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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채북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의 시추공 히터시험 

R 연구개발의 북척 빛 중요성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륙성 중 하나인 방사성 붕괴열에 의한 처분장 안전성 

침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처분장 설계 및 안전성 명가에서 중요한 인자이다 

붕괴열에 의한 온도 변화는 처분장 주변에서의 수리적， 역학적， 화학척 꺼동을 

연화시킴으로써 장，단기 처분장 안천성에 영향율 미치기 때문에 처분장 부지선 

정 ， 설계，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휠요하다 

m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암반에서의 열 전달과 관련된 열-역학척 거동을 멍가하기 위한 

현장 히터시험이 수행되었다 히터시험 설계 단계에서 현장 시험율 수행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연구현황 및 주요 결과률 검토하였다 이률 바탕으로 현장조 

건과 시험목척에 부합하는 시추공 히터시협율 설계하고 히터장치， 관측용 센서， 

데이터로깅 시스템 퉁이 설치되었다 열-역학적 거동에 관한 현장시험을 위해 

수리척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하수 유업이 적은 구간을 시험 구간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곳에서의 불연숙연의 분포 및 특성율 조사하였다 또한 암반의 

열-역학척 물성을 형가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실 실험이 실시되었다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률 통해 시추공 히터시험에 적합한 위치가 선정되었으며 현장시혐의 

목적과 현장 조건에 부합되는 히터가 제작， 설치되었다 또한 암반에서의 열-역학 

적 거동 관찰율 위한 센서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선정된 구간에서의 노출연 조 

사를 통해 수직 절리가 우세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시추공에서 회수된 



암석코아에 대한 열-역학적 물성 명가률 통해 히터시험구간에서의 주요 암반 물 

성율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정 자료는 FLAC3D 률 이용한 3차원 모댈렁에 

척용되었다 모멜링율 통해 터널 벽면으로의 대류열전달에 의해 벽연 부근 암반 

의 열 분포가 영향을 받음율 알 수 있었다 터널 벽면 부근에서 실시되는 본 히 

터시험에서는 환기시스템의 영향율 최소화할 수 있는 차단벽의 설치가 필요함율 

알 수 있었다- 본 현장 히터시험은 국내 최초의 현장 옐-역학적 거동 명가시험 

으로써， 향후 암반에서의 열-역학적 거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지열개발， 이산화탄소 지중격리， 유류지하비축과 갈은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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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de 

Borehole heater test at KAERl underground research tunnel 

a 。이ective 뻐d lmportance of the Project 

Decay heat is on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lllgh-level radioactive waste 

and considered as an important parameter for the safe repository design and safety 

assessment. The temperature change due to the decay heat in the near field can 

affect the hydraulic, mechanical, and chemical behaviors and in f1uence on the long 

and short term repository safety. Therefore, the understanding of the thermal 

behavior in the near field is essential for the site selection, design, as well as the 

。peration of the repository 

m. Scope and Contents of Projcct 

ln this study, various studies for the in situ heater test, wlll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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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n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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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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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Result of Projects 

Ln this study, an adequate location for an in situ borehole heater test was 

chosen. Also a heater for the test was designed, manufactured, and instal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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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sors for measuring the rock behavior were also installed. It was possible 

to observe that steep joints were developed overwheImingly in the test area from 

the joint survey at the tunnel wall. The m이or rock and rock mass properties at 

the test site could be detennined from the thenn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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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d that the heat convection through the 

tunnel wall can influence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rock. Because 

of that it was necess따y to installed a blocking wall to minimize the effect of 

ventilation system on the in situ heater test, wh내ch is carrying out nearby the 

tunnel wall. The borehole heater test is the fIrst in situ thermo-mechanical test in 

Korea. In tbe future, the results from the test wi11 be utilized for different 

projects such as spent fuel storage, geothennal energy, sequ앓tration of 

carbon-dioxide, and underground petroleum storage, which require a cJear 

understanding on the thermo-mechanical behavior of rock mass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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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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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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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주기의 완성을 위해 시급하다 그동안의 원천 운영을 통해 발생된 사용후핵 

연료는 각 원전 부지에 저장되어 있으며 2016년 중간저장시설의 운영율 통해 임 

시 저장된 후 처리 또는 처분될 예정으로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륙성 충 하나인 방사성 붕괴열에 의한 처분장 안전 

성과 안정성에 치는 영향은 처분장 설계 및 안전성 명가에서 중요한 인자이다， 

즉， 몽과열에 의한 온도 변화는 처분장 주변에서의 수리척， 역학적， 화학척 거 

동에 연화률 줌으로써 장， 단기 처분장 안전성에 영향율 미치기 때문에 처분장 

부지선정， 설계， 운영율 위해서는 방사성 붕피열에 의한 처분장 거동 변화에 대 

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도출율 위한 다앙한 모텔렁이 시 

도된 바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해외의 문헌자료를 이용한 모텔링을 통한 처분장 

의 거동 해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실험실 실험율 통해 얻어진 압석 불성과 한 

국 고유의 지질학척 륙성을 고려한 모옐렁이 실시되었다(권상기 퉁，2004) 이률 

바탕으로 결정질 화강암 500m 심도에 조절발파기법으로 굴착되는 처분장이 한국 

형기준처분시스램으로 제시되었다(최희주 동，2008). 

제시펀 한국형기준시스템의 실중율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3년 동안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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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ground Research Tunne1, KURT)율 건설하였다 총 길이 255m 에 달하는 지 

하처분연구시설은 처분장 후보 압종인 화강암반에 위치하며 최대 심도 90m 률 

확보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국형 쳐분시스댐에서 고려하는 마제형으로 설계 

펀 터널은 암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절발파기법율 적용하여 6m x 6m 크 

기로 굴착되었다(Kwon et al. 2008). 2007년 이후， KURT 에서는 다양한 현장시험 

이 실시 또는 준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반에서의 열 전틸과 관련된 열-역학적 거통을 명가하고 기 

사용된 모델링 기법의 검증에 활용할 자료률 획륙하기 위해 시추공 히터시힘을 

설계하고 설치하였다 열-역학척 거동에 대한 보다 연밀한 병가률 위해 지하수 

유입이 척은 구간을 시협 구간으로 선정하였다， 이 구간에서의 불연숙변의 분포 

및 륙성율 조사하였으며 암반의 열-역학적 물성을 명가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실 

실험이 실시되었다 2007년 12월 시추공 히터시험이 본격 가통되었으며 2009년 9 

월 현재 히터온도 90.C 로 유지시키면서 암반 내 열-역학적 변화에 대한 관찰 

및 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본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l 장은 서론이며 제 2장에서는 KURT 



의 현횡과 개요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 3장에서는 해외의 주요 열적 거통 시험에 

대해 쩡리하였으며 제 4장에서는 히터시험이 실시되는 구간의 암석 물성에 대해 

분석， 명가하였다 제 5장에서는 시험 구간 부근에서 조사된 절리의 분포 륙성올 

분석하였으며 제 6장에서는 히터시험에 대한 3차원 모텔링율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를 분석하였다 체 7장에서는 히터시협의 개요 및 륙성을 정리하였다 제 8 

장은 결론으로 향후 히터시험과 관련된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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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KURT 현황과 개요 

제 l 절. KURT 개요 

지하처분연구시설(KAERl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은 고준위폐기물 

처분 연구와 관련된 현장실증시힘을 위해 2006년 11월 완공된 대전 원자력연구 

원 내 지하 터낼로 180m 길이의 진입터낼(access tunnel)과 45m,30m 길이의 연구 

모률(research module), 8m 길이의 회차구간(turning shelter) 및 터낼로 유입되는 지 

하수를 모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저수조(sump pit)로 이루어져 있다(조원진 퉁， 

2004). KURT의 위치는 35 0 25’ N, 1270 22’ E 이며 터널 입구의 해수위는 약 110m 

이다 진입 터널 끝 부분에서의 최대 심도는 지표변에서 약 90m 로서 진입터낼 

의 양 같단에 화우로 굴착된 연구모률은 비교적 양질의 암반에 위치하고 있다 

용화와 절리 발달로 인해 암질이 불랑한 터널 입구부 40m 구간은 30cm 두께의 

콘크리트 라이닝이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터널 구간은 룩볼트와 솟크리트로 

보강되어 있다 터널 내 일부 관심 구간은 벽연을 노출시커 필요 시 암반율 관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시험 설계 및 위치 션정에 도옵이 될 수 있도록 하 

였다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이루어진 터낼 굴착은 에율라이트(Emulite)와 KINEX 

률 이용한 조절발파기법율 통해 이루어졌으며 록불트， 훗크리트， 콘크리트 라이 

닝과 갈은 지보가 설치된 후의 최종 터널 크기는 6m x 6m 가 되도록 설계되었 

다(권상기 동， .2005) 터낼의 방향은 산 정상부률 향하게 합으로써 짧은 진입터 

낼로 심도률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향 10%(5.70
) 경사률 주어 

심도를 추가로 확보힐 수 있도록 하였다 하항 경사의 진입터널이기 때문에 터낼 

로 유입되는 지하수는 진입터낼 꼽 부분에 설치된 저수조에 모여지며 ， 일정 수 

위에 도달할 때마다 힘프가 자통으로 작통되어 지하수를 터낼 밖으로 배수하게 

된다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하루 약 25론 정도이며 우기에는 유입랑이 늘고 

건기에는 감소하는 경항율 보인다-

2006년 11웰 건설이 완료된 후，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이 구축되었다 2009년 

9월 현재 배기와 흉기가 가능한 환기시스랩， 전력 인입선， 배수 설비， 조명시설， 

인터넷， 전화，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시스템， 비디오카메라， 출입 

통제시설과 같은 안전시설， 소화 장비， 터낼 내 유해가스 감시 시스랩， 터낼 내 

온도， 연위 ， 미세진동 자동 계측 시스템 퉁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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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KURT 조사 현황 

KURT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는 1996년에 처음 실시되었다(이영남 동， 

1997). 이후 심부 지질환경에 대한 이해률 돕기 위한 다수의 심부 시추공을 천공 

하였으며 이툴 시추공율 이용한 현장시험이 수행되었다(Kwon et al, 2006) 

KURT 건설이 추진된 2003년 이후， KURT 설계률 위한 지표지질조사， 시추공 천 

공 빛 암반분류， 지구물리조사， 시추공 현장시험 ， 실험실 암석물성 실험이 실시되 

었다 KURT 건설 중에도 시추공 천공율 통한 현장시험 및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굴착 직후 fracture mapping과 암반분류 작업이 수행되었다. KURT 주연에서의 

열， 수리 ， 역학적 초기조건에 대한 실험실 및 현장시험 결과는 핀상기와 조원진 

(2009)에 의해 보고되었다 현재 KURT 내 지질 및 암반 특성을 고려하여 고준 

위 처분 시스템 실중 연구률 위한 다융과 같은 현장시험이 수행 중에 있다. 

l. 시추공 조사 

1996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률 위해 추진되었던 원자력연구원 내 지하연 

구터낼 건설율 위한 부지 조사에서는 6개 수직 시추공(BHI-BH6)을 천공하고 관 

련 시힘을 실시하였다. 이후 심부 시추공(YSI-YS7)율 천공하여 심부 균열대률 

따른 지하수 유통 및 지하수 화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03년 수행된 

KURT 설계률 위한 부지조사에서는 253 m 길이의 경사 시추공(KP- l) 과 160m 

길이의 수직 시추공(KP-2)율 천공하고 지질， 지하수 암반 륙성에 대한 다양한 조 

사를 실시하였다(권상기와 조원진， 2009). 

2 지구물리 조사 

전기비저항 탐사기법과 탄성파 기법을 이용한 KURT 주변에 대한 조사 및 설 
계가 2003-2004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지구물리 조사를 통해 얻어진 KURT 주 

변의 지질변화， 파쇄대의 위치 및 경사 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핀상기와 조원진 

(2004)에 의해 이미 보고된 바 있다 

3 터널 내 현장시험 현황 

2008년 현재 255m 길이의 KURT 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장실험이 수행 또는 

준비되고 있다. 각 실험 실시 구간은 실험에 적합한 심도， 지하수 상태， 암반상 

태， 실험 환경 ， 절리 분포와 갈은 암반 특생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지하수 유 

입이 많은 화축 연구 모률(Research module II)의 경우 지하수 유동 및 지하수 화 

학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며 지하수 유입이 적고 상대적으로 암질이 상대척 

으로 양호한 우측 연구모률(Research module J)에서는 시추공 히터실험과 손상대 

연구와 같은 열-역학적 꺼동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립 2.1 은 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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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 및 시추공의 개략척인 천공 양상율 보여준다‘ 

Fig.2. 1. KURT 개요도 및 터낼 내 시추공 현황 

가 시추공 히터시험 

시추공 히터시험(Boreho le heater test, BHT)은 KURT 우측 모률(Research 

module 1) 막장 벽면에서 실시되고 있다 

나. 암반 손상대 시험 

터낼 굴착 작업에 의해 터낼 주변의 초기 암반 물성이 변화되는 구간인 손상 

대(Excavation Damaged Zone, EDZ)는 암반의 열적， 역학적， 수리적， 화학척 물성 

이 영구 변화시킴으로써 터낼의 안정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σsang et al. , 

2005) 손상대 규모 빛 륙성 명가률 위해 KURT 건설기간 중과 건설 후에 현장시 

협 및 실험실 실험이 실시되었다 손상대 규모 명가에는 Goodman jack 시험， 

Georadar, RQD, 암석 물성 변화 퉁이 이용되었으며 발생된 손상대가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명가는 3차원 열-역학적， 수리-역학적 해석을 통해 수행되었다(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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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J., 2009) 

다 심부지질 조사기술 개발 

KURT 화축 모률에서는 터널 바닥에 500m 갚이의 심부 시추공(d뼈 borehole) 

율 뚫어 심부 지질 륙성 조사기술 및 각종 시험에 요구되는 품질관리 절차를 개 

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심도 시추기술， 코어 조사 방법， 압석 팡물 및 지하수 

시료 채취 방법， 수러시험 방법 및 해석기술， 시추공 검충방법 및 해석기술， 장기 

모니터 링 기술 둥율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지하수 화학 

각종 현장실험에서 요구되는 수리지질학적 및 지구화학척 경계조건 제공율 

위한 기초자료 조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률 위해 산화환원 전이대 조사， 

심도별 지하수 압력 및 수질 변화 특성 장기 모니터링， 지하수 유입랑 계측， 실 

험 현장 주변 지질 구조 및 경계조건 조사 퉁이 실시되고 있다 

마. 핵종이동 

KURT 현장 핵종이동 실험에서는 암석의 균열대에 존재하는 충전팡물의 용질 

이동 지연 륙성율 규명하기 위해 암반 내에 존재하는 균열을 선택하여 그 특성 

율 조사하고 균열연율 따른 핵종이통 특성율 연구하고 있다‘ 현장시험에서는 균 

열연을 따라 수착성 용질을 일정랑 주입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휘 개봉하여 용 

질의 이동경로와 륙성융 관찰하고 충션광물이 용질 이통에 며친 영향율 규명하 

게 된다. 또한 균열 구성 광물과 용질과의 상호작용율 파악하고 암반 균열을 롱 

한 콜로이드 여과 현상에 대한 현장 실험도 수행할 예정으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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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외 연구 현황 

고준위폐기물 처분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각국에서는 지하연구시설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을 건설하고 암반과 공학적방벽재의 열-수리-역 

학-화학적 (T뻐‘c) 거동에 대한 현장 실중실험을 실시하였다 미국은 Yucca 

Mountain 프로젝트에서 single hole heater test에서 ψift 규모의 실험까지 단계별 

현장시험율 실시하였으며 일본에서도 Kamaish 광산에서의 대규모 현장시험을 실 

시하였다- 스웨벤 Aspo HRL(Hard Rock Laboratory) 에서는 열응력의 영향을 고 

려한 pillar stability test 가 수행된 바 있다‘ 그 밖에도 공학적 규모의 THM 시 

험이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었는데 여기에는 캐나다의 Thermal Performance Test, 

일본의 BIG-BEN 과 COUPLE, 스페인의 Mock-up test 퉁율 률 수 있다 

제 l 절 . 미 국 Yucca mountaÍn 

1. Single hea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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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을 실시하기 전 소규모로 Single Heater Test(SHT)률 실시하여 암반에서의 

coupling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SHT는 1996년 8월 시작되었으며 1997 

년 5월 전기 히터의 가동을 중단하고 1998년까지 냉각기간율 가졌다 시협에서 

는 부피 20m'의 압석을 \OOOC 이상까지 가열하였으며 열에 의해 영향율 받은 암 

석의 부피는 1,600 m' 에 달했다 구리로 감싼 전기 히터률 터널 벽연에 천공된 

10cm 직경의 시추공에 삽입(그림 3.1 -3.3)하고 가열/냉각기간 중 암반 온도 변화 

률 2007ß의 온도센서률 롱해 축정하였다 그립 3.4는 SHT 시험 구간 양쭉에 있 

는 터널에서 천공된 관측용 시추공율 보여주고 있다. 2001년 4월에는 cross drift 

에서도 유사한 시추공 히터시험이 실시되었다(그립 3.5) 

SHT 에서는 암반에 열역학적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온도와 변우L 웅력율 측정 

하였다 온도는 thermocouples, RTD(resistance temperature devices) 와 thermistors 

률 사용하여 축정하였다- 역학적 변화의 경우 연위 측정을 위한 MP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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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someters률 사용하여 륙정하였으며 록불트 load cell과 NX borehole jack 율 

사용하여 록불트 작용 웅력과 변형계수 연화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열-수 

리(재)， 열-역학적(TM) 연통해석 (coupling)모텔 결과와 비교합으로써 처분장의 설 

계와 성농명가에 대한 이해를 톱도록 하였다‘ 

열과 지하수 유통에 의해 암석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하수가 

흐르는 균열시스랩에서 광물의 용해(dissolution)와 침천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Electron microscopy 률 사용하여 시험 후 회수된 시추코아에서의 광물 침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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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으며 X-ray 회절분석율 통해 팡물을 확인하였다 그밖에도 포화도 연화， 

상대습도， 가스압， 지하수 분석， 균열의 개폐도 측정되었다. 가열된 암반에서의 

시간과 공간에 따른 포화도 변화는 neutron log 와 션기비저항 토모그래피 

(electrical resistivity tornography)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Lin， 1998) 

SHT와 cross-dri ft 에서의 시험에서 얻어진 자료와 시험 경험은 대규모 현장 

시험인 drift scale test 의 설계와 자료 분석에 기여하였다. 

Fig. 3.1 히터 설치 장연 

Fig. 3.2. Single heater 시험에 사용된 히터 

g 
u 



Fig. 3.3 히터시험에 사용된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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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4. Single hole heater test 률 위 한 관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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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5. 2001 년 4월 Cross ψift에서 수행된 히터시험 

2. Large block heater test 

Yucca Mountain 인근에 노출되어 있는 처분장 모압과 동일한 Fran Ridge에서 

는 근계영역(near-field)에서의 THMC 거동에 미치는 열척 영향에 대한 연구률 위 

해 large block 시험이 실시되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열에 의한 암반 내 수분의 

이동， 가열된 암반의 역학척， 화학적 반용， 처분장 설계에서 사용된 금숙의 거동， 

가열된 암반에서의 미생물 거통 퉁율 파악하는 것으로 자료 획득울 위해 1000여 

개의 channel이 설치되었다 실험에서는 IOxlOx15 ft 크기의 블혹율 이용하였으 

며 불혹에 대한 가열은 1997년 2월 시작되었다(그립 3 이 그립 3.7은 heat 

exchanger의 설치 모습율 보여주고 있다- 실험에서는 5개의 9ft 길이의 전열 히 

트률 블록 내부에 장착하였으며 단열 및 수증기 방출을 막기 위한 단열막율 껄 

치하였다 히터를 븐 후 고열 가열 후 냉각에 의한 압반의 반웅을 조사하였으며 

냉각 후에는 조사를 위해 불록율 분리시켰다‘ 실험의 결과 지하수는 중력에 의해 

가열되는 구간 아래쭉으로 흐르며 균열이 유통의 주요 이통로가 됩율 알 수 있 

었다 또한 히터공 속으로 주입된 미생물은 섭씨 200.C 이상에서도 발견되며 

가열되는 구간 5ft 아래쪽에 설치된 관측공에서 발견됩율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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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6. Fr;없I Ridge 에서의 대규모 블록 히터시험 

Fig.3.7. Fran Ridge 에서의 블록 히터시험을 위한 열교환장치 설치 (1997년 l 월) 

3. Pilot scale hεater test 

열에 의한 유체 유통(flow)의 연화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공학적 방벽의 성 

능 파악과 이통 모댈 개발을 북척으로 추진된 pilot scale heater test는 처분터 낼 

및 암반에서의 온도 분포룰 예축하는 기법을 개선하는데 활용되었다. 시힘을 통 

해 얻어진 자료는 자연대류와 기타 열전달 현상율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유체통 

역학 컴퓨터 코드를 검증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처분장의 설계와 성능형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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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활용되었다-

Pilot scale heater test 는 라스베가스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Pilot Scale Test 

Facility (ATlas facility)에서 수행되었다 Atlas facility 자연대류시험율 위해 2개 

의 pilot-scale test 셀이 건설되 었으며 이증 하나는 실제 규모의 25% 이고(그립 

3.8-3.9) 다른 하나는 44% 규모이다(그립 3.10) 

Fig.3 .8.Atlas Facility에서 수행된 공학격규모(25%)의 시스랩 시연 장치(1 999년 3 

월) 

Fig.3.9. 공학적 규모(25%)의 시스볍 시험율 위한 히터 장치와 ψip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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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0 공학적 규모(44%) 시스템 장치(1998년 12월) 

4. Drift scale heater test 

SHT 시험율 완료한 후 1997년 12월에는 Drift Scale Test(DST) 가 착수되었 

다 DST에서 척용된 시험 기법은 SHT률 비롯한 이전의 열 시험을 통해 개발 

되었으며 대규모 시험에 적합하도록 보완되었다 DST 는 처분장에서 예상되는 

THMC coupling 에 대한 이해률 톱기 위한 대규모 시험으로 시험 결과는 

DECOV ALEX-III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해석기법 개발에도 활용되었다(권상기 퉁， 

2006) 

48m 길이의 터 낼(그립 3.1 1)에 9개의 full-scale 히터(그립 3.12)률 설치하여 폐 

기물에서의 발생열을 모사하였으며 4년 통안 가열한 후 4년율 냉각시키는 방 

식으로 가열과 냉각에 따른 암반의 얼척 거동율 명가하였다 양쪽 벽면에 위치 

하는 507R의 wing heater를 10m 길이로 설치함으로써는 여러 개의 처분터널에서 

발생하는 열의 영향율 고려힐 수 있도록 하였다 

가열기간 동안 drift 벽연의 온도는 200.C까지 증가하였으며 건조(따ying) ， 웅결 

(condensation), 기화(rapid evaporation), heat pipe 효과와 같은 현상툴이 관혹되었 

다 가열기간 후반기 1.75년 동안의 벽면 명균온도는 205.C 였다 가열에 의 

해 100.C까지 상승하는 압반의 부피는 IO,OOOm' 이며 20만m3 의 주변 암석이 열 

의 영향율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l월 14일 heater 에 대한 전원 공급율 

중단하였으며 2006년 까지 냉각기간에서의 암반 변화가 관찰되었다. 

열척， 수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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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07R의 생서를 통해 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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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통율 관찰하였다 센서률 통해 얻어진 자료는 Data Acquisation System으로 

모이도룩 하였다 이통식 원격 카메라 시스템과 bulkhead 아래쭉에 설치된 루명 

창율 통해 drift 내부에서의 현상율 관찰힐 수 있도록 했다. Remote 카메라는 매 

주 작동되며 drift 내부의 암석의 파괴나 천정부에서 물방울이 멸어지는 것율 관 

찰하였다 각 관축공들의 위치 빛 측정되는 내용은 그립 3.13에 나타나 있다-

Fig.3.1 1. Drift 규모 히터시험율 위한 암반 굴착 (1 997년 2월) 

Fig.3.12. Drift 규모 히터시험에 사용될 히터 장치 (199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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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 Drift 규모 히터시협율 위한 관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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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EX(Full-scale Engineered Barriers EXperiment in crystalline host rock)는 결 

정질 암반에서의 암반-완충재의 TIIM coupling 에 대한 연구를 위해 스위스 

Grimsel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된 현장 실험으로 실제 처분환경에서 벤토나이트 

가 방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와 근계영역 (near-field)에서의 TIIM 거몽에 대한 

측정 자료률 얻고자 수행되 었다(Alonsol ， et al., 2008) ‘ FEBEX 는 유럽 연합의 지 

원으로 1994년 스페인의 E뼈ESA에 의해 착수되었으며 결정질 암반 내 수명처 

분공과 압축 벤토나이트률 완충재로 사용하는 스페인 처분개념을 기초로 설계되 

었다. 

시 험 터 낼은 직 경 2.27m 의 TBM(Tunnel Boring Machine)으로 굴착되 었으며 

7m에서 151m 까지 길이를 가지는 총 750m 길이의 23개의 시추공율 롱해 시험 

구간의 지질 상태를 파악하였다 

FEBEX 시험에서는 그립 3.14와 같이 처분용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모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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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터-완총재 사이의 최대온도가 100"C 가 될 때까지 전력율 상승시켰다 이 시험 

은 2002년까지 지숙되었으며 2003년에는 히터 1개를 제거한 상태에서 2단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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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시작되었다 FEBEX 현장 시험에서는 6327>> 이상의 센서를 통해 시간에 

따른 용력 ， 변우]， 완충재 함수량 및 맹윤압， 온도 분포 퉁이 측정되었으며 압반과 

완충재의 다양한 물성은 실험실 실험율 통해 결정되었다 

천기 히터 두 개의 크기와 무게는 처분용기의 무게와 동일하게 제작하였으며 

2.28m 칙경의 연구터널 중앙에 히터가 위치하도록 하였다， 터널 벽과 히터 사이 

의 공간은 압축 벤토나이트로 채웠다(3.15-3.16) 히터와 벤토나이트를 설치한 후 

2.7m 길이의 콘크리트 p1ug 를 시험구간 입구에 설치하였다. 

∞
 
” 
8 

Bentonite blocks 

Steelliner 

Heater (diameter 0.9) 

Granite 
Scrvicc zone, control and 
dala acquisition system 

.1 Principal ‘κcess tunnel 10 KWO 

Granite 
Concrete 

plug 

h二54 엽 54「 34과7 
} 

(Dímensions in melers) 

Fig.3 . 14. FEBEX 현장시험의 개요도(A1onso1，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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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5 벤토나이트와 히터 

Fig.3 .16 길이 4.5m, 직경 O.9m, 무게 12론의 전기히터 

제 3 절. 캐나다 URL 

캐나다 URL 에서의 CanisterlBuffer 시험 후 나타난 결과를 보강하는 측면에서 

시추공에서의 열-수리거통 현장시험(재 Experiment, THE)이 그립 3.17에서와 같 

이 420m l evel에서 수행되었다 THE 에서는 열 하중에 의한 암반 내 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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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않sure 발생 정도에 대한 측정 및 명가률 위해 실시되었으며 현장 시험은 r:t읍 

순서로 실시되었다(Berchenko eta l., 2004) 

A.물 주입시험 ‘ 더블 돼커를 설치한 뀌 주어진 양의 물율 주입， 

B. Heater test 물 주입시험 후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룩 한튀 400-500W 용 

량의 히터를 설치하여 최대 50일 동안 시험. 

C. Piezometer 와 thennistor 률 이용하여 온도와 압력 변화률 측쩡하고 온도 상 

승에 의한 유랑 변화률 관찰 

그립 3.1 8은 n표 시협의 개요도를 보여준다. 시험은 URL 420m level 에 있 

는 포화 화강암에서 실시되었으며 시험구간의 터낼 주변 압반손상대(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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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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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도륙 센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 시험장치 및 시험 방법을 설계하였다 

히터가 설치된 수명 히터공은 칙경 96mm이며 히터와 암반 사이 간극은 최소 

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리와 stainless steel로 만툴어진 두 종류의 히터가 사 

용되었다 초기 구러히터률 이용한 시험에서는 500W 률 사용하였으나 조기에 

기능이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후기 시험에서는 stainJess steel 히 

터률 사용하였으며 천력도 400W 로 줄여서 시험율 실시하였다 관측 터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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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전에 설치하여 초기 자료률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측공이 지하수의 

S뻐cer 역할을 하는 것율 방지하기 위해 관측공에 센서를 설치한 후에는 그라우 

팅율 실시하였다- 설치되었던 9개의 piezometer 중 4개만 작통되었으며 파손이유 

는 센서가 가열되면서 내부로 물이 유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plezometer의 

경우， 가장 먼 샌서의 위치는 공국압이 IOkPa 가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였으며 

온도센서의 경우 온도 증가가 O.SOc 정도로 예상되는 지점까지 설치하였다 총 

시협 기간은 3년 {l 99S-1998년)으로 3회에 걸쳐 가얼-냉각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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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Level 

300 Level 

420 Level 

Fig.3.17 캐나다 URL 에서의 THE 시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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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Irom center 01 healer 
10 piezometerslthermistors 

PZ1 0.62 m 
PZ3 2.41 m 
PZ4 0.75 m 
PZ5 1.95 m 
PZ6 1.19 m 
PZ7 0.94 m 
PZ8 1.42 m 
PZ9 0.77 m 

Zone 1 Pressunzalion Tube 

Healer 

Thermocouple 

Flow Monilonng System Heater Mandrel Connection 

Nollo Scale 

Fig.3.18 . 캐나다 URL 420m level 에서의 THE 시험 개요도 

제 4 절. 스워1덴 APSE 

스웨벤 Aspo 없L 에서는 처분장 근계영역 암반에서의 열-역학적 파괴거통율 

에축하기 위해 대규모 pillar stability 현장시험(APSE)을 실시하였다(Andersson et 

al.,2006). APSE 는 심도 450m 에 굴착된 폭 5m, 높이 7 .5m 타원형 터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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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다 Fig.3.19 은 APSE 가 수행된 터낼의 위치를 보여준다 

압석의 물성은 시험 구간 부근에 천공된 14개 시추공에서 회수된 암석코아률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다읍과 같은 항북에 대한 물성 륙정이 수행되었다. 

- 단축압축강도(AE monitoring 포함) 

- 삽축압축강도 

-인장강도 

-밀도 

- 열전도도， 열팽창계수， heat capacity 

- fracture sti댄less/ fracture toughness 

현장 실협을 위해 직경 1.75m, 김이 6 .5m 의 수직공을 두 개 굴착하였으며 다 

양한 축정장치률 이용하여 온도， 웅력， 변위， 파괴발생， 읍파 발생율 측정함으로 

써 터널 및 처분공 굴착， 맹융압， 방사성붕괴열이 암반에 미칠 영항에 대해 명가 

하였다 현장시험에서는 다읍과 같은 영향에 대해 측정하고 이률 모델링 결과와 

비교하였다， 

- 굴착에 따른 웅력 변화 

- 터낼 형상에 따른 영항 

처분공 굴착에 따른 웅력/연위 변화 

- 앵윤압 영향에 따른 영향 

- 가열에 따른 열웅력 

- 용압 제거에 따른 균열 발생 

암반에 역학적 변화률 효과척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웅력집중이 최대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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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둠으로써 굴착에 따른 균열 발생의 진행율 파악할 수 있도록 시험 설계를 

하였다(그립 3.20) 처분공에서 발생하게 되는 완충재 팽융압의 효과를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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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채질의 풍션을 삽입한 튀 두 번째 처분공을 굴착하였다. 또한 처분공 중심 

에서 1.9m 떨어진 지점에 천공된 시추공에는 히터를 설치하여 가열함￡로써 열 

용력의 발생에 따른 암반 거동 변화률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서는 

히터의 용량율 0‘ 400W 까지 연화시격가연서 열， 응력 빛 연위 변화를 기록하였 

다 

시험이 완료된 후， 체인 톱율 사용하여 그림 3.2 1 과 같이 pillar 를 절단하여 

시험율 통해 발생된 균열을 상세하게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08년부터 

2이 l 년까지 수행되는 DECOV ALEX-2011 국제공동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중 하나 

로 선정되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에 의한 THM 모델링 기법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권상기 동， 2009) 

21 -



T.,‘x“‘-"-삐v .... 

'
u‘1 ‘ m dlftusk>n 
--‘”’ ιTOE) 

Prø1ótypt ft1lO1htCWJ 

...，얘 _ .. ‘ 이 ‘Jk< ”‘tÕ(.J. (t.cll pt며"'"’ 
~. MicfOb4t 

_ .... ’‘ 야IIcbon (Tn.에 

‘ T,.., ,,1..,lI0II ~“Q ""l*""“‘(T",‘” 
.쩌dlpoIoQOlood .. φ ........ ιC어Io<dPto;ocò 

Fig.3.19. Aspo pill따 stability 시 험 위 치 (Andersson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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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0 Aspo pillar stability test 개요도 (Andersson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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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 현장시협 후 pill따 률 절단한 후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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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KURT 히터시험 구간 조사 

KURT 히터시험 구간 암석의 불러적 성질률율 구하기 위하여 국제압반공학회 

표준시 험 규정 (Testing Standards of ISRM, lntem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 

과 미국 표준시험법(ASTM， Arnerican Standards of Testing Methods)퉁율 근거하여 

일축압축시험， 인장강도， 삼축압축시험， 자연 절리연 직접전단시험， 열팽창계수 

측정시힘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멈공학부 암반공학연구실에 의뢰하여 수행 

하였다 암석의 열전도 시협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암석코아률 이용하여 실시하 

였으며(조원진 동， 2009) 비열에 대한 측정은 수행 중에 있다. 원상기와 조원진 

(2009)은 팡물조성과 이론식을 이용한 열전도도 및 비열율 계산한 바 있다 

제 1 절. 암석의 역학적 물성 

일촉압축시험은 히터공 상부와 하부 시추코아률 이용하여 각 10회씩 총 20 

회률 수행하였다 일축압축 시험율 통해 비중， 공극률， 탄생파속도， 압축강도， 탄 

생계수， 포아송비 퉁이 측정되었다. 

l 비중 

표 4.1은 측정된 비중 값율 보여준다. 표에서 mean은 명균값 rmn은 최솟 

값 max은 최뱃값 S.D 는 표준연차률 나타내며 25%, 50%, 75% 는 제 25 , 

50,75 백분위수를 의미한다 

히터시험 구간에서 회수된 압석의 명균 비중은 2.649, 최솟값은 2.55, 최뱃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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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명균 암석 비중 2.649는 KURT에서 측정된 명균 비중인 

2.64(권상기와 조원진， 2009) 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히터시 

협이 실시되는 구간이 KURT 우축모률로 심도가 가장 깊은 곳에 해당하기 때문 

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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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히터시험 구간의 비중 

mean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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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6 2.55 2.68 

하부 
0.039 2.635 2.655 2.673 

2 공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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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오븐에서 적어도 24시간 이상 수중에서 포화시킨 포화시료의 질량과 105 '(; 

온도로 24 시간 이상 건조시킨 건조 질랑 빛 시료의 부피률 이용하여 구하였다 

측정 결과 시험 구간의 명균 공극률은 0.778% 로 나타났으며 히터공 상부 암 

석의 공극률이 하부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히터시험 구간에서의 

최대 공극률은 1.87%, 최소 공극률은 0.07% 로 나타났다(표 4.2) 

표 4.2 히터시험 구간의 공극률(%) 

mean mm max S.D 25% 50% 75% 

전체결과 O. 778 0.07 1. 87 0.422 0.513 0.695 0.943 

히터공 

상부 
o 775 0.07 1. 87 0.467 0.480 O. 750 0.913 

히터공 
O. 780 0.46 1. 66 0.397 0.518 0.610 1.035 

하부 

3 탄성파 숙도 

히터구간 시료에 대한 탄성파속도 측정은 일본 Oyo사의 Sonic viewer 

Model-5228를 사용하여 축정하였다 암석시료의. 말단에 발진기를， 다른 한쭉에는 

수진기률 밀착시킨 다음 0.5 kgf/an' 이하의 압력을 가하연서 발진기의 펄스를 발 

생시킨다 펄스가 압석시료률 통과하는 전파시간율 구한 후 시변의 길이를 전파 

시간으로 나누어 P파(종파)， S따(횡파) 두 종류의 전따숙도를 구하였다 축정결과 

는 표 4.3, 4.4와 같다 P파의 속도는 4673mJsec 로 S파의 형균숙도인 2444mJsec 

에 배해 약 2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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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P파 측정결과 (rrνsec) 

mean mm max S,D 25% 50% 75% 

천체결과 4673 4120 5230 300 , 66 4465 4710 4908 

히터공 
4520 4120 4920 234 , 62 4335 4540 4683 

상부 
히터공 

4825 4140 5230 290 , 03 4715 4885 4963 
하부 

표 4.4 , snt 측정결과 (m/sec) 

mean mm max S.D 25% 50% 75% 

천체결과 2444 2200 2730 143 , 62 2330 2410 2585 

히터공 
2514 2200 2730 171. 15 2368 2570 2653 

상부 
히터공 

2374 2300 2480 57 , 97 2318 2360 2423 
하부 

4 단축압축강도 

암석의 단축압축강도(uniaxial compressive sσ'ength)는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압 

축력율 작용시켜 파괴가 일어났율 때의 하중율 시험편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구 

한다.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연은 원롱형 시험연으로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건조 

상태에서 시험율 실시하였다. 시험연율 성형할 때 시면의 양단연에서 0,02mm 이 

하의 연명도와 0.001 라디안 이하 오차의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표연연삭기로 가 

공하였다. 상하면의 형행성이 잘 맞지 않는 시료에 대하여도 고르게 하중율 가 

할 수 있도록 구변화(Spherical seat)를 시험연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하고. 0,5 -

1 MPa/sec의 하중숙도로 가압하여 암석의 장도률 측정하였다 

표 4.5는 측정된 단축압축강도를 보여준다 단축압축강도의 형균값은 일반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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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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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히터시험 구간의 단축압축장도(kg!cm2) 

mean mm max S.D 25% 50% 75% 

전체결과 957.0 580 1580 286 , 40 685 935 1198 
히터공 

1014 , 0 620 1580 314.33 756 980 1260 
상부 

히터공 하부 900 580 1260 259.10 635 850 1193 

% 

ω
 



5 탄성계수， 포아송 비 

단축압축강도시험에서 하충율 받는 암석 시료 표변에 접착된 스트레인 게이 

지률 이용하여 수직 ， 수명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하중과 변형률의 관계에서 탄성 

계수를 구하고 수명 ， 수직 변형률의 관계에서 포아송비를 구하여 표 4 .6과 4.7에 

정 리하였다 탄성계수 명균값은 5.284x 1 O' kg/cm' (= 52GPa)이며 최대 1 Ox 10' kg/cm' 

(=98GPa)의 탄성계수률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아송비는 명균 0.2로 나타났 

으며 히터공 하부에서 약간 높은 값을 보였다 

표 4.6 히터시험 구간의 탄성계수 (10' kg/cm2
) 

mean ITIln max S.D 25% 50% 75% 

천처1결과 5. 294 2.93 10.08 1. 937 3.993 5. 065 5. 795 
히터공 

4.774 
상부 

2. 94 7.06 1. 157 3.950 4. 745 5.465 

히터공하부 5.813 2. 93 10.08 2. 445 3.965 5.640 7.410 

표 4.7 히터시험 구간의 포아송비 

mean mm max S.D 25% 50% 75% 

전체결과 0. 204 0. 14 0.35 0.045 0. 173 0200 0.218 
히터공 

0. 194 0.16 0.25 
상부 

0.029 0.168 0. 190 0. 213 

히터공 
0.213 0.14 0.35 0. 057 0. 183 0. 200 0. 235 

하부 

6.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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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하였으며 혹정 결과는 표 4.7과 같다 명균 인장강도는 102kg/cm' (=9.8MPa) 

으로 단축압축강도의 약 1110 정도로 나타났으며 히터공 하부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인장강도를 보였다 

표 4.8 인장강도 시험 결과(kg/cm') 

mean mm max S.D 25% 50% 75% 

전체결과 102. 0 70 140 22 . 9 80 95 120 

히터공상부 97. 0 70 140 22. 6 80 90 120 

히터공 하부 107. 0 70 140 23. 1 88 115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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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삼촉압축강도 

삼축압촉시험은 암반 내에 작용하는 응력상태를 인공적으로 만률어서 그때의 

암석의 거통율 관측하기 위한 시협으로 암석의 파괴포락선율 구하는데 필요하다‘ 

삼축압축시협에서는 암반과 유사한 웅력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원주형 시험연율 

삽축 쩔 내에 넣고 유압펌프를 이용해 시험연 측면에 용압(confining pressur비율 

가하는 동시에 축 방향으로 하중율 가하게 된다 시연에 대한 축하충은 하중율 

가하기 시작한 후 5 - 15분 이내에 따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얼정한 변형률로 

중가시켰다 하중숙도는 0.5 - 1.0 MPa/sec의 법위에 있으며 용압율 각각 달리하 

면서 시험율 실시하였다 

히터시험 구간 암석 시협연율 이용한 삼축압축시험은 총 4회를 수행하였으며， 

내부마찰각의 경우 530 
- 57。 정도로 나타났으며 점착력의 경우 140 - 180 

kg/cm\13.7-17.7MPa)로 나타났다 

8. 절리면 전단 륙성 

전단시험에서는 단계별 수직웅력 조건에서 구한 전단변위-전단웅력 곡선과 

전단연우1-수직변위 곡선으로부터 최대전단강도， 잔류전단강도， 전단강성 ， 초기 앵 

창각율 구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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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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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공 상부에 대해서는 o - 2, 6 - 8 그러고 10 - 12에 대해 총 3회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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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각각의 결과는 표 4.9와 같다 

표 4.9 절리연 천단시혐 결과 

Residual 
Apparent 

Peak friction peak JCS Kn 

angle(j 
friction 

(kg/cm2
) (kg/cm카mm) 

angle{") 
cohesion 

(kg/cm' ) 

천체결과 42.5 39. 7 2.43 228.5 71 1. 5 

히터공상부 41. 7 39.3 1. 97 257 685 

히터공하부 43.3 40 2.9 200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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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2 절. 암석의 열적 물성 

l 열팽창계수 

본 연구에서 열팽창계수 측정시험은 히터공 상부 15회 그러고 하부 15회룰 수 

행하여 총 30회률 수행하였으며 열팽창계수률 20 "C -50 "C, 50 "C - l00 "C , 100 "C- 15 

O"C, 150 "C -200"C에 대해 각각 나누어서 결정하였다 시험 결과는 표 4.10-4.13 

에 정리되어 있다 

표 4.10 ‘ 온도 20 "C - 50 "C 에서의 열팽창계수 (microstrairν。C)

mean mm max S.D 25% 50% 75% 
전체 

6.770 2.03 10. 36 1.795 5.585 7.180 7.985 
결과 
히터공 

6.053 2.58 7.57 1.379 5.320 6.320 7.438 
상부 
히터공 

7.487 2.03 10.36 1. 916 6.900 7.960 8.640 
하부 

표 4.11. 온도 50 "C - 100 "C 에서의 열팽창계수 (microstrainlOC) 

mean ’mn max S.D 25% 50% 75% 
전체 

결과 
8.452 3.83 12.08 1. 624 7.515 8. 705 9.520 

히터공 
8. 006 5.46 10.06 1.358 6.980 8.170 9.030 AJJf-

히터공 
8.899 3.83 12.08 1.787 8.510 9.110 9.920 

하부 

표 4.12 온도 100 "C - 150 "C 에서의 열팽창계수 (microstrairν。C)

mean mm max S.D 25% 50% 75% 
전체결 

과 
9.979 5.94 14.51 1. 606 9.105 10.160 10.968 

히터공 
9.591 7.22 11. 82 1. 377 8.640 9. 650 10. 960 

상부 
히터공 

10.368 5.94 14.51 1. 767 9.650 10.400 
하부 

- 29 -



(microstrain/OC) 

mean mm max S.D 25% 50% 75% 

전체결 
11. 757 8.43 17.37 1.986 10.340 11. 945 12.705 

과 
히터공 

11. 243 8.43 14. 87 1.786 10. 150 10.960 12.650 
상부 
히터공 

12.271 9.500 17.37 2.103 10.350 12.380 12.870 
하부 

에서의 열팽창계수 온도 150 'C - 200 "C 표 4.13. 

그립 4.1은 히터시험구간에서 나온 암석코아률 이용한 열앵창계수 측정 시험결 

과률 보여준다 상온에서 7.5e-6t'K 로 나타나며 50-1000C 에서는 ge-6fK 로 온도 

증가에 따라 열팽창계수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히터온도가 900C 까지 가열되는 

히터시험의 해석율 위해서는 7e-6t'K - ge-6fK 사이의 열팽창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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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t~peratur'e (dcog. c) 
60 40 20 

O 

O 

측정 온도에 따른 열팽창계수 변화 Fig.4.1 

처분 환경에서의 열-수리-역학적 거통 해석율 위해 반드시 

특히 암석의 열션도도도 건조 상태의 암석과 지하수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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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전도도 

암석의 열전도도는 

필요한 입력인자이다 



화된 상태의 암석을 비교하면 포화된 상태의 암석의 열전도도가 놓은 것이 일반 

적이다. KURT에서 회수왼 시추 코아률 이용한 실험실 실험율 통해 암반의 열전 

도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3과 같다(조원진 동. 2008; Cho et al.. 

2009) 심도(Z)와 암반 포화 여부에 따라 열전도도(K)는 다읍 식과 갈은 연화를 

보인다(그립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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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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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4.2) 

축， 심도의 증가에 따라 열전도도는 증가하며 포화암의 열전도도가 건조왼 암석 

의 열전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읍율 알 수 있다 건조암의 경우 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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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정의 

경우. 3.541 W/m"K 로 나타났다(박영융. 20이). KURT 측정 자료와 함께 나타내 

면 그럽 4.2와 같으며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핀상기와 조원진. 2009). 

logZ 
K = 3 7458 16 035-r 

여기서 K는 열전도도(W/m"K). Z 는 심도(m)이다， 

(4 .3) 

지표연 부근에서는 심도에 따라 열천도도가 높아지지만 일정 심도 이상에서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항후 모델링에서는 지표연 부근의 경 

우 심도에 따른 열전도도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150m 이상의 

심도에서는 일정한 값율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열전 

도도-심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간 심도에서 회수된 암석에 대한 추가 

시험이 필요힐 것이다 KURT 심도 (0-100m) 구간의 경우， 열천도도는 

2.5- 3W/moK 사이 에 있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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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낙←수→; 

60 80 

• 륨i교ck 
므j앞11으약 

100 

D앵th(띠9 

120 

KURT 주변 심도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 

KURT 암석코아를 이용한 열천도도 측정 결과(조원진 

Thermal conductivity 

140 

퉁， 2008) 

Borehole Depth(m) (W/mOC) 

Dry Wet 

91. 70845 3. 2774 3.3742 
91 . 80845 3.2481 3.3926 
91. 90845 3.0001 3.1558 
142.2522 3.0647 2.9609 
139.4257 3. 5837 3. 8322 
139.5257 3.0568 3.2579 
139. 6257 3. 1235 3. 2551 

KP 
76.94898 2. 4995 2.7831 
77. 04898 2.6375 2.9573 
77.14898 2. 8717 2.8345 
65. 82254 3. 2575 3.4872 
65.92254 3.0136 3.2459 
66.02254 3. 0044 3.4235 
48. 89666 2.3886 2.5087 
77. 96573 2. 2935 2.9472 
78. 06573 2. 1523 2.4352 

YS 500 3.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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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류열전달계수(Heat convection coefficient) 

터낼 내에서의 히터시험에 의해 압반의 온도는 상승하게 되며 대기 온도와 암 

반 온도의 차이에 의해 터낼로의 열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터낼 벽면을 따른 열 

손실은 온도 차이， 대기의 흐름 숙도， 대류 열전달 계수에 따라 결정된다- 대류 

열전달 계수는 다융과 갈이 계산된다 

kN. 
h= -T;: 

ιH 

(4.4) 

여기서 k 는 유체의 열전도도， DH 는 Hydraulic diameter, N때 는 Nusselt number 

를의미한다 

Nusselt number는 경계변에서 발생하는 대류와 전도에 의한 열전달 비를 나타 

내는 무차원 수로서 조건에 따라 적합한 경협식을 이용하여 결정하여야한다

난류가 발생하는 강제대류 조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Dittus-Boelter correlation 으로 

N삐를 구할 수 있다-

N,‘d =0 ，0231갚8R” (4.5) 

여기서 Red 는 Reynolds number, P, 은 Prandtl number률 나타내며 n 은 가열시(벽 

면이 유체보다 온도가 높은 경우) 0.4, 냉각시 0,3 이 사용된다， Prandtl number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p _ = c"쓰 
r k (4 ,6) 

여기서 U 는 유체의 점성도(fluid viscosity), Cp 는 heat capacity률 나타낸다 

물체를 지나는 유체의 흐름에서 관성력과 점성력의 크기의 비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되는 무차원수인 Reynolds number 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p κ’‘DH 
~ 

..1. "cd = μ (4 ,7) 

여기서 p 는 공기 밀도， Vm 은 공기 속도 DH 는 hydraulic diameter 률 의미한 

다 Reynoolds number가 작은 동안은 정류상태이었던 흐름도， 입계값율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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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연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난류로 변하게 된다 원형 파이프 내의 유통의 경 

우 임계 례이놀즈 수는 약 2,300 정도이다 

유체의 점성도가 온도에 민갑하게 반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Sieder-Tate 식이 

사용된다- 이 식은 온도 변화에 따른 점생 변화를 고려힐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다고 힐 수 있다 

N ， =0.023없8 p'l/3f빡 1 
μ'w J 

(4.8) 

여기서 μ”‘ 유체 온도에서의 점성율， μm 는 벽면 온도에서의 접성율 의미한다 

위 식은 다음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0" < R'd 

0.7 < p,. < 16700 

터낼을 따라 흐르는 공기의 물성은 아래의 형균 온도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4.9) 

터낼 벽면이 거칠변 난류(turbulent flow) 흘 발생시격 공기압 강하에 기여하게 된 

다 따라서 표면의 거칠기가 있는 경우 이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률 위해 

마찰계수 f 가 고려된다 

쉰= 1.81앵，n( 
f ‘rι ," ' . _ _ e 6.5 

J 0.135--=-+ :...-
DH . R,.d 

(4.10) 

여기서 e 는 거칠기 (roughness)를 의미한다 

KURT 우측모률의 형상을 고려하여 Heat convection coefficient 를 다음과 갈이 

계산할 수 있다 계산율 위해 유입 공기의 온도는 150 C, 벽연온도는 300 C 로 가 

정하였으며 공기숙도는 IOm/sec 로 가정하였다 터널 벽면 거칠기는 고려하지 

않았다‘ 
터널 연척 35.85m' 을 이용하여 원형터널일 때의 직경율 계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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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 ^ T,= -~ : -~ 22.5‘’C 
1 f 2 (4.11) 

r ‘ f 35.85 
ι./f[= . f -τ- = o.(ùm 

\1 .::. IJ 
I 4 

(4.12) 

명균온도 22.50C 에서의 공기 불성은 부록 l에서 구할 수 있다. 온도에 따 

른 공기 물성 변화 및 curve fitting 식도 부록 l에 정리하였다 

air viscosity ~ 1.81 7x 1 0.5 kg!m sec 

air density ~ 1.1 978 kg!m3 

비 옐 ~ 1.005288 kJ/kg Oc 
열 전도도 ~ 0.02624 X 10.3 k\ν1m sec 

Prandt1 number ~ 0.707 

이툴 공기물성을 사용하여 Reyno1ds number'률 계산하연 다읍과 갈다 

j td PK.DH l1978X lQ X 6.75 - -- - - - - - ~ 4.45e6 
= μ 1.817e - 5 

(4.13) 

높은 Reynolds number 는 난류 발생을 의 미 한다 

Nusse1t number 를 Sieder~Tate 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aπ 끼scosity at 150 C, μ”‘1.78 X 10.5 kg/m sec 

air viscosity at 30oC, μw 1.85 X 10.5 kg/m sec 

\0. 14 

N .. = 0.023R,O;8 p! / 31 간뜨 ~ 4244 
… … . \μw I 

(4.14) 

따라서 대류열전달 계수는 

kN .. 
h=-쓰뜨 ~ 16.5 w/m" Oc 

4ιH 

(4 .15) 

야
 잉 



위 계산에서 사용된 조건에서 공기 숙도만 바필 경우， 공기숙도 변화에 따른 열 

전달계수 변화는 그립 4.3과 갈다 공기속도가 빨라질수록 대류열전달계수도 증 

가하며 ， 공기 숙도가 30mlsec 로 증가하는 경우， 대류열전달계수는 40w/m' OC 

까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x 

5 

40 

" 

홍 o 

o 
o 3 10 " 

Alr\'dodly (m .'l<<) 

Fig.4.3. 공기숙도에 따른 열전달계수 변화 

4 비열 

'0 " 30 

KURT에 인접한 지역에서 위치한 시추공의 암석시료를 이용한 비열 축정이 이 

루어졌으며 지표연 암석의 경우 977J/kgOC, 500m 심도의 암석의 경우 

1212J/kgOC 으로 나타났다(박영윤 동， 2001) 고성지역에 천공된 심부 시추공에 

서 회수된 암석의 경우 지표연 부근에서 1075J/kgOC, 500m 심도에서 1576J/kgOC 

으로 심도에 따른 유사한 비열 증가 경향율 보였다 KURT 암석 시료률 이용한 

비열 측정은 2009년 현재 진행 충에 있다 U gur and Demirdag(2006) 은 압석 

율 이용한 실험실 측정 결과률 바탕으로 암석의 비열과 기타 물성과의 관계식율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암석시연은 건조된 상태에서 실험이 실시되었다. 

SH C= 0.085p- 0 . 01 4φ+ 0.00017 UCS- 0.027 (4.16) 

여기서 비열(SHC) 은 kca l/kgOC, p 는 밀도(glcm')， φ는 공국률(%)， UCS 는 단축 

압축강도(MPa) 이다 KURT 화강암의 명균비중 2.64, 공극률 1%, 단축압축강도 

70MPa 률 적용할 경우， 비 열은 0.21 kcal/kgoC(= 870 J/kgoC) 로 계산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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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KURT 에서의 ucs ，φ 의 심도에 따른 연화 및 명균밀도 2.64g1cm3 을 이용 

하여 KURT 심도에 따른 비열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지표연 부근에서 800J/kgOC 

에 가까우며 심도가 김어질수록 900J/kgOC 에 접근할 것으로 나타났다(핀상기와 

조원진， 2009)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결과를 고려하여 히터시험 구간에서 

의 비열율 1000 J/kgOC 로 가정하였다 

제 3 절. 히터 시험 구간의 터널 형상 

히터시험 구간을 포함한 KURT 천 구간은 조절발파 기법에 의해 굴착되었으며 

지보가 설치된 후의 터낼 크기가 6m x 6m 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대부분의 터 

낼 구간은 록불트와 솟크리트 또는 30cm 두께의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보강되어 

설계에서 고려한 터낼 크기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히터 시험 구간의 경우， 연 

구률 위한 암반 노출율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벽면 부의 암반에는 훗크리트률 

설치하지 않았으며 낙반 방지률 위한 천장부 솟크리트만 설치하였다‘ 그립 4.4는 

히터시험이 실시되고 있는 우측 연구모률에서 측정된 터낼 형상율 보여준다 터 

낼 폭은 6.5m 이고 터낼 눔이는 6.3m, 터널 면적은 35.85 m2이며 굴곡을 고려한 
주연장의 길이는 25.15 m 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우축모률 터널 면척과 통일한 

연척율 가지는 원형터널의 직경율 나타내는 hydraulic diameter 는 6.75m 로 계산 

된다 

6 .3m 

6 ‘ 5m 

Fig.4.4 우축 연구모률 터낼 형상 

인
 



제 5 장. 히터 시 험 구간 절리 분포 특성 

히터시험 구간에 노출된 벽면에 노출된 절리에 대한 조사가 서울대 연구탑에 

의해 실시되었다. 절리연 측정이 이루어진 곳은 3개의 조사면으로 그립 5 . 1의 1, 

2, 3번 면이 조사연에 해당한다. 

Entrance 

Access tunnel I 

1 

Cross section 

Fig.5. 1. 지하연구시셜(KURT)의 모형도 

조사된 자료률은 DIPS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DIPS률 롱해 1, 2, 3번 전체 자료 

에 대한 분석과 각각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차례로 이루어졌다 

제 l 절. 1번 조사변 절리조사 

그립 5.2는 히터시험 구간 막장에 해당하는 l언 조사연의 현장 사진율 나타낸 

다 현장 사진의 각 절리에는 벤호가 부여되었으며， 각 번호에 해당하는 쩔리의 

경사/경사방향 정보는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된 총 자료의 수는 27개 

이며， 경사방향 263。’ 경사 85。 률 갖는 절러군이 암반 사변에 대해 지배적입율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얻은 데이터에 대해 시각적인 분석 자료률 얻기 위 

해 DIPS 가 사용되었다. 그립 5 .3은 데이터률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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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KURT 우축모률 1번 조사변의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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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g. 5.3. KURT 우측모률 l번 조사면 실축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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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2번 조사변 절리조사 

그립 5.4와 5.5는 히터시험 장치가 설치된 벽변인 2번 조사연의 현장 사진이 

다. 총 36개의 절러 자료률 수집하였으며 DIPS률 이용한 절리 자료를 분석 

결과 경사방향 2360 , 경사 76。 를 갖는 절리군이 지배척으로 폰재함율 확인힐 수 

있다(그림 5.6) 

Fig.5.4. KURT 우측모률 히터시험 구간의 현장 사진 

- 40 -



Fig. 5.5. KURT 우축모률 2언 조사연의 현장 사진 

‘ i 

@ 

‘ 

+ $&11 (7없3ó) ‘ 

Fig. 5.6. KURT 우측모률 2번 조사연 설축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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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3번 조사면 절리조사 

3번 조사면은 히터공의 반대면에 위치한 연으로 그립 5.7과 그립 5 . 8는 현장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립 5.9은 3번 조사변에 대한 조사 결과릅 나타내고 있 

다‘ 총 56개의 절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럽에서 보이는 바와 갈이 경사 

방향 213 0 , 경사 77。 률 갖는 절리군과 경사방항 284。’ 경사 83。 률 갖는 절리군 

이 조사연에 지배척으로 존재하고 있읍율 확인할 수 있다 

Fig. 5.7. KURT 우측모률 3번 초사연의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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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KURT 우측모률 3번 조사변의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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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KU RT 우측모률 3번 조사연 실축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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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종합 결과 

히터시험 구간 주변에 노출된 1, 2, 3번 벽연에 대한 조사 결과 실측 조사로 

총 114개의 절리 자료를 얻었다- 조사된 총 실축 조사 정보에 대한 자료는 그 

립 5.10 에 나타나 있다 그립 2.16율 통해 경사방향 2350 , 경사 77。 률 갖는 절 

리군과 경사방향 2840 , 경사 85。 를 갖는 절리군이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율 

확인하였다， 그립 5.11 은 절리 경사에 따른 발생 빈도를 보여준다 114개 절 

리 충， 경사도가 놓을수록 발생빈도가 많아지며， 륙히 70도 이상의 고경사 절리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융을 알 수 있다. 

。 i i뺏 

+ 

. 
。 。

Fig. 5.10. KURT 우혹모률 철 리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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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1. 히터시험 구간에서의 절리 경사각에 따른 발생빈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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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히터시험 모델링 

KURT 히터시험과 관련하여 FLAC3D 표드률 이용한 3차원 모텔렁이 실시되었 

다 터널 벽연으로의 열 전달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히터공과 함께 터낼율 모사 

할 수 있도록 모텔 격자망율 작성하였으며 측정된 초기조건 및 암반 물성을 이 

용한 해석율 실시함으로써 신뢰도률 높이고자 하였다 

제 1 절. 초기조건 

1. 대전지역 대기온도 

대전 지역의 연간 명균기온은 12 .3 'c이며 연병균 강수량은 1,353.8mm 이다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의 월명균기온은 25 .5 'C이며 가장 추운 달인 I월의 월명균 

기온은 -1.9 'c로 연교차가 27 .4 'c로 나타난다 관측이후 최고기온은 1994년 7월23 

일의 37.7 'C , 최저기온은 1969년 2월 6일에 기록된 -19.0 'C 이었다 그립 6. 1은 

2007년 l월 l일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 대기온도 변화률 보여준다 모옐렁이 

나 이론식율 이용한 계산율 위해서는 변통이 심하고 입력이 북잡한 실측값 보다 

는 방정식율 이용하는 것이 연리하묘로 I년 주기로 일정한 패턴율 가지는 sm 곡 

선을 이용하여 curve fitting 율 실시하였으며 이률 이용하여 연간 대기온도 변화 

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힐 수 있융율 알 수 있었다‘ Fitting curve에서 예혹하는 

2007년과 2008년의 년 명균 기온은 \3 .2 'c이며 최대온도는 25 .7 'C , 최저온도는 

0.7 'C 로 실측값에 비해서는 변통 폭은 2 'C 정도 낮게 나타난다 

" 
30 

2s 

20 
5 
호 l ' 

울 1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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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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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ys s jn~ Jan . l ， 200'7 

Fig.6.1 대전지역의 연간 대기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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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 초기 온도 

그럽 6.2는 KURT 내에서 측정된 터낼 벽변에서의 온도변화를 보여준다 벽연 

온도는 휴대용 적외선 온도계률 사용하여 10m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계절에 따 

라 유입되는 공기 온도의 차이가 납으로써 터낼 벽면에서의 온도도 계절에 따라 

차이률 보이는데 대기의 영향이 큰 터널 입구부에서 변동 폭이 크고 터낼 박장 

에 가까울수록 변동 폭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터널 막장 부에서는 터널벽변의 

연간 병균온도가 140 C 내외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됩율 알 수 있다 이를 통 

해 KURT 심도(90m) 에서의 초기 암반 온도는 14'C 내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으며 모델링에서는 암반 초기온도로 14.50C를 사용하였다. 

2 

、V외1 temperature alongaccess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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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2. KURT 진입터널 벽면에서의 계절별 온도 변화 

3 지 열구배(Geothennal gradient) 

지 열구배란 심도 증가에 따른 암반 온도 상승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전세 

계적으로 25-300 CIkm 사이의 지열구배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ridleifsson et a l., 2008) ‘ 한국의 명균 지열구배는 25.70 CIkm 로 보고되었다(Kim 

and Song, 2005)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YS 시추공에서의 온도검충을 실시하 

였으며 이 지역의 지열구배는 250C/km 로 측정된 바 있다(김경수 동， 2001) 하 

지만 본 모멜렁에서는 모델의 크기가 60m 로 지열구배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심도에 따른 초기온도 구배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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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델 격자망 빛 경계조건 

1. 경계조건 

그립 6.3 은 FLAC3D 모델 격자망(model mesh)을 보여준다 가열된 암반에서 

터낼로의 열 전달을 고려하기 위해 6.5m, 6m 크기의 터낼과 터낼 벽면에 설치된 

히터공을 함께 모사할 수 있도륙 모델 격자망율 구성하였다- 또한 히터 열에 의 

한 암반 온도 변화를 혹정 결과와 비교， 관찰하기 위해 온도 센서가 설치된 관축 

공 위치에 모헬 격자가 놓일 수 있도록 하였다(그립 6.4) 해석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열 변화가 큰 히터시험 구간에는 조빌한 격자를 배치하고 시험 구간에 

서 멸어질수록 격자의 크기를 크게 하였다. 모멜의 크기는 60m x 60m x 60m 

이며 모델은 62 ，4007ff의 격자로 구성된다 히터 격자에서 충분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8개의 경계변에서는 열 유통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히터시험 전의 암반 온도는 터널 역변에서의 온도와 굴착 전 암반의 초기온 

도에 의해 결정된다 굴착 후 터낼 주변 온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터널 

벽면 온도에 영향율 미치는 환기시스템에서 공급되는 대기 온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본 모텔렁에서는 계산의 단순화를 위 

해 터낼 벽면 온도가 대전 지역 연 병균 대기온도인 13.20 C 로 일정하게 유지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터낼 벽면으로의 열 흐름율 고려하기 위해 터낼 바닥， 

천정， 벽면에서 heat convection 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사하였다. 4장에서 계산된 

대류열전달계수인 16w/m2 
OC 는 10m/sec 공기 숙도률 가정한 경우로써 ， 히터시험 

구간의 경우， 강제 환기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대류와 유사힐 것으로 보 

아 본 모델렁에서는 대류열전달계수률 IOw/m2 
OC 로 가정하였다. 

히터공에 설치된 히터의 온도를 200C에서 900C까지 50 C 간격으로 상숭시키면 

서 암반 내 온도변화를 계산하였다 3m 히터공에서 히터가 설치되지 않은 초기 

1m 구간에서 시추공내 대류에 의한 열손실은 크지 않율 것으로 보아 모텔렁에서 

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립 6.5는 모델에서의 히터 설치 위치률 보여준다. 

FLAC3D 해석을 위한 입력 파일은 부록 3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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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 

Fig.6.3 전체 모텔 격자망 

Fig.6 .4 터 낼과 히터공을 보여주는 격자망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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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5. 모텔에서의 히터 위치 

2. 압반물성 

KURT 내외에서 조사된 암반의 열-수리-역학적 물성에 대한 정리는 권상기와 

조원진(2009)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륙히 각 물성에 대해 심도에 따른 연화 

관계식올 curve fitting 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률 관계식율 이용하여 히터 시험구 

간이 위치하는 심도 약 90m 에서의 암반 열-역학적 물성은 추쩡하면 표 6. 1 과 

같다 

제 3 철. 모텔렁 결과 

1. 초기 온도 분포 

환기시스템율 통해 유입되는 공기에 의한 히터시험 구간 암반의 온도변화 정 

도률 파악하기 위해 모댈렁이 실시되었다‘ 그립 6.6 은 터낼 굴착 후 터낼 주변 

에서 예상되는 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터널 벽변에서는 대기 온도의 명균값인 

13.20 C 에 근접하며 벽면에서 약 10m 지점까지 대기온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해석에서는 유입 공기의 온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측 

값과는 차이가 있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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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모델렁에 사용된 재료의 얼-역학적 물성 

Material Properties Unit Value 
thermal conductivity IV/m"K 3 

initial rock temperature OC 14.5 
heat capacity J / kgOC 1000 

Rock thermal expansion coeff. I "K 7e-6 
bulk modulus GPa 20.8 
shear modulus GPa 10.8 

density kg/ m. 2640 
thermal conductivity W/m악〈 15 

heat capacity J / kgOC 504 

Heater 
bulk modulus GPa 166 

shear modulus GPa 76.6 
density kg/ m' 4000 

thermal expansion coeff. /머〈 8.2e-6 
Air average air temperature 。c 13.2 

Fig.6.6. KURT 굴착 후 히터시험 구간에서의 굴착 후 초기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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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히터 가열에 따른 암반 온도 변화 

히터 가열이 시작된 후 7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히터 온도률 90.C 로 상승시 

켰으며 이후 6일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히터공 주변 온도 분포는 그립 6.7과 같 

다 히터 주변에서 놓은 온도 분포률 보이며 터널 벽변을 따른 옐 손실이 있융 

을 알 수 있다 히터 중심에서 5m 지접까지 온도 연화가 있융율 알 수 있다 

그립 6.8 은 터널 벽면에서 0.2m 감이에의 온도 분포률 보여준다. 동심원 형 

태로 온도가 거리에 따라 낮아지며 히터공 주변에서 21 .C까지 온도 상숭이 있옵 

율 알수 있다. 

히터공에서의 거리와 벽연에서의 거리에 따라 암반 온도는 차이를 보인다 그립 

6.9 는 히터공에서 0.6m 와 1m 떨어진 꿋에서 벽면에서의 거리에 따른 암반 온 

도 변화률 보여준다 예상힐 수 있는 대로 히터공 중심에 가까울수록 높은 온도 

가 나타나며 히터공 중심에서 멸어질수혹 온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히터공 

에서 0.6m 옐어진 지점에서의 최대 온도는 41 .C 이며 1m 떨어진 곳에서는 29.C 

로 나타났다 이러한 옹도 분포는 히터 가열 후 시간 경과 및 대기온도 연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히터 가혈 시간 경과 및 연간 대기 

온도 변화률 고려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힐 필요가 있율 것으로 보인다‘ 

Fig. 6. 7. 히터옹도 90.C 에서의 암반 내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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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8. 히터시험 벽면에서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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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시추공 히터 현장 시험 

제 l 절. 히터공 및 관측공 

시추공 히터시험율 위해 우축 연구모률 악장 왼연의 벽연율 선정하여 시추작 

업을 실시하였다 히터공의 위치는 터낼 바닥에서 약 1.5m 위치에 있는 비교척 

양호한 압반율 선택하였다- 히터가 설치되는 히터공의 직경은 11cm 이며 길이는 

3.2m 이다 히터공 주변 약 1m 구간에 관측공을 집중적으로 천공하였다. 관측공 

천공에 따른 암반의 열-역학적 거통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측공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76mm 시추공의 절반 크기인 38mm 직경으로 천공하였다 

관축공과 히터공에서 암석코아률 회수하여 암석물생 측정 및 절리분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히터시험 구간에서 회수된 암석코아의 사진과 코아 관찰을 

통한 절리 조사 결과는 부록 4에 수록하였다 

38mm 관축공의 수는 15개로 각 관측공의 길이， 방향 및 설치된 센서는 표 

7.1과 갈다， 관측공의 길이는 5m 내외로 히터가 설치된 구간의 2m 외부까지 측 

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립 7.1 은 히터시험 구간에서의 천공 작업을 보여주 

며 관측공의 천공 순서는 그럽 7‘2와 같다 그림 7.3은 각 관측공의 히터공에서 

의 거리률 보여준다 온도센서는 수직과 수명 양방향으로 O.3m, O.6m, O.9m 떨 

어진 지점에 수명으로 천공된 관측공과 경사 관측공에 셜치하였다 응력센서가 

설치된 4개의 수명 관축공은 히터공에서 약 50cm 떨어져 있다(그립 7.4). 

대부분의 관축공은 히터공에서 1m 내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공 (C1 , C2) 

은 히터시험 구간에서 5m 까지 온도변화률 관측할 수 있다. 경사공의 수명경 

사는 그립 7.5에서와 같이 경사각율 26
0 로 하여 히터 중심의 윗부분율 지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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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wer part)로 나뒤며 히터공에 삽 

입할 때는 97mm 직경으로 상부와 하부가 붙어 있다가 설치 위치에 도탈해서는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면서 히터공 벽면에 밀착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 

러한 방법으로 히터의 설치 위치를 추후 연경이 가능하도혹 하였다- 히터 내에 

는 6개의 온도센서가 그립 7.6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소형화률 위해 직경 

1.6mm 의 T -type thermocouple 이 설치되었으며 센서는 표면에서 2mm 깊이에 우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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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있다 히터 내에는 가열율 위한 8개의 천력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 전 

력은 5kw 이다， 그립 7‘7은 히터시험에 사용된 히터의 사진이며 그립 7.8은 히 

터 설치 모습율 보여준다 

발열체인 히터가 불과 접축하는 것율 방지하며 히터에서 발생하는 열이 암반 

으로 원활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히터와 암반 사이에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설치하였다 그립 7.9는 알루미늄 파이프와 히터가 설치된 후의 히터공 내부 모 

습율 보여주고 있다 

표 7. 1. 히터시험을 위한 시추공 길이， 방향 및 직경 

Type Home name Length {m} Di rection 
Number of 

Size {mm} sensors I 
Heater H 3. 2 110 horizontal 

A1 5. 1 38 horizontal 9 
A2 5.1 38 horizontal 9 
A3 5.1 38 horizontal 9 
A4 5.1 38 horizontal 9 
81 5. 1 38 horizontal 12 
82 5. 1 38 horizontal 12 
83 5.0 38 horizontal 12 Temperature 
84 5.1 38 horizontal 12 

90 down 
C1 5. 7 38 12 

260 inside 

C2 5 38 
120 up 

3 
260 inside 

C3 5.1 38 horizontal 8 
RS1 5. 1 38 horizontal 5 

Stress 
RS2 5. 1 38 horizontal 5 
RS3 5.1 38 horizontal 5 
RS4 5.1 38 horizontal 5 

다
 써 



Fig.7. 1. 시추 작업 사진 

Fig.7.2. 관측공 천공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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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5. Cl , C3 관측공의 천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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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6. 히터 장치의 온도센서 위치 

Fig.7.7. 2m 길이의 히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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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8. 히터 설치 모습 

Fig.7.9 히터 설치후의 히터공 내부 

제 3 절. 센서 

1. 온도센서 

히터시험율 위해 100여개의 온도센서가 암반 내에 설치되었다‘ 시험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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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온도센서는 국내 업체인 에이스인스트루먼트사의 진동현식 온도센서로 금숙 

의 선팽창계수 차이를 이용한 온도 계축율 하게 된다 온도센서의 사앙은 표 7.2 

와 갈다 방수， 방습， 내구성율 가지고 있으며 낙뢰보호용 피뢰장치와 별도의 

thennistor 온도센서률 내장하여 반영구적 계축이 가능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히터시험과 같은 지하 습혼 환경에서의 장기시험에는 정확성과 함께 내구성이 

요구되므로 진통현식 온도셈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립 7.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히터에 비교적 먼 관축공률인 A1 , A2, A3, A4 

공에는 각각 9개의 온도센서를 설치하였으며 약 30cm 거리에 있는 B1 , B2, B3, 

B4 공에는 각각 12개의 온도센서률 설치하였다， 하향 경사공인 C1 에는 12개， 

상항 경사공인 C2 에는 3개， 최하단 수명공인 C3 에 8개를 설치하였다 설치 

지점은 히터에 가까운 관축공 중앙부에는 센서률 밀집시켰으며 먼 곳에는 설치 

간격율 비교척 넓게 하였다 각 관축공에서 계획된 위치에 온도센서률 설치한 

후， 관측공은 시멘트액율 주입하여 밀봉함으로써 암반과 센서간의 온도 전달이 

원활하게 하였다 

Fig.7.10 히터시험에 사용된 진통현식 온도센서 

표 7.2 온도센서 사양 

type 항북 값 
측정범위 -40η500C 

분해능 0.030C 
정확도 土0.50C

진동현식 
방수능력 500m 수압 
재질 A터l인레A 

중량 0.15kg 
직경 19.5mm 
길이 127mm 

thermistor 센서정확도 土l

측정 범위 -30~8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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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 1. 각 관측공 별 온도센서， 웅력센서의 설치 위치 

2‘ 웅력센서 

통일한 data acquisition system 을 사용하여 온도와 웅력 연화 기록이 가능하 

도록 웅력도 진통현식 센서률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진통현식 압반 

용력계는 하우정 내 진동현과 코일이 내장된 본처1]， 하중이 가해지는 웨지， 하충 

을 받아률이기 위한 베어링 플레이트 및 초기 설치률 위한 설치부로 구성된다 

암반 웅력 변화는 베어 링 플레이트률 통해 진동현의 인장력에 변화률 가져용으 

로써 진통현의 공진주파수에 변화를 준다‘ 진동현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는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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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동현을 진동시키고 진동 시 공진주파수률 갑지하여 출력장치로 전송하게 

된다. 진동현 전환계수와 암반의 탄성계수률 이용하여 암반에서 작용하는 웅력 

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온도변화로 인한 센서의 선팽창계수를 보정하기 위해 

온도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본 시협에서는 38mm 직경의 경암용 EX size 

stressmeter률 설치하였으며 센서 사양은 표 7.3과 같다 그립 7.12는 본 시험에 사 

용된 웅력센서률 보여주며 그림 7.13은 시추공 내 설치 개념도률 나타낸다‘ 

그립 7 . 14는 은 히터공 주변 웅력센서 설치공에서의 센서 설치 방향을 보여준다， 

응력을 전달하는 플레이트가 히터공 방향으로 놓이게 함으로써 히터 가열에 의 

한 열웅력이 센서에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립 7. 1 5는 응력 

센서 설치 장연을 보여준다 

표 7.3. 응력센서 사양 

type 항목 값 

혹정범위 
압축 700kg/ cm' 

인장 30kg/ cm2 

분해농 O.014~O.07kg/cm 

진통현식 선앵창계수 
동작온도 

ll xlO-Ö/OC 

40~ l050C 
재질 A테인례λ 

중랑 O.5kg 

젤촉선정직컬경 범환위돈 the rmistor 

38mm EX size 
土 1

30~800C 

Fig.7.12 진동현식 웅력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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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3. Borehole stressmeter 공내 설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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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4. 응력센서 설치공 및 설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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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5 응력 센서 설치 모습 

제 4 절. 기타 장비 

I 콘트롤러 빛 데이터 회수 장치 

암반온도， 웅력 변화， 히터온도， 히터전력랑 퉁은 그립 7.16의 데이터 저장 시스 

템에 의해 자동 저장된다- 시험 초기에는 측정 간격을 조밀하게 하였으며 히터 

온도가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 축정 간격율 늘립으로써 자료 저장의 

효율성은 눔였다， 

Fig.7.16 시험 데이타 기혹 장비 

야
 ω 



2. 기타 측정 장비 

(1) 시추공 내 온도를 수통 계측하는 장비로 VW Da!a Recorder(ACE-1000) 이 사 

용되고 있다(그립 7.17). ACE-1000 는 진동현식 센서용으로 값율 저장힐 수 있 

으며 RS-232 방식으로 컴뮤터로 자료 전송이 가능하다 최대 2,000 개의 측정 

자료률 저 장할 수 있으며 온도， HZ, 10'3Hz'2, wsec 와 갈은 네 가지 종류로 결과 

률보여준다 

Fig.7.17. ACE-1000 측정 장비 

(2)히터온도 조절 장치 

그립 7.18은 히터온도 조절 장치률 보여준다 본 조절 장치률 사용하여 히터 

온도률 설정하면 주기적으로 히터온도 연화롤 측정하여 설정온도률 넙어가연 자 

동으로 천력 공급을 차단하고 설정 온도 이하가 되면 전력 공급을 재개하도록 

되어 있다 히터에 장착된 6개의 온도센서에서 측정된 자료는 그립 7.19의 온도 

기록 장치에 의해 자통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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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8 히터온도 조절 장치 

Fig.7.19 히터온도 변화 기록장치 

- 67 -



(3) 암반 웅력， 온도 측정 장치 

그립 7.20은 암반에서의 온도변화， 웅력 변화를 자동 축정하기 위한 장치률 

보여준다 정해진 주기로 암반 내에 설치된 센서에서 온도와 웅력올 얽어내어 

컴퓨터로 전송， 저장되도록 한다 설정 주기나 컴퓨터에 표시되는 센서 퉁은 컴 

퓨터를 통해 수정힐 수 있다. 

Fig.7.20 온도， 웅력 데이터 수집 장치 

제 5 절. 시추공 히터시험 현황 

본격적인 히터시험이 실시되기 전， 센서와 데이터 기록 시스템의 작통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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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2007년 8월-9월에 걸쳐 약 2주간 히터 온도률 700C까지 상승시키는 

예비시험이 실시되었다. 예비시험율 통해 측정 장치를 보완한 다음， 암반 온도가 

초기 상태로 톨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2007년 12월 본 시힘을 위한 히 

터 가통이 시작되었다. 표 7.4는 본시험에서의 히터온도 변화 이력을 보여준다 

웅력센서는 2007년 5월23-5월 30일 사이에 설치되었으며 5월 23일 C3 공에 온도 

센서가 설치되었다 2007년 7월에는 환기시스템으로부터 히터시협 구간율 격러 

시키기 위한 차단벽이 설치되었다. 

표 7.4. 히터 온도의 변화 이력 

hea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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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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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결론 

국내 고준위 처분연구는 1997년 착수되었으며 10여 년 동안의 중장기 연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분석， 국내 지질 륙성， 심부 지하수 유통 륙성， 지화확 

륙성， 안천성 명가 기술개발， 핵종 이동 특성 연구 퉁이 수행되었다， 그동안의 연 

구는 한국형처분시스랩 개발을 위한 실험실 실험이나 묘드 개발 및 모탤링， 개념 

설계， 비용명가 위주로 실시되었다‘ 2006년 11월 원자력연구원 내에 지하처분연 

구터낼(KURT) 가 건설됨으로써 고준위처분연구는 기 개발된 기술， 시스랩， 해석 

기법의 실중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고준우1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 

해서는 부지 선정과 함께 부지 륙성에 척합한 처분장 설계 및 건설이 요구된다 

고준우l폐기물의 주요 특생 중 하나인 방사성 붕과열에 의한 처분장 주연 지역의 

열-수리-역학적-화학척 거통 변화는 처분장의 장， 단기 안전생에 영향율 주는 중 

요한 인자이다 따라서 처분장 부지선정， 설계， 운영율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 

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준우l 처분장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 일본， 스혜벤， 캐나다와 같은 외국에서 

는 지하 심부 수 백 미터 암반에 처분연구흘 위한 지하연구시설(URL) 율 건설하 

고 다양한 현장시험율 실시하고 있다- 처분 환경에서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명 

가률 위한 현장시혐의 경우， 미국 Yucca Mountain, 스위스 Grimsel, 일본 Kamaishi 

lli1ne, 스웨멘 SKB, 캐나다 URL 퉁에서 실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연구현황 및 주요 결과률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 

조건과 시험목척에 부합하는 시추공 히터시험율 설계하고 히터장치， 관측용 센 

서 ， 데이터로깅 시스램 퉁이 설치되었다 

완충재와 암반에서의 THM 현장 실증시협의 전단계로 실시되는 본 시추공 히 

터시험에서는 암반의 열-역학적 거동에 관한 현장시험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얼 

-역학적 거동에 대한 연밀한 명가와 분석을 위해서는 수리척 거동의 영향을 최 

소화 시킬 수 있는 구간이 시험 장소로 적합하다 따라서 암질연화가 비교척 북 

잡하지 않으며 지하수 유입이 적은 KURT 내 우측 연구모률 구간을 시험 구간으 

로 선쩡하였으며 지하수의 유동이 예상되는 터널 바닥율 피해 터널 벽변에서 시 

험을 실시하고 있다. 

히터시혐의 결과 해석율 위해서는 시험 구간의 압석 물성과 불연숙변의 분포 

및 륙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 연구팀에 의해 수행된 암석 

물성시험과 불연숙연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압석의 명균 단축압축캉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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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MPa 로 일반적인 화강암 강도의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인장강도는 압축강도 

의 약 1110 정도인 9.8MPa. 전단강도는 약 15MPa 정도로 나타났다 탄성계수 

는 52GPa. 공극률은 약 0.8% 로 측정되었다 암석의 열적 물성에 대한 명가 결 

과 열전도도는 약 3W/m'ì<.. 열팽창계수는 상온에서 약 7 rnicrostra바'ì<. 이며 온도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터시험 구간의 절러 분포 

조사률 통해 114개의 절리가 파악되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의 절리가 70。 이상의 

고경사 절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히터시험의 설계를 위해 FLAC3D 률 이용한 열 해석이 수행되었다. 열 해석 

에서는 대전지역의 대기 온도 변화， 암반의 초기온도， 실험실 실험율 통해 측정 

된 암석의 옐적 불성이 사용되었다， 륙히 히터 시험이 터낼 벽면에서 1m 지점에 

서 실시되기 때문에 환기 시스밤에 의한 터낼 내 공기 온도 변화가 히터시험 결 

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율 것으로 판단하여 터널 벽면으로의 열 흐름을 고려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6.5m 크기의 터널과 0.11 rn 크기의 히터공이 함께 놓 

일 수 있도록 모델 격자망율 구성하였다 터낼 벽면으로의 옐 흐륨에 의한 암반 

온도 연화를 계산하기 위해 히터시험 구간의 륙성율 고려해 추정된 대류열전달 

계수를 사용하였다 히터의 온도률 단계척으로 900C 까지 상승시키면서 암반 내 

의 온도 변화를 계산한 결과 히터공에서 0.6m 떨어진 지점에서의 최대온도는 

4 IOC. 1m 떨어진 지점에서는 290C로 나타났다 터널 벽연으로의 열 손실에 따른 

암반 내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KURT 환기 시스 

랩의 영항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막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시추공 히터시험은 압반 내에 존재하는 절러와 이방성， 터낼 주변에 발생하 

는 암반 손상대의 영향율 명가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이률 위해 히터의 설계 

시 히터의 설치 위치률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암반과 히터가 밀착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히터에서 발생하는 열이 암반으로 원활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하 

였다. 암반의 열-역학척 거통율 관촉하기 위한 관훔공은 직경 38mm 로 천공하 

여 원 암반의 물성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예비 시험을 거쳐 시험 장치의 건전성을 확인한 후 2007년 12월에 착수된 본 

시험은 2009년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히터 온도는 단계적인 상승율 

통해 900 C 까지 도달하였다 히터 가열에 따른 암반 내 온도 변화는 100여개의 

온도센서를 통해 축정되고 있으며 열웅력에 의한 응력 증가도 20여개의 웅력센 

서를 통해 측정되고 있다 그 밖에도 터널 벽변의 온도 변화， 변위변화， 대기 온 

도， 습도 변화 및 소요 전력랑과 히터 온도의 변화가 자동 또는 수통 방식으로 

n 



기록되고 있다. 

본 현장 히터시험은 국내 최초의 현장 열-역학척 거동 명가시험으로써， 향후 

암반에서의 열-역학적 거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지 

열개발， 이산화탄소 지충격리， 유류지하비축과 갈은 지하공간 개발율 위한 연구 

에 활용될 수 있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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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공기의 온도에 따른 열적 물성 
(http://www.engineeringtoolbox.comlair -properties-d _156 .html) 

Specific 
Thermal Kinematic Expansion Prandtl ’ s 

Temperature Density heat 
conductivity viscosity coefficient number 

capacíty 

(OC) (kg/ m3
) (kJ / kg K) (W/ m K) 

(m2/ s) x (J IK) x 

10-6 10-3 

- 150 2. 793 1. 026 0.0116 3.08 8.21 o. 76 

- 100 1. 98 1. 009 0.016 5.95 5.82 o. 74 

50 1. 534 1. 005 0.0204 9.55 4.51 o. 725 

0 1. 293 1. 005 0.0243 13.3 3.67 0. 71 5 

20 1. 205 1. 005 0.0257 15.11 3.43 0. 713 

40 1. 127 1.005 0.0271 16.97 3. 2 0.711 

60 1. 067 1. 009 0.0285 18.9 3 o. 709 

80 l 1. 009 0.0299 20.94 2.83 O. 708 

100 0.946 1. 009 0.0314 23.06 2.68 O. 703 

120 0.898 1. 013 0.0328 25.23 2.55 O. 7 

140 0.854 1. 013 0.0343 27.55 2.43 0.695 

160 0.815 1.017 0.0358 29.85 2.32 0.69 

180 O. 779 1.022 0.0372 32.29 2.21 0.69 

200 0.746 1. 026 0.0386 34.63 2.11 0.685 

250 0.675 1. 034 0.0421 41. 17 1. 91 0.68 

300 0.616 1. 047 0.0454 47.85 1. 75 0.68 

350 0.566 1. 055 0.0485 55 ‘ 05 1. 61 0.68 

400 0.524 1. 068 0.0515 62 . 53 1. 49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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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nematic viscosity(m2/sec) with T(oK) 

μ=- 1. 1555e - 14 'J'l+9.5728e-11 션+3.7604e - 8T- 3.4484e-6 

(2) Density (kglm3) with T(oK) 

p = 360.77819 r 1 α)330 

(3) Prandtl’s number with T( oK) 

건 =-5.76e-171β+4.06e - 131애-1. 11e-9션+1.44e-6션-O.OOO832T+O.8526 

(4) Specific heat capacity(WlkgoK) with T(oK) 

다 = 1.9327e- lOT-7.0000e-7 'J'l+ 1.1404e-3선- 4.48ge -1 T+ l.0575e3 

(5) 깨ennal conductivity (W ImoK) with T( oK) 

k= 1.5207e-11 T3-4.857e-8 선+ l.Ol84e - 4 T- 3.93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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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히터구간 절리 조사 결과 

1. KURT 1 번 조사연 설측 데이터 

No. 경사( 0 ) 경사방향( 0 ) 

64 160 
2 63 155 
3 74 206 
4 80 118 
5 74 90 
6 73 118 
7 84 272 
8 70 100 
9 75 116 
10 84 302 
11 88 106 
12 88 70 
13 82 54 
14 90 88 
15 68 237 
16 68 232 
17 88 128 
18 74 250 
19 72 260 
20 62 232 
21 20 360 
22 84 185 
23 80 266 
24 50 218 
25 64 82 
26 30 30 
27 64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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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URT 2번 조사연 실측 데이터 

1\0. 경사( 0 ) 경사방향( 0 ) 

1 70 240 
2 75 320 
3 12 220 
4 65 175 
5 85 275 
6 85 215 
7 75 155 
8 76 150 
9 85 245 
10 70 270 
11 85 60 
12 82 55 
13 70 220 
14 80 60 
15 65 245 
16 85 175 
17 50 235 
18 80 235 
19 50 60 
20 70 250 
21 72 255 
22 72 240 
23 72 240 
24 60 225 
25 60 230 
26 75 255 
27 75 235 
28 82 220 
29 70 245 
30 85 60 
31 85 65 
32 60 214 
33 70 225 
34 50 155 
35 35 180 
36 4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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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URT 3번 조사면 실축 데이 터 

No. 경사( 0 ) 경사방향( 0 ) 

1 85 300 
2 85 220 
3 70 185 
4 80 280 
5 90 105 
6 56 230 
7 35 120 
8 70 225 
9 85 105 
10 80 295 
11 20 130 
12 80 60 
13 55 205 
14 68 185 
15 75 185 
16 80 40 
17 80 240 
18 75 50 
19 20 200 
20 65 185 
21 85 285 
22 80 300 
23 85 275 
24 82 330 
25 75 295 
26 90 100 
27 50 130 
28 60 135 
29 70 215 
30 65 200 
31 25 230 
32 20 230 
33 30 100 
34 86 220 
35 52 200 
36 86 285 
37 72 175 
38 75 265 
39 77 270 
40 80 282 
41 57 90 
42 87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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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80 240 
44 85 185 
45 80 245 
46 88 230 
47 52 95 
48 87 75 
49 80 40 
50 60 100 
51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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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히터시험 모델링을 위한 FLAC3D 입력 자료 

heater test 

config thermal 

parameters 

xO~ 0 xnl ~ 2 xrl ~ 

xl ~ 0.05 xn2~ 4 xr2~ 

x2~ 0.35 xn3~ 4 xr3~ 

x3~ 0.65 xn4~ 7 xr4~ 1. 1 

x4~ 2 xn5~ 7 xr5~ 1.5 

x5~ 30 

yO~ -10 ynl ~ 7 yrl ~ 0.7 

yl ~ 5.5 yn2~ 15 yr2~ 

y2~ 12 yn3~ 6 yr3~ 

y3~ I3 yn4~ 7 yr4~ 

y4~ 15 yn5~ 6 yr5~ 

y5~ 17 yn6~ 7 yr6~ 1.2 

y6~ 50 

zO~ 0 znl ~ 2 zrl = 

z l ~ 0.05 zn2~ 4 zr2~ 

z2~ 0.35 zn3~ 4 zr3~ 

z3~ 0.65 zn4~ 7 zr4~ 1. 1 

z4~ 2 zn5~ 10 zr5~ 1.5 

z5~ 30 

nr- 10 π= 

ca mesh.txt 

gen zone reflect dip 90 dd 270 ongrn 0 0 0 

gen zone reflect dip 0 dd 270 ongm 0 0 0 

rnodel th iso 

rnodel elastic 

set grav 9.81 

rang name rock 

rang name hole cyl endl 0 12 o end2 0 13 o rad 0.1 

rang name heater cyl endl 0 13 0 end2 o 15 o rad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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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 name boundl cyl endl 0 13 Oend2017 o rad 0.7 

rang name bound2 cyl end 1 0 13 Oend2 017 o rad 0.36 

m n rang x -36 4.01 y 5.5 12 z -2 2 

m n rang x -36 4.01 y 6 11.5 z -2 2.5 

m n rang x -36 4.01 y 7 10.5 z -2 3.5 

n rang x -36 4.01 y 8 9.5 z -2 4.1 m 

th_null rang x -36 4.01 y 5.5 12 z -2 2 

m th _ null rang x -36 4.01 y 6 11.5 z -2 2.5 

m th_null rang x -36 4.01 y 7 10.5 z -2 3 ‘ 5 m 

th_null rang x -36 4.01 y 8 9.5 z -2 4.1 

Properties 

thermal properties 

prop conduc 3 spec_heat 1000 

prop conduc 15 spec_heat 504 range group heater 

mechanical properues 

prop thexp 5.00E-06 bulk 2.08E+IO shear 1.08E+IO 

prop thexp 8.20E-06 bulk 1.66E+11 shear 7.66E+IO 

range group heater 

•• ***.*** material density ••• ** •••• ***.** lfll 

density 2640 

lfll density 4000 range group heater 

•••••••• thermal and initial stress state •••••••••••••• 

Illi temp 14.5 

••••• mechanical boundary conditions •••••••••••••••••••••• 

range name letb x= -30.3 -30.28 

range name rigb x= 30.3 30.32 

range name fronb y= 0 0.02 

range name backb y= 50 50.02 

range name topb z= -30 -29.98 

range name botb z= 30 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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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a1f mode1 

range name 1efb x= -0.01 0.01 

fix x range 1efb 

flX x range rigb 

fα y range fronb 

fix y range backb 

fix z range botb 

fix z range topb 

temp conv. Factor 

app1y conv 13.2 10 ran x -36 4.2 y 11.99 

12.01 z -2 2 ;heater wall 

app1y conv 13 .2 10 ran x -36 4.2 y 5.4 

5.6 z -2 2 opposite wall 

app1y CQnv 13.2 10 ran x -36 4.2 y 5 .49 

12.1 z -2.01 -1.99 floor 

app1y conv 13.2 10 ran x -36 4.2 y 11.57 

12.1 z 1.99 2.0 1 roof 1 

app1y CQnv 13.2 10 ran x -36 4.2 y 10.69 

11.56 z 2.63 2.64 roof 2 

apply conv 13.2 10 ran x -36 4.2 y 9.38 

10.72 z 3.19 3.2 roof 3 

apply conv 13.2 10 ran x -36 4.2 y 8.08 

9.43 z 3.99 4.01 roof 4 

app1y conv 13.2 10 ran x -36 4.2 y 6.78 

8.13 z 3.19 3.2 roof 5 

app1y conv 13.2 10 ran x -36 4.2 y 5.91 

6.835 z 2.63 2.64 roof 6 

app1y conv 13.2 10 ran x -36 4.2 y 5 .49 

5.96 z 5.49 5.54 roof 7 

apply CQnv 13 .2 10 ran x -36 4.2 y 11 .56 

11.57 z 1.99 2.64 roof 8 

apply conv 13.2 10 ran x -36 4.2 y 10.69 

10.72 z 2.63 3.2 roof 9 

apply CQnv 13.2 10 ran x -36 4.2 y 9.38 

9 .43 z 3.1 4.01 roof 10 

app1y conv 13.2 10 ran x -36 4.2 y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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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z 3.1 4.01 roof 11 

apply conv 13.2 10 ran x -36 4.2 y 6.782 

6.835 z 2.63 3.2 roof 12 

apply conv 13.2 10 ran x -36 4.2 y 5.91 

5.96 z 1.99 2.64 roof 13 

apply conv 13.2 10 ran x 4.1 4.3 y 5.5 

12 z -2 2 ; DEAD END a 

apply conv 13.2 10 ran x 4.1 4.3 y 5.91 

11.56 z -2 2.64 ; DEAD END B 

apply conv 13.2 10 ran x 4.1 4.3 y 6.78 

10.72 z 2.63 3.2 ; DEAD END C 

apply conv 13 .2 10 ran x 4.1 4.3 y 8.08 

9.43 z 3.1 4.01 ; DEAD END C 

excavatlOn of the heater hole 

model nuJl ran gr hole 

model th null ran gr hole hist 

thtime hist 

gp temp 0.35 12 0 hist 

gp temp 0.35 5.5 0 hist 

gp temp 0.35 13 0 

hist gp ternp 0.65 13 0 

hist gp ternp 0.35 15 0 

hist gp ternp 0.65 15 0 

hist gp temp 0.35 16 0 

hist gp temp 0.65 16 0 

hist gp temp 0.35 17 0 

hist gp temp 0.65 17 0 

uu temp 14.5 

set mech off 

set thermal on 

Run before heatiog 

step 100000 

save ioitia l.sav fix 

temp 20 range heater set 

mech off set 

thermal on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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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temp sk 

step 100000 fix 

temp 25 range heater 

step 100000 

save t25.sav 

fix temp 30 range heater 

step 100000 

save t30.sav 

fix ternp 35 range heater 

step 100000 

save t35.sav 

fix temp 40 range heater 

step 100000 

save t40.sav 

fix temp 45 range heater 

step 100000 

save t45.sav 

「α ternp 50 range heater 

step 100000 

save t50.sav 

fix temp 60 range heater 

step 100000 

save t60.sav 

fix temp 70 range heater 

step 100000 

save t70.sav 

fix temp 80 range heater 

step 100000 

save t80.sav 

fix temp 90 range heater 

step 100000 

save t90.sav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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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히터시험 구간 암석 코아 관찰 자료 

톨원톨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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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 borehole (RQD ;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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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맨 borehole (RQD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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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벤 borehole (RQD = 8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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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벤 borehole (RQD =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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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 borehole (RQD ; 91.6%) 

(6) 6번 borehole (RQD ;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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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 borehole mQn = 87.2%) 

쌀，륨~ 

(8) 8번 borehole mQn =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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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 borehole (RQD = 86.0%) 

(10) 10넨 borehole (RQD =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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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 borehole (RQD = 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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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낸 borehole (RQD = 91.4%) 

(14) 14번 borehole (RQD =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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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 borehole (RQD ~ 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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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l{fR- 3874/2009 

제목/부제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의 시추공 히터시험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핀상기(공학척방역성능현장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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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및부서명 조원진(공학적방벽성능현장실증연구l. 전석원(서울대학교) 

출판지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09 

페이지 96 도 표 있옴( x ), 없융( 크 기 

참고사항 

비밀여부 공개( x ), 대외 비(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연구위탁기판 !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고준위처분장에서 방사성붕괴옐에 의한 온도 변화는 처분장 주변에서의 수리적 . 

역학적， 화학적 거동에 영항올 미칩으로써 처분장 안천성에 영향율 미치기 때문에 

처분장 부지선정， 설계， 운영율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암반에서의 열 전달과 완련된 열-역학적 거통율 명가하기 위한 

현장 히터시험율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히터시험 설계 단계에서 현장 

시험옵 수행한 해외URL에서의 연구현황 및 주요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현장조건과 

시험 묵적에 부합하는 시추공 히터시험율 설계하고 히터장치， 완측용 샌서， 데이 

터로깅 시스템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열-역학적 거동에 관한 현장시험을 위해 수 

리적 영향올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하수 유입이 척은 구간올 시험 구간으로 선정 

하였으며 이 곳에서의 불연숙연의 분포 및 륙성율 조사하였다. 또한 암반의 열-

역학척 불성올 명가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실 실험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률 통해 시추공 히터시험에 척함한 위치를 선정하고 현장시혐의 북척과 현 

장 조건에 부합되는 히터제작， 암반 거동 측정율 위한 센서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선정된 구간에서의 노출연 조사를 통해 수직 절리가 우세하게 발생함율 알 수 있었 

으며 시추공에서 회수된 암석코아에 대한 열 역학적 툴성 명가률 통해 히터시험구 

간에서의 주요 암반 물성율 결정하였다 이러한 측정 자료는 FLAC3D 률 이용한 3차 

원 모댈링에 적용되었다. 모델링을 통해 터널 벽연으로의 대류열전달에 의해 벽면 

부근 암반의 열 분포가 영향을 받융을 알 수 있었다 

본 현장 히터시험은 국내 최초의 현장 옐-역학척 거동 명가시험으로써， 향후 암 

반에서의 열-역학적 거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사용후핵연료 충간저장， 지열개 

발， 이산화탄소 지중격리， 유류지하비축과 같은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연구에 활용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명키워드 1학 시추공히터시험 지하처분연구시설 현장 실중시험 열-역 
(10단어내외) 척 해석. FLAC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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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HLW repository, the temperature change due to the decay heat in near field 
can a fTect the hydraulic, mechanical, and chemical behaviors and influence on the 
repository safety Therefore, the understanding of the thermal hehavior in near field 
is essenti띠 for the site selection, design, as weIl as operation of the repository. 

ln this study, various studies for the in situ heater test, which is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thermo-mechanical behavior io rock mass, were carried out. At 
first, similar in situ tests at foreign URLs were reviewed and summarized the major 
conclusions from the tests After 버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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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l of hydraulic 
pbenomenon, a relatively day ZQne was cbosen for the in situ test Joint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in the zone were surveyed and the rock mass properties were 
determined wi버 various laboratory tests. 

In this study, an adequate location for an in situ borehole heater test was chosen. 
AIso a heater for the test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and the sensors for 
measuring the rock behavior were installed It was possible to observe that sti fT join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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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determined from the 
thermc• mechanical laboratory tests using the rock cores retrieved from the sile. 꺼1e 

measured data were implemented in the three-dirnensional computer simulation From 
the modeling using FLAC3D code, it was possible 10 find that the heat convection 
through the tunnel wall can influence on temperature distribution in rock Because of 
that it was necessary to installed a blocking wall to minimize the eff능cl of ventilation 
system on the heater test, which is carryìng out nearby the tunnel wall The in situ 
borehole heater test is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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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sπ'ation of carbon-dioxide, and underground petr<이eum storage, 
which reaω.. the clear understanding on the thermo-mechanical hehavior of rock mass 

Subbjoelcllt Key wwo。rrddss) | lan ba。lryesbIs，le healer lest, KURT, m Sltu l야t， Thermo-mechanical 
(About 10 words) lanalvsis. FLAC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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