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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실험에서는 엔지니어링 규모의 KENTEX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완충재에서의 열-수리-역학적 거동을 실증하고, 실험결과를 해석할 수 있

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향후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수행할 현장시험 장치의 개념

설계를 하였으며, 실험계획을 수립하였다. 근계영역 암반에서의 열적거동 현장실험에서는

근계영역 암반에서의 열전달과 관련된 열-역학적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 히터시험이

수행되었다. 현장조건과 시험목적에 부합하는 시추공 히터시험을 설계하고 히터장치, 관측

용 센서, 데이터로깅 시스템 등을 제작, 설치하였다. 지하수 유입이 적은 구간을 시험 구간

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시험구간에 대해 불연속면의 분포 및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암반

의 열-역학적 물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실 실험을 실시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

내의 터널 벽면에서의 손상대 규모 및 역학적 물성특성 파악을 위하여 지구물리탐사와 암

반 변형계수 측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근계 암반의 불연속면 분포와 이의 동적물성을 측

정하였다. 또 암반손상대의 지보재 영향, 수리-역학적 및 열-역학적 거동 그리고 절리암반

의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공학적방벽재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된 완충재블록 연구에서

는 블록몰더를 설계, 제작하고, 완충재블록의 성형특성, 압축특성, 수분조건에 따른 붕괴특

성을 분석하였으며, 완충재블록을 통한 지하수 유동특성을 조사하였다. 또 밀봉재 후보물질

인 low-pH 시멘트의 최적 배합조건을 도출하였으며, low-pH 및 high-pH 시멘트 그라우트

시료를 제작하여 관련 역학적 물성을 평가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 운영에서는 현장실험

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 시설을 확충하고, 통신 및 테이타 수집설비를

보강하였다. 또 처분안전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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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공학적방벽 성능 현장실증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한국형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시스템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처분시스템 주요 구성요소의 성능에 대한 실험

적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적방벽시스

템과 근계영역 암반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처분장 설계 및 안전성 평가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학적방벽시스템과 근계영역 암반의 열-수리-역학적 거

동을 분석하기 위한 공학적 규모 실증실험과 현장실험을 수행하였다. 근계영역 암

반에서의 손상대 특성을 현장시험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완충재 및 밀봉재의 성능

을 평가하였다. 또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운영하고, 현장실험 및 홍보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였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공학적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실험에서는 엔지니어링 규모의

KENTEX 실험장치를 이용해서 완충재에서의 열-수리-역학적 거동을 실증하고, 실

험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향후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수행할 현장시험 장치의 개념설계를 하였으며, 실험계획을 수립하였다. 근계영역 암

반에서의 열적거동 현장실험에서는 근계영역 암반에서의 열전달과 관련된 열-역학

적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 히터시험이 수행되었다. 현장조건과 시험목적에 부

합하는 시추공 히터시험을 설계하고 히터장치, 관측용 센서, 데이터로깅 시스템 등

을 제작, 설치하였다. 지하수 유입이 적은 구간을 시험 구간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시험구간에 대해 불연속면의 분포 및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암반의 열-역학적

물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실 실험을 실시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 내의

터널 벽면에서의 손상대 규모 및 역학적 물성특성 파악을 위하여 지구물리탐사와

암반 변형계수 측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근계 암반의 불연속면 분포와 이의 동적

물성을 측정하였다. 또 암반손상대의 지보재 영향, 수리-역학적 및 열-역학적 거동

그리고 절리암반의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공학적방벽재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된 완충재블록 연구에서는 블록몰더를 설계,

제작하고, 완충재블록의 성형특성, 압축특성, 수분조건에 따른 붕괴특성을 분석하였

으며, 완충재블록을 통한 지하수 유동특성을 조사하였다. 또 밀봉재 후보물질인

low-pH 시멘트의 최적 배합조건을 도출하였으며, low-pH 및 high-pH 시멘트 그라

우트 시료를 제작하여 관련 역학적 물성을 평가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 운영에서

는 현장실험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 시설을 확충하고, 통신 및

테이타 수집설비를 보강하였다. 또 원자력계, 산업계, 대학 , 환경단체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처분안전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수행하였다.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공학적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실험을 통하여 정상가열조건, 과열

조건, 냉각조건에서의 완충재블록의 열-수리-역학적 거동을 규명하였다. 이 실험에

서 얻은 완충재에서의 열-수리-역학적 복합거동을 TOUGH2 컴퓨터코드를 이용해

서 해석 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모델링에 필요한 입력인자를 측

정하였다. 또 KENTEX 실증실험 자료와 지하처분연구시설 내 현장시험 대상구역

에 대한 절리분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공학적방벽시스템 현장시험장치의 개념

설계를 완료하고 세부 실험계획을 수립 하였다.

근계영역 암반에서의 열적거동 연구에서는 지하처분연구시설 내에서 시추공 히터시

험에 적합한 위치가 선정되었으며 현장시험의 목적과 현장 조건에 부합되는 히터가

제작, 설치되었다. 또한 암반에서의 열-역학적 거동 관찰을 위한 센서가 설치되었

다. 선정된 구간에서의 노출면 조사를 통해 수직 절리가 우세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시추공에서 회수된 암석코아에 대한 열-역학적 물성 평가를 통해 히터시

험 구간에서의 주요 암반 물성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측정 자료를 FLAC3D 컴퓨터

코드를 이용하여,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모델링을 통해 터널 벽면으로의 대류



열전달이 벽면 부근 암반의 열 분포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터널

벽면 부근에서 실시되는 히터시험에서는 환기시스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

단벽의 설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하처분연구시설 내에는 전체적으로 0.6～1.8m의 손상대가 발생하였으며, 손상대

구간에서의 변형계수는 주변 암반에 비해 약 40%였다. 현장실험을 바탕으로 한 전

산해석 결과, 암반손상대로 인해 터널에서는 약 65%의 추가변위가 발생하였고, 최

대 주응력은 58%가 감소되었다. 또한 암반 손상구간의 수리-역학적, 열-역학적 3차

원 해석결과 손상구간으로 인해 지하수 유입량은 약 20% 상승하였고, 완충재에서의

최대 온도는 3℃ 낮게 나타났다. 또한 암반손상대로 인해 변위발생정도, 균열의 발

생범위 그리고 균열의 발생 빈도가 확연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완충재 블록 연구에서는 최적 성형조건을 도출하였으며, 제작된 완충재블록을

대상으로 압축특성, 열전도특성, 수분조건에 따른 붕괴특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처

분공 모형을 만들어 블록 설치 시 문제점을 분석하고, 완충재 블록을 통한 지하수

유동특성을 조사하였다. 시멘트의 pH를 11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Ca/Si의 비를 0.8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약 40% 이상의 대체 혼화재

실리카 퓸의 주입과 초유동화제의 첨가가 필요하다. Low-pH 압축강도는 조기강도

및 강도발현 속도가 high-pH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현장적용 28일 압축강도 기준

이 4MPa임을 감안할 때 설계기준에는 충족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 운영에서는 시설의 전기 용량을 전압 3상 6.6KV, 전력

300KVA 의 수전 용량으로 증설하고, 인터넷 LAN선 인입 14개소 및 전화기 6개

소를 설치하였다. 또 근계영역 암반의 열적 거동 현장실험, 근계영역 암반의 손상대

특성 현장시험 등 등 5종류의 실험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였다. 지하처분

연구시설에는 2009년 12월 현재 총 2648명(외국인 포함)이 방문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은 한국형 고준위폐기물처분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 설계를 최적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SUMMARY

I. Project Title

In-situ Study on the Performance of Engineered Barrier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experimental validation on the performance of the major components of

the suggested disposal system is required to improve the confidence on the

Korean reference disposal system and to optimize its design concept. In this

study, it is intented to investigate experimentally the performance of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and near-field rock. To analyze the

thermal-hydro-mechanical behavior of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and

near-field rock which are have important impacts on the design and safety

assessment of the repository, the engineering scale experiments and in-situ tests

were performed. The characteristics of EDZ in the near-field rock were

investigated, and the performance od buffer and sealing materials were assessed.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e study on the thermal-hydro-mechanical (THM) behavior of engineered

barrier system (EBS), an engineering scale experiment, KENTEX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M behavior in the buffer, and the computer modelling and

simulation technique was developed.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in-situ

experimental system for THM behavior of engineered barrier system buffer was

designed, and the action plan were also established. The in-situ experiment

which will be carried out at the KURT in the next phase.



In the study on the thermal behavior of near-field rock, various studies for

the in situ heater test, which is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thermo-mechanical

behavior in rock mass, were carried out. At first, similar in situ tests at foreign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ies were reviewed and summarized the major

conclusions from the tests. After then an adequate design of heater, observation

sensors, and data logging system were developed and installed with a

consideration of the site condition and test purposes. In order to minimize the

effect of hydraulic phenomenon, a relatively dry zone was chosen for the in situ

test. Joint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in the zone were surveyed and the

rock mass properties were determined with various laboratory tests.

The geophysics exploration and in-situ field test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ange of EDZ and its effect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rock. Subsequently, the discontinuities in rock mass and dynamic material

properties were measured.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field test, the effects of

tunnel supports, in-situ stress, 3D hydraulic- mechanical / thermal-mechanical

coupling on the tunnel performance were analyzed.

The molds are manufactured to fabricate the buffer blocks, mechanical

properties of buffer block are investigated regarding the fabrication, compression,

and degradation of the buffer blocks. The experiments are carried out to check

the workability of installation of the fabricated blocks and to investigate the

resaturation processes. The state of the technology on application of

cementitious materials to the HLW repository was analysed and the optimized

low-pH cement recipe was obtained. And the material properties of low-pH

and high-pH cement grouts were evaluated based on the grout recipes of

ONKALO in Finland. The KURT was operated, and the various technical

supports were provided to the in-situ experiments which were carried at KURT.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For the study on the thermal-hydro-mechanical behaviors of the EBS, the

THM behaviors of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under the normal heating,



over-heating, and cooling phases were investigated using the KENTEX facility.

A computer modelling and simulation technique using TOUGH2 computer code

was developed. the computer model allows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pled

THM experimental data obtained from the KENTEX. The conceptual design of

experimental system for the in-situ test in the KURT was performed and the

detailed action plan was also established for its implementation in the next

phase.

In the study on the thermal behavior of near-field rock, an adequate location

for an in situ borehole heater test was chosen. Also a heater for the test was

designed, manufactured, and installed. The sensors for measuring the rock

behavior were also installed. It was possible to observe that steep joints were

developed overwhelmingly in the test area from the joint survey at the tunnel

wall. The major rock and rock mass properties at the test site could be

determined from the thermo- mechanical laboratory tests using the rock cores

retrieved from the site. The measured data were implemented in a

three-dimensional computer simulation. From the modeling using FLAC3D code,

it was possible to find that the heat convection through the tunnel wall can

influence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rock. Because of that it was

necessary to installed a blocking wall to minimize the effect of ventilation

system on the in situ heater test, which is carrying out nearby the tunnel wall.

The borehole heater test is the first in situ thermo- mechanical test in Korea.

In the future, the results from the test will be utilized for different projects

such as spent fuel storage, geothermal energy, sequestration of carbon-dioxide,

and underground petroleum storage, which require a clear understanding on the

thermo-mechanical behavior of rock mass.

The EDZ at KURT fell into the range of 0.6∼1.8m and the deformation

moduli of the EDZ generally correspond to about 40% of intact rock mass. With

a consideration of the EDZ in numerical analysis, tunnel displacements increased

by about 65% and the maximum principal stress decreased to 58% from the

case without EDZ. Based on 3D hydraulic-mechanical, thermal-mechan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ground water inflow increased about 20% and max.

temp. in buffer material decreased by 3℃. The amount in displacement and the



range and frequency in rock cracks were increased by consideration of EDZ.

A set of advanced block molds were developed to fabricate a good quality of

buffer blocks, the optimal procedure of block fabrication was established, and the

compression, thermal conduction, and degradation of the buffer blocks was

investigated. Also further work was suggested for the better installation of

buffer block and the resaturation of the buffer blocks was analyzed. To meet

the pH requirement (pH 11), silica fume, which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admixtures and super-plasticizer, should occupy at least 40 wt% of total dry

materials in cement and the Ca/Si ratio should be maintained below 0.8 in

cement. The early and long-term compressive strength of low-pH is much

lower than that of high-pH.

The KURT was operated successfully, The supplying capacity of electricity

to KURT was increased to 300 KVA, and the internet, LAN and telephones

were installed. The technical supports to the 5 in-situ experiments such as the

borehole heater test, the EDZ in-situ test etc. were provided. Total 2,623

persons were visited at KURT.

These results could be useful to promote the reliability of the Korean

high-level waste dispos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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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시험구역 막장면 (1)의 현장사진 및 절리조사 자료

그림 2.38. 시험구역 좌측면 (2)의 현장사진 및 절리조사 자료

그림 2.39. 시험구역 우측면 (3)의 현장사진 및 절리조사 자료

그림 2.40. 시험구역에서의 절리 경사각에 따른 발생빈도 변화

그림 2.41. 시험구역 바닥면 시추조사 위치 및 시추장면

그림 2.42. 시험구역 바닥면의 시추코어 사진 및 코어의 TCR/RQD

그림 2.43. 시험구역 바닥면 BUF-1의 시추주상도

그림 2.44. 시험구역 바닥면 BUF-2의 시추주상도

그림 2.45. 시험구역 바닥면 BUF-3의 시추주상도

그림 2.46. 시험구역 바닥면 BUF-4의 시추주상도

그림 2.47. 시험구역 바닥면 BUF-5의 시추주상도

그림 2.48. 지하처분연구시설 내 공학적방벽시스템 현장시험장치 개념도

그림 2.49. 공학적방벽시스템 현장시험장치 설치구역 및 시험처분공의 개념도

그림 2.50. 공학적방벽시스템 현장시험 실험장치 설치 및 실험 추진일정



그림 3.1. Single hole heater test 를 위한 관측공

그림 3.2. Fran Ridge 에서의 블록 히터시험을 위한 열교환장치 설치

그림 3.3. 공학적 규모(25%)의 시스템 시험을 위한 히터 장치와 drip shield

그림 3.4. Drift 규모 히터시험을 위한 관측공

그림 3.5. FEBEX 현장시험의 개요도

그림 3.6. 캐나다 URL 420m level 에서의 THE 시험 개요도

그림. 3.7. Aspo pillar stability test 개요도

그림 3.8. 우측 연구모듈 터널 형상

그림 3.9. 측정 온도에 따른 열팽창계수 변화

그림 3.10. KURT 주변 심도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

그림 3.11. 심도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

그림 3.12. 공기속도에 따른 열전달계수 변화

그림 3.13. 지하연구시설(KURT)의 모형도

그림 3.14. KURT 우측모듈 1번 조사면의 현장 사진

그림 3.15. KURT 우측모듈 1번 조사면 실측 조사 결과

그림 3.16. KURT 우측모듈 히터시험 구간의 현장 사진

그림 3.17. KURT 우측모듈 2번 조사면의 현장 사진

그림 3.18. KURT 우측모듈 2번 조사면 실측 조사 결과

그림 3.19. KURT 우측모듈 3번 조사면의 현장 사진

그림 3.20. KURT 우측모듈 3번 조사면의 현장 사진

그림 3.21. KURT 우측모듈 3번 조사면 실측 조사 결과

그림 3.22. KURT 우측모듈 절리조사 자료

그림 3.24. 시추 작업 사진

그림 3.25. 관측공 천공 순서

그림 3.26. 히티공과 관측공 사이의 거리

그림 3.27. 히터시험을 위한 관측공 배치

그림 3.28. C1, C3 관측공의 천공 방향

그림 3.29. 히터 장치의 온도센서 위치

그림 3.30. 2m 길이의 히터 사진

그림 3.31. 히터 설치 모습

그림 3.32. 히터 설치후의 히터공 내부

그림 3.33. 각 관측공 별 온도센서, 응력센서의 설치 위치



그림 3.34. 진동현식 응력센서

그림 3.35. Borehole stressmeter 공내 설치 개념

그림 3.36. 응력센서 설치공 및 설치 방향

그림 3.37. 응력 센서 설치 모습

그림 3.38. 시험 데이타 기록 장비

그림 3.39. ACE-1000 측정 장비

그림. 3.40. 히터온도 조절 장치

그림 3.41. 히터온도 변화 기록장치

그림 3.42. 온도, 응력 데이터 수집 장치

그림 3.43 대전지역의 연간 대기온도 변화

그림 3.44. 히터시험 구간에서 측정된 벽면온도, 공기 온도 및 습도 변화

그림. 3.45. 히터 가열에 따른 암반 벽면 온도 변화

그림 3.46. KURT 진입터널 벽면에서의 계절별 온도 변화

그림 3.47. 히터 가열 전, 후의 암반 내 온도 변화

그림 3.48. 암반 내 절리면에 따른 온도 분포 변화

그림 3.49. 전체 모델 격자망

그림 3.50. 터널과 히터공을 보여주는 격자망 단면

그림 3.51. 모델에서의 히터 위치

그림 3.52. KURT 굴착 후 히터시험 구간에서의 굴착 후 초기온도 분포

그림 3.53. 히터 온도 90℃에서의 암반 내 온도 분포

그림 3.54. 히터시험 벽면에서의 온도 분포

그림 3.55. 벽면에서의 거리에 따른 암반 내부 온도 변화

그림 3.56. 각 참여기관의 결과 비교

그림 4.1. 지 하 터널구조물 주변 암반손상대(EDZ) 발생 개념

그림 4.2. 수평 시추공에서의 시추공 레이더 반사법 탐사의 모식도

그림 4.3. Borehole 레이다 반사법 현장조사

그림 4.4. 레이더 반사 탐사법의 데이터 이미지 처리

그림 4.5. 손상대 크기평가를 위한 현장실험 위치

그림 4.6. 암반 손상대의 변형계수 현장측정(Goodman Jack)

그림 4.7. Goodman Jack 시험을 통한 하중-변형 간의 관계

(Zone 4, No. 7)

그림 4.8. KURT 시험구간 별 평균 암반변형 계수(Em) 및 암반손상



영역변화

그림 4.9. KURT 불연속면 분포조사 현장위치(No.1, 2, 3)

그림 4.10.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의 절리 조사면 현장사진

그림 4.11. SMX 에 적용된 조사면의 사진 자료

그림 4.12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절리조사 자료

그림 4.13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사진자료 추가 후 총 절리 조사 결과

그림 4.14. Seismic motion wave frequency spectrum

그림 4.15. FFRC 계측시스템 구성요소 및 측정원리

그림 4.16. FFRC 계측시스템 측정장치 및 실험방법

그림 4.17. KURT 시료 음향방출(AE) 및 압축강도 측정장치

그림 4.18. KURT 시료의 압축파괴시 음향방출(AE) 탐지

그림 4.19. KURT 시료의 압축강도 측정

그림 4.20. KURT 암석시료를 이용한 AE 전파특성 측정실험

그림 4.21. 비절리 암석시료를 이용한 Vp의 전파속도 측정

그림 4.22. 비절리 암석시료를 통한 AE 전파특성

그림 4.23. 절리암석을 가로지르는 AE의 전파특성

그림 4.24. AE 센서를 이용한 비절리 암석의 2D 위치표정

그림 4.25. 도달시간차 산정을 위한 AE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LabView 8.5)

그림 4.26. 도달시간차 산정을 위한 AE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source code)

그림 4.27. 암석 내에서의 AE 설치위치 및 위치표정 결과

그림 4.28. KURT 현장암반의 AE 센서설치 및 현장절리 분포조사

그림 4.29. KURT 현장암반의 AE impact hammer 제작 및 현장설치

그림 4.30. AE 데이터 계측시스템 구축

그림 4.31. 모델해석을 위한 해석 domain 및 터널지보 패턴

그림 4.32. 현장 암반변형계수 측정데이터를 이용한 EDZ 영역 세분화

(Zone 4)

그림 4.33. 암반손상대 고려유무에 따른 KURT 소성대 발생평가 비교

그림 4.34. KURT 터널의 수리-역학적 복합효과 분석을 위한 모델메쉬 구성

그림 4.35. 수리, 역학적 재료적 물성치 부여

그림 4.36. 굴착후 Pore pressure contour 분포 및 지하수 유동방향 변화



그림 4.37. 단계별 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동의 변화

그림 4.38. 터널굴착에 따른 단면위치별 변위의 변화(천정, 바닥, 측벽)

그림 4.39. 한국형 표준처분개념에 따른 Thermal-Mechanical 복합거동

해석을 위한 모델메쉬

그림 4.40. 암반손상대의 근계영역 온도분포 변화에 대한 영향

그림 4.41. 암반손상대의 근계영역 최대주응력 변화에 대한 영향

그림 4.42. 처분공 및 터널 주변에 발생한 소성영역 평가

그림 4.43. 무결암과 EDZ 구간에서의 암석에 대한 일축압축시험

그림 4.44. PFC 암반모델 구성 해석단면

그림 4.45.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및 가상의 연구시설의 위치

그림 4.46. 심도 120 m에서의 최대응력수준에서의 균열발생 양상

그림 4.47. 심도 500 m에서의 최대응력수준에서의 균열발생 양상

그림 4.48. 심도 1000 m에서의 최대응력수준에서의 균열발생 양상

그림 4.49. 터널주변에서의 균열발생 시점에서의 측압계수

그림 5.1. 고준위폐기물 기준처분시스템의 공학적방벽 및 완충재 개념도

그림 5.2. 처분공에 설치했을 때의 3가지 형태 완충재블록

그림 5.3. 양방향 다짐 완충재블록 제작장치 전체도

그림 5.4. A-형 완충재블록 몰더 성형다이

그림 5.5. B-형 완충재블록의 판금틀

그림 5.6. C-형 완충재블록의 판금틀

그림 5.7. 국산 벤토나이트 분포 및 진명광산 모습

그림 5.8. 경주 벤토나이트의 XRD 패턴

그림 5.9. 경주 벤토나이트 분말의 입도분포

그림 5.10. 완충재블록 제작에 사용된 장치도

그림 5.11. 블록몰더를 사용해서 제작된 3종류의 완충재블록

그림 5.12. 성형특성 시험에 사용된 A-형 완충재블록

그림 5.13. 완충재블록 성형에 필요한 건조밀도-압축력의 관계

그림 5.14. 완충재블록 성형에서 수분함량-압축력의 관계

그림 5.15. 완충재블록 성형에서 벤토나이트 입자크기에 따른 필요 압축력의 변화

그림 5.16. 성형 완충재블록 내 습윤충전밀도의 분포

그림 5.17. 성형 완충재블록 내 수분함량의 분포

그림 5.18. 완충재블록의 건조밀도에 따른 압축강도와 탄성계수 변화



그림 5.19. 완충재블록의 수분함량에 따른 압축강도와 탄성계수 변화

그림 5.20. 완충재블록과 KS규정시료의 건조밀도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

그림 5.21. 완충재블록과 KS규정시료의 건조밀도에 따른 탄성계수 변화

그림 5.22. 삼축압축시험에서 구속압에 따른 하중-변위곡선 (건조밀도 1.7 g/cm3,

수분함량 20 %)

그림 5.23. 완충재블록의 건조밀도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

그림 5.24. 완충재블록의 수분함량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

그림 5.25. 수분조건에 따른 붕괴특성 시험에 사용된 밀폐형 플라스틱 상자(상)와

A-형 완충재블록(하)

그림 5.26. 25 ℃에서 1주일 경과 했을 때 완충재블록 상태

그림 5.27. 25 ℃에서 2주일 경과 했을 때 완충재블록 상태

그림 5.28. 40 ℃에서 1주일 경과 했을 때 완충재블록 상태

그림 5.29. 40 ℃에서 2개월 경과 했을 때 완충재블록 상태

그림 5.30. 진입터널 막장에서의 5개월(상)과 10개월(하) 경과 했을 때 완충재블록

상태

그림 5.31. 막장오른쪽 연구모듈에서의 5개월 (상)과 10개월(하) 경과 했을 때 완충

재블록 상태

그림 5.32. 실험실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완충재블록 상태

그림 5.33. 완충재블록 제작장치 및 처분공 단면 1/3크기의 블록 배치모형.

그림 5.34. 완충재블록 유동특성 실험장치

그림 5.35. 유동특성실험장치에 주입된 물의 양

그림 5.36. 완충재블록 유동특성실험에서 안쪽 센서의 습도변화

그림 5.37. 완충재블록 유동특성실험에서 바깥쪽 센서의 습도변화

그림 5.38. 완충재블록 유동특성실험에서 안쪽과 바깥쪽 센서의 압력변화

그림 5.39. 초유동화제를 포함한 그라우트의 점도(viscosity) vs. 전단속도

그림 5.40. LHHPC의 full scale 현장실증(캐나다 TSX 프로젝트)

그림 5.41. 숏크리트의 대규모 현장실험(Hagerbach Test Gallery)

그림 5.42. 숏크리트의 현장실증 연구(Horonobe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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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공학적방벽은 완충재, 뒷채움재, 근계영역 및 밀봉재로 구

성되며, 고준위폐기물처분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중, 인간이 성능을 통제하고, 향

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성 요소이다. 따라서 공학적방벽의 성능을 실증하는 것은

고준위폐기물처분의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고준위폐기물 처분과 원

자력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공학적방벽의 성능 실증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실험실적 연구와 이론적 예측 연구

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고준위폐기물처분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최근에는 기존의 실험실적 및 이론적 연구에서,

공학적 규모의 장치를 이용하여 실증실험 또는 실제 처분장이 위치할 지하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현장실험을 수행하는 쪽으로 연구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공학적 실증실험과 현장실험은 처분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매

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원자력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는

지하 암반 내에 연구시설을 건설하고 다양한 현장실험을 통해 처분시스템의 성능을

확인,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1.1). 일본에서는 MIU와

Horonobe의 URL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의 활용을 위한 국제 기

술교류체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기존의 Grimsel Test site, Aspo

HRL 외에도 Mont Terri URL과 MHM URL 프로그램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캐

나다 URL 에서는 1980년대 이후 30여 가지 대규모 현장 실증시험이 성공적으로 수

행되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미국 Yacca Mt.에 건설된 ESF와 핀란드

ONKALO 는 처분장 후보부지에 건설된 지하시설로 실증연구를 거쳐 향후 처분장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2차 원자력중장기계획 3단계(‘03～’06) 연구를 통해, 공학적방

벽시스템(Engineered Barrier System, EBS)의 성능을 공학적 규모로 실증할 수 있

는 실험 장치를 설계, 제작 및 설치하였으며, 또 처분기술의 현장실증을 위한, 소규

모 지하연구시설인 지하처분연구시설(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을 건설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후면 산지 암반에

건설된 폭 6m, 높이 6m의 말굽형 단면을 가진 길이 255 m (진입터널 180 m, 연구

모듈 75 m) 의 터널이다. 이 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지하암반 특성의 실측 및 평가,



암반의 손상대(EDZ) 측정시험 등이 부분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준위페기물처분장 구성요소 중 폐기물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처분시스템의 성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학적방벽시스템(EBS)의 열-수리-역

학적(T-H-M) 거동을 실증하기 위한 공학적규모의 실증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

증실험은 기준처분시스템의 1/3 규모인 KENTEX(KAERI Engineering-scale

T-H-M Experiment for an Engineered Barrier System) 실증장치를 이용하여 수

행되었으며, 기준조건과 과열조건에서 열-수리-역학적(T-H-M) 거동을 규명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전산모델을 개발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근계영역

(near-field) 암반의 열적 및 역학적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시추공 히터시험

(Bore-hole Heater Test)이 수행되었으며, 전산모델링을 통해 실험 데이터를 해석하

였다. 또 지하처분연구시설 전 구간에 걸쳐, 굴착에 따른 암반 손상대(EDZ)의 발생

특성을 규명하기 현장시험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이 외에도 벤토나이트 완충재

블록 및 시멘트 그라우트 재 등 공학적 방벽재의 개발 및 성능 실증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업무 외에도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등 운영과 지

하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원자력 및 고준위폐기물 처분안전성에 대한 홍보 업무

도 수행하였다.



표 1.1 외국의 지하연구시설 현황

Country Generic URL Site Specific URL

USA

￭ Clinax (1978 ～1983)

￭ G-tunnel (1979 ～1990)

￭ Busted Butte (1998 ～)

￭ ESF (1993 ～)

￭ WIPP (1982 ～)

Canada ￭ Whiteshell URL (1984～)

Japan

￭ Kamaishi mine (1988～1998)

￭ Tono mine (1991～: URL)

￭ MIU (under construction)

￭ Honorobe URL (under construction)

Swiss
￭ Grimsel Test Site (1983 ～)

￭ Mont Terri (1995 ～)

Sweden
￭ Stripa Mine (1980～1992)

￭ Aspo Hard Rock Lab. (1996～)

Finland ￭ Olkiluoto tunnel (1993～)
￭ ONKALO

(under construction)

France

￭ Amelic (1986～1992)

￭ Fanay-Augeres (1980～1990)

￭ Tournemire (1990～)

￭ Meuse/Haute Marne

(under construction)

Germany ￭ Asse mine (1965～1997)

￭ Gorleben (1985～1990)

￭ Konrad (1980～)

￭ Morsleben (1981～1998)

Belgium ￭ Hades URF (Mol) (1980～)



Country Generic URL Site Specific URL

USA

￭ Clinax (1978 ～1983)

￭ G-tunnel (1979 ～1990)

￭ Busted Butte (1998 ～)

￭ ESF (1993 ～)

￭ WIPP (1982 ～)

Canada ￭ Whiteshell URL (1984～)

Japan

￭ Kamaishi mine (1988～1998)

￭ Tono mine (1991～: URL)

￭ MIU (under construction)

￭ Honorobe URL (under construction)

Swiss
￭ Grimsel Test Site (1983 ～)

￭ Mont Terri (1995 ～)

Sweden
￭ Stripa Mine (1980～1992)

￭ Aspo Hard Rock Lab. (1996～)

Finland ￭ Olkiluoto tunnel (1993～)
￭ ONKALO

(under construction)

France

￭ Amelic (1986～1992)

￭ Fanay-Augeres (1980～1990)

￭ Tournemire (1990～)

￭ Meuse/Haute Marne

(under construction)

Germany ￭ Asse mine (1965～1997)

￭ Gorleben (1985～1990)

￭ Konrad (1980～)

￭ Morsleben (1981～1998)

Belgium ￭ Hades URF (Mol) (1980～)

제 2 장 국내외 기술 현황

원자력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는 고

준위폐기물처분의 안전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처분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과

거에 추진해 오던 실험실적 연구와 이론적 예측 연구에서 점차 실제 처분장이 위치

할 지하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현장실험을 수행하는 쪽으로 연구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하 암

반 내에 연구시설(URL)을 건설하고 다양한 현장실험을 통해 처분시스템의 성능을

확인,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의 지하연구시설 현황

일본에서는 MIU 지하연구시설이 완공되었고 Horonobe에 퇴적암층 지하연구시설



Test name

(Site,Country)

Rock

type

Depth

(m)

Scale

(size)

Coupli

ng

Year Heating

(temperature)

Electric heater

test (Stripa mine,

Sweden)

Granite 330m Borehole

(Ф=324mm)

THM 1978 Casks with

5kw & 3.6kw

Buffer mass test

(Stripa mine,

Sweden)

Granite 340m Test pit

(Ф=750mm)

THM 1980-1985 1.8kw(6 holes)

Engineered Granodi 260m Test pit THM 1988-1998 130w/m
2

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의 활용을 위한 국제 기술교류 체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기존의 스위스 Grimsel Test Site와 Mont Terri

URL, 스웨덴 Aspo HRL 외에도 프랑스 MHM URL 프로그램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체코에서도 자체 URL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캐나다 URL 에서는 1980

년대 이후 30여 가지 대규모 현장 실증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현재 마무

리 단계에 있다. 핀란드 ONKALO는 처분장 후보부지에 건설되고 있는 지하시설이

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처분개념

이 제안되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안된 자국의 처분개념을

실증하는 과정을 거쳐 처분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진국에서는 자국

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하연구시설을 이용, 다양한 현장실험을 통해 공학적방벽의

성능을 개선하고, 공학적방벽시스템 및 근계영역 암반의 열, 수리, 역학적 거동 및

이들 상호작용에 미치는 터널 주변 암반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공학적방벽시스템 및 근계영역 암반이 처분환경 하에서 어떻게 거동하느

냐는 처분안전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공학적방벽시스템의 거동실증은 실증장치의

구성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계측기능이 필요하므로, 거의 모든 원자력 선진국에서

공학적 규모의 실험을 통해 시스템의 동특성과 장치특성을 파악하고 계측시스템을

보정(calibration)한 후, 지하연구시설에서 현장실험(in-situ experiment)을 수행하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근계영역 암반의 거동 실증은 실험실 실험

을 바탕으로 현장실험을 실시하며 단계적으로(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단순거동 연구

에서 복합거동 연구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학적방벽시스템의 현장 실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결정질암에서의 공학적방벽시스템 현장 THM 실증 실험 현황



barrier

experiment

(Kamaishi mine,

Japan)

-orite scale

(Ф1.7m)

FEBEX(Grimsel,

Switzerland)

Granite 450m Drift scale

(Ф2.27m)

THM 1994- 2 of Ф=0.9m,

2kw heater

THE

(URL, Canada)

Granite 420m Borehole

(Ф=96mm)

TH 1995-1998 0.5kw

HFT

(URL, Canada)

Granite 420m Borehole TM 1993-1996 85℃

APSE

(Aspo, Sweden)

Granite 450m Test pit

(Ф1.75m)

TM 2002-2006 4 heaters

(0~400w each)

TBT

(Aspo, Sweden)

Granite 420m Test pit

(Ф1.8)

TM 2003- 1.5kw

SFT

(Nevada test

site, USA)

Quartz

monzon

-ite

420m Drift scale

(6.1mx4.6m)

TM 1980-1982 Total 20kw

(2kw x 6

0.4kw x 20)

In site heater

test

(NSTF,USA)

Basalt 46m Test pit

(Ф=900mm)

THM 1980-1983 9kw

Heater test

(Grimsel,

Switzerland)

Granite 450m Borehole

(Ф=300mm)

TM 1986-1987 4kw/m (2

heaters)

현장실험은 실험실 실험과 달리 실제 처분장과 유사한 시험환경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처분장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질 및 지하수 환경을 조

사하고, 현장조건에서의 시스템 구성요소 거동 및 성능을 실증하며, 처분장 설계에

필요한 관련 기술의 타당성과 현장 실험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고

있다. 지하 환경에서 공학적방벽의 열-수리-역학적(THM) 거동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Yacca Mountain에서는 single hole test를 두 지점에서 실시한 후

drift 규모에서의 히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캐나다 URL의 경우, 시추공에서의 히터

시험과 single hole 히터시험을 통해 암반과 완충재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스위스 Grimsel에서는 완충재와 처분공 주위 암반에서의 THM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로 현장실험인 FEBEX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

며, 여기서 얻은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델링 검증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처분장 주변 암반의 손상대(EDZ) 의 규모 및 영향에 대한 현장실증 연구는 미국

(WIPP, Yacca Mt.), 스웨덴 (Aspo, Stripa mine) 캐나다(URL)에서 실시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Kamaish mine, Tono mine 에서의 손상대 시험에 이어 MIU URL 및

Horonobe URL에서도 현장실험이 계획되고 있다. 현재 선진국의 기술수준은 실험

실적 연구, 공학적 규모의 시험을 거쳐, 지하연구시설에서 현장실험을 실시하여, 개

발된 기술의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proto type 현장실험

이 착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된 공학적방벽 성능 현장실증연구가

이 분야에서 유일한 연구로서, 여기서 얻어진 연구 성과는 국내에서 유일하고, 독보

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준위폐기물처분장 공학적방벽의 성능

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공학적 규모의 실증실험을 수행하고, 처분장 모암으

로 고려중인 결정질 암반에 위치한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지하 환경에서 현장실험을

실시하였다.

공학적 규모의 공학적방벽시스템(EBS)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실험에서는 한

국형기준처분시스템(KRS)의 공학적방벽시스템을 1/3규모로 축소한 실증실험 장치

인 KENTEX(KAERI Engineering scale Thermal -Hydro -Mechanical

Experiment for an Engineered Barrier System)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이 장치를

이용하여 정상가열(normal heating), 과열(over-heating) 및 냉각(cooling) 실험을 수

행하였다. 이 실험들을 통해 기준처분조건 (reference disposal condition)에서의 열-

수리-역학적(THM) 거동에 관한 실험 데이터를 얻었으며, 이들 데이터를 모사할 수

있는 전산모델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공학적방벽시스

템의 성능과 장기거동 특성을 평가하였다. 또 향후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공학적방

벽시스템의 THM 거동특성 현장실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현장실험 장치를 설계하

고, 일부 장치를 제작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암반 에 굴착된 폭 6m, 높이

6m의 말굽형 단면을 가진 길이 255 m의 터널이다 (진입터널: 180m, 연구모듈:

45m, 30m). 이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우측 연구모듈(45m)에서 근계영역 암반의 열-

수리-역학적 거동 특성 규명을 위한 현장실험(heater test)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실험 데이터와 정보를 얻었으며, 이를 해석하기 위한 전산모델을 개발하였

다. 이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처분장 근계영역의 장기 거동을 평가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 진입터널과 연구모듈에서 지구물리탐사 및 350회의 암반 변형

계수 측정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근계영역 암반의 손상대 발생특성과 범위를 규명하



였으며, 근계영역 암반의 불연속면 분포와 동적물성을 측정하였다. 또 손상대의 지

보재 영향, 절리암반의 안정성, 열-역학적, 수리-역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전산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근계영역 암반의 손상대가 지하처분시

설의 장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처분장 완충재로 사용되는 고밀도 압축 벤토나이트 블록에 대한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최적 제작조건을 도출하였으며, 실규모의 1/3 인 공학적 규모의 완충제

블록의 제작에 성공하였다. 제작된 완충재 블록의 균일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

한 각종 평가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블록의 최적 배치 모형을 결정하였

다. 밀봉재로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제조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기준물질을 선

정하고, low-pH 및 high-pH 시멘트 그라우트 시료를 제작하여 관련 역학적 물성을

평가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설의 전기 용량 증설, 통신설비 설

치, 부지 정비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다양

한 현장 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또 언론계, 관계, 교

육기관, 원자력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연구개발의 범위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개발은 크게 다섯 가지 연구 분야로 구성된다. 즉 공학

적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실험,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영역 암반의

열적거동 현장실험,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영역 손상대 특성 현장시험, 공학적방벽

재 개발, 지하처분연구시설 운영 및 기술지원이다.

공학적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실험에서는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적방벽시스템(EBS)에서 일어나는 붕괴열에 의한 온도 상승,

주변 암반으로 부터의 지하수의 침투 및 이로 인한 완충재의 팽윤 등의 열-수리-역

학적(T-H-M) 연계거동을 실증하기 위해 공학적규모의 실증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를 모사하기 위한 전산모델의 개발도 이루어졌다.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

영역 암반의 열적거동 현장실험에서는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연구모듈 내에 위치한

암반 벽에 시추공을 굴착하고 히터를 설치하여, 가열하면서 근계영역(near-field) 암

반의 열적 및 역학적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전산모델링

을 통해 실험 데이터를 해석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영역 손상대 특성 현장시험에서는 지하처분연구시설 전 구

간에 걸쳐, 터널 굴착에 따른 암반 손상대(EDZ)의 발생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시험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으며, 손상대가 처분장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전산 모델링도 수행되었다. 공학적방벽재 개발에서는 벤토나이트 완충재 블록

의 제작 및 성능 평가 그리고 시멘트 그라우트 재의 특성 규명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지하처분연구시설 운영 및 기술지원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 관련 지하시설인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등 운영

과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한 원자력 및 고준위폐기물 처분안전성에 대한 홍보 업

무가 수행되었다.



제 2 절 공학적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실험

1. 배경

고준위폐기물처분장에서 완충재, 뒷채움재, 밀봉재 및 근계영역 암반으로 구성되

는 공학적방벽시스템 (Engineered Barrier System, EBS)은 처분폐기물로부터 방사성핵

종이 처분장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일차적으로 막아주고, 처분장 주위의 천연방벽

과는 달리 연구개발에 의해 그 성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며, 또 장기특성을 비교

적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처분안전성평가 시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분장의 중요한 구성방벽요소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학적방벽시스템은 고준위폐기물로부터 방출되는 붕괴열과 주위 암반으

로부터 유입되는 지하수 및 이로 인한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팽윤 등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에서 가장 가혹한 처분환경에 놓여 있고, 또 이러한 열-수리-역학적 처분환

경은 처분장의 성능 및 처분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학적방벽시스템에

대한 실증실험을 통해 열-수리-역학적 거동을 규명하고 확인할 필요하다.

공학적방벽시스템에 대한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실험은 장치의 구성이 복합

적이고 다양한 계측기능이 필요하며, 또한 실증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많은 기술적 경험과 실험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

요하다. 대부분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실증실험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2 단계

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엔지니어링 규모의 실험을 통해 시스템의 동특성

과 장치특성을 파악하고 계측시스템을 보정한 후, 지하시험시설에서의 현장시험

(in-situ test)을 수행함으로써, 실증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가능성을 최

소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에서는 2002년에 고준위폐기물 기준처분

시스템 (Korean Reference disposal System, KRS)을 제안한 바 있으며 [2.1], 또 이

기준처분시스템의 공학적시스템에 대한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을 위한 2단계 실

증실험 (공학적규모 실험과 KURT에서의 현장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연구단

계에서는 KRS 공학적방벽시스템의 1/3 규모로 KENTEX 실증실험을 제작.설치하

여 정상가열조건에서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실험을 수행해 왔다 [2.2].

본 연구단계에서는 KRS 공학적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적 거동을 여러 조건



에서 실증하기 위해, 기존의 KENTEX 실험장치를 이용해서 지난 단계부터 시작

되어온 정상가열단계 (normal heating phase)실험을 1년 더 연장 수행하고, 과열단

계 (over-heating phase) 및 냉각단계 (cooling phase) 실험도 수행할 예정이며, 또

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공학적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적 거동을 해석.모사 할

수 있는 전산모델을 제시하고 한다. 아울러, 향후 KURT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의

현장시험 수행을 위한 실험장치의 개념설계 및 실험계획 수립도 수행할 것이다.

2. 공학적 규모 실증실험

가. KENTEX실험

1). 실험장치

KENTEX 실증실험장치는 우리나라 기준처분시스템 공학적방벽시스템의 열-수리

-역학적 거동 실증을 위해 1/3 크기로 설계.제작된 엔지니어링 규모의 실험장치이

다. 이 실험장치는 압력실린더 (confining cylinder), 가열시스템 (heating system),

벤토나이트블록 (bentonite blocks), 수화시스템 (hydration system), 센서 (sensors

& instruments), HCS (Heat-Controlling System) & DAS (Data Acquisition

System) 등의 하드웨어 (그림 2.1)와 실험장치를 모니터링 및 제어하고 또한 센서

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계측하며 수집, 분석하는 운영프로그램 PRODASH-EN으로

구성된다.

KENTEX 실증실험장치에서, 압력용기는 처분시스템의 처분공 (bore hole)을 모

사하기 위해 히터 주위에 벤토나이트블록을 설치하고 외부로부터는 지하수의 유동

을 모사할 수 있도록 steel cylinder, end covers, water injection ports, sensor

ports, insulator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열시스템은 처분시스템에서 붕괴열을 갖는

폐기물과 처분용기를 모사할 수 있도록 열원요소 (heating element), 산화마그네슘

충전재, 히터용기 (outer steel cylinder), 케이블용 파이프 (cable-guiding pipe) 등으

로 구성하였다. 벤토나이트블록은 경주 벤토나이트 [2.1, 2.3]를 사용하여 제작성, 기

술성 및 경제성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Type A, Type B, Type C의 3가지 형태

(그림 2.2)로 설계.제작하였다. KENTEX 실험장치에 사용된 벤토나이트 블록은 총

176개로, 섹션 1, 2, 11∼16에는 14개씩 112개가, 그리고 섹션 3∼10에는 8개씩 64개

가 사용되었다 (그림 2.3). 벤토나이트 블록 설치 시 블록과 블록 사이에 생기는 틈



새는 블록 제작 에 사용된 벤토나이트와 동일한 분말을 채워 넣고 나무 봉으로 다

져서 가능한 한 공극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수화시스템은 지하수 저장-공

급탱크 (hydration water tank), 압력게이지 (pressure gauge), 안전밸브 (safety

valve), 튜빙 (tubing) 등을 구성되며, 압력실린더로 유입되는 지하수가 실제 처분장

에서와 같이 일정한 수압을 유지하며 공급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센서는 완충재

블록의 온도, 습도, 압력 측정을 위해 3종류의 센서를 사용하였으며, 선정기준을 설

정하여 정밀성, 내구성, 편의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센서의 설치

는 예비 T-H-M 모델을 사용해서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인자의 변화가 민

감하게 나타나는 부분과 T-H-M 모델링 관련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상

대적으로 많은 센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 센서에는 센서의 위치 및 수집 데이

터의 확인을 위해 AA-BB-CC-DD 형태로 인식코드를 부여하였다.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는 센서의 종류를 나타내며 온도센서는 T, 습도센서는 H, 압력

센서는 M으로 분류하였다. BB는 압력실린더의 높이를 나타내며 위치에 따라 A∼I

까지 분류하였다. CC는 각 높이의 단면에서 반경방향의 거리를 나타내며 R1, R2,

R3, R4, R5 등 5단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DD는 각 단면에서 기준위치로부터 90o

(degree)의 간격으로 4등분을 하고 T1, T2, T3, T4 등으로 나누었다. HCS & DAS

는 히터 제어를 통해 실험조건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센서로부터 보내지는

온도, 습도(수분함량), 압력 데이터를 수집하여 컴퓨터에 저장토록 하며, 사고발생

시 긴급연락 및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였다.

운영프로그램인 PRODASH-EN은 KENTEX 실증실험장치의 구성요소들을 제어

하여, 실험이 원하는 설정조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세스 내 많은 센서

로부터 발생되는 온도, 습도, 압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프

로그래밍 하였으며, 시스템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부저와 경광등이 켜지

고, 외부에 있는 관리자에게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곧바로 전송하며, 그 결과를

SMS DB에 저장토록 되도록 만들었다.

KENTEX 실증실험장치 설치 후 압력실린더 내 벤토나이트블록의 환산 평균 건

조밀도는 1.5 Mg/m3, 초기 수분함량은 13 wt.%였다. 실험에 사용된 지하수는 유성

지역 시추공 YS-01로부터 채취한 심부지하수를 사용하였다. 표 1에 YS-01 심부지

하수의 수리화학특성을 요약하였다. 이 지하수는 수화시스템의 저장탱크로부터 5기

압으로 가압하여 압력실린더로 공급하였다. 이 때 가압을 위해 헬륨기체가 든 봄베

를 사용하였으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공급하여 지하수 중에 공기가 유입되는 것

을 차단하였다. 압력실린더의 외부 벽으로부터 벤토나이트 블록으로의 공급되는 지



하수는 수화시스템에 달린 밸브를 이용하여 균일한 압력으로 동시에 들어가게 하였

다. 그러나 압력실린더의 위와 아래 방향으로는 지하수가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실

증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히터와 벤토나이트 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는 정상가열

(normal heating), 과열 (over-heating), 냉각 (cooling) 단계로 나누고,

PRODASH-EN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리 설정해 둔 해당단계의 설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압력실린더 외벽에서의 온도는 항온.항습

기를 가동하여 25 ℃로 유지 하였다.

KENTEX 실증실험장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07년도 기술보고서 [2.2]에 잘

기술되어 있다.

2). 정상가열단계 (Normal heating phase) 실험

본 정상가열단계실험은 지난 연구단계에서 약 1년간 수행되었던 정상가열단계실

험을 1년 더 연장하여 수행된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히터에 공급된 전력(electrical

power)은 programmable logic circuit에 의해 평균 160 W의 값으로 그림 2.4와 같

이 공급되었고, 히터와 벤토나이트 블록 사이의 온도는 90 ℃로 유지되었다. 지하수

는 외부에 설치된 저장조 (water reservior)로부터 5 기압의 압력으로 실린더에 공

급되었고, 실험실의 온도는 25 ℃로 유지되었다. 히터 제어 및 온도, 습도, 압력 등

의 실험데이터 수집은 PRODASH-EN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루어졌다. 자세한

실험방법과 실험조건은 2007년도 기술보고서 [2.2]에서 잘 기술되어 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히터-벤토나이트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는 거의 일정

하게 90 ℃로 유지되었으나, 일교차가 심한 여름과 겨울에 기복이 심하였고, 벤

토나이트블록의 포화도에 민감하였다.

정상가열단계실험에서 측정된 벤토나이트 블록의 전형적인 온도, 습도, 압력

변화는 그림 2.6-2.8에 도시하였다. 열전대로부터 수집된 온도 데이터는 비교적

안정적(stable)이고 균일성(uniformity)을 보였다. 측정시간에 따른 온도변이는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측정지점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처음 약

2주 동안은 빠르게 증가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상태 (stationary state)에 도

달하여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였다. 정상상태 온도 값

은 측정센서의 위치가 히터에 가까울수록 높고, 멀어질수록 낮은 값을 보였다.

즉, 반경방향의 경우는 안쪽이 바깥쪽보다 높은 온도분포를 보였으며 (그림 2.7),



축 방향으로는 가운데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아래쪽, 위쪽 순의 온도분포를 보였

다 (그림 2.8 ).

정상가열조건에서, 벤토나이트 블록의 수리특성은 그림 2.9과 같다. 이 그림

에서 (a)는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높이 0.34 m, 반경 0.246 m 위

치에 설치된 습도센서의 습도분포를 나타내고, (b)와 (c)는 실험 시작 500일 경

과 후 코어샘플링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측정한 수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

림 2.9(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이 0.34 m, 반경 0.246 m 인 위치에서 벤토나

이트블록의 습도는 실험 시작과 함께 지하수를 공급하자마자 즉시 급격하게 증

가하였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감소하다가 약 80일 정도부터는 다시 증가하였으

며, 약 400일 경과한 후로는 정상상태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이 지

점에서의 습도분포가 건조과정(drying process)과 습윤과정(wetting process)을

통해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다. 즉, 벤토나이트 블록 사이로 유입된 지하수가

히터에 의해 수증기상으로 바뀌면서 처음엔 습도가 증가하다가, 그 후 벤토나이

트가 히터에 의해 건조되면서 차츰 감소하고, 다시 벤토나이트가 유입지하수에

의해 재포화 되면서 습도가 증가하다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림 2.9 (b)와 (c)에서, 벤토나이트블록 내 수분함량은 지하수가 공급되는 실린더

벽 가까운 곳에서는 축 방향으로의 높이에 상관없이 거의 포화상태 (ωs=0.32)에

도달하였고, 대신에 실린더 벽에서 히터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포화상

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수화과정이 진행됨을 알 수 있었으며, 히터 가까운 곳에

서도 건조과정에 의해 포화상태에 도달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그림에서

실린더 벽 근처 벤토나이트블록의 수분함량이 포화 수분함량보다 훨씬 높은 값

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코어 드릴링을 위해 볼트형 플러그 (bolt-type plug)를

압력실린더에서 뺄 때와 드릴링 시 주위의 부직포에 있는 지하수가 유입되어 생

기는 실험오차로 생각된다.

그림 2.10은 정상가열조건에서 벤토나이트 블록의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압력분포는 측정 위치에 따라 그 형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지하수가 유입되는

바깥부분에서는 실험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압력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실

린더 벽면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로부터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높이 0.34 m, 반경방향의 길이 0.289 m인 벤토나

이트블록의 압력(그림 2.10(a))은 실험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가파르게 증가하

다가 약 2주 후부터는 느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10(b)는 (a)보다

실린더 벽에서 약간 더 안쪽에 위치하는 지점 (반경의 길이 0.246 m)에서의 압



력분포로서, 초기 압력이 증가하는 시점은 더 느리나 압력 분포곡선의 패턴은

비슷하였다. 그리고 높이 0.148 m, 반경방향의 길이 0.102 m인 위치에서 측정한

압력분포도 초기 압력이 증가하는 시점이 더 늦게 나타날 뿐 압력분포의 형태는

비슷하였다. 그림 2.10(b)와 그림 2.10(c)에서 초기에 나타난 2차례 급격한 압력

증가는 지하수 가압 시 벤토나이트 블록 사이 또는 압력센서와 센서 설치를 위

해 만든 틈새로 먼저 들어온 지하수의 수압에 의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벤토나이트블록 내 압력분포는 벤토나이트에 의한 팽윤압,

모세관현상에 의한 수분흡인력 (suction), 외부로부터 공극을 통해 작용하는 압

력, 온도구배에 따른 열응력 및 증기압 등이 상호작용하여 결정되는데, 그림

2.10(a)의 경우는 벤토나이트블록의 재포화에 의한 팽윤압이 전체압력을 지배하

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실험 시작 직후 벤토나이트블록은 지하수와 접촉하면서

생긴 팽윤압에 의해 빠른 압력 증가를 보였다. 반면에 그림 2.10(b)와 그림 2.10

(c)의 경우는 초반에는 히터에 의한 열응력과 수증기압이 전체압력을 지배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부터 전체압력이 벤토나이트 재포화에 의한 팽윤압

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과열단계 (Over-heating phase) 실험

과열단계실험은 정상가열실험 종료 시점에 공급 전력을 높여, 히터-벤토나이트블

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를 120 ℃로 유지하면서 수행되었다. 그림 2.11은 과열단계실

험에서 공급된 전력의 변이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대략 160 W에서 360W 로 급격히 공급전력이 증가 되었으나, 히터-벤토나이트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가 120 ℃에 도달한 후에는 360 W로 일정하게 공급되었다. 그

밖의 실험조건은 정상가열단계실험[2.2] 때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과열단계 실험조건에서 벤토나이트블록의 온도, 습도, 압력은 각각 그림

2.12 - 그림 2.14와 같은 분포를 가졌다. 과열단계실험에서 열전대

(thermocouple)로부터 수집된 벤토나이트블록의 측정온도는 정상가열단계실험에

서와 같이 안정적이고 균일성이 있는 데이터 값을 보였다. 그림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히터-벤토나이트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를 90 ℃에서 120 ℃로 올리

는 데는 1.5일정도 소요되었다. 각 측정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는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며, 온도는 과열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정상상태에 도



달하고, 거의 120 ℃의 값을 유지하였다. 각 측정지점의 정상상태 온도는 히터에

가까울수록 높고 멀어질수록 낮은 값을 보였으며, 반경방향의 경우 안쪽이 바깥

쪽보다 높은 온도분포를 보였다.

그림 2.13은 현재 작동 중인 습도센서 (높이 0.34 m, 반경 0.246 m의 벤토나

이트블록에 위치한 센서)로부터 얻어진 과열조건에서의 벤토나이트블록의 습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과열 시 벤토나이트블록의 습도는 온도상승과는 상관없

이 정상가열단계실험 때와 같이 거의 100%에 가까운 포화상태의 값을 보였다.

이 습도 값은 벤토나이트블록의 건조밀도가 1.5 Mg/m3, 공극율이 0.46 임을 감

안하면 포화 수분함량 32%에 도달한 값으로 보인다. 이 그림의 습도분포 곡선

에서 중간에 값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기적 노이즈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2.14는 과열조건에서의 벤토나이트블록의 압력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벤

토나이트블록의 압력값은 히터-벤토나이트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를 90 ℃에서

120 ℃로 올리는 동안은 약간 증가하다가, 온도가 120 ℃에 도달한 이후에는 이

전 값으로 다시 감소한 후 일정한 값을 보였다. 이 때 일시적인 압력의 증가는

히터 가열에 따른 벤토나이트의 열팽창과 벤토나이트에 존재하는 수분의 증기

압 증가에 의한 것으로, 두드러진 값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 실험은 벤토나

이트블록이 120 ℃로 과열 되더라도 온도증가에 따른 블록의 팽윤압, 즉 블록의

전체압력이 거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4). 냉각단계 (Cooling phase) 실험

냉각단계(cooling phase) 실험은 실험장치를 다시 정상가열 상태로 복원한 후

히터에 전력공급을 중단하고 실험실 온도을 17 ℃로 유지하면서 벤토나이트블록

의 온도, 습도, 압력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림 2.15는 높이 0.680 m (Level=F),

반경이 각각 0.246 m와 0.289 m인 두 지점에서의 온도분포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지점의 벤토나이트블록 온도는 히터-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와

함께 지수함수형태로 감소하였다.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두 지점의 온도는 실험

실 온도에 거의 접근하였으나, 히터-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는 여전히 실험실온

도에 도달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벤토나이트블록의 습도는 그 동안 정상 작

동을 해 왔던 남은 한 개 센서마저도 완전히 고장이 나서 그 값을 측정할 수 없



었다. 그림 2.16은 높이 1.190 m (Level=I)의 단면에서 반경 0.246 m인 두 지점

에서의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벤토나이트블록의 압력은 히터의 냉각으로

인한 온도감소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압력이 약 10 kg/cm2에서 2

kg/cm2까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온도감소로 인한 팽윤압, 열팽창 응력, 수분

증기압 등이 서로 복합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나. 모델인자 측정

1). 열전도도

열전도도는 물체의 단위온도 차에서 단위면적을 통하여 단위시간당 흐르는 열의

양을 나타내는 물성치이다. 압축 벤토나이트의 열전도도는 분말시료를 스텐레스강

몰드에 넣고, 유압프레스로 압축을 하여 15×6×2 cm 크기의 직육면체형 시편을 제

작하여 측정하였다. 본 열전도도 측정에는 순간열전도측정계 (Kyoto Electronics,

QTM-500)가 사용되었으며, 벤토나이트의 수분함량은 중량비로 10 wt%에서

20wt%까지, 건조밀도는 1.2 Mg/m3에서 1.8 Mg/m3 까지 값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모든 측정은 25 ℃에서 행하여졌다.

측정결과, 압축벤토나이트의 열전도도는 건조밀도와 수분함량의 변화에 민감하였

다 [2.4]. 그림 2.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벤토나이트블록의 열전도도는 수분 함량이

일정할 때, 건조밀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건조밀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각 건조밀도에서의 수분함량의 증가에 따른 열전도

도 변화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k =0.0378 ωw - 0.0571(ρd = 1,2 Mg/m
3
)r
2
= 0.92

k =0.0681 ωw - 0.2519(ρd = 1,4 Mg/m
3)r2 = 0.95

k =0.0599 ωw - 0.0232(ρd = 1,5 Mg/m
3
)r
2
= 0.97

k =0.0640 ωw - 0.0236(ρd = 1,6 Mg/m
3)r2 = 0.95

k =0.0574 ωw + 0.2129(ρd = 1,8 Mg/m
3)r2 = 0.94



여기서 k는 열전도도(W/mK), ωw 는 수분함량(wt%), ρd는 건조밀도(Mg/m3)이다.

2). 수리전도도

수리전도도는 매질이 물을 통과시키는 척도로서, Darcy의 법칙에 따라, 단위 면

적당 수리구배에 대한 유량으로 정의된다. 본 실험에서 벤토나이트블록의 수리전도

도는 그림 2.18의 실험장치를 이용해서 측정하였다. 이 실험장치는 일종의 수정 정

수위시험법으로, 시편 양단에는 900-2000 kPa의 차압 (differential pressure)으로 물

이 공급되게 제작되었다. 원통형 시편셀의 내경은 5 cm로서, 이 셀에 벤토나이트를

넣고 실험대상 건조밀도까지 압축한 후, 셀의 양단에 금속필터가 장착된 캡을 씌우

고 지지대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시킨다. 물은 시편의 하부에서 상부로 흐르게 하

고, 시편을 통과한 물의 양은 무게를 측정하여 얻는다. 수리전도도는 주어진 수리경

사 (hydraulic gradient)에서 시편을 통과한 물의 유량이 정상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단위시간당 유량으로부터 구하였다.

수리전도도 값은 건조밀도에 따라 달라지며 방사성핵종의 붕괴열로 인한 완충재

의 온도 상승과 해수 침투에 의한 지하수 중 염도 (salinity)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다. 실험결과, 압축 벤토나이트의 수리전도도는 건조밀도에 따라 감소하였다. 그림

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대수좌표 상에서 직선관계 보였으며, 다음과 같은 관계

식으로 표시되었다.

Log K = - 4.07ρd – 6.13 (at 20 ℃) r2 = 0.92

또, 압축 벤토나이트의 수리전도도는 온도가 증가 할수록 증가하였다. 20 ℃에서의

수리전도도 값에 비해 80 ℃에서는 수리전도도가 약 3 ～ 4 배 정도로 증가하였고,

150 ℃에서 수리전도도 값은 건조밀도가 1.8 Mg/m3 인 경우 약 1 승수 (order) 정

도 증가하였으나, 그 보다 낮은 밀도에서는 증가폭이 다소 작았다. 수리전도도에 대

한 염도 (salinity)의 영향은 건조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블록에서 현저히 나타났다

[2.5]. 벤토나이트 블록의 건조밀도가 1.0 Mg/m3 및 1.2 Mg/m3 일 때는 투과수

(permeating water) 중 NaCl의 농도를 증가함에 따라 수리전도도가 증가하였다. 그

러나 건조밀도가1.4 Mg/m
3
이상일 때는 NaCl의 농도 변화에 상관없이 수리전도도



는 거의 일정한 값을 보였다.

3). 수분흡인력

처분장 완충재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블록은 폐기물 처분 후 일정기간 동안 불포

화 상태로 존재하며, 이러한 벤토나이트블록의 재포화 성능은 수분흡인력

(suction)에 의해 좌우된다. 그림 2.20은 본 연구에서 수분흡인력 측정을 위해 사용

된 실험장치이다. 압축 벤토나이트는 직경 5x10-2 m, 높이 5x10-2 m의 크기로 원하

는 수분함량과 건조밀도를 갖도록 만들고, 가운데에 직경 1.2x10-2 m, 깊이 2.5x10-2

m 홀(hole)을 뚫어 습도센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벤토나

이트블록은 균일한 수분분포를 갖도록 하기 위해 밀봉백 (zip bag)에 넣어 3일간

데시케이터에 두었다가 측정에 사용하였다. 이 측정실험은 수분흡인력에 의한 온도

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도조절이 가능한 건조기에서 수행하였으며, 실험조건

으로서 수분함량은 3 - 22 %, 온도는 25 - 90 ℃까지 변화시켰다. 또 이 실험에서

는 분말 벤토나이트의 수분흡인력도 측정하여 블록에서의 값과 비교하였다. 측정

대상 벤토나이트블록의 수분흡인력은 습도센서로부터 측정된 습도로부터 다음의

Kelvin 식을 이용해서 측정된 상대습도로부터 결정하였다 [2.6].

   


 ln 




단, R는 기체상수 (8.3143 J/K․mol), T는 절대온도, Vw는 물의 몰체적

(1.80x10-5 m3/mol), RH는 상대습도

측정결과, 벤토나이트블록의 수분흡인력은 그림 2.21과 그림 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수분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벤토나이트분말의 값과

비교했을 때 약간 큰 값을 보였으나, 수분함량 10 wt.%를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서

로 바뀌었다.

4). 팽윤압

완충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처분장내 공극을 최소화하고 주위 암반의 균열



을 메워 지하수의 이동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밀봉역할이다. 팽윤압은 지하수와 접

촉한 벤토나이트가 수화반응의 결과로 외벽에 작용하는 압력으로서, 완충재의 밀봉

성능의 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인자이다. 본 연구에서, 압축 벤토나이트의 팽윤압

을 위해 사용된 실험장치는 그림 2.23과 같다. 압축 벤토나이트는 유압프레스를 이

용하여 직경 5 cm, 높이 3 cm 크기의 시편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물의 공급은

실험기간 단축을 위해서 가압용기를 만들어 일정하게 공급하였다. 측정센서로부터

보내지는 압력신호는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저장.분석하며 수행하였다. 측정센서로부

터의 압력 측정은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되었으며, 측정대상 압축벤토나이

트의 팽윤압은 센서로부터 수집된 압력으로부터 가압한 물의 압력을 뺀 값으로 하

였다.

실험결과, 압축벤토나이트의 팽윤압은 Na-활성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비

활성상태 시료는 최대 90 kg/cm2, 활성상태 시료는 최대 150 kg/cm2의 값을 나타내

었다. 그림 2.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된 압축벤토나이트의 팽윤압은 건조밀도

가 커질수록 증가하였다. 투과수의 이온강도에 대한 실험에서는 압축벤토나이트의

팽윤압은 이온강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2.7]. 이러한 감소 추세는 이온강도가

높을수록, 또 건조밀도가 증가할수록 둔화되었다. 그러나 온도 영향 실험에서 압축

벤토나이트의 팽윤압은 80 ℃까지의 온도 증가에 대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표 2.1 유성지역 시추공 YS-01으로부터 채취한 심부지하수의 수리화학적

특성



그림 2.1. 공학적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을 위한 엔지니어링

규모의 KENTEX 실험장치



그림 2.2. KENTEX 실험에 사용된 벤토나이트 블록의

종류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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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압력실린더 내 설치 블록과 축방향의

높이에 따른 섹션번호



Sensor Location Code

AA-BB-CC-DD

where  AA: sensor type 

T:thermosensor, H:hydrosensor, 
M:mechanical sensor

BB: alphabetic order of cross-section

A:0.000 m, B:0.085 m, C:0.170, D:0.340 m, 
E:0.510 m, F:0.680 m, G:0.850, H:1.020 m, 
H:1.190 m

CC: alphabetic order of radial location (r) within 
the cross-section

R1:0.000 m, R2:0.102 m, R3:0.203 m, 
R4:0.289 m, R5:0.375 m

DD: alphabetic order of angular location (q) within 
the cross-section

T1:0o, T2:90o, T3:180o, T4:270o

z

r

R q

A
B

E

D

H

I

F

Cross-section Code

C

G

f 750

f 406.4

1
3
6
0

6
8
0

1
7
0

z

r

R q

A
B

E

D

H

I

F

Cross-section Code

C

G

f 750

f 406.4

1
3
6
0

6
8
0

1
7
0

그림 2.4. 온도, 습도, 압력 센서의 위치 인식코드



그림 2.5. 정상가열단계에서 히터-벤토나이트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를 90 ℃로

유지하기 위해 히터에 공급된 전력변이



그림 2.6. 반응 후 760일 경과시점에서 벤토나이트블록 내 온도분포



그림 2.7. 높이에 따른 온도분포 (반경 방향 길이=0.246 m, 시간=333 일)



그림 2.8. 반경방향 거리에 따른 온도분포

(높이=1.02 m, 시간=333 일)



그림 2.9 벤토나이트블록 내 습도분포 및 수분함량분포:

(a) 습도센서에 의해 측정된 습도분포

(b), (c) 코어샘플링 방법에 의해 얻어진 수분함량분포



그림 2.10. 벤토나이트 블록 내 압력분포



그림 2.11. 과열단계에서 히터-벤토나이트블록 경계면에서

의 온도를 120 ℃로 유지하기 위해 히터에 공급

된 전력변이



그림 2.12. 과열단계에서의 벤토나이트블록

(Level=B)의 온도분포



그림 2.13. 과열단계에서의 벤토나이트블록 (H-D-R4-T1: H=0.34

m, R=0.246 m)의 습도분포



그림 2.14. 과열단계에서의 벤토나이트블록 (M-F-R4-T2: H=0.680

m, R=0.246 m)의 압력분포



그림 2.15. 벤토나이트블록 내 Level=F (0.680 m)에서 냉각단계

시 온도변화



그림 2.16. 벤토나이트블록 내 Level=I (1.190 m)에서 냉각단계 시

압력변화



그림 2.17. 건조밀도와 수분함량에 따른 압축 벤토나이트의 열전도도 변화



그림 2.18. 압축 벤토나이트의 수리전도도 측정 장치



그림 2.19. 압축 벤토나이트의 건조밀도–수리전도도의 관계



그림 2.20. 압축 벤토나이트의 수분흡인력 측정 장치



그림 2.21. 온도변화에 따른 압축 벤토나이트의 수분함량–흡인력 관계



그림 2.22. 압축벤토나이트와 분말시료의 수분함량–흡인력 특성곡선



그림 2.23. 압축 벤토나이트의 팽윤압 측정 장치



그림 2.24. 압축 벤토나이트의 건조밀도에 따른 팽윤압 변화



3. 전산 모델링 및 해석

앞 절에서 기술한 KENTEX 실험에서 얻어진 공학적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

적 연계거동 실험 결과를 모사하기 위한 전산모델링이 개발되었다. 공학적방벽시스

템에서 일어나는 열-수리-역학적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가열 및 지하수 침투에 따

른 벤토나이트 완충재 내의 온도, 함수비(water content) 및 전압력(total pressure)

의 분포 변화를 해석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컴퓨터코드는 TOUGH2 [2.8] 이다.

TOUGH2는 불포화 매질에서 일어나는 다상(multiphase), 다성분

(multicomponent) 유체 혼합물의 다차원 유체 및 열의 흐름을 수치 모사하는 다목

적 컴퓨터 코드이다. 유체의 이류(advection) 흐름은 Darcy 법칙을 다상으로 확장시

켜 기술한다.

TOUGH2 컴퓨터 코드에 사용된 질량 및 에너지 밸런스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nV

k
n

k
nV

k dVqndFdVM
dt
d

nnn
òòò +G×=

G

여기서 Vn : 임의의 subdomain의 부피 (m3)

Γn : 폐쇄계 표면 (closed surface) (m2)

n : Vn 내측 방향이고, 표면 단위 dΓn에 수직인 벡터

Fκ : 질량 속 (flux) (kgm
-3s-1)

qκ : 단위 질량 (specific mass) source/sink (kgm
-3s-1)

질량 누적 (mass accumulation) (Mk) 및 이류 질량 속 (advective mass flux)

(F
x
)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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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축적 (heat accumulation, MNK+1)및 열 속 (heat flux, FNK+1) 은 다음 식으로 표

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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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Φ, Sβ, ρ 및 X 는 각각 공극률(porosity), 상 β에 의해 점유된 공극 부피 분

율(fraction)로 정의되는 포화도, 밀도 및 질량분율(mass fraction) 이다. C, u, kt 및

h 는 각각 내부에너지(specific internal energy), 열전도도 및 엔탈피(specific

enthalphy) 이다. 하첨자 β, κ 및 R 은 각각 상(phase), 성분(components) 및 고체

매질을 나타낸다.

TOUGH2를 이용한 모델링에서, 공간 분할은 Integral Finite Difference 법을 이

용한 기본 보존 방정식의 적분 형태로부터 직접 얻었다. 질량과 에너지 밸런스 방

정식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유체혼합물의 열역학적 및 물리적 툭성은 상태방정식

(equation-of-state, EOS) 모듈에 의해 제공된다. KENTEX 실험 결과 모사에는

EOS4 가 사용되었다. 1차 열역학 변수들은 기체 압력, 기상포화도(gas phase

saturation) 및 온도이며, 공기는 이상기체로 가정하였다. 액상의 물에 대한 공기의

용해도는 Henry의 법칙에 의해 표현되며, 증기압은 Kelvin 방정식에 의해 기술된다

[2.8].

KENTEX의 상세 구조가 수치 모델링에 반영되었다. KENTEX의 형태는 2차원의

반경 방향으로 대칭인 메쉬로 모델링되었다. 이 모델링에서는 강제 압력용기

(confining cylinder) 내에 충전된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 내에 삽입되어 있는 원통

형 히터를 모사하였다. 좌우 대칭인 조건이기 때문에, 압력용기의 수직 단면을 고려

하였으며, 모사를 위해 압력용기의 반경 방향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첫 번

째 영역 (0≤r≤0.204 m) 에서는 0.017 m 의 균등한 크기로 분할하여 메쉬를 구성

하였다. 두 번째 영역 (0.204<r ≤0.375) 에서는 메쉬의 크기를 0.0057 m 로 감소시

켰다. 압력용기의 축방 향은 0.0425 m 의 균등한 메쉬 크기로 분할하였다.

완충재는 초기에 중량비로 13%의 함수율을 가지며, 온도가 25 oC, 압력이 1.0 bar

인 조겅 하에 있다. 원통형 히터와 벤토나이트 와충재 사이의 계면의 온도를 90 ℃

로 유지하기 위해, 전기 히터의 열출력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모델링

에 사용된 각종 공학적방벽재의 수리 및 열적 특성의 요약을 표 2.2에 나타내었다.

완충재의 이상 상대 투수계수 (two-phase relative permeability)를 기술하기 위해

Grant 곡선 [2.9] 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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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rl 과 krg 는 각각 액상과 기상에서의 상대투수계수(relative permeability)

이다. 또 Sl 는 액체포화도(liquid saturation), Slr 과 Sgr 는 각각 잔류 액체포화도

(irreducible liquid saturation) 및 잔류 기체포화도이다.

완충재의 모세관압(capillary pressure, Pc)는 van Genuchten 함수 [2.10]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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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λ = 1-1/n, P0 = ρwg/α 이다. 파라메터 n 과 α 의 값은 그림 2.25에서 얻을

수 있다. 외측 경계조건으로 물이 주입되고 있는 압력용기 벽을 따라 일정 온도 (25

oC) 와 일정 수압 (5 bars) 및 포화 조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모델의 상부와

하부도 역시 일정 압력 (1 bar)와 온도 (25 oC)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전압력(total pressure)은 수두압력(hydraulic pressure), 증기압, 열팽창압 및 팽윤

압의 합이다. 이 중, 팽윤압이 전압력의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 TOUGH2는 팽윤압

을 제외한 나머지 압력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팽윤압을 계

산하기 위한 서브루틴 SWELL을 개발하였으며, 이 서브루틴을 TOUGH2에 추가하

였다. 서브루틴 SWELL에서는 팽윤압(Ps) (kgf/cm
2)이 물의 포텐셜 헤드 S(θ1)의

적분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였다.

Ps = F ρw g S(θ1)

S(θ1)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θ1) =

여기서 h : 물 포텐셜 헤드 (water potential head)

θ : 부피 함수비 (volumetric water content )

F : 계수

ρw : 물의 밀도

g : 중력 가속도

S(θ1) 은 벤토나이트의 water retention 곡선으로부터 계산하였다.

벤토나이트의 팽윤압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기준 온도와 다른 온도에

서의 팽윤압은 확산이중층 이론(diffuse double‐layer theory)로부터 얻을 수 있다

[2.11].

(Ps/T)T1 = (Ps/T)T0

여기서 T 는 절대온도이다.

실험 개시 50일 및 200일 경과 후의 완충재 내에서의 온도분포 계산 결과를 그림

2.26에 나타내었다. 계산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실험에서 얻은 측정데이터도 함께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된 예측 결과는 대체적으로 실험에서

얻은 온도 분포와 경향이 일치하고 있다. 온도 분포 형태의 상세 검토는 완충재 특

정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변화를 분석하여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두

지점에서의 완충재 축 방향을 따른 시간 의존적 온도 분포의 계산치를 KENTEX

실험에서 얻은 측정값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2.27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온도는 약 50일 경과 후에 거의 정상상태에 도달한다.

높이 0.81 m (H-R4)에서는 계산된 온도 값들이 측정값과 잘 일치하였으나, 히터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높이 0.61 m (F-R4) 지점에서는 계산된 온도 값이 측정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관측된 최대 편차는 약 7 ℃ 였다.

온도 분포 계산에서는 실험을 시작한 시점부터 물이 균열이 없는 균일한 벤토나

이트 매질을 통해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험 조건에서는 실험 시작 초기에

는 벤토나이트 블록 사이의 틈을 통해 물이 침투하게 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벤토나이트 블록이 팽윤하여, 틈을 밀폐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측정된 벤토나이트

블록의 함수비는 계산된 값보다 높다. 벤토나이트 블록의 열전도도는 수분 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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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벤토나이트 열전도도의 증가는 온도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

러나 이러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계산된 온도 분포와 측정된 온도 분포는 전체적인

경향이 잘 일치하고 있다. 반경 거리 0.246 m 지점에서 축 방향 온도 분포를 계산

하였으며, 계산 결과를 실험 측정치와 비교하였다 (그림 2.28).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산 값과 측정치들은 서로 잘 일치하고 있다.

완충재 내에서 시간에 따른 함수비(water content)의 변화를 구하기 위해 온도 예

측의 경우와 동일한 과정을 적용하었다. 벤토나이트 완충재에서의 수분 분포는 포

화도(degree of saturation)로 나타내었다. 포화도는 함수비와 포화함수비의 비로서

정의된다. 실험 개시 200일과 501일에서의 완충재 내 포화도 등고선을 그림 2.29에

나타내었다. 높이 0.61 m 와 0.89 m의 지점에서 가열 후, 원통형 히터의 표면 및

중앙으로부터 수평 거리의 함수로서 시간에 따른 포화도의 변화를 각각 그림 2.30

와 2.31에 나나내었다.

히터 표면에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히터와 근접해 있는 완충재 영역에서 초기

건조 (initial drying) 현상이 일어난다. 열에 기인한 수증기 농도 구배 현상 때문에,

수증기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영역으로 확산되어 이동한 후, 응축되어 액체로

바뀐다. 이러한 현상들이 처분장의 운영 초기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초기 단계

에는 처분된 페기물로부터 열이 발생되며, 주위 암반으로부터 지하수의 유입은 제

한된다. 이러한 처분장 조건에서는 처분장 폐쇄 후, 모암의 수두 조건이 자연 상태

로 돌아올 때까지, 완충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건조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세관 압력 때문에 낮은 함수비가 압력용기의 벽으로부

터 물의 유입을 촉진시킨다. 이 외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물의 점도(viscosity)가

감소하며, 이것은 히터 근처에서의 수리전도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벤토나이트 완충재에서의 포화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벤토나이트의 모세관 압력이 감소하므로, 그 중요성이 감소하며, 결국은 벤토

나이트 완충재의 공극률과 수리정도도가 물의 유입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가 된다.

실험 개시 501일 경과 후에 높이 0.61 m 및 0.89 m 지점에서 계산된 포화도 분

포 값을 코아 드릴링으로부터 측정된 포화도 데이터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

림 2.32와 2.3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된 포화도는 계산치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실험 초기 단계에서 벤토나이트 블록 사이의 틈을 통해

물이 침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0.61 m 높이에서 계산된 물의 분포는 측정

치와 상당히 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0.89 m 높이에서는 측정치와 계산 값 사이

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측정된 코아 드릴링 중 압력용기 측면 벽



에 존재하는 물이 코아 시료에 묻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높이 0.34 m 및 0.68 지점에서 계산된 전압력 분포를 그림 2.34과 2.35에 나타내

었으며, 비교를 위해 실험에서 얻은 측정치도 함께 나타내었다. 측정된 전압력은 히

터와 가까운 영역 (R=0.246)에서는 계산치보다 낮았으나, 압력용기 벽에 가까운 영

역(R=0.289)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전압력은 수두압력, 팽윤압, 증기압 및 열팽창압의 합이다. 그러나

그림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압력의 분포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벤토나이트의 팽

윤이다. 실험 초기에는 압력용기 외벽에 가까운 부분부터 지하수에 의해 포화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하수는 완충재를 침투하여 포화시켜, 팽윤압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전압력은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고, 그 후에는 서서히 증가하면서 정상상

태에 접근해 간다.

TOUGH2 컴퓨터코드를 이용하여 KENTEX 실험에서 얻은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험 결과를 모사하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충재의 전반에 걸쳐 온도, 포화

도 및 전압력 분포의 계산 결과는 실험에서 얻은 측정치와 잘 일치하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TOUGH2 코드를 이용하여, KENTEX에서 일어나는 열-수리-역학적 연

계 과정을 합리적으로 모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2. KENTEX 실헌 결과 모사에 사용된 물성 요약

Parameter Value

Buffer

density (kg/m3)

porosity

absolute permeability (m2)

specific heat (J/kg℃)

pore compressibility (Pa-1)

pore expansivity (1/℃)

Heater

density (kg/m3)

porosity

specific heat (J/kg℃)

pore compressibility (Pa-1)

pore expansivity (1/℃)

parameters

α

n

2700 (grain)

0.44

6x10-20

980.0

1.0x10-8

1.0x10-4

4600

0.20

590.0

0.00

3.5x10-5

2.5493x10-3

1.4166



그림 2.25. Water‐bentonite retention curve



그림 2.26. 계산된 (a) 50 일 (b) 200 일 경과 후의 완충재 온도 분포



그림 2.27. 계산된 온도 분포와 측정 데이터의 비교 예



그림 2.28. 반경 방향 0.246 m 지전에서 계산된 축 방향 온도 분포와

측정치의 비교



그림 2.29. 계산된 (a) 200 일 (b) 501 일 경과 후의 완충재 포화도 분포



그림 2.30. 높이 0.61 m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포화도 분포 변화



그림 2.31. 높이 0.89 m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포화도 분포 변화



그림 2.32. 높이 0.61 m 지점에서 501 일 경과 후, 계산된 포화도 분포 변화와

측정치의 비교



그림 2.33. 높이 0.89 m 지점에서 501 일 경과 후, 계산된 포화도 분포

변화와 측정치의 비교



그림 2.34. 높이 0.34 m 지점에서의 전압력 분포 계산 값과 측정치의 비교

H: height (m), R: radial distance (m)



그림 2.35. 높이 0.68 m 지점에서의 전압력 분포 계산 값과 측정치의 비교

H: height (m), R: radial distance (m)



4. 현장실증시험 개념설계 및 실험계획

가. 개요

공학적방벽시스템이 처분환경 하에서 어떻게 거동하느냐는 처분안전성과 직결되

는 중요한 부분이다. 공학적방벽시스템의 거동 실증은 실험장치의 구성이 복합적이

고 다양한 계측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공학적규모

의 실험을 통해 시스템의 동특성과 장치특성을 파악하고 계측시스템을 보정

(calibration)한 후, 지하시험시설에서 현장시험 (in-situ test)을 수행하는 단계적 접

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에서는 이러한 공학적방벽시스템

실증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기준처분시스템 공학적방벽시스템에 대한

2단계 실증시험을 계획하고, 2003년부터 1단계 공학적규모의 실증시험을 수행해 오

고 있다.

공학적방벽시스템에 대한 현장실증시험은 실험실 내 실험과는 달리 실제 처분장

과 유사한 지하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시험은 처분장의 성능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지질 및 지하수 환경을 조사하고, 현장조건에서의 시스템 구성요

소 방벽 거동 및 성능을 실증하며, 처분장 설계에 필요한 관련 기술의 타당성과 현

장 실험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된다. 그러나 현장실증시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자료와 경험이 필요로 하며, 또한 예산과 시간이 많

이 소요 되고 일단 설치가 끝난 장치는 재설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외 현장시험 현황을 분석하고,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 내 시험구역에 대한 절리분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학적

방벽시스템 현장시험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향후 수행할 실험계획을 수립하

였다.

나. 국외 현장시험 현황

고준위폐기물처분장 공학적방벽시스템의 현장실증시험과 관련하여, 원자력 선진

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실

험실적 연구와 이론적 예측 연구에서 점차 실제 처분장이 위치할 지하환경과 유사

한 조건에서 현장시험을 수행하는 쪽으로 연구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3). 이에 따라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고 다양한 현장시험을 통해 처분시스템의 성

능을 확인,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MIU와 Horonobe

의 URL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의 활용을 위한 국제 기술교류체

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기존의 GTS, Aspo HRL 외에도 Mont Terri

URL과 Meuse URL 프로그램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Yacca Mt.의

ESF와 캐나다 URL을 중심으로 실증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하환경에서의 공학적방벽시스템의 THM 거동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YMP에서는 single hole test를 두 지점에서 실시한 후 drift 규모에서의 히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캐나다 URL의 경우, 시추공에서의 히터시험과 single hole 히터시험

을 통해 암반과 완충재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스위스 Grisel에

서는 완충재와 처분공 주위 암반에서의 THM 거동 및 핵종저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로 현장시험인 FEBEX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험결과는

다양한 모델링 기법의 검증에 활용하고 있다. EDZ의 규모 및 영향에 대한 현장실

증연구는 미국 (WIPP, YMP), 스웨덴 (Aspo, Stripa mine), 캐나다 (URL)에서 실시

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Kamaishi mine, Tono mine에서의 EDZ 시험에 이어

MIU 에서도 현장시험이 계획되고 있다.

현재 선진국의 현장시험기술은 실험실적 연구, 공학적 규모의 시험을 거쳐, 개발

된 기술을 지하연구시설에서 현장시험을 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원형 (proto type) 현장시험이 착수되고 있는 단계이다.

다. 시험구역 절리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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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길이 250 m의 터널이다. 그림 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입터널 180 m, 연

구모듈 70 m (좌측 30 m, 우측 45 m)이며, 공학적방벽시스템 현장시험은 우측 연

구모듈 막장 약 10 m 구간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이 구간의 터널 천정부에는 숏크

리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벽면부의 암반에는 연구를 위해 굴착된 상태로 그대로 있

다. 그리고 터널바닥은 연구모듈 내 실험과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약 0.5 m의 두께

로 잡석을 깔아둔 상태이다.

시험구역의 절리분포는 DIPS를 이용한 노출 막장면 및 좌.우 측면의 절리조사와

바닥면에 대한 시추 절리조사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노출면에 대한 절리조사는 서

울대 연구팀에 의해 실시되었고 [2.12], 바닥면의 시추조사는 (주)전일에 의해 수행



되었다. 그림 2.36에서 1, 2, 3, 4번은 각각 절리면 조사가 이루어진 막장면, 좌측면,

우측면과 시추조사가 이루어진 바닥면에 해당된다.

1번 막장면의 절리조사에서는 총 27개의 절리가 사용되었으며, DIPS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경사방향 263o, 경사 85o를 갖는 절리군이 암반 사면에 지배적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2.37은 DIPS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결과이다. 2번 좌측면의 절

리조사에서는 총 36개의 절리자료를 수집하였으며, DIPS 분석결과 경사방향 236o,

경사 76o 를 갖는 절리군이 지배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터 분석결

과는 그림 2.38에 도시하였다. 3번 우측면의 절리조사에서는 총 56개의 절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림 2.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조사면에는 경사방향 213o,

경사 77o의 절리군이 지배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2.40는 절리조사면 1,

2, 3 번을 대상으로 총 114개의 절리에 대한 절리경사에 따른 발생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경사도가 높을수록 발생빈도가 많아지고, 특히 70o 이상의 고경사 절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험구역 바닥면에 대한 시추조사는 그림 2.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군데에다

실시하였으며, BUF-1는 10 m, 나머지는 5 m 깊이로 시추하였다. 시추결과, 시험

구역의 암석은 매픽다이크 (mafic dyke)가 관입된 화강암으로 약간 풍화된 상태로

존재하였다 (그림 2.42). 대부분의 암석에서 TCR (Total Core Recovery)은 100 %

에 가까운 값을 보였으며, 암질지수 RQD (Rock Quality Designation)는 50 - 98 %

의 값을 보였다. 그리고 각 코어시료에 나타난 절리간격은 <1 cm - 110 cm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자세한 시추주상도는 그림 2.43-그림 2.47에 나타내었다.

라. 현장시험장치 개념 및 실험계획

그림 2.48과 그림 2.49은 각각 공학적방벽시스템의 현장시험장치 및 시험처분공의

개념도이다. 시험구역 터널 바닥에 직경 2.24 m, 깊이 5 m의 시험공을 굴착하고,

여기에 현장시험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공학적방벽시스템의 현장시험장치는 히터,

완충재, 플러그, 지지대를 포함한 핵심 시험부분과 히터 제어 및 측정센서로부터의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위한 HCS & DAS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각 구성요소의 사

양은 기준처분시스템의 설계요건과 공학적규모의 KENTEX 실증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될 것이다. 히터는 직경 1.22 m, 길이 2 m의 원

통형으로, 히터와 벤토나이트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가 95 ℃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열량을 발생할 수 있도록 내부에 열용량 3 kW의 열원요소 (heating element) 3개



를 넣고 나머지 빈 공간에는 산화마그네슘 분말로 채운다.

히터와 시험처분공 내벽 사이의 공간에는 초기 수분함량 13 %, 건조밀도 1.6

kg/m3 인 고밀도 벤토나이트블록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이 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틈새에는 벤토나이트 분말을 채우고, 히터와 블록, 블록과 시험처분공 사이 빈 공간

에는 모래를 채운다. 블록 설치가 끝난 후 상부에는 플러그를 설치하고, 벤토나이트

블록이 지하수와 반응하여 생긴 팽윤압에 의해 시험처분공 위쪽 방향으로 솟아오르

지 못하게 하고, 터널바닥으로부터 물이 플러그와의 틈새를 통하여 들어가지 못하

도록 단단히 밀봉 한다. 그리고 플러그 위쪽은 고밀도 벤토나이트블록으로부터 작

용하는 팽윤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지지대를 천정까지 세운다. 현장시험

에 사용될 센서는 벤토나이트블록과 주변암반에서의 온도, 습도, 압력, 변위 및 공

극수압 변화를 측정할 센서들이며, 실험기간동안 정밀성, 내구성, 편의성 및 안정성

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을 만족하

는 것들을 사용한다.

- Temperature up to 100℃

- Pressure ≥ 5 MPa

- Harsh saline environment

- Sensor dimension as low as possible

- Sensor cable of more than 5 m in length

히터 제어 및 측정센서로부터의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위한 HCS & DAS 시스템

은 공학적규모의 KENTEX 실증실험장치에 사용된 것과 기능적으로 비슷한 사양의

것을 사용하며, 운영프로그램은 PRODASH-EN 2.0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다. 그

밖의 구성요소 사양은 기준처분시스템의 설계요건과 KENTEX 실증실험에서 얻어

진 데이터와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다.

현장시험장치의 설치에는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구

성요소의 제작 및 구입에 소요되는 추정예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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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공 굴착 150,000 천원

- 암석 균열 특성 및 지하수 유동특성 조사 100,000 천원

- 벤토나이트 블록 제작 및 설치비 200,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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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설비 및 지지구조물 100,000 천원

앞으로, KURT 내 현장시험장치 설치를 위해서는 상세 시추조사 및 시험처분공

굴착을 통해서 시험구역의 암반 균열 및 지하수 유동 특성 조사와 시험처분공 주위

의 손상대 (excavated disturbed zone) 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치 설치 후

에는 THM 실증시험이 수행될 것이다. 완충재 내 온도분포, 완충재 내 수분함량 분

포, 완충재의 압력변화, 처분용기로부터의 열플럭스 (heat flux) 및 용기의 침하

(settlement), 암반으로의 열플럭스 및 완충재와 인접하는 암반에서의 온도분포 등

을 측정할 것이며, 또한 전산모델링을 통해 실험결과를 해석하고, 우리나라 기준처

분시스템 처분환경 하에서의 공학적방벽시스템의 거동 및 성능을 분석하게 될 것이

다. 본 공학적방벽시스템 현장실증시험의 장치설치 및 실험수행을 위한 주요 추진

일정은 그림2.50과 같다.

마. 예상결과물 및 기대효과

본 현장실증시험은 공학적방벽 구성요소의 제작.설치 기술 및 관련 자료, 공학적

방벽의 THM 성능 및 핵심기술에 대한 실증 자료,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

한 기반기술 및 자료를 제공하며, 한국형 기준처분시스템에 대한 국민 이해 및 신

뢰도를 향상 시킬 것이다. 또한, 공학적방벽시스템의 현장실증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어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 즉 완충재 현장실증 기술은 건설, 토목분

야에서 차수재로 활용되고 있는 벤토나이트의 물성과 설치기법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완충재 및 뒷채움재에서의 핵종 저지특성 현장실험 자료는 유해폐기물 매

립장의 건설에 적용하여, 중금속에 의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3 공학적방벽시스템 실증시험 국외현황.

국가
실증 시험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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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6.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의 개념도 및

절리조사면



그림 2.37. 시험구역 막장면 (1)의 현장사진 및

절리조사 자료



그림 2.38. 시험구역 좌측면 (2)의 현장사진 및 절리

조사 자료



그림 2.39. 시험구역 우측면 (3)의 현장사진 및 절리조사

자료



그림 2.40. 시험구역에서의 절리 경사각에 따른 발생빈도 변화



그림 2.41. 시험구역 바닥면 시추조사 위치 및 시추 장면



BUF-1

BUF-2

BUF-3

BUF-4

BUF-5

그림 2.42. 시험구역 바닥면의 시추코어 사진

및 코어의 TCR/RQD



그림 2.43. 시험구역 바닥면 BUF-1의 시추 주상도



그림 2.44. 시험구역 바닥면 BUF-2의 시추 주상도



그림 2.45. 시험구역 바닥면 BUF-3의 시추 주상도



그림 2.46. 시험구역 바닥면 BUF-4의 시추 주상도



그림 2.47. 시험구역 바닥면 BUF-5의 시추 주상도



그림 2.48. 지하처분연구시설 내 공학적방벽시스템 현장 시험장치 개념도



그림 2.49. 공학적방벽시스템 현장시험장치 설치구역 및 시험처분공의 개념도



그림 2.50. 공학적방벽시스템 현장시험 실험장치 설치 및 실험 추진 일정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준위폐기물기준처분장 공학적방벽시스템의 1/3 크기로

제작, 설치된 KENTEX 실증장치를 이용해서 정상가열(normal heating)조건, 과열

(over-heating)조건, 냉각(cooling phase)조건에서의 열-수리-역학적 거동을 실증하

였다.

정상가열조건에서 완충재블록의 온도는 짧은 기간 내에 정상상태에 도달하고 그

후에는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지하수에 의한 블록의 재포화현상은

수분흡인력에 의해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재포화가 진행되는 동안 완충

재블록의 압력변화는 벤토나이트의 팽윤압에 좌우되었다. 과열조건에서의 완충재블

록 온도는 히터온도의 상승에 비례하여 상승하였고, 과열 후에는 그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과열에도 불구하고 완충재블록의 습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압력은 과열 동안만 증가하다가 온도가 정상상태에 도달한 후에는 이전의 정상가

열 시 압력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냉각조건에서는 블록의 온도와 압력은 히터에

전력 공급을 중단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감소하였다.

공학적방벽시스템에서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모델링 및 해석과 관련해서는 열

전도도, 수리전도도, 수분흡인력, 팽윤압 등 모델 입력인자 특성을 실험적으로 규명

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학적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적 복합거동을 해

석할 수 있는 전산모델을 개발하였다. TOUGH2 컴퓨터코드를 이용하여 KENTEX

실험에서 얻은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험 결과를 모사하였다. 완충재의 전반에 걸

쳐 온도, 포화도 및 전압력 분포의 계산 결과는 실험에서 얻은 측정치와 잘 일치하

고 있어, TOUGH2 코드를 이용하여, KENTEX에서 일어나는 열-수리-역학적 연계

과정을 합리적으로 모사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의 현장시험 수행을 위해서 현장

실증실험장치의 개념 설계를 완료하고 세부 실험계획을 수립 하였다.



제 3 절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영역 암반의 열적거동

현장실험

1. 배경

2009년 현재 20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인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

분 기술 개발은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후핵핵

연료주기의 완성을 위해 시급하다. 그동안의 원전 운영을 통해 발생된 2009년

현재 10,000 톤 이상의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 부지에 저장되어 있으며 2016년

중간저장시설의 운영을 통해 임시 저장된 후 처리 또는 처분될 예정으로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특성 중 하나인 방사성 붕괴열에 의한 처분장 안전성

과 안정성에 치는 영향은 처분장 설계 및 안전성 평가에서 중요한 인자이다. 즉,

붕괴열에 의한 온도 변화는 처분장 주변에서의 수리적, 역학적, 화학적 거동에

변화를 줌으로써 장, 단기 처분장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장 부지

선정, 설계, 운영을 위해서는 방사성 붕괴열에 의한 처분장 거동 변화에 대한 이

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도출을 위해 방사성 붕괴열을 고

려한 다양한 모델링이 시도된 바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해외의 문헌자료를 이

용한 모델링을 통한 처분장의 거동 해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실험실 실험을 통

해 얻어진 암석 물성과 한국 고유의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한 모델링이 실시되었

다[3.1] 이를 바탕으로 결정질 암반의 지하 500m 에 조절 발파기법으로 굴착되

는 처분장 개념이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으로 제시되었다[3.2].

제시된 한국형기준시스템의 실증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3년 동안에 걸

친 부지조사, 설계, 굴착 작업을 통해 2006년 11월 지하처분연구시설(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을 건설을 완료하였다. 총 길이 255m

에 달하는 지하처분연구시설은 처분장 후보 암종인 화강암반에 위치하며 최대

심도 90m 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국형 처분시스템에서 고려하는

마제형으로 설계된 터널은 암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절발파기법을 적용하

여 6m x 6m 크기로 굴착되었다[3.3]. 2007년 이후, KURT 에서는 시추공 히터

시험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시험이 실시 또는 준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반에서의 열 전달과 관련된 열-역학적 거동을 평가하고 기

사용된 모델링 기법의 검증에 활용할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시추공 히터시험을

설계하고 설치하였다. 열-역학적 거동에 대한 보다 면밀한 평가를 위해 지하

수 유입이 적은 구간을 시험 구간으로 선정하였다. 이 시험 구간 주변에서의 불

연속면의 분포 및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암반의 열-역학적 물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실 실험이 실시되었다. 2007년 12월 시추공 히터시험이 본격 가동되

었으며 2009년 9월 현재 히터온도 90oC 로 유지시키면서 암반 내 열-역학적 변

화에 대한 관찰 및 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2010-2011년에는 비정상 과열 상태

에서의 암반 거동 관찰을 위해 히터온도를 100oC 이상으로 가열할 예정으로 있

으며 이와 함께 환기시스템이 암반 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할 계획으로 있다.

2. 암반 열역학적 거동 현장실험

가. 해외 유사 현구 현황

고준위폐기물 처분 연구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하연구시설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을 건설하고 암반과 공학적방벽재의 열-수

리-역학-화학적(THMC) 거동에 대한 현장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Yucca Mountain의 경우, single hole heater test에서 drift 규모의 실험까지 단

계별 현장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일본에서도 Kamaish 광산에서의 대규모 현장시

험을 실시하였다. 스위스 Grimsel 에서는 완충재를 고려한 현장 THM 시험인

FEBEX가 국제공동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캐나다 URL 과 스웨덴 Aspo

HRL(Hard Rock Laboratory) 에서도 열응력의 영향을 고려한 현장시험이 수행

된 바 있다. 그 밖에도 공학적 규모의 THM 시험이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었는

데 여기에는 캐나다의 Thermal Performance Test, 일본의 BIG-BEN 과

COUPLE, 스페인의 Mock-up test 등을 들 수 있다.

1). 미국 Yucca mountain

(1) Single heater test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Yucca Mountain 에서는 실제 규모(drift scale) 히터

시험을 실시하기 전 소규모로 Single Heater Test(SHT)를 실시하여 암반에서의

THM coupling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SHT는 1996년 8월 시작되었

으며 1997년 5월 전기 히터의 가동을 중단하고 1998년까지 냉각기간을 가졌다.

시험에서는 20m3의 암석을 100oC 이상까지 가열하였으며 열에 의해 영향을 받

은 암석의 부피는 1,600 m3 에 달했다. 구리로 감싼 전기 히터를 터널 벽면에

천공된 10cm 직경의 시추공에 삽입하고 가열/냉각기간 중 암반 온도 변화를

200개의 온도센서를 통해 측정하였다. 그림 3.1은 SHT 시험 구간 양쪽에 있는

터널에서 천공된 관측용 시추공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4월에는 cross drift에

서도 유사한 시추공 히터시험이 실시되었다.

SHT 에서는 암반에 열역학적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온도와 변위, 응력을 측

정하였다. 온도는 thermocouples, RTD(resistance temperature devices) 와

thermistors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역학적 변화의 경우 변위변화 측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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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face-mounted wire extensometer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록볼트 load

cell과 NX borehole jack 을 사용하여 록볼트 작용 응력과 변형계수 변화를 측

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TH, TM coupling 모델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처분장의

설계와 성능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열과 지하수 유동에 의해 암석

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하수가 흐르는 균열시스템에서 광물의

용해와 침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시험 후 회수된 시추코아는 electron

microscopy 를 사용하여 광물 침전을 확인하였으며, X-ray 회절분석을 통해 광

물을 확인하였다. 그밖에도 포화도 변화, 상대습도, 가스압, 지하수 분석, 균열의

개폐도 측정되었다. 가열된 암반에서의 시간과 공간에 따른 포화도 변화는

neutron log 와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electrical resistivity tomography) 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3.4]. SHT와 cross-drift 에서의 시험에서 얻어진 자료와 시

험 경험은 대규모 현장 시험인 drift scale test 의 설계와 자료 분석에 기여하였

다.

(2) Large block heater test

Yucca Mountain 인근에 노출되어 있는 처분장 모암과 동일한 Fran Ridge에

서는 근계영역(near-field)에서의 THMC 거동에 미치는 열적 영향에 대한 연구



를 위해 large block 시험이 실시되었다. 실험의 목적은 열에 의한 암반 내 수분

의 이동, 가열된 암반의 역학적, 화학적 반응, 처분장 설계에서 사용된 금속의

거동, 가열된 암반에서의 미생물 거동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자료 획득을 위해

1000여개의 channel이 설치되었다. 실험에서는 10x10x15 ft 크기의 블록을 이용

하였으며 블록에 대한 가열은 1997년 2월 시작되었다. 그림 3.2는 heat

exchanger의 설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에서는 5개의 9ft 길이의 전열 히

트를 블록 내부에 장착하였으며 단열 및 수증기 방출을 막기 위한 단열막을 설

치하였다. 히터를 끈 후 고열가열과 냉각에 의한 암반의 반응을 조사하였으며

냉각 후 조사를 위해 블록은 분리시켰다. 실험의 결과 지하수는 중력에 의해 가

열되는 지역 아래쪽으로 흐르며 균열이 유동의 주요 이동로가 됨을 알 수 있었

다.

(3) Pilot scale heater test

열에 의한 유체 유동(flow)의 변화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공학적 방벽의 성

능 파악과 이동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된 pilot scale heater test는 처분터

널의 열린 공간 및 암반에서의 온도 분포를 예측하는 기법을 개선하는데 활용되

었다. 시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자연대류와 기타 열전달 현상을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유체동역학 컴퓨터 코드를 검증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처분장의 설

계와 성능평가에도 활용되었다.

Pilot scale heater test 는 라스베가스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Pilot Scale

Test Facility (ATlas facility)에서 수행되었다. Atlas facility 자연대류시험을 위

해 2개의 pilot-scale test 셀이 건설되었으며 이중 하나는 실제 규모의 25% 였

으며(그림 3.3) 다른 하나는 44% 규모였다.

(4) Drift scale heater test

SHT 시험을 완료한 후, 1997년 12월에는 Drift Scale Test(DST) 가 시작되

었다. DST에서 적용된 시험 기법은 SHT를 비롯한 이전의 열 시험을 통해 개

발되었으며 대규모 시험에 적합하도록 보완되었다. DST 는 처분장에서 예상되

는 THMC coupling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대규모 시험으로 시험 결과는

DECOVALEX-III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해석기법 개발에도 활용되었다[3.5].



48m 길이의 터널에 9개의 full-scale 히터를 설치하여 폐기물에서의 발생열

을 모사하였으며 4년 동안 가열한 후 4년을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가열과 냉각에

따른 암반의 열적 거동을 평가하였다. 양쪽 벽면에 위치하는 50개의 wing

heater를 10m 길이로 설치함으로써는 여러 개의 처분터널에서 발생하는 열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열기간 동안 drift 벽면의 온도는 섭씨 200oC까지 증가하였으며 drying,

condensation, rapid evaporation, heat pipe 효과와 같은 현상들이 관측되었다.

가열기간 후반기 1.75년 동안의 벽면 평균온도는 섭씨 205oC 였다. 가열에 의해

100oC까지 상승하는 암반의 부피는 10,000m3 이며 20만m3의 주변 암석이 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월 14일 heater 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

단하였으며 2006년 까지 냉각기간에서의 암반 변화가 관찰되었다.

열적, 수리적, 기계적, 화학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약 147개의 시추공이 천

공되었으며 이들의 총 길이는 3,300m에 달하였다. 암반의 온도는 28개 시추공에

그라우팅된 RTD 를 사용해서 측정하였으며 설치된 3,820개의 센서를 통해 암반

의 거동을 관찰하였다. 센서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Data Acquisation System으

로 모이도록 하였다. 이동식 원격 카메라 시스템과 bulkhead 아래쪽에 설치된

투명창을 통해 drift 내부에서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Remote 카메라

는 매주 작동되며 drift 내부의 암석의 파괴나 전정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을 관찰하였다. 각 관측공들의 위치 및 측정되는 내용은 그림 3.4에 나타나 있

다.

2). FEBEX

FEBEX(Full-scale Engineered Barriers EXperiment in crystalline host rock)

는 결정질 암반에서의 암반-완충재의 THM coupling 에 대한 연구를 위해 스위

스 Grimsel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된 현장 실험으로 실제 처분환경에서 벤토나

이트가 방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와 근계영역(near-field)에서의 THM 거동에

대한 측정 자료를 얻고자 수행되었다[3.6]. FEBEX는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1994

년 스페인의 ENRESA에 의해 착수되었으며 결정질 암반 내 수평처분공과 압축

벤토나이트를 완충재로 사용하는 스페인 처분개념을 기초로 설계되었다.

시험 터널은 직경 2.27m 의 TBM(Tunnel Boring Machine)으로 굴착되었으며

7m에서 151m 까지 길이를 가지는 총 750m 길이의 23개의 시추공을 통해 시험



구간의 지질 상태를 파악하였다.

FEBEX 시험에서는 그림 3.5와 같이 처분용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모사하기

위해 직경 90cm 의 히터 2개를 설치하였다. 1997년 2월 가열이 시작되었으며

히터-완충재 사이의 최대온도가 100oC 가 될 때까지 전력을 상승시켰다. 이 시

험은 2002년까지 지속되었으며 2003년에는 히터 1개를 제거한 상태에서 2단계

시험이 시작되었다. FEBEX 현장 시험에서는 632개 이상의 센서를 통해 시간에

따른 응력, 변위, 완충재 함수량 및 팽윤압, 온도 분포 등이 측정되었으며 암반

과 완충재의 다양한 물성은 실험실 실험을 통해 결정되었다.

전기 히터 두 개의 크기와 무게는 처분용기의 무게와 동일하게 제작하였으며

2.28m 직경의 연구터널 중앙에 히터가 위치하도록 하였다. 터널 벽과 히터 사이

의 공간은 압축 벤토나이트로 채웠다. 히터와 벤토나이트를 설치한 후 2.7m 길

이의 콘크리트 plug 를 시험구간 입구에 설치하였다.

3). 캐나다 URL

캐나다 URL 에서의 Canister/Buffer 시험 후 나타난 결과를 보강하는 측면

에서 시추공에서의 열-수리거동 현장시험(TH Experiment, THE)이 420m level

에서 수행되었다. THE에서는 열 하중에 의한 암반 내 pore pressure 발생 정도

에 대한 측정 및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현장 시험은 다음 순서로 실시되었다

[3.7].

A. 물 주입시험 : 더블 패커를 설치한 뒤 주어진 양의 물을 주입.

B. Heater test : 물 주입시험 후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뒤 400-500W

용량의 히터를 설치하여 최대 50일 동안 시험.

C. Piezometer 와 thermistor 를 이용하여 온도와 압력 변화를 측정하고 온도

상승에 의한 유량 변화를 관찰.

그림 3.6은 THE 시험의 개요도를 보여준다. 시험은 URL 420m level 에 있

는 포화 화강암에서 실시되었으며 시험구간의 터널 주변 암반손상대(Excavation

damaged zone, EDZ) 은 0.3m 이내로 파악되었다. 현장 시험에서는 1)수압에 의

한 암파쇄 방지, 2) 물이 끓지 않도록 설계, 3) 공극압, 온도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센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 시험장치 및 시험 방법을 설계하였다.

히터가 설치된 수평 히터공은 직경 96mm이며 히터와 암반 사이 간극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리와 stainless steel로 만들어진 두 종류의 히터가 사용



되었다. 초기 구리히터를 이용한 시험에서는 500W 를 사용하였으나 조기에 기

능이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후기 시험에서는 stainless steel 히

터를 사용하였으며 전력도 400W 로 줄여서 시험을 실시하였다. 관측 터널 방향

에서 히터공 쪽으로 직경 38mm 의 관측공을 9개 천공하였으며 히터공 설치 2

개월 전에 설치하여 초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측공이 지하수의

sinker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측공에 센서를 설치한 후에는 그라우

팅을 실시하였다. 설치되었던 9개의 piezometer 중 4개만 작동되었으며 파손이

유는 센서가 가열되면서 내부로 물이 유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piezometer의 경우, 가장 먼 센서의 위치는 공극압이 10kPa 가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였으며 온도센서의 경우 온도 증가가 0.5oC 정도로 예상되는 지점까지 설

치하였다. 총 시험 기간은 3년 (1995-1998년)으로 3회에 걸쳐 가열-냉각이 이

루어졌다.

4). 스웨덴 APSE

스웨덴에서는 처분장 인근 지하 암반에서의 열-역학적 파괴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Aspo HRL에서 대규모 pillar stability 현장시험(APSE)을 실시하였다

[3.13]. APSE 는 심도 450m 에 굴착된 폭 5m, 높이 7.5m 타원형 터널에서

실시되었다.

암석의 물성은 시험 구간 부근에 천공된 14개 시추공에서 회수된 암석코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물성 측정이 수행되었다.

- 단축압축강도(AE monitoring 포함)

- 삼축압축강도

- 인장강도

- 밀도

- 열전도도, 열팽창계수, heat capacity

- fracture stiffness/ fracture toughness

현장 실험을 위해 직경 1.75m, 깊이 6.5m 의 수직공을 두 개 굴착하였으며 다

양한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온도, 응력, 변위, 파괴발생, 음파 발생을 측정함으로

써 터널 및 처분공 굴착, 팽윤압, 방사성붕괴열이 암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

하였다. 현장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향에 대해 측정하고 이를 모델링 결과와

비교하였다.



- 굴착에 따른 응력 변화

- 터널 형상에 따른 영향

- 처분공 굴착에 따른 응력/변위 변화

- 팽윤압 영향에 따른 영향

- 가열에 따른 열응력

- 봉압 제거에 따른 균열 발생

암반에 역학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응력집중이 최대로 나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터널을 굴착하였으며 처분공 사이의 pillar 두께를 1m 만

남겨둠으로써 굴착에 따른 균열 발생의 진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험 설계를

하였다(그림 3.7). 처분공에서 발생하게 되는 완충재 팽윤압의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첫 번째 처분공의 굴착 후, 0.7MPa 의 압력으로 처분공벽을 가압하도록

고무재질의 풍선을 삽입한 뒤 두 번째 처분공을 굴착하였다. 또한 처분공 중심

에서 1.9m 떨어진 지점에 천공된 시추공에는 히터를 설치하여 가열함으로써 열

응력의 발생에 따른 암반 거동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서는 히

터의 용량을 0~400W 까지 변화시켜가면서 열, 응력 및 변위 변화를 기록하였다.

시험이 완료된 후, 체인 톱을 사용하여 pillar 를 절단하여 시험을 통해 발생된

균열을 상세하게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되

는 DECOVALEX-2011 국제공동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중 하나로 선정되어 세

계 각국의 전문가들에 의한 THM 모델링 기법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3.5].

나. KURT 히터시험 구간 조사

암석의 물리적 성질들을 구하기 위하여 국제암반공학회 표준시험규정(Testing

Standards of ISRM,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과 미국 표준시

험법(ASTM, American Standards of Testing Methods)등을 근거하여 일축압축

시험, 인장강도, 삼축압축시험, 자연 절리면 직접전단시험, 열팽창계수 측정시험

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암반공학연구실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암석의 열전도 시험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암석코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3.9]

비열에 대한 측정을 수행 중에 있다. 권상기와 조원진[3.8]은 광물조성과 이론식

을 이용한 열전도도 및 비열을 계산한 바 있다.

1). 암석의 역학적 물성



일축압축시험은 히터공 상부 10회 그리고 하부 10회를 수행하여 총 20회를 수

행하였다. 일축압축 시험을 통해 비중, 공극률, 탄성파속도, 압축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등이 측정되었다.

(1) 비중

비중 측정을 위해 오븐에서 105℃ 온도로 적어도 24시간 동안 3℃ 내외의 오

차로 유지, 건조시킨 후 시료의 건조 중량을 측정하였다. 표 3.1은 측정된 비중

값을 보여준다. 표에서 mean은 평균값, min은 최솟값, max은 최댓값, S.D 는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25%, 50%, 75% 는 제 25, 50,75 백분위수를 의미한다.

히터시험 구간에서 회수된 암석의 평균 비중은 2.649, 최솟값은 2.55, 최댓값

은 2.74 로 나타났다. 히터공 상부 암석의 비중이 하부 암석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평균 암석 비중 2.649는 KURT에서 측정된 평균 비중인

2.64[3.8] 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히터시험이 실시되는 구간

이 KURT 우측모듈로 심도가 가장 깊은 곳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공극률

공극률은 전체 부피에 대한 공극의 부피비(%)로서 암석시료를 800 Pa 이내

의 진공오븐에서 적어도 24시간 이상 수중에서 포화시킨 포화시료의 질량과 10

5℃ 온도로 24 시간 이상 건조시킨 건조 질량 및 시료의 부피를 이용하여 구하

였다.

측정 결과 시험 구간의 평균 공극률은 0.778% 로 나타났으며 히터공 상부

암석의 공극률이 하부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히터시험 구간에

서의 최대 공극률은 1.87%, 최소 공극률은 0.07% 로 나타났다(표 3.2).

(3) 탄성파 속도

히터구간 시료에 대한 탄성파속도 측정은 일본 Oyo사의 Sonic viewer

Model-5228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암석시료의 말단에 발진기를, 다른 한쪽에

는 수진기를 밀착시킨 다음 0.5 kgf/㎠ 이하의 압력을 가하면서 발진기의 펄스



를 발생시킨다. 펄스가 암석시료를 통과하는 전파시간을 구한 후 시편의 길이를

전파시간으로 나누어 P파(종파), S파(횡파) 두 종류의 전파속도를 구하였다. 측

정결과는 표 3.3, 3.4와 같다. P파의 속도는 4673m/sec 로 S파의 평균속도인

2444m/sec에 배해 약 2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4) 단축압축강도

암석의 단축압축강도(uniaxial compressive strength)는 구속이 없는 상태에

서 압축력을 작용시켜 파괴가 일어났을 때의 하중을 시험편의 단면적으로 나누

어 구한다.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편은 원통형 시험편으로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건조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편을 성형할 때 시편의 양단면에서

0.02mm 이하의 편평도와 0.001 라디안 이하 오차의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표면

연삭기로 가공하였다. 상하면의 평행성이 잘 맞지 않는 시료에 대하여도 고르게

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구면좌(Spherical seat)를 시험편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

하고, 0.5 ～ 1 MPa/sec의 하중속도로 가압하여 암석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표 3.5는 측정된 단축압축강도를 보여준다. 단축압축강도의 평균값은 일반적

인 화강암 강도(150MPa)의 절반 정도인 957(kg/cm2 = 94MPa) 로 나타났으며

히터공 상부 암석의 강도가 하부 암석에 비해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5) 탄성계수, 포아송 비

단축압축강도시험에서 하중을 받는 암석 시료 표면에 접착된 스트레인 게이

지를 이용하여 수직, 수평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하중과 변형률의 관계에서 탄성

계수를 구하고 수평, 수직 변형률의 관계에서 포아송비를 구하여 표 3.6과 3.7에

정리하였다. 탄성계수 평균값은 5.284x10
5
kg/cm

2
(= 52GPa)이며 최대 10x10

5

kg/cm2 (=98GPa)의 탄성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아송비는 평균 0.2로

나타났으며 히터공 하부에서 약간 높은 값을 보였다.

(6) 인장강도

히터공 상부 10회, 하부 10회에 걸쳐 간접인장시험을 통해 암석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표 3.8과 같다. 평균 인장강도는 102kg/cm
2
(=9.8MPa)



으로 단축압축강도의 약 1/10 정도로 나타났으며 히터공 하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장강도를 보였다.

(7) 삼축압축강도

삼축압축시험은 암반 내에 작용하는 응력상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때의

암석의 거동을 관측하기 위한 시험으로 암석의 파괴포락선을 구하는데 필요하

다. 삼축압축시험에서는 암반과 유사한 응력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원주형 시험

편을 삼축 셀 내에 넣고 유압펌프를 이용해 시험편 측면에 봉압(confining

pressure)을 가하는 동시에 축 방향으로 하중을 가하게 된다. 시편에 대한 축하

중은 하중을 가하기 시작한 후 5 ~ 15분 이내에 파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

한 변형률로 증가시켰다. 하중속도는 0.5 ~ 1.0 MPa/sec의 범위에 있으며 봉압

을 각각 달리하면서 시험을 실시하였다.

히터시험 구간 암석 시험편을 이용한 삼축압축시험은 총 4회를 수행하였으

며, 내부마찰각의 경우 53° ~ 57° 정도로 나타났으며 점착력의 경우 140 ~ 180

kg/cm2(13.7~17.7MPa)로 나타났다.

(8) 절리면 전단 특성

전단시험에서는 단계별 수직응력 조건에서 구한 전단변위-전단응력 곡선과

전단변위-수직변위 곡선으로부터 최대전단강도, 잔류전단강도, 전단강성, 초기

팽창각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단시험은 히터공 상부에서 3회 그리고 하부에서 3회가 이루

어 졌다. 예비시험에서는 JRC가 0 ~ 2와 2 ~ 4에 대해 총 2회 시행되었으며, 히

터공 상부에 대해서는 0 ~ 2, 6 ~ 8 그리고 10 ~ 12에 대해 총 3회 수행되었다.

그리고 하부에 대해서는 2 ~ 4, 8 ~ 10 그리고 12 ~ 14에 대해 총 3회 수행되었

다. 각각의 결과는 표 3.9와 같다.

2). 히터 시험 구간의 터널 형상

히터시험 구간을 포함한 KURT 전 구간은 조절발파 기법에 의해 굴착되었으

며 지보가 설치된 후의 터널 크기가 6m x 6m 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대부분의



터널 구간은 록볼트와 숏크리트 또는 30cm 두께의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보강되

어 설계에서 고려한 터널 크기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히터 시험 구간의 경우,

연구를 위한 암반 노출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벽면 부의 암반에는 숏크리트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낙반 방지를 위한 천장부 숏크리트만 설치하였다. 그림 3.8은

히터시험이 실시되고 있는 우측 연구모듈에서 측정된 터널 형상을 보여준다.

터널 폭은 6.5m 이고 터널 높이는 6.3m, 터널 면적은 35.85 m2이며 굴곡을 고

려한 주변장의 길이는 25.15 m 로 조사되었다.

3). 암석의 열적 물성

(1) 열팽창계수

본 연구에서 열팽창계수 측정시험은 히터공 상부 15회 그리고 하부 15회를

수행하여 총 30회를 수행하였으며 열팽창계수를 20℃~50℃, 50℃~100℃, 10

0℃~150℃, 150℃~200℃에 대해 각각 나누어서 결정하였다. 시험 결과는 표

3.10~3.13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3.9는 히터시험구간에서 나온 암석코아를 이용한 열팽창계수 측정 시험

결과를 보여준다. 상온에서 7.5e-6/oK로 나타나며 50-100oC 에서는 9e-6/oK 로

온도 증가에 따라 열팽창계수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히터온도가 90oC 까지 가

열되는 히터시험의 해석을 위해서는 7e-6/oK ~ 9e-6/oK 사이의 열팽창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열전도도

암석의 열전도도는 처분 환경에서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해석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한 입력인자이다. 특히 암석의 열전도도도 건조 상태의 암석과 지하수

로 포화된 상태의 암석을 비교하면 포화된 상태의 암석의 열전도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KURT에서 회수된 시추 코아를 이용한 실험실 실험을 통해 암반의

열전도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4와 같다[3.9]. 심도(Z)와 암반 포화 여

부에 따라 열전도도(K)는 다음 식과 같은 변화를 보인다(그림 3.10).

K(wet) = 0.0048 Z + 2.6782 (W/moK) (4.1)



K(dry) = 0.0067 Z + 2.2929 (W/moK) (4.2)

즉, 심도의 증가에 따라 열전도도는 증가하며 포화암의 열전도도가 건조된 암석

의 열전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건조암의 경우 평균 열전도

도는 2.9W/moK 이고 포화된 상태에서는 7% 증가한 3.1W/moK 으로 나타난다.

YS 공 500m 심도에서 회수된 암석코아에 대해 건조 시 실시한 열전도도 측정

의 경우, 3.541 W/moK 로 나타났다[3.10]. KURT 측정 자료와 함께 나타내면

그림 3.11과 같으며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3.8].


log

(4.3)

여기서 K는 열전도도(W/moK), Z 는 심도(m)이다.

지표면 부근에서는 심도에 따라 열전도도가 높아지지만 일정 심도 이상에서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모델링에서는 지표면 부근의 경

우 심도에 따른 열전도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150m 이상

의 심도에서는 일정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열전도도-심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간 심도에서 회수된 암석에 대한 추

가 시험이 필요할 것이다. KURT 심도 (0-100m) 구간의 경우, 열전도도는

2.5~3W/moK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대류열전달계수(Heat convection coefficient)

터널 내에서의 히터시험에 의해 암반의 온도는 상승하게 되며 대기 온도와

암반 온도의 차이에 의해 터널로의 열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터널 벽면을 따른

열 손실은 온도 차이, 대기의 흐름 속도, 대류 열전달 계수에 따라 결정된다. 대

류 열전달 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4)

여기서 k 는 유체의 열전도도, DH 는 Hydraulic diameter, Nud 는 Nusselt

number 를 의미한다. Hydraulic diameter는 단면적의 4배를 주변장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Nusselt number는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대류와 전도에 의한 열전달 비를 나

타내는 무차원 수로서 조건에 따라 적합한 경험식을 이용하여 결정하여야한다.

난류가 발생하는 강제대류 조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Dittus-Boelter correlation

으로 Nud를 구할 수 있다.

 


 (4.5)

여기서 Red 는 Reynolds number, Pr 은 Prandtl number를 나타내며 n 은 가열

시(벽면이 유체보다 온도가 높은 경우) 0.4, 냉각시 0.3 이 사용된다. Prandtl

number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4.6)

여기서 μ 는 유체의 점성도(fluid viscosity), Cp 는 heat capacity를 나타낸다.

물체를 지나는 유체의 흐름에서 관성력과 점성력의 크기의 비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되는 무차원수인 Reynolds number 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4.7)

여기서  는 공기 밀도, Vm 은 공기 속도, DH 는 hydraulic diameter 를 의미

한다. Reynoolds number가 작은 동안은 정류상태이었던 흐름도, 임계값을 넘게

되면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난류로 변하게 된다. 원형 파이프 내의 유동의 경

우 임계 레이놀즈 수는 약 2,300 정도이다.

유체의 점성도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Sieder-Tate 식

이 사용된다. 이 식은 온도 변화에 따른 점성 변화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보

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4.8)

여기서  유체 온도에서의 점성을,  는 벽면 온도에서의 점성을 의미한다.

위 식은 다음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터널을 따라 흐르는 공기의 물성은 아래의 평균 온도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4.9)

터널 벽면이 거칠면 난류(turbulent flow) 를 발생시켜 공기압 강하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표면의 거칠기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마찰계수 f 가 고려된다.




 log








 (4.10)

여기서 e 는 거칠기(roughness)를 의미한다.

KURT 우측모듈의 형상을 고려하여 Heat convection coefficient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계산을 위해 유입 공기의 온도는 15oC, 벽면온도는 30oC 로 가

정하였으며 공기속도는 10m/sec 로 가정하였다. 터널 벽면 거칠기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oC (4.11)

터널 면적 35.84m2 주변장 25.11m 를 이용하여 hydraulic diameter를 계산하면





×
  (4.12)

온도에 따른 공기 물성 변화 및 curve fitting 식은 다음과 같다.

(a) Kinematic viscosity(m2/sec) with T(oK)

  

(b) Density (kg/m3) with T(oK)

  

(c) Prandtl's number with T(oK)

     

(d) Specific heat capacity(W/kgoK) with T(oK)

    

(e) Thermal conductivity (W/moK) with T(oK)

   

이들 식을 이용하여 평균온도 22.5oC 에서의 KURT 에서의 공기 물성을 계산

하면 다음과 같다.

. air viscosity = 1.817x10-5 kg/m sec

. air density = 1.1978 kg/m3

. 비열 = 1.005288 kJ/kg oC



. 열전도도 = 0.02624 x 10-3 kw/m sec

. Prandtl number = 0.707

이들 공기물성을 사용하여 Reynolds number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 3.83e6 (4.13)

높은 Reynolds number 는 난류 발생을 의미한다.

Nusselt number 를 Sieder-Tate 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air viscosity at 15oC, = 1.78 x 10
-5 kg/m sec

air viscosity at 30oC,  = 1.85 x 10-5 kg/m sec

 




 


= 3767 ( 4.14)

따라서 대류열전달 계수는




= 17.1 w/m2 oC (4.15)

위 계산에서 사용된 조건에서 공기 속도만 바뀔 경우, 공기속도 변화에 따른 열

전달계수 변화는 그림 3.12와 같다. 공기속도가 빨라질수록 대류열전달계수도 증

가하며, 공기 속도가 30m/sec 로 증가하는 경우, 대류열전달계수는 40w/m2 oC

까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4) 비열

KURT에 인접한 지역에서 위치한 시추공의 암석시료를 이용한 비열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지표면 암석의 경우 977J/kgoC, 500m 심도의 암석의 경우



1212J/kgoC 으로 나타났다[3.10]. 고성지역에 천공된 심부 시추공에서 회수된 암

석의 경우 지표면 부근에서 1075J/kgoC, 500m 심도에서 1576J/kgoC 으로 심도

에 따른 유사한 비열 증가 경향을 보였다. KURT 암석 시료를 이용한 비열 측

정은 2009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Ugur and Demirdag[3.11] 은 암석을 이용한

실험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암석의 비열과 기타 물성과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

이 구하였다. 암석시편은 건조된 상태에서 실험이 실시되었다.

  (4.16)

여기서 비열(SHC)은 kcal/kgoC, 는 밀도(g/cm3), 는 공극률(%), UCS는 단축

압축강도(MPa) 이다. KURT 화강암의 평균비중 2.64, 공극률 1%, 단축압축강도

70MPa 를 적용할 경우, 비열은 0.21 kcal/kgoC(= 870 J/kgoC) 로 계산된다. 위

식과 KURT 에서의 UCS, 의 심도에 따른 변화 및 평균밀도 2.64g/cm3 을 이

용하여 KURT 심도에 따른 비열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지표면 부근에서

800J/kgoC 에 가까우며 심도가 깊어질수록 900J/kgoC 에 접근할 것으로 나타났

다[3.8]. 본 연구에서는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히터시험 구간에서의 비열을 1000

J/kgoC 로 가정하였다.

다. 시험구간 절리면 조사

히터시험 구간에 노출된 벽면에 노출된 절리에 대한 조사가 서울대 연구팀에

의해 실시되었다. 절리면 측정이 이루어진 곳은 3개의 조사면으로 그림 3.13의

1, 2, 3번 면이 조사면에 해당한다. 조사된 자료들은 DIPS를 사용하여 분석되었

다. DIPS를 통해 1, 2, 3번 전체 자료에 대한 분석과 각각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차례로 이루어졌다.

1). 1번 조사면 절리조사

그림 3.14는 히터시험 구간 막장에 해당하는 1번 조사면의 현장 사진을 나타

낸다. 현장 사진의 각 절리에는 번호가 부여되었으며, 각 번호에 해당하는 절리

의 경사/경사방향 정보는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된 총 자료의 수는

27개이며, 경사방향 263°, 경사 85° 를 갖는 절리군이 암반 사면에 대해 지배적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얻은 데이터에 대해 시각적인 분석 자료를 얻

기 위해 DIPS 가 사용되었다. 그림 3.15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2). 2번 조사면 절리조사

그림 3.16과 3.17은 히터시험 장치가 설치된 벽면인 2번 조사면의 현장 사진

이다. 총 36개의 절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DIPS를 이용한 절리 자료를 분석

결과 경사방향 236°, 경사 76° 를 갖는 절리군이 지배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8).

3). 3번 조사면 절리조사

3번 조사면은 히터공의 반대편에 위치한 면으로 그림 3.19와 그림 3.20은 현

장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1은 3번 조사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총 56개의 절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경

사방향 213°, 경사 77° 를 갖는 절리군과 경사방향 284°, 경사 83° 를 갖는 절리

군이 조사면에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종합 결과

히터시험 구간 주변에 노출된 1, 2, 3번 벽면에 대한 조사 결과 실측 조사로

총 114개의 절리 자료를 얻었다. 조사된 총 실측 조사 정보에 대한 자료는 그

림 3.22에 나타나 있다. 그림 2.16을 통해 경사방향 235°, 경사 77° 를 갖는 절리

군과 경사방향 284°, 경사 85° 를 갖는 절리군이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그림 3.23은 절리 경사에 따른 발생 빈도를 보여준다. 114개 절리 중,

경사도가 높을수록 발생빈도가 많아지며, 특히 70° 이상의 고경사 절리가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시추공 히터 현장 시험

1). 히터공 및 관측공



시추공 히터시험을 위해 우측 연구모듈 막장 왼편의 벽면을 선정하여 시추작

업을 실시하였다. 히터공의 위치는 터널 바닥에서 약 1.5m 위치에 있는 비교적

양호한 암반을 선택하였다. 히터가 설치되는 히터공의 직경은 11cm 이며 길이

는 3.2m 이다. 히터공 주변 약 1m 구간에 관측공을 집중적으로 천공하였다. 관

측공 천공에 따른 암반의 열-역학적 거동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측공의 크

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76mm 시추공의 절반 크기인 38mm 직경으로 천공

하였다. 관측공과 히터공에서 암석코아를 회수하여 암석물성 측정 및 절리분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38mm 관측공의 수는 15개로 각 관측공의 길이, 방향 및 설치된 센서는 표

3.15와 같다. 관측공의 길이는 5m 내외로 히터가 설치된 구간의 2m 외부까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24는 히터시험 구간에서의 천공 작업을 보여

주며 관측공의 천공 순서는 그림 7.2와 같다. 그림 3.26은 각 관측공의 히터공에

서의 거리를 보여준다. 온도센서는 수직과 수평 양방향으로 0.3m, 0.6m, 0.9m 떨

어진 지점에 수평으로 천공된 관측공과 경사 관측공에 설치하였다. 응력센서가

설치된 4개의 수평 관측공은 히터공에서 약 50cm 떨어져 있다(그림 3.27).

대부분의 관측공은 히터공에서 1m 내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공 (C1, C2)

은 히터시험 구간에서 5m 까지 온도변화를 관측할 수 있다. 경사공의 수평경사

는 그림 3.28에서와 같이 경사각을 26o로 하여 히터 중심의 윗부분을 지날 수 있

도록 하였다.

2). 히터

본 시추공 히터시험에 사용된 히터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무게는

28kg 이다. 히터의 길이는 2m 로서 벽면에서 1.2m에서 3.2m 사이에서 히터가

위치하게 된다. 히터는 상부(upper part) 와 하부(lower part)로 나뉘며 히터공에

삽입할 때는 97mm 직경으로 상부와 하부가 붙어 있다가 설치 위치에 도달해서

는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면서 히터공 벽면에 밀착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히터의 설치 위치를 추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히터 내

에는 6개의 온도센서가 그림 3.29와 같이 설치되어 있다. 소형화를 위해 직경

1.6mm 의 T-type thermocouple 이 설치되었으며 센서는 표면에서 2mm 깊이에

위치하고 있다. 히터 내에는 가열을 위한 8개의 전력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

전력은 5kw 이다. 그림 3.30은 히터시험에 사용된 히터의 사진이며 그림 3.31은



히터 설치 모습을 보여준다.

발열체인 히터가 물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며 히터에서 발생하는 열이 암반

으로 원활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히터와 암반 사이에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설치하였다. 그림 3.32는 알루미늄 파이프와 히터가 설치되 후의 히터공 내부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센서

(1) 온도센서

히터시험을 위해 100여개의 온도센서가 암반 내에 설치되었다. 시험에 사용

된 온도센서는 국내 업체인 에이스인스트루먼트사의 진동현식 온도센서로 금속

의 선팽창계수 차이를 이용한 온도 계측을 하게 된다. 온도센서의 사양은 표

3.16과 같다. 방수, 방습,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낙뢰보호용 피뢰장치와 별도의

thermistor 온도센서를 내장하여 반영구적 계측이 가능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히터시험과 같은 지하 습윤 환경에서의 장기시험에는 정확성과 함께 내구성이

요구되므로 진동현식 온도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3.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히터에 비교적 먼 관측공들인 A1, A2, A3, A4

공에는 각각 9개의 온도센서를 설치하였으며 약 30cm 거리에 있는 B1, B2, B3,

B4 공에는 각각 12개의 온도센서를 설치하였다. 하향 경사공인 C1 에는 12개,

상향 경사공인 C2 에는 3개, 최하단 수평공인 C3 에 8개를 설치하였다. 설치 지

점은 히터에 가까운 관측공 중앙부에는 센서를 밀집시켰으며 먼 곳에는 설치

간격을 비교적 넓게 하였다. 각 관측공에서 계획된 위치에 온도센서를 설치한

후, 관측공은 시멘트액을 주입하여 밀봉함으로써 암반과 센서간의 온도 전달이

원활하게 하였다.

(2) 응력센서

동일한 data acquisition system 을 사용하여 온도와 응력 변화 기록이 가능

하도록 응력도 진동현식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진동현식 암

반 응력계는 하우징 내 진동현과 코일이 내장된 본체, 하중이 가해지는 웨지, 하

중을 받아들이기 위한 베어링 플레이트 및 초기 설치를 위한 설치부로 구성된



다. 암반 응력 변화는 베어링 플레이트를 통해 진동현의 인장력에 변화를 가져

옴으로써 진동현의 공진주파수에 변화를 준다. 진동현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는

코일이 진동현을 진동시키고 진동 시 공진주파수를 감지하여 출력장치로 전송하

게 된다. 진동현 전환계수와 암반의 탄성계수를 이용하여 암반에서 작용하는 응

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온도변화로 인한 센서의 선팽창계수를 보정하기 위

해 온도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본 시험에서는 38mm 직경의 경암용 EX size

stressmeter를 설치하였으며 센서 사양은 표 3.17과 같다. 그림 3.34는 본 시험에

사용된 응력센서를 보여주며 그림 7.13은 시추공 내 설치 개념도를 나타낸다. 그

림 3.36은 히터공 주변 응력센서 설치공에서의 센서 설치 방향을 보여준다. 응력

을 전달하는 플레이트가 히터공 방향으로 놓이게 함으로써 히터 가열에 의한 열

응력이 센서에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37은 응력센서

설치 장면을 보여준다.

4). 기타 장비

(1) 콘트롤러 및 데이터 회수 장치

암반온도, 응력 변화, 히터온도, 히터전력량 등은 그림 3.38의 데이터 저장 시

스템에 의해 자동 저장된다. 시험 초기에는 측정 간격을 조밀하게 하였으며 히

터온도가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 측정 간격을 늘림으로써 자료 저

장의 효율성은 높였다.

(2) 기타 측정 장비

시추공 내 온도를 수동 계측하는 장비로 VW Data Recorder(ACE-1000) 이

사용되고 있다(그림 3.39). ACE-1000 는 진동현식 센서용으로 값을 저장할 수

있으며 RS-232 방식으로 컴퓨터로 자료 전송이 가능하다. 최대 2,000 개의 측정

자료를 저장할 수 있으며 온도, HZ, 10³3Hz²2, μsec 와 같은 네 가지 종류로 결

과를 보여준다.

그림 3.40은 히터온도 조절 장치를 보여준다. 본 조절 장치를 사용하여 히터

온도를 설정하면 주기적으로 히터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설정온도를 넘어가면 자

동으로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설정 온도 이하가 되면 전력 공급을 재개하도록

되어 있다. 히터에 장착된 6개의 온도센서에서 측정된 자료는 그림 3.41의 온도



기록 장치에 의해 자동 기록된다.

그림 3.42는 암반에서의 온도변화, 응력 변화를 자동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보여준다. 정해진 주기로 암반 내에 설치된 센서에서 온도와 응력을 읽어내어

컴퓨터로 전송, 저장되도록 한다. 설정 주기나 컴퓨터에 표시되는 센서 등은 컴

퓨터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마. 히터시험 결과

1). 히터시험 추진 현황

본격적인 히터시험이 실시되기 전, 센서와 데이터 기록 시스템의 작동을 확

인하기 위해 2007년 8월~9월에 걸쳐 약 2주간 히터 온도를 70oC까지 상승시키는

예비시험이 실시되었다. 예비시험을 통해 측정 장치를 보완한 다음, 암반 온도가

초기 상태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2007년 12월 본 시험을 위한 히

터 가동이 시작되었다. 표 3.18은 본시험에서의 히터온도 변화 이력을 보여준다.

응력센서는 2007년 5월23~5월30일 사이에 설치되었으며 5월 23일 C3 공에 온도

센서가 설치되었다. 2007년 7월에는 환기시스템으로부터 히터시험 구간을 격리

시키기 위한 차단벽이 설치되었다.

2). 대기 온도, 습도 변화

대전 지역의 연간 평균기온은 12.3℃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353.8mm 이다.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의 월평균기온은 25.5℃이며 가장 추운 달인 1월의 월평균

기온은 -1.9℃로 연교차가 27.4℃로 나타난다. 관측이후 최고기온은 1994년 7월

23일의 37.7℃, 최저기온은 1969년 2월 6일에 기록된 -19.0℃ 이었다. 그림

3.43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30일까지 대기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모

델링이나 이론식을 이용한 계산을 위해서는 변동이 심하고 입력이 복잡한 실측

값 보다는 방정식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1년 주기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

는 sin 곡선을 이용하여 curve fitting 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연간 대

기온도 변화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tting curve

에서 예측하는 2007년과 2008년의 년 평균 기온은 13.2℃이며 최대온도는 25.

7℃, 최저온도는 0.7℃ 로 실측값에 비해서는 변동 폭은 2℃ 정도 낮게 나타난



다.

3). 터널 벽면 온도 변화

히터 가열에 따라 터널 벽면에서의 온도도 서서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4는 시간에 따른 터널 벽면온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벽면온도에 대

한 측정은 히터에 대한 가열이 시작되기 전부터 측정하여 초기 조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암반 벽면의 온도는 비교적 일정하므로 계절에 따라 공기 온

도에 비해 낮거나 높게 나타난다. 2007년 5월부터 측정된 암반 벽면온도는 2007

넌 9월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시험이 착수되기 직전에 낮은 값을 보인다. 암반

벽면 온도도 터널 내 대기 온도의 변화 추세와 유사한 경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아 9월-10월 사이에 최대 온도에 도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히터가 가열됨에

따라 암반 벽면의 온도도 서서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5는 히터공 주변에서의 암반 벽면 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측정점 사

이의 간격은 약 0.6m 이며 히터에서 멀어질수록 온도도 대칭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 7월 히터공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의 온도는

23oC로 히터 시험 구간 끝 구간에서 20oC로 히터 가열에 의한 온도 차이가 3oC

정도로 나타난다.

그림 3.46은 KURT 내에서 측정된 터널 벽면에서의 온도변화를 보여준다. 벽

면 온도는 휴대용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하여 10m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계절

에 따라 유입되는 공기 온도의 차이가 남으로써 터널 벽면에서의 온도도 계절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대기의 영향이 큰 터널 입구부에서 변동 폭이 크고 터널

막장에 가까울수록 변동 폭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터널 막장 부에서는 터널벽

면의 연간 평균온도가 14oC 내외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이

를 통해 KURT 심도(90m)에서의 초기 암반 온도는 14
o
C 내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모델링에서는 암반 초기온도로 14.5oC를 사용하였다.

4). 암반 온도 변화

히터 가열에 따라 암반의 온도도 변화하게 된다. 그림 3.47은 히터 가열 전후

의 암반 내부 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가열 전 암반의 온도는 14.5-15oC 사이로

비교적 일정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히터를 70oC 까지 가열하였을 때



32oC까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히터 가열 후 초기 온도의 분포와 상이한 온도

분포도를 보이는 까닭은 시험 구간 내에 위치하는 불연속면의 영향으로 보인다.

관측공 및 히터공 시추 시 관찰되었던 균열의 위치를 온도 분포도와 함께 그려

보면 그림 3.48과 같다. 38mm 관측공에서는 균열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힘들

지만 균열의 위치를 온도 분포도와 함께 표시함으로써 균열이 놓이는 방향을 추

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암반에서의 온도 분포에 미치는 불연속면의 영

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불연속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터널 벽면으로의 열손실도

관찰되고 있다. 즉, 암반 내부의 온도 분포는 히터 중심에서 대칭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터널에서 먼 쪽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는

터널 벽면으로의 열 손실 또는 벽면 주변에 위치하는 손상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분석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히터시험 모델링

KURT 히터시험과 관련하여 FLAC3D 코드를 이용한 3차원 모델링이 실시되

었다. 터널 벽면으로의 열 전달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히터공과 함께 터널을 모

사할 수 있도록 모델 격자망을 작성하였으며 측정된 초기조건 및 암반 물성을

이용한 해석을 실시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가. 모델 격자망 및 경계조건

1). 경계조건

그림 3.49는 FLAC3D 모델 격자망(model mesh)을 보여준다. 가열된 암반에

서 터널로의 열 전달을 고려하기 위해 6.5m, 6m 크기의 터널과 터널 벽면에 설

치된 히터공을 함께 모사할 수 있도록 모델 격자망을 구성하였다. 또한 히터 열

에 의한 암반 온도 변화를 측정 결과와 비교, 관찰하기 위해 온도 센서가 설치

된 관측공 위치에 모델 격자가 놓일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3.50). 해석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열 변화가 큰 히터시험 구간에는 조밀한 격자를 배치하고 시

험 구간에서 멀어질수록 격자의 크기를 크게 하였다. 모델의 크기는 60m x 60m



x 60m 이며 모델은 62,400개의 격자로 구성된다. 히터 격자에서 충분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8개의 경계면에서는 열 유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히터시험 전의 암반 온도는 터널 벽면에서의 온도와 굴착 전 암반의 초기온

도에 의해 결정된다. 굴착 후 터널 주변 온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터널

벽면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기시스템에서 공급되는 대기 온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본 모델링에서는 계산의 단순화를 위

해 터널 벽면 온도가 대전 지역 연 평균 대기온도인 13.2oC 로 일정하게 유지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터널 벽면으로의 열 흐름을 고려하기 위해 터널 바닥, 천

정, 벽면에서 heat convection 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사하였다. 앞에서 계산된

대류열전달계수인 17w/m2 oC 는 10m/sec 공기 속도를 가정한 경우로써, 히터시

험 구간의 경우, 강제 환기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대류와 유사할 것으로

보아 본 모델링에서는 대류열전달계수를 10w/m2 oC 로 가정하였다.

히터공에 설치된 히터의 온도를 20oC에서 90oC까지 5oC 간격으로 상승시키면

서 암반 내 온도변화를 계산하였다. 3m 히터공에서 히터가 설치되지 않은 초기

1m 구간에서의 열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 모델링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3.51은 모델에서의 히터 설치 위치를 보여준다.

2). 암반물성

KURT 내외에서 조사된 암반의 열-수리-역학적 물성에 대한 정리는 권상기

와 조원진[3.8]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특히 각 물성에 대해 심도에 따른 변화

관계식을 curve fitting 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들 관계식을 이용하여 히터 시험

구간이 위치하는 심도 약 90m 에서의 암반 열-역학적 물성은 추정하면 표 3.19

와 같다.

나. 모델링 결과

1). 초기 온도 분포

환기시스템을 통해 유입되는 공기에 의한 히터시험 구간 암반의 온도변화 정

도를 파악하기 위해 모델링이 실시되었다. 그림 3.52는 터널 굴착 후 터널 주변

에서 예상되는 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터널 벽면에서는 대기 온도의 평균값인



13.2oC 에 근접하며 벽면에서 약 10m 지점까지 대기온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해석에서는 유입 공기의 온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

측값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히터 가열에 따른 암반 온도 변화

히터 가열이 시작된 후 7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히터 온도를 90oC 로 상승시

켰으며 이후 6일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히터공 주변 온도 분포는 그림 3.53과 같

다. 히터 주변에서 높은 온도 분포를 보이며 터널 벽면을 따른 열 손실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히터 중심에서 5m 지점까지 온도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4는 터널 벽면에서 0.2m 깊이에의 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동심원 형

태로 온도가 거리에 따라 낮아지며 히터공 주변에서 21oC까지 온도 상승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히터공에서의 거리와 벽면에서의 거리에 따라 암반 온도는 차이를 보인다. 그

림 3.55는 히터공에서 0.6m 와 1m 떨어진 곳에서 벽면에서의 거리에 따른 암반

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예상할 수 있는 대로 히터공 중심에 가까울수록 높은 온

도가 나타나며 히터공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온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히터

공에서 0.6m 떨어진 지점에서의 최대 온도는 41oC 이며 1m 떨어진 곳에서는

29oC로 나타났다. 이러한 온도 분포는 히터 가열 후 시간 경과 및 대기온도 변

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히터 가열 시간 경과 및 연간

대기 온도 변화를 고려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DECOVALEX 국제공동연구 참여 현황

지하심부 암반에 건설되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주변에서 예상되는 열-수리-

역학-화학적(THMC) 거동에 대한 이해는 처분장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장기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처분 환경에서의 THMC 연성 거동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리, 화학, 역학, 수리, 생물학과 같은 여러 분야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 모델과 컴퓨터

모델링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심지층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실험실 실험, 현장실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학 모델과 모델링 기법이

제안하고 있다. 예측기법의 신뢰도와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

에서 제안된 모델과 해석 기법에 대한 전문가 상호검증과 관련 경험 공유, 대규

모 현장 및 실험실 실험 결과의 공유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를 위해 국제공

동연구인 DECOVALEX (DEvelop- ment of COupled models and their

VALidation against EXperiments)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1992년

DECOVALEX-I 이 착수된 후 현재까지DECOVALEX-II, DECOVALEX-III,

DECOVALEX-THMC이 수행되었으며 2009년 현재 DECOVALEX-2011

(D-2011)가 추진 중에 있다[3.12]. 연구결과의 발표 및 상호비교를 통한 검증을

위해 매년 2회의 웍샾이 개최되며 2008년에는 영국 Oxford와 일본 Horonobe

URL에서 정기 웍샾이 개최되었다. 2009년 4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 3차 웍샾에

는 10여개 국가에서 4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였다. 각 연

구팀이 수행한 연구결과는 연구 보고서로 취합되어지며 2009년 6월 1차 보고서

가 완료되었다. 2009년 10월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제 4차 웍샾에 개최되었으며

차기 웍샾은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가. D-2011 추진 현황

D-2011 에서는 다음 3가지 Task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며 8개국(스웨덴,핀

란드,영국,프랑스,체코,일본,중국,한국)이 참여하고 있다[3.12].

o Task A(HMC processes in argillaceous rocks: the ventilation experiment):

스위스 점토질암에 건설된 Mont-Terri URL에서 수행된 환기 영향 시험으

로 1.3m 직경의 소형 터널에서 환기에 따른 암반의 HMC 영향에 대한 해석

을 실시한다. 터널 벽면에서의 거리/위치에 따른 상대습도, 암질변화, 화학

적 변화를 예측하고 실측값과 비교한다.

o Task B(Pillar stability and fracturing near excavation rock surface): 스웨

덴 Aspo URL에서 실시된 팽윤압, 붕괴열, 지반응력, 굴착영향이 고려된 열-

역학적 현장시험을 대상으로 하며 온도, 응력, 변위, 균열발생 관찰 결과를

이용한 TM 해석기법을 검증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처분공에서의 장기

THM 거동을 예측한다.

o Task C(HMC studies of single fractures and fracture networks): 균열망에

따른 HMC 영향을 평가하는 모델링과 함께 체코의 Bendrichov 수로터널과



실험실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HMC 해석 기법을 개발한다.

표 3.20은 각 Task 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을 보여준다. 한국은 스웨덴 Task

B 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Task 에 대한 추가적인 참여도 고려하고 있다.

나. Task B 연구 결과

스웨덴 Aspo URL에서 수행된 대규모 pillar stability test 현장시험에서 측정

된 현장 자료를 기반으로 지하 암반에서의 열-역학적 파괴거동을 예측하는

Task B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한 6개 기관이 참여하며 다음과 같은 단

계별 목표를 두고 있다.

-Stage 1: 실험실 자료의 Calibration과 터널 굴착에 따른 역학적 거동

예측

-Stage 2: 처분공 2.5m, 4.1 m 심도에서의 소성발생 예측

-Stage 3: 처분공에서 발생하는 소성대의 심도와 폭을 예측

-Stage 4: Destress 를 위한 slot 을 시추함에 따른 암반의 거동을 예측

-Stage 5: 자연균열이 부근에 존재하는 수직 처분공에서의 장기 THM 거동을

모사.

실험을 위해 7.5m 높이의 터널과 직경 1.75m, 깊이 6.5m 의 수직공을 두 개

굴착하였으며 다양한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온도, 응력, 변위, 파괴발생, 음파 발

생을 측정함으로써 터널 및 처분공 굴착, 팽윤압, 방사성붕괴열이 암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다[3.13]. 각 참가 기관은 실험실 및 현장에서 얻어진 암석

및 암반물성을 사용하여 해석을 실시한 뒤, 특정 지점에서의 해석결과를 보고하

였다. 그림 3.56은 2009년 4월 경주에서 개최되었던 제 3차 workshop에서 발표

된 각 참가기관의 연구결과 중 일부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 3.56((a) 는 암

석코아에 대한 단축압축시험에 대한 모델링 비교 결과 이며 그림 3.56(b)는 히터

공에서 가열이 됨에 따른 주변 관측공에서의 온도 변화를 예측한 결과이다.

5. 결론

국내 고준위 처분연구는 1997년 착수되었으며 10여 년 동안의 중장기 연구를 통

해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분석, 국내 지질 특성, 심부 지하수 유동 특성, 지화확 특



성,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핵종 이동 특성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그동안의 연구는

한국형처분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험실 실험이나 코드 개발 및 모델링, 개념 설계,

비용평가 위주로 실시되었다. 2006년 11월 원자력연구원 내에 지하처분연구터널

(KURT) 가 건설됨으로써 고준위처분연구는 기 개발된 기술, 시스템, 해석 기법의

실증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서는 부지

선정과 함께 부지 특성에 적합한 처분장 설계 및 건설이 요구된다. 고준위폐기물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인 방사성 붕괴열에 의한 처분장 주변 지역의 열-수리-역학적-

화학적 거동 변화는 처분장의 장, 단기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이다. 따

라서 처분장 부지선정, 설계,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준위 처분장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 일본, 스웨덴, 캐나다와 같은 외국에서는

지하 심부 수 백 미터 암반에 처분연구를 위한 지하연구시설(URL) 을 건설하고 다

양한 현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처분 환경에서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평가를 위

한 현장시험의 경우, 미국 Yucca Mountain, 스위스 Grimsel, 일본 Kamaishi mine,

스웨덴 SKB, 캐나다 URL 등에서 실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지하연구시

설에서의 연구현황 및 주요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건과 시험목

적에 부합하는 시추공 히터시험을 설계하고 히터장치, 관측용 센서, 데이터로깅 시

스템 등이 설치되었다.

완충재와 암반에서의 THM 현장 실증시험의 전단계로 실시되는 본 시추공 히터

시험에서는 암반의 열-역학적 거동에 관한 현장시험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열-역학

적 거동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분석을 위해서는 수리적 거동의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간이 시험 장소로 적합하다. 따라서 암질변화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으며

지하수 유입이 적은 KURT 내 우측 연구모듈 구간을 시험 구간으로 선정하였으며

지하수의 유동이 예상되는 터널 바닥을 피해 터널 벽면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히터시험의 결과 해석을 위해서는 시험 구간의 암석 물성과 불연속면의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 연구팀에 의해 수행된 암석 물성시

험과 불연속면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암석의 평균 단축압축강도는 94MPa 로 일

반적인 화강암 강도의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인장강도는 압축강도의 약 1/10 정도

인 9.8MPa, 전단강도는 약 15MPa 정도로 나타났다. 탄성계수는 52GPa, 공극률은

약 0.8% 로 측정되었다. 암석의 열적 물성에 대한 평가 결과 열전도도는 약

3W/moK, 열팽창계수는 상온에서 약 7microstrain/oK 이며 온도 증가에 따라 선형

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터시험 구간의 절리 분포 조사를 통해 114개

의 절리가 파악되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의 절리가 70o 이상의 고경사 절리인 것으



로 나타났다.

히터시험의 설계를 위해 FLAC3D 를 이용한 열 해석이 수행되었다. 열 해석에

서는 대전지역의 대기 온도 변화, 암반의 초기온도, 실험실 실험을 통해 측정된 암

석의 열적 물성이 사용되었다. 특히 히터 시험이 터널 벽면에서 1m 지점에서 실시

되기 때문에 환기 시스템에 의한 터널 내 공기 온도 변화가 히터시험 결과에 영향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터널 벽면으로 의 열 흐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를 위해 6.5m 크기의 터널과 0.11m 크기의 히터공이 함께 놓일 수 있도록

모델 격자망을 구성하였다. 터널 벽면으로의 열 흐름에 의한 암반 온도 변화를 계

산하기 위해 히터시험 구간의 특성을 고려해 추정된 대류열전달계수를 사용하였다.

히터의 온도를 단계적으로 90oC 까지 상승시키면서 암반 내의 온도 변화를 계산한

결과 히터공에서 0.6m 떨어진 지점에서의 최대온도는 41oC, 1m 떨어진 지점에서는

29oC로 나타났다. 터널 벽면으로의 열 손실에 따른 암반 내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KURT 환기 시스템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막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시추공 히터시험은 암반 내에 존재하는 절리와 이방성, 터널 주변에 발생하는

암반 손상대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히터의 설계시 히

터의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암반과 히터가 밀착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히터에서 발생하는 열이 암반으로 원활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암반

의 열-역학적 거동을 관측하기 위한 관측공은 직경 38mm 로 천공하여 원 암반의

물성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예비 시험을 거쳐 시험 장치의 건전성을 확인한 후 2007년 12월에 착수된 본 시

험은 2009년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히터 온도는 단계적인 상승을 통해

90
o
C 까지 도달하였다. 히터 가열에 따른 암반 내 온도 변화는 100여개의 온도센서

를 통해 측정되고 있으며 열응력에 의한 응력 증가도 20여개의 응력센서를 통해 측

정되고 있다. 그 밖에도 터널 벽면의 온도 변화, 변위변화, 대기 온도, 습도 변화 및

소요 전력량과 히터 온도의 변화가 자동 또는 수동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

근계영역 암반에서의 열-수리-역학-화학적 거동 모델링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199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DECOVALEX 국제공동연구에 한국은 2008년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funding organization으로 서울대

암반공학연구실이 연구팀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8년 4월 영국 옥스퍼드, 2008년 10

월 일본 호로노베, 2009년 4월 경주, 2009년 10월 체코 프라하에서 정기 워크샾이

개최되었으며 각 연구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및 공유가 있었으며 이



는 1차 보고서로 취합 보고되었다. 2009년 말 2차 보고서에 대한 준비가 진행중에

있다. 본 현장 히터시험은 국내 최초의 현장 열-역학적 거동 평가시험으로써, 향후

암반에서의 열-역학적 거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지열

개발, 이산화탄소 지중격리, 유류지하비축과 같은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연구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1. 히터시험 구간의 비중

mean min max S.D 25% 50% 75%

전체결과 2.649 2.55 2.74 0.045 2.630 2.665 2.678

히터공

상부
2.652 2.56 2.74 0.052 2.620 2.665 2.683

히터공

하부
2.646 2.55 2.68 0.039 2.635 2.655 2.673

표 3.2. 히터시험 구간의 공극률(%)

mean min max S.D 25% 50% 75%

전체결과 0.778 0.07 1.87 0.422 0.513 0.695 0.943

히터공

상부
0.775 0.07 1.87 0.467 0.480 0.750 0.913

히터공

하부
0.780 0.46 1.66 0.397 0.518 0.610 1.035



표 3.3. P파 측정결과 (m/sec)

mean min max S.D 25% 50% 75%

전체결과 4673 4120 5230 300.66 4465 4710 4908

히터공

상부
4520 4120 4920 234.62 4335 4540 4683

히터공

하부
4825 4140 5230 290.03 4715 4885 4963

표 3.4. S파 측정결과 (m/sec)

mean min max S.D 25% 50% 75%

전체결과 2444 2200 2730 143.62 2330 2410 2585

히터공

상부
2514 2200 2730 171.15 2368 2570 2653

히터공

하부
2374 2300 2480 57.97 2318 2360 2423



표 3.5. 히터시험 구간의 단축압축강도(kg/cm2)

mean min max S.D 25% 50% 75%

전체결과 957.0 580 1580 286.40 685 935 1198

히터공

상부
1014.0 620 1580 314.33 756 980 1260

히터공 하부 900 580 1260 259.10 635 850 1193

표 3.6. 히터시험 구간의 탄성계수 (105kg/cm2)

mean min max S.D 25% 50% 75%

전체결과 5.294 2.93 10.08 1.937 3.993 5.065 5.795

히터공

상부
4.774 2.94 7.06 1.157 3.950 4.745 5.465

히터공 하부 5.813 2.93 10.08 2.445 3.965 5.640 7.410



표 3.7. 히터시험 구간의 포아송비

mean min max S.D 25% 50% 75%

전체결과 0.204 0.14 0.35 0.045 0.173 0.200 0.218

히터공

상부
0.194 0.16 0.25 0.029 0.168 0.190 0.213

히터공

하부
0.213 0.14 0.35 0.057 0.183 0.200 0.235

표 3.8. 인장강도 시험 결과(kg/cm2)

mean min max S.D 25% 50% 75%

전체결과 102.0 70 140 22.9 80 95 120

히터공 상부 97.0 70 140 22.6 80 90 120

히터공 하부 107.0 70 140 23.1 88 115 123



표 3.9. 절리면 전단시험 결과

Peak

friction

angle(o)

Residual

friction

angle(o)

Apparent

peak

cohesion

(kg/cm2)

JCS

(kg/cm2)

Kn

(kg/cm2/

mm)

전체결과 42.5 39.7 2.43 228.5 711.5

히터공 상부 41.7 39.3 1.97 257 685

히터공 하부 43.3 40 2.9 200 738

표 3.10. 온도 20℃ ~ 50℃에서의 열팽창계수 (microstrain/°C)

mean min max S.D 25% 50% 75%

전체

결과
6.770 2.03 10.36 1.795 5.585 7.180 7.985

히터공

상부
6.053 2.58 7.57 1.379 5.320 6.320 7.438

히터공

하부
7.487 2.03 10.36 1.916 6.900 7.960 8.640



표 3.11. 온도 50℃ ~ 100℃에서의 열팽창계수 (microstrain/°C)

mean min max S.D 25% 50% 75%

전체

결과
8.452 3.83 12.08 1.624 7.515 8.705 9.520

히터공

상부
8.006 5.46 10.06 1.358 6.980 8.170 9.030

히터공

하부
8.899 3.83 12.08 1.787 8.510 9.110 9.920

표 3.12. 온도 100℃ ~ 150℃ 에서의 열팽창계수 (microstrain/°C)

mean min max S.D 25% 50% 75%

전체결

과
9.979 5.94 14.51 1.606 9.105 10.160 10.968

히터공

상부
9.591 7.22 11.82 1.377 8.640 9.650 10.960

히터공

하부
10.368 5.94 14.51 1.767 9.650 10.400 10.990



표 3.13. 온도 150℃ ~ 200℃ 에서의 열팽창계수 (microstrain/°C)

mean min max S.D 25% 50% 75%

전체결

과
11.757 8.43 17.37 1.986 10.340 11.945 12.705

히터공

상부
11.243 8.43 14.87 1.786 10.150 10.960 12.650

히터공

하부
12.271 9.500 17.37 2.103 10.350 12.380 12.870



Sample
number

Distance
from

borehole
entrance

(m)

Density

(Mg/m3)

Effective
porosity(%)

Thermal conductivity(W/mK)

dry
Water-saturate

d

1 23 2.64 2.40 2.274 3.240

2 23 2.63 2.47 2.124 3.202

3 30 2.61 2.64 2.446 3.623

4 84 2.63 0.97 3.045 3.336

5 84 2.64 0.79 3.006 3.367

6 134 2.68 0.56 3.674 3.135

7 134 2.69 0.51 2.677 2.927

8 134 2.68 0.56 2.724 2.992

9 134 2.68 0.56 2.824 2.945

10 170 2.66 1.67 3.122 3.322

11 170 2.67 1.01 3.036 3.201

12 170 2.61 1.09 3.047 3.403

13 234 2.63 0.66 3.007 3.195

14 234 2.63 0.66 3.053 3.235

average 2.65 1.18 2.861 3.223

표 3.14. KURT 화강암의 열전도도



Type Home name Length (m)
Size (mm)

Direction
Number

of sensors
Heater H 3.2 110 horizontal

Temperature

A1 5.1 38 horizontal 9

A2 5.1 38 horizontal 9
A3 5.1 38 horizontal 9
A4 5.1 38 horizontal 9
B1 5.1 38 horizontal 12
B2 5.1 38 horizontal 12
B3 5.0 38 horizontal 12

B4 5.1 38 horizontal 12

C1 5.7 38
9o down

26o inside
12

C2 5 38
12o up

26o inside
3

C3 5.1 38 horizontal 8

Stress

RS1 5.1 38 horizontal 5
RS2 5.1 38 horizontal 5
RS3 5.1 38 horizontal 5
RS4 5.1 38 horizontal 5

표 3.15. 히터시험을 위한 시추공 길이, 방향 및 직경



type 항목 값

진동현식

측정범위 -40~150oC
분해능 0.03oC

정확도 ±0.5oC
방수능력 500m 수압
재질 스테인레스
중량 0.15kg
직경 19.5mm
길이 127mm

thermistor
센서정확도 ±1
측정 범위 -30~80oC

type 항목 값

진동현식

측정범위
압축: 700kg/cm

2

인장: 30kg/cm2

분해능 0.014~0.07kg/cm2

선팽창계수 11x10
-6
/
o
C

동작온도 -40~ 105oC
재질 스테인레스

중량 0.5kg
직경 38mm EX size

thermistor
센서정확도 ±1
측정 범위 -30~80oC

표 3.16. 온도센서 사양

표 3.17. 응력센서 사양



heater temperature date time
20 2007-12-03 16:00
25 2007-12-07 17:18
30 2007-12-11 14:23
35 2007-12-18 15:11
40 2007-12-26 13:37

45 2008-01-03 17:10
50 2008-01-11 16:38
55 2008-01-18 15:45
60 2008-01-22 15:04
65 2008-02-01 16:18
70 2008-02-12 14:44

75 2008-2-28 17:43
80 2008-3-28 17:40
85 2008-5-2 17:35
90 2008-6-11 11:08

표 3.18. 히터 온도의 변화 이력



표 3.19 모델링에 사용된 재료의 열-역학적 물성

Material Properties Unit Value

Rock

thermal conductivity W/moK 3

initial rock temperature oC 14.5
heat capacity J/kgoC 1000

thermal expansion coeff. /OK 7e-6

bulk modulus GPa 20.8
shear modulus GPa 10.8
density kg/m3 2640

Heater

thermal conductivity W/moK 15
heat capacity J/kgoC 504
bulk modulus GPa 166
shear modulus GPa 76.6
density kg/m3 4000

thermal expansion coeff. /OK 8.2e-6

Air average air temperature oC 13.2



Task Research topic Participant organization

Task A
HMC processes in argillaceous
rocks: the ventilation
experiment

CAS(China), ISRN(France),
JAEA(Japan),NDA(UK)

Task B Aspo pillar stability test
CAS(China),JAEA(Japan),KAERI(Korea),

Posiva(Finland),SKB(Sweden),
TUL(Czech)

Task C HMC studies of singlefractures and fracture networks
CAS(China),NDA(UK),SKB(Sweden),TU
L(Czech)

표 3.20. DECOVALEX-2011 Task 별 참가기관



그림 3.1. Single hole heater test 를 위한 관측공



그림 3.2. Fran Ridge 에서의 블록 히터시험을 위한 열교환장치 설치

(1997년 1월)



그림 3.3. 공학적 규모(25%)의 시스템 시험을 위한 히터 장치와 drip shield



그림 3.4. Drift 규모 히터시험을 위한 관측공



그림 3.5. FEBEX 현장시험의 개요도 (Alonsol, et al., 2008)



그림 3.6. 캐나다 URL 420m level 에서의 THE 시험 개요도



그림 3.7. Aspo pillar stability test 개요도[3.13]



그림 3.8. 우측 연구모듈 터널 형상



그림 3.9. 측정 온도에 따른 열팽창계수 변화



그림 3.10. KURT 주변 심도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



그림 3.11. 심도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



그림 3.12. 공기속도에 따른 열전달계수 변화



그림 3.13. 지하연구시설(KURT)의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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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KURT 우측모듈 1번 조사면의 현장 사진



그림 3.15. KURT 우측모듈 1번 조사면 실측 조사 결과



그림 3.16. KURT 우측모듈 히터시험 구간의 현장 사진



17

16

21

22

23

27

24 26

25

35

31

28

29

30

17

16

21

22

23

27

24 26

25

35

31

28

29

30

17

16

21

22

23

27

24 26

25

35

31

28

29

30

그림 3.17. KURT 우측모듈 2번 조사면의 현장 사진



그림 3.18. KURT 우측모듈 2번 조사면 실측 조사 결과



그림 3.19. KURT 우측모듈 3번 조사면의 현장 사진



그림 3.20. KURT 우측모듈 3번 조사면의 현장 사진



그림 3.21. KURT 우측모듈 3번 조사면 실측 조사 결과



그림 3.22. KURT 우측모듈 절리조사 자료



그림 3.23. 히터시험 구간에서의 절리 경사각에 따른 발생빈도 변화



그림 3.24. 시추 작업 사진



그림 3.25. 관측공 천공 순서



그림 3.26. 히티공과 관측공 사이의 거리



그림 3.27. 히터시험을 위한 관측공 배치



그림 3.28. C1, C3 관측공의 천공 방향



그림 3.29. 히터 장치의 온도센서 위치



그림 3.30. 2m 길이의 히터 사진



그림 3.31. 히터 설치 모습



그림 3.32. 히터 설치후의 히터공 내부



그림 3.33. 각 관측공 별 온도센서, 응력센서의 설치 위치



그림 3.34. 진동현식 응력센서



그림 3.35. Borehole stressmeter 공내 설치 개념



그림 3.36. 응력센서 설치공 및 설치 방향



그림 3.37. 응력 센서 설치 모습



그림 3.38. 시험 데이타 기록 장비



그림 3.39. ACE-1000 측정 장비



그림 3.40. 히터온도 조절 장치



그림 3.41. 히터온도 변화 기록장치



그림 3.42. 온도, 응력 데이터 수집 장치



그림 3.43. 대전지역의 연간 대기온도 변화



그림 3.44. 히터시험 구간에서 측정된 벽면온도, 공기 온도 및 습도 변화



그림 3.45. 히터 가열에 따른 암반 벽면 온도 변화



그림 3.46. KURT 진입터널 벽면에서의 계절별 온도 변화



그림 3.47. 히터 가열 전, 후의 암반 내 온도 변화



그림 3.48. 암반 내 절리면에 따른 온도 분포 변화



그림 3.49. 전체 모델 격자망



그림 3.50. 터널과 히터공을 보여주는 격자망 단면



그림 3.51. 모델에서의 히터 위치



그림. 3.52. KURT 굴착 후 히터시험 구간에서의 굴착 후 초기온도 분포



그림 3.53. 히터온도 90oC 에서의 암반 내 온도 분포



그림 3.54. 히터시험 벽면에서의 온도 분포



그림 3.55. 벽면에서의 거리에 따른 암반 내부 온도 변화



(a) Compression test (b) Temperature change with time

그림 3.56. 각 참여기관의 결과 비교



제 4 절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영역 손상대 특성 현장시험

1. 배경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주변 암반의 특성과 장기적 거동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은

처분장의 안전한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또한 지층 처분개념

의 안전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이다. 방사성폐기물

지층 처분장과 같은 지하구조물의 경우 발파충격이나 굴착 이후의 응력의 재분포에

의해 구조물 주변 암반의 물성이 변함에 따라 암반의 역학적․수리적․열적 거동에

변화가 발생하며, 이는 구조물의 장․단기적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지하구조물에서의 손상대(Excavation Damaged or Disturbed Zone, EDZ)의

발생에 따른 암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구조물의 장기적 안정성․

경제성․안전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분

장과 같은 안전성 확보 수준이 높은 지하구조물의 경우, 장․단기적 역학적․수리

적․열적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지하암반에서의 손상대

평가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기법을 이용한 현장 및 실험실 연구가 실시된

바 있다.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를 위해 지하 심부 암반에 건설되는 세계 각국의

지하연구시설에서는 터널 주변에 발생하는 손상대 평가가 주요 연구내용으로 반영

되고 있으며 다양한 암반(결정질암, 암염, 점토암, 응회암)에 건설된 지하연구시설에

서 손상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손상대란 터널 굴착과 같은 인위적인 작업에 의해 터널 주변의 초기 암반 물성이

변화되는 구간으로 정의된다. 그림 4.1은 일반적인 손상대 발생 개념을 보여준다.

발파충격이나 응력 재분포에 의해 암반의 열적, 역학적, 수리적, 화학적 물성이 영

구 변화되는 구간을 손상대(Excavation Damaged Zone, EDZ)로, 암반 물성의 변화

없이 응력분포가 변하는 구간은 응력 재분포 구간(Stress redistributed zon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손상대의 영향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터널 주변 손상대는 처분장 안전성(safety)과 안정

성(stability) 측면에서 처분장의 설계 및 안전성 평가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

1) 구조적 안정성: 지하 심부에 건설되는 처분장에서는 높은 응력이 작용하게 되며

손상대의 발생으로 인한 변위, 응력 분포의 변화는 처분장의 구조적 안정성 영

향을 준다. 손상대 구간에서 형성된 파쇄 암석편의 낙하는 인명과 장비에 손상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 실시되는 현장 연구 및 처분장 운영기

간 중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처분장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암반의 변형계수, 탄성파 속도 및 시간 의존적변형(creep) 거동에도 영향을 줌

으로써 지보시스템의 성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2) 수리적 거동 : 굴착에 의한 새로운 균열의 발생과 기존 균열의 간극 증가로 인한

암반 투수계수의 증가는 장기간의 운영기간 뿐 아니라 폐쇄후의 처분장 주변

지하수 유동에 영향을 준다. 특히 폐쇄 후 처분시스템의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거동에 영향을 주는 지하수의 주요 공급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처분용기에서

빠져나온 방사성 핵종이 지하수와 함께 생태계로 유입되는 초기 유동로를 제공

함으로써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열적 거동 : 손상대 균열의 발생으로 처분공과 처분터널 주변의 암반의 열적 물

성은 초기값과 차이를 보이며 특히 균열 내 지하수의 거동은 처분시스템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하는 처분용기 및 완충재의 최대 온도 변화에 영향을 준다.

4) 화학적 거동 : 산화-환원 전이대와 같은 화학적 조건에 변화를 줌으로써 처분장

성능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손상대의 발생은 지하수 유입을 증가시켜 지하수

와 공학적방벽 간의 접촉을 증대시킴으로써, 지표에서 유입되는 유해한 화학물

질로 인한 처분시스템의 성능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학적 방벽으로의

핵종 유츌을 촉진하게 된다.

나. 국내·외 연구현황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를 위해 지하 심부 암반에 건설되는 세계 각국의 지하연

구시설에서는 터널 주변에 발생하는 손상대 평가가 주요 연구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암반에 건설된 지하연구시설- 스웨덴(Aspo, Stripa mine), 일본

(Tono mine, Kamaish mine), 캐나다(URL), 스위스(Grimsel, Mont Terri), 벨기에

(Mol), 독일(Asse mine), 미국(Yucca Mountain, WIPP), 프랑스(Tournemire,

Meuse/Haute Marne), 핀란드(Olkiluoto research tunnel) 등에서 손상대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표 1은 결정질 암반에 건설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측정된 손상대



연구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손상대의 규모는 지질조건과 굴착기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기계식 굴착법에 의한 터널 주변에서는 발파에 의한 손상대보다

적은 규모의 손상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닥면 발파공에 많은 폭약을

장약하는 발파작업으로 인해 터널 바닥면에서는 천정이나 벽면에 비해 큰 손상대

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1].

국내에서도 손상대 평가를 위한 현장 측정 및 모델링을 이용한 발생 특성 예측이

장수호 등(2002)과 정용훈(2006), 강추원과 류복현(2006) 등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4.2-4.4]. 박종성(2007) 등은 분리단열망(DFN) 모델을 이용하여 굴착으로 인한 수

리적 손상영역이 지하수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 하였다[4.5]. 해석 결과 수리

-역학적 상호거동에 의해 발생하는 굴착면 주변의 수리적 간극 변화는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유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장시험 및 해석

가. 지하처분연구시설 지구물리탐사 현장조사

터널 발파 굴착에 따른 손상대 평가를 위해 굴착 터널에 수평한 시추공에서 시추

공 레이더 반사법 탐사를 이용하여 터널 굴착에 따른 터널 주변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였다. 시추공 레이더 반사법 탐사는 관측용 레이더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단

일 시추공에 송,수신 안테나를 모두 삽입하여 지하의 불균질대, 공동 등에서 반사된

레이더 파를 이용하여 지하구조를 영상화하는 방법이다. 그림 4.2에 수평 시추공에

서의 시추공 레이더 반사법 탐사의 모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방법은 수신 안테

나와 송신 안테나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시추공에 삽입한 후 결정된 측정 간격만큼 이동시켜 측정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안테나 시스템이 시추공 끝에 닿을 때까지 반복 측정한다. 측정된 결과의

도시는 수직축에 시추공으로부터의 거리를 표시하고, 수평 축에 시추공 시작점으로

부터의 거리를 표시하여 수신 안테나에 감지된 레이더파 신호의 세기를 단면도 상

에 칼라 혹은 음영도로 나타냄으로써 지하 구조를 영상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질자원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스웨덴 말로사의 RAMAC

borehole radar 100MHz 와 250MHz 안테나를 사용하였다. 진입터널과 수평 방향으

로 5.5m 떨어진 지점에 35m 길이의 수평 시추공을 시추하여 발파 전과 후의 반사



파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였다. 그림 4.3은 KURT을 대상으로 현장시험 장면을 보여

준다. 측정 간격은 10cm 이며 시추공의 붕괴를 막기 위해 60 mm 내경의 아크릴

파이프를 케이싱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4.4 100MHz 안테나에 의한 결과를 각 날짜별로 도시한 것으로 기본 자료처

리인 DC filtering, Gain recovery, bandpass filtering, NMO correction을 거친 후의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면 8m 이하의 심도에서의 신호는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시추공 주위 매질이 신선하지 못함을 반증한다. 각 모니터링 자료에서 가

장 특징적인 것은 심도 5m에서 6m에서 보이는 강한 반사 이벤트이며, 날짜가 지나

갈수록 그 길이가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터널 굴착에 의해 생기는 자유면에서

의 반사로 이 반사 이벤트 이내의 자료에서 손상대에 의한 효과를 분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4(a)는 7월 21을 자료를 뺀 결과로 19일부터 21일 까지 4.5 m

정도 굴진을 했으며 이 굴진에 의해 생성된 터널에서의 반사 이벤트가 A에 나타나

며 B는 터널 끝단에서의 회절 양상으로 해석된다. (b)에서는 A에서 보는 것처럼 굴

진에 의해 생성된 터널의 반사 이벤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림 4.4(a)의 A

지점의 반사이벤트가 (b)에서 매우 강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위치에 터널을

지지하기 위한 철제 격자지보를 설치한 결과로 여겨진다.

나. Near-field 손상대 규모 현장시험 및 평가

고준위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연구의 일환으로 암반손상대의 발생 메카니즘 및 특

성 그리고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4.6-4.9]. 최근에는 암반손상대 구간

을 세부 구간으로 나누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모델링

을 통해 장기거동에 대한 예측이나 안전성 분석에 활용하기도 한다[4.10, 4.11].

Martino(1985)[4.12]와 Chandler(2004)[4.6]는 암반손상대 영역을 내부 손상구간

(inner zone)과 외부 손상구간(outer zone)으로 세분화하여, 내부 손상구간은 주로

발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성되는 구간(10∼30㎝)으로 규정하고, 외부 손상구간은

미소균열이 유발된 구간(약 1m)으로 조절발파기법으로 형성된다고 언급하였다. 또

한 Tsang et al.(2005)은 손상대를 excavation damaged zone/excavation disturbed

zone으로 나누었으며[4.9], Backblom et al.(1999)[4.13]과 Read(1996)[4.14]은 failed

zone/damaged zone/disturbed zone, 그리고 Sheng et al.(2002)[4.15]은 damaged

zone/affected zone/slightly affected zone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암반손상대에 대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의 역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암반손상 영역에서는 주변 암반

에 비해 투수계수가 최소 101 ∼최대 106 배로 현저히 증가한다[4.8, 4.9, 4.16]. 또한

평균 탄성계수와 일축압축강도는 약 50%와 35% 정도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P파와 S파 속도 그리고 RQD 값은 약 23%와 12% 그리고 17% 정도 감소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4.17-4.18]. 이처럼 암반의 다양한 물성 중에서 구조물의 안

정성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되며, 터널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의 하나가 암반변형계수(deformation modulus of rock)이다[4.11]. 따라서 지하처분

연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을 대상으로 Goodman

Jack 시험을 통해 현장 암반의 변형계수를 측정하여 암반 손상대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암반손상영역을 세분화하고 이후 수치해석을 통해 터널 거동

및 안정성 그리고 지보역할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활용하였다.

1) 지질 및 주변 암반의 역학적 특성

KURT 시설 부지조사 단계에서 KURT 시설과 수평하게 250m의 경사시추공을

시추하고, Hoek & Brown 경험식을 이용하여 터널 위치에 따른 암반의 압축, 전단,

인장강도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각 위치 별 암반물성을 표 4.2에 나

타내었다[4.19]. 또한 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에 작용하는 초기응력을 파악하기 위해

수압파쇄시험이 실시되었다. 수압파쇄 후 Impression Packer를 이용한 균열의 방향

성이 결정되었다. 수직공 50m∼155m 사이에 위치하는 7개 지점에서 수압파쇄 시험

을 실시하였다[4.20]. 실험결과, 깊이에 따른 측압계수비(horizontal stress ratio; K)

가 다음의 식과 같은 관계에 있었다.

K= 22.607×Depth(m) -0.5882

2) 암반변형계수 측정

손상대 시험 구간의 변형계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9개의 시추공에서의 재하시

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에서는 한계 압력 700kg/㎠인 Goodman Jack 시험기를 사용

하였으며, 시추공벽에 압력을 가하면서 측정된 하중과 변형량의 관계를 통해 암반

변형계수를 결정하였다. 시험구간을 Zone 1～Zone 4에 설치된 시추공에서 근입 깊



이에 따라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변형계수의 이방성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시추공의 최대 깊이는 9.0m이며, 터널 외벽에서부터 초기 3.0m까지는

30cm 간격으로 측정을 하였고 3.0m∼5.0m까지는 50cm 간격 그리고 5.0m 이상부터

는 1m 간격으로 측정을 실시하였다. 총 350 여회에 걸쳐 실험을 수행하였으며(그림

4.6), KURT 내 암반변형계수 측정을 위한 시험구간을 그림 4.5에 나타내었다.

Goodman Jack 시험기를 이용하여 단계별로 40MPa까지 재하와 제하를 반복함으로

써 암반의 응력-변형률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그림 4.7은 진입터널에 위치한 Zone

4, No. 7 시추공의 근입 깊이 0.9m에서 측정된 수평, 수직방향의 재하시험 결과이

다.

현장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래의 관계식을 통해 암반의 변형계수를 산정하였다.

E cal= 0.86×e×D×(△P/△D)×T ∗

여기서 Ecal는 계산된 변형계수를 의미하며, e는 유압시스템의 효율로서 0.93, D는

변형 유발전의 시추구경, △P는 압력변화량, 그리고 △D는 시추구경의 변화량, T*

는 포아송비에 의존하는 계수를 각각 의미한다[4.21]. KURT 내 각 영역에 대해 벽

면으로 근입 길이에 따른 암반변형계수를 산정하여 그림 4.8에 표시하였으며, 영역

별 평균 변형계수 값과 손상대 크기를 표 4.3에 나타내었다.

변형계수를 이용하여 암반 손상대의 크기를 산정할 때에는 intact rock의 몇 %

이하가 손상대라는 정량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험에 의존하여 구간을 설정하였

고, 이때 실험자의 주관이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에서 결과는 터널시공 완료후의 데이터로서 intact rock의 Em은 암반손상영역

이외의 암반의 변형계수를 의미하며 EDZ의 Em은 손상구간에서 평균한 변형계수를

나타낸다. 시험구간 Zone 1의 경우에는 손상영역이 터널 표면으로부터 0.6～0.9m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그 이상에서는 11.2～18.9GPa의 변형계수를 보이며 균일한 패턴

을 나타내었다. Zone 2 의 경우에는 암질의 상태가 양호하여 손상대 구간이 상대적

으로 작은 약 0.6m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2.1m 지점 이후부터는 오히려 전체적으

로 낮은 변형계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암반의 암질이 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Zone 3 구간에서는 손상 구간이 0.6～0.9m이고,

1.8～2.7m 지점에서 파쇄절리 및 미세절리 구간이 발견되었다. 한편 Zone 4의 손상

대 구간은 1.5～1.8m로 상대적으로 다른 구간에 비해 컸으며 3.0～4.5m 구간에서

파쇄절리로 인한 국부적인 변형계수 감소현상이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KURT의



실험구간에서는 암반손상대의 구간은 0.6m～1.8m로 측정되었으며, EDZ 구간에서의

변형계수 값은 intact rock의 약 40%에 해당하였다.

암반의 이방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평ㆍ수직 방향의 재하 시, 암반 벽면에 하중을

가하는 순서에 의해 변형계수 값이 영향 받을 것을 고려하여 수평과 수직방향으로

교대로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터널 길이방향 영역인 Zone 1과 Zone 2 그리고 Zone

4에서는 수평방향의 Intact rock 변형계수가 수직방향에 비해 최대 23%가 크게 나

타났으며, 반면에 우측 연구모듈에 해당하는 Zone 3의 경우에는 반대로 수직변형계

수가 약 10% 가량 크게 산정되는 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EDZ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에 대한 변형계수 비가 커서 최대 124.3%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실제 현지응력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손상대 구간에 이미 파쇄절리

가 상당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근환 등(2006)은 이

같이 동일 구간에서 발생하는 탄성계수 차이를 가압 시 발생하는 미세균열의 닫힘

이나 전단현상 그리고 가압 시의 비복원 변형 등에 의한 영향으로 설명하기도 하였

다[4.22].

다. Near-field 암반의 현지응력에 미치는 불연속면 분포조사

절리는 암석의 지질적인 연속성이 깨진 암반 속에 포함되는 틈으로, 같은 방향성

에 속하는 절리를 절리군(Joint Set)이라 한다. 절리의 중요한 특징은 절리면의 평행

한 방향에서 전단 변위를 거의 보이지 않으며, 층리 벽개 등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절리는 형태적으로는 판상절리, 주상절리 등으로 구분되며, 성인적으

로는 전단절리와 인장절리 등으로 구분된다. 암반 내 지하수가 존재할 경우 절리면

을 따라 지하수가 유동하게 되며, 절리는 암반의 역학적 변형거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하여 암반은 대부분 불연속성, 불균질성, 이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절리는 암반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

며, 일반적으로 사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평사투영망을 위한 해석이 많이 이루어

져 왔다. KURT를 대상으로 절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그림 4.9), 평사투영망을 PC

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상용 프로그램인 DIPS를 이용하여 절리군을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를 통해 암반 사면이 40°의 경사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

여, 실제에 가까운 조사를 위해 실측 조사 뒤 입체사진측량기법을 이용하여 이를

보정하였다(그림 4.10). 사용된 사진 측량 기법은 SMX(Shape MatriX) 기법으로 대

상면에 대하여 두 장 이상의 스테레오 영상을 취득하고 이 영상을 해석함으로써 대



상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다(그림 4.11).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 절리면 측정이 이루어진 곳은 3개의 조사면으로

그림 4.9의 No.1, 2, 3번 면이 조사면에 해당한다. 1, 3번 면에 대해서는 실측 조사

및 사진 측량을 실시했으며, 2번 면에 대해서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실측 조사만을

수행하였다. 조사된 자료들은 DIPS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DIPS를 통해 1, 2, 3번

전체 자료에 대한 분석과 각각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차례로 이루어졌으며, 1번 면

과 3번 면에 대해서는 사진 측량 자료가 추가되어 이에 대한 분석도 시행하였다.

1, 2, 3번 면에 대한 조사 결과 실측 조사로 총 114개의 절리 자료를 얻었으며,

사진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114개의 자료를 통해 절리군을 파악하였다. 1차 조사

후에는 추가된 SMX 사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보충하였다. 조사된

총 실측 조사 정보에 대한 자료는 그림 4.12(a) 에 나타나 있다. 그림 4.12(a)을 통

해 경사방향 235°, 경사 77° 를 갖는 절리군과 경사방향 284°, 경사 85° 를 갖는 절

리군이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12(b)은 조사된 총 사진 자료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총 78개의 자

료가 조사되었으며, 그림 2.17에서는 경사방향 213°, 경사 78° 를 갖는 절리군과 경

사방향 277°, 경사 87° 를 갖는 절리군이 대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림 4.13은 추

가된 절리 자료를 포함한 사진 자료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사된 자료의

개수는 221개 이다. 경사방향 259°, 경사 69° 를 갖는 1번 절리군, 경사방향 058°,

경사 19° 를 갖는 2번 절리군, 경사방향 084°, 경사 54° 를 갖는 3번 절리군이 크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위 자료들을 통해 사진 조사 결과가 실측 조사 결과와 큰 오차 없이 추가적인 정

보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절리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실

측 조사뿐 만 아니라 사진 조사 기법을 통해 경사면에 대한 보정을 거쳐 절리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절리면에서의 전단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내실험을 수행하였다. 전단시험은 예

비시험, 히터공 상부 그리고 하부에서 각각 채취된 코어에 대해 이루어 졌다. 예비

시험에서는 JRC가 0～2와 2～4에 대해 총 2회 시행되었으며, 히터공 상부에 대해서

는 0～2, 6～8 그리고 10～12에 대해 총 3회 수행되었다. 그리고 하부에 대해서는

2～4, 8～10 그리고 12～14에 대해 총 3번의 실험이 이루어 졌다. 시험은 Brazilian

전단시험 및 무결함 및 절리암반에 대한 직접전단 시험을 각각 수행하였으며 그 결

과를 표 4.4와 4.5에 나타내었다.



라. Near-field 암반의 동적특성 분석

심지층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암반절리에 대한 파악

도 중요하지만 처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절리 및 처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유도절리에 대한 이해와 모니터링 기술 또한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처분장 건설 선진국을 중심으로 암반 절리의 추가적인 발생에

대한 동적거동 모니터링을 위하여 음향방출(acoustic emission) 기술을 적용하고 있

다. 음향방출(Acoustic Emission)은 재료내부의 미시적인 변형이나 파괴에 의해 발

생되는 탄성 응력파(elastic stress wave)로 정의된다. 응향방출법은 초음파 신호를

재료 내부에 직접 입사시키고 결함 또는 재료 내의 불균일 조직 등에서 되돌아오는

수신파를 검출하는 능동적인 초음파 시험과는 다르게 재료 내부의 변형, 결함성장,

파괴 등에 의해 발생되는 탄성파를 수신하여 재료 내부의 동적거동을 파악하고 결

함 특성 및 상태를 평가하는 수동적인 비파괴 검사방법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과 같이 구조물의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경우 정확한 정적인 거동해석 기

술과 더불어 장시간의 운영에 따른 성능저하 등을 동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

술의 확보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스웨덴의 SKB를 중심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

분공에 적용하여 발파 및 굴착에 의한 균열발생 양상과 수치해석 결과의 검증을 위

해 적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KURT을 대상으로 암반손상대에서의 응력파(stress wave)의 3D

위치표정 및 구조물 life prediction 산정을 위한 선행연구의 일환으로, 탄성파의 전

파특성 분석을 통한 KURT 암석의 동적물성을 평가하였으며 암석시료 내에서의

acoustic wave 전파특성 분석과 이의 현장적용을 위하여 동적거동 모니터링 시스템

을 KURT 내에 구축하였다.

1) KURT 암석의 동적물성 측정

암반 내에서의 음파 전파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KURT 암석시료를 이용하여

FFRC(Free Free Resonance Column) 테스트를 수행하여 동탄성계수, 전단탄성계

수, 음파의 Vp(P wave velocity), Vs(S wave velocity) 그리고 감쇠비(damping

ratio) 등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암석의 동적물성 데이터는 암반

내 탄성파의 전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수치해석의 기본 입력데이터로 활용

하기 위함이다.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직경 50mm, 높이 100mm인 시편을 제작

하여 그림 4.1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실에 매달아 양 끝단을 free-free 조건으로

만든 후에 한 끝단엔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가속도계를 부착하고 반대쪽 끝단을

instrumented hammer를 이용하여 impact를 가한다. 그 후 그 신호를 오실로스코프

를 이용하여 time domain 신호로 수신한 후, 신호를 FFT(Fast Fourier Transform)

을 통해 frequency domain으로 변환한다(MathCad). 이 때 peak frequency가 first

mode resonant frequency이며 이를 first mode의 wavelength 즉 시편의 높이의 2

배 (왕복거리)와 곱해주면 Vrod를 구할 수 있다. Vrod를 아래의 관계식을 통해 VP,

VS, E, M, G등을 구할 수 있다. 또한 Time domain 신호에서 amplitude가 감소하는

것을 이용하여 감쇠비를 구하게 된다. 실제 측정에 사용된 계측 시스템 및 시험장

치를 그림 4.16에 나타내었다.

탄성파 속도 Vrod, VP, VS와 탄성계수 E, M, G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r
EVrod =

rrnn
n MEVP =
-+

-
=

)21)(1(
)1(

rrn
GEVS =

+
=

)1(2
1

Vp: P-wave velocity, Vs: S-wave velocity, E: Young's modulus, M: Constraint

modulus, G: shear modulus, ρ: density, ν: Poisson's ratio

암석시료를 이용한 FFRC 측정결과를 아래의 표 4.6에 정리하였다. Rod wave

velocity로 부터 포아송 비를 고려하여 산정한 P-wave velocity가 3600～4800 m/s

사이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는 일반적인 화강암(density: 2,750kg/㎥)에서의 P파

전파속도가 5500～6100 m/s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값에 해당한다. 이는

KURT 암석의 단위중량이 평균 2650kg/㎥으로 일반 화강암의 단위중량 보다 작으

며, 시료가 암반 손상대 영역에서 채취한 암석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탄성계수는 25.78～42.89GPa의 값을 보였으며 감쇠비는 0.008～0.018의 특성을 나

타내었다.

2) KURT 암석의 acoustic wave 방출특성 분석



AE파는 물질의 고유한 감쇠특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락 수 십 미터 정

도 전파된 후에도 신호의 크기가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정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체적검사법에서처럼 결함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에 대하여 시설 전

체를 검사할 필요가 없이, 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설물 내의 결함 발생이나 성

장유무를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AE법을 보다 실제적인 모니터링 기술로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까지 개발된 기술로는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한 AE 발생원이 재료 내에서 동시에 일

어날 경우 이들을 서로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과 주변 배경잡음이 큰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E법이 재료 특성평가 및 구조물

건전성 진단 적용 등에 널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10-13m의 미소변위나 수 mPa의

압력 변화까지도 축정이 가능한 높은 감도 때문이다. 따라서 심지층 처분암반의 동

적변화로 인한 탄성파 발생을 효과적으로 보유 AE센서를 이용하여 탐지가능한지

그리고 배경잡음과 효과적으로 구분(S/N 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KURT 암석시료를 이용하여 압축하중을 가하면서 이로 인한 음향방출을 측정하였

다.

KURT 시료에 그림 4.17과 같이 AE 센서를 부착하였으며, 대형 압축프레스

(200Ton)를 이용하여 암석파괴 시까지 하중을 가하였다. 사용된 시료는 직경(D) 5

㎝, 높이(H)가 12㎝이었으며, 하중은 29.8㎏/sec의 속도로 시료에 가하였다. 이때

AE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와 시료의 적용하중 변화를 아래의 그림 4.18과

4.19에 각각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센서로 측정된 암석의 탄성파 방출특성은 주파수

대역이 30-250kHz로 이는 AE 센서의 유효 주파수 대역에 포함되므로 보유 장비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탐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때 측정에 사용된 암석시

료의 최대하중은 10,575㎏이었으며 압축강도는 58.3MPa이었다.

3) Acoustic Wave 전파특성 분석

Acoustic wave의 전파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KURT 암석시료를 이용하여 P

wave의 전파속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절리가 없는 화강암 시료와 자연절리를 포

함한 화강암 시료 두 경우에 대해 각각 P wave 전파측정을 수행하였다. 실험장치

및 AE 센서의 배열위치에 대해 아래 그림 4.20에 나타내었다. 시험에 사용된 AE

계측시스템(AEMS)은 최대 측정가능 채널이 10ch.이며, sampling rate가 2 μsec 그



리고 음파 pulse 가진을 위해서 60kHz의 초음파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분석

은 신호의 first arrival 및 peak method를 사용하여 음파의 속도를 산정하였다.

비 절리 암석시료를 통한 대표적인 음파 계측결과를 그림 4.21에 나타내었으며,

first arrival 신호의 time difference를 통한 P wave 전파속도 측정결과는

4,266m/sec이었다. KURT 터널 내 암석 시편의 Vp 속도는 실내실험을 통해 산정한

결과 일반적으로 4500～4800 m/sec의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본 실험에 사용된 시

료는 평균에 값에 비해 약간 낮은 결과에 해당되며, 이는 사용시편이 암반손상 영

역에서 채취한 화강암 시료로 샘플 내부에 미세 균열이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KURT 시편의 일반적인 일축압축 강도가 95～105MPa인데

반해, 사용시료의 압축강도는 62MPa이었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가정임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파의 가진원을 다양한 주파수 및 wave mode가 포함되어 있는

impact method와 초음파 pulser와 비교하였다. Impact 방법으로 드라이버를 사용하

였으며, 이때의 Vp 속도는 일반적으로 pulser를 이용하였을 때 보다 작은 결과를 얻

었다. 이는 impact method가 가진원 재하 시 실험자에 의해 일정량의 impact time

duration을 가지므로 신호가 왜곡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또한 source와 receiver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속도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화강암 시료에 대한 wave

propagation 관련 암반의 이방성은 보이지 않았다. Time difference 측정 시 first

arrival의 초기점과 peak 점을 이용하여 각각 속도를 측정한 결과, 어느 한쪽으로의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고 모두 최소 측정 sampling time인 2usec 이내의 속도 편차

를 보였다. 비 절리 화강암 시료에 대한 실험에 이어 자연 절리를 가지는 절리암석

에 대해서 전파특성을 실험하였다(그림 4.23). 암석절리로 인해 acoustic wave의 초

기도달 wave의 amplitude는 현저히 낮아졌으며, P wave 전파속도도 소폭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암석절리에 대한 전파실험은 차기 연구주제에 대한 사전실험

차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추후 절리 암반을 통한 탄성파의 정량적인 전파특성 분석

및 암반의 지하수 포화 시 damping 그리고 thermal loading에 의한 응력파 전파 등

에 대해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4) AE 센서를 이용한 암석의 2D 위치 표정

암반 내의 균열생성 및 진전에 대한 위치를 탐지하기 위해 위치표정(source

localization) 실험을 수행하였다. 여러 개의 AE 센서를 설치한 경우에는 각 센서의

AE 신호 도달 시간차에 의하여 균열발생 위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같이 수신된



AE 신호의 파형해석을 통하여 균열의 특성과 정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소

성변형과 균열성장 등의 동적과정을 검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실험을 위해 아래

그림 4.24와 같은 장치를 셋업하였으며, AE DAQ 시스템을 통해 획득된 자료를 이

용하여 각 센서위치에서의 도달 시간차를 측정하기 위해 LabView ver. 8.5을 이용

하여 그림 4.25와 4.26과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위치표정을 위해 암석시료의 center(0, 0), Left-Center(-12.5, 0) 그리고

Righ-Center 및 암석경계에서 각각 실험이 이루어 졌다(그림 4.27). 좌우 대칭인 중

심점(center)에서의 위치 표정값 최대오차는 5mm이었으며 이는 중심에서 멀어질

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최대오차 28%). 특히 암석 시료의 가장자리

부근의 위치표정 시 오차는 더욱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료의 boundary condition에

따른 탄성파의 산란 그리고 탄성 반무한체가 아닌 얇은 판상구조로 인한 표면파

(Rayleigh wave)의 간섭 등으로 도달 시간차를 산정하는데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AE 동적거동 모니터링 기술의 KURT 현장적용을 위하여 적용위치에

대한 암반절리를 조사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다(그림 4.28). 이는 현장 적용시 AE

의 절리암반을 통한 탄성파 산란(scattering) 및 투과(transmission)와 반사량

(reflection)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암반에 AE 가진을

위한 impact source를 제작하였으며(그림 4.29), 실험데이터를 획득하고 모니터링하

는 시스템 및 실험공간을 구축하였다(그림 4.30).

3. 손상대 영향 평가

‘제 2절 현장시험 및 해석’에서 수행한 KURT 현장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상

대의 터널거동에 대한 영향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 현지응력 및 지보재의 영향을 고려한 터널주변 암반거동

KURT의 암반변형계수 현장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반의 현지응력 및 지보재

의 영향을 고려한 터널거동 해석을 위해 2차원 상용코드인 FLAC 2D 5.0을 사용하

였다. 해석위치는 진입로로 부터 약 150m 그리고 지상까지 터널중심에서 53m인 위

치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지표면은 4m의 풍화암 구간으로 모사하였으며, 그 아래는



터널 영역까지 등방성 균질 화강암반으로 가정하여 Mohr-Columb 모델을 사용하였

다. 모델 영역은 터널 좌ㆍ우 그리고 하 방향으로 터널직경의 5D 영역까지 그리고

상부는 지표면까지 해석을 수행하였다(그림 4.31). 측압계수는 식 (1)의 측압계수비

관계식과 이후 터널 굴착 후 수행된 현지응력 실험결과를 고려하여 1.2의 값을 사

용하였고, 지보재는 해석수행 위치에 해당되는 지보패턴과 토피고를 고려하였다. 모

델 해석의 입력 값을 위한 지질 및 지보재 패턴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표 4.8와 표

4.9에 나타내었다. 터널 입구로 부터 약 150m 위치에 존재하는 실험 영역은 Zone 4

의 영역에 해당되므로 표 4.3의 암반 손상대 영역 1.5∼1.8m(zone 4)의 값 중 1.6m

를 입력데이터로 선택하였다. 또한 손상구간을 보다 세부적으로 모사하기 위하여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래 그림 4.32와 같이 총 4구간으로 세분화하였다.

3차원 굴착거동의 2차원 모형화를 위해 하중 분담률을 적용하였다. 터널의 거동

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3차원 유한차분해석을 통한 변위의 수렴곡선에 의하

여 단계별로 하중분담율을 결정하여야 하나, 본 해석에서는 기존 적용사례 및 문헌

자료를 참고하여 굴착 직후-연한 숏크리트+록볼트 설치-경화된 숏크리트 단계를

40%-30%-30%으로 해석하였다. 세분화된 암반손상대의 모델 입력값을 아래의

Table 5에 나타내었다. 변형계수(Em)는 현장실험을 통해 얻는 값을 사용하였으며,

RMR과 점착력 그리고 인장강도는 선행연구로 수행되었던 Kwon et al.(2008)[4.17]

과 이창수 등(2006)[4.17]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Em=2RMR-100[4.23]과 σ

cm=0.5exp(0.06RMR), Cm=0.25exp (0.05RMR)[4.24]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전산해석을 통해 암반손상대의 존재 유무에 따른 터널의 천정과 바닥 그리고 좌

ㆍ우 측 벽에서의 암반변위와 각 지점 별 최대 주응력(Max. principal stress)을 해

석하여 그 결과를 표 4.10에 나타내었다. 암반 손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터

널 천단에서의 변위가 0.35mm이었으며, 손상대를 고려함으로써 터널 변위는

0.55mm로 58% 증가하였다. 그리고 천정부의 최대 주응력은 -2.98MPa에서 손상대

영역으로 인해 -1.39MPa로 인장응력이 약 53% 감소되어 이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터널의 암반손상대를 고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측점별 평균 약 65%의 추가

변위가 발생하였으며, 최대 주응력은 58%가 본 실험조건에서 각각 감소되었다.

또한 터널굴착으로 인해 KURT 시설 주변에 발생된 소성영역을 손상대 고려 유

무에 따라 아래 그림 4.33에 나타내었다. 아래 그림에 표시된 x표시 영역은 수치해

석 종료시점에서의 소성구간을 의미한다. 손상대 영역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터널 좌우측 측벽 하단부에 일정 영역에서 소성영역이 발생하였으나, 손상대가 발

생함으로써 소성영역은 터널 측벽부와 천단부 그리고 터널 바닥부근에 약간의 추가



소성영역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에서 전단파괴 영

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손상대 영역의 고려는 소성영역의 증대를 야기하므

로 보다 정확한 터널 거동모델의 해석을 위해서는 손상대 영역을 고려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암반손상대가 존재하는 터널의 거동에 터널지보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기 위하여 암반손상대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각각 터

널 지보재의 설치유무에 따라 터널에서의 최대변위와 최대 주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표 4.11). 해석결과, 평균적으로 지보재의 변위제어

효과는 손상대 비고려 구간에서 0.7% 그리고 손상대 고려 구간에서 1.9%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최대 주응력 제어효과는 각각 평균 0.4%와 0.5%로 나타났다. 결과적

으로 지보재 설치효과는 손상영역이 발생한 구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본 해석조건에서는 전체적으로 터널의 변위 및 최대주응력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또한 지보재가 터널의 추가변위를 제어하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6.5%). KURT 입구부의 낮은 변형계수 분포구간에서 수행된 동일 해석의 경우

약 10mm의 최대변위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할 때[4.19], 이는 본 해석이 이루어진 측

점위치가 KURT 입구로부터 약 150m 안쪽으로서 암반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

(Type Ⅱ)하여 변위 자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Malmgren &

Nordlund (2008)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숏크리트가 일반적으로 터널의 천정과 측

벽에만 설치되기 때문에 환형 구조(closed ring)를 이루지 못해 변위 제어량이 크지

않으며, 록볼트의 경우는 변위제어 목적 보다는 낙반의 방지 및 단층이나 절리로

인한 붕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4.11].

모델링을 통해 계산된 지보재의 최대 압축응력과 축하중 상태는 표 4.12와 같다. 지

보재로 사용된 숏크리트는 최대 압축응력이 손상대 고려 시 2.46kg/㎠이었으며, 록

볼트의 최대 축력은 73㎏이었다. 이는 숏크리트(SFRS; steel fiber reinforced

shotcrete)의 허용응력(fca = 0.4ㆍfck = 0.4×210kg/㎠ = 84kg/㎠; 여기서 fck : 설계

기준강도)과 록볼트의 허용축력(Ta = 0.5ㆍfyㆍA=0.5×3500kg/㎠×4.908㎠=8.6Ton, 여

기서 A: 단면적, fy: 항복강도)을 고려해 볼 때, 훨씬 낮은 값으로 터널이 안정한 상

태임을 유추할 수 있다.

KURT의 현 조건에서 숏크리트와 록볼트의 지보재로서의 기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보재의 강성계수( K s
)와 최대 지보압( P max

s )을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4.25]. 이때 숏크리트와 록볼트는 동시에 설치되었다는 가정을 하였으며

탄성론에 기반을 두고 도출된 식이다. 숏크리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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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 록볼트 선단정착부에서의 하중-변형계수(m/MN)

s t
: 터널횡단면상의 볼트간격(m)

s l
: 터널종단면상의 볼트간격(m)

L bol: 볼트의 길이

f : 볼트의 직경(m)

E st
: 강재의 탄성계수(MPa)이다.

위의 지보재의 각각의 강성계수와 최대 지보압을 이용하여 숏크리트와 록볼트의



최대 지보압일 때의 지보재 변위를 측정하면 각각 7.2mm와 33.7mm이다. 즉 터널의

최대 변위가 7.2mm일 때까지는 숏크리트와 록볼트가 동시에 지보역할을 하며, 변

위가 7.2mm∼33.7mm 사이에서는 숏크리트가 항복을 하고 주로 록볼트가 지보재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전산모델을 이용한 해석결과 중 최대 변

위가 손상대 고려 시 0.95mm임을 고려할 때 터널의 현재 조건에서는 숏크리트와

록볼트가 동시에 지보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URT의 두 지보재 중

숏크리트가 록볼트에 비해 약 30배( K s( shot)/K s( bol)=30.6) 정도 더 우세하게 지보

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치해석 결과인 Table 8

에서 숏크리트의 압축응력이 2.46kgf/㎠, 록볼트의 축방향 응력이 14.6kgf/㎠

(73kg/5E-4㎡)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록볼트가 더 큰 응력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KURT 조건에서 두 지보재의 터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및 상호관

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석과정에서 탄성

론과 같은 가정조건의 차이나 2D 해석에 있어서의 한계 등이 한 요인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나. 암반손상대의 3D 수리-역학적 영향분석

1) 손상대 모델링 격자망

KURT에서 수행된 암반 손상대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KURT 주변에서 발생하는

손상대가 암반의 수리-역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3차원 유한차분요

소 코드인 FLAC3D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모델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

한 인자들을 고려하기 위해 그림 4.34와 같은 모델 격자망이 사용되었다. 모델 격

자의 폭은 100m, 길이는 250m 이고 높이는 300m 이며 총 격자의 수는 27,250개 이

다. 모델링에서 고려되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 지표면 지형: 터널 상부의 지표면 지형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부지조사단계에

서 얻어진 측량자료를 이용하여 그림 4.34와 같은 모델 격자망을 구성하였다.

∙ 암반 물성: 암반의 역학적 물성은 터널 위치에 따라 변화하며 파쇄대를 경계로

뚜렷한 경향을 보여준다. 모델링에서는 표 4.14에 있는 각 구간별 암반의 역학

적 물성이 사용되었다. 암반의 수리전도도는 시추공 수리시험을 통해 10m 구

간별로 얻어진 값을 사용하였다.

∙ 터널 형상 및 크기: 마제형 터널 형태와 6mx6m 크기의 터널이 모델링에서 고



려되었다. 모델링에서는 182m 길이의 진입터널 중에서 라이닝 구간을 제외한

150m 가 포함되었다.

∙ 터널 경사: 하향 10% 경사도를 가지는 진입터널을 모사하였다.

∙ 현지응력: KURT에서 측정된 수평-수직 응력비는 심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4.26]. 심도에 따른 수직-수평 응력비를 실측값과 유사하게 모사하

기 위해 지표면이 단계별로 제거되면서 현재의 지형으로 변하는 기법을 사용하

였다[4.27].

∙ 단계별 굴착: KURT 의 건설에서는 암반 상태에 따라 1-3m 씩 단계별로 발파,

굴진하였다. 이러한 단계별 굴착에 따른 영향을 모사하기 위해 모델링에서는

10m 단위로 단계별 굴착이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손상대: 모델링에서는 터널 주변에 1-2m 크기의 손상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손상대는 터널 바닥에 크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림

4.35에서와 같이 모델링에서도 터널 바닥 손상대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설

정하였다. 손상대에서의 역학적 물성은 실험실 실험 결과를 고려하여 표 4.14

와 같은 물성값을 사용하였다. 수리적 물성의 경우, 손상대에서의 수리전도도

가 모암에 비해 1 order 높은 것으로 가정하고 부지조사 단계에서 얻어진 구간

별 수리전도도를 고려하여 표 4.15와 같이 사용하였다.

2) 모델링 결과

그림 4.36은 굴착 후 pore pressure 와 지하수 흐름 방향 및 크기를 나타내고 있

다. 수리전도도가 낮은 구간에서의 터널 주변 pore pressure 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굴착 후 터널 내부로의 유입량을 계산하기 위해 FISH 프로그

램이 작성되었다. 각 굴착 단계마다 계산된 터널 내부로의 지하수 유입량은 그림

4.37와 같다. 진입터널의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유입량은 증가하며 굴착직후 급격하

게 증가한 유입량은 서서히 안정된 값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손상대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유입량은 6톤/일 정도로 이는 실측된 유입량 20톤/일에 비하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손상대의 존재를 모델링에 반영하고 손상구간에서의 수리전

도도가 모암 보다 1 order 크다고 가정하는 경우, 유입량은 손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0%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손상대에서의 수리전도도가 2～3 order

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4.28], 손상대가 터널로의 지하수 유입

량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손상대를 고려하는 경우, 터널로의 변위 변화도 예상된다. 손상대를 고려한 경우

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서의 변위 변화는 그림 4.38과 같다. 실험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표 4.16와 같은 손상 구간에서의 암반 물성을 사용한 경우, 손상대를 고려하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50% 정도의 변위 증가가 나타났다. 그림 4.38를 통해 터

널 변위가 위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각 구간의 변형계수와 밀접한 관계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최대 변위는 터널 입구부의 낮은 변형계수 구간에서 발생하며 벽

면에서의 최대변위는 약 10mm 로 나타난다. 암반의 bulk modulus 가 8GPa 이상인

경우, 손상대가 존재하더라도 터널 변위는 2mm 이내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현

지 응력이 낮게 작용하는 천부 터널의 경우, 암반의 변형계수가 높다면 손상대에

의한 변위 증가는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암반손상대의 3D 열-역학적 영향분석

1) 모델 격자망 및 모델링 조건

한국형처분시스템(KRS)에서의 손상대를 고려한 열-역학적 해석을 위해 그림

4.39과 같은 모델 격자망이 작성되었다. 상세 모델링을 위해 처분터널과 처분공이

3차원으로 구현되었고 처분공에 거치되는 핵연료부(fuel part), 처분용기 (outshell),

완충재(buffer), 뒷채움재(backfill), 손상대가 모두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

용기 외부의 열-역학적 거동에 초점을 맞추어 처분용기 내부의 사용후핵연료와

cast iron 이 균질하게 섞여있다고 가정하고 열적, 역학적 물성을 계산하여 사용하

였다(표 4.16). 완충재와 뒷채움재는 처분용기 거치직후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

으며 각각의 물성은 기존에 수행되었던 문헌조사와 실험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값

을 사용하였다[4.29]. 각 구간별 열적, 역학적 물성값은 표 4.17와 같다.

모델링에서는 강원도 고성에서 시추된 심부 시추공의 암석 물성값이 사용되었다

[4.30]. 손상대 구간의 열적, 역학적 물성은 실험실 실험 결과를 고려하여 설정하였

다. 손상대의 Bulk modulus, shear modulus, cohesion, 인장강도, 열팽창계수는 신

선한 암반의 50% 값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열전도도의 경우 손상대 구간에

서의 높은 수리전도도에 의해 유입되는 지하수에 의한 열전달 효과를 반영하여 신

선한 암반의 2배로 가정하였다. 마찰각과 비열의 경우 신선암과 동일한 값을 가지

는 것으로 보았다. 처분심도 500m 에서의 현지응력은 수평, 수직응력이 동일한 정

수압상태로 가정하였으며 지표면 온도는 20℃, 지열구배(geothermal gradient)는



3℃/100m로 가정하였다. 경수로(PWR)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붕

괴열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 x 14548)( 0.76204 tWttP -= t > 30 years

여기서 t 는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로에서 배출된 후 경과시간(year)을 의미한다.

2) 모델링 결과

손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처분용기 표면에서의 최대 온도는 92℃로 나타났

다. 처분터널과 처분공 주변에 존재하는 손상대를 고려한 경우 최대온도는 89℃

로 손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3℃ 낮게 나타났다(그림 4.40). KRS에서

고려하듯이 벤토나이트를 완충재로 사용하는 경우, 완충재의 장기 성능 확보를 위

해서는 완충재의 최대온도가 10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설계기준으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처분장 지하구조물의 설계시 손상대에 의한 3℃ 의 온도 차이는

큰 의미를 가진다.

2003년 권상기 등은 수행된 처분장 주변 인자들에 대한 열적 민감도 분석을 실시

한 바 있다[4.31]. 민감도 분석에서는 터널크기, 처분공 내의 완충재 및 뒷채움재

두께, 처분공 간격, 터널 간격과 같은 7가지 인자들이 완충재 온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분석하였다. 처분용기 거치 후 5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완충재 온도에

대한 각 인자의 영향도는 표 4.18과 같이 나타났다. 표에서 음의 값은 인자값의 증

가가 완충재 온도의 저하를 가져옴을 뜻하며 절대값의 크기는 인자의 영향도를 나

타낸다. 즉, 완충재의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처분공 간격임을 알 수

있으며 처분공 간격이 5.4m에서 6.6m 로 증가하게 되면 완충재 온도는 6.53℃ 낮아

짐을 알 수 있다. 처분터널의 경우 완충재 온도를 4.3℃ 낮추기 위해서는 36m의 터

널 간격이 44m 로 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도에서 볼 때 손상대의 고

려에 따른 3℃ 의 온도 변화는 처분장 설계에서 의미 있는 값임을 추정할 수 있다.

손상대의 존재는 처분장 주변의 응력 분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림 4.41에서 보

듯이 손상대를 고려하는 경우, 최대주응력은 손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1/2 로 감소하고 있다. 손상대에 의한 응력 분포 및 암반 강도의 변화는 소성대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림 4.42는 손상대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

에서 예상되는 처분장 주변에서의 소성대 발생 정도를 보여준다. 손상대가 고려됨



으로써 처분터널 벽면과 처분공 주변에서의 소성대 발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손상대의 존재는 처분장 주변의 열적, 역학적 거동에 직,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며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처분장 설계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손상대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라. KURT 절리암반의 안정성 해석(PFC)

절리암반으로 이루어진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

였으며, 추가적으로 지하 500m, 1000m에 존재하는 가상의 지하연구시설에 대해서

도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암반굴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암반손상영역의

유무와 절리군의 유무가 지하연구시설(KURT) 주변 암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PFC2D(Particle Flow Code 2-Dimension)모델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손상영역의

범위는 기존 연구(Kwon et al, 2009)를 참고하여 천정부와 측벽부는 각각 1 m 그

리고 바닥부는 1.5 m로 가정하였으며, 굴착으로 인해 야기된 일축압축강도와 탄성

계수의 물성변화를 대략 50% 정도로 가정하였다. 또한 절리군의 정보는 앞서 수행

한 지하연구시설(KURT)에서 수행된 절리조사의 실측자료와 사진측량을 활용하여

절리군을 생성시켰다.

PFC와 같이 입자간의 결합을 이용하여 실제 지반이나 암석의 거동을 모사하는

경우 해석대상의 거동양상과 유사하도록 입자의 물성값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

운 문제이다. 연속체 모델의 경우 모델의 입력 물성치는 실내암석실험으로부터 얻

어진 결과값으로부터 직접 얻어낼 수 있으나 입자결합모델의 경우에는 입자들의 상

호작용에 의해 개개의 입자들의 거동과 이 입자로 구성된 모델의 거동은 다른 양상

을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입자의 물성치를 결정하기 위해 입자들의 물성치를 반

복적으로 입력하여 모델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실제 거동과 비교하는 시행착오

(trial and error)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윤정석(2007)이 제안한

미시변수와 거시물성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식을 이용하여 암반의 물성을 결정하였

다[4.32].

1) 암반손상영역 물성

굴착으로 인해 암반의 초기물성이 크게 변한 암반손상영역에서의 탄성계수와 일

축압축강도는 주변 암반물성의 약 50%의 값으로 가정하였고, 포아송 비의 경우 변



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암반손상영역의 입자의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 입자들의 물성값를 반복적으로

입력하여 모델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시행착오(trial and error)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굴착손상영역(EDZ)에서의 암석물성을 PFC로 재현하기 위해

굴착손상영역의 범위에 포함된 전체 볼입자의 30%에 해당하는 볼에서의 인장과 전

단결합력(normal & shear bonding strength)을 기존값의 25%로 낮추고 변형계수

(Ec, ball-to-ball contact modulus)를 기존값의 50% 수준으로 약화시켰다. 이를 통

해 기계식굴착이나 발파로 인한 굴착으로 터널 주변암반에 발생되는 암반손상대

(EDZ)를 모사하였다.

위의 그림 4.43는 무결암과 굴착손상영역(EDZ)에서의 암석을 가정한 PFC모델의

일축압축하에서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내며, 아래의 표 4.19은 각각의 일축압축

강도와 탄성계수를 나타낸다.

2) 암반모델 구성

수치해석은 평면변형률(plain-strain)을 가정하였고, 모델의 크기는 가로, 세로

24m이고 터널단면의 형상은 마제형(inverted U-shape)으로 폭과 높이는 각각 6m이

다(그림 4.44).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해석 대상 암반에서의 절리군을 나

타낸 것이고 터널주변(측벽, 천단부로부터 약 1 m와 바닥부로부터 약 1.5 m)의 영

역은 굴착손상영역(EDZ)을 나타내고 있다. 모델에 삽입한 절리들의 위치정보는 본

연구에서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 대해 실시한 절리조사의 실측자료와 사진측

량으로 구한 절리군 정보로부터 24 m * 24 m * 24 m의 3차원 절리망 블록을 생성

한 후 현장에서의 1번 굴진면과 평행한 단면을 추출하였고, 절리요소들의 시작점과

끝점의 x, y 좌표를 이용하여 PFC의 2차원 단면상에 오버랩하여 절리군이 삽입된

PFC모델을 생성하였고 각각의 절리영역에 포함된 입자들간의 접촉점을 찾아 결합

력을 제거하였다.

그림 4.44에서와 같이 생성된 모델을 그림 4.45에서와 같이 각각 120 m, 500 m,

1000 m의 심도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여, 수직응력을 각각 3.1, 13.0, 26.0 MPa를 가

하고 수평응력인 sigma_H 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가면서 터널주변에 균열이 발생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응력수준과 완전한 터널파괴의 형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수치해석에서는 굴착손상영역(EDZ)과 절리군의 존재 유무가 전체적인 터널의

파괴양상과 주변영역에서의 균열이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응력수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4개의 해석모델과 3개의 심도별 case로

총 12회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 Case 1 : 굴착손상영역(EDZ)과 절리군 모두 존재하지 않는 intact rock

mass일 경우

∙ Case 2 : 굴착손상영역(EDZ)은 존재하지만 절리군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Case 3 : 굴착손상영역(EDZ)은 존재하지 않지만 절리군은 존재하는 경우

∙ Case 4 : 굴착손상영역(EDZ)와 절리군 모두 존재하는 경우

3) 수치해석 결과

그림 4.46은 심도 120 m의 경우에 수평방향응력 수준이 최대일 때 터널단면 주변

에 발생한 균열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4.47와 4.48은 심도 500 m와 1000 m에서의

터널단면 주변에서의 균열발생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붉은 색의 표시는 입자들간의

접촉점에서의 전단균열(shear crack)을 나타내고, 검은 색의 표시는 인장균열

(tensile crack)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주황색으로 표시된 선은 입자들의 변위벡

터를 나타낸다.

그림 46～48를 살펴보면 Case 1, 2의 경우 터널 주변에서 인장균열과 전단균열이

고르게 분포한 반면 Case 3, 4의 경우 절리와 절리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인장균열

이 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Case 3, 4에서의 붉은색 원을 살펴보

면 절리 주변에서 발생된 균열을 따라 변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절리군의 존재가 암반의 변형거동 특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심도가 깊어지면서 그 영향은 더욱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4.46에서는 두 개의 절리가 만나 형성한 작은 블록의 형태에서 입자들의 변

위가 발생하지만 그림 4.47의 검은색 선이 나타내고 있는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 바닥부에서의 균열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균열이 점차 쐐기형태의 거대한

블록을 형성하여 그림 4.48에서는 바닥부 전체에서 변위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그림 4.48에서 녹색 원을 살펴보면 그림 4.46과 그림 4.47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던 측벽부에서의 변위발생이 관찰되기 시작되었다. 이는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조적인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심도에 상

관없이 Case 1과 Case 2에서의 푸른색 원을 살펴보면 굴착손상영역(EDZ)의 존재

유무에 따라 변위발생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그림

4.48에서는 천정부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범위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ase 3, 4의 우측 천정부에 존재하는 영역을 살펴보면 균열 발생빈도가

현저히 차이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EDZ의 영향으로 야기되는 균열 발생범위와

빈도의 차이는 지하수 유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잠재적으로 터널의 안정성을 위

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49은 각각의 심도와 Case별로 터널주변에서의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의 수평방향 응력성분으로부터 구한 측압계수(수평응력/수직응력)를 비교한 그림이

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각각의 Case별로 살펴보면 심도가 증가할수록 균열이 개시

되는 시점의 측압계수는 작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심도가 증가할수록 낮은 측압계

수에도 터널 주변부에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심도별로 Case 1과 2를 그리고 3과 4를 비교하여 보면 굴착손상영역

(EDZ)가 존재하는 경우 더 낮은 측압계수에도 터널주변부에 균열이 발생한다. 이는

발파나 기계식 굴착으로 인해 응력교란과 응력재분포 현상으로 인해 터널인접영역

에 새로운 균열이 자라게 되어 소성대(plastic zone) 혹은 손상대(damaged zone)를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후 낮은 수평방향 응력수준에도 쉽게 균열이 성장, 결합, 전

파하기 때문이다. 또한 Case 1과 3 그리고 2와 4를 비교하여 보면 절리군이 존재하

는 경우에 더 낮은 측압계수에도 터널 주변부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지하처분연구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획득

한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터널거동과 관련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관련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하처분연구시설 내 터널발파로 인한 각 구간별 암반 손상대를 측정하기 위해,

영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고 9개의 시추공을 대상으로 총 350 여 회의 구간별 암반

변형계수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손상대 구간은 KURT 주변에서 전체적으로 0.6～

1.8m에 이르렀으며, 손상대 구간에서의 변형계수는 주변 암반에 대해 약 40%에 해

당되었다. 현장실험을 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KURT에 대해 현지응력 및 지보재

의 영향을 고려한 터널주변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터널의 암반손

상대를 고려함으로써 KURT 내 터널변위는 약 65% 추가변위가 발생하였고, 최대

주응력은 58%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손상대 영역의 고려로 인해 소성영역



이 터널의 천정 및 바닥부근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지보재의 터널

변위제어 효과는 손상대 비고려 구간에서 0.7% 그리고 손상대 구간 고려 구간에서

2%의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 KURT 시설은 주변지반의 소성영역분포가 모두

록볼트 길이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보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

음을 고려할 때 KURT와 주변 지반의 안정성은 모두 양호한 상태로 판단된다.

손상대의 존재로 인한 터널 주변 암반거동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FLAC3D를 이

용하여 3차원 해석을 통해 수리-역학적, 열-역학적 해석이 수행되었다. KURT주변

에 손상대를 고려하는 경우, 손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높은 지하수 유

입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손상대 구간에서의 수리전도도가 1 order 높은 것으로 가

정하는 경우, 지하수 유입량은 2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전도도가 높은

구간을 굴착하는 경우 유입량의 증가도 높았으며 굴착 직후 상승한 유입량은 굴착

진행에 따라 서서히 안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URT의 굴착이 완료된 후, 수

리전도도가 낮은 구간에서 높은 공극수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실 실

험을 통해 얻어진 손상대 구간의 역학적 물성변화를 고려하는 경우, KURT 굴착

에 따른 터널 변위는 손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50% 증가하였다. 한국형

기준처분개념(KRS) 을 적용하는 경우, 완충재에서의 최대 온도는 손상대를 고려하

는 경우, 손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3℃C 낮게 나타났다.

지하처분연구시설 내의 손상대 측정구간의 노출벽면에 나타나있는 절리를 조사하

고 시추공에서 회수된 암석코아의 RQD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손상구간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실 및 현장시험을 통해 얻어진 암반 물

성과 현지응력, 절리면 분포 등이 고려된 다양한 조건에서의 수치해석을 실시하였

다. No. 1, 2, 3번 면에 대한 조사 결과 실측 조사로 총 114개의 절리 자료를 얻었

으며, 사진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114개의 자료를 통해 절리군을 파악하였다. 1차

조사 후에는 추가된 SMX 사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보충하였다. 경

사방향 235°, 경사 77° 를 갖는 절리군과 경사방향 284°, 경사 85° 를 갖는 절리군이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PFC2D를 이용하여 지하연구시설(KURT)

에 미치는 현장 절리군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하연구시설 주변응력의 변화로 인

해 야기되는 균열의 발생은 주로 절리면을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심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그리고 심도에 상관없

이 암반손상대(EDZ)의 존재로 인해 변위발생정도, 균열의 발생범위 그리고 균열의

발생빈도가 확연히 증가하였다. 또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응력수

준은 암반손상영역(EDZ)과 절리군의 영향으로 인해 더 낮아졌다.



실험실 및 현장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손상대의 규모 및 손상대에서의 물성변화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가 처분터널의 거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이해

는 향후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계획 및 설계에 신뢰성을 증진하고 시스템의 안정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1. 결정질 암반에서의 EDZ 연구

Country Canada Finland Sweden Japan

Site URL 
Olkiluoto
research 

tunnel
Stripa
mine ASPO Kamaish

Mine

Depth 209m 420m 60m 340m 80m 420m 730m

Rock Granite/Granodiorit
e Tonalite Granite Granodiorite Granite

Tunnel 
size  2.8m 3.5m 1.5m 4m 5m 3.5m

Excavation 
method Blasting Line 

drilling Boring Blasting Blasting Control 
Blasting TBM Normal

blasting
Smooth
blasting

EDZ size 
-floor: 
<1m

-wall:0.5
m

0.7m 0.15-0.3m 0.5m
-floor:

1-1.5m
-wall:

0.3-0.5m

-floor:
0.8m
-wall:
0.3m

0.03m 0.8m 0.8m

Organiz. AECL Posiva SKB JNC 

표 4.2. 경사시추공을 통한 KURT 주변 암반의 물성평가

Parameters
Range

30∼82m 82∼125m 125∼177m 177∼192m 192∼252m

Measurement Interval (m) 52 43 50 15 60

Dip of the range 88 68-88 68-90 90 90

UCS (MPa); σcm 30.8 58.4 71.6 77.6 82.7

Em (GPa) 3.2 12.1 37.9 6.21 20.4

Bulk modulus (GPa) 2.13 8.07 25.3 4.14 13.6

Shear modulus (GPa) 1.28 4.84 15.16 2.48 8.16

Cohesion (MPa) 1.7 4.2 6.7 4.6 6.4

Friction angle 35 40 46 36 42

Tensile strength (MPa) 0.014 0.102 0.49 0.047 0.26



표 4.3. KURT의 평균 암반변형계수(Em) 및 암반손상 영역추정

Parameters Zone 1 Zone 2 Zone 3 Zone 4

Ave. Em of Intact
rock

Ver.(GPa) 12.2 12.6 17.3 13.9

Hor.(GPa) 15.9 14.3 15.6 14.2

Ave. Em of EDZ
Ver.(GPa) 7.8 12.8 8.3 6.1

Hor.(GPa) 4.9 12.8 3.7 10.7

Range of EDZ (m) 0.6～0.9 Around 0.6 0.6～0.9 1.5～1.8

표 4.4. 암반 시료에 대한 직접전단 시험(Direct Shear Test)

Site
Area

(㎠)

Normal

stress

(㎏/㎠)

Peak

Shear

Strength

(㎏/㎠)

Residual

Shear

Strength

(㎏/㎠)

Peak

Friction

Angle

(°)

Residual

Friction

Angle

(°)

Apparent

Peak

Cohesion

(㎏/㎠)

JRC
JCS

(㎏/㎠)

Pre_tes

t
23.8 5.0 4.3 2.9 36 33 1.5 2-4 310

Heater
공
상부

25.9 5.0 7.6 3.8 42 40 3.2
10-1

2
260

Heater
공
하부

24.8 5.0 7.1 4.1 42 38 2.9 2-4 190



표 4.5. 암반 불연속면에서의 전단특성 시험

Site
Area

(㎠)

Normal

stress

(㎏/㎠)

Shear

Stiffness(Ks)
(㎏/㎠/㎜)

Initial

Normal

Stiffness(Kni)
(㎏/㎠/㎜)

Normal

Stiffness(Kni)
(㎏/㎠/㎜)

Initial

Dilation

Angle(Φd)(°)

Pre_test 23.8 5.0 6.4 16.4 720.3 5.0

Heater 공
상부

25.9 5.0 23.9 17.2 598.2 4.9

Heater 공
하부 24.8 5.0 4.9 18.4 652.1 2.2

표 4.6. Specific Acoustic Impedances

Material
Density

(kg/m3)

P-Wave Speed

(m/s)

Specific Acoustic

Impedance(kg/m2.s)

Air 1.205 343 0.413

Concrete 2300 3000-4500 6.9-10.4×10
6

Granite 2750 5500-6100 15.1-16.8×10
6

Limestone 2690 2800-7000 7.5-18.8×10
6

Marble 2650 3700-6900 9.8-18.3×10
6

Quartzite 2620 5600-6100 14.7-16.0×106

Soil 1400-2150 200-2000 0.28-4.3×106

Steel 7850 5940 46.6×10
6

Water 1000 1480 1.48×10
6



표 4.7. FFRC 시험을 통한 KURT 암석의 동적물성 측정결과

Rod wave
velocity

[Vrod,m/s]

Elastic
modulus
[E,Gpa]

Density
[ρ,kg/m3]

P-wave
velocity
[Vp,m/s]

Constraint
modulus
[M,Gpa]

Shear
modulus
[G,Gpa]

S-wave
velocity
[Vs,m/s]

Damping
ratio

4000 42.70 2669.0 4785 61.11 16.18 2462 0.008 

4008 42.89 2670.2 4795 61.38 16.25 2467 0.015

3531 32.36 2595.5 4224 46.31 12.26 2173 0.018

3340 29.68 2660.6 3995 42.47 11.24 2056 0.010 

3132 25.78 2628.4 3747 36.90 9.77 1928 0.014

표 4.8. FLAC 해석을 위한 지표층 및 암반의 물성입력 정보

Deformation
modulus(M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Friction
angle(∘)

Density
(kg/㎥)

Surface layer 20 0.35 0.20 30 1800

Rock mass 14,300 0.204 3.42 32.9 2700



표 4.9. FLAC 해석을 위한 터널지보재의 지보패턴 및 물성정보

Unit Value

Shotcrete
Deformation modulus
(soft / hardened)
Poisson's ratio
Thickness

MPa
-
m

5,000 / 15,000
0.2
0.1

Rockbolt
Cross-section area
Yield force
Young's modulus
Spacing(transverse/longitudinal)

㎡
KN
MPa
m

5.0E-4
170
210,000
2 / 2

표 4.10. 터널 단면위치별 최대주응력 및 변위변화(KURT)

Parameters
KURT

w/o EDZ w/ EDZ

Displacement
(x10-3m)

Crown 0.35 0.55
Left wall 0.57 0.86
Right wall 0.39 0.65
Invert 0.53 0.95

Max. principal stress
(MPa)

Crown -2.98 -1.39
Left wall -1.70 -0.33
Right wall -1.74 -0.32
Invert -1.19 -0.99

(-) compression



표 4.11. 터널 최대주응력 및 변위변화에 대한 터널지보재의 영향분석

Parameters
KURT

w/o EDZ w/ EDZ

Displacement
(x10-3m)

w/o supports
Crown   0.35   0.55
Invert   0.53   0.95

w/ supports
Crown   0.34 (-1.2%)   0.53 (-3.6%)
Invert   0.53 (-0.2%)   0.95 (-0.2%)

Max. principal 
stress
(MPa)

w/o supports
Crown  -2.98  -1.39
Invert  -1.19  -0.99

w/ supports
Crown  -2.96 (-0.7%)  -1.38 (-0.8%)
Invert  -1.19 (0.2%)  -0.99 (-0.2%)

( )의 값은 증감율을 나타냄.

표 4.12. 손상대 고려유무에 따른 KURT 터널지보재의 최대 압축응력

및 축하중 산정

Supports
Max. compressive stress of Shotcrete Max. axial force of Rockbolt

w/o EDZ w/ EDZ w/o EDZ w/ EDZ

Value 3.01Kg/㎠ 2.46Kg/㎠ -0.040Ton -0.073Ton



표 4.13. 경사시추공 거리에 따른 KURT 주변 암반물성변화

Parameters
Range(m)

30～82 82～125 125～177 177～192 192～252

Interval(m) 52.9 42.6 51 15.2 60.1

Dip of the range 88 68-88 68-90 90 90

UCS(MPa) 30.8 58.4 71.6 77.6 82.7

Em(GPa) 3.2 12.1 37.9 6.21 20.4

Bulk modulus(GPa) 2.13 8.07 25.3 4.14 13.6

Shear modulus(GPa) 1.28 4.84 15.16 2.48 8.16

Cohesion(MPa) 1.7 4.2 6.7 4.6 6.4

Friction angle 35 40 46 36 42

Tensile strength(MPa) 0.014 0.102 0.49 0.047 0.23

표 4.14. EDZ의 역학적 특성

Range
(m)

Bulk
modulus
(GPa)

Shear
modulus
(GPa)

Cohesion
(MPa)

Friction
angle
(deg.)

Tensile
strength
(MPa)

40～80 1.07 0.64 1.36 35 0.011

70～130 4.04 2.42 3.36 40 0.08

130～180 12.65 7.58 5.36 46 0.098



표 4.15. EDZ의 수리학적 특성

Range(m)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110

Hydraulic

conductivity
7.15e6 7.15e6 1.75e6 3.42e6 3.06e6 3e7 1.05e7

Range(m) 110～
120

120～
130

130～
140

140～
150

150～
160

160～
170

170～
180

Hydraulic

conductivity
2.44e6 5.19e6 8.54e9 2e7 8.18e9 1.86e7 9.24e8

표 4.16. 연료부와 outshell의 재료적 특징

Material type Unit Fuel+Cast steel Stainless steel

Model type Elastic model Elastic model

Young's modulus GPa 190 200

Poisson's ratio 0.3 0.3

Density Kg/m
3

6500 8000

Thermalconductivity W/m oK 43 15.2

Specific heat J/Kg oK 424 504

Thermal expansion /
o
K 1.2e-5 8.2e-6



표 4.17. Rock, buffer 그리고 backfill 재료적 특성

Unit Rock Buffer Backfill

Material
type

Granite Bentonite Bentonite 70%+
Sand 30%

Modulus GPa Bulk=37.04
Shear=21.65

Bulk=0.345
Shear=0.258

Bulk=0.038
Shear=0.029

Density Kg/m3 2650 Dry 1800
Wet 2100

Dry 1800
Wet 2100

Thermal
conductivity W/m oK 2.523 1.47 2.04

Specific
heat

J/Kg oK 1576 888 900

Thermal
expansion

/oK 1.92e-5 3.1e-4 3.1e-4

UCS MPa 7.66 0.93

Cohesion MPa 22.5 1.1 1.1

Friction
angle

Degree 61 50 17



표 4.18. 50년 후의 주요 인자들의 완충재 온도상승에 미치는 영향

tunnel

width

tunnel

height

tunnel

spacing

hole

spacing

side-buf

fer

upper

buffer
Backfill

Max. value 6.6m 7.7m 44m 6.6m 0.55m 1.65m 1.1m

Min. value 5.4m 6.3m 36m 5.4m 0.45m 1.35m 0.9m

Average temp.

with max. value
79.5oC 79.5 oC 77.3 oC 76.2 oC 79.8 oC 79.4 oC 79.5 oC

Average temp.

with min. value
79.4 oC 79.4 oC 81.6 oC 82.7 oC 79.1 oC 79.5 oC 79.5 oC

Main effect 0.06 0.06 -4.32 -6.52 0.68 -0.1 -0.02

표 4.19. 암반물성과 암반손상대의 물성

Intact rock (A) EDZ (B) B/A (%)

Young's Modulus (GPa) 53.7 31.3 58.2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109.4 56.6 51.7



그림 4.1. 지하 터널구조물 주변 암반손상대(EDZ) 발생 개념(Sato et al., 2000)



Rx

Crac k in the m ed ium

Reflection wave

Tx

Cotrol
Unit

그림 4.2. 수평 시추공에서의 시추공 레이더 반사법 탐사의 모식도

(a) Antenna (b) Borehole survey

그림 4.3. Borehole 레이다 반사법 현장조사



(a) 7.19 - 7. 21 (b) 7. 19 - 7. 25

(c) 7. 19 - 7. 28 (d) 7. 19 - 8. 1

그림 4.4. 레이더 반사 탐사법의 데이터 이미지 처리

그림 4.5. 손상대 크기평가를 위한 현장실험 위치



그림 4.6. 암반 손상대의 변형계수 현장측정(Goodman Jack)

그림 4.7. Goodman Jack 시험을 통한 하중-변형 간의 관계(Zone 4, No. 7)



그림 4.8. KURT 시험구간 별 평균 암반변형 계수(Em) 및 암반손상 영역

변화

그림 4.9. KURT 불연속면 분포조사 현장위치(No.1, 2, 3)



그림 4.10.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의 절리 조사면 현장사진

그림 4.11. SMX 에 적용된 조사면의 사진 자료



(a) (b)

그림 4.12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절리조사 자료



그림 4.13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사진자료 추가 후 총 절리 조사 결과

그림 4.14. Seismic motion wave frequency spectrum(M. Cai et al., 2007)



그림 4.15. FFRC 계측시스템 구성요소 및 측정원리

그림 4.16. FFRC 계측시스템 측정장치 및 실험방법



그림 4.17. KURT 시료 음향방출(AE) 및 압축강도 측정장치



그림 4.18. KURT 시료의 압축파괴시 음향방출(AE) 탐지

그림 4.19. KURT 시료의 압축강도 측정



(a) Acoustic wave 전파특성 측정

(b) 비절리 암석의 AE 센서배치 모형

(c) 절리 암석의 AE 센서배치 모형

그림 4.20. KURT 암석시료를 이용한 AE 전파특성 측정실험



그림 4.21. 비절리 암석시료를 이용한 Vp의 전파속도 측정



그림 4.22. 비절리 암석시료를 통한 AE 전파특성



그림 4.23. 절리암석을 가로지르는 AE의 전파특성



그림 4.24 AE 센서를 이용한 비절리 암석의 2D 위치표정



그림 4.25 도달시간차 산정을 위한 AE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LabView 8.5)



그림 4.26. 도달시간차 산정을 위한 AE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source code)



그림 4.27. 암석 내에서의 AE 설치위치 및 위치표정 결과



그림 4.28. KURT 현장암반의 AE 센서설치 및 현장절리 분포조사



그림 4.29. KURT 현장암반의 AE impact hammer 제작 및 현장설치



그림 4.30. AE 데이터 계측시스템 구축



그림 4.31. 모델해석을 위한 해석 domain 및 터널지보 패턴



(a) Field data at Zone 4 (b) Visualized model shape in FLAC

그림 4.32. 현장 암반변형계수 측정데이터를 이용한 EDZ 영역 세분화

(Zone 4)



(a) Without EDZ

(b) With EDZ

그림 4.33. 암반손상대 고려유무에 따른 KURT 소성대 발생평가 비교



 

100m 

250m 

그림 4.34. KURT 터널의 수리-역학적 복합효과 분석을 위한 모델메쉬 구성



 

(a) Mechanical property variation (b) Hydraulic conductivity variation

그림 4.35. 수리, 역학적 재료적 물성치 부여



그림 4.36. 굴착후 Pore pressure contour 분포 및 지하수 유동방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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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단계별 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동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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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터널굴착에 따른 단면위치별 변위의 변화(천정, 바닥, 측벽)



그림 4.39. 한국형 표준처분개념에 따른 Thermal-Mechanical 복합거동

해석을 위한 모델메쉬



30

40

50

60

70

80

90

10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Elapsed time (years)

te
m

pe
ra

tu
re

 (d
eg

. C
)

Cask/Buffer temperature(Point A)

Buffer/rock temperature(Point B)

Rock temperature (Point C)

Point A temperature with EDZ

Point B temperature with EDZ

Point C temperature with EDZ

그림 4.40. 암반손상대의 근계영역 온도분포 변화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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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암반손상대의 근계영역 최대주응력 변화에 대한 영향



그림 4.42. 처분공 및 터널 주변에 발생한 소성영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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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무결암과 EDZ 구간에서의 암석에 대한 일축압축시험



그림 4.44. PFC 암반모델 구성 해석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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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및 가상의 연구시설의 위치



그림 4.46. 심도 120 m에서의 최대응력수준에서의 균열발생

양상



그림 4.47. 심도 500 m에서의 최대응력수준에서의 균열발생 양상



그림 4.48. 심도 1000 m에서의 최대응력수준에서의 균열발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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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터널주변에서의 균열발생 시점에서의 측압계수



제 5 절 공학적방벽재 개발

1. 배경

고준위폐기물처분장에서 완충재는 공학적방벽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

로서, 주위 암반으로부터의 지하수 유입을 최소화하고, 지하수에 의해 용해된 핵종

이 폐기물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저지하며, 외부의 역학적 충격으로부터 폐기물과

처분용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개발 2단계 연구결과로서 기준처분시

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기준처분시스템의 설계개념 (그림 5.1)에 따르면, 처분폐

기물은 처분용기 (disposal container)에 넣은 후 처분터널 바닥에 굴착하여 만든 처

분공 (borehole)에 정치시키고, 처분용기와 처분공의 암반 벽 사이에는 완충재

(buffer)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5.1, 5.2]. 완충재 물질로는 국산벤토나이트의 사

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방벽성능 향상과 제작 및 설치 시 작업성을 감안하여 블록

형태로 만들어 설치할 계획이다.

기준처분시스템에 설치할 완충재블록의 형태는 그림 5.1에서와 같이 처분용기 측

면에는 파인애플 모양을, 그리고 처분용기 상.하부에는 디스크 모양의 블록이 사용

될 예정이다. 그런데 압축벤토나이트 완충재블록은 제작 조건에 따라 필요한 압축

력의 차이가 크고, 제작된 블록의 성능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최적 조건

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축소 규모에서 얻어진 제작 조건은 블록의 규

모를 증가시킬 때, 차이가 생기므로 scale-up이 완충재 블록의 제작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물질의 사용은 초염기성 상태를 유발하며 이는 완충재로서의

벤토나이트의 거동은 물론 주변 암반의 물리․화학적 거동에 변화를 초래하며, 폐

기물 처분용기(cask) 붕괴 시 누출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이동특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지하수의 조성과 심지층 환경에서의 미생물의 성장조건

등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시멘트 물질의 사용 없이 현재의 기술

로 고심도 암반조건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대규모 지하공동 구간을 건설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처분터널의 구조적 안전성을 고

려하면 시멘트 물질의 사용은 피할 수 없는 대안임을 간과할 수 없다. 스웨덴의 경



우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시 사용되었던 시멘트 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후 터널

을 패쇄(closure)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암반 내에 주입된

시멘트 그라우트까지 모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소한 모니터링 기간(보통

100년 이상) 동안에는 터널의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 시멘트의 사용은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시멘트 물질 이외의 대체 물질을 개발한다하더라도 처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멘트 만큼의 충분한 재료적 이해와 장기거동 특징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시점에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위해서는 처분장

환경조건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시멘트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현

재 유럽 선진국들을 포함하여 핀란드, 스웨덴, 일본,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low-pH 시멘트 물질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국가 간의 연구성과

효율증대를 위해 국제 공동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완충재블록 연구에서는 기준처분시스템 처분공에 적용 가능한 블

록몰더를 설계.제작하고, 이 몰더를 이용한 블록제작에 적합한 가능한 성형조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성형블록을 대상으로 압축특성 및 수분조건에 따른 붕괴특성을

분석하고, 처분공 모형을 만들어 블록 설치 시 문제점과 유동특성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밀봉재 연구에서는 시멘트 물질의 적용을 위한 관련 기술 선진국들의 연구동

향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 고준위폐기물 처분후보지를 건설하고 있는 POSIVA의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배합설계를 바탕으로 Low-pH 및 High-pH 시멘트 그라

우트 시료를 제작하여 관련 물성을 평가하였다.

2. 완충재 블록

가. 블록 몰더

고준위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완충재 블록의 제작기술은 공학적방벽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에 있어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나, 압축벤토나이트를 이용한

블록제작기술 개발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지금까지 시도된 압축 벤토나이트블록

제작방법은 단방향 다짐방법(compaction)을 사용하기 때문에 균일성 (homogeneity)

이 좋지 않거나, 가장자리 부분이 취약한 단점을 갖고 있고, 블록은 처분공의 형상

과 설치 시 작업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블록을 제작.조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몰더 제작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방향 다짐



방법 적용과 한 개의 블록몰드로 3가지 형태 (A-형, B-형, C-형)의 블록 (그림 5.2)

을 제작할 수 있는 벤토나이트완충재블록 제작 몰더를 설계.제작하였다.

그림 5.3은 본 연구에서 설계.제작한 압축 벤토나이트블록 제작장치의 전체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제작장치는 성형다이, 상부펀치, 하부

펀치, 상부누름지그, 하부받침지그, 운반트레이 등 6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성

형다이 (그림 5.4)는 원하는 모양의 완충재블록을 성형하는 주 구성요소로서, 몸통

부분, 도어부분, 조임나사, 손잡이로 구성된다. 성형다이의 몸통부분과 도어부분은

경첩 (hinge)으로 연결하여 성형블록을 꺼집어 낼 때 도어부분을 밖으로 열어젖힐

수 있도록 하였다. 조임나사는 경첩으로 연결된 성형다이의 몸통부분과 도어부분을

조여서, 다짐 시 발생하는 압축력에 의해 서로 밀리지 않도록 강하게 잡아주는 역

할을 하며, 와셔와 원통관은 다짐 시 과도한 압축력이 작용할 때 그 힘을 분산시켜

조임나사와 너트의 나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손잡이는 성형다이의 몸통부분

과 도어부분 양쪽에 붙여서 용접을 하고 다시 볼트로 조여, 과도한 압축력에 의한

성형다이의 변형을 최소화 하고 또한 운반과 취급이 용이한 형태를 갖도록 했다.

상부펀치는 성형하고자 하는 블록의 평면과 동일한 모양을 가지며, 위쪽 면에는

상부누름지그의 원통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깊이 10 mm

의 원형 홈을 만들었으며, 또한 그 양 옆에는 펀치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

용 나사구멍을 2개 만들어 두었다. 하부펀치는 상부펀치와 동일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며, 아래쪽 원형 홈에는 하부받침지그의 원통이 들어가고, 그 양 옆에는 손잡이

용 나사구멍 2개를 만들어 두었다.

상부누름지그는 원형실린더, 받침판, 원형실린더와 받침판을 강하게 잡아주는 용

접판으로 구성되며, 아래쪽의 원형실린더는 상부펀치의 원형 홈에 끼워져 수평을

잡아주고, 상부의 받침판은 프레스 하중봉(loading rod)과 접촉하여 수평을 잡아주

는 역할을 한다. 하부받침지그는 상부누름지그와 크기나 모양 및 구성요소가 동일

하다. 완충재블록을 성형할 때 받침판은 운반트레이 바닥에 두고, 대신에 원형실린

더는 하부펀치의 원형 홈에 끼워 작업 시 움직이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운반트레이는 바닥판, 상판, 도르레바퀴로 구성되며, 작업의 수월성을 도모하고,

특히, 작업공간이 많지 않은 프레스에서 성형다이 조립과 그 밖의 블록 준비작업을

프레스 밖에서 하고, 이렇게 작업이 끝난 제작장치를 블록 성형을 위해 프레스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바닥판은 하부받침지그를 지지하고, 상판에는 하부펀치를 들여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며, 도르레바퀴는 마찰저항이 적고 큰 하중에도 견

딜 수 있는 것으로 4개를 달았다.



본 제작장치는 하나의 성형다이로 3종류의 블록 (그림 5.2)제작이 가능하게 만들

었다. 그림 5.5와 그림 5.6은 각각 B-형, C-형 블록을 만들 때 사용하는 판금틀이

다. B-형 (혹은, C-형) 블록은 A-형 블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성형다이에 그림 5.5

의 B-형 (혹은, 그림 5.6의 C-형) 판금틀을 넣고 성형한다. 판금틀은 2 mm 두께의

SUS판으로서 B-형 (혹은, C-형) 블록 모양을 만들되, 나머지 부분은 가이드판

(guide plate)을 붙여서 성형다이 안쪽에 꼭 맞게 들어가도록 만든다. 그리고 판금틀

의 높이는 블록의 높이와 같도록 해야 하며, 판금틀 위쪽 가장자리는 다짐 시 벤토

나이트가 쌓이지 않도록 칼날 같이 경사를 주어 만들었다.

나. 블록 제작 및 특성

1). 블록제작

가) 벤토나이트 재료

우리나라 벤토나이트는 대부분 Ca-형 벤토나이트로서, 한반도 동남쪽 경주-포항-

울산으로 연결되는 삼각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다 (그림 5.7 참조). 방사성폐기물기

술개발부에서는 고준위폐기물처분장 기준완충재물질로서 경주 벤토나이트를 제안하

고, 경주시 양남면 소재 제29호 진명광산에서 채취한 벤토나이트 (이하 "경주벤토나

이트"라 칭함)를 대상으로 완충재의 기본물성을 측정한 바 있다 [5.1].

경주벤토나이트는 그림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형 벤토나이트로서, 몬모릴로나

이트 70%, 장석 29%, 석영 ～1%의 구성비율을 하고 있으며, 화학조성은 표 5.1과

같다. 대부분 SiO2와 Al2O3가 차지하였고, CaO는 NaO보다 높은 구성비율을 나타

내고 있다. 양이온 교환능 (CEC)은 57.6 meq/100g 이며, 비중과 표면적은 각각

2.74 와 347.6 m2/g이었다. 그밖에 액상한계 244.5%, 소성한계 46.1%를 보였으며

소성지수는 198.4%이었다. 그리고 벤토나이트 완충재블록 제작을 위해서 원광은 건

조.분쇄 한 후 200 메쉬 ASTM 망체를 통과시킨 벤토나이트 분말 (입도분포: 그림

5.9 참조)을 사용하였다. 완충재블록 제작에 사용된 벤토나이트의 수분함량은 15

wt.%였다.

나) 장치 및 방법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블록 제작을 위해 사용한 몰더와 프레스의 조립 장치도는

그림 5.10과 같다. 이 제작장치를 이용한 A-형 블록의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프레스 바닥 적당한 위치에 운반트레이를 놓고, 운반트레이 바닥판 중앙에는 받

침판을 아래로, 원형실린더를 위로 향하게 해서 하부받침지그를 올려놓는다.

(2) 원형 홈이 만들어져 있는 하부펀치의 아래쪽을 하부받침지그의 원형실린더 위

에다 얹어 놓는다.

(3) 성형다이의 몸통부분을 운반트레이 상판 위에 얹어 놓되, 단계 (2)의 하부펀치

일부가 축방향으로 A-형 블록 모양이 만들어진 성형다이의 몸통부분 안쪽에

제대로 들어가도록 위치를 잡아준다. 여기에다 성형다이의 도어부분을 몸통부분

과 꼭 맞게 조립하고, 조임나사를 끼워 다짐 시 작용하는 큰 압축력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단단히 조여 준다.

(4) 성형다이의 조립이 완료되면 완충재 블록 제작을 위해서 A-형 블록모양이 만들

어진 성형다이 안쪽에 벤토나이트 분말시료를 넣고, 분말시료가 골고루 분포하

도록 직경 20 mm x 길이 300 mm의 파이프를 이용해서 골고루 섞으면서 다져

주되 위 부분이 평편하게 되도록 해준다.

(5) 상부펀치에 나사구멍이 만들어진 손잡이를 끼운 후, 이 손잡이를 이용해서 상부

펀치를 벤토나이트 시료가 다져진 금형 속으로 밀어 천천히 넣되, 분말 벤토나

이트가 비산하지 않도록 조심을 한다. 그리고 사용했던 손잡이는 빼서 따로 보

관 한다.

(6) 단계 (5)에서 벤토나이트 시료 위에 올려놓았던 상부펀치의 위쪽 원형 홈에는

상부누름지그의 원형실린더를 끼워 넣고 프레스의 하중봉이 닫는 받침판은 위

로 향하게 한다.

(7) 본 장치의 조립이 끝나면, 상부누림지그의 받침판과 다짐에 사용할 프레스의 하

중봉이 일직선으로 놓이도록 운반트레이를 움직여 위치를 잡아주고, 프레스를

이용해서 미리 정해 둔 높이 (원하는 충전밀도)까지 다짐을 하여 블록을 성형한

다.

(8) 성형된 블록은 성형다이의 도어부분을 해체하여 꺼집어낸다. 해체 작업은 성형

다이의 조정나사를 풀고, 성형다이의 도어부분을 밖으로 젖혀 열어 블록을 꺼집

어낸다.

B-형 (혹은, C-형) 블록의 제작은, A-형 블록의 제작방법 중 단계 (3)과 단계

(4) 사이에, 해당 블록 제작을 위해 그림 5.5의 B-형 (혹은, 그림 5.6의 C-형) 판금

틀을 성형다이 안쪽에 끼워 넣는 것을 제외하고는 절차가 동일하다. 판금틀을 끼워



넣을 때 모서리에 칼날 경사가 있는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한다. 그리고 단계 (8)에서

얻어진 성형블록은 가운데 있는 블록만 사용하고 나머지 판큼틀 바깥부분과 금형

사이에 끼워져 있던 불필요한 부분은 버린다. 그림 5.11은 본 블록제작 장치 및 방

법을 사용해서 제작된 A-형, B-형, C-형 블록의 실물을 보여 주고 있다.

2). 성형특성

완충재블록의 성형특성시험은 A-형 블록 (그림 5.12)을 사용해서 실시하였으며,

건조밀도, 수분함량, 입자크기, 윤활유 사용유무에 따른 성형특성를 조사하였다. 또,

성형블록이 어느 정도 균일성 (structural homogeniety)을 갖는지 보기 위해 제작

후 블록 내 위치에 따른 건조밀도와 수분함량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그림 5.13 - 그림 5.17는 성형특성 시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벤토나이트 완충재블록의 성형에 필요한 압축력 (compaction

pressure)은 건조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고, 수분함량의 증가에

대해서는 비선형곡선 형태로 수분함량 15%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림

5.14 참조). 그러나 수분함량 18%를 넘을 경우 압축력은 급격히 감소하지만, 블록과

몰드사이의 점착력이 강하여 몰드 해체 시 블록의 깨짐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15～18% 내외의 수분함량으로 블록을 제작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블록 제작 시 몰더 벽면에 윤활유를 사용 했을 때의 압축력 변화를 조사

하였으나, 주어진 몰더와 시험조건 하에서는 그 효과가 거의 없었다. 그림 5.15는

입자크기에 따른 압축력의 변화를 여러 가지 건조밀도에 대해 보인 것이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블록 제작 압축력은 분말(powder)벤토나이트를 사용했을 때가 과

립(granule)형 벤토나이트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큰 압축력을 필요로 하였다.

그림 5.16과 그림 5.17은 수분함량 15%인 벤토나이트를 가지고 목표 습윤밀도

1.8 Mg/m3 (건조밀도로는 1.6 Mg/m3)으로 성형한 블록를 대상으로 각각 밀도분포

와 수분함량분포를 조사한 것이다. 성형된 완충재블록의 습윤밀도분포는 블록의 가

장자리에서 감소하였고, 수분함량분포는 가장자리에서 증가하였으나 블록의 중앙부

와의 값 차이는 5%내외로 근소하여 성형된 블록이 균일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압축특성



벤토나이트 완충재블록의 일축압축특성은 건조밀도 및 수분함량에 따른 압축강도

와 탄성계수 (Young's modulus)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KS시험법 표준공시체에

대한 결과와도 비교하였다. 시험결과 (그림 5.18 - 그림 5.21), 완충재 블록의 일축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는 건조밀도가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일축압

축강도의 변화율이 탄성계수의 것보다 크게 나타났다. 수분함량에 따른 일축압축강

도와 탄성계수는 주어진 실험범위에서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일정 수분함량을 넘어

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일한 성형조건에서 제작된 블록 (as-is-block)과

KS 규정시료의 시험에서 블록의 일축압축강도는 KS 표준공시체의 것보다 큰 값을

보였으며, 탄성계수는 블록의 값이 약간 작은 듯이 보였지만, 실험오차를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값으로 볼 수 있었다.

삼축압축특성은 ACE-ONE사의 서보제어가 가능한 로드셀 용량 4 ton의 압축

기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시편은 직경 54 mm, 높이 108 mm의 원기둥 모양으

로 제작하였다. 실험에서 구속압은 1.5 kg/cm2, 3.0 kg/cm2, 4.5 kg/cm2로 변화시켰

으며, 블록의 마찰각(∅)과 점착력(c)은 각 구속압에 따른 하중-변위곡선으로부터

구한 최대하중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그림 5.22). 실험결과, 압축 벤토나이트의 건

조밀도가 커질수록 시료파괴 시 최대하중이 크게 나타났다 (표 5.2 참조). 벤토나이

트의 수분함량은 15%일 때 시료파괴 시 최대하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벤토나이트의 건조밀도와 수분함량에 따른 점착력(c)과 내부마찰각(∅)의 결

과는 표 5.3과 같다. 즉, 압축벤토나이트의 점착력은 건조밀도가 클수록 커지며, 수

분함량이 15%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내부마찰각은 건조밀도와 수분함량이 작

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또, 점토의 일종인 벤토나이트는 내부마찰각보다는 점착력의

영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열전도도 측정에서는 순간열전도측정계 (Kyoto Electronics, QTM-500)가 사용

되었으며, 건조밀도 및 수분함량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림 5.23과

그림 5.24는 각각 건조밀도 및 수분함량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충재블록의 열전도도는 건조밀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

으며, 건조밀도 1.6 Mg/m3 이상에서 더 큰 증가가 있었다. 수분함량의 증가에 대해

서도 열전도도가 증가하였지만, 수분함량이 약 23% 이상에서는 변화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수분조건에 따른 붕괴특성



벤토나이트 분말이나 압축 벤토나이트블록은 주위의 습도가 자체습도보다 낮으면

건조과정에 의해 수축이 일어나 균열이 생기지만, 반대로 주위의 습도가 자체습도

보다 높으면 습윤과정에 의해 팽윤되면서 균열을 메우거나 부피팽창이 커져 붕괴가

일어나게 된다.

처분장의 경우, 운영 중 처분터널 내 습도는 주위 암반조건과 외부 대기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터널 주위의 암반은 지하수로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 내 습도가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 진입터널은 외부와 통하기 있기 때

문에 외부의 날씨나 계절적인 기후변화에 의해 터널 내 습도가 아주 낮거나 높을

수 있다.

수분조건에 따른 완충재블록의 붕괴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성형된 A-형 블록을

대상으로 25 ℃ 포화 수증기조건과 40 ℃ 포화 수증기조건에서의 블록형태의 변화

를 관찰하였으며, 또한 실험실과 KURT 내 온도 및 습도 조건에서의 블록형태 변

화를 조사하였다. 포화 수증기조건에서의 실험은 온도조절이 가능한 오븐에 밀폐형

플라스틱통(그림 5.25(상))을 넣고 수행하였으며, 실험실과 KURT에서의 실험은 뚜

껑을 열어 실내공기가 블록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해서 실시하였다.

최초의 완충재블록 형태는 그림 5.25(하)와 같다. 25 ℃ 포화 수증기조건에서 완

충재블록의 형태 변화는 그림 5.26 - 그림 5.27과 같다. 1주일 정도 경과했을 때 블

록에 약간의 균열 이 생겼으며, 2주 정도 경과 했을 때는 그림 5.27과 같이 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5 ℃의 포화수증기량이 블록 자체의 수분함량보다 작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이 후 약 2 달 동안 블록을 계속 관찰하였으나 더 이상의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그림 5.28 - 그림 5.29는 40 ℃ 포화 수증기조건에서의 실험결과로서, 25 ℃ 포

화 수증기조건 실험에서와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것이다. 약 2달 동안 관찰

대상 완충재블록에서는 균열 발생과 같은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것은 40 ℃

의 포화수증기량이 블록 자체의 수분함량보다 커서 수분에 의한 팽윤현상 때문에

균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30 - 그림 5.31 각각 KURT 진입터널 막장과 오른쪽 연구모듈 히터시험

실 입구 부근에서 찍은 사진으로, 약 10개월 동안 관찰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입터널 막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거의 변화를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이것은

주위에 집수정 (sump)이 있고 또 벽으로부터 지하수가 흘러나와 주변의 습도가 약

90 - 100 %의 범위에서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오른쪽 연구

모듈 히터시험 출입구에 둔 블록은 아주 느리게 진행되었고, 초반에는 균열의 발생



과 소멸이 반복되다가 5개월 이상 지나서는 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 지점에서의 습도가 막장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터널 내 환풍기 가동이나 계절적

인 기후변화에 따라 습도가 약 50 - 80 % 사이에서 넓게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그림 5.32는 KURT 진입터널 막장에서 사용했던 완충재블록을 실험실로 가져와

서 약 15일 동안 관찰한 사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습도가 낮을 경우 완충

재블록은 건조과정에 의해 균열이 생겼다가, 습도가 높아지면 팽윤에 의해 일부 균

열들이 사라지고, 다시 습도가 낮아지면 균열이 나타나면서 습도값의 증가에 따라

균열의 틈이 더 벌어지게 됨을 알 수가 있었다.

다. 블록 배치 및 유동특성

1). 블록배치

그림 5.33과 같이 처분공 단면의 약 1/3크기 모형을 만들어 블록을 설치하였으며,

블록의 취급 및 설치방법 등을 점검하였다. 설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C-형, B-

형, A-형 순으로 진행되었다. 설치작업은 C-형과 B-형은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A-형은 남은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다소 주의가 필요하였다. 블록 취급 시 파손 방

지와 블록의 설치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압착식의 블록 취급장비의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또한 각 블록은 가장자리의 한쪽에 오목형 홈을 파고 그

반대쪽 가장자리에 볼록형 돌출부를 만들어 설치 시 블록과 블록 간의 위치 선정

및 연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블록을 통한 유동특성

처분장에서 완충재블록을 처분공에 설치하고 나면 지하수가 주위 암반으로부터

유입되기 때문에, 완충재블록 설치 후 지하수의 유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지하

수와 접촉한 블록이 어떻게 재포화 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완충재블록의 설치 및

방벽성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완충재블록의 유동특성실험은 그림 5.34의 실험장치를 이용해서 수행하였다. 이

실험장치는 내경 75 cm x 높이 4.25 cm SUS 실린더, 육안으로 유동흐름의 관찰이

가능한 폴리카보네이트판 (polycarbonate plaste) 뚜껑, 습도 및 압력 측정센서, 지



하수 공급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실린더의 바닥은 실린더와 동일한 SUS재질로

용접하여 일체형으로 만들었으며, 둘레면에는 처분공에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모사하기 위해 24개의 구멍을 뚫고, 각 구멍의 안쪽에는 벤토나이트 입자가 밖으

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직경 0.95 mm x 두께 0.32 mm x 공극크기 40 μm의 메탈다

공판을 끼워두었다. 그리고 실린더 바깥 둘레에는 지하수가 저장탱크로부터 용이하

게 유입될 수 있도록 1/4“ SUS 튜브로 연결하고 밸브를 설치하였다.

완충재블록은 앞 절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안쪽에서 바깥쪽 순으로

설치하였으며, 블록과 실린더가 접하는 실린더 벽면에는 부직포 (두께 1.8 mm,

200g/m2 geotextile)로 라이닝 (lining) 처리를 하고, 외부 저장탱크로부터 구멍을 통

해 블록 안으로 들어오는 지하수가 실린더 둘레면에서 골고루 분산되게 하였다. 습

도센서와 압력센서는 반경 12 cm, 25 cm의 위치에 2개씩 설치하되 서로 겹치지 않

게 적당한 간격을 두었으며, 센서와 블록, 블록과 블록, 블록과 실린더 사이에 생긴

틈새에는 벤토나이트 분말을 넣고 다져서 공극을 최소화 하였다. 설치가 끝난 후

블록의 평균 수분함량과 건조밀도는 각각 13.5%, 1.54 kg/m3 이였다. 그리고 실험실

의 온도는 25 ℃를 유지하였다.

완충재블록의 유동실험에서 지하수의 주입은 2단계로 진행하였다. 지하수 유입

밸브를 열자마자 지하수가 블록과 블록 사이의 틈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막

기 위해, 처음에 약 10초 간 지하수를 주입 한 뒤 밸브를 잠그고, 그 다음 1시간 동

안은 물과 벤토나이트블록이 충분히 반응하여 팽윤현상에 의해 빈 공간이 벤토나이

트로 채워지도록 하였으며, 그 후로는 약 1.5 m의 수두를 유지하며 일정한 압력으

로 주입되게 하였다. 그리고 블록으로 주입되는 물의 양과 재포화에 의한 습도 및

압력변화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습도센서와 압력센서로부터 컴퓨터에 저장되게

하였다.

지금까지 블록 유동실험은 약 80일 동안 진행되었다. 그림 5.35 - 5.38은 각각

이 기간 동안 지하수의 주입 양, 습도변화 및 압력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3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수는 흡인력 (suction)에 의해 처음 5일 동안은 빠르게

들어가다가 그 후로는 변화율이 차츰 감소하여 약 30일 부터는 일정한 변화율로 주

입되고 있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36과 그림 5.37은 각각 반경 12 cm와 25 cm 센

서 위치에서의 습도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바깥쪽의 반경 25 cm에 위치한 블록 내

습도 (그림 5.37)는 지하수의 주입 양에 비례하여 처음에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약

10일 부터는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안쪽의 반경 12 cm의 위치 (그림 5.36)에서는 처

음에 갑자기 큰 증가를 보인 후 감소하다가 약 10일부터는 그림 5.37의 경우와 같



이 다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그림에서 습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실험 시작과 동시에 지하수 유입밸브를 열고 약 10초 동안 지하수를

블록 속으로 주입했을 때 지하수가 실린더 둘레면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서서히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가 실린더의 위쪽 블록과 뚜껑 사이에 있었던 틈새를 통해

블록 안쪽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갔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만약 지하수가 이와 같은

비정상적 틈새를 통해 블록 안쪽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면 블록의 초기 습도분포는

점선과 같은 경향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두 그림에서의 습도 값을 비교해

보면, 실린더 내 바깥쪽 블록의 습도가 안쪽 블록의 것보다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 주입에 따른 블록의 재포화가 실린더 둘레 수화면 (hydration

surface)으로부터 안쪽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블록의 유동실

험에서 압력의 변화는 그림 5.38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반경 12 cm의 안쪽 위치에

서는 약 -5 기압 정도의 마이너스 값을 보였는데, 이것은 낮은 수분함량을 갖는 블

록의 흡인력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 압력분포곡선에서 초기에 나타난 압력 감소현

상은 지하수 유입밸브를 열었을 때 블록 틈새를 통해 들어온 지하수가 블록의 흡인

력에 영향 미쳐 생긴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반경 25 cm의 바깥쪽 위치의 압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값을 보였으며, 안쪽의 압력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은 블록의 재포화로 인해 블록 흡인력의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블록의 압력이 본격적으로 재포화에 의한 팽윤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었듯이, 본

실험조건에서 완충재블록의 재포화는 아주 느리게 진행되었다. 최종적인 블록의 유

동특성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실험기간을 더 연장하여 추가적인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5.1. 경주 벤토나이트의 화학조성

Chemical

constituents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FeO SO3 MnO

Weight % 56.80 19.96 6.03 2.59 0.77 0.93 1.25 0.15 1.28 0.04



표 5.2. 삼축압축시험에서 얻어진 구속압에 따른 최대 압축강도



표 5.3. 삼축압축시험에서 구한 완충재블록의 건조밀도 및 수분함량에

따른 점착력과 내부마찰각



그림 5.1. 고준위폐기물 기준처분시스템의 공학적방벽 및 완충재 개념도.

Disposal container zone Upper and bottom zone



그림 5.2. 처분공에 설치했을 때의 3가지 형태 완충재블록



그림 5.3. 양방향 다짐 완충재블록 제작 장치 전체도



그림 5.4. A-형 완충재블록 몰더 성형다이.



그림 5.5. B-형 완충재블록의 판금 틀

그림 5.6. C-형 완충재블록의 판금 틀



그림 5.7. 국산 벤토나이트 분포 및 진명광산 모습



그림 5.8. 경주 벤토나이트의 XRD 패턴



그림 5.9. 경주 벤토나이트 분말의 입도분포



그림 5.10. 완충재블록 제작에 사용된 장치도



그림 5.11. 블록몰더를 사용해서 제작된 3종류의

완충재블록



그림 5.12. 성형특성 시험에 사용된 A-형 완충재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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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완충재블록 성형에 필요한 건조밀도-압축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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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완충재블록 성형에서 수분함량-압축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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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완충재블록 성형에서 벤토나이트 입자크기에 따른

필요 압축력의 변화



그림 5.16. 성형 완충재블록 내 습윤충전밀도의 분포



그림 5.17. 성형 완충재블록 내 수분함량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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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완충재블록의 건조밀도에 따른 압축강도와 탄성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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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완충재블록의 수분함량에 따른 압축강도와 탄성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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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완충재블록과 KS규정시료의 건조밀도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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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완충재블록과 KS규정시료의 건조밀도에 따른 탄성계수 변화



그림 5.22. 삼축압축시험에서 구속압에 따른 하중-변위

곡선 (건조밀도 1.7 g/cm3, 수분함량 20 %)



그림 5.23. 완충재블록의 건조밀도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



그림 5.24. 완충재블록의 수분함량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



최초 블록상태

그림 5.25. 수분조건에 따른 붕괴특성 시험에 사용된

밀폐형 플라스틱 상자(상)와 A-형

완충재블록(하).



그림 5.27. 25 ℃에서 2주일 경과 했을 때 완충재블록 상태

그림 5.26. 25 ℃에서 1주일 경과 했을 때 완충재

블록 상태



그림 5.28. 40 ℃에서 1주일 경과 했을 때

완충재블록 상태

그림 5.29. 40 ℃에서 2개월 경과 했을 때

완충재블록 상태



막장 (A) 초기

5개월 경과

10개월 경과

그림 5.30. 진입터널 막장에서의 5개월(상)과 10

개월(하) 경과 했을 때 완충재블록

상태



5개월 경과

10개월 경과

그림 5.31 막장오른쪽 연구모듈에서의 5개월

(상)과 10개월(하) 경과 했을 때

완충재블록 상태



20.7 oC, 36.4 %, 10시간 경과

22.4 oC, 36.4 %, 31시간 경과

21.7 oC, 17.4 %, 15일 16시간 경과

21.8 oC, 45.3 %, 12시간 경과

22.8 oC, 58.1 %, 6일 20시간 경과

20.3 oC, 99.0 %

그림 5.32. 실험실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완충재블록 상태



그림 5.33. 완충재블록 제작장치 및 처분공 단면 1/3크기의

블록 배치 모형



그림 5.34. 완충재블록 유동특성 실험장치



그림 5.35. 유동특성실험장치에 주입된 물의 양



그림 5.36. 완충재블록 유동특성실험에서 안쪽 센서의 습도변화



그림 5.37. 완충재블록 유동특성실험에서 바깥쪽 센서의 습도

변화



그림 5.38. 완충재블록 유동특성실험에서 안쪽과 바깥쪽 센서의 압력

변화



3. 밀봉재

가. Low-pH 시멘트 개발현황

초기의 low-pH 시멘트(혹은 저열 시멘트)는 댐과 같은 대규모 토목구조물의 양

생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연구가 되었다. 처분장 적용의 경우 캐나다의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에 의해서 저열 시멘트를 폐기물처분장

의 충전재(plugging)로 처음 사용한 바 있다[5.3]. 심지층 처분장 건설을 위한 시멘

트 그라우트의 개발은 최근 수년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처분연구 선진국들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Low-pH (pH≤11) 시멘트 개발의 기본 원리는 플라이애시(fly

ash), 고로 슬래그(blast furnace slag), 실리카 퓸(silica fume) 혹은 비 포졸란 계열

의 실리카 파우더 등과 같은 물질의 첨가를 통해 시멘트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시멘트의 함유량이 적을수록 시멘트 내의 Portlandite (Ca(OH)2)의 양이 감소하므

로 발생하는 수화열 또한 감소하게 된다. Low-pH 시멘트 내에는 Portlandite의 양

이 적으므로 pH를 12.5에서 11 이하로 유도하며, 시멘트는 주로 CSH(calcium

silicate hydrate) 젤로 이루어지게 된다. Low-pH 시멘트는 강도증진 및 수리학적

전도도를 낮춤으로써 처분장 건설조건에 적합한 성질을 가진다[5.4]. 그러나 과량의

주입은 오히려 강도발현 속도를 느리게 하며 결국 최종 강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

고, 양생조건에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5.5]. 또한 low-pH 시멘트

의 사용은 단위 소요수량을 증가시키고 작업성을 떨어뜨리므로 초유동화제

(superplasticiser)와 같은 혼화제와 고성능 감수제의 첨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처분장 건설에 이와 같은 유기혼화제의 장기거동 및 핵종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CEA(French Atomic Energy Commission; 원자력청)와 EDF(Electric

de France; 전력공사) 그리고 ANDRA(French National Agency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방사성페기물관리청)은 2003년에 다자간 공동연구 협약을 체

결하여 지하처분 환경에 적합한 저알칼리 시멘트(low alkali cement)와 저열 시멘트

(low heat cement)를 개발하고 이들의 물성분석을 수행하였다. 포틀랜드 시멘트

(CEM I)와 혼화제로서 실리카 퓸, 메타카올린, 플라이애시 그리고 고로슬래그를 이

용하여 low-pH 시멘트 배합을 최적화 하였다. 실리카 퓸과 플라이애시의 혼합은

플라이애시의 낮은 반응성을 실리카 퓸을 이용하여 보완하고, 반면에 플라이애시는

실리카 퓸의 높은 단위 소요수량을 저감하고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상호보완적



배합조건이다. 결과적으로 저열(<20℃)이면서 고강도(70MPa)이기 위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합이 2성분계(binary blend)로써 포틀랜드 시멘트 60%와 실리카

퓸 40%의 혼합 그리고 3성분계(ternary blend)로는 포틀랜드 시멘트 37.5%와 실리

카 퓸 32.5% 그리고 플라이애시 30%이라는 결과를 얻었다[5.6].

핀란드의 POSIVA와 스웨덴의 SKB는 2001년부터 심지층 처분조건에서의

low-pH 시멘트에 대한 사전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다음 단계에서 일본의

NUMO(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of Japan)가 참여함으로써

low-pH 시멘트의 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에 대한 본격적인 공동연구가 시작

되었다. POSIVA, SKB 그리고 NUMO는 2003-2005 동안에 공동연구 프로젝트

'Low-pH injection grout for deep repositories'를 수행하여, 각기 다른 심지층 처

분조건에서 최적의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배합을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POSIVA의 경우 균열 직경 100㎛ 이상의 암반절리 충진용 low-pH 시멘트 개발을

담당하였고, SKB는 100㎛ 이하의 비 시멘트 물질의 그라우트재 개발을 연구하였다

[5.7]. 우선적으로 그라우트재의 시공상 기능목표치(functional requirements)를 설정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약 200 여개의 시험배합을 도출하고 그 중 가장 유력한 배

합비를 선정하여 시멘트의 장기 안전성, 환경적인 수용성 그리고 물질의 내구성 등

을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물성분석이 이루어졌다.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후 POSIVA는 독자적으로 추가연구를 통해

low-pH 시멘트 그라우트(포틀랜드시멘트+실리카 퓸+초유동화제) 배합조성을 보다

최적화하였다[5.8]. LPHTEK(Project for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low pH

cements during 2005～2006)에서는 실험실 연구 및 세번째의 현장실험(PFT-3,

Onkalo)이 각각 수행되어 현재의 low-pH 시멘트 배합비(UF-41-14-4)를 결정하였

다[5.9]. 그동안의 연구결과 중 최적의 배합비로 도출된 UF-41-14-4(P308B)는 실험

실 및 현장 모두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배합 UF-41-14-4 및 비교대

상으로 선정되었던 UF-00-08-02과 UF-15-10-2.8 배합에 대한 정보를 표 5.4에 나

타내었다.

또한 일본 역시 독자적으로 시멘트에 플라이애시와 실리카 퓸을 첨가함으로써

HFSC(Highly Flyash contained Silica fume Cement)을 개발하였다[5.10, 5.11]. 소

요의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얻기 위하여 실리카 퓸의 함량을 20%로 고정한 후

플라이애시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ordinary Portland cement)의 함량을 변화하면서

세부 배합설계치를 최적화 하였다. 또한 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onic Power Industry)와 Taiheiyo consultant Co. Ltd에 의해 저알칼리 시멘



트가 개발되었다. 이 외에도 캐나다, 미국 스페인 등에서도 low-pH 시멘트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각국에서 연구개발 중인 low-pH 시멘트 배합

후보들의 주요 성분을 정리하여 표 5.5에 나타내었다.

나. 기준 혼화재료의 선정

1) 혼화재(실리카 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멘트의 pH를 낮추기 위해 시멘트 대신 포졸란 계열의

혼화재(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실리카 퓸 등)를 주입하게 된다. 캐나다와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 등은 low-pH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실리카 퓸을 혼합한 2성분계 배합을 선택하였으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스페인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실리카 퓸, 플라이애시로 구성된 3성분계 배합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SKB와 POSIVA는 많은 실내 실험을 비롯한 연구를 통해 고

로슬래그와 플라이애시의 사용가능성을 배제하였으며, 실리카 퓸의 사용을 적극 고

려하고 있다. 실리카 퓸의 주성분은 80% 이상이 SiO2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멘트의

pH를 11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Ca/Si의 비를 0.8 이하로 유지하면서 시멘트 중량

대비 약 40% 정도의 실리카 퓸을 주입해야 하는 결과를 얻었다[5.12]. Hooton과

Konecny(1990)은 실리카 퓸의 사용은 화강암과 시멘트와의 결합강도를 크게 향상

시킨다는 점을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일반 그

라우트에 비해 화학적 저항성과 수밀성이 향상되고 침출(leaching) 가능성이 감소되

는 특징을 확인하였다[5.13].

2) 혼화제(초유동화제)

시멘트 그라우트가 암반의 미세 절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히 점도(viscosity)

가 낮아야 한다. 반면에 그라우트 자체의 강도유지를 위해서는 그라우트의 밀도가

높아야 한다. 따라서 w/c(water/cement)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면서 초유동화제

(superplasticizer)를 사용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그림 5.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5%의 초유동화제 첨가로 점도는 낮고 그라우트의 유동성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유동화제가 첨가된 일반적인 시멘트 그라우트의 최소 물

-결합재 비(water-binder; w/(c+admixtures))는 약 0.4가 되어야 하며 최대 2.0 이



하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상의 수분함유는 재료의 분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

이다.

Onofrei et al.(1992)는 그라우트 내 시멘트 중량 대비 1%의 초유동화제 Na-SNF

(Sulphonated naphthalene formaldehyde) 사용이 최종 응결된 후 간극수에 초유동

화제의 약 40%가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5.14]. 또한 Gray et al.(1998)은 실험을 통

하여 초유동화제의 사용이 지하수 내의 유기물 부하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

지만, 초유동화제의 사용으로 인한 시공 장점이 유기물 부하량 증가라는 부정적인

영향 보다는 우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5.3]. 따라서 처분장 조건에서 초유동화제의

선택을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험대상 초유동화제는 나프탈렌 계열(Sulphonated naphthalene condensates)과

멜라민 계열(Sulphonated melamine condensates) 그리고 PC 계열

(Polycarboxylates)이다. 나프탈렌 계열의 초유동화제는 방사성 핵종과 복합체를 형

성할 확률이 낮고 반면에 멜라민 계는 방사성 핵종과 매우 강한 복합체를 형성한

다. PC 계열의 경우는 NOM(Natural Organic Material)의 핵종 결합능력과 유사하

다는 결론을 얻었다[5.15]. 하지만 실제 처분장에 어떠한 초유동화제를 사용할 지

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그라우트를 위해서는 나프탈렌 및 멜라민

계열 중의 하나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숏크리트를 위해서는 PC계열의 초유동화

제 사용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 Low-pH 시멘트 현장실증 연구동향

1) TSX 실험

TSX(tunnel sealing experiment)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실규모 분벽

(bulkhead)의 구조적인 기능 및 밀봉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캐나다, 프랑스, 일본

그리고 미국의 펀드를 받아 캐나다 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에서

수행된 현장실증 실험이다(그림 5.40 참조). 이 실험은 화강암반의 지하 420m에서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에 의해 개발된 LHHPC(Low Heat High

Performance Concrete)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TSX는 벤토나이트 70%과 모래

30%로 구성된 점토분벽(clay bulkhead)와 모래채움재(sand filler) 그리고 LHHPC인

low-pH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터널방향의 축방향 유체흐름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실험결과 콘크리트 분벽은 지하수의 유입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였으



며 지하수압 및 히터에 의한 온도상승으로부터 구조물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본 현장실증 실험을 통해 처분장 조건에서 LHHPC의 성공적인 사

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5.16].

2) POSIVA/SKB/NUMO의 현장실험

POSIVA/SKB/NUMO는 단열의 크기가 100㎛ 이상의 암반충진을 위한 low-pH

그라우트 기술개발을 위해 2번의 현장실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개발된 시멘

트가 현장에서 소요 워커빌리티를 가지고 있는지와 펌프와 노즐에서의 성능확인 등

실제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다. 첫 번째 실험은 Helsinki 다목적터널에서

2004년 5월에 수행되었으며, 두번째 실험은 Olkiluto Onkalo 진입터널에서 2005년 1

월에 수행되었다.

Helsinki 다목적터널은 화강암이 일부 편재하는 편마암 암반으로써 실험은 14개

의 그라우트 주입공 천공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각의 길이는 24m 그리고 최대 주입

공 간격은 3m로 40-50bar의 그라우트 압력을 가하였다. 현장실험 결과 전체적으로

시험배합(S20c, S21 그리고 f63; 세부 배합 정보는 Sievänen et al., 2004 참조[5.17])

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지 못했다. 모든 배합에서 침투성(penetrability)은 양

호하였으나 유동성(fluidity)이 매우 좋지 않았다. 일부배합의 경우 매우 점성이 컸

으며, OPC-SF 기반의 배합의 경우에는 유동성은 좋았으나 강도 발현이 더뎠다. 따

라서 강도의 조기발현과 응결제의 첨가 그리고 그라우트재의 점성도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였다. Helsinki 터널에서의 실험으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도

출되었다.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Silica 시스템에 기반을 둔 시멘트 배합설계 개발(혼화제

고로슬래그의 사용은 황화물이 유출되므로 배제)

․ w/b 비가 소요 강도를 얻기 위해 낮춰져야 됨

․ 점성 및 침투성에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초유동화제의 사용이 필요함

3) Äspö & Hagerbach Test Gallery

국제공동연구인 ESDRED(Engineering Studies and Demonstration of Repository

Designs) Module 4 “Low-pH shotcrete for rock support"의 일환으로 NAGRA는

low-pH 숏크리트 배합설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 후 이와 관련된 현장실험을



Äspö(스웨덴)에서 수행하면서(Mix 10.2[5.18]) 그 배합설계를 수정·보완하여 대규모

실증실험을 계획하였다.

대규모 실증실험은 2006년 10월에 Hagerbach Test Gallery(스위스)에서 터널 내부

20㎡의 면적에 6㎥의 숏크리트를 습식방법으로 시공을 하면서 진행되었다(그림 5.41

참조). 사용배합은 골재량을 현지조건에 따라 수정한 Äspö 배합(Mix 10.2)을 기본

으로 PC계열의 Glenumu 51 초유동화제를 사용하였고 AE제와 골재충진재는 Äspö

배합과 달리 사용을 하지 않았다. 시험결과 펌프 및 살포 시 워커빌리티와 유동성

이 우수하였으며 리바운드양이 21 wt%이었고, 급결제(set accelerator)는 시멘트 중

량의 5～8% 그리고 w/b는 0.5 이하가 양호한 결과를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숏

크리트의 조기 강도는 일반 숏크리트 배합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으나 경화속도가

지연되는 경향을 보였다.

4) 고심도 시추공 안정화 현장실험

처분장 주변 현장 조사공의 효율적인 폐쇄를 위해서는 주변지반과의 안정화를 꾀

할 수 있는 시공재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Claesson and Nilsson(2003)은 실리카 퓸

을 주 혼화제로 사용한 low-pH 시멘트를 이용하여 300m 깊이의 타격 시추공

(percussion borehole)을 대상으로 그라우팅 실험을 하였다[5.19]. 시멘트는 강섬유

(steel fiber)를 대신하여 유리섬유(glass fiber)가 함유된 초고성능 콘크리트

(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를 사용하였다. 시추공은 일부에서 무너진 구간이

혼재하고 지하수로 포화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효율적으로

안정화되었다. 하지만 시추공 선단의 철재케이싱이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물에 의한

심한 희석작용으로 인해 안정화를 하는데 실패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시추공 폐쇄

에 대한 중요한 현장 노하우를 얻는 기회였으며, 펌핑기술 및 골재 사이즈 변경을

통한 수정 배합설계를 획득하였다.

5) JAEA: In-situ shotcreting experiment planned at Horonobe URL

일본의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에 의해 개발된 HFSC(High

Fly-ash content Silica-fume Cement)을 사용하여 현재 Horonobe

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에서 in-situ 숏크리트 실험이 지하심도

140m drift 지점에서 2008-2009년에 진행 중에 있다(그림 5.42).



6) 국제 공동연구 현황(ESDRED)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함에 있어 시멘트 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제반연구가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의 효율성과 경제성 제

고를 위해 국가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1) 개요

EU의 펀드로 유럽 9개국 13개 기관이 모여 2004년 ESDRED(Engineering Studies

and Demonstrations of Repository Designs)을 조성하였으며, 프랑스 ANDRA의 조

정자(coordinate country)로 실제 처분장 건설과 관련된 실증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

다. 이 조직 내에는 크게 4개의 분과가 있으며 특히 Module #4에서 시멘트 물질에

관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Module #1 : Buffer Construction Technologies for Horizontal Disposal

Concepts

‣Module #2 : Waste Canister Transfer and Emplacement Technology for

Horizontal and Vertical Disposal Concepts

‣Module #3 : Heavy Loaded Emplacement Technology for Horizontal

Disposal Concepts

‣Module #4 : Low pH Cement for Shotcrete and Sealing Plug

Construction Technology

(2) 목적(Module #4)

‣ 처분장 건설시 산업적 적용을 위한 low-pH 시멘트 물질의 개발 및 실증

‣ 처분장의 플러깅(plugging)과 rock support 건설을 위한 low-pH

숏크리팅 기술 개발

‣ Low-pH 숏크리트 플러깅과 rock support의 Full scale 실증

(3) 주요 연구동향



•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개발

• Low-pH 시멘트의 화학적 장기 안전성 검증

• 시멘트 sealing plug의 설계 및 full scale 실증

• 고준위폐기물 처분터널 내에서의 숏크리트 타설기법 개발

• 시멘트와 완충재와의 상호작용 및 거동 모델링

• Low-pH 시멘트와 터널 지보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안정성 검증

ESDRED-2005는 low-pH 시멘트 개발 및 물성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ESDRED-2007의 경우는 low-pH 시멘트의 장기거동 특성분석 및 현장실증 적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물성평가

1) 시멘트 그라우트 제조

그동안의 많은 실내실험과 현장실증 실험을 통하여 최적의 배합비로 도출된

UF-41-14-4(P308B)을 선정하여 그라우트 시료를 제작하였다. pH에 따른 성능비교

를 위하여 High pH 그라우트 배합비 UF-00-08-02를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표

5.4 참조).

암반 절리를 충진하기 위해서는 보통 시멘트의 입경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마이크로 시멘트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제조하였다(쌍용 마이셈 8000).

시멘트의 분말도는 8,250 cm2/g이며 평균 입경이 4-6μm 그리고 D90<13μm에 해당

되는 특징을 지닌다. 본 실험에는 실리카 퓸 Elkem Microsilica 940 U(ndensified)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SiO2 함유량이 90% 이상의 비결정질 혼화재로써 비표면적이

15,000～30,000 ㎡/kg이고, 평균 입경이 0.15 μm 이하인 특징을 지닌다. 초유동화제

는 참조 배합표와 동일한 나프탈렌 계열로써 나프탈렌 설폰산 포르말린 축합물을

주성분으로 하며 높은 분산작용으로 단위 수량을 plain 콘크리트 보다 대폭 감소시

키는 특징을 지닌다(ROADCON-SP). 비중은 1.02±0.02(20℃)인 암갈색의 액체로

pH는 7±1(20℃)이다.

실험실에서의 시멘트 배합을 통한 시료성형은 현장 배합과는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단 mixer의 성능과 재료 상태 그리고 배합 총량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배합 시 시공성은 중요한 파라메타가 된다. 본 실험은 레미콘

회사 및 특수 시멘트 제조회사 연구팀의 기술자문을 통해 시료를 성형하였다. 시멘

트 재료를 혼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mixing 순서를 따랐다(그림 5.43).

(1) 골재를 혼합-> (2) 시멘트와 실리카 퓸의 혼합 -> (3) 골재와 시멘트와의 건믹

싱 -> (4) 물과 초유동화제의 혼합 -> (5) 초유동화제가 혼합된 물을 시멘트에 부

은 다음 혼합

2) 시멘트 그라우트의 pH 측정결과

시편은 표 5.7와 같이 제작되었다. High pH grout와 Low pH grout의 특성을 비

교하기 위해 HP, LP를 제작하였다. 또한 LP에서 Silica fume의 혼합비가 pH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배합으로 low-pH 시멘트의 밀도와

water/binder의 비율을 고정한 상태에서 실리카 퓸 혼합량을 달리 하여 (Silica

fume/ Binder ratio: 10, 20, 30, 40%) 네 가지를 더 제작하였다. 먼저 경화된 grout

를 빻아서 입자크기가 < 75μm인 가루로 만들고 그 중 10g을 채취하여 10g의 증류

수와 3분 동안 섞어준 후, 45μm의 membrane filter를 통해 filtering 해준다. 그 후

걸러진 용액의 pH를 일반 pH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양생기간에 따른 pH 측정결과를 그림 5.44, 그림 5.45에 나타내었다. 그림 5.44은

High pH grout와 Low pH grout의 양생기간에 따른 pH를 비교한 것으로, 측정 초

기에는 서로 비슷한 값(pH 13)을 보이나 20～30일의 양생기간이 지난 후 High pH

grout의 pH는 거의 12.5정도로 수렴하는 반면에 Low pH grout의 pH는 꾸준히 떨

어져 Low pH grout 규정 시 사용되는 설정기준인 11이하로(10.95)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LP의 경우 시멘트의 양을 줄여서 시멘트 내의

Portlandite(Ca(OH)2)의 양을 줄이고, 줄인만큼 실리카 퓸의 양을 늘림으로써 Ca/Si

비를 낮게 하여 pH를 낮추는 원리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pH가 11이하로 되기 위

해서는 Ca/Si 비가 0.8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림 5.45는 Silica fume 함량에 따른 Low pH grout의 pH 측정 결과이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water/binder 비 조건 하에서 Silica fume 함량이 늘어

날수록 pH 측정 결과는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양생기간이

100일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pH 11 후반으로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멘트의 수화에 120일 이상의 장시간이 필요로 하며, 앞의 그림 5.44에서 100일 이

상의 양생 기간 동안 관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pH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



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 시멘트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특성 비교

큐브몰드 시멘트 그라우트의 7일 및 28일 압축강도 결과는 아래 그림 5.46과 같

다. 실험결과 실리카 퓸이 혼합된 low-pH 시멘트의 강도가 일반 high-pH 시멘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과가 나왔다. 또한 실리카 퓸을 혼합한 몰드의 경우 7일에서

28일로 재령일이 증가하면서 high-pH에 비해 강도증진 효과가 미비한 결과를 얻었

다. 일반적으로 실리카 퓸을 혼합한 콘크리트의 경우 강도가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증가하고 빠른 수화작용으로 인해 조기강도 및 장기강도가 증진된다는 결과와는 대

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우선 LP(Low-pH 그라우트)와 HP(High-pH 그라우트) 사이의 현격한 강도차이

는 pH 변화에 의한 영향이라기 보다는 결합재 비(water/binder)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된다. 실리카 퓸은 분말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소 소요 수량이 그만큼 크므

로 LP의 W/C비는 1.42로 0.81의 HP 보다 훨씬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일반

적으로 강도발현을 위한 실리카 퓸의 권장 혼합량은 중량 대비 약 15%로 본 실험

에 사용된 40%의 양은 오히려 강도를 저감시킬 확률이 높다. 즉 절대 시멘트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압축강도가 낮으며 강도발현 속도 또한 느린 것으로 예상된다. 하

지만 Low-pH 시멘트 그라우트의 현장적용 28일 압축강도 기준이 4MPa임을 감안

할 때, 본 실험결과는 설계기준에는 충족되는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성있는 압축강도 비교를 위하여 결합재 비를 동일(0.92)하게 유지한

후 추가 배합설계를 수행하였다(Silica fume/ Binder ratio: 10, 20, 30, 40%; LP2).

그림 5.48은 silica fume 혼합비가 일정량 이상 많아질수록 건조밀도가 감소하고 그

로 인해 압축강도가 더 작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Low pH grout와 Low pH 2

grout의 비교에 있어서는 Low pH 2 grout가 water-binder ratio의 영향으로 인해

압축강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시멘트 그라우트의 배합별 shrinkage / swelling 결과 비교

일반적으로 w/c가 높을수록 건조수축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ow-pH의

경우 일반시멘트에 비해 물/시멘트 비가 높고 실리카 퓸의 양이 상당히 많아 건조

수축량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grout의



shrinkage와 swelling을 측정하기 위해 시편을 40×40×160 (mm)의 prism 형태로 아

래 그림과 같이 stainless steel 재질로 제작하였다(ASTM, KSF). 시편은 각각 3개

씩 제작되어 한 set는 20°C의 물속에서 보관되고, 한 set는 plastic bag에 담겨져

65%의 상대습도를 유지하며 20°C의 물속에서 보관되고, 한 set는 공기 중에 보관되

었다. 한편 Low pH grout의 초기강도는 매우 약하여 시편을 제작시 탈형하는 과

정에서 실패하여 시료성형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공기 중 건조의 경

우에는 High pH grout 시편만 보관하였다.

Shrinkage 및 시료 무게변화 측정결과를 그림 5.50부터 그림5.51에 나타내었다.

Low pH grout의 경우 경과 일수에 따라 shrinkage가 일어났고, High pH grout의

경우 공기 중에 보관한 시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swelling이 일어났다. 이는 Low

pH grout의 경우 수화반응이 활발히 일어나 수축이 일어난 반면, High pH grout의

경우에는 시편에 수분의 추가유입으로 swelling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공

기중 건조 LP3의 시료는 없지만 다른 시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할 때, LP3는

HP3 보다 훨씬 큰 건조 수축량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기 중에 놓아둔 시

편의 경우 급격하게 shrinkage가 일어나서 시편 표면에 미세균열이 현저히 발생하

였다. 시편의 무게는 공기 중에서 양생시킨 시편을 제외한 모든 시편에서 증가하였

다. 다른 모든 시편의 경우 수분이 유입하여 무게가 증가하였지만 공기 중에서 양

생시킨 시편의 경우 수분의 유입이 없고 수화로 인해 물이 증발만 하기 때문에 무

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시멘트 그라우트의 동적 물성특성 비교

처분장의 건설재료로서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지

만 그 중 stiffness, 즉 탄성계수(영률, 전단계수 등등)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인

자이다. 또한 이러한 탄성계수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탄성파 속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FFRC (Free Free Resonant Column) 실험을 통하여 High pH grout와

Low pH grout의 탄성파 속도를 구하고, 포화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시멘

트 내에서 공극률과 공극내의 시스템이 탄성파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

험을 수행하였다(실험방법 및 장치는 그림 4.15와 4.16 참조).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직경 50mm, 높이 100mm인 시편을 제작

하여 그림 5.5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실에 매달아 양 끝단을 free-free 조건으로

만든 후에 한 끝단엔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가속도계를 부착하고 반대쪽 끝단을



작은 망치로 가격하는 것이다. 그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그림 5.53과 같

은 time domain 신호로 수신한 후, MathCad를 사용하여 그 신호를 FFT(Fast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그림 5.54과 같이 frequency domain 신호로 변환한

다. 이 때 peak 인 frequency를 first mode resonant frequency라 그러며 이를 first

mode의 wavelength 즉 시편의 높이의 2배 (왕복거리)와 곱해주면 Vrod를 구할 수

있다. Vrod를 구하면 다음의 관계식을 이용용하여 VP, VS, E, M, G등을 구할 수 있

다. 또한 Time domain 신호에서 amplitude가 감소하는 것을 이용하여 감쇠비를 구

할 수 있다. 탄성파 속도 Vrod, VP, VS와 탄성계수 E, M, G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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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od 와 E VP와 E, M VS와 E, G

아래 그림 5.55과 표 5.9에서 볼 수 있듯이, 건조된 상태에서의 탄성파 속도 보다

포화됐을 때의 탄성파 속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High pH 시편에서

의 탄성파 속도가 Low pH 시편에서의 탄성파 속도보다 더 크다. High pH 시편의

감쇠비는 포화도에 따라 별 차이가 없으나 Low pH 시편의 경우 건조됐을 때의 감

쇠비가 포화되어있을 때의 감쇠비보다 훨씬 크다. 이는 Low pH 시편의 경우 건조

되면서 수화반응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공극 내의 수분이 소비되고 또한 미세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성파의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포화된 상태에서의 탄성파 속도

포화된 상태에서의 탄성파 속도와 공극률은 High pH, Low pH 2 그리고 Low

pH 1 순이다. 탄성파는 입자, 물, 공기로 구성된 시스템 내에서 주로 입자 사이로

전파되기 때문에, 공극률이 작을수록 탄성파 속도는 더 크게 나타난다.

건조된 상태에서의 탄성파 속도

포화된 시료에 먼저 FFRC 실험을 수행한 이후 이를 건조 시킨 후 다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때 탄성파 속도는 High pH, Low pH 1, Low pH 2 순으로 나타났

다. High pH 시편의 경우 포화된 상태에서와 같이 여전히 가장 큰 탄성파 속도를

보였으나, Low pH 1과 Low pH 2 시편 사이의 순서가 바뀌었다. 이는 건조를 시키



면서 Low pH 2 시료에서 많은 수화반응이 일어나서 표면과 내부에 미세 균열들이

많이 발생하여서 이로 인해 Low pH 1 시편보다 탄성파 속도가 더 많이 감소하였

기 때문이다.

포화도에 따른 탄성파 속도

실험결과를 보면 건조된 상태에서의 탄성파 속도가 포화 되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작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탄성파는 주로 입자 사이로 전파되지

만, 입자가 아닌 부분(공극) 내에서는 탄성파의 전파가 공기가 아니라 물을 통해 주

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극 내에 물이 더 많을수록 탄성파 속도는 증가

한다. 즉 실리카 퓸을 넣지 않고 시멘트로만 배합을 한 그라우트에서 탄성파속도,

탄성계수가 월등히 높게 나오고, 포화도에 따라서 감쇠비가 적으며, 공극률이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Low pH 시편은 두 가지 배합으로 나누어 비교하

였으며, Low pH2 시편에서의 탄성파 속도가 포화도에 따라서 더욱 많이 차이남을

알 수 있었다.

6) 시멘트 그라우트의 투수계수 측정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투수계수는 1x10-12～1x10-13 m/s 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soil 샘플에 적용하는 변수위나 정수위 법으로는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압방식

을 사용하게 된다. 시멘트의 투수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 장치를 아래 그림과

같이 셋업하였다. 사용가스로는 헬륨가스를 사용하였으며, 추후 온도의 영향을 고려

하기 위하여 항온 챔버를 구축하였다.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몰드 당 4개의

고무패킹을 사용하였으며, 이음새를 에폭시 처리하고 vacuum grease를 사용하였다.

시편은 Φ50, T10(mm)의 크기로 성형한 후, 1MPa의 압력으로 물을 가압하여 투과

시킴으로써 투수계수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투수계수 값의 변동 폭이 컸으며 실

험결과의 재현성에 중점을 두어 보다 면밀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 High pH cement의 경우 투수계수 : 1.02x10
-11
m/sec

• Low pH cement의 경우 투수계수 : 4.32x10
-13
m/sec

7) 시멘트 그라우트의 원소분석(XRD, XRF)



원소분석 비교를 위해 66일 재령의 그라우트 몰드에 대해 XRD 및 XRF 분석을

하였다. 실험결과 XRF는 타당한 결과를 보인 반면에 XRD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

터가 도출되었다. Low pH에 실리카 퓸을 혼합하는 등 추가 혼화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검출된 원소는 오히려 더 적고 예상되는 주요 원소가 검출이 되지 않았

다. 문헌을 통한 예상 생성물에 대한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검출에는 한계가 있었

다. 이는 암석 광물 위주의 XRD 분석에 전문성을 가지다 보니 콘크리트에 대한 정

보 부족으로 인해 나온 결과로 판단된다. XRF의 원소분석 결과 LP의 경우에는 Si

성분이 HP에 비해 현저히 많았으며, 이는 실리카 퓸의 혼합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절대 시멘트 량의 감소로 인해 LP에는 Al과 Ca 성분이 HP에 비해 적은 경향

을 나타내었다.



표 5.4. Onkalo에 시공 중인 low-pH 그라우트 배합비

(Orantie and Kuosa, 2008)

Component[㎏/㎥]

Standard

(high pH)grout

mix UF-00-08-02

Reference

(medium pH)

grout mix

UF-15-10-2.8

Low-pH grout

mix UF-41-14-4

Water(all water; incl.

superplasticizer, water and silica

slurry water(㎏/㎥)

716 747 789

Ultrafin 16(sulphate resistant

microcement)(㎏/㎥)
882 625 328

Silica fume(solid content)(㎏/㎥) 0 110 226

Mighty 150(naphthalene

sulphonate based superplasticizer,

solid content)(㎏/㎥)

7 8 9

Calculated water binder

ratio(incl. superplasticizer water

and silica slurry water)

0.81 1.02 1.42

Calculated density(㎏/㎥) 1602 1490 1352



표 5.5. 각 국가별 개발 중인 Low-pH cement 후보 배합비

Country Cement composition Developed materials

Canada-AECL OPC 50%-SF 50%
High strength
concrete

Finland-POSIV

A
OPC 60%-SF 40% Injection grout

France-ANDR

A, CEA, EDF
OPC 60%-SF 40% High strength

concrete

Japan-JAEA,

CRIEPI,

NUMO

OPC 40%-SF 20%-FA 40%

OPC 37.5%-SF 32.5%-FA 30%

OPC 20%-SF 32.5%-BFS 47.5%

OPC 33%-BFS 13.5%-FA 13.5%-SF 40%

Shotcrete

High strength

concrete

USA-ORNL OPC 40%-BFS 30%-FA 25%-SF 5%

Shotcrete

High strength

concrete

Spain-IETcc-C

SIC, ENRESA

OPC 60%-SF 40%

OPC 35%-SF 35%-FA 30%
Shotcrete

Swi tzer l and-

NAGRA
OPC 60%-SF 40% Shotcrete

OPC: ordinary portland cement, SF: silica fume, FA: fly ash, BFS: blast

furnace slag



표 5.6. Low-pH cement의 장단점

Benefits Risks

․Better stability after mixing

․Greater homogeneity, due to less

bledding and better fine particle

dispersion

․Higher penetration into fine fissures

․Better bond to granite bedrock and

clay deposits in fissures

․Enhanced potential for self-healing

․Higher compressive strength and

leaching resistance

․Lower permeability & diffusion

coefficient

․Greater resistance to chemical

attack

․High shrinkage caused from high

w/b ratio

․Gel-blocking

․Possibly higher corrosion by pH

decrease

․Silica conglomerates leading to

alkali-silica reaction(ASR)

․Slow hardening by a large amount

of silica fume

표 5.7. 실리카 퓸 혼합량에 따른 시멘트 그라우트 제조 (단위: kg/m3)

구성요소 HP LP LP2 LP2-10 LP2-20 LP2-30

물 (초유동화제 포함) 716 789 709 709 709 709

시멘트 (쌍용 마이셈 8000) 882 328 455 691 614 538

실리카 퓸 (Microsilica 940U) 0 226 313 77 154 230

초유동화제 (ROADCON-SP) 7 9 12 12 12 12

Water-Binder ratio 0.81 1.42 0.92 0.92 0.92 0.92



표 5.8. 시멘트 그라우트의 건조수축 측정을 위한 배합설계 및 양생조건

(단위: kg/m3)

LP1 LP2 HP1 HP2 HP3

물(초유동화제 포함) 789 716

시멘트(쌍용 마이셈 8000) 328 882

실리카 퓸(Microsilica 940U) 226 0

초유동화제(PNS ROADCON-SP) 9 7

Water-Binder ratio 1.02 0.81

보관방법

PB, 수중

65% RH,

20°C T.

수중

20°C

PB, 수중

65% RH,

20°C T.

수중

20°C
공기 중

* PB: Plastic Bag, RH: Relative Humidity 그리고 T: Temperature

표 5.9. Grout의 FFRC 실험 결과

Parameter
HP LP1 LP2

Sat. Dry Sat Dry Sat. Dry

Rod wave velocity,
VR[m/s]

2707.3 2064 1793.3 1387.3 1975.6 1303.8

Young’s modulus, E
[GPa] 11.93 6.73 4.43 2.27 5.8 2.38

P-wave velocity,
VP[m/s]

3026.4 2307.2 2145.2 1659.6 2292.2 1512.7

S-wave velocity,
VS[m/s]

1698.7 1295.1 1103.7 853.4 1225.2 808.6

Constraint modulus,
M [GPa]

14.9 8.43 6.3 3.3 7.8 3.2

Shear modulus,
G [GPa] 4.67 2.63 1.63 0.87 2.22 0.92

Damping ratio 0.023 0.027 0.023 0.044 0.025 0.053

Poisson’s ratio, ν 0.27 0.32 0.3

porosity 0.03 0.13 0.064

* HP : High pH, LP1 : Low pH 1, LP2: Low pH2 시편



표 5.10. Shotcrete의 FFRC 실험 결과

Type
Vrod
[m/s]

ν
M

[Gpa]

Density

[ρ,kg/m3]

Vp

[m/s]

E

[Gpa]

G

[Gpa]

Vs

[m/s]

Damp

ratio

Sh

otc

ret

e

Dry
High pH 3316.3 0.25 23.5 2132.5 3632.9 28.2 11.3 2297.6 0.015

Low pH 2132.0 3.00 7.1 1570.9 674.2 0.7 0.1 238.4 0.022

Sat.
High pH 2293.0 0.25 11.7 2225.4 2511.9 14.0 5.6 1588.6 0.013

Low pH 1116.5 3.00 2.1 1648.4 353.1 0.2 0.0 124.8 0.317

*M: Constrained modulus, E: Dynamic elastic modulus, G: Dynamic shear

modulus, ν: Poisson's ratio



그림 5.39. 초유동화제를 포함한 그라우트의 점도(viscosity) vs 전단속도 (Onofrei

et al. 1992).



그림 5.40. LHHPC의 full scale 현장실증(캐나다 TSX 프로젝트)



그림 5.41. 숏크리트의 대규모 현장실험(Hagerbach Test Gallery)



그림 5.42. 숏크리트의 현장실증 연구(Horonobe URL)



시멘트 몰타르 믹서 큐브몰드 시료 성형 양생(항온수조)

(a) 큐브형 몰드 (5X5cm) (b) 원주형 몰드(10X20cm)

그림 5.43. 시멘트 그라우트 몰드 성형을 위한 장비 및 콘크리트 양생



그림 5.44. High pH grout와 Low pH grout의 pH 비교



그림 5.45. Silica fume 혼합량에 따른 pH 측정 결과



그림 5.46. Low 및 Hig-pH 그라우트 7일, 28일 압축강도 비교



그림 5.47. High pH grout와 Low pH grout의 압축강도 비교



그림 5.48. Silica fume 배합비에 따른 압축강도 측정 결과

(water/binder=0.92)



그림 5.49. 건조수축 및 자기수축 측정



그림 5.50. 시편의 양생기간에 따른 Accumulated shrinkage 변화



그림 5.51. 시편의 양생기간에 따른 Weight 변화



그림 5.52. 동적물성 측정을 위한 FFRC 실험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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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3. Time domain 신호의 예시 그림 5.54. Frequency domain 신호의 예시



그림 5.55. Grout의 포화도에 따른 탄성파 속도 변화(FFRC)

그림 5.56. 투수계수 시험장치



그림 5.57. 사용몰드 및 측정방법



그림 5.58. 시멘트 그라우트의 투수계수 측정: 누적유량 vs. 시간



그림 5.59. Low-pH 그라우트 XRD 분석결과



그림 5.60. High-pH 그라우트 XRD 분석결과



그림 5.61. Low-pH 그라우트 XRF 분석결과



그림 5.62. High-pH 그라우트 XRF 분석결과



4. 결론

완충재블록 연구에서는 기준처분시스템 처분공에 적용 가능한 블록몰더를 설계.

제작하고, 이 몰더를 이용한 벤토나이트 완충재블록의 성형특성, 압축특성, 열전도

특성, 수분조건에 따른 붕괴특성 및 처분공 설치 시 블록을 통한 유동특성을 분석

하였다. 블록 성형에 필요한 압축력은 건조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

하였다. 수분함량의 증가에 대해서는 비선형곡선 형태로 수분함량 15%까지는 급격

히 감소하였으나 그 이하에서는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벤토나이트의 입자크기에 대

해서는 분말(powder)벤토나이트를 사용했을 때보다 과립(granule)형 벤토나이트를

사용했을 때가 더 작은 압축력을 필요로 하였다. 완충재 블록의 일축압축강도 및

탄성계수는 건조밀도가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수분함량에 따른 일

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는 주어진 실험범위에서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일정 수분함량

을 넘어서는 감소하였다. 삼축압축시험 결과, 벤토나이트 완충재블록의 점착력은 건

조밀도가 클수록 증가하였으며, 수분함량이 15%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내부마

찰각은 건조밀도와 수분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열전도도는 건조밀도와 수

분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완충재블록은 보관 또는 설치 시 해당 시설 내

습도 관리가 중요하였다. 시설 내 습도가 블록 자체습도보다 낮은 경우, 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생겨 블록의 손상이나 설치 후 지하수의 빠른 유입이 예상되었다. 완

충재블록의 취급 시 파손 방지와 설치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압착식의 블록 취

급장비의 개발이 필요하고, 각 블록의 가장자리 한쪽에는 서로 짝을 이루도록 양.음

각의 홈을 만들어 블록과 블록 간의 연결을 손쉽게 할 필요가 있었다. 처분공 모형

의 완충재블록 유동시험에서 완충재블록의 재포화와 그에 따른 블록 내 압력변화는

아주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인 블록의 유동특성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실험

기간을 더 연장하여 추가적인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시멘트의 pH를 11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Ca/Si의 비를 0.8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

며, 시멘트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약 40% 이상의 대체 혼화재의 주입이 필요하다.

혼화재로는 실리카 퓸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의 사용을 위해서는 초유동화제

의 첨가가 필수적이다. 초유동화제로써는 sulphonated naphthalene formaldehyde

condensates(NS)와 sulphonated melamine formaldehyde condensates(MS)가 추천

되고 있다

현재 고준위폐기물 처분후보지를 건설하고 있는 POSIVA의 Low-pH 시멘트 그



라우트 배합설계를 바탕으로 Low-pH 및 High-pH 시멘트 그라우트 시료를 제작하

였으며, 관련 물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시멘트 그라우트의 pH 변화 : 경화된 콘크리트의 pH 측정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방법이 현재 없으므로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현 실험조건에 적합한 측정방법을 채택

하였다. 굳은 grout 시료를 빻아서 입자크기가 < 75μm인 가루로 만들고 그 중 10g

을 채취하여 10g의 증류수와 3분 동안 섞어준 후, 45μm의 membrane filter를 통해

filtering을 하여 일반 pH meter를 이용하여 pH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LP 및 HP

모두 측정 초기에 pH 13에 가까운 높은 pH 값을 보였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HP

의 경우 12.4의 값으로 수렴을 해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LP의 경우에는

재령일 140일 경과 시 기준치인 pH 11 이하인 10.9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시멘트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측정 : LP의 경우 HP에 비해 초기 및 장기강도가

현저히 낮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실리카 퓸을 혼합한 콘크리트의 경우 강도가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증가하고 빠른 수화작용으로 인해 조기강도 및 장기강도가 증진된

다는 결과와는 대치되는 현상이다. 이는 실리카 퓸 자체의 혼합으로 강도가 저하되

었다기 보다는 단위 소유 수량의 증가로 W/C 비가 LP에 있어서 매우 크며, 또한

절대 시멘트량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Low-pH 시멘트

그라우트의 현장적용 28일 압축강도 기준이 4MPa임을 감안할 때, 본 실험결과는

설계기준에는 충족되는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동일 W/B 조건하에서 실리카 퓸

의 혼합량에 따른 강도저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인 배합설계(LP2-10,

LP2-20, LP2-30)를 하였으며, 실험결과 본 실험조건에서 실리카 퓸 혼합량이 10%

이상일 경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다.

Shrinkage와 swelling 측정 : 그라우트의 자가수축 및 터널 설치조건을 반영하여

수중, 상대습도 65%, 공기 중으로 각각 양생하면서 수축/팽창량과 무게변화를 측정

하였다. Low pH grout의 경우 경과 일수에 따라 소폭의 shrinkage가 일어났으며,

High pH grout의 경우 공기 중에 보관한 시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swelling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Low pH grout의 경우 수화반응 및 표면건조로 인한 수축현상과

수분유입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 약간의 수축이 발생한 반면, High pH grout

의 경우에는 낮은 W/C 조건 하에서 추가 수분유입으로 swelling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시편의 무게는 공기 중에서 양생시킨 시편을 제외한 모든 시편에서 증가

하였다.

동적 물성특성 : 시멘트 그라우트의 동적물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FFRC 기법



을 이용하여 탄성파 속도 및 동탄성 계수 그리고 감쇄비 등을 포화정도에 따라 특

정하였다. 건조된 상태에서의 탄성파 속도는 물로 포화되었을 경우의 탄성파 속도

보다 낮게 나왔으며, 또한 High pH 시편에서의 탄성파 속도가 Low pH 시편에서의

탄성파 속도보다 더 큰 결과를 얻었다. 한편 감쇄비의 경우 HP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LP는 건조상태의 감쇄비가 포화상태의 감쇄비 보다 훨씬 큰 값을 나타내

었다. 이는 LP가 높은 건조수축량을 보이면서 표면에 미세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성파의 전달이 방해받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투수계수 측정 : 헬륨가스를 이용하여 1MPa의 압력으로 물을 가압하면서 Φ50×

T10(mm)의 시료를 대상으로 투수계수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LP의 경우가 HP에

비해 투수계수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투수계수 측정결과의 변동폭이

컷으며 반대의 결과도 나타났다. 이는 시료를 준비하는 과정(에폭시 처리, 그리스

등)에서 재현성 확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보다 면밀한 실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멘트 그라우트의 원소분석 : 66일 재령의 그라우트 시료에 대해 XRD 및 XRF

원소분석을 하였다. 실험결과 LP의 경우에는 Si 성분이 HP에 비해 현저히 많았으

며, 이는 실리카 퓸의 혼합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절대 시멘트량의 감소로 인

해 LP에는 Al과 Ca 성분이 HP에 비해 적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제 6 절 지하처분연구시설 운영 및 기술지원

1. 지하처분연구시설 부대시설 설치

가. 환기시설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완공에 따라 터널 내 환기 설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적정 환기 설비 방법을 검토하였다.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 원

안과 간편 방안을 검토하여 비교한 것이 표 6.1.1 이다.

원 설계에 표시된 급기 팬의 사양은 190 mmAq x 190 CMM x 11KW 로 전력

소모량이 11KW 이고, 레지스타 3개, 후드 3개를 갖고, 지경 550mm의 Spiral steel

Duct 길이가 약 180m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급기 팬 설치로 인해 총 소요

전력이 약 31KW 가 요구되는데 이로 인해 모자라는 전기는 연구소 외곽 보안등

사용 시 지하처분 연구시설의 전기 사용을 중단한다는 조건 하에 외곽 보안등 전선

에서 전기 인입 케이블 용량을 키위 30KW 전력을 50KW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치된 환기시스템의 형태를 그림 6.1.1에 나타내었다.

나. 고압전기 및 인터넷 통신선 인입공사

1). 설계요구 조건

지하처분연구시설 환기를 위한 급기 및 배기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기는 2006년

도 지하처분연구시설 준공당시에 인입된 전기로는 거의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

로 발전기를 임대하여 수시로 가동하면서 2007년도에 고압전기 인입 및 인터넷 통

신시설을 설치하였다. 전기 인입 등 위한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설계하도

록 하였다.

(1). 전기 인입

- 150Kw 용량의 전기가 인입되도록 한다.

- 인입 노선은 엔지니어링 동을 출발점으로 KURT 수변전 설비시설

까지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택한다.



- 전기 인입 공사 시에 인터넷선 및 통신선을 함께 깔도록 한다.

인터넷용으로 광케이블(8Core이상 Single모드 이상)을 방사선응용연

구동부터 포설해야 하며, 장비로는 Rack 및 광 스위치 2개를 설치

하고, 내부 배선도 UTP케이블로 가능하나 100m 넘으면 광케이블

로 포설해야 한다. 통신은 10 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배전 설비 입지

- 수배전 설비 및 부대설비를 위한 부지정지 비용을 포함시킨다.

- 수배전 설비는 인입전기가 터널 내부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터널 내부 설비

- 현재 설치된 cctv 설치비는 제외된다. 단 인입된 인터넷 선로와 현재 컨테이

너 박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연결하여 화학특성동 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배기 및 흡기 팬은 현재 설치된 모터 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동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 수중 모터 및 전등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만, 연구모듈 양쪽 및 회차 구간의

조명은 현재 설치된 판넬을 보조등이 없이 읽을 수 있는 밝기로 한다.

- 연구모듈 양쪽에 공급되는 전원은 각각 30Kw 정도로 한다. 추가로 30Kw 씩

을 공급해 해야 하는 지는 설계 시에 논의한다.

- 전기, 인터넷 선 및 통신선의 정리를 위해 벽면에 트레이를 설치하고 이들 선

을 정리 한다. 기존 설비되어 있는 전기선은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추가로

전기증설, 인터넷 및 통신선 설비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것이다.

- 연구모듈 벽면에 콘센트가 몇 개 안되어 많은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확장콘센

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확장 콘센트들이 바닥에 놓여 집수정 펌프정지 또

는 낙수 등으로 인해 바닥에 물이 찰 경우 누전 위험이 있으므로 바닥으로부

터 1m 높이에 많은 량의 콘센트를 설치하여 실험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해 가

급적 확장콘센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공 사 공 사 내 용 비 고

1.배전공사 사용전압 3상6,600V 고압인입

인입케이블 6/10KV FCV 케이블 50sq/3c

2.변전설비공사

배전반설치 수변전설비1식

6.6KV 300KVA변압기1대

저압반1면

3.간선공사 분전반-3면 LP-M,L-1,L-2

기존컨테이너공사 간선공사

(4). 기타

- 전기설비의 설계내용은 “지하처분연구시설 실시설계보고서, 2004.4”의 제 7장

전기설계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 상기 설명에 대한 논의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 실무부서 및

연구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수정 및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전기설계를 하기 전에 이러한 설계조건과 함께 전기 인입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는 데 지중선 매설과 가공선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논의하여 연

구단지내에서는 가능한 한 전선의 지중화를 권장하고 있음으로 엔지니어링

동에서 변전소까지 지중선을 매설하며 이때 인터넷선과 통신선도 함께 매설

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터넷의 광분배기(IDF)는 터널입구에 위치하는 장소 결

정, 인터넷포트의 위치 및 개수, 전화기 수구 위치 및 개수, 조명보강 위치 및

개수 등을 결정하였다.

2). 설계 설명서

(1). 설계 내용

KURT시설에 전력용량 증설 및 통신시설 공사를 실시하기위한 설계로 설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4.부하설비공사 콘센트공사 현장내전원공급

5.케이블트레이 전기용,통신용별도 개별설치

6.LAN인입공사 HUB 1면 광HUB-1EA

광단말기-14EA

광접속장치-1EA

광케이블공사 싱글모드8CORE

7.CCTV설비 광변환장치-1EA
선로는

광케이블공용

8.전화설비 전화인입공사

(2). 공사설명서

(가). 전기 인입공사

- 154KV 주변전실에서 6.6KV 분기용 VCB에서 인출하여 공동구를 사용하여 종

합엔지니어링동의 공동구를 통과하며 통과 시 고압용 케이블 트레이를 신설

하여 인출되는 고압케이블 포설하고, 종합엔지니어일동 서측 끝단에서 PIT

옹벽을 관통하여 옥외로 배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그림 6.1.2)

_ 인출된 배관은 맨홀에 연결하여 구내의 교량을 통과하는 구간에는 교량의 양단

에 각각의 맨홀을 2개 설치하여 교량으로 배관을 연결토록 한다.

- 교량통과 구간은 교량측면에 스텐제품의 지지대를 설치하고 배관을 설치한 후

에 외부를 스텐강판으로 보강하고 공간을 보온재로 보호하여 하절기의 고열

에 의한 케이블 변질을 방지한다.

- 터널 입구부분에 변전설비(300KVA)를 구성하여 터널 전원과 연구보조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전원을 공급한다.

- 터널 내부에 인입하는 배관(100MM)이 2개가 있으므로 인입구간의 공사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배관을 사용하되 1개는 전력용으로, 나머지는 통신용

으로 사용한다.

- 터널 내부에 메인 분전반(LP-M)을 설치하여 기존분전반(LP-1)과 터널 내에



증설하는 분전반 2면(L-1,2)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한다.

- 콘센트설비는 도면에 의하여 설치하되 자립형과 트레이 부착형으로 구분하여

상세도 및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협의 후 설치한다.

(그림 6.1.3, 6.1.4)

(나). 통신 인입공사

- KAN간선은 광케이블(Single Mode 8Core)을 사용하되 방사선응용연구동의

IDF에서 FDF를 추가 설치하여 인출하고, 공동구 및 기존 매설된 배관구간을

사용하여 종합ENG종의 공동구를 사용하여 공급하되 이후 구간은 전력공사와

동일한 루트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터널 내부에 IDF를 설치하되 광HUB, 광

송수신기, FDF를 수용하고, 단말은장거리이므로 분기단말용 케이블을 광케이

블(옥내용2CORE)을 사용하여 분기하며 단말은 GBIC SX를 사용 단말 처리

한다. (그림 6.1.5)

- 전화간선은 종합엔지니어링동의 단자함에서 인출하며, 통신케이블(CPEV 10P)

을 사용하여 공동구의 기존 케이블트레이를 사용하고, 이후의 구간은 전력 간

선의 루트와 동일하게 공급한다.

- 기존의 CCTV수신기(컨테이너 설치)의 2차 측에 광변환 장치를 설치하여 광신

호로 변환하여 LAN용 광HUB로 전송하고, LAN용 광케이블 간선을 공용하여

LAN회선에 공급한다.

전기 및 통신공사의 일정은 그림 6.1.6과 같다.

(다).공사비 산정

예가기초금액 및 공사원가계산 요율 산정기준은 2007년도 전기통신표준품셈 적

용, 2007년 시중노임단가 적용, 자재단가는 물가자료와 물가정보 및 기타 견적가를

적용하고, 공가원가계산 요율산정 기준에 의해 산출된 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공사명 : KURT시설 인입 전기공사

번 호 공  종  명 단위 수   량 공     사     비 비     고

1          전 기 도 급 공 사 식 1       152,614,000                                 

2          통 신 도 급 공 사 식 1       80,300,000                                   

3          관 급 공 사(수배전반) 식 1       48,089,000                                   

4          한국안전공사 자가용검사비 식 1       500,000                                        

5          전 기 공 사 감 리 비 식 1       10,000,000                                   

공 사 비 총 계 291,503,000                                 

전기공사 내용 통신공사 내용

1. 154KV변전실  6.6KV CT 교체 1. LAN 인입간선설치(광케이블8C로 설치)

2. 3P 6.6KV 3c/50sq 인입 공사 2. LAN 단말배선은 광케이블로 설치(13PORT)

3. 6.6KV 300KVA 변전설비 신설 3. IDF 설치(FDF,광HUB,PATCH PANEL내장)

4. 터널내부 케이블트레이 설치 4.CCTV정보를  본관으로 송신하는변환 장비설치

5. 전원 증설용 분전반 3면 설치 5. 전화용 인입배선 설치

6. 콘센트 설비 증설

총    공    사    비     집    계    표

다. 기타 부대시설

(1). 배수펌프 작동 감시 및 비상경보 시스템 구축

지하처분연구시설의 터널 막장 근처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하수가 수집되는 량은 연 평균 약 20톤/일 인데 집수정 용량은 약 4톤

정도여서 펌프를 이용해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였다. 사용된 펌프는 약 0.2톤/분의

용량으로 7.5마력, 토출압 48m으로, 사용전압은 220 volt 이다. 이 펌프를 2개 사용

하여 한쪽이 고장이 나도 다른 한쪽을 작동하여 집수정 외부로 지하수가 넘치지 않

도록 하였다. 평상시의 작동은 집수정에 수위 센서를 부착하여 일정 수위가 감지되

면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컨트롤 판넬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펌프의 동작

상태는 항상 확인하여야 하는데 터널의 특성상 상주 인원을 둘 수가 없어 감시 등

운영의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터널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중에 어떤 비상상태가

발생하여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등을 감안하여 펌프 작동 감시 및 비강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sms 송신기로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축하였는데 그림 6.1.7과 같다. 이 시스템은 펌프가 작동하면 메인 컨트롤 판넬에서

펌프 작동 시호가 발생하면 sms 컨트롤 박스에서 이 신호를 받아 “펌프작동”이라



는 메시지를 관리자의 핸드폰으로 보낸다. 그리고 펌프가 정지하면 역시 “펌프정

지”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마약 비상시에 비상벨을 누르면 같은 원리로 관리자에

게 비상상태가 발생했음을 알려준다. 펌프는 약 20톤 흘러들어 오는 지하수를 약 3

톤씩 배출하기 때문에 약 15분 정도 가동하므로 하루에 7-8회 정도 작동하는 것을

관리자가 항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배출되는 유량을 측정하여 데이

터가 저장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였다. 이 유량계는 전자식유량계로 모델명은

OPTIFLUX4300 (엠엔씨엔지니어링 사 제품) 이며, 배출 배관에 직접 부착하여 관

내의 흐름을 센서가 감지하여 data acquisition system에서 유량으로 변환시켜 메모

리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다. 측정 시간의 세팅에 따라 다르지만 메모리 용량은 거

의 한달 동안 측정된 데이터를 갖고 있어 USB 메모리로 데이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초기에는 배출 관을 외부에 노출시켜 겨울에 동파방지용 히터 선을 관에 감

아 열을 줌으로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컨트롤 판넬을 설치하였으나 이 후에 배관

을 30cm 정도의 깊이로 지하 매중을 하여 동파방지를 하고 또 차량 통행으로 인해

배관이 파손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였다. 집수정에는 작업자 및 실험자의 안전을

위하여 철판 덮개를 설치하고, 가장자리에 방어 경계선을 위한 철봉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였다.

(2) 시추공 히터 시험 구역 항온 항습 차단막 설치

시추공 히터 시험에 사용되는 터널 벽면에서 공기로 인한 열손실을 일정하게 유

지하기위해 외부 공기의 유입을 가능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여 차단막을 설치하였

다. 차단막은 막장에서 약 15 - 20m 되는 지점에 조립식 판넬을 사용하여 설치하

고 틈새는 실리콘 접착제를 채워 마무리 하도록 하였다. (그림 6.1.8)

(3) 동굴 입구 외부 차단막 설치

동굴 입구에 외부와의 출입 통제 및 터널 내부의 실험환경에 대한 온도변화 등을

고려하여 외부 차단막을 설치하였다. 차단막에는 유리문을 달아 내부를 보거나 채

광을 하도록 하였고, 큰문을 양쪽 여닫이로 하여 차량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

하도록 하였으며 평상시에는 작은 쪽문을 달아 출입하도록 하였다. (그림 6.1.9)

(4)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



터널 실험 현장의 출입 기록 및 통제를 위하여 출입통제 시스템을 임대하여 사용

하고 있다. 통제 시스템에는 방사성 폐기물 기술개발부의 모든 직원이 등록되어 출

입을 할 때는 신분증을 사용하여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출입관

리 소프트웨어를 관리자 사무실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운영함으로 출입하는 직원

을 항상 파악하여 현재 터널에서 작업하는 인원을 파악하여 실험실 안전관리를 기

하고 실험장비에 대한 외부 도난 등의 위험성을 줄이도록 하였다. (그림 6.1.10)

(5) CCTV 설치

터널 내부의 출입 및 작업 등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 현장을 파악하기위해 터널

내부의 10여 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임시 사무실(컨테이너 박스)에 컴퓨터로 녹화

하도록 하였다. (그림 6.1.11)

(6) 내부 환경 모니터링 장치 설치

터널 내 환경감시의 일환으로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및 질소 등의 농도를 모니

터일하고,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서 터널내 공기의

오염여부를 판단하여 수시로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6.1.12)

(7) 핸드폰 증폭기 설치

터널 내부에서 KTF, SK 및 LG 통신 삼사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통화가 가능하

도록 증폭기를 설치하였다. 이는 실험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실험 현장을 견학하는

방문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이었다. (그림 6.1.13)

(8) 임시 사무실 설치(컨테이너 박스)

터널 내부에는 습기 등으로 인해 실험 자재 보관 및 실험자의 휴식공간이 없어

6m x 9m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무실에는

실험 장치 설치에 필요한 간단한 부품 등의 조립 및 CCTV 모니터링 용 컴퓨터, 기

술적 문제 또는 실험 현황에 대한 토론 및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장비 들이 갖추어



져 있다.

(9) KURT 설명용 홍보관 설치

지하처분시설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많아 이 시설을 견학하는 인원이 연당 600 -

700 명에 이르러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여 홍보관을 설치하였다. 홍보관 시설 내에는 고준위 폐기물 개념 설명, 고준

위 폐기물 대상, 처분용기 및 인공방벽인 벤토나이트 특성, 처분장에 처분된 처분용

기의 모형, 핵종이동 경로 설명 Video 및 외국의 지하처분연구시설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판넬 등을 설치하였다. (그림 6.1.14, 6.15)

2. 지하처분연구시설 운영

가. 일반 운영

지하처분연구시설은 실험자의 근무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상주하는 인원이 없으

며 여러 과제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공동 사용 실험실이고, 견학 등으로 방문자가

많아 터널 내외의 환경 정리와 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를 수시로 수행하게 된다.

즉 지하처분 연구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 일상 안전점검 및 출입 통제, 현장 실험

현황 점검, 사고 및 비상시의 긴급조치 등에 대한 점검을 매일 수행하여야 한다. 그

래서 시설 안전관리 준수사항으로는 1) 시설출입자는 헬멧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시설내로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하며, 시설 내부를 금연구역으

로 지정한다. 3) 시설 내에서 자동차 등과 같은 내연기관의 사용을 금한다. 현재 전

기 자동차를 실험장비 및 기타 운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한 실험장치

설치 및 시추 등 부득이한 경우에 내연기관을 사용할 때에는 환기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공기의 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사용 횟수 등을 조절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시설의 출입은 출입통제 시스템과 CCTV를 이용하여 점검하고 있지만 출입자 스

스로가 협조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였다. 방문자는 시설 및 실

험실 운영자와 동행하여 시설 내에서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토록 안전관리 등에

주의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현장 실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재 실험이 진행 중인 과제의 실험자와 협의를

거쳐 서로 실험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실험장치 설치 및 실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설 안전 점검 및 실험실 현황파악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하루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펌프 가동 에 대한 sms 문자 수신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한다.

3) 소등 및 환기와 출입문 시건 상태를 매일 점검한다.

4) 터널 내 습기로 인해 전기 콘센트 및 실내 전등의 오작동 등을 점검한다.

5) 전기, 환기 등의 이상이나 화재, 낙반 등의 사고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나. 시설 내 현장 실험 현황

현재 시설 내에서 진행 중인 현장실험은 다음과 같다.

1) 공학적 방벽 성능 실증 연구

지하처분연구시설 Near-field 암반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현장실험으로

- 현장실험 장치(single-hole heater test) 설계, 제작 및 설치

- 전산 모델링(FLAC3D) 및 열적-역학적 거동 영향 인자 분석

- 열-역학적 거동 해석을 위한 DECOVALEX- 2011 국제공동연구에 참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하처분연구시설 Near-field 손상대(EDZ) 현장시험으로는

- KURT 내 Goodman Jack, BIPS, 수압시험, Georada에 의한 손상대 규모 평가

- 지표면 형상, 현지응력, 터널 특성을 고려한 손상대 영향 평가를 위한 3차원

모델링

- 지보재/손상대 구간 내 물성 변화/심도, 절리영향 고려한 모델링 기법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실험 수행구역의 설비는 그림 6.2.1 과 같다.

2) 심부 지하수 및 지화학 특성 평가

KURT 시설부지의 수리.지화학 특성 규명 및 부지특성모델 최적화를 위하여



- 장심도 1,000m 시추조사 및 수리. 지화학 특성자료 DB 구축

- 수리.지화학.물리검층.탐사 결과를 종합한 geological model (ver.3)

구축

- 다공성 연속체 및 분리 단열망 개념 지하수유동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 실험 수행 구역의 설비는 그림 6.2.2와 같다.

3) 핵종 이동 특성 규명

KURT 현장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 이동 및 지연특성 규명으로

- KURT 현장 용질이동 실험시스템 설계, 개발 및 구축

- 암반 단열을 통한 비수착성(Eosin, Uranine, Br-) 및 수착성(Rb, Ni, Sm, Zr)

용질 이동 실험 수행 및 이동특성 분석

- 광물/미생물 상호작용에 의한 미생물의 핵종 수착 영향 평가

- 미생물에 의한 핵종광물화 메커니즘 규명 및 우라늄 이동 지연효과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고, 현장실험 수행구역은 그림 6.2.3과 같다.

다. 시설 내외부 환경 정리

1) 임시 사무실과 홍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뒷면 사면과 배수로를 정비하여 우

천시에 사면의 토사 붕괴 및 배수로 주변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2) 진입로가 차량 통행으로 인해 울퉁불퉁하게 요철이 생긴 것을 정비하고, 필요

에 따라 쇄석을 도포하였다.

3) 터널 내부 바닥이 통행으로 인한 먼지 및 실험기기에 쌓인 분진 등을 물청소

등으로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4) 터널 입구부의 양 법면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였다.

5) 터널 내부 공기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기 시스템 가동으로 내부 공기가 청정하

도록 유지하였다.

이상은 매년 또는 매일 반복되는 일로서 터널 운영의 상시적인 일이다.

라. 지하처분 연구시설 방사선 환경 조사

2007년도 3/4분기에 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환경안전연구센터를 통하여 지하처분



지 점

공간

감마선량율

(μR/h)

비고
집적선량

(mR/분기)

비고

‘07 2/4 ‘07 1/4 ‘07 2/4 ‘07 1/4

시설 입구 12.7 13.0 12.1 21.4 22.1 16.0

터널 중앙 통로 18.2 16.8 17.6 48.8 41.0 36.3

연구시설 방사선 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조사빈도 및 조사 핵종과 조

사지점 수는 방사선 환경 조사 계획과 같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하처분연구 시설내부가 외부에 비해 환경방사선량이 약간

높지만 라돈량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하에서 라돈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을 뜻하며, 지하수는 방사능 농도가 자연 방사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처분연구시설 방사선환경 조사계획

구

분
조사대상 시료종류 조사빈도 조사핵종

조사지점 수

시설내
시설

주변

비교

지점

방

사

선

환경방사선 환경방사선

분기측정 공간방사선량률 4 1 1

분기 1회 집적선량 4 1 1

육

상

시

료

공기 기체 분기 1회 라돈 4 1

물

지표수

(지하수) 분기 1회

삼중수소

1

우라늄

♦ 지하처분연구시설 환경방사선 측정결과 (2007. 6. 21. - 2007. 9. 27)



터널 좌측 실험 모듈 26.5 24.8 23.3 72.6 54.2 38.5

터널 우측 실험 모듈 22.3 20.5 19.6 85.7 29.6 25.6

터널 중앙 실험 모듈 24.1 22.4 22.0 45.6 54.2 65.2

한민대학교

(비교지점)
11.2 11.6 12.3 19.4 20.5 22.7

지 점
라돈 농도

(Bq/m3)

비고

‘07 2/4 (*) ‘07 1/4

시설 입구 23.1 16.7 36.1

터널 중앙 통로 1069.2 352.6 103.3

터널 좌측 실험 모듈 1306.8 488.0 98.6

터널 우측 실험 모듈 1417.9 552.8 106.8

터널 중앙 실험 모듈 1377.4 593.5 85.7

방사능 농도

비고

‘07 2/4 ‘07 1/4

삼중수소 (Bq/L) <1.79 (MDA 이하) <1.72 <1.88

우라늄 동위원소

(mBq/L)

U-238 335.3 ±5.5 531.5 ±6.8 402.1 ±9.9

U-235 18.5 ±1.3 26.5 ±1.5 20.5 ±2.2

♦ 지하처분연구시설 공기중 라돈 측정결과 (2007. 6. 21. - 2007. 9. 27)

* 측정치는 알파트랙 검출기 (국산) 사용

♦ 지하처분연구시설 지하수 환경방사능 측정결과 (2007. 9. 27. 시료채취)



U-234 377.5 ±5.8 610.4 ±7.3 487.0 ±10.9

총 우라늄 (ppb) 33.2 ±1.1 38.0 ±0.9 32.3 ±0.8

마. 지하수 유량 측정

집수정에 모이는 지하수를 배출하면서 그 유량을 전자식 유량계를 사용하여 측정

한 것을 그림 6.2.4에서 6.2.5에 나타내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약 26

톤/일의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다. 월별로 보면 12월 - 2월 인 동절기에 약 26톤/일,

3월 - 6월에 약 19톤/일, 7월 - 11월에는 약 33 톤일의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강

우량 및 강설량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하처분연구시설 홍보활동

가. 홍보를 위한 시설 및 자료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준공한 후에 내외국인의 관심이 높아 언론계, 관계, 교육기

관, 원자력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방문자들이 많이 견학

을 왔기 때문에 KURT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 시킬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홍보용 브로셔,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홍보시설, 각 실험 현장에서 실험 개요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판

넬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6.3.1 - 6.3.3).

나. 방문자 현황

지하처분연구시설 준공식을 한 후에 시설을 정부 관련기관, 언론기관, 원자력 및

폐기물관련기관, 교육기관, 외국 관련기관 종사자,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

하였다. 2009년 12월 현재로 총 2648명(외국인 포함) 이 견학을 하였으며, 장관 1명,

국장급 6명, 사무관급 이하 17명, 언론관련 기자 43명, 교수 및 타 기관(대학생, 시



민단체 등 모든 기관 및 단체 포함) 1862명, 지역주민 473명이다. 교수 및 대학생은

주로 원자력공학과와 환경 지질관련 학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대한 학술적인 문

의 및 기술 개발의 현황 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또한 원자력계 관련기관들도 고

준위 폐기물 처분의 기술개발 현황과 방향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언론관련 종사자

는 과학기술 개발의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욕구로 한국에서도 동굴을 이용한 폐기물

처분 연구를 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환경단체 및 기타 타 기관들은 방사성폐기

물 처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한 호감 등으로 동굴에서 수행되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지역주민은 방사성 폐기물을 연구원 내의 지하처분연구

시설에 직접 처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주 시설을 방문하였다.

주로 일반인 및 기관 단체 등에서 온 방문자에 대한 설명은 고준위 폐기물은 무

엇이며, 발생원인, 형태, 심지층 처분개념, 한국형 심지층 처분개념, 인공방벽의 구

성 및 역할, 천여방벽의 역할 및 핵종이동에 소요되는 긴 시간 등으로 고준위 폐기

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 동굴에서 수행하는 연구 활동의

각 테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동굴 내에서는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가가 나 있어 이 시설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방사선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외국인 전문가 및 내국인 전문가 등에 대한 설명은 관심 분야에 대

한 전문가를 배속시켜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림 6.3.4)

2009년 현재까지의 방문자 목록은 다음과 같다.

2007년 방문자 목록

1. 11월 13일 : 동아일보 과학부 기자

2. 11월 27일 : 에너지 신문기자

3. 12월 13일 : MBC 수습기자 5인

4. 12월 22일 : 혁신본부장

5. 1월 9일 : 과기부 혁신본부 사무관

6. 1월 11일 : 과기부 원자력국장 및 사무관

7. 1월 11일 : YTN 대전지국 지국장 ( KURT 취재)

8. 1월 15일 : iso14001인증을 위한 HCC 컨설팅 회사

9. 1월 17일 : 지오제니, 지질자원연, 지오모니터링, 서울대 연구팀

10. 1월 18일: KTV(국정정책방송국) PD외 1인( KURT 영상촬영)

11. 1월30일 : 전남대 물리학과 교수



12. 1월 31일 : 동아일보 수습기자 9인

13. 2월 2일 : 과학기술부 부총리 (수행원 약 3 -4 인)

14. 2월 9일 : 한수원 홍보담당자 워크샵 참석자 16인

15. 2월 26일 : VIP 방문관련 현장 사전답사팀

16. 2월 27일 : 산자부 사무관 외1명

17. 3월 8일(화) : VIP 방문 관련 현장 사전답사

18. 3월 8일(화) : 한국일보기자

19. 3월 16일(금) : YTN 과학TV추진단장/부국장 외 4인

20. 3월 22일(목) : 공공연구회 이사장

21. 3월 23일(금) : 21세기 위원 10명

22. 3월 29일(목) : 출연연구원 감사발전협의회 감사 23인

23. 4월 5일 (목) : 원자력안전과장외 1인

24. 4월 19일(목) : 경상북도 도의원 기획위원장외 15인

25. 4월 20일(금) : 충남대 지질학과 교수외 4인

26. 5월 2일(수) : 군수사령관 사령관 외 25인

27. 5월 16일(수) : 방폐물관리 제도개선 준비 국장외 1인

: 스웨덴 Stepansson 교수

28. 5월 21일(월) : 송강복지관 회원 39인

29. 5월 28일(월) : 부경대 지질학과 교수 및 학생 54인

30. 5월 30일(수) : 산자부 사무관 외 6인

31. 6월 5일(화) : 원자력안전기술원 7인

32. 6월 7일(목) : 갈등관리 위원회 13인

33. 6월 8일(금) : 평가원원을 위한 Open Lab.

34. 6월 15일(금) : 봉산동.구즉동 주민 46명

: 대우인제니어링 강성환 외 3인

35. 7월 26일(금) : 한국수력원자력 신입사원 16명

36. 8월 3일 (금) : 방사성폐기물 제도개선 준비국 기획팀장 및 과장

39. 9월 19일(수) : 일본 전력연구원(CRIEP) Kenzo Kiho 외 2인

: 원자력시설안전을 위한 주민협의회 회장외 8명

40. 10월 25일(목) : 대전동구청여성복지회 회장외 25명 방문

41. 10월 31일(수) : 봉산2동 노인회 회장외 58명 방문

42. 11월 1일(목) : 탑립1동 노인회 회장외 38명 방문



43. 11월 21일(수) :경주 방폐장 지원 시민연대외 39명

:우크라이나 처분전문가 Dr Bondar Yuliya

44. 11월 29일(목) : 대전대 지반공학과 학생 교수외 34명 방문

45. 12월 6일(목) : 영광 1, 2발전소 계측제어부장 및 대리

46. 12월 17일(월) : 일본 JAEA T.Fujita, Y. Kobayashi

48. 12월 20일(목) : 경주방폐장 유치 지역시민 연대 35명

2008년도 방문자 목록

1. 1월 10일(목) : MBC 보도국 취재부 기자 외 2명 박테리아 발견

취재

2. 1월 23일(수) : 프랑스 대사관 신기술 및 에너지 담당관 Jean-Yves

DOYEN 및 보좌관

3. 1월 24일(목) : 둔산경찰서장 외 40명

4. 1월 29일(화) : 일본 토노 사이언스 센터 M.Osawa 소장 및

H. Saegusa

5. 1월 30일(수) : 발전기술원 폐기물센터장 외 3인

6. 1월 31일(목) : 송강동 한마을 아파트 노인회 34명

7. 2월 19일(화) : 원자력 정책과장 1인

8. 2월 20일(수) : 과학기술부 사무관

9. 2월 28일(목) : 대전사랑 시민협의회 회원 35명

10. 2월 28일(목) : 월성원전본부장 외 14명

11. 2월 29일(금) :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19명

12. 3월 5일 (수) : 봉산 3통 주민 40명

13. 3월 12일(수) : 한솔아파트 지역주민 40명

14. 3월 19일(수) : 봉산 1통 주민 40명

15. 3월 24일(월) : 한수원 사용후핵연료 관리실장, 방사성폐기물 기술

센터장

16. 3월 27일(목) : 송강2단지 지역주민 40명

17. 4월 16일(수) : 신탄진 지역주민 40 여명

18. 5월 8일(목) : 월성원자력발전소 간부급 직원 5명

19. 5월 9일(금) : 한국경제 기자 2명

20. 5월 15일(목) : 공군대학 학생 40여명



21. 5월 27일(화) : 베트남, 태국 원자력연구소 소장 및 관계자 4명

22. 5월 28일(수) : KNF 직원 11명

23. 6월 18일(수) :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학생 20명

24. 6월 23일(월) : 고려대 지질학과 학생 35명

25. 7월 10일(목) : WNU 학생 72명

26. 7월 14일(월) : 신동 지역주민 43명

27. 7월 25일(금) : 구룡동 지역주민 43명

28. 8월 19일(화) : 베트남 하노이 공과대 총장 외 4명

29. 9월 4일(목) : 월성원자력발전소 직원 26명

30. 9월 9일(화) : 유성구복지회관 회원 60 여명

31. 10월 8일(수) : 이집트 훈련생 5명

32. 10월 22일(수) : 한미원자력협정 관계자 2명

33. 10월 30일(목) : 목포대 전자설계학과 45명

35. 10월 31일(금) : 해군본부 관계자 40명

36. 11월 06일(목) : 대전대 지반설계공학과 38명

37. 11월 12일(수) : 서조 연수원 교육생 27명

38. 11월 24일(월) : 테크노 노인정 40명

39. 12월 3일(수) : 원자력연구원 감사님 포함 2명

40. 12월 4일(목) : 프랑스 ANDRA 사장 포함 3명

41. 12월 10일(수) : 시청직원 약 10명

2009년도 방문자 목록

1. 4월 28일(화): 대전소방본부 직원 45명

2. 5월 8일(금) : 시인 20명 방문

3. 5월 13일(수) : 홍익대 재료공학부 교수 및 학생 40명

4. 5월 14일(목) : 벨기에 원자력연구소장 Dr. Eric Van Walle외1명

5. 5월 15일(금) : 공군대학 총장 소령외 50명

6. 5월 18일(월) : 지역 주민 20명

7. 5월 18일(월) : 부산 과학기술인 협회 회원 50명

8. 6월 15일(월): 조선대학교 학생 30명

9. 6월 23일(화) : 공군대학교 교육생 90명

10. 6월 25일(목):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학생 40명



11. 6월 30일(화): YTN 방송사 KURT 취재

12. 7월 8일(수): 한수원 사장

13. 7월 9일(목): 세계원자력대학(WNU) 학생 약 20명

14. 7월 15일(수) : 와부고등학교(남양주) 학생 40명

15. 7월 16일(목) : 대전보건전문대 학생 24명

16. 7월 18일(토) : 지역환경단체 회원 15명

17. 7월 28일(화) : 연구원개방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20명

18. 7월 30일(목) : 연구원개방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7명

19. 8월 3일(월) : 예산군 덕산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45명

20. 8월 4일(화) : 연구원개방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20명

21. 8월 6일(목) : 연구원개방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27명

: 일본 인 M shibata 외 2인 견학

22. 8월 7일(금) : 세명대학교 교수외 학생 2명

23. 8월 11일(화) : 연구원개방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30명

24. 8월 13일(목) : 연구원개방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32명

25. 8월 17일(월) : 교과부 원자력 국장 외 1인

26. 8월 18일(화) : 연구원개방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50명

27. 8월 21일(목) : 연구원개방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50명

28. 10월 12일(월) :초등학생 40명

29. 10월 13일(수) : 만인산 푸른 학습원 직원 20명

30. 10월 20일(화) :국정원 신입직원 23명

31. 10월 22일(목) : 서대전고등학교 학생 27명

32. 10월 29일(목) : 해군본부령관급 35명

33. 11월 3일(화) :마산시 진북농협 주부대학 주부 70명

34. 11월 5일(목) : ISRSM 참석 내외국인 13명

35. 11월 10일(화) : 연세대 환경공학과 학생 70명

다. 언론보도

자하처분연구시설의 준공 사실이 KBS TV에 보도되었으며, 준공식 후에 각 언론

사에 홍보함으로서 이 시설이 순수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를 위한 시설임을 인식

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사이언스 타임즈, 머니투데이, 대덕벨리뉴스 등

의 신문과, MBC, YTN, TJB 등의 방송사에서 지하처분연구시설 준공에 대한 많은

보도가 있었다. 대부분의 보도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

하기위한 연구시설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의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및 적합성

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핵종이동 특성규명 실험에서는 전남대 노열 교수와의 공동연구에서 KURT의 지

하수에 존재하는 금속과 결합하는 박테리아를 찾아내 연구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

기도 했다.

4. 결론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에 있어서 실험실 규모의 실험과 현장실험 간의 여러 환경

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성을 찾아내고, 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실험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하처분연구시설은 고준위폐기물

기술개발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로 인지되

고 있다.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의 연구 활동은 초기의 부지 특성화를 위한 부지 조사로부

터 설계. 건설을 하는 동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기술적 자료와 더불어 심부지층

환경 탐사 및 지하수 특성 조사, 시설 부지의 지질 단열 망 구축, 단열층에서의 물

질 이동현상 규명, 지하수 박테리아 특성 파악 및 이용 연구, 암반의 히터실험, 암

반 손상대 특성 연구 등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

고, 실험실적 안전관리에 합당한 환경조건을 유지하기위해 터널 내부의 환경 및 안

전점검과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치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각계각층의 내외국인 방문자가 지하처분 연구시설을 견학하였다. 이는 고준

위폐기물 처분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리나라의 고준위 폐기물 연구

현황을 알리며, 폐기물 처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

다. 특히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청소년들에게 원자력의 이해와 방사성폐기

물을 안전하게 처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릴 수 있어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현

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면서 안전성을 위한 연구가 철저히 수행되고 있음을 이해시켜

줌으로서 지역주민의 호응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였다.



앞으로 현장 실험 환경의 개선 및 연구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등과

방문자에게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시설 및 연구에 대한 다

양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6.1.1. 환기시설 설치 방안 검토.

구    분

내    용 (1) 전기수전 설치 (1) 추가 전기수전 없음
(2) 급,배기용 FAN 각 1개씩 2개 설치     ==> 4KW 내에서 사용가능 FAN 설치
(3) 덕트 설치 방식

문 제 점 (1) 공사비 고가 (1) 전력량 부족 ( 여유전력량 : 약 2KW 내외 )

공사비 (1) 전기수전 설치 약 4 억원 (1) 환기FAN  0.5KW  2~3개설치
(추정) (2) 환기설비(덕트포함) 약 1 억원      (덕트 없음)

     계 약 5 억원                      FAN  개당 50~200만원

검토내용 (1)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임 (1) 현재 여유전기용량으로도 불가 우려
(결론)      ( 시설팀 전기부서와 추가 검토 필요 )

(2) 현재로서는 적용곤란 (2) 환기 FAN의 효율 기대할수 없음

1   안 2   안
( 현장 전기용량내 환기 FAN 개별설치 )( 원 설 계 )



그림 6.1.1. 터널내 급배기관로 설치모습(상) 및 급기 흡입구 및 배기

토출구(하).



그림 6.1.2. 고압선 및 통신선 인입도.



그림 6.1.3. 간선 및 전열설비 평면도



그림 6.1.4. 수변전 시설(상)과 전선 및 통신선 트레이(하)



그림 6.1.5. 통신 설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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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배수펌프 작동감시 sms 송신기(좌) 및 집수정펌프와

메인 컨트롤러(우).



그림 6.1.8. 시추공 히터시험 구역의 항온 항습을 위한 차단벽



그림 6.1.9. 동굴 입구에 설치한 외부외의 차단막.



그림 6.1.10. 출입 통제시스템이 설치된 문(좌)과 출입카드 리더기(우).



그림 6.1.11. 터널 내 천정부근에 설치한 CCTV.



그림 6.1.12. 내부 환경 모니터링용 센서(좌) 및 측정 표시 판넬(우).

그림 6.1.13. 터널 천정에 설치된 핸드폰 증폭기



그림 6.1.14. 지하처분연구시설 홍보시설 전경

그림 6.1.15. 홍보시설 내부 전경



그림 6.2.1. 심지층 수리 및 지화학 특성 실험 구역



그림 6.2.2. 공학적방벽 성능 실증실험 구역.



그림 6.2.3. 핵종이동 특성 규명 실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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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4. 2007년도 지하수 유량 및 강우량

그림 6.2.5. 2008년도 지하수량 및 강우량.



그림 6.3.1. 홍보시설에 설치된 처분시스템 설명 모형



그림 6.3.2. 터널 입구에 설치된 KURT 건설 및 연구 활동 홍보 판넬.



그림 6.3.3. 터널 내부 각 실험 구역에 설치된 설명 판넬



벨지움원자력연구소장 일행 방문 부산 과학기술인협회회원 방문

YTN 방송국 취재 공군대학교육생 견학

연구원개방의날 학생 견학-I 연구원개방의날 학생 견학-II

그림 6.3.4. 방문자의 시설 견학 모습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적방벽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입

증하기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수행되었다.

공학적방벽시스템(EBS)의 열-수리-역학적(T-H-M) 거동을 실증하기 위한 공학

적규모의 실증시험이 수행되었다. 기준조건과 과열조건에서 공학적방벽시스템의 열

-수리-역학적(T-H-M) 거동 실험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전

산모델을 개발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근계영역(near-field) 암반의 열적 및

역학적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시추공 히터시험 (Bore-hole Heater Test)이 수행되

었다. 근계영역 암반의 온도 분포 변화, 응역 분포 등에 관한 현장실험 자료를 축적

하고, 전산모델링을 통해 이를 해석하였다. 또 지하처분연구시설 전 구간에 걸쳐,

굴착에 따른 암반 손상대(EDZ)의 발생 특성을 규명하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광범

위한 손상대 현장 측정 자료를 얻었다. 이 외에도 벤토나이트 완충재 블록의 설계

및 제작, 시멘트 그라우트재의 특성 등 공학적 방벽재의 개발 및 성능 실증에 관한

자료가 얻어졌다. 또 현장실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하처분연구시설

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등의 운영이 차질 없이 수행되었으며,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한 원자력 및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대한 홍보 업무의 지원도 효율적으로 이루

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적방벽의 거동과

성능을 실제 처분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적으로 입증하고, 해석함으로써 고

준위폐기물처분시스템의 최적 설계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고준

위폐기물 처분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처분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도

공학적방벽 성능 실증기술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어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 즉 완충재 현장실증 기술은 건설, 토목분

야 및 유해폐기물 매립에 적용될 수 있으며, 터널주변에 발생하는 손상대의 현장실

험기술은 지하 심부 암반 내에 건설되는 터널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되는 THMC 거동 특성 현장실험 기술은 지열 개발, 암반

내 가스 및 유류 저장시설, 식품 저장시설, 산업폐기물 매립시설과 같은 지하공간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심부지하에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학계 및 산업계에 지하처분연구시

설의 문호를 개방하고, 연구 네트워크을 구성하여, 상호 공동관심 분야에 대해 협력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나가려고 한다. 또

2005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고, 2009년에 국제 워크샾으로 격상시켜 개최한 바

있는 지하처분연구시설 활용 워크샵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공학적방벽 성능실증 관련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공개하고, 국내외 전문가

들로부터 조언과 협조를 받을 예정이다. 또 지하처분연구시설 및 공학적 규모 실증

실험시설의 상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타 분야에서 시설의 활용과 공동 연구가 용

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처분안전성 홍보시설로 활용하여, 일반 시민들의 시설 방

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공학적방벽 성능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선진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

하였다. 이러한 정보들은 연구 시설의 설계 및 설치, 실험 및 결과 해석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의 성공적 수행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주요

수집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학적 규모 공학적방벽시스템 THM 거동 실증실험 시설 현황, 설계 및 제

작 기술 자료

- 공학적방벽시스템 THM 거동 현장실증실험 (FEBEX) 시설 현황 및 기술 자

료

- 공학적방벽시스템 THM 거동 결과 해석 및 모델링 기법 자료

- 근계영역암반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현장실험 (시추공 히터 시험) 현황, 설

계 및 제작 기술 자료

- 근계영역암반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현장실험 (시추공 히터 시험) 결과 해

석 및 모델링 기법 자료

- 스웨덴 Aspo URL에서 수행된 대규모 pillar stability test 현장시험에서 측정

된 자료

- 각국의 대규모 pillar stability test 현장시험 결과 모델링 기법 및 해석 자료

- 근계영역 암반의 손상대 현장시험 장치 및 실험 자료

- 근계영역 암반의 손상대 현장시험 결과해석 자료

- 공학적 규모 완충재 블록 제작 자료

- 시멘트 기반 밀봉재 성분 및 배합비 분석 자료



제 7 장 참고문헌

1.1. 강철형 외, “고준위폐기물처분기술개발 - 심지층처분시스템개발,” 최종연구보

고서, KAERI/RR-2336/2002, 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2.1. 강철형, 구정의, 김성기, 김승수, 김진웅, 박정화, 이연명, 이재완, 전관식, 조원

진, 최종원, 황용수, 권상기, "고준위폐기물처분기술개발: 심지층처분시스템개

발,"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RR-2013/99, p. 519 (1999).

2.2. 이재완, 권상기, 박정화, 조원진, “고준위폐기물처분장 공학적방벽의 열적-수리

적-역학적 거동 연구,” KAERI/TR-3429/2007, 한국원자력연구원 (2007).

2.3. 이재완, 조원진, “우리나라 고준위폐기물처분장 기준벤토나이트완충재의 열적-

수리적-역학적 특성치,” KAERI/TR-3729/2009, 한국원자력연구원 (2009).

2.4. 조원진, 이재완, 권상기, “압축벤토나이트 및 벤토나이트-모래 혼합물의 열전도

도,”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6(2), p. 101-109 (2008).

2.5. 조원진, 이재완, 강철형, “압축벤토나이트의 수리전도도에 미치는 염도의 영향,”

KAERI/TR-1914/2001, 한국원자력연구소 (2001).

2.6. D.G. Fredlund and H. Rahardjo, "Soil mechanics for unsaturated soils," John

Wiley & Sons Inc., NY, 517 (1993).

2.7. 이재완, 조원진, 전관식, 강철형, “완충재 대상물질의 팽윤특성 연구: 팽윤압에

대한 이온강도 및 온도 영향,” KAERI/TR-1318/99, 한국원자력연구소 (1999).

2.8. Pruess, K., Oldenburg, C. and Moridis, G., 1990. TOUGH2 User's Guide,

Version 2.0.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LBNL‐43134.

2.9. Grant, M.A., 1977. Permeability reducing factors at Wairakei, paper 77‐HT

‐52. AICHE‐ASME Heat Transfer Conference, Salt Lake City, Utah.

2.10. van Genuchten, M. Th., 1980. A closed‐form equation for predicting the

hydraulic conductivity of unsaturated soils. Soil Sci. Soc. Am. J. 44, 892.

2.11. Schanz T. and Tripathy S., 2009. Swelling pressure of a divalent‐rich

bentonite: Diffuse double‐layer theory revisited. Water Resour. Res. 45,

W00C12.

2.12. 권상기, 조원진, 전석원,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의 시추공 히터시험,”

KAERI/TR-3874/2009, 한국원자력연구원 (2009).

3.1. 권상기, 박정화, 조원진, 2004. 원자력연구소 내 지하처분연구시설 부지의 지반

특성, KAERI/TR-2805/2004, 한국원자력연구소, 2004.



3.2. 최희주, 이종열, 조동건, 김성기, 김승수, 김건영, 정종태, 이민수, 최종원, 이재

완, 전관식, 김풍오, “한국형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KAERI/TR-3563/2008, 한국원자력연구원, 2008.

3.3. 조원진,박정화, 권상기, “소규모 지하처분연구시설 기본설계,” KAERI /TR

-2769/2004, 한국원자력연구원, 2004.

3.4. Lin,W., “The status report of the signle heater test,” LBNL report,

UCRL-ID-129921. 1998.

3.5. 권상기, 조원진, 최종원, “THM 복합거동 해석을 위한 DECOVALEX 국제공동

연구 현황,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 5, No. 4, 323-328, 2007.

3.6. Alonso1, E.E., Springman, S. M. and Ng,C.W.W., “Monitoring

Large-Scale Tests for Nuclear Waste Disposal,” Geotechnical and

Geological Engineering, Vol. 26, pp. 817-826. 2008.

3.7. Berchenko, I., Detoumay, E.,Chandler, N., and Martino, J., “An in-situ TH

experiment in a saturated granite,” Int. J. of Rock Mechanics and Mining

Sciences, Vol. 41, no 8, pp. 238. 2004.

3.8. 권상기, 조원진, “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의 열, 수리, 역학적 초기조건,”

KAERI /TR-3796/2009, 한국원자력연구원, 2009.

3.9. 조원진, 권상기, 최종원, “지하처분연구시설 부지 화강암의 열전도도,” 터널

과 지하공간, Vol. 18, No .3, pp. 219-225. 2009.

3.10. 박병윤, 배대석, 김천수, 김경수, 고용원, 전석원, “심부결정질 암석의 역학적,

열적 물성기초자료 분석 평가,” KAERI/TR-1828/2001, 한국원자력연구소,

2001.

3.11. Ugur, I. and Demirdaga, S.,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the

specific heat capacity and material properties of some natural building and

facing stones,”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and Mining

Sciences, Vol. 43, pp. 831-835, 2006.

3.12. 권상기, 김진섭, 조원진,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DECOVALEX-2011 연구 현

황,” 2009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춘계학술대회, 경주, 2009.

3.13. Andersson, J.C., Faith, B. and Kristensson, O., “Aspo pillar stability

experiment–TM back calculation,” GEOPROC2006. 2006.

4.1. Emsley, S., Slsson, O., Seinberg, L., Alheid, H.J., Falls, S., ZEDEX- A

study of damage and disturbance from tunnel excavation by blasting and



tunnel boring, SKB Technical Report 97-30, 1997.

4.2. 장수호, 응력수준에 따른 암석의 손상 특성과 심부터널 주변 암본 손상영격의

해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4.3. 정용훈, 발파에 의한 굴착손상영역의 수치해석적 산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6.

4.4. 강추원, 류복현, 지하채굴공동에서 굴착방법에 따른 발파진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화약,발파(대한화약발파공학회지), Vol. 24, pp.1-8, 2006.

4.5. 박종성, 류동우, 류창하, 이정인, 수리적 굴착손상영역에서의 지하수유동 특성

에 관한 연구, 터널과 지하공간, Vol.17, No.2, pp.109-118, 2007.

4.6. Chandler, N., Developing tools for excavation design at Canada's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Int. J. Rock Mechanics & Mining

Sciences, Vol.41, pp.1229-1249. 2004.

4.7. Martino, J. B., Chandler N. A., Excavation-induced damage studies at the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Int. J. Rock Mechanics & Mining

Sciences, Vol.41, pp.1413-1426, 2004.

4.8. Sato, T., Kikuchi, T., and Sugihara, K., In-situ experiments on an

excavation disturbed zone induced by mechanical excavation in Neogene

sedimentary rock at Tono mine, cetral Japan, Engineering Geology, Vol.56,

pp.97-108, 2000.

4.9. Tsang, C., Bernier, F., and Davies, C., Geohydromechanical processes in the

Excavation Damaged Zone in crystalline rock, rock salt, and indurated and

plastic clays-in the context of radioactive wast disposal, Int. J. Rock

Mechanics & Mining Sciences, Vol.42, pp.109-125, 2005.

4.10. Read, R. S., 20 years of excavation response studies at AECL's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Int. J. Rock Mechanics & Mining

Sciences, Vol.41, pp.1251-1275, 2004.

4.11. Malmgren, L., Nordlund, E., Interaction of shotcrete with rock and rock

bolts - A numerical study, Int. J. Rock Mechanics & Mining Sciences,

Vol.45, pp.538-553, 2008.

4.12. Martino, J. B., A review of excavation damage studies at the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and the results of the excavation damage zone study

in the Tunnel Sealing Experiment, Ontario Power Generation, 4.18. Nuclear



Waste Management Division 06819-REP-01200-10018-R00, 1985.

4.13. Backblom, G., Martin, C. D., Recent experiments in hard rocks to study the

excavation response: Implications for the performance of a nuclear wast

geological repository,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Vol.14,

No.3, pp.377-394, 1999.

4.14. Read, R. S., Characterizing excavation damage in highly-stressed granite at

AECL's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Proceedings of the EDZ

Workshop, Designing the excavation disturbed zone for a nuclear

repository in hard rock, Winninpeg, MB. September 20, 1996.

4.15. Sheng, Q., Yue, Z. Q., Lee, C. F., Tham, L. G., and Zhow, H., Estimating

the excavation disturbed zone in the permament shiplock slopes of the

Three Gorges Project, China, Int. J. Rock Mechanics & Mining Sciences,

Vol.39, pp.165-184, 2002.

4.16. JNC, 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workshop for the Kamaishi In situ

experiments, Kamaishi, Japan, 1998.

4.17. Kwon, S., Lee, C. S., Cho, S. J., Jeon, S. W., Cho, W. J., An investigation

of the excavation damaged zone at the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Vol.24, pp.1-13,

2008.

4.18. 이창수, 전석원, 권상기, 조원진, 서영호, 박현익,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지하처

분 연구시설에서의 암반손상대 평가, 한국암반공학회 특별심포지움, pp.15-24,

2006.

4.19. 권상기, 조원진,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의 암반 손상대 발생 및 영향평가, 한국

원자력연구원, KAERI/TR-3533, pp.1-86. 2008.

4.20. Kwon, S., Park, S. I., Park, J. H., Cho, W. J., Han, P. S., An underground

research tunnel for the validation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concept, Int.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Korea,

pp.381-391, 2005.

4.21. ASTM Committee on Standards,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imining the

in situ modulus of deformation of rock using the diametrically loaded

76-mm (3-in.) borehole jack, The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D 4971-89, pp.21-26, 1994.



4.22. 유근환, 장찬동, 다양한 시험법으로 규명된 암반 탄성계수 비교, 대한지질공학

회지, 제16권, 제1호, pp.1-14, 2006.

4.23. Bieniawski, Z. T., Determining rock mass deformability-experience from

histories, Int. J. Rock Mech., Min. Sci., Vol.15, pp.237-247, 1978.

4.24. Trueman, R., An evaluation of strata support technique in dual life

gateroads, Ph.D. Thesis, Univ. of Wales, UK, 1998.

4.25. 이인모, 터널의 지반공학적 원리, 새론출판사, 서울, pp.7-77, 2004.

4.26 권상기, 조원진, 김득수 한국원자력연구소내 지하처분연구시설 건설에 따른 발

파영향, 화약,발파(대한화약발파공학회지), Vol.23, pp.1-18, 2005.

4.27 Kwon, S., Cho, W.J., and Han, P.S., Concept development of an

underground research tunnel for validating the Korean reference HLW

disposal system.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Vol.21,

pp.203-217, 2006.

4.28 Sato, T., Kikuchi, T. and Sugihara, K., 2000.In-situ experiments on an

excavation disturbed zone induced by mechanical excavation in Neogene

sedimentary rock at Tono mine, central Japan. Engineering Geology, Vol.

56, pp. 97–108.

4.29 조원진, 이재완, 강철형, A compilation and evaluation of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ompacted bentonite for the performance

assessment of engineered barriers in the high-level waste repository,

KAERI/TR-1826/2001, KAERI, 2001.

4.30 박병윤, 배대석, 김천수, 김경수, 고용원, 전석원, 심부결정질 암석의 역학적, 열

적 물성기초자료 분석 평가, KAERI/TR-1828/2001.

4.31 권상기, 박정화, 최종원, 강철형, Thermo-mechanical sensitivity analysis of

repository design parameters using Korean geological conditions, KAERI

report, KAERI/TR-2360/2003, 2003.

4.32 윤정석, 입자결합 모델링에 의한 암석의 유도전단파괴에서의 수리-역학적 상호

작용, 공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2007.

5.1. 강철형, 구정의, 김성기, 김승수, 김진웅, 박정화, 이연명, 이재완, 전관식, 조원

진, 최종원, 황용수, 권상기, "고준위폐기물처분기술개발: 심지층처분시스템개

발,"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RR-2013/99, p. 519 (1999).

5.2. 최 희주, 이종열, 조동건, 김성기, 김승수, 김건영, 정종태, 이민수, 최종원, 이재



완, 전관식, 김풍오, "한국형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TR-3563/2008 (2008).

5.3. Gray, M.N., and Shenton, B.S., Design and development of low-heat, high

performance reactive powder concrete.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

Performance and Reactive Powder Concretes, Sherbrooke, Canada.,

pp.37-43, 1998.

5.4. Chandler, N.A., Martino, J.B., and Dixon, D.A., The tunnel sealing

experiment. Sixth International Workshop on Design and Construction of

Final Repositories, Backfilling in Radioactive Waste Disposal, Brussels,

Belgium, 2002.

5.5. Glasser, F.P., Properties of cement waste composites. Waste Management

vol. 16, pp.159-168, 1996.

5.6. Cau Dit Coumes, C., Codina, M., Bourbon, X., Leclercq, S., Courtois, S.,

Formulating a low-alkalinity, high-resistance and low-heat concrete for

radioactive waste repositories, ESDRED, Proceedings of the 2nd Low-pH

workshop, Madrid June 15-16, pp.77-90, 2005.

5.7. Bodén, A., Sievänen, U., Low-pH injection grout for deep repositories,

Posiva Working Report 2005-24, pp.13-16, Olkiluoto, Finland, 2006.

5.8. Sievänen, U., Raivio, P., Vuorinen, U., Hansen, J., Norokallio J., Syrjänen,

P., Optimization of technical properties of low-pH cementitious injection

grout: Laboratory tests and pilot field test 3. Posiva Oy, Olkiluoto,

Finland, Working Report 2006-85, pp.10-19, 2006.

5.9. Orantie, K., Kuosa, H., Durability 2007 Injection Grout

Investigation-Bacground Description, Posiva Working Report, 2008-54,

pp.45-72, 2008.

5.10. Mihara, M., Iriya, K., Neyama, A., Ito, M., Experimental and Modelling

Studies on the Interaction between Cement Paste with Silica Fume and

Distrilled Water, Radioactive Wasted Research, Vol.3, No.2, pp.71-80, 1997.

5.11. Owada, H., Mihara, M., Iriya, K., Matsui, J., An Investigation of

Cementitious Materials for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Mechanic

Properties of Low Alkalinity Cementitious Materials-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JNC TN8400 99-057, 2000.



5.12. Kronlöf, A., Injection Grout for Deep Repositories-Low pH Cementitious

grout for large fracture: Testing technical performance of materials,

Posiva working report 2004-45, pp.171, 2004.

5.13. Hooton, R.D., Konecny, L., Permeability of grouted fractures in granite.

Concrete International, pp.48-56, 1990.

5.14. Onofrei, M., Malcolm, G., Coons, W., Alcorn, S., High performance

cement-based grouts for use in a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Waste

Management, vol. 12, pp.133-154, 1992.

5.15. Snellman, M., Ervanne, H., Holgersson, S., Imoto, H., Yamamoto, T.,

Superplasticizers and other organic cement/concrete admixtures-

Long-term safety aspects, ESDRED, Proceedings of the 3rd Low-pH

workshop, Paris June 13-14, pp. 9-19, 2007.

5.16. Martino, J.B., Low-heat high-performance concrete used in a full-scale

tunnel seal, AECL, ESDRED, Proceedings of the 3rd Low-pH workshop,

Paris June 13-14, pp.89-97, 2007.

5.17. Sievänen, U., Syrjänen P., Ranta-aho, S., Injection grout for deep

repositories-Low pH cementitious grout for larger fractures: Sub-project

3: Field testing in Finland pilot tests, pp.17-36, 2004.

5.18. Fries, T., Weber, H., Wetzig, V., Low pH shotcrete field tests on Opalinus

clay samples, ESDRED, Proceedings of the 2nd Low-pH workshop,

Madrid June 15-16, pp.107-115, 2007.

5.19. Claesson L-Ǻ, Nilsson G., Drilling of a flushing water well, HFM01, and

two groundwater monitoring wells, HFM02 and HFM03 at drill site DS1.

Forsmark site investigation. P-03-30, Svensk Kärnbränslehantering AB.

Stockholm, 2003.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3120/2009

제목 / 부제

공학적방벽 성능 현장실증연구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AR,TR 등의 경우 주저자)
조 원 진 (공학적방벽 성능 현장실증연구)

연 구 자 및 부 서 명

박정화, 이재완, 권상기, 김진섭, 최종원, 백민훈, 김건영,
박 경우, 이병직, 김인중, 권성중 (공학적방벽 성능 현장
실증연구)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10

페 이 지 434 p. 도 표 있음( o ), 없음( ) 크 기 Cm.

참고사항

비밀여부
공개( o ), 대외비( ),

__ 급비밀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록 (15-20줄내외)

엔지니어링 규모의 KENTEX 실험장치를 이용해서 완충재에서의 열-수리-역학적 거

동을 실증하고, 실험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근계영역 암

반에서의 열적거동 현장실험에서는 근계영역 암반에서의 열전달과 관련된 열-역학적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 히터시험이 수행되었다. 지하처분연구시설 내의 터널 벽

면에서의 손상대 규모 및 역학적 물성특성 파악을 위하여 지구물리탐사와 암반 변형

계수 측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근계 암반의 불연속면 분포와 이의 동적물성을 측정

하였다. 완충재블록의 성형특성, 압축특성, 수분조건에 따른 붕괴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완충재블록을 통한 지하수 유동특성을 조사하였다. 또 low-pH 및 high-pH 시멘트

그라우트 시료를 제작하여 관련 역학적 물성을 평가하였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공학적방벽시스템, 완충재, 근계영역, 열-수리-역학적 거동, 손
상대, 시멘트 그라우트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m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3120/2009

Title / Subtitle
In-situ Study on the Performance of Engineered

Barriers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or Main Author)

Cho, Won-Jin (In-situ Study on the Performance
of Engineered Barriers)

Researcher and

Department

Park, J.H., Lee, J.O., Kwon, S.K., Kim, J.S. Choi. J.W.,
Baik, M.H., Kim, K.Y., Park, K.W., Lee, B.J., Kim, I.J.,
Kwon, S.J.
(In-situ Study on the Performance of Engineered
Barriers)

Publication

Place
Taej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10

Page 434 p. Ill. & Tab. Yes( o ), No ( ) Size
Cm.

Note

Classified Open( o ),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Research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An engineering scale experiment, KENTEX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M

behavior in the buffer, and the computer modelling and simulation technique was

developed. In the study on the thermal behavior of near-field rock, various studies

for the in situ heater test, which is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thermo-mechanical

behavior in rock mass, were carried out. The geophysics exploration and in-situ

field test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ange of EDZ and its effect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rock. The discontinuities in rock mass and dynamic

material properties were also measure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buffer block

are investigated regarding the fabrication, compression, and degradation of the

buffer blocks. The experiments a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esaturation

processes. The material properties of low-pH and high-pH cement grouts were

evaluated.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engineered barrier system, buffer, near-field, THM
behavior, EDZ, cement grout


	표 제 지
	제 출 문
	보고서 요약서
	요 약 문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2 장  국내외 기술 현황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연구개발의 범위
	제 2 절  공학적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실험
	제 3 절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영역 암반의 열적거동 현장실험
	제 4 절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영역 손상대 특성 현장시험
	제 5 절  공학적방벽재 개발
	제 6 절  지하처분연구시설 운영 및 기술지원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도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 7 장   참고문헌
	서 지 정 보 양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