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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Conceptual Design and Experimental Plans for the In-situ Test of 

Engineered Barrier System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barrier 

components in a HLW repository. The in-situ validation test for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can enhance the performance and safety of the 

repository. The objective of the in-situ test is to investigate the 

behaviors of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under disposal conditions 

similar to those of the Korean Reference disposal System (KR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overseas state-of-the-art of in-situ test for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is analyzed and the preliminary characterization of the 

fracture distribution in the test area of the KURT is carried out. Based 

upon these, an in-situ test facility is designed in a conceptual level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experimental action plan.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For an in-situ test which will be carried out in the next R&D step, 

the conceptual design of an experimental facility was completed and the 

detailed action plan was also established for its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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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고 폐기물처분장에서 폐기물고화체, 완충재, 뒷채움재를 포함하

는 공학 방벽시스템은 방사성핵종이 처분폐기물로부터 처분장 밖으로 유출

되는 것을 1차 으로 막아주며, 그 성능을 인 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요한 처분장의 구성요소이다. 때문에 공학 방벽시스템이 처분환경 하에서 

어떻게 거동하느냐는 처분안 성과 직결되는 요한 부분이다. 공학 방벽시

스템의 거동 실증시험은 실험장치의 구성이 복합 이고 다양한 계측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공학 규모의 실험을 통해 

시스템의 동특성과 장치특성을 악하고 계측시스템을 보정 (calibration)한 

후, 지하시험시설에서 장시험 (in-situ test)을 수행하는 단계  근 방법

을 채택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에서는 이러한 공학 방벽시스템 

실증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기 처분시스템 공학 방벽시스템 

(그림 1)에 한 2단계 실증시험을 계획하고, 2003년부터 1단계 공학 규모

의 실증시험을 수행해 오고 있다 [1-3]. 

공학 방벽시스템에 한 장실증시험은 실험실 내 실험과는 달리 실제 

처분장과 유사한 지하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장시험은 처분장의 

성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질  지하수 환경을 조사하고, 장조건에서

의 시스템 구성요소 방벽 거동  성능을 실증하며, 처분장 설계에 필요한 

련 기술의 타당성과 장 실험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을 두고 수행된다. 

그러나 장실증시험의 성공  수행을 해서는 많은 기술  자료와 경험이 

필요로 하며, 한 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 되고 일단 설치가 끝난 장치는 

재설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 에 철 한 비가 필요하다.

이와 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외 장시험 황을 분석하고, 지하처분

연구시설(KURT; 그림 2) 내 시험구역에 한 리분포 조사를 실시하 으

며, 이를 바탕으로 공학 방벽시스템 장시험에 한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향후 수행할 실험계획을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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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고 폐기물 기 처분시스템 (KRS) 

공학 방벽시스템 개념도. 

그림 2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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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 외  장 시 험  기 술 황  [4]

고 폐기물처분장 공학 방벽시스템의 장실증시험과 련하여, 

원자력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랑스, 스 스, 스웨덴 등에서는 기존

에 추진해 오던 실험실  연구와 이론  측 연구에서 차 실제 처분장이 

치할 지하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장시험을 수행하는 쪽으로 연구방향

을 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이에 따라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고 다

양한 장시험을 통해 처분시스템의 성능을 확인,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MIU와 Horonobe의 URL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의 활용을 한 국제 기술교류체제를 확 해 나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기존의 GTS, Aspo HRL 외에도 Mont Terri URL과 Meuse URL 로그램

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Yacca Mt.의 ESF와 캐나다 URL을 

심으로 실증 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하환경에서의 공학 방벽시스템의 THM 거동 특성을 이해하기 

해, YMP에서는 single hole test를 두 지 에서 실시한 후 drift 규모에서

의 히터시험을 실시하 으며, 캐나다 URL의 경우, 시추공에서의 히터시험과 

single hole 히터시험을 통해 암반과 완충재의 열-수리-역학  거동 특성을 

악하 다. 스 스 Grisel에서는 완충재와 처분공 주  암반에서의 THM 

거동  핵종 지 특성을 악하기 해 국제공동연구로 장시험인 

FEBEX 로젝트 (그림 3)를 추진 에 있으며 시험결과는 다양한 모델링 

기법의 검증에 활용하고 있다. 벤토나이트 완충재와 EDZ의 규모  향에 

한 장실증연구는 미국 (WIPP, YMP), 스웨덴 (Aspo (그림 4), Stripa 

mine), 캐나다 (URL)에서 실시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Kamaishi mine 

(그림 5), Tono mine에서의 EDZ 시험에 이어 MIU 에서도 장시험이 계획

되고 있다. 

재 선진국의 장시험기술은 실험실  연구, 공학  규모의 시험을 거

쳐, 개발된 기술을 지하연구시설에서 장시험을 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일부 분야에 해서는 원형 (proto type) 장시험이 착수되고 있

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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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학 방벽시스템 실증시험 국외 황.

   

국가

실증 시험  련 시설

Engineering Scale URL

 

Canada

Thermal Perform. Test 

(Ontario Hydro) (1986～)

Heat-Induced Moisture Mov.

(Carleton Univ.) (1986～)

Buffer/Container 

Experiment & single hole heater test

(URL) (1989～)

Japan
  BIG-BEN (PNC) (1988～1990)

COUPLE (PNC) (～1995)

In-Situ Exp.

Kamaishi Mine & Tono mine 

(1993～1998)

Sweden

Buffer Mass Test 

Stripa Mine (1983～1992)

Long-term Test of Buffer

(Aspo HRL) (1998～)

Spain Mock-Up Test  (CIEMT) (～1996) FEBEX  (GTS) (1997～)

USA

Heater Experiment

(Conasauga Shale, ORNL)

(Eleana Shale, Nevada) (1980s)

Tuff Water Migration/Heater 

Experiment

(SNL) (1980～1985)

The Single Heater Test/Drift scale 

heater test

(Yacca M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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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 스 Grimsel URL에서 수행 인 

FEBEX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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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웨덴 Aspo URL의 벤토나이트 완충재에 한 

온도 향 규명을 한 TBT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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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Kamaishi mine에서 수행된 공학 방벽 

시스템 장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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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 험 구 역  리 분 포  특 성

KURT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암반 에 굴착된 폭 6m, 높이 6m의 

말굽형 단면을 가진 길이 250 m의 터 이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입터  180 m, 연구모듈 70 m (좌측 30 m, 우측 45 m)이며, 공학 방벽시

스템 장시험은 우측 연구모듈 막장 약 10 m 구간에서 수행될 정이다. 

이 구간의 터  천정부에는 크리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벽면부의 암반에는 

연구를 해 굴착된 상태로 그 로 있다. 그리고 터 바닥은 연구모듈 내 실

험과 리의 편의성을 해 약 0.5 m의 두께로 잡석을 깔아둔 상태이다. 

시험구역의 리분포는 DIPS를 이용한 노출 막장면  좌.우 측면의 리

조사와 바닥면에 한 시추 리조사로 나 어 수행되었다. 노출면에 한 

리조사는 서울  연구 에 의해 실시되었고 [5], 바닥면의 시추조사는 (주)

일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림 6에서 1, 2, 3, 4번은 각각 리면 조사가 이

루어진 막장면, 좌측면, 우측면과 시추조사가 이루어진 바닥면에 해당된다. 

1번 막장면의 리조사에서는 총 27개의 리가 사용되었으며, DIPS를 이

용해서 분석한 결과 경사방향 263o, 경사 85o를 갖는 리군이 암반 사면에 

지배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은 DIPS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결과이

다. 2번 좌측면의 리조사에서는 총 36개의 리자료를 수집하 으며,  

DIPS 분석결과 경사방향 236
o, 경사 76o 를 갖는 리군이 지배 으로 존재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터 분석결과는 그림 8에 도시하 다. 3번 우측

면의 리조사에서는 총 56개의 리에 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조사면에는 경사방향 213o, 경사 77o의 리군이 지배

으로 존재함을 확인하 다. 그림 10는 리조사면 1, 2, 3 번을 상으로 총 

114개의 리에 한 리경사에 따른 발생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경사도가 

높을수록 발생빈도가 많아지고, 특히 70o 이상의 고경사 리가 부분을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험구역 바닥면에 한 시추조사는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군데

에다 실시하 으며,  BUF-1는 10 m, 나머지는 5 m 깊이로 시추하 다. 시

추결과, 시험구역의 암석은 매픽다이크 (mafic dyke)가 입된 화강암으로 

약간 풍화된 상태로 존재하 다 (그림 12). 부분의 암석에서 TCR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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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Recovery)은 100 %에 가까운 값을 보 으며, 암질지수 RQD (Rock 

Quality Designation)는 50 - 98 %의 값을 보 다. 그리고 각 코어시료에 나

타난 리간격은 <1 cm - 110 cm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 다. 자세한 시추

주상도는 그림 13-그림 1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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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의 개념도  

리조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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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험구역 막장면 (1)의 장사진  
리조사 자료.



- 18 -

그림 8  시험구역 좌측면 (2)의 장사진  
리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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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험구역 우측면 (3)의 장사진  리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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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시험구역에서의 리 경사각에 따른 
발생빈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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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험구역 바닥면 시추조사 치  시추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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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1

BUF-2

BUF-3

BUF-4

BUF-5

그림 12  시험구역 바닥면의 시추코어 사진 
 코어의 TCR/R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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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험구역 바닥면 BUF-1의 
시추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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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시험구역 바닥면 BUF-2의 
시추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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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시험구역 바닥면 BUF-3의 
시추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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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시험구역 바닥면 BUF-4의 
시추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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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시험구역 바닥면 BUF-5의 
시추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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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장 시 험 장 치  개 념   실 험 계 획

그림 18과 그림 19은 각각 공학 방벽시스템의 장시험장치  

시험처분공의 개념도이다. 시험구역 터  바닥에 직경 2.24 m, 깊이 5 m의 

시험공을 굴착하고, 여기에 장시험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공학 방벽시스

템의 장시험장치는 히터, 완충재, 러그, 지지 를 포함한 핵심 시험부분

과 히터 제어  측정센서로부터의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한 HCS & 

DAS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각 구성요소의 사양은 기 처분시스템의 설계요

건과 공학 규모의 KENTEX 실증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기술경험을 바

탕으로 제작될 것이다. 히터는 직경 1.22 m, 길이 2 m의 원통형으로, 히터와 

벤토나이트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가 95 ℃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열량을 발

생할 수 있도록 내부에 열용량 3 kW의 열원요소 (heating element) 3개를 

넣고 나머지 빈공간에는 산화마그네슘 분말로 채운다. 히터와 시험처분공 내

벽 사이의 공간에는 기 수분함량 13 %, 건조 도 1.6 kg/m3 인 고 도 벤

토나이트블록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이 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틈새에는 벤

토나이트 분말을 채우고, 히터와 블록, 블록과 시험처분공 사이 빈 공간에는 

모래를 채운다. 블록 설치가 끝난 후 상부에는 러그를 설치하고, 벤토나이

트블록이 지하수와 반응하여 생긴 팽윤압에 의해 시험처분공 쪽 방향으로 

솟아오르지 못하게 하고, 터 바닥으로부터 물이 러그와의 틈새를 통하여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한다. 그리고 러그 쪽은 고 도 벤토나

이트블록으로부터 작용하는 팽윤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지지 를 

천정까지 세운다. 장시험에 사용될 센서는 벤토나이트블록과 주변암반에서

의 온도, 습도, 압력, 변   공극수압 변화를 측정할 센서들이며, 실험기간

동안 정 성, 내구성, 편의성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선정기 을 설정하여 그 기 을 만족하는 것들을 사용한다.  

- Temperature up to 100℃

- Pressure ≥ 5 MPa

- Harsh sali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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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or dimension as low as possible

- Sensor cable of more than 5 m in length

히터 제어  측정센서로부터의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한 HCS & DAS 

시스템은 공학 규모의 KENTEX 실증실험장치에 사용된 것과 기능 으로 

비슷한 사양의 것을 사용하며, 운 로그램은 PRODASH-EN 2.0을 수정보

완하여 사용한다. 그 밖의 구성요소 사양은 기 처분시스템의 설계요건과 

KENTEX 실증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

다.  

장시험장치의 설치에는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상되며, 

주요 구성요소의  제작  구입에 소요되는 추정 산은 다음과 같다.  

       

    - 처분공 주변 시추작업  core 채취 (5 m x 5 ea)        50,000 천원

    - 처분공 굴착                                          150,000 천원

    - 암석 균열 특성  지하수 유동특성 조사               100,000 천원

    - 벤토나이트 블록 제작  설치비                       200,000 천원

    - THM 측정 센서, 히터, HCS & DAS 시스템            200,000 천원

    - 원설비  지지구조물                               100,000 천원

앞으로, KURT 내 장시험장치 설치를 해서는 상세 시추조사  시험

처분공 굴착을 통해서 시험구역의 암반 균열  지하수 유동 특성 조사와 

시험처분공 주 의 손상  (excavated disturbed zone) 특성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하며, 장치 설치 후에는 THM 실증시험이 수행될 것이다. 완충재 내 

온도분포, 완충재 내 수분함량 분포, 완충재의 압력변화, 처분용기로부터의 

열 럭스 (heat flux)  용기의 침하 (settlement), 암반으로의 열 럭스  

완충재와 인 하는 암반에서의 온도분포 등을 측정할 것이며, 한 산모델

링을 통해 실험결과를 해석하고, 우리나라 기 처분시스템 처분환경 하에서

의 공학 방벽시스템의 거동  성능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본 공학 방벽

시스템 장실증시험의 장치설치  실험수행을 한 주요 추진일정은 그림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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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지하처분연구시설 내 공학 방벽시스템 
장시험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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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공학 방벽시스템 장시험장치 설치구역  시험처분공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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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공학 방벽시스템 장시험 실험장치 
설치  실험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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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기 효 과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의 장시험 수행을 

해서 장실증실험장치의 개념 설계를 완료하고 세부 실험계획을 수립 하

다. 향후 수행될 장실증시험은 공학 방벽 구성요소의 제작.설치 기술  

련 자료, 공학 방벽의 THM 성능  핵심기술에 한 실증 자료, 고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한 기반기술  자료를 제공하며, 한국형 기 처분

시스템에 한 국민 이해  신뢰도를 향상 시킬 것이다. 한, 공학 방벽

시스템의 장실증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어 기술  효과가 

크다. 즉 완충재 장실증 기술은 건설, 토목분야에서 차수재로 활용되고 있

는 벤토나이트의 물성과 설치기법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완충재  뒷

채움재에서의 핵종 지특성 장실험 자료는 유해폐기물 매립장의 건설에 

용하여, 속에 의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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