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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三즈 으4= 등문 

1. 재목 

외국의 지하처분연구시설 현황 및 현장 연구항목 분석 

n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고준위폐기물처분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분시스템이 위치하게 될 지하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지하연구시설에서 현장연구를 통해 그 성능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장연구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외국의 지하처분연구 

시설 현황 및 현장 연구항목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 

요하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처분 현장연구 시설인 

지 하처 분연구시 설 (KURT)의 효율적 활용을 위 한 연구항목을 도출하기 위 

해， 원자력 선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용 지하연구시 

설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 각국의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되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 관련 현장연구 항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에서 수행되어야 할 현장연구 항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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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결과 및 환용에 대한 건의 

미국을 이롯한 8 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총 117H 지하연구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각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현장연구 항 

목을 조사하였으며， 이 연구항목들에 대해 국내 환경 하에서 적용 가능 여부 

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에서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현장연구 항목을 공학적방벽 분야와 

천연방벽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지질 조건을 고려한 한국형처분시스템의 확립에 필 

요한 현장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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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 ect Ti tle 

Analysis of the Status of Foreign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ies 

and In- situ Research Topics 

I1.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o improve the confidence in the Korean high- level waste repository 

system (KRS) being developed in Korea, its integrity should be 

empirically demonstrated through the in-situ studies in the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simulating the deep geological environment that the 

repository will be located. The in-situ studies are costly and 

time- consurning works, an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earch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status 

of foreign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ies and in-situ study topics 

rn.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owns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 which is an underground facility for the 

in-situ study on high- level waste disposal. The status of foreign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ies (URLs) for the study on high- level 

waste disposal and the research topics of in • situ study being conducted 

-h 

υ
 



and planned to do in the URLs have been investigated and analyzed. It is 

intended to derive the in-situ study topics for KURT.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status of 11 foreign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ies (URLs) for 

the study 00 high- level waste disposal in the 8 countries including USA 

has been investigated. The research topics of in- situ study which have 

been conducted and are planed to do in the URL have been investiga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the essential in- situ research topics 

that should be carried out in KURT are suggested, and these topics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namely the field on engineered barriers and 

the field on natural barriers 

These results will be contribu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n- situ 

research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high- level waste reposito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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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개발의 1단계 연구 (1997-1999) 및 2단계 연구 (2000-2002)의 결과 

로서 고준위폐기물 기준처분시스랩이 재안되었다 [1.1]. 2003년부터 착수된 3 

단계 연구 (2003-2006)에서는 2단계에서 제안된 기준처분시스템의 바탕 위에 

국내 고유의 자연환경 조건을 고려한 한국형처분시스랩 (KRS)이 개발되었다 

[1.2]. 따라서 향후 고준위폐기물처분 관련 연구는 개발된 한국형처분시스랩 

의 주요 구성 요소의 타당성 (feasibility) , 안정 성 (stabili ty) , 안전성 (safety) 및 

적합성 (appropriateness)에 대한 실험적 검중에 집중함으로써， 한국형처분시 

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형처분시스템의 건전성올 실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처분시스랩 

이 위치하게 될 지하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지하연구시설의 확보가 펼요하 

다. 지하연구시설을 국내에 확보하는 대신， 선진 외국에 이미 건설되어 있는 

지하연구시설(URL)을 활용하여 처분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지하연구시설(URL)의 활용 방안은 지하연구시설 

(URL)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의 연구 및 시셜활용 계획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연구항목， 시셜 활용시기 둥을 조정하여야 하므로， 효율적인 연구 수행에 많 

은 제약이 있고，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의 규모도 

적지 않아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득이 적다. 또한 국내 지질환경과 유사한 해 

외 지하연구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고， 처분안전성에 대한 대 국 

멈 홍보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점도 해외 지하연구시설을 활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선진국들은 모두 자국에 독자적인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고준위폐기물 처분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의 규모와 심도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양 

하다 [1.3]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소규모 지하연구 

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준위폐기물 처분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방 

안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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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연구원 부지 내에 소규모 지하연구시 

설인 “지하처분연구시설(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 KURTl"올 

건설하기 위한 부지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2003년부터 수행하였으며 [1.4],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11월에 정부로부터 시설 건설을 위한 허가를 획 

득하였다. 그 후 2005년 3월에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건설에 착수하여， 2006년 

11월에 준공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후연 산지에 위치 

하고 있으며， 하향 경사 10%, 길이 180m인 선형 진입터널의 막장 좌우에 각 

각 길이가 각각 45m 및 30m 인 두 개의 연구모률이 배치된 T자형 지하구 

조물이다. 터널의 단띤은 폭과 높이가 모두 6m인 말굽형이며， 연구모률의 심 

도는 지하 100m이다 [1.5]. 이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시 

스댐의 건전성과 처분안전성에 대한 실험적 검증 외에도 심부지하조건의 예 

측， 암반의 공학적 특성 규명 동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부지조사， 설계/건설/ 

운영/폐쇄 및 폐쇄 후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의 실중이 가능하다 따라 

서 지하처분연구시설의 확보는 국내의 처분기술 수준올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기술보고서에서는 지하처분연구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항목올 

도출하기 위해， 원자력 선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되고 있는 현장연구 

항목을 조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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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외국의 지하처분연구시설 

URL 국가 모암 심도 (rn) 참여 국가 

Asse mine 독일 암염 490, 800, 950 효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Tono 일본 퇴적암 스위스 

Kamaishi 일본 화강암 스위스 

Stripa mine 스웨덴 화강암 360- 410 
캐나다， 핀란드， 일본， 스페인， 

기존 A위 A ， 영국， 미국 

지하 Grimsel test 
까‘위/‘ 화강암 

체코， 프랑스， 독일， 일본， 
450 

구조 slte λ페인， λ혜덴， 미국 

물을 Mont Terri 스위스 점토층 400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 

활용 
A‘페인 

Olkiluoto 
한 

연구터널 
핀란드 화강앙 60- 100 스웨멘 

URL 
Climax 미국 화강암 420 

G-tunnel 미국 웅회암 >300 ‘ 
Amelie 프랑스 암염 I 

Fanay • Augeres 프랑스 화강암 

Toumemire 표랑스 퇴적 정토 250 독일 

HADES- URF 벨기에 접토총 230 표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Whiteshell 
캐나다 화강암 

프랑스， 헝가리， 일본， 스웨 댄， 

URL 
240 • 420 

영국 미국 
부지 Mizunami URL 일본 화강암 스위λ 

독립 Horonobe URL 일본 퇴적암 

URL 
Aspo Hard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혜덴 화강암 200 • 450 일본， 스페인， 스위스， 영국， 
Rock Lab. 

미국 

Busted Butte 미국 웅회암 100 

ONKALO 핀란드 화강암 500 

Meusel아laute 
I 랑스 

Marne 
세일 450-500 일본 

Gorleben 독일 암염돔 >900 
부지 Konrad ~ε~~ 석회암 800 
종속 Morsleben 독일 암영돔 >525 

URL Mecsek 
Mountain 

헝가리 정토충 1000 

WIPP 미국 암염 655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A워l 댄 영국 

ESF (YM) 미국 웅회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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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외국의 지하처분연구시설 

1. 미 국 Exploratory Studies Facility [2.1 - 2.7] 

최근 NEI(Nuc!ear Energy Institute)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에는 현재 약 

64，000톤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가 33개 주의 상용원전 부지 내에 저장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용후핵연료는 볼트형 플에 저장되어 있으며， 소량의 사용 

후핵연료만 건식 캐스크에 저장되어 있다 미 에너지성 (DOE)는 이런 사용후 

핵연료를의 영구처분을 위해 네바다 주의 유카마운틴(Yucca mountain) 지역 

에 지하처분장(그림 2.1)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네바다주 유카마운틴(Yucca mountain) 처분장 건설 인허가 추진 현황을 

살펴보연， 수년 간의 지연 끝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공식적인 

신청서가 2008년 6월 3일 제출되었다 DOE는 당초 2007년 12월 23일까지 유 

카마운틴 처분장 인허가 신청서를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 제출할 예정이 

었지만， 관련 소송이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데다 예산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제출이 연기되었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3년에 걸쳐 이 신청서를 검 

토할 예정이나，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2008년 이후의 유카마운틴 처분장 추진 일정 계획은 아래와 같다. 

License Application Subrnittal 30 June 2008 

. License Application Docketed by NRC : 30 September 2008 

Start Nevada Rail Construction : 5 October 2α)9 

. Construction Authorization from NRC 30 September' 2011 

. "Rcceive and Possess" License Application Submittal to NRC 

29 March 2013 

. Rail Access In-Service : 30 June 2014 

. Construction Complete for Initial Operations 30 March 2016 

. Start up and Pre- Op Testing Complete : 31 December 2016 

’ Begin Receipt : 31 March 2017 

유카마운틴 처분장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에 비 

해 약 32조 원($ 32 billion)의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녔다. 부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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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출 결과에 의하면 처분장에 약 90조 원($ 90 billion)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2001년도 추정되었던 약 58조 원($ 58 billion)에 비해 약 32 

조원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집행된 9조원 및 네바다주 북서 방향 90 

마일에 위치한 처분장의 약 100년 동안 운영 후 영구 밀봉까지 소요되는 비 

용이 포함된다 DOE는 의회에 의해 승인된 77，에O톤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유카마운틴 처분장에 처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카마운틴 부지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약 15cm 미만이다 이 강수량의 

대부분은 지하로 스며들지 않고 지표를 흘러내리지만， 그 중 일부는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 240 - 370m 갚이에 대수충이 형성되어 있다 고준위폐기물처 

분시설은 지하 300m 정도에 위치한 불포화대에 건설할 계획이다. 부지의 모 

암은 응회암(tuff)이며， 이는 제올라이트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방사성핵종의 

유출을 저지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성 (DOE)에서는 지하 심도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유카 

산(Yucca Mountain) 고준위폐기물처분장 부지의 지질구조를 보다 잘 이해하 

고，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지질， 수문， 지공학， 지화학 퉁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유카산 처분장 부지에 Exploratory Studies Facility 

(ESF)를 건설하였다 (그립 2.2) 

ESF의 갱구에서 60m까지의 갱도는 1993년에 발파공법(Drill-and-

blasting)을 사용하여 굴착하였으며， 그 이하는 구경 7.6m의 TBM 공법을 이 

용하여， 1994년부터 굴착을 시작하여 1997년 4월에 ESF의 건설을 완료하였 

다. 처분연구용 터널은 지하 약 300m 깊이에 폰재하는 불포화 응회암(tuff) 

내에 위치하며， 대수층은 연구터널 하부 약 10αn 지점에 분포되어 있다‘ 주 

진입갱도(r하np)는 직경이 7.6m로 환기와 연구 요원 및 차량의 통로 둥으로 

이용된다. ESF는 연장 8km의 연구터널과 갱도를 포함하여， 총 연장 16km에 

이르는 터널 및 진입갱도(ramp) ， 그리고 28ha 연적의 지상시설물로 구성된 

다‘ Alcove들은 연구터널에서 갈라져 나와 단총대로 접근하거나 다른 실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건설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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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Repository 
Area 

그림 2.1. 유카마운틴 지역의 지하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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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웨 댄 Äspö Hard Rock Laboratory [2.8- 2.11] 

스웨덴의 SKB는 Stripa 광산의 지하연구시설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후 

속 연구시셜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CLAB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 

있는 오스카삼 Aspo 섭올 후보부지로 선정하였다. 이 섬은 거주 인구가 거 

의 없는 발트해 근처에 위치한 무인도로서， 스웨덴에서 전형적인인 결정질 

암반으로 되어 있고， 지질도와 위성데이터를 통하여 판독한 결과 17억 5천만 

년 전에 생성된 선 캠브리아시기 기반암의 일부로 밝혀졌다. 1986년에 이 

Aspö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부지 조사가 시작되었다. 1990년 가을에는 지하 

연구시설인 Hard Rock Laboratory (HRL)의 건설이 착수되었다. 1992년부터 

는 수직터널의 굴착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경사터널(ramp)의 

공사도 함께 추진되었다 터널 굴착은 지하 400m까지는 재래식 발파 

(Drill-and-blast)공법을 사용하고， 지하 400-450m사이의 연장 400 m 터널은 

TBM(Tunnel boring machine)공법으로 굴착하여 직경 5m의 깨끗한 벽연올 

가진 터널을 건설하였다. 1994년 진입터널이 최종 목표인 지하 450m에 도달 

하였으며， 지하 450m 심도에 위치한 지하연구시설은 1995년에 완공되었다. 

이 지하연구시설의 터널의 총 길이는 3600m에 달하며， Äspö HRL 인근의 

Research ViJJage는 1994년에 완공되었다 (그림 2.3). 이 지하연구시설에 투 

자된 총 비용은 약 5억 SEK로， 이 중 절반이 시설 건설 자체에 투자되었다. 

3. 스웨 댄 Stripa 광산 [2.12] 

스웨멘에 중부지역에 위치한 Stripa 철광산은 1뼈8년에 개설된 이래 1976 

년까지 약 1650만 톤의 철광을 생산하였으며， 그 후 경제적 이유로 폐쇄되었 

다 생산된 철광석은 수정이 함유된 헤마타이트였고， 모암은 균열이 있는 화 

강암으로 약 17억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철광산의 갱내는 아주 

건조한 면으로 누출되는 지하수의 양이 분당 500리터 정도에 불과하였다 스 

혜댄 SKB에서는 1977년에 이 폐광을 개조하여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실중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였다 (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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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구시설의 건설을 위해， 폐광에 존재하던 기존 갱도 외에 별도로 지 

하 360m 및 410m 섬도에 길이 약 700m의 새로운 터널을 굴착하였다 [2.7] 

이 지하연구시설에서 처음으로 실험이 착수된 것은 폐광 내에 있던 철광원 

석을 모두 제거한 1976년으로， 그 이듬해인 1977년에 첫 국제공동연구인 스 

웨덴-미국 공동연구 (SAC)가 시작되고， 이어 1980년부터 1992년 사이에 

OECD，이EA 후원을 받아 국제 공동연구로 발전하였다 OECD이EA 주관으 

로 수행된 국제공동연구에는 캐나다， 핀란드， 일본 스웨멘， 스위스， 영국， 미 

국 둥 7개국이 참가하였다 이 공동연구에서는 화강암을 대상으로 실험이 수 

행되었으며， 주요 실험은 수갱 (shaft)에서 약 800m 떨어진 지점에서 이루어 

졌다. 공동연구가 종료된 1992년에 지하연구시설도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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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Aspö Hard Rock Laboratory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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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4. 스웨댄 Stripa 광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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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 나다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2.13-2.15J 

가 시실 개요 

캐나다원자력공사(AECL)가 캐나다 Manitoba 주 Winnipeg시 북동쪽 

llOkm에 위치한 Lac du Bonnet에 건설한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URL)은 고준위페기물 처분연구용으로 건설된 세계 최초의 지하 

연구시설이다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암반은 캐나다 순상지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입자가 거친 편마암질 화강암이다. URL 부지에는 경사도가 낮은 trust 단층 

파쇄대가 여러 개 관찰되며， 지하 420m 심도에서는 암반에 균열이 거의 없 

으나， 공극수는 해수보다 염도가 약 3배 높은 고염도를 나타낸다 

URL 부지의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1980년에서 1984년 사이에 

설치되었으며， 1981년부터 모니터링이 계속되고 있다. 1982년에서 1987년 사 

이에 지상시설이 건설되었으며 지하터널은 1983년에서 1990년 사이에 건설 

되었다. 

URL에 건설된 대부분의 터널과 수직갱은 발파 기법을 통해 굴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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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용되었으나 후기 굴착 단계에서는 굴진장 8m 이상의 전연 굴착법올 적 

용한 조절발파에 의해 터널 굴착이 이루어졌다. 환기 터널의 굴착올 위해서 

는 raise boring 볍， 연구 목적의 터널에는 기계식 굴착법이 적용되었다. 처 

분용기를 거치할 직경 1.2m, 5m 깊이의 수직 처분공 굴착에는 water jet 기 

술이 이용되었다 지하 암반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련 다양한 연구를 

위해 건설된 URL은 μ3m 의 수직갱과 240m 및 420m 심도에 건설된 터널 

들로 구성된다. 환기를 위해 직경 1.8m 의 수직갱이 raise boring 방법으로 

굴착되었다. 연구터널은 지하 240m 지정과 지하 420m 지점 두 곳에 배치되 

어 있다 (그림 2.5). 이 URL은 198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URL 프로그랭은 

다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 부지평가 단계 

A. Installation of monitoring system 1980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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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onitoring ‘ 1981 현 재 

(2) 건설단계 

A. 지상시설 : 1982 - 1987 

B. 지하터널 : 1983 - 1990 

(3) 운영단계 

A. 1989 - 현재 

B 현장시험을 실시하기 전의 암반 조사와 건설에 6년 정도가 소요 

수직갱의 굴착을 위한 지상시설 및 수직갱 입구부의 설치는 1982 - 1983 

년에 실시되었으며 255m 심도의 1단계 수직갱 굴착은 1984년 5월에 시작되 

어 1985년에 끝났으며 이후 1987년까지 240m 심도의 터널들에 대한 굴착과 

환기용 수직갱의 굴착이 실시되었다. 수직갱을 심도 443m 까지 확장하기 위 

한 작업이 1987 - 1988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420m 심도에서의 연구용 터 

널 건설 및 환기용 수직갱의 건설이 뒤따라 실시되었다. 

수직갱은 말파 기법으로 두 단계로 나뉘어 굴착되어졌다 지표에서 255m 

까지는 2.8m x 4.9m 크기의 직사각형의 형태로 굴착하였으며 이후 443m 까 

지는 직경 4.6m의 원형으로 굴착되었다. 직사각형 수직갱의 굴착은 전형적인 

벤치식 발파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조젤발파 기법의 적용이 어려웠다， 사각형 

형태를 가질 경우 모서리 부분에 웅력 집중이 발생하면서 손상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직갱 255m - 443m 

구간은 전면 발파 기법올 이용하여 원형으로 굴착되었다. 원형 수직갱의 발 

파에는 조절발파기법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벽면의 손상이 적고 안정성 

이 뛰어난 수직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2.6). 수직갱 굴착을 위한 발파공 

천공은 두 대의 shaft sinking 점보 드릴을 이용하였으며 점보 드릴은 천공 

과 지반조사 활동을 위해 설계된 Galloway sinking stage에 장착하였다- 하 

루 3 교대 중 l교대는 지반조사， 나머지 2교대는 수직갱 굴착에 사용되었으 

며 하루 1회 실시된 발파를 통해 3.7m의 굴진장을 얻었다. 

그림 2.7는 전연 발파기법으로 수직갱을 원형으로 굴착하는 경우의 발파 

설계도를 보여주고 었다 그립에서 보듯이 4개의 원을 따라서 서로 다른 지 

연시간을 가지는 총 67개의 발파공이 천공되었다 각 원에 천공된 발파공의 

간격과 burden이 수직갱 벽연 쪽으로 갈수록 작게 설계하였다. 주변장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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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32개의 발파공올 450mm 간격으로 천공하고 25mm 직경의 75% 

Forcite 다이너마이트를 장약하였다‘ 

URL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터널들은 발파 기법을 통해 굴착되었다. 발파기 

법을 적용한 이유는 단단한 화강암질 암반에서의 굴착 시 발파기법이 유연 

하면서도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점 외에도 캐나다의 지하 

처분장이 발파기법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접도 고려되었다 

URL에서는 터널 벽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절발파 기법을 적용한 

굴착이 실시되었다 URL 건설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림 2.8(a)에 묘사된 단계 

별 굴착에 의한 터널 굴착이 실시되었는데 이때의 굴진장은 약 2.4m였다. 

단계별 굴착법올 적용하는 경우 암반 손상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굴착이 2단계로 실시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굴착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기 실시하기 위해 그 

림 2.8(b)의 전연 발파에 의한 굴착이 시도되었으며 굴진장은 3.5m로 늘릴 

수 있었다. 전연 발파의 경우 발파에 의한 암반 손상 측면에서는 단계적 굴 

착법에 비해 효과적이지 않았지만 조절발파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뛰어난 발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URL에 굴착된 대부분의 터널은 크기가 3.5m x 3.3m 정도로 비교적 작으 

며 발따공의 천공은 1 boom 점보 드렬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심도 240m 

에 건설된 터널들은 터널 면에서의 응력 집중에 의한 파피를 막기 위해 곡 

연을 가지도록 설케되었다. 효과적인 발파를 위해 bum-cut올 이용한 조절 

발파가 실시되었다 

bum-cut발파에서는 발파공의 성격에 따라 4 종류의 장약이 실시되었다. 

매 발파 round 에서는 657R 의 발파공이 천공되며 이들의 직경은 38mm 이 

다 터널 중앙부에 직경 89 - loomm 로 확공된 3개의 relief 공은 적어도 

300mm 이상 더 깊게 천공함으로써 주변의 cut 공과 relief 공 사이의 암반이 

깨끗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cut 공의 위치는 순차적으로 기폭되는 발파공에서 야기될 수 있는 기폭공 

조(sympathetic detonation: 앞의 발파공 기폭에 의해 예정보다 빨리 기폭되 

는 현상)나 폭압에 의 한 고밀화(dynamic pressure desensitization: 앞의 발파 

공 기폭에 의해 발생한 충격파에 의해 폭약의 밀도 증가로 발생함으로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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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기폭되지 못하는 현상)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Relief 공 주변에 3개의 cut 공과 2개의 helper 공이 설치된다. 터널 중심부 

에 설치되는 production 공에는 Arnex II 폭약을 장약하였다 Cut 공과 

Production공에는 공기압을 이용하여 collar 길이 정0-300mrn 까지 ANFO 

를 장약하였다. Production공 외곽에는 18개의 cushion 공을 천공하고 

Lomex m 폭약을 장약하였다. 충격 에너지를 감소시켜 암반에 미치는 영향 
을 줄여야 하는 Cusion 발파공 또는 주변장 발파공에서는 충격 에너지가 낮 

은 폭약을 사용하여 가스의 팽창 에너지에 의해 암반 파쇄가 일어나도록 함 

으로써 성공적인 발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터널 바닥부에는 6개의 lift 공을 천공하고 25mrn 직경의 Forcite 75%라고 

불리는 니트로글리세린 제열의 폭약을 장약하였다 발파충격에 의한 여굴을 

방지하기 위해 터널 주변장을 따라서 21개의 penmeter 발파공을 조밀하게 

천공하였다. 그립 2.9는 URL 에서 적용된 전형적인 전면 조절 발파 설계도 

를 보여주고 있다. 순차적인 기폭을 위해 o - 18까지의 시간 지연을 가지는 

shock tube 뇌관이 사용되었으며 ANFO, Lomex, Prirnaflex 를 장약한 발파 

공 바닥에는 NG 계열의 폭약을 pnrner 로 설치하였다 그림 2.10은 발파 설 

계에 따라 발파공을 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11은 천공된 

발파공에 폭약을 장약하기 위 해 준비 하는 모습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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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10. Single boorn electric- hyclraulic jumbo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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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11. Mining crews Joading fuJJ- face bJast round on the 420 LeveJ 

of the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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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위 스 Grimsel Test Site [2.16- 2.20] 

스위스에서 는 2020년 처분을 목표로 현재 광역조사， 시추공 시추， 시추코 

아 분석， 수리시험， 지구물리 검충 및 지진파 탐사에 의한 부지선정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 NAGRA는 J uchlistock산 통쪽 지하 450m에 위치한 폐기된 수력발 

전소용 도수터널을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시설로 개조하여 Grimsel Test 

Site (GTS)를 건설하였다. GTS는 해발고도 1730m의 Aar Massif 화강암 내 

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2.12). 스위스 NAGRA는 1979년에서 1980년 사이에 

GTS 부지에 대한 Geological mapping과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1982년에 운 

영허가를 취득하였다 1983년부터 GTS의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1 km 이상 

의 연구용 터널이 건설되었다. 이 연구용 터널의 굴착에는 직경 3.5 m의 

full - face tunnel boring machine (TBM)이 사용되 었다. 기 타 cavern 들은 재 

래식 천공/발파 공법으로 굴착되었다 GTS는 1984년부터 운영이 개시되었 

다 GTS는 새로운 실험을 수용하기 위해 1996년과 1998년에 확장되었다 

1990년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현장실험을 위해 특별통제구역(머EA 

type B/C)이 설치되었다 총 연장 약 l.1Km으로서 지하 450m에 건설되었다 

(그림 2.13). Cavem은 발파공법으로 조성되었으며 본 터널과의 연결은 2000 

년도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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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Grimsel Test Site 부지 및 터널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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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GTS Tunnel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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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위 스 Mont Terri Rock Laboratory [2.21-2.23] 

알프스 산의 Jura 산을 관통하는 A16 국립고속도로에 있는 Mont Terri 

도로 터널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도로터널의 건설을 위한 지질 및 암 

반특성 조사를 위해 1989년에 보조터널을 굴착했으며， 이 보조터널에， 1994 

년 가을 스위스 국립수문 및 지질조사회 (SNHGS)가 시추공을 굴착하기로 

하고 Jura주에 허가신청올 하여， 1995년에 운영허가를 받음으로써 Mont 

Teπi Rock Laboratory가 개 설되 었다 

Mont Terri 터널은 상부에 두께 300m의 암반층이 존재하며， 높이는 4.6m, 

폭는 4.5m이고 발파공법으로 굴착되었다 터널의 대부분은 1O-15cm정도의 

훗크리트로 보강되었으며， 몇 군데에는 철망과 락볼트가 사용되었다 Mon 

Terri 터널은 Opalinus Clay 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에 1996년에 8개의 

실험용 터덜이 굴착되었으며， 각각이 8m 길이이고， 높이는 4m이다. 실험 

터널은 진공 햄머를 이용하여 굴착되었으며， 벽은 훗크리트로 보강했다. 

1997년에는 새로운 터널을 약 230m 추가로 굴착하였다- 이 터널은 발파공볍 

으로 굴착했으며， 높이 4m, 폭 3.5 m이다 (그립 2.14). 

Opalinus Clay는 약 1억 8천만년 전 쥐라기 시대에 아주 미세한 해저 퇴적 

물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40-80 %의 접토 광물과 10%정도의 맹윤성의 물 

질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모래나 실트 결정 퉁이 존재한다. 점토의 기공은 

미세한 편이고 함수율은 4-1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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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핀 란드 OKALO URL [2.24- 2.26) 

핀란드는 자국의 기반암인 결정질 암반의 특성을 규명하고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지하연구시설(URL) 관련 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 단계는 해외 URL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generic study로， 스웨 덴의 Stripa 광산 및 Aspo HRL 프로젝트 초기부터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술적 사항 및 URL 프로젝트 추진 체계 둥에 관한 

know-how를 축적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1993년부터 올킬루오토에 위치한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 (VLJ 처분장) 내에 3 개의 사용후핵연료 처분공을 

모사한 Research Tunnel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분공의 굴착 

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실증하는 연구를 완료하였다 (그립 2.15). Research 

Tunnel은 지하 60 미터 깊이에 위치한 길이 47 미터인 소규모 터널이다 터 

널의 높이는 4-7미터이며 발파기법으로 굴착되었다. 이 터널 내에 사용후핵 

연료 처분공을 모사한 시추공이 3개 설치되었으며， 각 시추공은 깊이 7.5 m, 

직경 l .5m로서 ， 미ll-face 보어링 기법으로 굴착되었다-

핀란드는 과거에는 자국에서 심지층 처분의 모암으로 고려하고 있는 화강 

암반과 동일한 암반 내에 이미 스혜덴이 Aspo HRL과 같은 generic URL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자체 generic URL을 보유할 펼요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 후 1999년 상반기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최종 단계로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하였다 현재 4 곳의 후보 부지 중 가장 유력한 지역은 이미 원자력발전 단 

지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위치하고 있는 올킬루오토와 루비사 

지역이다 핀란드의 POSIVA는 2000 년에 정부로부터 후보부지의 승인을 받 

은 직후， 부지의 상세 지질조사를 위한 ONNKALO URL (그림 2. 16)을 건설 

중에 있다. 

ONKALO URL(Underground Characterisation and Research Facility)의 

건설은 고준위폐기물처분을 위한 현장부지조사 프로젝트의 주요 일환으로 

수행된다 이는 처분장 건설을 위한 세부 정보사항과 공학적 방벽건설의 안 

전성 (safety)과 타당성 (feasibili ty)을 분석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처분기술 

이 실제 환경에서 어떠한 거동을 하는지를 실증하는 역할을 시설로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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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ONKALO 시설은 단지 연구개발 및 실중을 위한 시설뿐만이 아니라 면 

허(Jicense) 취득 후 실제 처분장으로 활용될 시설이다 2004년 중반부터 공 

사를 착공하여 2014년에 최종 완공할 예정이다 2004년부터 2009년 까지는 

제어통제실을 비롯하여 shaft building, maintenace building, civil defence 

shelter 둥 지상 부속건물이 건설될 예정이며， URL은 심도 417m까지 굴착될 

계획에 있다- 또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최종심도 520m까지 굴착하고 

처분터널 주변의 암반특성시험 및 역학조사가 수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연구 및 시험은 처분장 건설 초기부터 처분개시 년도인 202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URL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1996년 가격으로 

약 63억 핀마르크 (1 핀마르크=190원)이고， 운영에는 약 7억 핀마르크가 소 

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구시설은 지하 420m와 520m에 각각 건설되 

예정이며， 하향경사 10%인 경사터널 방식으로 지하 심도 520m 까지 총 연 

장 5.5km 길이의 터널을 굴착할 계획이다. 

현재 핀란드의 ONKALO URL의 공사 진행현황은 2006년도에 지하 1밍m 

까지 굴착하였으며， 이는 터널 길이로 약 1.5km에 해당하는 길이이다. 현재 

는(2008. 10. 3) 지상에서 지하 300m까지 총 연장 3，l50m의 터널이 굴착된 

상태이다 (그림 2.17, 2.18,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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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7. ONKALO URL 터널입구 

그램 2.18. ONKALO URL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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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19. ]umbo rig used in the driJling of ONK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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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 Mizunarni URL 및 Horonobe URL [2.27- 2.29] 

일본은 고준위폐기물을 심지층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디‘ 섬지층 

처분연구와 관련하여， JNC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폐 우라늄광인 Tono 광산과 폐철광인 

Kamaish 광산을 이용하여 고준위폐기물처분 현장시험을 실시한 바 있고， 최 

근에 들어서는 JAEA (Japan Atornic Energy Agency)가 Hl2 프로젝트와 

H- 17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실증하기 위해 Mizunami와 Horonobe에 2개의 

지하연구시설(URL)을 건설하고 있다(그림 2.20). 

lVIizunarni URL은 Gifu현 lVIizunarni시 에 위 치 하며 TGC (Tono 

Geoscience Center)가 건셜 및 연구를 주관하고 있다， 이 URL의 기반암은 

결정 칠 암반 (crystalline rock) 이며， 이 URL에는 2개의 1,000m 샤프트 

( shaft)와 여러 개의 갱도가 건설될 예정이다 샤프트의 굴착은 2005년 2월에 

착수하였으며， 작업은 drilling & blast 및 mucking의 2단계방법을 2 - 3회 

연속적으로 반복하고， 지구과학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즉 

/ 

L 

조사 및 샤프트 라이 닝 (shaft-lining)을 하는 

/ 
/ 

Drilling & Blasting ~ Mucking • Drilling & Blasting ~ Mucking • Investigating • Shaft-lining 

지구과학 조사에서는 지질도 작성과 샤프트 벽변 사진 촬영 및 특성평가 

둥이 이루어지며， 1.3 m/day의 작업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굴착작업은 2008 

년 10월 17일 현재， 매인 샤프트의 경우 300.2m, 환기 샤프트의 경우는 

280.5m까지 진행되었으며 (그림 2.21), 2009년 까지는 500 m까지 굴착할 계 

획으로 있다. lVIizunarni URL은 20년간에 걸쳐서 건설될 예정이며， 계획된 

일정은 그림 2.22과 같다. 

Hokkaido 북부 Horonobe-cho에 위 치 한 Horonobe URL은 기 반임 이 퇴 적 

암이며 ， 여기에 건설될 지하 500m 섬도의 지하연구시설의 개념도는 그림 

2 .23와 같다. 이 URL은 때00년도에 정부로부터 건설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 

작하였으며， HURC(Horonobe Underground Research Center)가 이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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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연구를 주관하고 있다. 이 URL은 20년 계획으로， 3단계로 나누어 

건설공사와 연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할 예정이다 

Phase 1: 지표면 조사 (6 년) 

Phase 2: 심부지하 조사 및 건설 (6 년) 

- Phase 3: 지하시설을 이용한 연구 (9 - 12 년) 

세부 공사 및 연구 일정은 그림 2.24와 같다 

/ 
/ 

/ 

’ 
/ 

, 
l 
4 
l 

/ 
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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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U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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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llne rock 

o HORONOBE 

그림 2.20 ‘ 일본의 건설 중인 지하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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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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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t system 

/ 

그 림 2.23. Horonobe URL 개 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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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랑스 MeuseαIaute Marne URL [2.30,2.31J 

Meuse쩌aute Marne URL는 프랑스 동부지역의 Bure에 있는 억 6000만년 

전에 퇴적된 점토층(Callovo-Oxfordian forrnation)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점토 

층에 지하 490 m에 지하처분연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2002년에 직경 6m 

의 수직터널을 천공발파 기법으로 굴착하였다. 지하 445m에는 소규모 수평 

터널올 굴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관측공을 시추하며， 지하 490m에서는 직 

경 4m의 원형터널을 건설할 계획이다 many 

10 벨기 에 HADES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 (URF) [2.32J 

벨기에는 점토층과 shale층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적합하다는 사 

실이 밝혀짐에 따라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자국에 널리 분포하는 점토층에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벨기에는 1974년부터 1975년까지는 자국 

의 부담으로 1976년부터 는 CEC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rnunities; 유럽공동체 위원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벨기에 북동쪽에 

위치한 Mol- Dessel 원전 부지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선생대 3기층의 Boom 

Clay 내 230m 깊 이 에 HADES (High Activity Disposal Experimental Site) 

URF (그림 2.25)를 건설하였다‘ 이 시설은 지하결빙공법 (Ground- freezing 

technique)으로 건설하였으며， 1987년에는 기존 터널의 맞은 편에 위치한 동 

결시키지 않은 점토총에 새로운 실험용 터널을 굴착하여 점토층에 지하결빙 

공법을 쓰지 않고도 대규모 처분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2.18]. Boom Clay는 SiOz를 60%정도 함유하고 있으며， 공극률이 33-

40% 정도이다 1983년부터 폐기물 발생자들이 ONDRAFηAAAS를 통하여 

프로그랩의 재정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samples for qualitative ana]ysis 

of water, air, soil and wild1ife 

regularly 

Environmen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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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하연구시설에서의 현장연구 

l 미 국 Exploratory Studies Facility [2.1 - 2.7] 

하묵 
〈그 -, 

ESF가 건설됨에 따라， 지하 300m에 위치한 지하에서 유카산 부지의 특성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ESF를 활용한 연구는 1996년에 처음 시작되었 

다. 연구 내용은 부지특성조사가 주를 이루며， 이외 암반의 강도와 건설 후 

의 암반 물성의 변화 둥 처분장의 설계와 건설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유카마운틴 ESF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주요 현장 실험은 다음과 같 

다 

가 지질조사 

1). 굴착 전 지질조사 / 
1970년 - 1990년대 초까지는 지표에서 굴착된 시추공에서의 시험이 유카 

마운틴에서의 주된 현장연구였다 유카마운틴과 주변 지역에서의 지하수위， 

수리적 특성파악 및 지하수의 이동속도 관측올 위한 지질조사를 위해 300 

여개의 시추공을 천공하였다- 시추공에서 회수된 암석 코아의 직경은 약 

6cm이며 암석 코아는 처분장 심도에서 300m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 
수위까지의 불포화대 뿐아니라 포화대에서도 회수되었다- 포화대 및 불포화 

대까지 천공된 시추공을 이용한 연구는 다음 분야에서 활용된다， 

(1) 암석층의 구성 

(2) 광물 암석 학적 특성 

(3) 수리물성 

(4) 열적， 역 학적 물성 

(5) 지표면 부근 수리 

(6) 불포화대의 수리 측정 

(7) potentiometric surface determination 
(8) 포화대에서의 수리， 이동시험 

시추 전후에 얻어진 암석과 지하수에 대한 정보는 개념모델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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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위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얻기 위해 22개의 시추공을 이용한 관측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시추공에서의 물리탐사 

를 위 해 neotron, video logging 둥이 실시 되 었다 

2). 굴착 후 지질조사 

굴착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지질조사가 실시되었다 Detailed line survey 

(DLS)에서는 좌측 벽변에 설치된 측정 테이프와 만나는 길이 1m 이상의 불 

연속변을 기록하였다. DLS를 통해 1850개의 불연속면(균열， 단충， 절리， 

vapor-phase parting, shear 둥)이 기록되었다 이중 81%는 균열 (fracture)이 

었으며 7%가 절리(joint) ， 4%7} vapor-phase parting, 8%가 단총 또는 shear 

로 나타났다- 단층은 O.lm 이상의 변위가 존재하는 불연속면을， shear는 

0.1m 이하의 변위가 존재하는 불연속변을 뜻한다. 각 균열의 trace length 

(터널 벽면에 나타나는 불연속변의 겉보기 길이)도 측정되었으며 그림 3.1은 

터널을 따른 trace length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에서 trace length가 

1m 이하의 균열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Cross-drift에서 측정된 최대 균열은 

5O.8m였으며 평균 3않3m이고 중간크기는 2.02m, 표준면차는 3.7m로 나타났 

다. 

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암반분류가 실시되었으며 결정된 암반분류값을 

이용해서 터널의 지보 패턴이 결정되었다. 암반 분류는 Barton이 제안한 Q 

system 과 Biniasky가 제안한 RMR (Rock - mass Rating) 분류법이 함께 사 

용되었다. 각 Cross -drift에서 측정된 구간별 Q 값의 변화는 표 3.1과 같다 

Q system을 따를 경우 cross-drift 는 “ good" 한 암반으로 분류되나， 계산된 

Q 값은 예상보다 3배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보의 양을 예상보다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암반분류는 5m 간격으로 수행되었다. 

나 Single Reater Test 

유카마운틴에서는 full scale heater test를 실시하기 전 소규모로 Single 

Reater Test (SRT) 를 실시하여 암반에서의 coupling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지원했다 SRT는 1996년 8월에 시작되었으며 1997년 5월 전기 히터의 가동 

을 중단하고 1998년까지 냉각기간을 가졌다. 시험에서는 20입방미터 부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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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을 1000 C 이상까지 가열하였으며 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암석의 부피는 

1 ，600m3에 달했다. 구리 로 감싼 전기 히터를 lOcm 직경의 시추공에 삽입했 

다 실험에서는 온도 측정을 위해 2oo7R 의 therrnal sensor를 설치했다(그림 

3.1)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허가， 성능평가와 설계에 활용되었다 SHT에서 

얻어진 자료와 경험은 drift scale test 와 cross-drift therrna1 test에 활용되 

었다. SHT에서는 암반에 열역학적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온도와 변위， 웅력 

을 측정하였다. 온도는 therrnocouples , resistance temperature devices9.} 

therrnistors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역 학적 변화의 경 우 :MPBX 

(multiple• point- borehole extensometersl, tape extensometers와 

surface- mounted wire extensometer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록볼트 load 

cell과 NX borehole jack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TH, TM 

coupling 모델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처분장의 설계와 성능평가에 대한 이해 

를 돕도록 하였다. 

열과 지하수 유동에 의해 암석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하 

수가 흐르는 균열시스템에서 광물의 dissolution과 침전에 대한 연구가 있었 

다. 시험 후 회수된 시추 코아는 electron rnicroscopy를 사용하여 새로운 광 

물 침전을 확인하였으며， X- ray 회절분석을 통해 광물을 확인했다. 균열에서 

발생하는 광물의 침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암석의 투수도에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그러나 암석자체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ross drift에서도 히터 실험이 실시되었다. 그림 3.2는 2001년 4월 heater 

test를 위한 설치 장변을 보여준다. 

다. Large block heater test 

유카마운틴 인근에 노출되어 있는 Fran Ridge에서는 near-field에서의 

THMC 거동에 미치는 열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large block 시험이 실 

시되었다 Fran Ridge 층은 처분 모암이 될 수 있는 층의 일부이다. 실험의 

목적은 열에 의한 암반 내 수분의 。l 통， 가열된 암반의 역학적， 화학적 반응， 

처분장 설계에서 사용된 금속의 거통， 가열된 암반에서의 미생물 거동 동으 

로 1000여개 의 channel을 통해 자료가 획득되었다 실험에서는 10 x lO x 15 

ft 크기의 블록을 이용하였으며 블럭에 대한 가열은 1997년 2월에 시작되었 

다- 그림 3.3은 heat exchanger의 설치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 에서는 9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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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의 전열 히터 5개를 블록 내부에 장착하였으며 단열 및 수중기 방출을 

막기 위한 방벽을 설치하였다. 히터를 끈 후 고열가열과 냉각에 의한 암반의 

반웅을 조사하였으며 냉각 후 조사를 위해 블록은 분리시켰다. 실험의 결과 

지하수는 중력에 의해 가열되는 지역 아래쪽으로 흐르며 균열이 유통의 주 

요 이통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히터공 속으로 주입된 미생물은 2oo 'C 

이상에서도 발견되며 가열되는 구간 5ft 아래쪽에 설치된 관측공에서 발견됨 

을 알 수 있었다. 

라. Pilot scale heater test 

열에 의한 유동(f1ow)의 변화에 대한 주요 기술적 관심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한 시험이다. 시험의 결과는 공학적 방벽의 성능파악과 전달과정 모텔에 

대한 지원에 활용될 것이다 시험을 통해 처분터널의 열린 공간 및 암반에서 

의 온도 분포를 예측하는 기법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즉 시험올 통해 

얻어진 자료는 자연대류와 기타 열전달 현상을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유체통 

역학 컴퓨터 코드를 검증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이는 처분장의 설계와 성능 

평가에기여할 것이다. 

Pilot scale heater test는 라스베가스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Pilot Scale 

Test Facility (ATlas facility)에서 수행되고 있다. Atlas facility 자연대류시 

험을 위해 2개의 pilot- scale test 셀이 건설되었으며 이중 하나는 실제 규모 

의 25% 이고(그림 3.4, 3.5) 다른 하나는 44% 규모이다(그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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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현재 SHT 시험은 완료되었으며 1997년 12월에 시작된 Drift Scale 

Test(DST)가 진행되고 있다. DST 에서의 시험 기법은 SHT를 비롯한 이전 

의 열시험을 통해 얻어졌으며 대규모 시험에 적합하도록 보완되었다 DST 

는 처분장에서 예상되는 THMC coupling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대규모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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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개요 

48미터 길이의 터덜(그림 3.7)에 9개의 full - scale 히터(그램 3.8)를 설치하 

여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열을 모사하게 되며 4년 동안 가열한 후 4년을 냉 

각시키는 과정으로 암반의 열적 거동을 파악하였다. 양쪽 벽면에 위치하는 

50개의 wing heater를 10m 길이로 설치함으로써는 여러개의 처분터널에서 

발생하는 열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997년 12월 187kW의 전 

력으로 히터들이 가열되었다. 

히터를 덮고 있는 연적은 1500m2이다 가열기간 동안 drift 벽면의 온도는 

2oo
0

C까지 중가하였으며 φying， condensation, rapid evaporation , heat pipe 

효과와 같은 현상들이 관측되었다. 가열기간 후반기 1.75년 동안의 벽면 평 

균온도는 205t 였다. 가열에 의해 100t까지 상숭하는 암반의 부피는 

1O，000m3이며 20만m3의 주변 암석이 열의 영향을 받게 된다. 가열된 터널의 

주변 터널과 단열되며 비디오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로 터널 내부를 관찰하 

고 있다 그림 3.9는 설치가 완료된 Drift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4년 동안 

의 가열기간을 마치고 2002년 1월 14일 냉각기간에 들어갔으며， 냉각 후 1년 

이내에 마ift의 온도가 100t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3) 측정 방볍 

암반의 온도는 28개 시 추공에 그라우팅 된 resistance temperature devices 

(RTD) 를 사용해서 측정하고 있으며， 3820 개의 센서를 통해 암반의 거동을 

관찰하고 있다. 열적， 수리적， 기계적， 화학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약 147 

개의 시추공이 천공되었으며 이들의 총 길이는 3，3oom에 달한다‘ 센서를 통 

해 얻어진 자료는 Data Acquisation System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이동식 

remote 카메라 시스템과 bulkhead 아래쪽에 설치된 투명창을 통해 drift 내 

부에서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Remote 카메라는 매주 작동되며 

drift 내부의 암석의 파괴나 전정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고 었 

다‘ 각 관측공들의 위치 및 측정되는 내용은 그림 3.10에 나타나 있다 

4) 주요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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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물리 영향기법과 투수계수 측정을 통해 열에 의해 야기되는 지하수의 

재분포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히터 부근에서의 가스상태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시추공에서 회수된 물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 방해석과 규석광물이 물과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2년 l월 14일 히터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4년 동안의 

냉각기간에 들어가 있다 

바 AJcove 1 에서의 수분이동 시험 

그립 3.11은 ESF A1cove 1 에서의 수분 이동에 관한 실험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사‘ 현지용력 측정 

유카마운틴에서 부지조사 연구룹 위해 수압파쇄시험을 이용한 현지용력 

측정이 실시되었다. ESF 의 주이동로에서 30m 깊이의 시추공올 천공하고 5 

회에 걸쳐 수압파쇄를 실시하여 유카마운틴 아래로 약 2밍m 지점에 작용하 

는 현지웅력올 측정하였다. 현지 웅력의 측정은 굴착 전 초기용력을 파악함 

으로써 처분장의 설계 및 성능평가애 필요한 역학적 해석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 
아 Busted Butte에서의 핵종이동 실험 

유카마운틴의 주능선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언덕인 Busted Butte에 

92m 길이의 소규모 터널올 굴착하고 다양한 실험이 실시되었다. 이 곳에 터 

널을 굴착한 이유는 처분장이 위치하는 암반과 지하수위 사이에 위치하는 

암반층인 Calico Hills formation이 이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들은 25m 길이의 test alcove에서 수행되었으며 test aJcove는 지표에서 

70m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3.12) 

이곳에서는 처분장 하부에 위치하는 암반을 따른 핵종과 지하수의 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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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를 위해 시추공에 추적자를 주입하고 다른 시추공에서 회수하는 

실험이 실시되었다 실험의 결과를 모델링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adventive 

flow와 diffusion을 결합한 모델로 현장 자료의 모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 

었다 또한 콜로이드의 연구를 위해 microscopic sphere를 주입하는 실험이 

실시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280nm 크기의 microsphere를 Calico Hills Tuff 

층에 주입한 후 overcore된 암석을 분쇄해서 microsphere를 정성적으로 분석 

하는 작업이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microsphere가 시험기간 동안 적어도 

45cm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Busted Butte 에서의 시험을 통해 처분장 

암반에 존재하는 제올라이트가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키는데 효과적 

이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었다 

자 Niche 5 에서의 지하수 유동시험 

Dross drift의 Tptpll 층(Topopah Spring Tuff Crystal Poor Lower 

Lithophysal Unit)에 위치하고 있는 Niche 5 에서는 없r permeability test 와 

sepage 시험이 실시되었다. 유카마운틴 암반의 응회암에는 수cm에서 1m 직 

경의 lithophysal cavity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하수 유동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들이 실시되었다. 실험을 통해 lithophysal cavity 가 

local capillary barrier로 역할을 한다는 것과 유체의 이동은 fracture를 따라 

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 Alcove 8 과 Niche 3 에서의 추적자 시험 

Cross drift에 있는 Alcove에서 물과 추적자를 주입하고 ESF에 있는 

Niche 3에서 회수하는 시험이 실시되었다 2001년 3월 Alcove 8에 나타난 

단층을 따라서 물을 주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2월까지 계속하였다 암 

반의 잠재적인 유통로를 따라 천공된 1M의 관측공을 통해 암반의 포화정 

도와 water potential의 변화를 측정했으며 회수된 물의 부피와 속도를 결정 

하고 추적자를 분석하는 작업이 실시되었디 시간에 따른 water flux의 감소 

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flow rate이 낮은 경우의 추적자 시험에서 

pentafluorobenzoic acid 추적자의 지연이 관찰펌으로써 rock matrix로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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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이동을 알 수 있었다 

카 A1cove 3 과 4에서의 수분변화 시험 

수직 시추공에 설치된 heat dissipation probe을 사용해서 수분의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지하수의 potential gradient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2C뼈년 4월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모든 센서가 steady state로 안정화됨으로써 더 이상의 

정보가 획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2002년 3월 측정이 중단되었다. 

타. Alcove 7에서의 기압변화 시험 

온도， 공기압， 공기중 습도를 측정하기 위해 thermistor, pressure 

transducer, thermocouple, psychrometer과 같은 22개의 센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A1cove의 입 구부에 는 추가로 pressure transducer 와 thermistor를 설 

치하였다 Alcove bulk head 뒤쪽에 설치된 센서들을 통해 기압의 변화로 인 

한 공기의 변화 변통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bulkhead가 기압의 변화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SF 에서의 환기로 인해 bulkhead 전면에서 

의 공기온도는 몇도 씩 변화하지만 bulkhead 뒷면의 온도는 변동이 매우 적 

다는 점에서 온도의 경우 ESF의 환기와는 독립되어 있음올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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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Rock classification u sing Q system 

Descriptive Statistic Tptpul Tptpmn Tptpll TpφIn 

Station Length of Stratigraphic Unit (meters) 1075 430 882 259 

Meters Actually Rated (some areas were 1075 430 847 199 obstructed by equipme미 or shotcre떼 

Mean Q (에rsten) Including lithophysae 14 12.7 79 12.3 

Mean Q (에rste미 당디uding lithop이sae 19 .1 13 .4 10.6 13.7 

Minimum Q (에rsten) Inclu미ng lithophysae 0.85 0.07 0.91 0.58 

MaximumQ (에rsten) Including lithophysae 517 44 25 .8 23.5 

Median Q (애rste이 Including lithophysae 8.87 10.3 6.38 12.6 

Median Q (에rste미 당CI띠ing 1때매hysae 13.8 11 907 15.5 

Predicted Q (에rsten) 5.1 4.4 2.6 3.9 

Mean Q (Barto이 Inc띠ding l ith매야sae 15.1 9.93 10.8 8.26 

Mean Q (Barton) Ex디uding lfihophysae 209 10.3 14.5 8.84 

Minimum Q (Barton) Including lithophysae 0.8 0.12 0.68 0.48 

Ma잉mum Q (Barton) Including lithophysae 70.3 31.3 32 .8 16.3 

Median Q (Barto이 Including lithophysae 9.8 8 댐 925 8.25 

Median Q (Barto이 Extluding lithop이sae 13.8 905 12.5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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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Gauge installation for S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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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Heater element installation for thermal testing in the cross 

drift, April 2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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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Installation of heat exchanger for large block test at Fran 

Ridge in Januar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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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4. Completed phase of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showing 

c1rip shield and heater element at Atlas Facility on 

Novemb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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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5. View of the engineered banier system at the Atlas Facility in 

Marc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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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6. Engineered baπier system pilot scale test at the Atlas Facility 

in Decemb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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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7. View of the rnining progress for the drift sca1e heater test in 

Alcove 5, Februar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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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Heater assembly construction for the drift sale test in Jul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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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Interior view of the φift scaJe test. This experiment is 

designed to determine how heat wouJd affect the rock in a 

potentiaJ repositOl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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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Location and types of observation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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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Moisture rnigration experirnent in Alcove 1 of the Exploratory 

Studies Facility in March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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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12. Busted Butte unsaturated zone transpor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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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혜 댄 Äspö Hard Rock Laboratory [2.8- 2.11] 

SKB는 Äspö HRL에서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스위스 및 영 

국 퉁 7개 국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립 3.13). 

Äspö HRL에서는 실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과 동일한 환경 하에 존재하 

는 심부암반올 대상으로 현재까지 연구된 처분기술올 종합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각종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연방벽 관련 연구 

- Tracer Retention Understanding Experirnent 

- Long Terrn Diffusion Experiment 

- Colloid Project 

- Matrix Fluid Chemisσy Continuation 

- Radionuclide Retention Experiments 

- Padamot / 
- Fe- oxides in Fractures 

- Swiw- test with Synthetic Groundwater 

- Groundwater Flow and Transport of Solutes 

나 공학적 방벽 관련 연구 

1) 원 형 처 분장 (Prototype RepositOJγ) 

처분시스댐의 개별적인 단위 실험이 아닌 처분공， 완충재， 뒷채웅 퉁 처분 

장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따른 전체 시스램의 거동올 실증하기 위한 연구로 

써 이는 공학적 방벽과 근계 암반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 실규모 스케일에서 공학적 방벽 전체 구성요소의 거동과 모텔과의 비교 

- 최적의 공학적 방벽 설계기준 도출 및 성능검증 

Äspö 시설의 지하 450m에 6m 간격의 6개 처분공이 건설되었으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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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와 벤토나이트 완충재 그리고 30‘70의 벤토나이트·쇄석 비율의 뒷채웅 

및 콘크리트 plug가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림 3.14) 

· 완충재와 뒷채움재에서의 물 홉수， 팽윤압， 기체 압력 및 변위측정 

· 처분용기， 완충재， 뒷채움재와 암반 내에서의 온도분포 및 구배 측정 

· 근계영역 암반의 웅력상태와 변위 그리고 수압/압력분포 상태측정 

· 처분용기의 변위측정 

· 완충재와 뒷채움재 내에서의 박테리아의 성장과 이동에 관한 연구 

2). 완충재의 장기거동 실험 (Long Tenn Test of Buffer Materiall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장기거동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모델을 검증하고 관 

련 가설을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실험에는 미생물과 핵종이동 구리부 

식 및 가스이동과 같은 연구가 관련되어 있다 이 실험에서 장기의 의미는 

실제 처분장 수명이 아닌 완충재의 포화상태 도달에 이르는 시간 정도를 의 

미한다. 실험현장에는 처분용기 모사를 위한 히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축 

벤토나이트가 각종 측정 장치들과 함께 수직으로 김이 4rn, 직경 300rnrn의 

처분공 내에 설치되어 있다 (그립 3.15). 

· 지하수 포화에 따른 유사 정상상태 도달 후 완충재 성능검증과 관련된 

모텔 입력자료 수집; 팽창압， 이온교환 능력， 수리전도도 퉁 

· 기존 완충재 열화 모델의 비교검증 illitisation ， saJt enrichrnent 

· 구리부식 및 부식관련 테이터의 계산결과 확인 

· 양이온 확산이동과 관련된 기존 모댈의 검중 

3) 뒷 채 움 및 Plug 실 험 (Backfill and Plug Test) 

뒷채움 재료 및 이의 설치방법에 대한 실규모의 연구가 진행된다 또한 발 

파기법으로 굴착된 처분공의 주변 암반과 완충재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와 

plugging 재료의 수리 · 역학적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원형처 

분 프로젝트의 준비 일환으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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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의 뒷채웅을 위한 재료개발 및 다짐방법 연구 

- 뒷채움재와 주변 암반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 규모 실험 

- 효율적인 Plugging 기법 및 이의 확인방법 개발 

실험 장치는 Zedex drift에 설치되어 있으며 길이는 30m로 벤토나이트와 

쇄석의 혼합 영역， 블록 영역 그리고 plugging 영역으로 3개 구간으로 나뉘 

어 있으며， 천정에서 바닥으로 약 35。로 기울어져 있다 가장 안쪽은 30% 

벤토나이트의 쇄석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깥쪽은 벤토나이트가 없이 

쇄석으로만 채워져 있다 또한 쇄석 및 터널 천정과의 틈은 압축 벤토나이트 

펠릿으로 채워져 있다 (그림 3.16). 

4) 처분용기 회수실험 (Canister Retrieval Test) 

이 실험의 목적은 전문가와 대중에게 처분시설의 가동 중에도 처분용기를 

회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올 보이는 것이다 벤토나이트가 완 

전 포화되어 팽윤압이 최대에 도달하였올 때에도 회수가 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이 목표이다 실험은 Äspö 터널 지하 420m에 가로， 세로가 6m x 6m로 

크기로 건설되어 있으며 (그림 3.17),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Stage 1 : 처분공 굴착 및 철근콘크리트 deposition hole 덮개 셜치 

- Stage 2 : 벤토나이트 포화 유도 및 히터에 의한 열적， 수리적， 역학적 

특성변화 조사 

- Stage 3 : 벤토나이트로부터 처분용기찰 분리하고 전용 집게장치를 

이용한 회수 및 이동장치에 장착 

5) ‘ 고온에서 의 완충재 특성 변화 실험 (Temperature Buffer Test)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거동에 대한 현재의 이해를 확장하는 목적으로 물로 

포화되는 과정에서 100 "C 이상에서의 역학적 특성변화룹 조사함으로써 이의 

거동변화틀 모텔링하기 위함이다. 처분용기의 온도 중가는 완충재 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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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구배를 유도하여 지하수의 포화특성을 변화시키며， 추가적인 기체발생으 

압력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완충재의 

resaturation 과정을 통해 재료의 거동이 가역적인지에 많은 관심을 두고 

d따es잃atuπrat디띠ion/ 

있 

인한 로 

다 

두개의 동일한 히터가 직 

벤토나이트로만 채워져 있는 

실험장치는 지하 420m에 길이 3m, 지름 0.6m의 

내에 설치되어 있다. 하나는 

변화를 유도하고， 다른 하나는 처분용기와 벤토 

표면온도가 l(XfC 이 하로 유지 되 도록 

도
 

온
 

이상의 

경 1.8m의 처분공 

상태에서 100 0C 

나이트 사이에 하여 설치하고 

중이다 (그림 3.18). 

모래를 

실험을 진행 

KBS-3 처분시스템 실험 (KBS-3 Method with Horizontal 

Emplacement) 

6) 수평 

장점이 있어 

목적은 기본 처분개 

다양한 비해 수직처분방식에 수평처분 방식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처분용기의 

연구의 

념인 KBS-3V와의 차이점 및 타당성 비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관련 실 

험을 수행하기 위해 지하 220m에 15m x 25m 크기로 부대시설을 위한 공간 

있다. 직경 l.85m의 두개의 처분공이 굴착되어 있으며， 하나는 

나머지는 95m이다. 현장에서는 low-pH의 훗크리트 plug와 

3.19). 본 1990 초부터 

이 마련되어 

길이가 15m이고 

철재 plugging 개발과 관련된 연 위한 low-pH 훗크리트 그리고 

중에 있다 (그림 3.20) 

터널지보를 

구가 진행 

7) 대규모 가스 주입실험 (Large Scale Gas Injection Test) 

주요 

기계 

있기 때 

발생은 지하수 흐름의 

못할 경우에는 처분용기에 

머물러 

완충재 내에서의 철 부식 둥으로 인한 기체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제대로 배출되지 

적 결함을 유도할 수 있다 이의 관련연구는 실험실 규모로 

연구는 실중규모로 확장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검증을 위한 데이터를 산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실험은 지 

보 
」문에 

있다. 처분공은 이루어지고 처분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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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는 물로 포화된 압축벤토나이트와 강화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plug 

가 설치되어 있다. 

8) 모형 처분용기의 부식실험 (In Situ Corrosion Testing of Miniature 

Canisters) 

구리 처분용기에 크랙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리 층과 주석 층 사이의 상호 

작용의 방사성핵종의 누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크랙이 발생 

한 처분용기 내에서의 부식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처분용기의 

안전성 분석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경 15cm , 길이 30cm의 5개의 모 

형 구리용기를 제작하고 각각에 lmm의 크랙을 유도하였다 3개는 저투수성 

의 벤토나이트를 처분용기 주변에 설치하였으며， 하나는 압축벤토나이트 

(f비ly compacted bentonite)를， 나머지 하나는 벤토나이트를 설치하는 않은 

상태에서 실험이 수행되고 있다 (그림 3.21). 
/ 

9). 조사 시추공의 청소 및 봉인 (Cleaning and Sealing of Investigation 

Boreholes) 

조사 시추공은 처분심도에서의 핵종이 생물권으로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route이기 때문에 이의 폐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조사 시추공 밀 

봉 물질은 주변 암반의 투수계수 보다 낮게 하여 주변의 핵종이 유업 이 되 

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leaning은 조사 시추공 내의 장기간에 

걸친 각종 모니터링 장비들을 제거하는 것올 의미한다. 시벤트 재료의 내구 

성 및 화학적 안정성 문제로 인해 압축 벤토나이트와 같은 팽윤성 점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림 3.22) 현재 연구는 다음과 같이 4개의 하부 

프로젝트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 Sub project 1 Clay와 시멘트를 이용한 조사공 plugging의 디자인 

- Sub project 2: 직 경 76- 80mm, 길이 5m의 Aspo HRL 조사공 plugging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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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 project 3: 직 경 76rnrn 조사공(OL-KR24， Olkiluoto) plugging 및 안 

정화 

Sub project 4: 3가지의 고심도용 후보 봉인기법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확인 

10). 암반전단실험 (Rock Shear Experiment) 

암반의 변위는 처분용기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지진 

과 같은 동적하중은 처분공 주변의 암반절리에 전단하증을 발생시키고 이는 

처분공에 변위를 유발한다- 본 연구는 처분공 주변의 수평절리에 10rnrn의 

전단변위를 유발하였을 때의 KBS-3 처분용기에 작용하는 응력을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3.23) 실험은 완충재가 95 - 98% 이상 포화가 도 

달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되며， 전단력은 처분공 상단에 설치된 강재 파이프 

에 의해 가해지게 된다 이 실험을 위해 계획된 전단속도는 O.lm/s이다， 

11). 공학적 방벽 Task Force 

원형처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학적 방벽에 대한 포괄적인 모텔링 연구 

가 수행되면서 현장 및 실험실 시험이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Task force 팀의 주요 엄무 (2004-2008)는 Task 1, 2에 대한 모델링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Task 1 ’ 완충재와 뒷채움재 그리고 근계 암반영역에서의 지하수 유동에 

따른 THM 거동분석 

Task 2 포화 완충재 내에서의 기체 이동 

각 Task에 대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THM 모델검증 및 포화/불포화 완충재 내에서의 기체 이동 규명 

2) 실험데이터를 통해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한 코드개발 

3) 장기거동 해석에 맞춘 3D 표준 코드 개발 

참가기관은 SKB(스웨 멘)， ANDRA(프랑스)， BMWi(독일 l ， CRIEPI(일본l ， 

NAGRA(스위 스l ， POSIVA(핀 란드l ， OPG(캐 나다l ， RAWRA(체 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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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Task에 대한 구체적 실험과 연구내용은 8enchrnark 1 및 

8enchmark 2로 나변 다 

. 8enchrnark 1 실험실 실험 

- Task 1 - THM tests 

1.1. Two constant volume tes ts on MX - 80(CEA) 

1.2. Two constant volume test on Febex bentonite- one with 

thermal gradient and one isothermal(Ciemat) 

1.3. Contant extemal total pressure test with temperature 

gradient on Febex bentonite(UPC) 

Task 2 - Gas rnigration tests 

2.1. Constant external total pressure(8GS) 

2.2. Constant volume(BGS) 

. 8enchrnark 2 현장 실 험 

- Task 1 - THM tests 

1.1. URL tests 8uffer/Container Experiment and Isothermal 

Test(AECL) 

1.2. Canister Retrieval Test in Aspo HRL(S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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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Aspö HRL의 심도 220m-450m 사이의 실험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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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원형처분 시스템의 배치 개략도 

- 86 -



TU쇄뼈EL 

.- n LIJ 0 GAUGES 

,+ c......‘· 
“”‘ 

뼈 
3t H 

ROCK S1EPEClAL 
STS 

~lT 

-’+ -- """ 
2fJ ""IrI!'r'‘ 
'" "' ..... 20 .., 

’”‘어"“ >2 c. 
'"" • 2b ðT, 1P,‘ .w‘ 1M 

C이u야 

18 Rlklr‘ 
’‘1;\lI!.r ‘ .. ðf.1P, lW. 었헤 

tlt. tff. l양“W， 1 ‘A 

@ .,. ...... 짧co 
2fi_ 

M;:fT 

-‘ l s‘'" 톨빼 -01 1T 

Toul;: ", 

그림 3,15, 완충재의 장기거동 실험을 위한 개략도 및 실헝장치의 설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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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완충재와 Plugging의 실험을 위한 장치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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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7. 처분용기 회수시험을 위한 실험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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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8. 완충재 온도시험을 위한 실험 디자인 및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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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KBS-3H의 수평 처분개념 모식도 

그림 3.20. Aspö HRL의 KBS- 3H 처분공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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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Lasgit 실험장치(구리처분용기， 벤토나이트 완충재， p]ug, 록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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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lc eOllCept Conlamer concept Pellet concept Couronne concept 

그립 3.22. 조사 시추공 plugging을 위한 대안기법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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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1。이nm 이상의 전단변위 발생 시 웅력 및 변위측정을 위한 실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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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위l 멘 Stripa 광산 [2.12] 

Stripa 광산에서 수행된 연구 항목을 각 연구단계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스왜덴-미국 공동연구 단계 (SAC program) (1977- 1980) 

。 국부 가열 Oocal heating )에 따른 암반의 열적 및 역학적 (TM) 거동 · 

고준위폐기물 처분용기와 통일한 크기와 발열량을 가진 2개의 전기 히 

터 (full scale heater)와 크기 및 발열량을 축소시킨 8개의 전기 히터를 

이용하여， 암반의 가열시험을 수행하였다 가열시간과 히터로부터의 거 

리에 따른 암반의 온도， 변위 및 응력 변화를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를 

전산 모텔에 의한 예측치와 비교하였다 

。 수리 전도도 . 단일 시 추공 이 용하여 암반의 수리 전도도를 측정 하였다 

。 지하수 조성 및 지하수 화학. 갱도(drift)를 밀봉한 후， 지하수의 유동 

속도를 측정하고， 심부 결정질암에서의 지하수 화학특성을 분석하였다. 

또 지하심도에 따른 지하수의 염도 및 alkalinity 변화 특성을 조사하였 

다. 

2) 1단계 국제공동연구 Ontemational stripa project Phase 1) (1980- 1984) 

。 시추공을 이용한 수리지질학적 특성 계측 (borehole hydrogeological 

measurements) 

。 심부지하수의 지화학 특성 규명 

。 단일 균열(길이 10 m)에서 비방사능 추적자(non active tracer)를 이용 

한 핵종이동 시험 

3) lntemational stripa project Phase 1 (1984- 1987) 

。 처분장 인근 균열대 탐색을 위한 cross- hole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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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추적자 이동 (tracer rnigration) 시험 

O 단일 균열(길이 50 m}에서 비방사능 추적자(non active tracer)를 이용 

한 핵종이동 시험 

。 시추공 plugging , 수직갱 sealing 및 균열대 밀폐 시험 

4. 캐 나다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2.13- 2.15] 

캐나다 URL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표 및 지하 지질 특성 규명 

- 용질 이동， 지하수 화학， 미생물 관련 연구 

- 지하 암반의 온도 및 시간의존적 변형거동 및 파괴 특성 분석 

- 조절발파 기법 및 암반 손상 평가 

- 정토질 물질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밀봉재의 개발 및 성능 평가 

이러한 연구를 위해 URL에서는 33건의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3.2 및 그림 3.24와 같다. 

이 외에도 암반의 균열 발생을 최소화하고 여굴을 막음으로써 깨끗한 발 

파연을 얻기 위해 조절 발파를 최적화하였으며 또한 굴진장이 8m 이상인 장 

공올 이용한 조절 발파 기술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는 한번 발파로 터널 

의 크기보다 2배 이상인 굴진장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25는 싱 

도 240m에 건설된 Room 215와 Room 216의 굴착시 굴진장을 2.78m 에서부 

터 최대 8.7m 까지 1m 씩 변화시키면서 굴착한 예를 보여준다. 이 곳의 암 

석 은 Norwegian Geotechnical Institute(NGI)의 Q 값은 50 - 250 사이 로 

"very good" 으로 분류된다. 장공 발파 시험이 실시된 터널은 암반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최대 주웅력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놓이도록 하였 

다 시험 구간의 최대 주웅력은 26MPa 이며 중간 주웅력은 1πilPa ， 최소 주 

웅력은 13MPa으로 측정되었다 탄성계수는 55GPa, 포아송비는 0.18, 비중은 

2.67, 압축강도는 200MPa, 인장강도는 1l.lMPa 이다 총 6회의 장공 발파를 

풍해 일반적인 굴진장보다 긴 굴진장을 가질 때의 장단점을 평가하고자 하 

였다 장공의 발파 설계의 경우 대부분 3.5m 굴진장에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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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였다 다만， 지반 조건에 따라 발파공 시추 패턴과 장약 구성은 조금 

씩 조정하였다. 일반적인 발파설계와 마찬가지로 장공 발파에서도 o - 18 까 

지 의 지연 시간을 가지는 shock tube 뇌관을 사용하였다. Production 공에는 

Amex II, cusion 공에는 Lomex III를 장약하였으며， 발파공 끝에는 pnmer로 

니트로글리세린 계열의 폭약을 설치하였다. 주변장 발파공에서는 도폭선인 

llmm 직경의 Prima- flex (PETN/TNT= 50/50)를 사용하였다， 발파공의 길 

이가 5m 이상인 경우， 발파공의 직경을 51mm로 천공함으로써 장공 천공을 

위한 연장 시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26은 8.63m의 굴진장을 가지는 경우의 발파 후 터널 벽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긴 굴진장 발파의 모든 경우에서 그림 3.25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발파공의 길이가 8.63m인 경우， 발파에 의한 굴진 길이는 

평균 8.54m 로서 터널 중앙부의 경우 bootleg이 전혀 없이 완전한 발파가 이 

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파의 영향을 평가하는 또 다른 인자인 파쇄도 

또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굴진장이 긴 경우 빌파 후 암석은 발파면에서 

최대 20m에 이르는 거리까지 쌓여졌다 버력의 크기는 일정하였으며 40αnrn 

를 넘는 암석편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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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캐나다 URL에서 수행된 실험 프로그램 

화파쁘닫쁘포E브 

• m 에뱅ly Frnctured Rock (딴R) 
• inMod없tely Frnctured Rock (MFR) 
• Quanied Block Radionuclide Migration 

Experiment (Q8RME) 
• ln Situ Diffusion Experiment 
• EDZ Solute Transport Test 
• Recharge Infiltr.tion Experiment (R正x)
• URL Hydrogeologic.1 Monitoring 
• JAERl Rock뼈ss Experimeot 

}faterials and Sealinl! Studies 

• Buffer/Cootainer Experiment (BC티 
• Isoth히nal Buffer-Rock-Coocrete Plug 

lnternction Test σm 
• Frncture Zooe Grouting Experirneot 
• High Pressure Grouting Simulator 
• Large Coocrete Blocks 
• LightB.c뼈11 Placemenl Trials 
• Se외 and interface eva\uatioo / effect of 

salinity (SEAS) 
• Buffer-coupon long-term test (BCLT) 

、 i\ -

• De이cated microbi.1 borehole and microbial 
studies 

• Concrete-rock interface study (CRlS) 

Excavation Damal!elExcavation Stabilitv 

• In situ stress measurement program and 
stress charaιterization in deep boreholes 
and fr.ctured rock 

• Room 209 Exc.vation Response Test 

• ANDRA Engioeered Blast Feasibility Stud’ 
• Mine-by Excavation Response Test 
• Room 209 Connected Permeability Test 
• Heated Failure Tests (HFT) 
• 81ast Darnage Assessment Study (BDA) 
• Mine-by Connected Permeability Test 
• Excav.tion Stability Study 댄SS) 

• Th해nal-Hydraulic Expe매neot(까ffi) 

• Thermal-Mechanical Stabi\ity Study (TMSS) 

M띠ti-dis미미ina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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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Cbaracterizatioo program 
• Tunnel Sealing Expe마nent (TSX) 
• Comp∞ite Se.1 Experiment (CSE) 
• Engineeting Design of Repository Sealing 

Systems (END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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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Locations 

Buffer/Container 

Quarried Block 
Radionuclide Migration 
Tunnel Sealing 

Solute Transport in 
Highly Fractured Rock 

Solute Transport in 
Moderately Fractured 
Rock 

Mine-by 

Excavation Stability 
Study 
Solute Transport 
Excavation Damage 
Zone 
Connected Permeability 
Tests 
Heated Failure Tests 

그립 3.24. 캐나다 URL 주요 시험 실시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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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214 

그림 3.25. Schematic showing s따veyed length of the long blast rou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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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26. Blast no. 216-05 8.54m 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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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위 스 Grimsel Test Site [2.16- 2.20] 

Grimsel Test Site는 상대적으로 비교란 된 신선한 암에서부터 절리가 발 

달된 암(shear zones, fractures , lamprophyre and aplitic dykes)에 이 르기 까 

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처분시설에 대한 연구조건으로서는 양호한 지역 

이다. Grimsel에서 각 연구단계별 수행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Phases 1 - II (1983 - 1990) 

주변지역의 수리지질학적 조건에 대한 조사 및 모텔링 데이터를 위한 

Lab./Field 실 험 수행 

지하 지진 및 레이다 탐사 둥 지구물리탐사 기법개발 

암반응력 측정 및 손상대의 역학적 특성 조사 

Hydraulic potentia1 및 hydrodynamic 모 댈 링 

독일 BGR에 의 한 균열시스템 유동실험 

NAGRA와 미국 DOE에 의한 균열대 조사 

독일 GRS에 의한 Tilt meters 실험 

GRS에 의한 환기 및 히터 테스트 

나. Phase III (1990 - 1993) 

암반 내에서의 수리적， 지화학적 이동현상에 초점을 두었으며， 모텔링과 

관련된 연구의 중요성 이 부각됨 

암반의 절리에서의 지하수 유동실험 

일본의 ]NC와 NAGRA에 의한 용질이동 실험 

NAGRA에 의 한 Hydrodynamic modelling 

비포화대 관련 연구 및 환기실험 계속 수행 

프랑스 ANDRA에 의 한 Large-sca1e dirilling test 수행 

다 Phase rv (199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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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 시설의 안전성 중진에 대한 중요성이 

의 처분연구시설에 적용시도 

부각되고，기존 연구결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모암이 안정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seisrnic tomography(TOM) 실 험 

처분장 운영 중， 또는 폐쇄 

질조사와 처분장 건설 시에 

후 핵종의 이동경로를 봉쇄하기 위하여 지 

굴착된 시추공 폐쇄기술을 확보하고 펼요 

한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borehole sealing (BOS)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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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수력학적 특성， 지질물리학 및 암반역학에 관련하여 광범위한 

실험 

균열대와 shear zone과 같은 지질학적 불연속대에서의 이상유통(tw。 

phase flow)에 관한 실험 

균열대 외에도 손상대， near-field 암반조직 내에서 가능한 유통경로를 

인지하고 수력학적 특성조사와 이 상유동(two phase flow)에 관련된 

모델링 연구 

라 Phase V (1997-2004) 

자연방벽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처분개념의 실증 그리고 부지특성 파악을 

위한 조사에 초점을 맞춤 모델링 성능의 평가와 추가개발에 기여하도록 표 

로젝트를 설계 

공학적 방벽 시스템 : FEBEX, GMT, FOM 

자연방벽에서의 거동 메카니즘 : HPF, CRR, GAIVI 

부지특성 u) 

^ 모텔링 : EFP, CTN projects 

콜로이드 qJ 
^ 핵종의 지 연 (retardation) 에 관한 실험(Andra， Enresa, 

FZK, JNC, Sandia, Nagra) 

현 장실 증 (Enresa) 공학적 방벽의 

광섬유 모니터링 기법에 관한 연구(DBE EEIG Nagra) 

Shear zone에서의 기체유통(gas migration) 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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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Andra 



Enresa CSIC UPC Sandia ETH) 

절리발달 암반지역에서의 강염기 조건에 관한 실험 (Andra Enresa 

SKB JNC Sandia) 

마. Phase VI (2003- 2013 )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보다 실제 처분장 조건에서 고려되어야 할 

폐기물 처분개념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Phase VI 단계에서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Pore Soace Geometrv (PSGl 

비손상 모암(matrix) 내에서 공극의 공간적 분포 및 상호 연결성을 확인하 

기 위해 합성수지를 모암에 주입하여 시각화(visualisation)하고 분석하는 프 

로젝트이다 이 연구는 현장 암반의 공극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모암 내에서 방사성물질의 확산에 의한 지연효과 및 확산갚이 

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모텔의 신뢰도와 안전성올 향상시킬 수 있다. 

실험에는 주로 아크렬 합성수지나 형광수지가 사용되며， 주입 후 수지의 

중합반응이 일어난 후 코어를 채취하여 실내 실험의 자외선 분석에 의해 연 

구가 진행된다 (3.27) 

Shear banding pores (image width ’Onm) Microfractures (imagewidlJ1 10nm) 

그림 3.27. 모암 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공극의 주요 4가지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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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oid Formation and Mi~ration (CFMl 

수십 년에 걸쳐 미국， 스위스， 독얼 등에서 자연 콜로이드의 거동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콜로이드의 생성， 안정성 그리고 콜로이드의 홉착 및 유 

출에 대한 전형적인 배치실험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콜로이드 형태의 방 

사성해종의 이동(그림 3.28)은 폐기물처분장의 장기거동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그 림 . 3.28. Colloid 사다리 

Lon~ Term Diffusion (L TDl 

현지 모암의 장기 확산거동의 특성과 공간 공극률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로서， 용질의 암반절리를 통한 이동이나 모암으로의 확산거동 그리고 주 

변암 공극률의 영향에 대해 연구가 수행된다. 암반의 확산특성은 이산거동하 

는 방사성 핵종과 접하게 되는 암의 비표면적을 현저히 증가시크는 역할을 

하며， 이는 생태계로의 핵종 유출을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림 

3.29). 이와 같은 특성은 홉착 능력이 작거나 비홉착성 핵종 1291와 14C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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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유출 시나리오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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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확산능의 정도가 시간에 따른 방사성핵종의 농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Lonll- term Cernent Studies (LCS) 

시벤트의 장기거동 특성에 관한 연구는 시멘트 침출수의 강영기성 특성으 

로 인해 핵종이동이나 공학적 방벽 및 근계영역의 처분시설에 미치는 장기 

적 영향에 대해 실질적으로 분석하고자 계획된 프로젝트이다 (그링 3.30) 이 

를 위해서는 보다 개선된 열역학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기존의 모델링 

기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공동연구를 통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있다 

(1) 현장실험 

-현장조건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는 수두경사(hyc!raulic gradient)의 구현 

-장기 모니터링 기법구축 

-보통 포틀랜드 시벤트와 저염기성 시멘트의 비교분석 

-그라우탱 재료와 경화시벤트의 재료적 특성분석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고 염기성 상태에서의 시벤트의 열역학적 특성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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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 조건에 따른 핵종의 용해상수 결정 

(3) 열역학적 모델링 

시간적 특성 및 처분장 장 별 조건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개선된 모델 

의 구축 

처분장의 장기거동에 시멘트 침출수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모델링 

(4) 실험실 실험 

처분시스템의 

툴의 개발 

이해 1'1 
^ 모델링 해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험을 구성 

특히 low-pH 시 멘트와 관련된 

록 실험내용 구축 

현장실험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 

(5) 대체물질 개발 

보통 포를랜드 시벤트 이외에 

다양한 현장실험을 통한 확인 

low-alkali 시멘트와 같은 대체물질 개발 

(6) 기타 관심분야 

-Actinides와 homologues의 홉착성 능의 변화 

-유기물질의 영향， 특히 low-pH 시멘트에 사용된 초유통화제의 거동 특 

성 

미생물과 콜로이드의 이동특성 변화 

벤토나이 트와 시 멘트의 상호작용 

Phase VI 단계에서 수행이 계획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Tele Handlimr in- situ (T- H) 

매우 한정된 공간에 고방사능의 canister를 정치 (em미acement)하고 벤토나 

이트 완충재를 고품질로 설치하는 작업은 심지층 처분작엽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처분공 주변에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완충재의 설치가 매우 

까다로우며， 수천에서 수만 번의 반복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작엽의 신뢰도 및 완성도가 높아야 되는 요구조건이 따른다 (그림 3.31)‘ 

Ki[aterial TestinQ Facilitv (MTF) 

정치 

처분장의 건설을 위해서는 천연재료만을 사용할 수는 없고 모니터링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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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라우트， 시멘트， geopolymer와 세라믹 동의 인공재료가 사용되게 되며， 

이와 같은 공학적방벽 재료의 수명은 특히 지역적인 조건과 처분개념에 따 

라 큰 영향을 받으며 처분장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는 공학적 방 

벽재료의 열화 및 용출속도를 실내 실험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처분장 디자 

인 수명까지 외삽을 이용하여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처분장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에서 공 

학적 방벽에 사용된 인공재료의 장기거동 특성 및 내구성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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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 시멘트의 장기거동 특성분석을 위한 실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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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원격조정 장치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의 정치 (em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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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위스 Mont Terri Rock Laboratory [2.21-2.23] 

Mont Terri Rock Laboratory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팽윤성이 우수한 

Opalinus Clay내에 건설되었으며 (그립 3.32), 이 곳에서는 향후 동일한 매질 

내에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점토총위 수문지질학적， 지 

화학적， 암반역학적인 특성 조사기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Mont Terri Rock Laboratory를 이용한 Opalinus Clay에 대한 국제공동 

연구는 1995년 스위스의 SNHGS와 NAGRA가 공동으로 OECD이EA의 

Working Group (Clay Club)얘 점토질암을 통한 지하수 유동에 관한 연구제 

안서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프랑스 ANDRA, 일본 JNC, 벨기에 SCK!CEN 

이 제안 단계부터 참여하여 1996년부터 실험이 시작되었으며， 추진 도중에 

4 개의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였다 처음 5 년간은 SNHGS의 후원 하에 이루 

어졌으며， 2001념 봄에 스위스 연방정부와 Jula 주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 

되었으나， 방사성폐기물 또는 이의 거치와 관련된 연구는 엄격히 금지되었 

다- 현재 새로 설립된 FOWG가 프로젝트 방향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스위스의 Geotechnical Institute Ltd 가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고 었다 

FOWG와 각 기관 사이의 국제협력 양해각서가 2001년 여름에 체결되었다 

현재 스위스 FOWG와 NAGRA, 프랑스 ANDRA, IRSN, 독일 BGR, GRS, 

스페인 ENERSA, 일본 CRIEPI, Obayashi 및 ]NC, 그리고 벨기에의 

SCK!CEN 퉁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 연구소와 16 개 대학에서 100명 이상의 

인원이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 프로그랩들의 첫 번째 목적은 Opalinus Clay의 특성 규명을 위한 적 

합한 시추 및 측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Opalinus Clay의 

특성과 그 생성과정， 공극 및 공극수의 특성 동을 조사하는 것이다. 세 번째 

는 터널이 건설됨에 따라 Opalinus Clay에 초래되는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 

다 열에 의한 온도 상숭， 강 알칼리성 물에 의한 변화이다‘ 네 번째는 폐기 

물 처분장 건설， 처분， 폐쇄와 관련하여 제안된 여러 방안들을 1:1 규모로 검 

증하는 것이다 

연구는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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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ase 1, II 

- 정토층의 적합한 굴착기술과 데이터 측정 방법에 관한 실험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추공의 파손 가능성 및 높은 공극수 함유율과 

팽윤현상 때문에 우려가 제기되었던， 비압축공기굴착법을 사용한 굴착 

이 가능한 것으로 압증됨 

- Oplinus Clay의 기 본특성 규명 

2) Phase III, IV 

동굴의 굴착에 따른 Opa\inus Clay의 변화 

- 단총대나 단열 내의 지하수 조성 및 이류이동， 정체 공극수에서의 확 

산 둥 지하수 유통 및 핵종 이동에 관한 주요 메카니즘 규명 

- Geometry, 공극률， 확산계수 및 mineralogy 둥 핵종이동 관련 파라미 

터 규명 

- EDZ에서의 수리특성 규명， EDZ의 self-healing 메카니즘 규명 및 

Opalinus Clay의 열적 특성 및 열에 의 한 변화 규명 

활소L경합 

Opalinus Clay에서 방사성핵종 확산측정을 위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작경 

7.6 cm, 길이 3m ~ deep borehole이 실험터널 내에서 굴착되었다. ho\e내에 

4개의 packer가 설치되고， 두 zone이 주의 깊게 격리되었다‘ Opalinus Clay 

공극수와 동일한 화학조성을 가진 물이 observation과 test zone에서 순환되 

었다. 실험의 첫 단계에서 packed- off zone에서 수압이 암반의 공극수압과 

평형을 이루게 했다. 트리륨과 iodine을 함유한 물이 하부에서 순환하도록 하 

여， 트레이서가 127~ 월 동안 암반으로 확산되어 들어가도록 했다 직경 25.2 

cm의 직경을 가진 시추공이 굴착되었으며， 코아는 실험실에서 분석되었다 

기대한대로 트리륭은 약 20cm 김이까지 확산되었으며， 계산된 확산계수는 

실험실에서 측정한 값과 일치했다‘ iodide는 기대한 대로 anion exclusion 

process 로 인해 트리륭보다 덜 깊이 확산되었다 다른 핵종들을 이용한 추 

가 실험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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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1 크기의 폐기물 거치기숨 심중 

2000년에 EB(공학적방벽) 실험이 제안된 거치개념의 기술적 타당성을 실 

증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직경 2.9 m의 터널의 중앙에 벤토나이트 블록 위에 

철제용기를 놓았다. 컨테이너는 무거운 유체로 채워 폐기물 용기를 모사한 

것이다 남은 공간은 입자 벤토나이트로 채우고， 터널 입구는 콘크리트로 막 

는다 벤토나이트를 인공적으로 포화시킨다. 벤토나이트가 팽창하기 시작해 

서 빈 공간을 메운다. 수년 간에 걸쳐 측정 센서가 공극수압과 변형과정을 

기록한다. 이 결과는 수리-역학 모델을 개선하는데 이용된다 

단월멸L쉴휠 

100 oc 큰처에서 어떤 변이가 생기는 가를 얄기 위해 1998년에 실험이 시 
작되었다- 실험을 위해 직경 30cm, 깊이 7m의 시추공을 굴착하여， 1 kW 히 

터를 넣고， 주위를 압축벤토나이트 렁으로 둘러싼다- 주위에 17개의 관측공 

을 굴착하여 암반의 온도， 압력， 변형， 공극수압을 측정하는 센서를 설치한 

다- 히터는 2002년 2월에 가동되었으며， 100도까지 올렸다. 어떤 변화가 갑지 

되었으며， 냉각 후 암반과 뒷채웅재를 굴착하여 실험실에서 분석할 예정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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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핀 란드 ONKALO URL [2.24-2.26] 

Research Tunnel이 기존의 VL] 처분장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서 수행된 연구내용은 VL] 처분장의 부지조사， 설계， 건설 단계에서 이미 수 

행된 다양한 연구내용을 보충하는 성격의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 

구내용은 사용후핵연료 처분공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것으로， 스워1 멘과 공동 

으로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항목은 다음과 같다. 

a. rock mechanical properties 

b. full scale deposition hole 

c. FLAC3D 이용한 모델링 

d. Through- diffusion , permeability and porosity measurements with 

He- gas method 

e. excavation disturbance 연 구 

f ‘ in situ failure test 

g. KBS-3 개념 검증 

h. 단열 내 fracture network connectivity 조사 , fracture mapping 

1. Groundwater flow 해 석 (research tunnel 건설 전 에 실 시 ) 

j. SF 처분에 따른 열적 거동 연구 

k. Coring from the deposition hole 

핀란드에서는 수송의 편의성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부지가 임해지역 

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수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핀 

란드 후보부지들의 지질이 국내 지질과 매우 유사한 결정질 암반이고， 수평 

지압 대 수직 지압의 비가 약 3 정도로 국내 암반 값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 

서 암반 공학적 자료의 공유가 용이 한 장점 이 있다. 

ONKALO URL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관련 R&D 프로그랩은 Olkiluoto 

site에 대한 기존의 결과와 결론들이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실 

제 URL site로서 적합한지 실중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처분조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현장에서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이다 수행예정인 연구는 크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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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래와 같다 

- Stage 1 Surface based investigations 

진 입 터 널 건 성 전 의 surface- based investigation 

- Stage 2 Investigations during construction of the access tunneJ 

Access ramp와 shaft의 건설과 더불어 지반환경의 변화 모니 

터령과 ONKALO의 세부 디자인 확정 

Stage 3 Investigations during construction of the characterization 

Jevels 

목표 심도까지의 URL 완성 

8 일본 Mizunami URL 및 Horonobe URL [2.27- 2.29] 

Mizunami URL과 Horonobe URL은 둘 다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 

문에， 각 URL에서의 연구는 주로 지구과학연구 및 엔지니어령연구를 중심으 

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Mizunami URL에서는 결정질 암반을 대 

상으로， Horonobe URL에서는 퇴적암층을 대상으로 암석역학， 지질학， 수리 

지질학， 지구화학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며， 수직갱에서 뻗어나가는 수평터널 

을 통해 파쇄대 (fracture zone)와 같은 지질구초의 조사도 실시된다 또 조 

사단계에서 예상되었던 현상들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며， 이에 따라 관련 연 

구 내용들이 조정될 예정이다. 운영단계에서는 주로 폐기물의 운반， 암석역 

학， 지진활동， 공학적 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계획이다 또 암석역학적 

측면 및 수리적， 지구화학적 관점에서 손상대가 연구되며 필요시 손상대의 

밀봉 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심부 암반의 현지웅력 

측정과 심부에서의 파괴현상 규명에 관한 연구도 수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URL의 건설공사가 끝난 후에는 고준위폐기물의 섬지층처분과 관련하여 수 

행된 H- 12 프로책트와 H-17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증실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그림 3.33,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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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랑스 Meuse;Haute Mame URL [2.30,2.31]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실시될 주요 실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리측정 

- 수직터널 조사 

- 지하수생플링 

- tracer tes t 

- 점토층의 수리 -역학적 거통 

- thermal test 

- 손상대 조사 퉁이 실시될 것이다 

10 벨기 에 HADES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 [2.32, 2.33] 

HADES URF를 이용한 연구는 198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요 연구 내용 

은 모암인 Boom Clay의 in- situ 특성 규명과 접토층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을 건설할 경우 요구되는 건설 공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EC 협력 

프로그 램 (European Commissio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ramework programrnes on nuclear fission) 하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 연구 

결과인 SAFIR 2 보고서가 2001년에 벨기에 정부에 제출되었다. 현재의 연구 

는 부지조사를 위한 정부의 숭인을 얻기 위해 the Safety and Feasibility 

Case 1 (SFC 1)의 안전성과 타당성 입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3.35). 

이 URF에서 수행된 주요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점토의 지질역학， 수문학， 터널건설에 따른 수력학적 특성 변화 

- in- situ 용기 부식 

- 점토질 뒷채움재의 적용성 

Boom Clay 내 핵종 이동 및 지연특성 

기체 발생 빛 이동 

- Boom Clay의 화학적， 수리역학적 열적 변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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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현장연구 항목 분석 

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되는 현장연구 항목 

은 각 국의 지질조건과 채택한 처분개념에 따라 달라， 다양한 현장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항목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질 조건 

과 한국형처분시스템의 개념을 고려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현장연구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현장연구는 실험실 규모의 연구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은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입 가능한 연 

구 예산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항목을 산발적으로 수행 

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연구 항목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의 활용을 위한 현장 실증실험 

계획이 다음과 같이 제시된 바 있다 [4.1]‘ 

l 공학적방벽 분야 

암반의 열적특성 규명 (Heater Test) 

- EDZ 수리특성 변화와 그라우팅에 의한 차수효과 분석 

- 그라우탱 물질에 의한 얄칼리 용액 생성 및 벤토나이트 반응 실험 

- 조절 발파기술 및 인접터널， 지보평가 및 설계에 미치는 발파의 영향 

- 불연속변에 의한 암반 웅력과 변위 변화 측정 

- EDZ 암반거동의 계측과 현지암반의 특성 분석 

- 완충재/불연속 암반의 상호작용 평 가 

- 공학적방벽시스템의 열←수리 -역학적 거동 실증 

- 처분용기 및 완충재 블록 정치기술 실증 

- 완충재에서의 오염물질 확산 및 화학적 완충 효과 규명 실험 

- 완충재 및 처분용기의 장기적 지화학 거동특성 

-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역학적 기능 평가 

l 천연방벽 분야 

공동 내 지 질 및 단열체 계 특성 조사 분석 

- 부지규모 단열암반블럭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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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동 및 부지 주변 지하수문 체계 장기 모니터링 및 지화학적 

진화 모델링 

지하공동 내 물수지 특성 분석 및 함양량 평가 

처분공 규모 수리암반체에 대한 수리간섭시험과 수리지질특성 정의 

및 처분공 건설 전후의 단열 네트워크 특성 분석 

지하공동 주변 지하수 시료채취와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방사성핵종 거동에 영향을 끼치는 지하심부 미생물 특성 연구 

지하공동 횡단 단열대의 용질이동특성 평가를 위한 추적자 시험 

심부지하환경에서 암반균열을 통한 용질 이동 및 확산 실험 

지하공동 단열 암반에서 산화 환원전위 buffering 시험과 지하매질 

에서 콜로이드 및 가스 이동/지연 

그러나 현장실험 경험이 축적되고 주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들 현장 

실험 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현장연구 항목 외 

에 제 3장에서 기술한 외국의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되고 있는 현장실험 항 

목을 추가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질 조건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확립에 기여도 및 중요도가 높은 현장연구 항목을 선정하였다. 

현장연구에 투입 가능한 연구 예산과 언력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 실정 

을 고려하여， 다양한 항목을 제시하기보다는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 

록 소수의 핵심적인 연구 항목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현장연구 항목 

은 다음과 같다. 

1 공학적방벽 관련 연구 

1) 완충재 블록 정치기술 및 뒷채움재 설치기술 실증 

2) 근계 암반영역 지하수 유동조건에서의 완충재 재포화 실중 

3) 공학적방벽시스템의 열적-수리-역학적 거통 및 성능 현장실중 

4) 완충재에서의 오염물질 확산 및 화학적 완충 효과 규명 실험 

5) 암반의 열적특성 규명 (Heater Test) 

6) ‘ EDZ 발생 측정 및 역학적， 수리적 특성 변화 영향 평가 

7). EDZ 암반거동 계측 및 근계암반의 온도 및 시간 의존적 변형거통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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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라우탱 / 밀봉기술 개발 및 차수효과 분석 

2. 천연방벽 관련 연구 

u. 공동 내 지질 및 단열체계 특성 조사 분석 
2). 지하공통 주변 지하 수문 체계 평가 및 지화학적 진화 모델링 

3) 지하공동 주변 지하수 시료채취와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4) 섬부지하환정에서 암반균열을 통한 용질 이동 실험 및 확산 실험 

6) 방사성핵종 거동에 영향을 끼치는 지하심부 미생물 특성 연구 

7) 지하공동 단열 매질에서 콜로이드 및 가스 이동 실험 

/ 

/ / 
ι 

l 

개
 
I 

l 
l 

!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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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흐료 
L-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처분 현장연구 시설인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항목을 도출하기 위 

해， 원자력 선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용 지하연구시 

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각국의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되고 있는 고준위폐기 

물 처분 관련 현장연구 항목을 분석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8 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총 11개 지하연구시설의 현황과 

각 시설에서 수행되고 있는 현장연구 항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에서 중정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현 

장연구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지질 조건을 고려한 한국형처분시스램의 확립에 필 

수적입에도 불구하고， 연구 예산과 인력 등의 제약이 많은 우리나라 실정에 

서 소수의 핵심적인 연구 항목에 집중하여， 현장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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