  
. Measurement of large-scale joint properties  

Canister scale heater . Measurement of the temperatures and displacements 
around a heater emplaced in a hole 

Heater experiment in unit . Heater experiment in rock unit 
YM heated block . Thermal and mechanical loading of a block of 

welded tuff about 2 m on all sides 
Thermal stress 
measurements 

. Measurement of compressive stress in the rock mass 
under thermal loading by rows of heaters for the 
validation of the thermomechanical models 

In situ 
thermomechanical 

investigation 

Heated room . Monitoring of a room that is heated using several 
heaters in the walls and/or floors  

Compressive mechanical  
properties of intact rock 

.Laboratory measurements of UCS, E, and Poisson's 
ratio 

Effects of variable  
environmental conditions 

.Measurements of compressive mechanical properties 
for the variations of sample strain rate, saturation, 
confining pressure, and temperature 

Laboratory 
mechanical properties 

of intact rock 

Tensile strength . Tensile strength measurements using the Bralizilian 
test and direct-pull tests 

Density and porosity  . Laboratory measurements of density and porosity 
Volumetric heat capacity  . Heat capacity measurements of solid tuff material  
Thermal conductivity  . Measurements of thermal conductivity of solid tuff  

Laboratory thermal 
properties 

Thermal expansion . Measurement of  thermal expansion   
Mechanical properties of  
Fractures 

. Measurement of cohesion, coefficient of friction, 
shear stiffness, and normal stiffness 

Laboratory 
determination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fractures Effect of variable  

environmental conditions 
. Laboratory measurements to evaluate the effect of 
varying displacement rate, saturation, temperature, 
normal stress, and sample size on cohesion, coefficient 
of friction, shear stiffness, and normal stiffness of 
fra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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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aste Isolation Pilot Plant (WIPP) 프로젝트

WIPP은 TRU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뉴멕시코 주 사막지대의 지하심부에 건설된 

대규모 방사성폐기물 연구 및 처분 시설이다.   WIPP 지하구조물의 건설은 미국 

DOE 에 의해 1981년에 시작되었으나 오랜 기간 동안의 안전성 평가와 인허가 

과정을 거처 1999년 3월 Panel 1의  Room 7 에 처음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

하 다.  이 지하구조물은 지하 약 650 m 에 위치한 암염층에 설치되어 있다.  

이  암염층의 두께는 약 1000 m 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2억2천5백만년 전에 형성

된   지층으로 지질변동의 향을 받지 않은 안정한 암반층이다.  

 WIPP 지상구조물과 지하구조물을 연결하고 자재와 폐기물의 운반, 통기, 작업

자의 이동을 위해 4 개의 수직갱이 설치되어있다.   Salt Handling 수직갱은 주요 

이동 통로로서 역할을 하며,   Air Intake 수직갱과 Exhaust 수직갱은 통기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Waste 수직갱은 방사성폐기물의 이동을 위해 설치되어있다.  지하

구조물은 크게 3 역 - (1) Site and Preliminary Design Validation (SPDV) 역, 

(2)  Experimental 역,  (3) 8개의 처분패널로 구성되는 TRU waste storage 역

으로 나뉜다 (Munson, et al., 1990). Storage 역은 8개의 패널이 만들어질 계획

으로 있으며 각 패널은 7개의 처분터널로 구성된다.  각 처분터널의 단면은 직사

각형 형태로서 높이는 4 m, 폭은 10 m 이고 처분터널의  길이는 100 m 이다.  

지보를 위해 각 처분터널 사이에 약 30 m 두께의 pillar를 남겨두게 된다.   

SPDV 역은 지하공동의 거동을 직접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 처분패널의 공동

과 동일한 크기로 4개의 터널이 만들어졌다. 

SPDV 역과 experimental 역 그리고 storage 역중의 한 패널이 현재 굴착이 

완료되었고 이들 굴착된 역에서는 각종 측정기기들을 이용하여 공동 주위 암

반의 변위와 응력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주의 깊게 측정되어졌다 (Kwon, 1996).  

WIPP 에서 수행된 암석역학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가. TSI (Thermal-Structural Interaction) experiments  :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

에 의해 암염의 온도가 증가할 때 암염층 내 지하 공동의 거동을 예측하는 모델

의 검증과 개선을 위한 연구.

나. SPDV tests : 폭 10 m, 높이 4 m, 길이 100 m 의 4개 터널이 굴착된 

SPDV 역에서 시간에 따른 공동의 변형거동을 공동 굴착 직후부터 붕괴가 일

어날 때 까지 기록하고 이를 통해 암염의 거동을 분석.

다. Heated axisymmetric pillar :  직경 11 m 의 원통형 pillar 주위에 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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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싸고 온도 변화에 따른 pillar 에서의 변형 거동을 파악하고 이를 모델과 비교

하는 연구.

라. Geomechanical evaluation : 처분장에서 분리된 구역에서 길게 굴착된 수평

터널을 굴착하고 공동 주위 암반의 거동을 조사.  3 차원 공동의 거동을 2차원 

코드로  해석하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굴착비 (extraction ratio) 에서의 공

동의 안전성 평가.

마. 현지응력 측정 : 수압파쇄법으로 현지응력을 측정.

제 3 절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1974 년 원자력에너지 관리 규정이 제정되었고 1978 년 체결된 

캐나다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간의 협의안인 Nuclear Fuel Waste Management 

Program 에 근거, 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 저분에 관련

된 연구를 시작하 으며  1984 년 지하처분 실증시설을 Manitoba 주 Lac du 

Bonnet에 건설하기 시작 하 다. 1985 년 심지층 처분 관련 요건을 만들고 1987 

년 처분장 부지관련 요건을 제시하 다.   1992년에 처분장의 기본개념이 설정되

었는데 이에 따르면 처분장은 캐나다 순상지 화성암체의 지하  500-1000 m 에 

위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처분장 운  예정 시점은 : 2025 년 - 2030 년으로

서 처분장 폐쇄까지의 예상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a) 부지선정 :  23 년

(b) 건설 :  7 년

(c) 운  :  41 년

(d) 해체 :  16 년

(e) 폐쇄 :  2 년

캐나다 사용후핵연료 처분기술연구를 위한 URL 은 Manitoba 지역의 240 - 420 

m 의 건전한 결정질 암반에 만들어져 있다. 이 지하시험시설은 1980년부터 1984

년 까지 부지조사를 마친 후 1984년부터 2년간 255 m 길이의 수직갱을 굴착하고 

실험시설을 건설하 으며 1987년부터 1990년까지의 제 2단계 건설에서는 심도 

433 m 까지 수직갱을 연장하고 심도 420 m 에 실험시설을 건설하 다(그림 2.8).  

URL 에 있는 대부분의 터널과 수직갱은 발파 기법을 통해 굴착되었다. 터널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굴진장 2.4m 의 단계적 굴착법(pilot&slash) 이 사용되었으

나 후기 굴착 단계에서는 굴진장 3m 이상의 전면 굴착법을 적용한 조절발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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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터널 굴착이 이루어졌다. 환기 터널의 굴착을 위한 raise boring 법, 터널의 

연구 목적에 따라 기계식 굴착법이 적용되었다..  처분용기를 거치할 처분공의 

굴착 기술 개발을 위한 직경 1.2m, 5m 깊이의 수직 처분공 굴착에는 water jet 기

술이 이용되기도 하 다.  URL 에서의 현장시험에는 미국, 일본, 스웨덴이 참여

하 으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표 및 지하 지질 특성 규명 

  - 용질 이동, 지하수 화학, 미생물 관련 연구 

  - 온도 및 시간의존적 변형거동에 관한 분석 및 암반의 파괴 특성 

  - 조절발파 기법 및 암반 손상 평가 

  - 점토질 물질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봉재의 개발 및 성능 평가 

이를 위해 URL 에서는 표 2.4 에서와 같은 33건의 실험이 실시되었다. 

Table 2.4 URL program of experiments

Solute Transport   

• in Highly Fractured Rock (HFR) 
• Dedicated microbial borehole and microbial 

studies 
• in Moderately Fractured Rock (MFR) • Concrete-rock interface study (CRIS) 
• Quarried Block Radionuclide Migration 

Experiment (QBRME) Excavation Damage/Excavation Stability  

• In Situ Diffusion Experiment • In situ stress measurement program and  
• EDZ Solute Transport Test stress characterization in deep boreholes  
• Recharge Infiltration Experiment (RIEX) and fractured rock 
• URL Hydrogeological Monitoring • Room 209 Excavation Response Test 
• JAERI Rockmass Experiment • ANDRA Engineered Blast Feasibility Study 

• Mine-by Excavation Response Test 
Materials and Sealing Studies • Room 209 Connected Permeability Test 

• Heated Failure Tests (HFT) 
• Buffer/Container Experiment (BCE) • Blast Damage Assessment Study (BDA) 
• Isothermal Buffer-Rock-Concrete Plug • Mine-by Connected Permeability Test 

Interaction Test (ITT) • Excavation Stability Study (ESS) 
• Fracture Zone Grouting Experiment  • Thermal-Hydraulic Experiment (THE) 
• High Pressure Grouting Simulator • Thermal-Mechanical Stability Study (TMSS) 
• Large Concrete Blocks  
• Light Backfill Placement Trials Multi-disciplinary 
• Seal and interface evaluation / effect of 

salinity (SEAS) • URL Characterization Program 
• Buffer-coupon long-term test (BCLT) • Tunnel Sealing Experiment (TSX) 

• Composite Seal Experiment (CSE) 

 
• Engineering Design of Repository Sealing 

Systems (END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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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캐나다 URL 개요도와 주요 시험 실시 지점

제 4 절 핀란드

핀란드에서 발생한 모든 핵폐기물은 핀란드 내에서 취급, 저장, 최종 처분되어

야 한다고 원자력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1991년부터 1996년 까지 

총예산 15 million FIM (1 FIM = 약 200 원) 의 대규모 암석역학관련 프로젝트인 

Rock Engineering 2000 을 수행하 다 (Johansson et al., 1996). 표 2.5는 이 프로젝

트에서 수행된 주된 연구과제와 연구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핀란드는 인접한 

스웨덴에 Stripa, Aspo 와 같은 generic URL 이 있기 때문에 자체 generic URL

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보다 상세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Olkiluto 에 소규모 지하실험터널(Research tunnel, 그림 2.9)을 계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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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993년 부터는 Olkiluto에 위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내에 

3 개의 사용후핵연료 처분공을 모사하는 연구 터널 프로젝트를 추진하 으며 이

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분공 굴착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실증하는 연구를 완

료하 다. Olkiluto 처분장 내 연구 터널은 지하 60 미터 길이 47 미터, 터널의 

높이는 4-7미터이며 발파기법으로 굴착되었다. 깊이 7.5 m, 직경 1.5m 의 시추

공은 full-face 보어링 기법으로 굴착되었다. 핀란드에서는 2020년 고준위 폐기

물의 처분장 운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9년 Olkiluto 를 최종후보부

지로 선정하고 2000년에 적합한 최종처분 부지를 선정하고 이에 관한 승인을 얻

었다. 처분장 부지로 선정된 Olkiluoto 에 site-specific 한 URL 을 건설하고 있다

(그림 2.10, 2.11).  

Fig. 2.9  핀란드 research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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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Main R&D project schedules of the Rock Engineering 2000 (Johansson et 

al., 1996) 

P roject Research area P eriod  
Constructio n 

techniques fo r sm all 
rock caverns 

1 .1  Typical layo ut for rock caverns 
1 .2  C onstruction  m ethods and equip m ents for  

sm all caverns 
 

 

G routing and drainage 
m ethods 

2 .1  D evelop m ent o f grouting technique 
2 .2  D evelop m ent o f drainage channels in shotcrete  

structures and m echanized  installa tion  
2 .3  Water p rotection  and  frost-iso lation structures, 

their installa tion  and dire  p ro tection 

1991-1996 
1991-1993 
 
1993-1996 

E xcavation techniques 3 .1  E ffect of b lasting and  rock quality on the  
excavation pro file  

3 .2  U tilization o f the info rm ation registrated  
during d rilling 

3 .3  In tegrated  navigation system  for drilling , 
location m easurem ents and  control of 
excavation pro file  

3 .4  U tilization o f shafts in  excavation of caverns 
and  tunnels 

3 .5  A uto m atization  and guidance system s for  
exp losives and  charging 

3 .6  D rilling  and blasting  in long tunnel rounds 
3 .7  B lasting vib rations and  threshold  values for  

structures and sensitive installa tions 
3 .8  C orrosion on rock bolts  

 
 
 
 
 
 
 
1991-1992 
 
 
 
1995-1996 
1992-1996 
 
1991-1992 

C onstruction w orks in  
underground  facilities 

4 .1  P roblem s in  construction works in  
underground facilities 

4 .2  C onstruction techniques fo r radiation  she lters 
4 .3  Structural system s in underground  facilitie s 

1991-1992 
 
 
1993-1996 

E conom y and 
m anagem ent of 

underground utilization 

5 .1  D evelop m ent o f cost-m anagem en t system s 
5 .2  Standard ization  o f contract docum ents and  

risk-sharing system s 
5 .3  U nderground  city  p lanning techniques 

1994-1996 
 
 
1995-1996 

Rock m echanics and 
site  investiga tions 

6 .1  D eform ation and strength  properties o f the  
bed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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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핀란드 Olkiluoto URL 개념도

Fig. 2.11  핀란드 Olkiluoto URL 입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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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일본
일본에서는 처분 관련 연구기술 개발을 1980년대 초에 시작하 으며 1998년 

JNC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일본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30 -40년간 중간 저장 후 2030년대에 처분하

는 것을 국가방침으로 정해놓고 있다.  1995년 폐우라늄 광산인 토노 광산을 연

구지역으로 선정하여 향후 지하시험시설 건설 전, 건설단계 및 건설 후의 지질 

환경에서의 각종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최근에는 Gifu현에 있는 

Mizunami시(MIU: Mizunami URL)에 1000m 깊이의  지하 연구 실험실 건설을 계

획하고 있으며 2006년 말 200m 심도까지 굴착되었다(그림 2.12).  이와 함께 퇴

적암의 지구과학적 연구를 진척시키기 위해 후카이도의 Horonobe에서 500m 깊이

의  URL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있다.  2006년 3월까지 부지 조사를 마쳤으며 수

직갱에 대한 굴착은 2005년 11월 착수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Fig. 2.12 일본 MIU 지하처분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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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2020 년 처분을 목표로 현재 광역조사, 시추공 시추, 시추코아 분

석, 수리시험, 지구물리 검층 및 지진파 탐사에 의한 부지선정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화강암 내  지하 350 m 에 위치한 시험 시설인 Grimsel에는 TBM 을 이용

하여 직경 3.5 m 의 수평터널이  굴착되었고(그림 2.13),  수리시험, 현지응력측

정, 통기시험, 지진, 시추공 봉 등에 대하여 10개국 국제 공동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최대 2500 m 길이의 6개의 심부 시추공을 뚫고 지하수 및 수리시험

을 실시하 다.   1995년에는 Terri 산의  clay 층에 그림 2.14와 같은 수평 지하

실증 시설을 건설하고 OECD/NEA 주관으로 11개 국가가 공동으로 처분 관련 연

구를  추진하고 있다. Grimsel에서 각 연구단계별로 수행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  Phase I ~ II (1983-1990)

- 스위스 Nagra에 의한 손상대 조사, hydraulic potential관련 실험, hydrodynamic모

델링, near-field hydraulics 관련 실험과 지하 지진 및 레이다 실험 

- 독일 BGR에 의한 균열시스템 유동실험, 전자기 고주파 측정실험 및 암반 응

력 측정 실험

- Nagra와 미국DOE에 의한 균열대 조사 

- 독일GRS에 의한 Tilt meters 실험

- GRS에 의한 환기 및 히터 테스트

(2) Phase III(1990-1993)

- BGR/Nagra에 의한 균열내의 지하수유동 실험

- GRS/Nagra에 의한 환기 테스트 계속 수행

- 프랑스Andra에 의한 Large-scale drilling test수행

   

(3) Phase IV(1994-1996)

-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모암이 안정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Seismic 

tomography (TOM) 실험 

- 처분장 운  중, 또는 폐쇄 후 핵종의 이동경로를 봉쇄하기 위하여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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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처분장 건설 시에 굴착된 시추공 폐쇄 기술을 확보하고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Borehole sealing (BOS) 실험

- Near-field 프로그램을 통해 터널 및 동굴 내 near-field의 특성조사를 위한 

수력학적 특성, 지질물리학 및 암반역학에 관련하여 광범위한 실험 

- 균열대와 shear zone과 같은 지질학적 불연속대에서의 이상유동에 관한 

실험 

- 균열대외에도 손상대, near-field 암반조직 내에서 가능한 유동경로를 인지

하고 수력학적 특성 조사와 이상 유동에 관련된 모델링 연구

(4) Phase V (1997-2004)

-      지질학적 방벽의 효과에 대한조사, 처분개념의 시연, 부지특성 파악을 위

한 조사에 초점을 맞춤.

-       모델링 성능의 평가와 추가 개발에 기여하도록 프로젝트들을 설계  

-       주요 관심 분야 및 프로젝트 

i. 공학적 방벽 : FEBEX, GMT, FOM 

ii. 지질학적 방벽: HPF, CRR, GAM 

iii. 부지 특성 및 모델링: EFP, CTN 

(5) Phase VI(2003-  )

-       Phase VI 에서의 연구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처분장 조건에서의 처분개

념에 대한 연구에 초점. 

-       FEBEX 와  GMT  프로젝트를 연장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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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스위스 Grimsel 부지 지형과 터널 배치

 

Fig. 2.14  스위스 Mont Terri 연구터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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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벨기에
벨기에 북동쪽의 Mol-Dessel 원전부지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점토층이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1974년부터 정부로부터, 그리고 1976년부터는 CEC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유럽공동체 위원회)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서 지하실증시설 프로그램을 착수하 다.   지하구조물은 점토층 230m 깊이

에 동결굴착공법으로 건설되었으며   1983년부터 시작된 연구에서는 처분모암으

로서의 점토층의 in situ 특성에 관한 특성규명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1987년

에는 동결시키지 않은 점토층에 새로운 실험용 터널을 굴착하여 실험을 수행하

기 시작하 고, 이를 통해 동결굴착법을 쓰지 않고도 대규모 처분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현장 부식 실험, 터널건설에 따른 수력학적 특성 

변화, 점토기반의 뒷채움재 적용성, 점토층 내 핵종 이동 특성실험 등이 수행되

었다. 

Fig. 2.15  벨기에 URF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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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991년 방사성폐기물법을 제정한 후 15년 동안의 연구 계획을 수

립했다.  이에 따라  1994년  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Bure 에  지하실증시설을 건

설하기 위한 부지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0년 URL 건설이 시작되었다.  지하 

490m 에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직경 6m의 수직갱을 천공 발파 기법으

로 굴착하 다.  2개의 수직갱이 만들어졌으며 총 533미터에 달하는 수평터널이 

시험 및 기타 지원시설 설비를 위해 건설되었다.   그림 2.16-2.17 은  2006년 건

설이 완료된 건설된 지하실증시설의 개념도 및 터널 사진을 보여준다.   점토질 

암반(argillite) 에서의 처분장 건설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argillite 의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한 지질적, 수리지질적, 수리지화학적 연구와 함께 손상대 특성 연구,  

봉 개념 개발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2005년 종합 

보고서로 작성되어 정부에 제출되었다.  2006년 개정된 원자력법에서는 2025년 

지하처분장 운 을 위한 추가 연구 계획 및 일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Fig. 2.16  MHM URL in B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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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7 Experimental tunnel in MHM U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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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부지선정을 위한 암석역학

처분장 부지는 장기적 안전성, 처분장 운  시스템의 안전성,  처분 시스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환경적인 고려,  사회적인 수용,  비용 과 같은 사항들을 고

려하며 이들 요소들에 대한 최적화과정을 거쳐 적합한 부지를 선택하게 된다.  

장기적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적합한 지질, 수리지질 조건이 중요하다.  처

분장의 건설, 운 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 수 십년에 걸쳐서 지출이 되며 처분방

안의 선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처분시스템의 안전성이 

비용에 우선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또한 환경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를 선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처분장 건설, 운 과 장기적 관리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향으로는 교통량 증가, 굴착된 암석의 처리 등이 포함되며 부지에 따라 사회적

인 수용정도에 차이가 있다.  부지선정에 관련되는 요소들은 크게 기술적 요소와 

비기술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비기술적 요소로는 사회-경제적인 고려사항, 님

비효과, 의사결정과정 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원활한 부지선정을 위해 캐나다

에서는 처분장의 평가에 민간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연구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을 꾸준히 하고 있다.  국에서는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얻어진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a)  부지 선정과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과 관련 경직된 기준을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b)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이나 조사부지 선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에 

직면하기 쉽다. 폐기물 처분 기관의 개방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 

(c)  지역주민의 정서는 원자력산업에 대한 기존의 경험에 많이 좌우된다.  여러 

정권을 통해서 실시되어야 하는 처분프로그램의 경우 정치적인 제약이 따르며 

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d)  국민, 인허가 담당자, 정치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국의 처분 방안

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차이가 있거나 열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처분관련 기구는 각종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처분프로그램

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e)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에 있어서도 반감을 살 수 있으며 가장 안전한 운반수

단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기가 힘들다.  국의 경우 해안에 발전소들이 있기 

때문에 해상운반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특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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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를 한다.  이것은 전문가에 의한 해석이 자신을 전문가와 동일시하는 일반인의 

의견과 일치하지 못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f) 님비현상의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에 적합한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종 부지조사를 실

시한다.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부지선정과정에서 다음의 

항목들이 조사, 검토되어야 한다. 

(a) 지질 조건:  지형, 암석의 종류,  불연속면의 발달정도, 단층의 존재, 절리 분

포,  암층의 심도와 두께,  지하수면의 위치,  현지응력 상태 등

(b) 화산활동과 지진 

(c) 암석의 성질 : 암석강도, 투수도, 공극률, 탄성계수, 변형계수, 열전도도 등

(d) 부지특성 : 부지가 위치하는 지역의 강우량,  지하자원의 존재 유무, 부지 부

근의 인구 도, 교통 시설 등

(e)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와 양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할 암석역학관련 작업과 

연구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제 1 절  시추공 천공
부지선정을 위해서는 예상 부지에 여러 개의 시추공을 뚫어 예비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암반내의 균열과 시추공에서의 수리, 화학적 특성들이 조

사된다.  다이아몬드 코아드릴을 사용함으로써 원통형 암석 코아를 얻을 수 있으

며 이 코아들은 각종 실험실 실험이 이용된다.  스웨덴에서는 Aspo HRL에서 

1992년 1000m 깊이의 시추공이 천공되었고 1996년에는 1400 m 까지 천공하여 

심부지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수압파쇄 시험을 통해 현지응력을 측정하 다.   

Yucca Mountain 에서는 1983년부터 1986년 까지 72 개의 시추공이 천공되었으며 

그 후 1993년에 지하수의 유동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4개의 시추공이 

천공된 바 있다. Yucca Mountain 과 주변 지역에서의 지하수위, 수리적 특성파악 

및 지하수의 이동속도 관측을 위한 지질조사를 위해 천공된 시추공의 총 수는 

450여개이다.  시추공에서 얻어진 약 5 cm 직경의 암석 코아들을 통해 암반의 

지질형상과 암석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이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 시추공들을 

통해 각종 검층장비를 이용한 물리검층을 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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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시추는 암층과 토층의 자연 상태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실시되어야 한다.  Yucca Mountain 에서는 시추공  시추에 의해 발생

하는 암석 파편들을 유체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대신에 진공식으로 이들을 제거

함으로써 지층의 손상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 다.  

  수직 시추공의 경우 수직 불연속면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사진 시추

공을 함께 천공하도록 하고 있다.  시추에 의해 회수된 암석 코아들은 사진 촬  

후 향후 실험실 실험 및 관찰을 위해 코아박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져야 한다 

(Bieniawski, 1984).  시추공 조사는 크게 시추코아 조사, 시추공에서의 지구물리

검층과 지하수 시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시험의 종류와 목적은 표 3.1과 같다

Table 3.1  Various tests with boreholes and purposes of them. 

 Classification Tests Purposes

Core sampling Core investigation . 암종, 균열과 파쇄대, 균열방향, 코아 
손실,  균열 내의 광물 

Geophysical logging

Electrical method 
-  SP & IP
-  Fluid resistivity

. 전도성 광물과 지하수 이동

. 지하수 염도 & 지하수 이동

Radiometric method . 암종 변화, 모암의 도

Acoustic method . 균열과 파쇄대, 도변화

Magnetic susceptibility . 모암의 자성

Borehole deviation log . 시추공의 curvature 

Caliper log .  시추공의 직경

Temperature log .  지하수 온도 및 지하수 이동

Borehole radar .  파쇄대의 형태, 거리, 방향

Water test

Water injection test .  수리전도성 균열

Interference test .  파쇄대의 수리전도도 

Water table monitoring .  지하수위

Others Borehole image logging .  균열의 특성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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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암석물성 실험 
시추공으로부터  회수된 암석 코아와 암석 파편들은 암석의 물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각종 시험에 이용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을 위해 파

악되어져야 하는 암석의 물성은 크게 기계적 물성, 물리적 물성, 열적 물성으로 

나눌 수 있다.  암석시편을 사용한 실험실 시험을 통해 암석의 도, 공극률,  암

석 내 파동속도, 탄성계수, 암석 강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기타 실험실에서 결

정할 수 있는 암석의 성질들로는 암석의 열전도도, 투수계수, 파괴강도, 불순물의 

함량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의 실험을 통해 암석의 현장물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험실실험이나 현장에서 얻어진 암석의 물성들은 처분장 

부지의 결정, 암반분류, 처분장의 설계를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지보의 설계 

등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사용되어진다.  표 3.2는 실험실과 현장시험에서 실시

되는 암석역학 관련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암석물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

다에서는 1980년 대 초 암석의 물성을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실시되었

으며 핀란드에서는 1992 - 1995년 intact rock 의 물성 결정을 위한 각종 실험실 

실험이 수행된 바 있다(표 2.5). 

Table 3.2 실험실 및 현장실험에서 얻는 자료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Engineering Design tests

Laboratory tests In-situ tests Laboratory tests In-situ tests

. Density

. Water content

. Porosity

. Absorption

. Strength 

. Deformability

. Anisotropy indices

. Hardness

. Abrasiveness

. Permeability

. Swelling

. Sound velocity

. Micro-petrographic
 descriptions

. Joint orientation

. Joint openness

. Joint roughness

. Joint geometry

. Joint filling

. Joint alteration

. Core recovery

. Rock quality 

. Fracture space

.Rock quality index

. Borehole logging

. Strength envelope

. Direct shear tests

. Creep properties

. Plastic properties

. Deformability tests

. Direct shear tests

. Field permeability

. Groundwater pressure

. flow monitoring

. Water sampling

. Rock stress

. Rock movement

. Support pressures

. Anchor loads

. Rock noise/vibration

. Compressive strength

. Rock ancho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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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실 물성시험

실험실 시험은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험 조건 및 시험

편의 상태가  실험 결과와 함께 기록되어져야 한다. 주요한 기록들로는 (1) 

sampling 장소와 심도, (2) 암석종류, (3) 지질적 또는 외관상 특이점, (4) 시험편

의 크기, 무게, (5) 하중속도, (6) moisture content 등을 들 수 있다. 

가. 기계적 물성

(1) 탄성계수

탄성계수 (E) 는  암석에 작용하는 응력 ( σ) 에 대한 변형률 ( ε) 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값으로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E=
σ
ε  (3.1)

응력은 단위면적 당 작용하는 하중을 말하고 변형율은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으

로의 길이변형에 대한 초기길이의 비를 말한다.  탄성계수는 단축압축강도 실험

에서 하중과 변형을 기록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측정된 탄성계수를 

동탄성계수와 구별하기 위해 정탄성계수라고 한다.  동탄성계수는 암석을 통해 

전달되는 종파 (P 파)의 속도 Vp 와 횡파 (S 파) 의 속도 Vs 를 사용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E=2(1+ν)ρV 2s (3.2)

여기서 사용되는 포아송비  ν 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ν=
V
2
p/V

2
s-2

2[V
2
p/V

2
s-1]  (3.3)

탄성파의 속도 측정으로 계산되는 동탄성계수는 정탄성계수 보다 보통 3배 정

도 큰 값을 가지는데 이는 실험 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즉, 동탄성계수의 경

우 실험 시 발생하는 변형율이 10-7 
인 반면 정탄성계수는 10-2 이다. 동탄성계수

와 정탄성계수의 관계는 암석내의 공극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압축, 인장파의 

속도가  공극의 도, 형상 및 길이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Martin, et al., 

1993).  현장에서 지보 및 차수를 위한 그라우팅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하



- 35 -

는데 탄성파를 이용한 동탄성계수 값이 사용된다. 

(2) 포아송 비

탄성계수와 함께 포아송비는 암석의 변형거동을 결정하는 주요 물성으로서 각

종 구조해석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필요로 한다.  포아송비는 하중이 작

용하는 축에 수직하게 발생하는 변형율과 하중 방향의 변형율의 비를 말하며 압

축실험에서 수직, 수평 변형을 기록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석의 포

아송 비는 0.1 - 0.3 사이이며 포아송비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대개 0.25 로 

가정한다 (Stagg and Zienkiewicz, 1979). 

(3) 암석강도

암석의 강도는 지하처분장의 기계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사용된다. 즉 

공동 굴착후 발생하는 이차응력과 암석 강도의 비로서 공동의 안전성을 평가하

게 된다.  암석의 강도에는 압축, 인장, 전단 강도를 들 수 있다. 암석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 번 이상의 실험이 필요하다 (Vutukuri, et al., 1974).

(가) 압축강도

압축강도는 원통형 암석코아에 축 방향으로 하중을 증가시키면서 파괴시의 압

력을 측정하는 단축압축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파괴시의 압력 F 에 시험편

의 초기 단면적 A 를 나누어 압축강도 σc를 구한다. 

  σ c=
F
A (3.4)

실제 암반은 파괴 후에도 일정 정도의 하중을 견뎌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러한 현상의 이해를 위해 파괴후의 거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암석

의 파괴 후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하중기 (stiff loading machine) 를 

이용한 실험이 실시되어진다.  일반 시험기의 경우 암석 강도이상으로 하중이 가

해지면 암석이 폭발적으로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파괴후의 거동을 기록 할 수 

없지만 stiffness loading machine 을 사용하는 경우 폭발적인 파괴를 방비할 수 있

기 때문에 파괴 후의 거동까지 기록할 수 있다. 

 Martin(1993)은 압축강도를 대신할 수 있는 2가지 물성으로서 미소균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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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해 주는 σci 와 σusc 를 정의하 다.  σci는 미소균열의 발생이 안정할 때

의 응력,  σusc 는 미소균열의 발달이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응력을 말한다. 이

들을 압축강도 대신 파괴조건식에 사용함으로써 화강암의 파괴 현상에 대해 보

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었다 (Simmons and Baumgartner, 1994).  장기적 안전

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지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압축강도 

보다는 σci 와 σusc 를 사용한 안정성 해석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Hollow cylinder test 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시험편의 안쪽과 바

깥쪽에서 동시에 압력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간 주응력의 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Vutukuri, et al., 1974).

 암석의 강도는 실험 조건에 따라, 그리고 시험편의 크기 및 형상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암석강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시험편의 크기, 하중속도, 

시험편의 형상, 온도, 포화도 등을 들 수 있다.  

a. 시험편의 크기

시험편의 크기에 따라 암석의 강도는 변하는데 이는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

험편에 결함이 포함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결함이 포함될 확

률이 크기의 향을 받지 않을 정도 큰 시험편에서는 크기의 증가에 따라 강도

에 변화가 없다 (Goodman, 1980).  따라서  ISRM (International Society of Rock 

Mechanics) 은 NX (5.4 cm) 이상의 암석코아를 사용한 실험을 표준으로 권장하고 

있다.  Hoek 과 Brown (1980) 은 10 mm 에서 200 mm 까지의 암석편을 이용한 

단축압축 실험을 통해 시험편의 크기가 암석의 강도에 미치는 향을 보여주는 

다음 식을 얻었다.

 σ c=σ c50(
50
d
) 0.18 (3.5)

여기서  σc50 은 50 mm 직경의 암석편을 이용하여 측정된 단축압축강도를, 그

리고 d 는 시험편의 직경을 나타낸다.  불연속면이 존재하는 암반의  강도를 결

정할 때는  불연속면과 공동면에 의해 형성되는 암석 블록의 크기를 이용하여 

강도를 결정하게 된다 (Simmons and Baumgartner  1994).  현장에서의 암반의 강

도는 실험실에서 측정된 강도의 2 - 25% 정도의 값을 가지는데 현장 암반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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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에서 설명하는 RMR 값을 이용하여 결정하는 방법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b. 시험편의 형상

시험편의 길이 대 직경 비 (H/D)  가 작을 경우 봉압효과 (confining effect)가 발

생하기 때문에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1 은 H/D 의 변화에 따

른 실험실 화강암의 강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H/D 

가 2.5 -3.0 에서 탄성적으로 안정하며 시험편 내에서의 응력분포도 균일하기 때

문에 H/D = 2.5 - 3.0 가 권장된다. 

Fig. 3.1  H/D 의 향

c. 하중속도

하중속도가 증가할수록 암석의 압축, 인장강도는 증가한다.  충격시험과 같이 

하중속도가 빠른 경우에 얻어지는 암석의 압축강도는 일반적인 압축실험에 의한 

압축강도보다 몇 배 이상의 강도를 보여준다 (Goodman, 1980).  화강암의 경우에

도 하중속도의 증가에 따라 강도는 증가하며 이들의 관계는 지수 함수적으로 표

시할 수 있다 (Vutukuri, et al., 1974). 변위속도의 증가에 의해서도 강도는 증가

하며  변위속도가 매우 빠를 경우 암석은 폭발적으로 파괴되는 경향을 보인다 

(Vutukuri, et al., 1974).  미국에서는 1993년 변위속도가 응회암의 강도와 탄성계



- 38 -

수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실험실 실험을 수행하여 변위속도 증가에 따라 강도

가 증가함을 보 다 (Martin, et al., 1993).   이와 같이 암석의 강도는 하중속도

와 변위속도에 민감하게 향을 받기 때문에 천공, 발파와 같이 하중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빠른 하중속도 하에서 얻어진 암석강도를 사용한 해석이 필요하다.

d. 온도

암석의 강도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Vutukuri, et al., 

1974). 온도에 의한 압축강도의 향은 Osnes 등 (1984) 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온

도가 0oC 에서 300oC 로 증가함에 따라 압축강도는 선형적으로 감소하며 최대 

15 % 의 강도 감소가 발생한다.

e. 포화도

암석의 포화도에 따라서도 암석의 강도는 변한다. 화강암을 이용한 실험에서 포

화된 시험편에서 얻어진 암석강도는 건조시킨 암석강도의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Martin, et al., 1993).  지하암반의 암석은 지하수에 의해 포화된 상태로 가정하

므로 설계 시 포화된 시험편에서 얻은 암석 강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인장강도 

인장강도는 시추공의 천공, 발파작업, 공동 주위암반의 파괴 등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되어야 한다 (Goodman, 1980).  엔지니어링 관점

에서 인장강도는 단축압축강도의 5 - 10% 로 추정된다 (Stagg and Zienkiewicz, 

1979).   화강암을 이용한 직접인장시험의 경우 파괴는 암석 내부에 존재하는 

fissure 나 dike 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Sun and Hu, 1997) 암석의 인장강도는 

암석 고유의 물성이 아니라 rock index 라는 주장도 있다 (Tammemagi and 

Chieslar, 1983).  기술적으로도,  특히 화강암과 같이 강한 암석의 경우,  직접인

장시험은 시험편을 당기기 위한  gripping  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

문에 Bralizian test 와 같은 다양한 간접인장시험 방법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

다.  Bralizian test 는 원판 형태로 제작된 시험편을 압축하여 시험편의 중앙선을 

따라 인장응력을 발생시켜 인장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암석의 인장강도를 

측정하는데 널리 이용된다 (그림 3.2).  원판의 두께는 시험편 직경의 0.8 - 1.2 

배 정도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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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간접인장시험

(다) 전단강도

공동의 굴착 후 재배치되는 응력의 분포에 따라 공동 주위에는 주응력의 차이

로 표현되는 전단응력이 발생한다.  전단응력이 전단 강도보다 높을 경우 전단 

파괴가 발생하게 되는데 전단 파괴 현상은 대규모 낙반으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암석의 전단강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불연속면의 전단 강도는 결정

질 암반의 거동을 결정해주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전단시험을 통해 정확히 결

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전단강도는 불연속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수직응력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심도가 깊어질수록 작용하는 수직응력이 커지고 불연속면의 전단

강도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실험실 실험을 통해 불연속면의 전단강도를 구하

기 위해서는 처분장 예상 심도에서의 수직응력을 가한 상태에서 전단실험을 하

여야 한다.  

(4) 내부마찰각 (internal friction angle) 과 점착력 (cohesion) 

암석의 내부마찰각과 점착력은 삼축압축실험을 통해 결정된다.  적어도 2번 이

상의 삼축압축시험을 통해 얻어진 파괴응력과 봉압을 Mohr 원으로 그려 그림 

4.14 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파괴선의 기울기에서 내부 마찰각을 구하고 y 절편

에서 점착력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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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적변형율과 전단 변형율

전단변형률 (G) 과 체적변형률 (K) 은 암석의 탄성변형계수와 포아송 비에서 다

음 식으로 계산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코드에서는 E, ν 대신에 G와 K 를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

(3.6)

(3.7)

나. 물리적 물성

(1) 도 (density)

단위 부피 당 무게를 나타내며 암반의 수직응력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며  열해

석, 응력해석에 필요한 물성이다.  암석의 도는 내부 공극과 균열에 의해 향

을 받는다.  동일한 암석의 경우 심도의 증가에 따라 균열의 틈 간격과 균열 빈

도가 지압의 향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화강

암의 경우 대개 2600 - 2800 kg/m3 의 도를 보인다. 

(2) 공극률  (porosity)

전체 암석 체적에 대한 암석내의 공극의 비율로서 암석의 공극률은 입자의 크

기, 형상, 방향, 압  정도, 시멘팅 물질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내부 공극의 존

재는 암석의 기계적 물성과 접한 관계가 있다.  즉 공극률이 증가하면 암석의 

압축, 인장강도, 탄성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3) 투수계수 (permeability)

투수계수는 유체 이동의 용이성을 표현하는 물성으로서 지하수 유동 등 수리해

석에 필요하다.  단위로는 Darcy, 유동 속도 (Velocity of flow), lugeon  등이 주로 

사용된다.  1 Darcy 란 20oC 의 물이 cm 당 1 기압차에서 초당 1 cm 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토목 및 토질, 지질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동속도는 

20oC 의 물이 1:1 기울기에서 초당 이동하는 거리로서 cm/sec 로 표시된다.  1 

darcy 는 9.7 x10-4 cm/sec  이다.  암석의 현장 투수계수로 Lugeon 이 사용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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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1 Lugeon 이란 1 리터의 물이 0.98 MPa 의 압력에서 1 m 길이의 시추공

을 통해 분당 흘러가는 것을 말한다.  암반에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경우 Lugeon 

을 투수계수의 단위로 사용한다. 

다. 열적 물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은 처분장의 설계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암반의 열

전도도, 비열, 열팽창도가 정확히 측정되어져야 한다. 또한 처분공 주변에서의 열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완충재와 뒷채움재의 열적 물성도 파악하여야 한다.   

주요한 열적 물성으로는 비열, 열전도도, 열확산도 (thermal diffusivity), 열팽창도

를 들 수 있다. 

(1) 비열 (Specific heat)

Specific heat 이란 단위 질량 의 암석의 온도를 1 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을 말한다.   단위는 J/kg oK 이 사용되며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CV=(
dQ
dT
) V (3.8)

여기서 첨자 v 는 체적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2) 열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

열전도도란 암석을 통해 열이 전도되는 속도를 말하며 단위 온도 차이에서 단

위 면적을 통해 전달되는 열량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단위는 W/m oK  를 사용

하며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K=
-Q
A
(
dx
dT
) (3.9)

여기서 K 는 열전도도, Q 는 열량 (W), A 는 면적, dx 는 두 지점간의 거리, dT 

두 지점에서의 온도 차이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열전도도는 항상 일정하지는 

않으며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  화강암의 경우 온도 증가에 따라 열전도도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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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암반의 열전도도는 불연속면의 존재, 불연속면의 기울기, 

그리고 불연속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불연속면이 

많을수록,  불연속면이 거칠수록, 그리고 작용하는 응력이 낮을수록 낮은 열전도

도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실험실에서 측정된 열전도도는 현장에서의 열전도도

의 2 배 이상의 값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암반의 열전도도의 결정시 주의를 

요한다.  

(3) 열확산도 (thermal diffusivity)

열확산도 d (m2/h) 는 열전도도 (K) 와 비열 (Cv) 로부터 계산된다. 

d=
K
CV (3.10)

열확산도는 암반에서의 온도 변화의 속도와 관계되며 수분함량이 높아질수록 

작아진다 (Jumikis, 1983).

 

(4)  열팽창도

열팽창도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암반이 팽창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다음 식으로 

결정된다. 단위는 microstrain/oC 이다. 

  

α=
ΔL
L
ΔT    (3.11)

열팽창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화강암의 경우 온도가 -20oC 에서 50oC 로 

높아지면 열팽창도는 3 microstrain/oC 에서 6 microstrain/oC 으로 증가한다.  열팽

창이 있을 경우 이에 의해 열응력과 함께  미소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열팽창

에 의한 응력발생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Simmons and Baumgartner,  1994). 

  Δσ=
αΔTE
1-ν (3.12)

여기서 , σ는 응력증분, α는 열팽창계수,  T 는 온도 증가, E 와 υ는 탄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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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포아송 비를 나타낸다. Johansson등 (1991)  에 따르면 핀란드의 처분개념에서 

방사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공동 주위 암반에서 약 20-25 MPa 의 응

력 증가를 보인다.  

2.  현지응력(in situ stress)측정

현지응력이란 암반에 공동을 굴착하기 전의 초기응력으로서 중력,  지각 운동력 

(tectonic stress), 잔류응력의 합을 말한다.    지하구조물 주위에 형성되는 응력상

태는 이 초기응력과 굴착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에 의해 결정된다. 공동의 굴착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은 초기응력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암반의 초기응력은 지

하구조물의 설계 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하 암반에 인공구조물이 만들어

지면 기존의 평형상태에 있던 응력은 재분포 되며 응력의 재분포 시 특정 지점

에 과다한 응력이 집중되는 경우 암석은 파괴된다.  암반의 파괴는 암석파괴를 

발생시키는 응력에 따라 압축, 인장, 전단파괴로 나눌 수 있다. 만약 터널 축 방

향으로 수직한 면에 작용하는 최대 최소 주응력의 비가 3 이상일 경우 인장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Pusch, 1994),   암석의 인장강도는 압축강도나 전단강도에 비

해 매우 낮기 때문에 낮은 인장력의 발생에 의해서도 공동 주위의 암반은 파괴

된다.  공동 굴착 후 최대주응력이 압축강도보다 높을 경우 압축력에 의해 깨어

지는 암석편이 터널 표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 암석이 폭발적

으로 붕괴되는 rock burst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최대주응력과 최소주응력의 

차이에 비례하는 전단응력이 전단강도이상이 될 때는 전단파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동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암석의 강도와 공동 굴착 후 발

생하는 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하에서의 수직, 수평응력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

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하 500 m 에서의 수평응력이 수직응력 보다 크게 나

타나는데 이는 수평으로 작용하는 지각 운동력과 지표 암반의 풍화 때문으로 생

각되고 있다. 암반의 초기응력은 수압파쇄법, Flatjack을 이용한 측정법, 또는 시

추공의 변형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들 중 수압파쇄법

은 관심 지층까지 시추공을 천공하여 실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초기응력의 원거

리 측정이 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어떤 한 가지 방법만으로 결정된 현지응력

을 신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측정하여 결과를 상호 

비교 검증하여야 한다  (Bieniawski,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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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심도에 따른 응력비 변화

가. 수압파쇄법

미국,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후보 부지에서의 현지응력

을 측정하는데 사용하 던 수압파쇄법은 시추공의 특정지점에 가압하면서 시추

공 벽면에 파괴가 발생했을 때의 압력과 균열의 진행 방향을 통해 현지응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즉 시추공을 뚫고 그림 3.4와 같이 측정지점 아래 위에 

packer 를 설치하고 벽면에서 균열이 발생할 때 까지 압력을 가한다.  수압에 의

해 공벽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이 인장강도 (To) 이상이 되었을 때 파괴가 일어나

게 된다.  파괴 발생 후 수압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때 까지 물을 계속 주입하

여 균열을 연장시킨다.  이때의 압력을  shut-in pressure (Ps) 라 하며 이 압력은 

인장균열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압력으로서 현지응력과 접한 관계

가 있다 (그림 3.5).  수압을 낮추었다가 다시 증가시키면서 압력의 변화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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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Kirsh solution 에서 유도되는 다음 식으로 현지응력을 결정하게 된다.  

σ h,min=P s (3.13)

 σ h,max=3P s+To-P c1 (3.14)

To=Pc1-Pc2 (3.15)

수압파쇄법은 현지응력의 계산에 암석의 탄성계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암반 

내 50 m 이상 되는 지점에서의 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많이 이

용되고 있다. 하지만 3 방향의 주응력을 모두 측정하지는 못하고 1개의 주응력의 

크기와 방향을 가정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직응력을 주응력

이라고 가정하고 암석의 도와 중력가속도, 심도를 곱하여 계산한다.  수압파쇄

법은 균열이 많고 투수성이 높은 암반에서는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Fig. 3.4 수압파쇠시험 장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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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수압파쇄법에서의 압력변화 

나. Flatjack  시험

Flatjack 이용한 응력측정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Goodman, 1980).

(1) 슬롯을 만들 지점의 위와 아래에 측정점을 설치하고 측정점 사이의 초기 거

리를 측정.  측정점 간의 거리는 보통 8 cm 정도로 함.  

(2) 터널면에 수직하게 슬롯을 만듬

(3) 현지응력에 의해 감소되는 측정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 

(4) Flatjack을 슬롯에 넣고 주위를 시멘트로 봉. 

(5) Flatjack 에 압력을 가하여 측정점 사이의 거리가 초기 거리가 될 때의 압력

을 기록.  이 압력으로부터 Flatjack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응력을 계산. 

원형 터널 주위에서 그림 3.6 에서와 같이  천정과 벽면에서 Flatjack 을 수직하

게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하면 터널과 벽면에서 작용하는 수직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응력으로부터 현지응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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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jack  시험은 대규모이면서도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현지응력 측정법이라

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에 한 방향의 응력 성분만이 결정될 수 있으며  현지응

력을 계산하는데 이론적인 측면에서 불확실한 단점이 있다.  또한 EDZ 의 향

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공동 직경만큼 들어간 곳에서 측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Flatjack 시험은 응력개방법에 비해 불리하다 (Goodma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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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원형 터널 주위에서의 응력계산

다. 응력개방법 (Overcoring)

응력개방법을 이용한 응력측정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직경 15 cm 정도의 대구경 시추공을 측정 지점 부근까지 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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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경 3.8 cm 정도의 소구경 시추공을 천공 50 cm 정도 천공한다.

3. 시추공 내경 주위로 암반의 변형율을 전기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

된 strain gage 를 부착하여 현지응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시추공 변형을 

기록한다.

4.  시추공 외곽으로 큰 직경의 시추공을 천공하여 작은 시추공 주위에 작

용하고 있는 현지응력의 향을 제거한다. 

5.  현지응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시추공 변형을 기록한다

6.  회수된 암석 코아에서 탄성계수를 결정한다. 

7.  현지응력이 작용하는 경우와 작용하지 않는 경우의 시추공 변형율 차이

로부터 현지응력을 탄성이론에 기초하여 수학적으로 계산한다. 

그림 3.7은 이러한 응력측정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Flatjack 측정법이나 응력개방법은 지하 암반 내 터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부지 

선정단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Fig. 3.7  Overcoring 을 이용한 응력측정

3.  불연속면과 단층의 조사

화강암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으로는 절리와 단층을 들 수 있다.  절리 ( joint)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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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의 지질적인 연속성이 깨진 틈으로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절리군을 형성한

다. 화성암체의 경우 보통  3개 이상의 절리군으로 형성되며 (Goodman, 1980)  

절리 발생 응력에 따라 전단절리, 인장절리로 나뉜다.  단층 (fault) 은 대규모 불

연속면으로 면을 따라 전단 변위가 발생하는 불연속면으로  단층 주위에는 파쇄

대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ISRM, 1978).

불연속면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표현된다. 

-방향 : 불연속면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주향과 경사로 표시된다. 

-간격 :  동일한  절리군에 포함되는 이웃 불연속면까지의 거리. 

       표 3.3 은 불연속면의 간격에 따른 암반 상태를 분류를 보여준다.

-연속성 : 노두에 나타난 불연속면의 자취길이

- 거칠기 :  불연속면의 전단 강도에 향을 미치는 불연속면의 거칠기

- 간극 : 불연속면 사이의 틈 간격

- 충전물 : 간극에 존재하는 물질

- 절리군 수 :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절리군의 수

- 벽면강도 : 불연속면의 압축강도로서 벽면의 풍화나 변질 정도에 향

을 받는다.

암반의 거동에 향을 미치는 불연속면의 성질로는 불연속면의 길이, 형태, 발

달   방향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불연속면의 존재는 암석의 거동에 다양한 

형태로 향을 미치게 된다 (Brown, 1993). 

(i) 암반의 인장 및 전단강도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킨다.

(ii) 지하수를 비롯한 유체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iii) 암반 내 응력의 분포에 향을 미친다. 

(iv) 암석의 회전과 전이를 위한 자유면을 제공한다. 

(v) 발파에 의한 탄성파의 반사면의 역할을 한다. 

표 3.4 는 스웨덴 화강암에서 조사된 불연속면의 간격과 수리전도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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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Classification of discontinuity spacing  (Bieniawski, 1984)

Table 3.4 Fracture distribution for a typical Swedish bedrock (SKB, 1992)

 Yucca Mountain 의 경우 미터당 0.8 - 3.9 개의 fracture 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압이 증가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균열의 발생빈

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 심도 500 m 화강암에서의 균열 

사이의 간격은 1- 10 m로 나타난다.  균열의 빈도와 함께 균열의 틈 간격도 심

도에 향을 받게 된다.  즉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지압의 향으로 균

열의 틈 간격은 감소하게 된다. Bianchi and Snow (1968) 는 화강암에 설치되는 

10여 곳의 댐, 터널에서 심도에 따른 균열의 틈 간격을 측정하여 다음 식으로 심

도에 따른 균열의 틈 간격을 수식화하 다.

         Fracture   Spacing         Hydraulic conductivity

    Regional fracture zones             7 km x 3 km             10-7 m/s
        (1st order)
      Fracture zone                   800 m x 400 m           10-8 m/s
        (2nd order)
      Fracture zone                   100 m x 100 m           10-9 m/s
        (3nd order)
     Bedrock including                 0.8m x 0.8 m            10-11m/s
        (4th order)
     Major subhorizontal                  700 m               10-7 m/s
      Fracture zones

Description Spacing Rock mass condition

Very wide > 2m solid

Wide 0.6 – 2m massive

Moderate 200-600mm blocky/seamly

Close 60-200mm Fractured

Very close <60mm crushed/shat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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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는 균열의 틈 간격 (mm)을  Z 는 심도 (m)를 나타낸다.  즉 심도가 증

가함에 따라 균열 틈 간격은 비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단층은 전단 변위가 발생하는 균열면을 말하며 활성단층의 존재는 지진의 발

생과 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부지 조사 시 활성단

층의 존재는 주의 깊게 조사되어야 한다.  Yucca Mountain 에는 처분장 주위에 4

개의 단층면이 발견되었으며 이들 단층면이 지하수의 거동에 미치는 향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여기서는  Yucca Mountain  주위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기록하고 단층의 이동과 지진이  Yucca Mountain 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을 연

구하고 있다.  또한 과거 200 만년 동안의 단층이동을 조사하여 단층이동의 주기

와 이동량을 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Yucca Mountain 에서는 단층면을 따른 이동이 작고 단층 이동 사이에 수 천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상-지하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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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처분장 설계를 위한 암석역학

지하공동의 설계는 공동의 안전성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는데  공동의 안정성

은 암반의 물성, 초기응력, 터널형상, 굴착법, 지보, 완충재, 열 하중에 의해 결정

된다.  공동의 크기는 구조적 안전성과 지하에서 사용될  처분용기 취급 및 거치

공정과 해당 기계장비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또한 처분장이 위치할 지

질 구조에 적합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SKB 에서는 설계 시 규모 균열대에 직각

으로 터널이 놓일 수 있도록 고려하며 현장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처분장을 건

설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운

기간이 40-50년 정도이며 회수기간이 약 50- 100년 정도로 고려되기 때문에 공

동을 100 - 150 년 이상 건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회수작업까지를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처분장 설계 시 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지

열의 증가정도, 암반의 균열 정도, 균열대의 존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 

빙하기, 암반의 거동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대량의 방사성 핵종이 지표로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유입과 처분용기의 부식을 최소화 하는 

것이 처분장 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공동 바닥이나 벽면에 뚫은 처분공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공의 직경과 처분공 사이의 간격은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과 지질, 응력의 

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처분 개념의 경우 

폐기물 거치 전. 후에 벤토나이트 완충재를 폐기물 주위에 설치하게 하는데 완충

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완충재의 두께를 적정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

다. 예를 들어 폐기물 용기 주위 완충재의 두께가 너무 두꺼울 경우 완충재의 열

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하는데 지장이 생겨 온도

를 상승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적합한 수학식이나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지하구조물의 전반적인 거동을 예측

하여 이를 공동의 설계에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탄성암체로 분류되는 현무

암, 화강암, 응회암 등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설치되더라도 이들이 지하 심

부에 위치하고 따라서 높은 압력의 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 의존적인 creep 변

형거동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creep 변형은 지하구조물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해치며 또한 수리전도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공동의 설계 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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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이상의 creep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WIPP 

에서는  실험실 실험에서 얻어진 변형계수를 사용한 수치해석의 결과에 기초하

여 공동들이  공동 굴착 후 5년 동안의 수평내공변위가 23 cm, 수직내공변위가 

30 cm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응회암층에 설치되는 방사성폐기물 처

분시설의 변위는 100년 동안 15 cm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ardy 

and Bauer, 1993).   또한 변위속도가 클 경우 공동의 안전성에 손상이 될 수 있

기 때문에 주요 터널의 경우 변위속도가 1 mm/year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기타 처

분터널을 비롯한 기타 터널의 경우 변위속도가 3 mm/year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Hardy and Bauer, 1993).  지하 공동의 설계는 이러한 다양한 기준들을 만

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공동의 설계 시 환기시스템, 버럭 처리, 배수 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

다. 환기시스템은 지열과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작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공기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캐나다, 

스웨덴이나  미국의 개념설계에 따르면 처분공동의 구배를 일정 정도 (1 % 내

외) 두도록 함으로써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거치와 처

분터널의 굴착이 동시에 진행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  작업기계의 

효율적 사용과  원활한 작업을 고려하여 굴착기법, 굴착순서, 수직갱의 수, 터널

의 길이 및 진행방향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에 터널의 크기, 

처분장 심도, 지보, 작업 간격, 작업기계, 현장 측정기기들의 설치 등에 대한 설

계가 필요하다. 

제 1 절 설계기준 

지하 처분장의 설계를 위해서는 열적, 기계적, 수리적, 방사성적 관점에서의 설

계 기준들이 만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 터널 사이

의 암반에서의 응력이 강도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처분공과 처분터널을 설

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림 4.1  에서와 같이 지하처분장과 지표면 사이에 

위치하는 70% 의 암반에서 암석강도에 대한 응력의 비가 1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Scott, 1983).  또한 공동에서부터  1.5 m 에 위치하는 암반에서는 응

력이 암석강도의 절반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Pillar 의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pillar에서도 응력이 암석강도의 절반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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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1983).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굴착비율 (Extraction ratio) 은  30 %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수직갱에서의 온도상승을 방지하

기 위해 수직갱의 위치를 처분장소에서 적어도 200 m 이격시키는 설계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의 굴착 후 발생하는 지반의 수직변위는 지하수의 유동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표구조물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

다.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고준위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암반

은 팽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표면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Johansson et al., 1993).  따라서 최대 지반 침하는 공동 굴착 후 암반에서의 온

도가 최대치에 도달하기 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Z0.7 Z

0.15 Z

0.15 Z

Repository

Zone of potential fracturing

Surface

Fig. 4.1 화강암반에 설치된 처분장에서의 잠재 파쇄 역

제 2 절 설계요소 

다음은 처분장의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어져야 하는 주요 설계 변수들과 이들의 

결정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a) 수직, 수평 터널의 수 : 처분터널의 수와 처분공의 수는 처분장에 처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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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처분터널의 길이는 각 처분터널에 설치되는 처

분공의 수와 처분공 사이의 간격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역학적, 열적 해석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b)  굴착방법 및 공정 : 터널의 굴착은 발파 또는 TBM 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암반의 상태와 처분 방법, 심도 등을 고려하여 기술성, 경제성, 안정성 

측면에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다.  

(c)  터널의 크기와 길이 및 간격 (수직갱, 경사터널, 수평터널, 처분공 등) : 

처분터널과 이동용 터널의 크기는 터널에서의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와 방사선 

방호를 위한 시설, 통기 시설, 예상 지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처분공의 크

기는 처분용기의 크기와 완충재의 두께를 고려해서 결정된다.  수직갱의 경우 사

용 목적을 고려하여 크기를 결정한다. 

(d)  처분장의 소요 면적 : 처분장의 소요면적은 필요한 터널의 수와 열적, 

역학적 안정성을 만족하는 터널간의 간격, 처분장 층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단층 처분장이 복층 처분장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며 기술적 적용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Simmons and Baumgartner, 1994 ).

(e)  배수, 통기 방법 : 자연배수를 위해 터널의 건설시 일정정도의 구배를 

주도록 한다.  통기 시스템의 구성에서는 방사능 오염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는 

낮은 공기압이 그리고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는 높은 압력이 걸리도록 하여 공기

가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흐를 수 있도록 설계한다.  또한 처분

장에서 나온 공기는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를 거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f)  계측기기의 설치 : 처분장의 건설 중과 건설 후 각종 계측 기기들을 설

치하여 처분장의 변위, 응력변화, 온도 분포 등을 측정함으로써 처분장의 안전성

과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g)  처분용기, 폐석 및 자재의 운반 경로 

(h)  터널 지보 :  지보의 종류에 대하여 결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rock 

bolt 의 경우 길이, 직경,  종류가 선정되어야 한다.  지하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

고 불연속면을 통한 지하수의 유동 방지를 위해 실시되는 그라우팅은 비용과 시

간이 많이 들며 한번 실시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

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한 작업이다.  스웨덴, 미국, 캐나다의 처분장 기준 처분 개

념과 지하구조물의 개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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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웨덴 처분개념 : 스웨덴에서는 지하 500 m 에 위치하는 화강암반에 처

분장을 건설하고 처분터널 바닥에 직경 약 1.6 m 길이 7.6 m 의 처분공을 뚫고 

여기에 처분용기를 거치한 후 용기 주변에 벤토나이트 완충재를 채우는 개념을 

기준 개념으로 선정하 다. 

(b) 미국 처분개념 : 미국의 처분 개념에 따르면  대규모 수평 처분공에 처

분용기를 처분한 다음 100년 동안의 감시기간동안 완충재나 뒷채움재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  환기용으로 2개의 수직갱이 건설되며  처분용기는 

7.6  m 직경의 ramp 를 통해 운반된다. 

(c) 캐나다 처분개념 :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해야 하는 캐나다에서

는 지하 약 500 - 1000 m 의 화강암반에 처분공을 뚫고 처분용기를 거치하는 개

념을 채택하 다. 

제 3 절 실험실 실험 

처분 개념 설정 단계에서는  처분장 주변에서의 해석을 위해서는 암석 뿐 아니

라 완충재, 뒷채움재의 물성들도 실험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보로 사

용되는 rockbolt, steel rib 의 물성실험도 수행되어야 하며 봉재의 장기적 물성

에 대한 실험도 필요하다.   

1. 암석 실험

가. Creep 특성

화강암과 같이 강도가 높은 광물로 구성된 치 한 암석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탄성적인 거동을 보인다고 가정된다.  하지만 Martin 

(1988) 은 화강암도 시간 의존적인 변형거동 (creep)을 한다는 것을 보 다.  그림 

4.2 는 캐나다 URL 의 수직갱에서 측정된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변위를 보여주

고 있다.  공동주위 암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인 파괴와 함께 소성변형

을 보이게 되는데  이들은 공동의 안전성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Creep 

변형거동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널리 이용이 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즉 변형률 

속도 (/sec)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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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ε̇=Aexp(-
Q
RT
)σ n  (4.1)

여기서 A (MPa-n/sec) 와 n 은 물질의 고유 상수; σ 는 응력 (MPa); Q 는 

activation energy (kJ/mol); R 은 가스상수 (8.314 J/mol/oK); T 는 온도 (oK)를 나타

낸다.  위 식에 따르면 적용응력이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creep 의 변형률 속

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988, Feb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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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화강암반에 설치된 353m 수직갱에서의 시간의존적 변형거동

나. 파괴인성 (fracture toughness)

파괴인성은 물질 고유의 특성으로서 물질 내에  새로운 표면을 만들기 위해 필

요한 에너지를 나타낸다.  균열 끝에서의 stress intensity factor, KI 가 파괴인성 

KIc 보다 크면 균열은 KI 값이 KIc 보다 작아질 때 까지 확장된다.  암석균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암석의 굴착, 발파 및 공동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암석의 파괴인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석

의 파괴인성을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어왔으나 암석의 brittle 

한 성질 때문에 파괴인성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993년에는 인장강도의 

결정에 주로 사용되는 Bralizilian test 를 이용하여 파괴인성을 결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Guo,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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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연속면의 물성

불연속면의 물성은 그림 4.3 에서와 같은 전단시험을 통해 결정된다.  그림 4.4 

는 전단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단응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전단변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고점에 이른 후에는 전단응력의 감소가 있게 된다.  불

연속면의 점착력과 마찰각은 그림 4.14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불연

속면의 전단강성 (shear stiffness, Ks) 은 전단변위와 전단응력의 관계에서 구하며 

수직강성 (normal stiffness, Kn) 은 수직변위와 수직응력에서 계산된다.  따라서 

Stiffness 의 단위는 GPa/m 이다.  일반적으로 화강암 내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의 

강성은 Kn 이 100-3000 GPa/m 사이의 값을 가지고  Ks 는 0.1 - 50 GPa/m 사이

의 값을 가진다.  불연속면의 전단강도는 불연속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응력과 

마찰각, dilation 에 의해 결정된다. 

τ=σtan(φ+i) (4.2)

여기서 σ 는 불연속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응력,  φ 는 마찰각,  i 는 dilation 

을 나타낸다. 

 

Fig. 4.3  전단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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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전단시험결과 그래프 

2. 완충재 및 뒷채움재 실험

포화된 압축 벤토나이트의 도는 2000-2100 kg/M3 으로 스웨덴 Stripa 광산에서

의 시험에 따르면 포화 시 발생하는 팽윤압은 10MPa 까지 예상된다. 완충재는 

처분용기의 역학적 방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도, 습도, 압력 변

화에 따른 압축 벤토나이트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실 실험은 중요하다.  

제 4 절 현장 실험

현장시험은 URL 이나 Pilot tunnel 에서 대규모 암반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처분장이 위치할 암반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현장

시험을 통해 암반의 현장 변형계수와 전단강도, 암반의 열적, 수리적 물성, 현지

응력 등이 결정된다.

1. 현장변형계수

탄성계수가 탄성 변형의 측정을 통해 결정된다면,  변형계수는 탄성, 소성 변형

을 포함한 변형을 측정함으로써 결정된다.  현장변형계수는 실험실에서 intact 

rock 으로 얻은 탄성계수의 40 %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암석의 상태에 따라 10 % - 100 % 의 값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Bieniawski, 1984).

현장변형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공내재하 시험 및 평판재하 시험, flat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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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있다.  평판재하 시험이 표준 시험방법으로서 그림 4.5 에 시험 방법이 

묘사되어 있다.  Flatjack 시험은 이론적 불명확성과 함께 이론해가 정사각형 모

양의 flatjack  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4.7 은  flatjack 시험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 식을 이용하여 암반의 탄성계수를 계산한다. 

E=
P(2C)
2Δy

[ (1-ν)( 1+
y
2

c
2 -
y
c
)+

1+ν

1+
y
2

c
2

]

(4.3)

공내재하 시험(그림4.6)은 암반 내에 설치된 시추공에 압력을 가할 때 발생하는 

변형을 측정하여 암반의 변형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공내재하 

시험에서 얻어진 현장 변형계수는 평판 재하 시험에서 얻어진 값에 비해 두 세

배 낮은 값을 보인다  (Bieniawski, 1984).  비록 매우 양호한 암반에서 주의깊게 

실시된 현장 실험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많은 편차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장변형계수가 평균 40 GPa 인 암반에서 표준편차가  10 GPa  로 나오는 경우

도 있다  (Bieniawski, 1984).

 

Fig. 4.5  평판재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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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공내재하시험(Goodman jack test)

∆Y

∆Y

do 

2 c

P

Fig.  4.7  Flatjack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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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리면의 분포와 절리 물성을 이용하여 암반의 변형거동 특성을 추정하기도 한

다.  Fossum(1985)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절리가 무작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암반에서의  유효체적변형율, 유효 전단변형율을 계산한 후, 암반의 변형계수를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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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 는 무결암의 탄성계수, υ 는 무결암의 포아송비, S 는 절리간격,  kn 

과 ks 는 불연속면의 수직강성 및 전단강성을 나타낸다. 암반의 변형계수 및 포

아송비는 Km, Gm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 m=
9K m×G m

3K m+G m
(4.6)

υ m=
3K m-2G m

2(3K m+G m) (4.7)

   한편, Kulhawy(1978)는 3개의 직교 절리군으로 구성되는 암반에서의 Em 을 

추정하기 위한 다음 식을 제시한 바 있다. 

E m

E
=

1
1+1/( sk n/E) (4.8)

2. 현장 전단시험

암반 절리의 전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현장 전단 시험은 그림 4.8과 

같다. 절리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절리면 방향으로 힘을 가

함에 따른 절리면을 따른 전단 변위 및 수직 변위 특성을 파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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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현장 전단 시험

3. 암반의 열적 특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은 초기 몇 년간  증가하다가 수 천년의 시간동안 서서

히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열의 변화에 의해 처분공동주변의 온도가 증

가하고 이는 역학적 물성변화와 열팽창의 효과를 가져온다. 즉  암석은 열을 받

으면 기존균열이 확장되고, 새로운 균열이 형성되어,  암석의 강도, 탄성계수 등

의 역학적 특성은 저하되고, 투수계수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물의 점성도를 

낮추어  수리유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   암반거동, 수리유동, 열전달 사이의 

상호작용은 유효응력, 열팽창과 같은 직접적 상호작용과 물성변화를 통한 간접적 

상호 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반의 온도가 200oC 까지 증가할 때 

탄성계수의 변화양상은, 암석에 따라서 각기 다르지만, 약 10-3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i (1982) 는 캐나다 화강편마암에 대하여 탄성계수, 포아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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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계수, 열확산도 등의 암반물성의 온도의존성을 0-200oC 의 범위에 대하여 선

형회귀식으로 표현하 다.  Wai 에 따르면, 화강편마암의 탄성계수는 가열, 냉각 

시 서로 다른 변화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암석물성의 온도의존성으로 인

해 공동주변의 온도증가 시 주변암반은 반경방향으로 팽창을 일으키고 접선방향

의 압축응력은 감소한다 (안형준, 이희근, 1997).  또한 열 전달에 의한 투수계수

의 증가와 유체 점성도의 감소에 따라 공동주위의 수리유동이 활발해지게 된다.  

이러한 각 요소들의 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실험이 실시된다.  

 처분장 후보지에서의 대규모 현장시험은 처분장 연구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처분장 설계와 적합성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규모 현장 히터 시험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은  공동의 형태와 처분 도를 결정하고 처분장의 장기적인 안

정성 평가에 필수적인 engineering parameter 가 된다.   대규모 현장  실험은 폐

기물 발생열과 동일한 열을 발산하는 전열기를 처분공에 넣고 열의 의한 암반에

서의 응력 변위 변화를 측정한다.  스웨덴에서 수행된 Stripa 프로젝트에서는 

1500 W 의 전열기를 60일 동안 가동하여  암반의 온도를 100oC 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다.  WIPP 에서는 직경 11 m 의 원통형 pillar 주위에 열원을 감싸고 온

도 변화에 따른 pillar 에서의 변형 거동을 파악하고 이를 모델과 비교하는 연구

를 수행하 다.  Yucca Mountain 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법에 의한 암반

의 열적 물성 결정이 이루어졌다.  

(1) Single heater test(그림 4.9a)

Single Heater Test 시험에서는 구리로 감싼 전기 히터를 10cm 직경의 시추공에 

넣어 주변 암석을 100oC 이상까지 가열하고 히터 주변에 설치된 200개의 온도센

서를 사용하여 암반에서의 온도변화를 측정하 으며 역학적 거동을 측정을 위해 

MPBX (multiple-point-borehole extensometers), tape extensometers 와 surface-mounted 

wire extensometers, 록볼트 응력계와 NX borehole jack 등이 사용되었다. 

(2) Large block heater test(그림 4.9b)

Yucca Mountain 인근에 노출되어 있는 Fran Ridge에서는 near-field에서의 열-수리

-역학-화학적 연성거동에 대한 연구를 위해 large block 시험이 실시되었다. 실험

에서는 10x10x15 ft 크기의 블록 내에 히트를 장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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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ilot scale 히터 시험(그림 4.9c)

Pilot Scale Test Facility (Atlas facility)에서 수행된 자연대류시험을 위해 실제 터

널 규모의 25%와 44% 규모로 제작된 2개의 pilot-scale test 셀이 사용되었다. 

(4) 터널규모 히터 시험(그림 4.9d-4.9f)

터널규모 히터시험에서는 48미터 길이의 시험터널에 9개의 full-scale 히터를 설

치하여 폐기물에서의 발생열을 모사하 다. 인접 처분터널에서 발생하는 열의 

향을 고려하기 위해 양쪽 벽면에는 50개의 wing 히터를 10m 길이로 설치하 다. 

1997년 12월 187kw 의 전력으로 히터들을 가열하기 시작하 으며 4년 동안의 가

열기간이 지난 2002년 1월 14일 부터는 4년 동안의 냉각기간에 들어갔다. 암반의 

온도는 28개 시추공에 RTD 온도센서를 그라우팅한 뒤 측정하 으며 열적, 수리

적, 기계적, 화학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147개의 시추공을 천공하 다. 이들 관

측공의 총 길이는 3,300미터에 달한다. 

4.  암반의 수리 특성

방사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핵종의 주된 이동은 불연속면을 따른 지하수의 이

동에 의해 결정되며 단단한 결정질  암반에서의 지하수의 유동은 주로 균열망을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Wilson, et al., 1983) 지하 암반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을 

따른 지하수의 거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하 공동으로의 유체유입 정도는 투수도 시험을 통해 결정한다. 불연속면의 수

리전도도를 결정하기 위해 그림 4.10 에 보여지는 Lugeon test 라고 하는 시험을 

실시한다.  Lugeon test 에서  단위시간에  A 공에서 B 공으로 흘러간 유량 q 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Vutukuri, et al., 1974).

q=
πe
2

12η

P 1-P 2

ln( dr ) (4.9)

여기서 r 은 시추공 직경,  d 는 물의 점도, P1,  P2 는 불연속면에서의 유압, e 

는 간극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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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ngle hole 히터 시험               (b) Large block 히터 시험 

(c) 실험실 규모 축소 히터 시험       (d) 터널 현장 히터 시험에 사용된 히터

(e) 터널 히터시험                     (f) 히터 시험 터널 주변 관측공 배치도 

Fig. 4.9  Yucca Mountain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주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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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지하수의 유량은 간극에 민감하게 향을 받는다. 다양

한 압력하에서 이 실험을 실시하게 되는데 표준 압력은 10 kgf/cm2 이다.  만약 

주입압력이 암반의 내부 압력 보다 크면 불연속면이 열리면서 잘못된 결과를 만

들게 되기 때문에 주입압력이 너무 높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위 식은 지하

수의 자연적인 유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간극이 클 경우에는 turbulent flow 

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유체의 점성이 고려된다면 암

반에서의 투수계수는 이론적으로 유체의 종류에 무관하게 일정하게 계산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리전도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술로 tracer technique 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는 물속에 녹아 있는 염분 농도의 

변화를 통해 수리전도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방사성 물질인  Chromium-51 ,  

Iodine-131 을 물과 함께 넣어 도달시간을 파악함으로써 수리전도도를 비교적 정

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Vutukuri, et al., 1974).  스트리파 광산에서는 

균열망을 통한 지하수 유동을 조사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 수리시험을 실시하

다 (Wilson et al., 1983).  이 실험에서는 지하 335 m 에 위치한  5 m x 5 m x 

33 m 의 터널에서 유압과 지하수 유입을 관찰하 다. 

수리전도도는 그림 4.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는데 이는 심도에 따라 증가하는 현지응력에 의해 불연속면의 간극이 감소하

기 때문이다.  심도에 따른 수리전도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식들이 제

안되어있다. 

log(K) = -1.65 log(z) 4.5 (4.10)

K=10 (7+z/250) (4.11)

Log K = -5.57+0.362 log z  0.9878 (log z)2+0.167(log z)3 (4.12)

K/Ko = c  m ln(S) (4.13)

여기서K 는 수리전도도 hydraulic conductivity (m/s), Z 는 심도 (m), c, m, Ko 

는 상수, S 는 수직응력(MPa)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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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수리전도도 시험

Fig. 4.11   수리전도도의 심도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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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암반분류법

암반분류법은 암반 상태와 암석의 여러 가지 물성에  기초하여 이를 수치화함

으로써 설계를 위한 정량적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암반을 비슷한 거동을 보이는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

초를 제공하며 암반의 종합적 상태에 대한 의사교환을 용이하게 한다.  암반분류

를 통해 얻어진 값과 다른 현장에서의 경험에 기초하여 적합한  공동 및 지보의 

설계를 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가진 암

반분류법이어야 한다. 

(1) 쉽고 단순하며 기억이 용이

(2) 의미가 명쾌하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

(3) 중요한 암반 물성을 포함

(4) 현장에서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요소가 기본

(5) 요소들의 중요도를 고려한 점수 부여 시스템

(6) 지보 설계를 위한 정량적 데이터의 제공

지하 공동의 설계에서는 공동의 안정성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암반 분류에

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지하 공동의 안정성에 향을 미치는 지질 요소로는 (1) 

불연속면의 방향 (2) 불연속면의 간격, (3) 불연속면의 상태 (거칠기, 연속성, 충

진물, 풍화정도), (4) 지하수 상태, (5) 단층 (6) 암석의 물성 등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RQD, RSR, RMR, Q 등 여러 가지 암반 분류법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이들 암반분류법 중  Q 시스템과 RMR 시스템이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미국 Yucca Mountain 에서는 ESF 와 cross drift의 굴착을 진행하면서 Detailed 

line survey를 실시하여 길이 1m 이상의 불연속면을 기록하 으며 RMR 과 Q 시

스템을 이용한 암반분류 작업이 5m 간격으로 수행한 바 있다. 

1. RQD (Rock Quality Designation)

RQD 란 10cm 이상인 코아의 길이에 대한 시추공의 길이의 비로서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RQD=
10cm이상의코아길이시추공길이 ×100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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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M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  은  RQD 의 결정시 NX (54 

mm) 직경의 코아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RQD 에 따른 암반 분류는 다음

과 같다. 

     

       RQD Rock Quality

 < 25 Very poor

25-50 Poor

50-75 Fair

75-90 Good

90-100 Very good    

RQD 가 60 이상이면 rockbolt, 와이어메쉬를 이용한 지보가 권장되고 40 이하이

면 steel set 을 이용한 지보가 권장된다.  이와 같이 RQD 값으로 공동의 지보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RQD 에서는 공동의 거동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고

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암반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한다. 

2. RSR (Rock Structure Rating)

RSR 은 요소들의 중요도를 점수로 주는 최초의 암반분류 시스템으로 1972년 미

국에서  주로 steel set 으로 지보되는 53개 터널의 187개 section 에서의 평가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암석종류, 강도, 지질구조와 같은 지질조건, 불연속면의 간

격과 방향,  지하수의 유입과 불연속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암반을 평가하는 방법

이다.  Steel set 지보의 설계 시 유용한 방법이지만 rock bolt 나 shotcrete 지보 설

계에는 권장되지 않는 암반분류법이다.  지하 구조물의 설계 시 어떤 한 분류법

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다른 분류법과 비교하고 또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는 

것 이 필요하다. 

3. RMR (Rock Mass Rating)

RMR 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CSIR 연구소의 Bieniawski 에 의해 1972-1973 년 사

이에 만들어진 암반 분류시스템이다.    351개의 과거기록을 기초로 만들어 졌으

며  (Bieniawski, 1989)  4-16 m 공동에서 지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RMR 의 경우 암반분류를 위해 (1) 단축압축강도,  (2) RQD,  (3) 불연속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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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4) 불연속면의 상태,  (5) 지하수의 상태, (6) 불연속면의 방향 등 6가지 요

소를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Holland & Lorig, 1997).  지하구조물의 경우 현지응

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정이 되어야 한다. 그림 4.12 는 기본 

RMR 을  구한 다음 보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Fig. 4.12  RMR 의 보정

양호한 암반과 불량한 암반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 암반의 평가를 위해서는 

가장 위험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불량한 암반이 공동의 안정

성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이다 (Bieniawski, 1989).

RMR 은 터널 폭,  무지보 시간 (stand-up time), 지보, 현장 암반변형률, 암반의 

강도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가. 현장변형율 (Em)의 추정  

Em (GPa) = 2RMR-100,  RMR > 55 인 경우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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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 100(RMR-10)/40            (4.16)

Em = 0.05 RMR,  RMR < 55 인 경우    (4.17)

나. Stand-up time 의 추정

RMR 값으로부터 지하 구조물이 무지보로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stand-up time  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4.13 은 공동의 폭과  RMR 값에 따라 

결정되는 stand-up time  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터널 폭이 4 m 이고 RMR 값

이 40 이면 무지보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약 20 시간임을 알 수 있다. 

Fig. 4.13 Stand-up time 

다. 지보에 걸리는 하중

지보에 걸리는 하중 P (kN) 는 RMR 값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P=(100-RMR)*B*/100 (4.18)

여기서 B 는 터널의 폭 (m),  는 암반의 도(kg/m3)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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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1974년 NGI (Norwegian Geotechnical Institute) 에서 Barton 에 의해 개발된 Q 시

스템은 212개의 터널 (13 종류의 화성암, 26 종류의 변성암, 11 종류의 퇴적암)  

에서의 기록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Bieniawski, 1989).   RQD, Jn (Joint set 

number), Jr(joint roughness number), Ja (joint alteration number), Jw (joint water 

reduction factor), SRF (stress reduction factor) 의 6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다음 

식으로 암반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Q=
RQD
J n

J r

J a

J w

SRF (4.19)

암반의 상태에 따라 Q 값은 0.001 - 1000 까지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구

해진 Q 값은 대규모 지하 구조물의 지보 설계에 사용된다.  RMR 에 의해 설계

된 지보는 Q 에 의한 것 보다 보수적이다.  그 이유는 Q 시스템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매우 양호한 암반에서의 터널 경험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분류법인 반면 

RMR 은 남아프리카의 광산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Bieniawski, 1984).

  Q 시스템에서는 터널의 목적에 따라 주어지는 Excavation Support Ratio (ESR) 

를 고려하여 지보 설계를 하게 된다.  즉 표 4.1 에서의 터널의 목적과 안전 정

도에 따라 결정되는 ESR값으로 실제 터널의 폭과 높이를 나누어 Equivalent 

Dimension (ED) 를 구한 다음 ED 를  지보 설계에 사용하는 것이다 (Bieniawski, 

1989).

ED=
터널크기
ESR         (4.20)

Q 값을 이용하여 최대 무지보 터널 폭 (S) 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S = 2 (ESR) Q0.4 (4.21)

지보에 걸리는 압력 (Pr) 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 74 -

Table 4.1 터널에 따른 ESR 

          P r=
J r

20Q 1/3             (4.22)

일반적으로 터널 벽면에 설치되는 rockbolt 의 간격은 터널 천정에 설치되는 

rockbolt 간격의 1.5 배 정도로 설계한다.  하지만 매우 양호한 암반에서는 벽면 

지보는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불량한 암반의 경우 터널 바닥이나 벽면에

서의 지보는 터널 천정에서의 지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 Q 값을 이용한 벽

면의 지보 계산은 다음과 같다.  Q 값에 따라 1 - 5 사이의 값을 주고 여기에 Q 

값에 곱하여 나온 Qw  를 벽면 지보의 설계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Q 값이 5 

인 경우 2.5 를 곱한 값인  12.5 를  벽면 지보 설계 시 이용하는 것이다. 

Range of  Q Qw

Q > 10 5.0 Q

0.1 < Q <10 2.5 Q

Q <0.1 1.0 Q

RMR 과 Q 는 접한 관계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다음식으로 표시된다. 

Excavation category ESR

A Temporary mine opening 3-5

B Vertical shafts Circular section 2.5
Rectangle/square section 2.0

C
Permanent mine openings, water tunnels for hydropower, 
pilot tunnels, drifts, and headings for large excavations

1.6

D
Storage rooms, water treatment plants, minor highway and 
railroad tunnels, surge chambers, access tunnels

1.3

E
Power stations, major highway or railroad tunnels, civil 
defense chambers, portals, intersections

1.0

F
Underground nuclear power stations, railroad stations, 
factories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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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R = A log (Q) + B (4.23)

여기서 A 는 9-14 사이의 값을 가지는 상수이며  B 는 35 - 55 사이의 값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RMR 과 Q 는 무지보 한계 (no-support limit)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을 하지만 터널 벽면에서는 과다한 지보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Q 시스템이 RMR 보다는 상대적으로 정확히 지보를 예측하는 것으

로 보고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지보 설계에서는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을 장기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RMR 이나 Q 에서 계산되는 지보를 직접 이용하는 것 보다

는 좀 더 보수적인 지보 설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6 절 암석파괴 조건식

지하 구조물의 파괴조건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Mohr-Coulomb 파괴조

건식과 Hoek-Brown 파괴조건식이다.  완충재나 뒷채움재와 같이 소성 매질의 거

동을 표현하는 데는 Ducker-Prager 소성 모델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파

괴조건식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지하구조물의 역학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

해 사용된다.  

1.  Mohr-Coulomb 파괴조건식

Mohr-Coulomb 파괴조건식에 따르면 파괴면에서의 전단강도는 수직응력에 비례

한다.  즉, 

τ f=C+σ ntanφ (4.24)

여기서 σn 는 유효 수직응력, C 는 점착력 (cohesion),   φ 는 마찰각을 나타낸

다.  그림 4.14 에서와 같이 φ 와 C 는 최소 2번의 삼축압축 실험을 통해 결정

된다. Mohr-Coulomb 파괴조건식은 비교적 간단한 조건식으로서 중간 주응력의 

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 76 -

Fig. 4.14 Mohr-Coulomb 파괴조건

2.  Hoek & Brown 파괴조건식

Hoek & Brown 파괴조건식은  Hoek 과 Brown(1980) 에 의해 제안된 경험적인 

파괴조건식으로 RMR 이나 Q 값과 intact 암석의 단축압축강도로부터 파괴조건을 

추정한다.  최근에 수정된 파괴조건식은 다음과 같다. 

σ 1=σ3+σ ci[mb
σ 3
σ ci
+s]

a

 (4.25)

여기서 1 과 3 는 최대 최소 주응력, σci 는 intact 암석의 압축강도, mb, s, a 는 

상수이다.  이들 상수들은 암반의 특성과 불연속면의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a=0.5 를 사용한다.   상수 mb, s는  다음과 같이 GSI를 사용하여 추

정할 수 있다 (Prist and Brown, 1983).    

)
14D28
100GSIexp(mm ib −

−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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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9
100GSIexp(s

−
−

=
(4.27)

)e(e
6
10.5a 20/3GSI/15 −− −+=

(4.28)

σ3=0 으로 두면,   암반의 단축압축강도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σ cm=σ cS
a   (4.29)

 Hoek & Brown 파괴조건식은 Mohr-Coulomb 파괴조건식과 같이 중간 주응력의 

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Mohr-Coulomb 파괴조건식이 직선인 반면 곡선의 파괴

포락선을 만드는 차이가 있으며 RMR 이나 Q 와 같은 암반의 물성을 정량화 하

는 자료를 파괴조건식에 포함시킴으로서 암석뿐 아니라 암반의 파괴조건식으로

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 

파괴조건식이다. 

3.  Drucker-Prager 파괴조건식

Drucker-Prager 파괴조건식은 모든 주응력의 향을 고려한 파괴조건식으로서 다

음 식으로 표시된다. 

f= J 2D-α J 1-K (4.30)

여기서 , α,  K 는 물질 상수이며 J1 과 J2D  는 각각 주응력과 deviatoric 응력의 

불변량 (invariant)을 나타낸다.  와 K 는 삼축압축실험에서 결정되는 C 와 φ를 

사용하여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α=
2sinφ
3(3-sinφ)  (4.31)

K=
6C cosφ
3(3-sinφ)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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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컴퓨터 시뮬레이션

공동의 설계단계에서 전체적인 설계의 적합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

용한 해석이 주로 이용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a) 설계에 따른 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b) 설계 시  경험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초값의 계산하기 

위해서,  (c) 가장 발생 위험이 높은 파괴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를 피하기 위

한 대안제시하며,  (d) 기존의 공동에서 얻어진 현장측정 자료와 비교, 검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 (Whyatt and Julien, 1988).  현재  Finite Element Method 

(FEM), Boundary Element Method (BEM), Distinct Element Method (DEM) 등 여러 

종류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공동의 변형 및 파괴거동의 이해와 

예측 그리고 공동의 거동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WIPP 의 경우 공동의 시간의존적인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오래 동안의 연구

를 통해 WIPP reference creep law 라는 constitutive equation 이 개발되어 사용되

고 있다.  

1. 모델링 고려 사항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설계를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들로는 응력집중도, 처분 터널, 수직갱, 처분공의 변형, 지표면 상승, 암반 물성

의 변화, 온도 분포, 수두 분포,  완충재 및 뒷채움재의 성능평가 등을 들 수 있

으며 이러한 해석들은 처분장의 수명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하에

서 수행되어져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계를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서는 다음 요소들에  한 향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가. 지진 또는 발파의 향

심부 지하구조물이 지진이나 발파충격에 의해 손상되는 정도를 추정하기위한 

시뮬레이션도 설계과정에서 검증되어져야 한다. 지진에 의해 터널에 생기는 손상

은 불연속면을 따라 발생하는 변위와 인장, 압축응력의 증가에 의한 손상으로 나

눌 수 있다. 지진에 의한 손상은 일반적으로 균열의 발생빈도 증가에 비례한다  

(Simmons and Baumgartner, 1994). 지진파의 최대지반가속도 (Peak surface 

acceleration)가 0.2 g 보다 낮은 경우에 지하 공동에  손상이 생기지 않고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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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가속도가 0.2 g에서 0.4 g 사이의 지진파의 경우 국부적인 손상만이 발생하

여야 한다는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Dowding & Rozen, 1978).  여기서 g 는 

중력가속도를 나타내고,  국부적인 손상이란 새로운 균열의 발생과 소규모 암석

의 낙하를 의미한다.  최대지반가속도는 지반의 상태, 지진의 강도, 진앙지까지 

거리 등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지하 10 km 에서 발생한 강도 6.5 의 지진이 20 

km 떨어진 곳에서 0.37 g의 최대지반가속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일본과 알라스카에서 관찰된 지진에 의한 터널 손상기록에 따르면 최대지반가속

도가 0.2 g (1.9 m/sec2) 이하의 지진에 대해서는 터널에 손상이 없었으며 0.2 - 

0.5 g 사이의 지진에서는 적은 손상만이 기록되었다.   Yucca Mountain 에서는 

0.3 g 를 기준으로  0.5 g를 최대로 하는 설계를 하고 있다.  지진이 지하공동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해 Sharma 와 Judd (1991) 는 세계적으로 발

생한 85번의 지진에 의한 지하구조물의 손상에 대한 192번의 보고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심도의 증가에 따라 지하구조물의 피해는 감소한다.

- 지하구조물의 손상 정도는 최대지반가속도와 관계가 있다.

- 지반에 건설된 지하구조물은 암반에 건설된 구조물에 비해 지진 손상이 

크다. 

나. 빙하기 

스웨덴에서는 처분장 건설 후 발생할 수 있는 빙하기에 약 3000 m 두께의 얼음

층이 놓이는 경우를 가정한 설계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얼음층에 의해 증가되는 

지압은 44 MPa 로 보고 있다 (SKB, 1998).

다. 완충재의 팽윤

일반적으로 완충제의 팽윤압은 10 MPa 정도이며  직접 처분용기에 작용하는 압

력으로서 이들의 향을 고려한 해석이 실시되어져야 한다  (Johansson et al., 

1993).  스웨덴에서는 1990 년 3차원 해석 프로그램인 3DEC 을 이용하여 불연속

암반에 설치된 지하처분장에서 열, 빙하하중, 완충재의 팽윤압을 고려한 안정성 

해석을 실시하 다 (SKI,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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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지응력의 변화

세계적으로 측정된 현지응력 자료를 보면 처분장이 위치하는 지하 500 m 지점

에서의 수령응력은 수직응력의 3.5 - 0.5 배 사이로서 평균적으로 수직응력보다 

1.5 배 정도 큰 수평응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캐나다에서 처분장 건설 

후보지로 고려중인 순상지에서의 수평응력은 수직응력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FLAC3D 를 이용한 처분터널과 처분공 안정성 해석을 실시하 는

데 (Johansson E et al., 1995),   여기서는 thermal stress 와 완충재의 팽윤압이 고

려되었고 다양한 현지응력 조건하에서 처분 전.후의 공동 안전성을 파괴조건식을 

사용하여 해석하 다.  고준위 처분장의 경우, 수 만년 동안의 거동이 예측, 분석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각의 침식 또는 융기에 의한 현지 응력의 변화를 고려한 

모델링도 요구된다. 

마. 구조물의 형상, 크기, 위치

수직, 수평터널과 처분공의 형상, 크기 및 위치는 처분장의 장기적 안정성에 지

대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의 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하에서 최적의 지하 구조물의 형상, 크기,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해석이 수

행되어야 하다. 

바. 주변 지질 구조물의 향

처분장의 인접한 곳에 위치한 단층은 지하수의 통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

동 주위의 응력분포에도 큰 향을 미치게 된다.  절리면은 암반의 수리전도도를 

증가시키며 또한 암반의 열전도도에도 향을 미친다.  Franklin 과 Dusseault 

(1989) 의 연구에 따르면 절리면을 포함하는 암반의 열전도도는 intact 암석에 비

해 약 3.5 - 2.5 W/m OK 감소하며  절리의 거칠기 (roughness) 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절리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이 감소함에 따라 열전도도는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 이와 같이 처분장 주위에 존재하는  균열대(fractured zone) 나 단층이 

존재하는 경우 암반의 역학적, 열적, 수리적 거동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균

열대의 존재에 따른 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핀란드에서는 3DEC 을 이용하여 절리가 공동 안정성에 미치는 향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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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암반 물성의 변화

공동의 굴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이나 파괴면의 향으로 암반의 물리적, 화

학적 물성이 변화된 역을 손상대 (Excavation Disturbed Zone, EDZ) 라 한다.   

발파에 의해 공동이 굴착되는 경우 발파공 주위에서 발생하는 압력은 10 GPa 이

상으로서 이 폭발압에 의해 발파공 주위에는 방사상의 균열이 발생하고 기존의 

균열들이 팽창되면서 손상대를 만들게 된다.   EDZ 의 크기는 현지응력과 암반

물성, 채굴법, 그리고 공동의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  Tunnel Boring Machine 

(TBM) 을 이용한  기계식 채굴법의 경우 EDZ 의 크기는 발파에 의한 EDZ 보다 

훨씬 작게 나타난다.  처분공의 경우 직경이 작고 보아링으로 굴착되기 때문에 

EDZ 는 매우 작게 나타난다.  스웨덴의 VLH 개념에 따라 보아링으로 굴착되는 

처분터널의 경우 예상되는 손상대는 처분공 주위 약 30 cm 로 보고되고 있다 

(Pusch, 1994).  표 4.2는 세계 각국에서 측정된 EDZ 을 정리한 결과이다.

Table 4.2  EDZ at different tunnels

 일반적으로 공동의 바닥면에 위치하는 발파공에는 공동천장보다 많은 폭약을 

설치하기 때문에 공동의 바닥을 따라 EDZ는 크게 형성된다 (Tolppanen, et al.,  

Test Site Rock type Excavation method EDZ size

Stripa, Sweden Granite Blasting 0.3m

USBM, USA Granite Blasting with dynamite 1-1.3m
Blasting with ANFO 0.3-0.5m

Kamaishi mine, 

Japan
Granodiorite 

Normal blasting 0.2-0.5m
Smooth blasting 0.2-0.5m

Tono mine, Japan Sed. Rock
Mechanical excavation 0.3m

Blasting 0.8m

WIPP, USA Rock salt Mechanical excavation 2.3-2.8m

ASPO, Sweden Granite
Mechanical excavation 0.2m

Normal blasting 1.0-2.1m
Control blasting 0.6-1.4m

URL, Canada Granite Control blasting 0.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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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그림 4.15는 발파에 의한 EDZ 에서의 수리전도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현무암층에 설치된 터널의 경우 EDZ는 터널 벽면으로 부터 약 1 m - 1.5 m 에 

위치하며 이 역에서의 암반물성은 손상되지 않은 암반과 전혀 다른 물성을 보

이게 된다.  Pusch (1994) 에 따르면 EDZ 암반의 탄성계수는 손상되지 않은 암반

에 비해 약 1/10 정도이며   암반의 공극률은 약 1 % - 5 % 로 나타난다. 또한 

EDZ 에서의 수리전도도는 약 100 - 10000 배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EDZ 

의 발생은,  파쇄된 암석이 낙하되어 인명이나 장비에 손상을 줄 뿐 아니라 암반

의 물성, 수리전도도 등에 지대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EDZ 를 가급적 줄여주

는 것이 유리하다.

 처분장 굴착중의 발파압이나 굴착후의 응력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균열에 의

해  암반의 물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암반 물성의 변화가 장

기적인 관점에서 처분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한 해석을 실시

하여야 한다.  시간에 따른 강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Schidtke 와 Lajtai 

(1985) 는  화강암 URL 에서 장기간 재하 실험을 실시하 다.  이 현장 실험을 

통해 하중을 가한 후 1년 후에는 초기 강도의 약 25 % 가 감소하고,  10년 후에

는 30 % 가 감소하며, 100년 후에는 35 % 의 감소가 있음을 보 다.  

Fig. 4.15  발파에 의해 굴착된 공동 주위의 수리전도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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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보 조건

지하 공동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지보는 공동의 거동에 큰 향을 미치게 되

는데, 예상되는 지보를 하 을 때 공동 주위에서의 응력 및 수리 거동을 예측하

기 위한 컴퓨터 해석이 필요하다. 

자. 폐기물 발생열

고준위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은 폐기물 처분 직후부터 수 백년 동안  증가하

다가 수천 년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발생

열에 의해 지하 처분장 주변의 온도가 증가하고 이는 역학적 물성변화와 열팽창

의 효과를 가져온다.  암반에 열이 가해질 경우 팽창에 의해 처분장 주위에서 발

생하는 열 응력은 20 - 30MPa 정도로서 암석에 균열을 일으키게 되며  

(Johansson et al., 1993),  이에 따라  암석의 강도, 탄성계수 등의 역학적 특성은 

저하되고, 투수계수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열의 발생은 물의 점성도를 낮추어 

수리유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온도가  10oC 에서 80oC  로 상승할 

경우,  물의 점성도는 1/4 로 감소하게 된다 (Johansson et al., 1993). 이와 같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은 암반의 역학적, 수리적 물성을 변화시키

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 향을 규명하기위한 해석이 필요하다. 즉, 

처분용기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완충재나 암반의 물성변화,  완충재의 습윤팽

창에 의한 처분용기나 암반의 응력변화,  암반의 변형에 따른 완충제의 물성 변

화 등을 기술할 수 있는 기법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암반과 완충재의 THM 해석을 위한 수학적 모델과 컴퓨터 코드를 개발하기 위

한 국제 공동연구로 DECOVALEX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1992년 DECOVALEX-I 이 

착수된 후 현재까지 DECOVALEX-II, DECOVALEX-III, DECOVALEX-THMC 로 이어져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DECOVALEX-2012 가 계획중에 있다. DECOVALEX 프

로젝트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을 위한 완충재와 균열암반에서의 THM 

process 를 모사하는 수학적 모델 및 컴퓨터 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실험실과 현

장 시험을 통해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 THM 모델링을 위한 컴퓨터 코드의 개발 지원  

- THM모델링을 위한 알고리즘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모델 계산 결과와 현장 및 실험실 시험 결과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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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험 설계 

- THM 모델링을 성능 및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1992년 이후 현재까지 4단계에 걸쳐 진행된 DECOVALEX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라 

연구대상의 폭과 심도가 확장되었다. 초기 단계에서 수행되었던 TH, TM, HM 해

석은  THM  해석으로 발전한 후 현재 화학적 거동을 포함하는 THC 와 THMC 거동

이 모델링을 통해 연구되고 있다.  결정질암에서의 연구는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향을 고려한 해석으로 확장되었으며 또한 점토암에 대한 해석이 추가되었다.  

균질 암반에서의 거동에서 암반 손상대의 향을 고려한 해석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일정액의 참가비를 부담해야하며 운

위원회(steering committee) 에 위원을 추천하여 프로젝트의 운 에 관여할 

수 있으며 또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6-8개월에 한번씩 개최되는 정기 모임을 포함한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

리는 스웨덴 SKI 와 KTH 에 의해 이루어지며 진다.  조직위(steering 

committee) 는 BMT(Bench-Mark Test)와 TC(Test Case) 를 설정하며 참가기관에 

선정한 연구팀은 이에 대한 독자적 방법과 모델을 이용한 해석을 실시하고 이를 

조직위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웍샆을 통해 발표한다.  BMT 는 상이한 해석 기

법에 대한 비교를 위해 제안된 가상의 문제이며 TC 는 실제 실험실 실험이나 현

장 실험에 대한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들 문제에 대한 각 연구팀의 해석 

결과는 다른 연구팀에 의해 면 히 검토되어지며 이를 통해 심도있는 정보의 교

류가 가능하도록 한다.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관들은  THM 거동 이해에 필요

한 현장시험, 실험실 시험 결과를 공유하며 특별 주제를 선정하여 의견 교환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동 연구를 통한 결과 비교는 THM 거동의 이해 뿐 아니

라 각 연구팀의 접근법, 개념모델, 사용 코드의 장,단점 파악에 도움을 주게 된

다.   벤토나이트의 열적 거동에 관한 연구로는  AECL, PNC, SKB 공동으로 불

포화 벤토나이트의 THM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시작한 VALUCLAY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SKB, 1996). 

2.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 

가. FEM (Finite Element Method, 유한요소법) : 이방성, 불균질 매질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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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쉽고 비선형 탄소성 해석이 용이하다.  모든 종류의 하중조건, 굴착순서, 

지보의 설치에 의한 향을 다루는데 편리하다.  반면 입력 데이터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무한 역의 해석이 곤란하며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해석 방

법이다.  

나. FDM (Finite Differential Method, 유한차분법) :  지하수 유동 문제를 푸는

데 많이 사용되어져 온 해석 방법으로서 균일한 간격으로 구성된 모델에서 효과

적인 방법이지만 복잡한 형태를 가진 모델의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모델에 n 

개의 노드점이 있으면 이를 2 n 개의 미분방정식으로 바꾸어 각 노드에서의 응

력, 변위를 계산하게 된다.  

다.  BEM (Boundary Element Method, 경계요소법) : 모델의 경계면만을 쪼개

어 해석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줄여 줄 수 있다.  무한 매질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공동 벽면과 같은 주요 관심 경계면을 잘게 나누어 해석함으로써 정

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모델을 변경하기가 용이하므로 설계의 요소들

을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변화를 조사하는데 유리하다 (Franklin & Dusseault, 

1989).  단점으로는 해석을 위해 만들어지는 matrix 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대형 

모델에서는 계산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균질 매질의 비선형 문제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다.  BEM 은 균질매질에서 선형 탄성해석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라.  DEM (Distinct Emelemt Method, 분별요소법)  : 암반을 연속체가 아닌 

불연속체로 하여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다.  Explicit  계산으로 시간을 조금씩 변

화시키면서 모든 노드에서 평형상태를 이룰 때 까지 해석을 수행한다.  블록으로 

구성된 암반에서의 파괴와 변형을 설명하고 파괴 메커니즘을 정성적으로 이해하

는데 유용한 해석방법이다.  블록의 대규모 변형이나 점진적 파괴 연구에 적합한 

해석방법이다. 단점으로는 (1) 균질한 매질의 탄성해석에서는 정확성이 떨어지며 

(2) 접촉면에서의 거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3) 계산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마.  DDA (Discontinuous Discontinum Analysis) : 1988 Shi 와 Goodman 에 의

해 개발된 해석 방법으로서 DEM 과 유사하다.  DEM 에서는 접촉면이 변형 가



- 86 -

능한 (deformable) 반면,  DDA 에서는 접촉면에서의 변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 4.16 은 불연속면에 분포와 같은 암반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컴퓨터 시뮬

레이션 코드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3. 컴퓨터 시뮬레이션  코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과 관련된 컴퓨터 코드는 암석역학 코드,  지하수 유

동 코드,  열해석 코드, 통기해석 코드, 비용분석 코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표 

4.3 은 각 코드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Rock Mechanics 코드들

은 처분장 암반에서 동적, 정적 하중에 대한 향을 기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코드이며 Groundwater flow 코드는 처분장 건설 후 지하수의 유동에 대한 해석 

코드이다.   Heat transport 코드들은 방사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이 시간에 따

라 처분장 주변에서 변화하는 경향을 해석하는데 사용되며,  Ventilation 코드들은  

지하 구조물의 통기 문제를 해석하는데 사용된다.  그 외에 비용분석을 위한 

Cost analysis 코드들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70년대 북미지역 5-7 m 의 라이닝이 설치되는 터널 굴착의 

경우 평균 미터 당 약 3400 달러가 든 것으로 나타나며 지질조건에 따라 미터 

당800 불에서 20,000 불 까지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터널비

용이 터널면적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터널면의 grouting 등을 위한 공정의 지연

에 의한 비용의 증가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양호한 암반의 도로터널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비용의 55%는 채굴, 15 %는 primary 지보, 30 %는 라이닝비용으로 

고려된다.  하지만 불량한 암반에서는 primary 지보와 라이닝 비용이 전체비용의 

70% 를 차지하기도 한다.  터널비용을 예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사용

되고 있는데  COSTUN 은 대형 수직갱이나 수평터널의 굴착비를 예측하는데 사

용된다.  COSTUN 은 터널의 크기, 암반의 상태, 인건비, 자재비, 사용장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굴착비를 예측한다.  굴착비 계산을 위해 주어지는 암반의 상태

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앞에서 설명된 암반분류법이 사용되는데   Kaiser 

와 Gale (1985) 의 평가에 따르면 Q 시스템이 RSR 이나 RMR 분류법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나타난다.  

  1983년 노르웨이에서는 TBM 을 위한 비용계산 모듈이 개발되었는데 여기서

는 drilling bit, bit 마모도, 불연속면의 도 등을 고려하여 굴착비용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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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의 설계단계에서는 공동의 안정성에 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현상들, 예를 들면 불연속면, 균열대, 단층, 지열, 완충제의 팽창,  열-

수리-기계적 상호작용, 지진 등이 미칠 향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

되어져야 한다.  그외 에 블록이론 (Block theory), 전문가시스템 (Expert system), 

프렉탈 해석 등의 이론들이 공동의 구조적 안정성 평가를 위해 공동의 설계단계

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Fig. 4.16 컴퓨터 코드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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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처분장 설계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코드

종류 코드명 개요 

ABAQUS A 3D model  of FEM code to simulate the canister and its surrounding rock 

mass. 

ANSYS Finite  element program to do static, dynamic, thermal analysis (linear and 

nonlinear) and also steady-state and transient heat transfer analysis with heat 

generation. 

COBRA-SFS A code uses an interactive procedure to solve finite-difference equations of 

mass, momentum, and energy conservation for and interconnected array to 

channel and structural members.  A great deal of flexibility in modeling 

complex geometries.  

Heat 

Transport 

HEATING A generalized heat conduction program, capable of steady-state or transient 

problems in one, two, or three dimensions for either Cartesian or cylindrical 

coordinates.  Transient problems are solved by several finite-different 

methods such as the classical explicit procedure and Crank-Nicholson finite-

difference equations. 

ABAQUS  Same as above 

ANSYS  Same as above 

VISCOT A general nonlinear 2D FEM code that analyzes visco-plastic material 

behavior in a system subjected to mechanical and/or thermal loading 

 FLAC/ 

FLAC3D 

Uncoupled thermo-mechanical finite difference model mainly for mining and 

civil engineering projects. 

Rock 

Mechanics 

UDEC/ 

3DEC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distinct element model that analyzes 

the mechanical, thermal, hydraulic behavior of discontinum rock mass. 

Connectflow Combined code of Napsac and Nammu 

1) Napsac : Finite element code for groundwater flow and solute transport 

through fracture network. 

2) Nammu : Finite element code for groundwater flow and solute transport in 

a porous media. 

FRACMAN Finite element code for groundwater flow and solute transport through 

fracture network 

Ground water 

flow 

TRUST 3D saturated and unsaturated flow with deformation of porous matrix, 

fractured media, time-dependent boundary conditions and sources, and 

complex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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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처분장 건설에서의 암석역학

다중방벽개념으로 설계되는 처분장 건설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a. 지표면에서부터 지하 처분장이 위치할 지점까지 수직갱이나 경사터널을 

천공, 발파/TBM 으로 굴착한다.

b. 수직/경사 터널에서부터 주요 진입 터널들을 굴착한다

c. 3-4개의 환기, 수송을 위한 수직갱을 상향 보링법 (raise boring)으로 굴착. 

d. 방사성 폐기물을 구리와 같은 금속 처분용기 (canister) 에 넣은 다음  터

널의 바닥이나 벽에   뚫은 처분공에 삽입하고 완충재 (buffer) 로서 큰 

수착능과 낮은 투수성을 갖는 벤토나이트를 용기와 암반사이의 공간을 

채운다. 

e. 물리화학적 방벽으로서 벤토나이트의 장점과 굴착 폐기물인 파쇄암을 재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파쇄암과  벤토나이트 혼합체를 터널과 수직갱을 

되메움(backfill)한다.

f.   콘크리트와 같은 Plugging 물질로 터널을 봉 (sealing) 한다.

g.   현장 측정을 계속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방사성 폐기물을 회수한다.

터널굴착단계에서는 지하구조물의 굴착과 함께 굴착과정에서 얻어지는 자료들

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지하처분장의 거동을 예측하고 결과적으로 터널설계를 

개선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즉 터널굴착과 동시에 암반분류해서 이를 지보 및 향

후 굴착 설계에 반 하여야 하는데 이를 observation method 라 한다.  그림 5.1 

은 터널 공사에서의 observation method 의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  공동의 형

태와 암석의 종류, 암반의 상태, 균열면, 응력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굴법

이 결정되어야 한다.  기존에 개발된 굴착법으로는 천공 및 발파법, TBM, raise 

boring 을 들 수 있다.  수직갱의 경우 천공, 발파 또는 상향 보오링에 의해 굴착

된다. 보오링으로 굴착되는 환기용 수직갱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벽면을 가지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경사터널의 경우  

Yucca Mountain 경우처럼 TBM을 사용하여 굴착하거나 발파에 의해 굴착한다.  

암반이 단단하면서 지질구조가 복잡한 암반에 공동을 굴착하는 경우 smooth-wall 

blasting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TBM을 이용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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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Observation method 흐름도

Yucca Mountain 에서는 TBM 조립 및 해체 장소와 같이 짧은 터널의 경우에는 

TBM 보다 이동이 용이한 roadheader를 사용하기도 한다.  발파에 의한 공동 굴

착의  문제로는 발파충격에 의한 공동 주위의 손상을 들 수 있다.  Colorado 

School of Mines 의 experimental mine에서 발파에 의한 암반의 손상에 대한 연구

가 미국 - 캐나다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효과적인 발파를 위해서는 

적절한 채굴순서에 따라 적절한 폭약을 적절한 시간간격으로 기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pre-splitting 과 같은 조절 발파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양호한 

발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스웨덴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조절발파를 실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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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손상대의 크기를 0.3 m 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스

웨덴의 Aspo에서는 발파와 TMB 굴착에 따른 EDZ 의 발생과 EDZ 가 지하수 유

동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 (ZEDEX 프로그램) 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굴착방법이 결정될 것이다. 

제 1 절.  TBM 굴착
TBM 은 높은 굴진속도를 얻을 수 있지만 경제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터널

의 길이가 길어야 한다.  또한  TBM 굴착법은 암반상태의 변화에 따라 굴착속

도, 굴착압력 등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굴착방법이 되

지는 못한다.  현재 개발된 TBM 기술은 단일의  긴 (1km 이상) 터널에서 효과

적이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이 상대적으로 짧은 터널이 많이 존재

하는 경우의 적용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SKB, 1998).  

특히 처분공의 경우 아래쪽 방향으로 보아링이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

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검증이 필요하다 (SKB, 1998).   그림 5.2 는 현재 

광산 및 터널 건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TBM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수직갱의 

경우 통기저항을 줄여주기 위해 상향 보아링을 이용한 굴착이 선호된다. 

Fig. 5.2  TBM 을 이용한 다양한 굴착 방법



- 92 -

제 2 절. 발파공법

터널발파에서는 발파공 진행 방향과 평행한 자유면이 없는 상태에서 발파를 실

시해야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유면을 만들어 가면서 암석을 파쇄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심빼기 발파나 burn cut등을 실시한다.  

1.  수직갱의 건설 (shaft)

수직갱은 작업자의 이동과  물품 및 파쇄된 암석의 이동 그리고 통기를 위해서 

수직갱을 굴착한다.  수직갱의 발파는 단계로 나누어서 발파하는 계단식 발파법 

(그림 5.3) 이나 전면을 한번에 발파하는 full face 발파법 (그림 5.4) 이 사용된다.  

계단식 발파법은 자유면이 제공되기 때문에 심빼기 발파가 불필요하고 (Franklin 

& Dusseault, 1989),  지하수가 많은 경우 별도로 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굴진속도가 빠르고 유리하다. Full face 발파법에는  경사공

이 주로 이용되며  경우에 따라서 비석 (fly rock) 이나 지보에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평행공이 사용되기도 한다.  경사공을 사용할 경우 굴진량은 높아지지만 공

동 주위의 암반이 파쇄되는 여굴 (backbreak) 의  증가가 문제가 된다 (Franklin & 

Dusseault, 1989).  원형 수직갱의 굴착에 가장 유리한 발파공의 배열은 피라미드 

발파이다 (Bickel & Kuesel, 1982). 

수직갱의 굴착 시 지하수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물에 약한 ANFO 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함수폭약이나 다이너마이트가 주로 사용된다 (Franklin & 

Dusseault, 1989).

Fig. 5.3  계산식 발파에 의한 수직갱의 굴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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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전단면 발파법을 이용한 수직갱의 발파 형태

2. 수평터널의 굴착

수평터널의 굴착시 손상대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절발파 (controlled 

blasting) 기법이 사용된다. 

(1) Smooth blasting

일반적으로 주변장 발파는 주로 지하 발파 작업에 사용된다.  하지만 노천광산

에서도 smooth blasting 이란 이름으로 동일한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조절 발파 중 진보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터널의 주변장을 따라 발파공을 설

치한 다음  다른 발파공들이 발파된 후  이들을 최종 발파하여 터널의 모양을 

완성하게 된다.  이들 주변장을 따라 설치된 발파공들에는 장약을 가볍게 하고 

presplitting에서처럼 장약을 잘 분산시킨다.  이들의 발파 시에는 발파공 사이의 

지연 시간을 최소로 하여 거의 동시에 기폭이 되도록 한다. 지하 발파 작업에서

는 주변장 발파공들은 터널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천공된다.  이들 사이의 거리 

(X) 는 저항선 (burden, Y) 의 0.7 배 정도로 한다 (그림 5.5).  여기에 저강도의 

폭약을 사용하거나 decoupled 장약을 한다.  단위장약량은 0.5 - 0.75 kg/m3 이다.  

이들 주변장 발파공들은 다른 발파공들과 동시에 기폭될 수도 있으나 시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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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기폭시키는 것이 저항선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하다. 표 5.1 은 성공적인 

smooth blasting 을 위해 권장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Fig. 5.5  Smooth blasting

Table 5.1  Smooth blasting 을 위한 권장사항

(2) Presplitting

Preshearing 이라고도 하는 presplitting 은 1950 년대 중반 뉴욕주에서 실시된 

Niagrara Power 프로젝트에서 운하와 수로의 깨끗한 발파면을 만들기 위해 

Hercules Powder 사에 의해 개발된 조절발파법이다 (Pilshaw,1987). 조절 발파법 

중 가장 성공적이며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

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line drilling 과 완충발파가 여굴을 줄이기 위해 주로 사용

되었었다.    Presplitting 이란 가볍게 장약된 발파공을  인접한 두 개의 발파공

발파공 직경   장약 직경 ANFO 밀도     저항선  간격 

(mm)    (mm) ( kg/m)     (m)  (m) 

25-32      11        0.08   0.3 - 0.45    0.25 - 0.35 

25-48      17    0.20   0.7 - 0.9    0.5  - 0.7 

51-64      22     0.44   1.0 - 1.1    0.8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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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시에 기폭시킴으로써  두 발파공을 연결하는 직선에 수직하게  발생하는 

인장응력에 의해 두 발파공을 연결하는 전단 균열면을 얻는 방법을 말한다.  이 

전단 균열면은 폭발가스의 배출을 돕고 또한 발파 충격파의 전달을 차단하는 역

할을 하게 하여 전단 균열면 밖으로의 파괴를 줄여준다.  즉 원하는 장소에 인위

적으로 절단면을 만들어 줌으로써 발파에 의해 생성되는 가스의 배출을 쉽게 하

고 진동과 충격파의 반사면 역할을 하게하여 깨끗한 발파면을 얻을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Presplitting 의 경우 주발파가 실시되기 전에 주변장을 따라서 천공된 발파공들

을 기폭해야 하기 때문에 천공과 발파를 두 단계로 실시함으로 인한 작업의 지

연되고  presplitting 에 의해 만들어지는 균열면에 작용하는 현지응력 때문에 지

하터널의 굴착에는 그 사용이 많지 않다.  

제 3 절. 지보설계

처분장의 건설 후  약 50년 동안의 처분을 위한  운 기간과 폐기물 처분 후 

약 50년 동안의 회수기간동안 지하구조물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암반의 조건에 적합한 지보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

보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암반의 고유 강도를 이용하여 암반이 자체적으

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장시킨 rock bolt 나 cable,  hydraulic prob,  

expandable segmented 콘크리트라이닝,  powered support 등과 같은 능동지보와 

Steel 라이닝,  인장시키지 않은  grouted rock bolt 등과 같은 수동지보들이 사용

될 수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

해 암반의 온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열에 의해 지보의 성능에 지장이 발

생하지 않는 지보를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공동 굴착 후 100 년 동안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 구조물의 보강을 위해 주

로 사용되는 지보 방법은 rockbolt,  steel rib, shotcrete, grouting wiremesh 등을 들 

수 있다. 지보는 공동의 설계가 변경되거나 공동주위 암반의 상태 변화에 따라 

적절히 설계되어야 한다. WIPP 의 경우 지보 설계 시 천반 약 2 m 지점에 위치

하는 clay seam에서 발생하는 수직, 수평변위를 고려하여 지보를 설계하 다.   

방사성폐기물이 처분될 공동에서의 지보의 경우,  27개의 steel channel을 공동의 

폭을 따라 설치하고 각 channel 마다 11 개의 rock bolt를 설치하 다. 이러한 지

보는 storage 역의 공동들이 공동 굴착 후 적어도 12년 동안 안전하게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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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공동부근의 Clay층 (Clay 'G') 을 따르는 수평변위에 

의해 rock bolt 가 전단 파괴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터널에서부터  Clay 'G' 까

지는  150 mm 직경의 공을 천공한 것을 볼 수 있다.  WIPP 지보 시스템은 수평

변위 13 mm/year,  층리간의 이격 25 mm/year,  천정에서의 암석팽창 40 mm/year 

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U.S.DOE , 1991).   Yucca Mountain 에서는 초기 

지보를 위해 rockbolt 와 welded wire fabric 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는 (1) precast 

concrete segmental lining (2) case-in-place concrete lining (3) steel-sets lining 등 세 

종류의 라이닝을 이용하여 공동을 지보할 계획이다.    Yucca Mountain 에서의 

기본 개념에 따르면 90 % 의 공동은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지보하며 나머지 10 

% 는 steel set 으로 지보하게 된다. 

1. Rock bolt

현재 암반 구조물의 지보 방법으로 가장 널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Rockbolt 는 1950년대 스웨덴에서 소개되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rockbolt 가 개발되어 있다.  

가. Rockbolt 의 기능

Rock bolt 는 공동 부근에 발생하는 응력 집중을 암반 내부로 옮겨 주는 효과를 

발생시켜 공동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낙반 가능성이 있는 블록을 잡아주

는 역할도 하며 공동 주위에 아치 형태의 응력대를 만들어 암반 자체의 지지력

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림 5.6 은  rockbolt 의 주요 기능을 보여주

고 있다.  

나. Rockbolt 의 종류

Rockbolt 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장점을 살릴 수 있

는 조건에서 사용되어진다.  

a. Resin-grout rock bolt - rockbolt 와 암반의 접착을 위해 사용되는 레진은 

rockbolt 의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단점으로는 레진이 높은 온도에서 강

도의 저하를 가져오고 또한 시간에 따른 변형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b. Pint-anchored bolts -  rockbolt 의 끝 부분을 기계적으로 시추공의 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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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착시킨다.  암석과 rockbolt 가 닿는 역이 작기 때문에 경암의 경우 미끌

어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 Rock bolts fully grouted with inorganic grout - rockbolt 전체를 그라우팅으

로 암석과 접착시킨다. 온도의 증가에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라우팅이 

rockbolt 의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d.  Cable bolts -  Fully-grouted bolt 의 장점을 가지며 긴 시추공에 설치된

다. 유연성이 있는 지보 방법으로서 변위가 크더라도 성능을 발휘한다.  

e. Yielding bolts - 하중의 증가에 따라 변형이 발생하는 rockbolt 이다.    

동하중과 같이 하중속도가 빠르거나 지반의 변형이 큰 경우에 적합하다.  

rockbolt의 부식이 문제가 된다.  

f. Friction bolts - rockbolt와 암벽을 마찰력으로 접착시키는 지보 방법으로 

Swellex bolt 와 split set 이  friction bolt 에 속한다.  설치 후 즉시 지보로서의 

기능을 하여 임시 지보로 적합하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하중이 작용하는 암반에

는 사용되지 않는다.  부식이 쉬운 단점이 있다. 

그림 5.7 은 터널 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rockbolt 를 보여주고 있다.  Yucca 

Mountain 에서는 grout bolt 를 사용하지 않고 3 m 길이의 swellex bolt 를 사용하

고 있는데 암반 상태에 따라 1m - 1.5 m 간격으로 설치된다.

다.  Rockbolt 의 선택

Rockbolt 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rod 의 길이, rod 종류, 앵커 종류, 설치 

도, 직경,  설치 방향 등을 들 수 있으며 현장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rockbolt

를 선택하게 된다 (Dejean et al., 1983).    

a. Rod 길이 : 현장 응력과 불연속면의 물성 등을 고려하여 1 m 에서 수 m 사

이의 rod 를 사용하게 된다. 안정된 암반에서 암반이 자체적으로 유지가 되는 경

우에는 1 m 정도의 짧은 rod 를 설치하여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괴를 방

지하게 한다.  암반이 균질하지 않고 균열이 여러 방향으로 있는 경우에는 2 m 

정도의 약간 긴 rod 를 설치한다.  암반이 불안정하고 응력이 암반 파괴를 일으

킬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암반의 과다한 변형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rockbolt 는 

적어도 1.8 m 이상으로서 공동의 폭이나 직경의 절반 정도 되는 길이의 rod  를 

사용한다. 공동 천정에 설치되는 rock bolt의 길이는 터널의 폭과 관련되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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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에 설치되는 rock bolt의 길이는 공동의 높이와 관련된다.  공동의 폭에 대한 

rock bolt의 길이 비는 터널 폭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공동 천정과 벽면에 

설치되는 rock bolt 의 적당한 길이 L1,  앵커의 길이 L2 는 다음 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동 천정  :   L1 = 2 + 0.15 B/ESR

L2 = 0.4 B/ESR

공동 벽면  :   L1 =  2+0.15H/ESR

       L2 = 0.35 H/ESR

여기서  B 는 공동의 폭,  H 는 높이, ESR 은 Excavation Support Ratio 로서 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임시로 설치되는 rock bolt의 경우 공동의 폭에 따라 1.5 

- 3 m 길이가 주로 사용된다.  유럽에서는 rock bolt의 길이가 적어도 발파 1회당 

굴진장 (advance) 의 절반이나 터널 폭의 1/3 중  큰 값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b. Rod 종류 :  Rockbolt 의 변형 속도를 결정하며 rockbolt 의 패턴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업 방법과 작업 환경에 따라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i) 응력상태가 암반에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rockbolt에는 낮은 변위가 

걸리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rod 를 사용하더라도 성능을 발휘한다.

ii) 응력이 높아 암반에 파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암염층과 같이 높은 변위

가 예상되는 경우,  암반의 변형이 rod 에 전달되기 때문에  변형이 발생하더라

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steel rod 를 선택한다.  하지만 지하환경이 rockbolt 에 

부식을 일으키기 쉬운 조건일 때는  유리 섬유와 같이 부식에 강한 rod 를 사용

하고 Pilot 터널과 같이 향후 터널이 확장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steel rod 대신

에 절단이 용이한 재질의 rod를 사용한다. 

c. 앵커 종류 : 앵커의 종류는 암반의 강도와 rod의 항복특성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  높은 강도의 암반에서는 rod에 걸리는 변형이 적기 때문에 mechanical 

anchor 나 point bonded bolt, fully bonded bolt 들이 모두 성능을 발휘한다.  하지

만 암반의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시추공 전면이 rockbolt와 결합되는 fully bonded 

bolt 가 사용되어진다.  암염층과 같이 큰 변위가 발생하는 암반에서는 point 

anchor (mechanical 또는 bonded) 가 fully bonded bolt 보다 효과적이다.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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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암염층에 설치된 WIPP 에서는 큰 변위에 적합한 point bonded anchor 를 설

치하고 있다.   지하 환경에 따라 앵커의 선택에 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 부식

의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에서는 fully bonded bolt 를 사용하여 bolt와 지하수의 

접촉을 최소화하게 한다. 또한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시멘트를 사용한 앵

커는 효과적이지 않다. 

d.  설치 도  : Rockbolt 의 설치 도는 암석의 종류와 물성, 암반의 상태

에 따라 5-10 m2  당 1개 에서 1 m2  당 2 개 까지 다양하게 선택된다.   Rock 

bolt 의 간격은 암석의 도,  볼트의 길이, 안전계수와 볼트의 인발시험 (Pull out 

test)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Stagg and Zienkiewicz, 1979).  응력이 낮은 경우 

rockbolt 가 suspension 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설치 도는 지보되

는 암층의 무게와 rod 의 직경으로부터 계산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특정한 계

산식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다만 다음과 같은 경험적인 사항들이 적정 설치 도

를  얻는데 이용된다.  (a) 균열간의 간격이 1 m 이상으로 균열이 심하지 않은 

암반에서는 bolt 간의 간격은 균열의 간격보다 작아야 한다. (b) 일반적으로 bolt 

간격은 bolt 길이와 같거나  작게 한다. 

e. Rod 직경 : Rod 직경은 bolt 길이와 bolt 도에 따라 결정된다.  응력이 

낮을 경우에는 bolt 도를 줄여주기 위해 큰 직경의  rod 를 사용하며 rod 길이

가 늘어남에 따라 큰 직경의 rod 를 사용한다.  Rockbolt는 인장응력보다 전단 응

력에 약하기 때문에  균열이 많은 지층에서 높은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큰 직경의 rod 를 사용한다. 

f. 인발 (tensioning) : Mechanical 앵커의 경우 rockbolt 가 제 기능을 하기 위

해서는 초기 인장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fully bonded bolt 의 경우 인장력이 

bonding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장을 걸어주지 않는다.  인장의 기능은 암반의 응

력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즉 암반이 균질하고 균열 발생이 짧은 기간에 발생하

는 경우 암반의 변형에 의해 인장력이 rod 에 자동적으로 걸리게 되기 때문에 

초기인장은 필요치 않다.  층리 암반이나 블록으로 구성된 암반에서는 인장에 의

해 암반의 마찰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변위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bolt 설

치 후 인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g. Bolt 방향 : 공동면과 수직하게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벽면에 가까운 천정에서는 면과 일정 각도를 갖게 하는 것이 유리

하다. 또한 불연속면이 있을 경우, 불연속면의 방향을 고려하여 bolt 방향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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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h. Lagging : Bolt 패턴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bolt 에 걸리는 응력

을 암반으로 전달해 주며 또한 bolt 가 suspension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  

Lagging 물질의 선택 시 부식의 향을 고려한다. 

한국의 처분장에서도 rockbolt 가 기본 지보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지질, 암반 환경에 적합한 rockbolt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Grouting

발파에 의해 손상된 암반이나 연약 암반을 보강하고 지하수의 유입을 감소시키

기 위해 터널 굴착 전, 후에 실시되는 그라우팅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시  

중요한 작업이 된다.  처분공 주위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을 통한 지하수의 유입을 

막기위해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그라우팅을 하여야 하며 파쇄대 지역에서는 그

라우팅을 통해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라우팅 주입방법에 따라 stage 

grouting,  series grouting, circuit grouting,  packer grouting 등으로 나눌 수 있다

(Bickel and Kuesel, 1982).  그라우팅된 암반은 점착력과 마찰각이 향상되기 때문

에 공동의 지보 역할을 하게 된다.  라이닝이 설치되는 공동에서는 라이닝과 터

널벽면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그라우팅 작업이 실시되어져야 한다 (Stagg and 

Zienkiewicz, 1979).   수직갱의 그라우팅의 경우 심도 30-50 m 에서는 길고 평형

한 공을 지표면에서 한 줄 또는 여러 줄로 천공하여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수직

갱의 하부에서는 radial 이나 spin 형으로 천공된 그라우팅 공을 통해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Gyenge, 1980).  처분터널의 그라우팅은 핵종의 격리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라우팅을 실시함으로써 핵종 이동의 통로가 되는 처분터널 주변의 불

연속면을 봉하는 효과를 얻는다.    타원형 형태로 그라우팅 공을 배열하는 것

이 일반적이며 굴착 전 pre-grouting  이 필요한 암반에서는 터널 바닥은 그라우

팅을 하지 않고 그라우팅 공의 아래 부분만 그라우팅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웨덴의 Stripa 에서는 균열대를 그라우팅으로 봉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

었다 (Pusch et al., 1992).  그라우팅은 고비용의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으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적정 그라우팅압으로 주

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한 그라우팅 압력은  주입 시점에서의 현장 응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안전한 그라우팅 압력을 결정하기 위해 수압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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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될 수 있다 (Stagg and Zienkiewicz, 1979). 일반적으로  지하 심부 처분장

에서는 균열내의 수압이 높기 때문에 그라우팅 압력도 커져야 한다.  특히 불연

속면의 틈 간격이 작은 지역에서는 주입 압력을 크게 함으로써 그라우팅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라우팅 주입압은 그라우팅 두께, 불연속면의 길이와 경사, 

주입속도 등에 의해 향을 받는다(Gyenge, 1980).  일반적으로 균열이 닫혀있지 

않고 깨끗한 경우 그라우팅은 매우 효과적이다 (Stagg and Zienkiewicz, 1979).

 스웨덴에서는 지하처분장에서 실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제

시하 다.

a. 터널 바닥을 따라 10 m 깊이로 Pre-grouting 하는 방법 

b. 처분공이 위치할 지점을 정한 다음 처분공 주위로 그라우팅하는 방법.

Pre-grouting 방법의 경우 처분공 주변 뿐 아니라  터널 전체에 대해 그라우팅을 

해야 하므로 작업 속도가 느리다. 반면 처분공 주위의 그라우팅은 기존의 균열을 

확장을 막기 위해 적정 압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스웨덴 Aspo의 ramp 건설 중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지하 심부와 같이 압력

이 높은 지하수가 존재하는 경우 현재의 그라우팅 기술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하

고 있다.

 그라우팅 주입압력은 최대 20 bars 이며 시추공 당 최대 주입량은 암반의 상태

에 따라 달라진다.  양호한 암반의 경우 600 리터, 불량한 암반의 경우 1500 리

터의 주입이 필요하다.  그라우팅 재료로는 silicates, calcium chloride, bentonite 를 

첨가한 시멘트가 사용되었고 높은 지하수압으로 충진재가 확산되지 않는 경우의 

넓은 균열대나 점토층에서는 벤토나이트(2%) 와  소금 (8-15%) 을 혼합한 시멘

트가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그라우팅에 의한 효과는 암반의 전기저항도 측정에 의해 추정된

다.  즉 그라우팅을 함으로써 암반의 전기저항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라우팅 전 

후의 전기 저항도 차이로부터 그라우팅의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표 5.2는 그

라우팅 전.후의 암반 탄성계수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라우팅 후 암반의 탄성계

수는 평균 52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지질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파쇄대가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지하수의 유동을 억제하고 암반의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그라우팅 기법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많이 필요하리라 본다. 

공동 굴착 직후 터널 주위에 콘크리트를 분사하여 일정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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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shotcrete 의 경우  공동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게 하고 적은 변위에도 균

열이 발생한다.  50 mm 의 공동 변형에도 성능을 발휘하는 Rockbolt 에 비해 

shotcrete 는 1.2 - 2.5 mm 의 변위에도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성

이 요구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는 응용이 제한된다 (Bieniawski, 1984).

Table 5.2 그라우팅에 의한 탄성계수의 변화 

Location Mean Es (kg/m2) 

Before grouting  After grouting 

Increase Rock condition 

Salamonde 1 10900 16500 51 % Altered granite 

Salamonde 2 21000 25500 22 % Altered granite 

Salamonde 3 234000 343000 55 % Sound granite 

Canicada 20000 34500 72 % Altered granite 

Susqueda 1 43500 78500 80 % Granite 

Susqueda 2 71000 104500 47 % Granite 

Cabril 1 118500 185000 56 % Slightly weathered granite 

Cabril 2 125000 195000 56 % Slightly weathered granite 

Cabril 3 157500 210000 33 % Sound granite 

Average 89044 132500 52 %  

 

3. Wiremesh

암반의 균열이 심한 경우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망으로서 주로 

rockbolt 와 함께 사용된다 (Stagg and Zienkiewicz, 1979).

제 4 절. 역해석 (Back-analysis)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현장측정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현지 암반의 물성

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역해석 (Back Analysis) 이라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컴

퓨터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응력과 암반의 물성을 입력하여 공동 굴착 후 응력과 

변위를 예측하는 것이지만 역해석에서는 현장에서 측정된 변위자료를 입력자료

로 하여  현지응력이나 암반의 물성을 역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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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처분장 유지를 위한 암석역학

처분장 암반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암반의 상태는 site 

specific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계측방법으로 암반의 상태를 계속 측정하면

서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제 1 절  현장측정 
현장에서 측정되는 응력, 변위자료는 공동의 거동을 파악하고 지보의 성능을 예

측하는데 가장 정확하고도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현장측정자료

에는 공동의 거동에 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 - 현지응력, 공동의 형태, 암석

의 성질, 현장상태, 온도 등 - 의 향이 반 되어있기 때문에 적절한 해석을 수

행할 경우 이들 요소들이 공동의 거동에 미치는 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도 

있다.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는 공동이 굴착된 직후부터 공동의 붕락이 발생될 

때까지 각종 현장 측정기기들을 이용하여 공동의 거동을 기록되어져야 한다.

1.  현장변위 측정 

공동변위의 경우 암반 내부의 변위를 보여주는 extensometer, 공동의 내공변위를 

측정하는 closure points 그리고 측정공 방향에 수직한 변위를 보여주는 

inclinometer를 사용하여  자세히 기록될 수  있다.  이들을 통해 공동의 시간에 

따른 변형 및 파괴거동을 이해하고 공동의 붕락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공동의 시간에 따른 실제 거동의 변화를 정확

하게 표현할 수 있다.  

현장에서 측정되는 변위자료의 중요성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응

력의 경우 다음 측정으로부터 간접적으로 파악해내는 방법인데 반해,  변위는 직

접 그리고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2) 변위 자료는 측정 구간 

내의 암반의 전체적인 거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Bieniawski, 1984).

현장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측정기기로는 extensometers, closure meters, 

closure points, inclinometers, tiltmeter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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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losure measurement

공동의 천정, 바닥, 벽면에 고정된 측정점 사이의 거리를 tape 이나 rod 

extensometer 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공동의 거동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나.  Extensometer

공동 주위 암반 내부의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서 시추공 내부

의 정해진 지점에 측정점 (anchor) 을 고정시키고 측정점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위치를 측정하여 암반의 변형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한 시추공에 여러 개의 측

정점이 설치되는 multi-position borehole extensometer (MPBX) 의 경우 측정점간의 

상대적인 변위를 측정함으로써 공동 주위 암반의 거동을 파악하게 해 준다(그림 

6.1).  시추공은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는 측정점이 안정된 암반에 설치될 수 있

도록 충분히 깊게 천공되어야 된다.  

Fig. 6.1 MPBX  개요도

다.  Inclinometer

Inclinometer 는 시추공의 경사도 변화를 기록함으로써 시추공에 수직한 변형을 

계산할 수 있게 한다.   Inclinometer 의 측정원리는 그림 6.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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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Inclinometer 측정원리

2. Vibration 

발파진동의 기록은 발파설계의 최적화를 위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발파에 의

한 진동은 지진에 의한 진동보다 주파수가 크고 진폭은 작은 경향을 보인다.  진

동을 기록하는 기기는 지반진동의 속도에 비례하여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주는 

전자기 geophone 이 사용된다.  지반진동의 기록은 또한 지하 심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rockburst 를 예측하고 조사하는데 사용된다.  즉 rockburst 가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는 미세 진동을 기록함으로써 rockburst 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시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3.  현지응력

공동의 굴착에 따라 기존의 평형상태에 있던 응력이 재분포되는데 이러한 응력

의 재분포에 의한 응력집중에 의해 암반의  공동의 안정성이 손상되는 것을 파

악하기 위해 rockbolt load cell, pressure cells, stress meters 등이 이용될 수 있다 

화성암체에 건설된 모든 공동은 시간의존적인 균열발생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6.3 은 캐나다 URL 에서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암석 파괴대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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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는데 파괴의 진행이 최소 주응력 방향임을 알 수 있다.  균열의 발생, 전

파속도는 응력과 암석물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균열은 암석의 물리적 특성

을 변화시키고 소성변형을 증가시키게 된다.  균열의 발생에 따라 탄성계수와 암

석강도가 균열의 발달에 따라 감소하고 수리전도도는 증가하게 된다.  응력의 상

태에 따라 균열의 발달 방향이 결정되는데 공동 벽면에서는 공동의 굴착에 의해 

발생하는 이차 응력에 의해 공동 벽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균열이 발달함으로써 

slabbing 이나 spalling 을 야기한다 (Simmons and Baumgartner, 1994). 따라서 현지

응력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측정되는 

응력자료의 해석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난해한 작업으로서 주의를 요한다 

(Munson et al., 1987).  일반적으로 현지응력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Franklin & Dusseault, 1989).

Fig. 6.3  공동 굴착후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암석 파괴 양상( 캐나다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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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lectric pressure cell

Electric pressure cell 은 두개의 원형 철판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중심부분은 신축

성 있는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굴절량은 부착된 strain 

gage 나 vibration wire 로 측정된다.  이를 통해 응력의 변화를 계산한다 (Franklin 

& Dusseault, 1989).

나. Load cell

Load cell 은 rockbolt 나 케이블의 인장응력,  steel rib 의 하중을 기록하는데 사

용된다.  중심이 빈 공간으로 남겨진 load cell 이 rockbolt 나 케이블에 사용된다.  

즉 이들에 걸리는 인장응력이 load cell 에 압축응력으로 작용하여 load cell 내에 

부착된 strain gage 의 저항을 변화시키는데 이를 측정함으로써 rock bolt 나 케이

블에 걸리는 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측정지점에 따라 100 - 500 KN 의 용량을 

가지는 Load cell 이 사용된다 (Franklin & Dusseault, 1989).  

4.  온도

지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온도가 주요 설계요건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처분장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온도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계측하여야 한다. 

제 2 절  공동의 안정성평가
공동 굴착 후 측정되는 현장자료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지하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설계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동주위 암반에

서의 파괴양상과 시간에 따른 변형거동을 파악할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장

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응력의 변화나 공동에서 멀리 위치한 암반의 변형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컴퓨터 시뮬

레이션과 현장측정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공동이 설치된 암반의 전체적인 거동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공동 굴착의 향으로 발생하는 공동 주위 암반의 균열은 공동의 안정성 평가

에 큰 향을 미친다. 이 EDZ 의 크기와 암반물성의 변화를 결정하는 것은 공동

의 안정성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EDZ 의 발생과 규모에 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한다.  공동주위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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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nd Probing Radar (GPR) - 균열면에서 반사되는 레이다 신호를 분석

하여 균열면의 존재를  찾아낼 수 있다.  100-500 M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전자기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 조사되는 암반의 깊이가 결정된다.  즉 고주파신호

를 사용할 경우 해상도는 증가하나 신호가 침투하는 깊이는 감소한다 (Cook and 

Roggenthen, 1991). GPR 에 대한 물의 투과성은 암반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지하수위를 정확히 결정하는데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 

(b) 시추공 관찰 - 공동 주위에 시추공을 뚫어 균열면을 직접 파악한다.  

WIPP에서는 150 개 이상의 시추공을 뚫어 시추공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균열면

의 시간에 따른 발생을 1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다.  

(c) 전기저항도 조사 - 시간 경과에 따른 암석의 전기저항도를 측정한다.   

공동주위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암반의 전기저항도는 증가한다.

(d) 투수계수측정  - 균열면의 발생에 따라 공동주위 암반의 투수도에 변화

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투수도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균열면의 발생을 간접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Stormont and Daemen,  1992).   

(e)  AE (Acoustic Emission) - AE 는 고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100 Hz - 10 

MHz 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공동주위암반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스웨덴의 에스페에서는 ZEDREX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EDZ 

를 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제 3 절 공동의 거동예측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공동의 거동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할 경우  암석의 물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가정들 때

문에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는 현장에서 측정된 변위자료

를 이용하여 역해석을 실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해진다. 즉 역해석을 

통해 얻어진 암반의 물성과 현지응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입력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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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처분장 운 , 폐쇄와 회수를 위한 

암석역학

제 1 절 처분장 운  및 폐쇄

1. 완충재

처분용기의 거치 전후에 처분용기 주위에 설치되는 완충재는 용기를 기계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화학적 방벽으로서 핵종의 이동을 막고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완충재는 다음과 

같은 물리, 화학적 성질들을 가져야 한다. 

- 기계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bearing capacity

- 폐기물 발생열의 발산을 위한 높은 열전도도 

- 핵종 이동을 막기 위한 이온 교환 능력

- 화학적, 전기화학적 적합성 

- 장기적인 화학적 안정성

- 손상된 용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능력

스웨덴에서는 다음 물성들을 평가하여 완충재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 다 

(SKB,1995).

- water content

- 수리전도도

- 팽창압

- swelling capacity

- 전단강도 

- rheological properties

- pore volume

- diffusing & sorption properties

- thermal conductivity

- chemica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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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뒷채움재

스웨덴과 캐나다의 기본처분개념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을 지하공동에 처분한 

후 처분터널은 벤토나이트와 모래의 혼합물 등으로 채우게 되는데 이를 뒷채움

(backfilling)한다.  이러한 뒷채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Chapman and McKinley, 

1987). 

- 지하수가 폐기물로 접근하는 것을 최소화 한다. 

- 지하수의 화학성분을 변화시킨다.

-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킨다.

- 방사능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열의 전달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 현지응력의 집중을 방지한다.

이러한 목적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뒷채움재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적당한 뒷채움재는 (1) 터널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2) 처분용기 주위의 팽

창하는 완충재를 유지하고 (3) 지하수의 터널, 처분공 주위로의 유동을 방지하고 

(4) 완충재와 지하수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며 (5) 장기간 화학적으로 안정한 

물질이라 할 수 있다(SKB, 1998). 

  균열이 많은 결정질 암반에 설치되는 처분시설의 경우 팽창성이 있는 벤토나

이트와 파쇄암을 혼합하여 뒷채움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무암 암반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파쇄 현무암이,  그리고 암염에 설치되는 

처분시설에서는 암염분말이 가장 적합한 뒷채움 물질로 고려되고 있다.  Yucca 

Mountain  과 같이 매우 건조한 지역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에는 폐기물 처분 후  회수기간 (폐기물 거치 후 약 50 - 100년간) 동안에는 되

메움 없이 빈공간을 남겨두는 방법이 선호되기도 한다.  

3. 봉재

되메움 작업 후 각 터널과 수직갱은 콘크리트 등으로 봉하게 되는데 장기적

으로 열적, 구조적, 화학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봉재의 역할

을 (1) 폐된 공간내의 완충재와 뒷채움재를 장기간 가두어 두고 (2) 폐된 공

간으로 부터의 지하수 유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봉재는 장기적 견

고성, 낮은 투수도, 적당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Gyenge, 1980).  캐나다의 경우 

봉재는 250,000년간 봉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으

로  모든 지질 조건에서 봉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의 존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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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 시멘트 그라우트의 경우 장기적인 견고성이 확증되어 있

지 않다 (Gyenge, 1980).  따라서 다양한 조건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봉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 2 절 회수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한 이후 방사능 물질의 이동을 계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하

며  어떤 이유로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후 수 년 혹은 수 십년 내에 방사성 폐

기물 처분시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

하게 그리고 완전히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Krauskopf, 

1988).  특히 압축 벤토나이트를 완충재로 사용한 경우 완충재의 팽창에 의해 처

분용기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스웨덴에서는 완충재의 팽창 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4 가지 회

수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 Mechanical

- Hydrodynamic

- Thermal

- Electrical

실제 회수작업은 공동의 굴착 후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필요한 작업으로서 

회수작업의 안전성을 위한 암석역학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특히 암반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지보의 경우 장기

적인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회수 시에는 암반의 온도가 어느 정

도 올라간 상태로서 고온 하에서의 공동의 거동과  완충재나 뒷채움재를 제거한 

경우의 공동의 안정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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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 현황에 대하여 고준위 처

분연구를 중심으로 암석역학적 측면에서 고찰하 으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와 

관련된 암석 및 암반의 물성과  세계 각국에서의 지하실증 시설에 대해 고찰하

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지하 심부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처분장 부지의 선

정, 처분장의 설계 및 운 계획, 감시 및 폐쇄계획이 결정되어야 한다.  방사성폐

기물 처분장이 위치하는 지하 수 백미터 심도에서의 대규모 구조물의 거동특성

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일본 등에서는 1980년대부

터 지하실증시설을 건설하고 각종 암석역학 관련 실험을 수행하 음을 알 수 있

다. 국내 암반에서도 지하 심부 암반의 물성 파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방

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암반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해석들이 실시되

어야 하며 보다 나은 해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암석 및 암반의 물성들이 정확

하게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암반에서의 장기적인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해석

의 경우 암석자체의 열-역학적-수리적 물성과 불연속면의 분포 및 특성들을 고려

한 THM coupling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하에서 실험실 및 

현장에서의 실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건설되는 지하심

부 암반의 물성을 파악하는 것은 처분장 부지의 선정에서부터 처분장의 건설 및 

유지, 그리고 안정성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처분 프로젝

트의 진행에 맞춰 각종 암석역학적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암반특성에 적합한 굴착방법, 터널 

설계,  그라우팅, 지보 설계 등이 필요하며 이들에 관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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