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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ological repository system consists of a disposal canister with packed spent fuel, buffer material, backfill material, and intact rock. 
The buffer is indispensable to assure the disposal safety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Since the heat generated from spent nuclear fuel 
in a disposal canister is released to the surrounding buffer materials, the thermal properties of the buffer material are very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entire disposal safety. Especially, since thermal expansion can cause thermal stress to the intact rock mass in the near-field,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thermal expansion characteristics of bentonite buffer materials.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a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prediction model of the Gyeongju bentonite buffer materials which is a Ca-bentonite produced in South Korea. The 
linear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was measured considering heating rate, dry density and temperature variation using dilatometer equip-
ment.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values of the Gyeongju bentonite buffer materials were 4.0~6.0×10-6/℃.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a non-linear regression model to predict th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was suggested and fitted according to the dry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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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지하 500~ 

1,000 m 깊이의 심층 처분시스템의 다중방벽(공학적방벽과 

천연방벽) 개념에 의해 안전하게 처분되어야 한다. 인간이 개

발한 기술로 처분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학적방벽은 처분용기(canister), 뒷채움재(backfill), 완충재

(buffer), 근계영역 암반(near-field rock)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Fig. 1). 이 중 완충재는 처분용기와 처분공 사이에 채워지

는 물질로써 사용후핵연료가 담겨있는 처분용기를 처분공에 

고정시키며 주변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처분용기를 보호하

고 지하수 유입을 최소화하여 지하수에 의해 용해된 핵종이 

주변 암반으로 유출되는 것을 저지한다[1, 2]. 또한 완충재는

처분용기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을 주위 암반으로 신속히 발

산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완충재의 열적 특성은 완충재의 온

도가 설정된 최고 온도를 넘지 않도록 하며, 아울러 온도증가

에 의한 열팽창으로 인해 주위 암반과 처분용기가 과도한 열

응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3, 4]. 

따라서 완충재에 적합한 후보물질을 선정하기 위해 다양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주로 몬모릴로나이트

로 구성된 벤토나이트 점토 광물이 가장 적합한 물질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5, 6]. 벤토나이트는 몬모릴로나이트를 다량 함

유하는 스멕타이트 군에 속하며, 이 군에 속하는 광물들은 연

접한(adjacent) 층상구조와 높은 팽윤 특성을 가진다[5]. 몬모

릴로나이트는 알루미늄 8면체의 내부치환에 의해 층간전하가 

발생되는 광물이며, 벤토나이트는 층간사이에 존재하는 교환

성 양이온의 종에 따라 Na형 벤토나이트와 Ca형 벤토나이트

로 구분된다[7]. 우리나라의 경우 경주에서 Ca형 벤토나이트

가 생산되고 있기에 Ca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 

완충재의 열적 특성인 열전도도와 비열에 관한 연구는 많

이 수행되고 있으나[3, 8-12], 역학적 물성으로 분류될 수 있

는 열팽창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주변 

암반으로부터 지하수가 유입되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팽창압과 처분용기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열량으로 인해 완충

재에 열팽창응력이 작용될 수 있기에[13, 14], 완충재의 열팽

창 특성에 관한 연구도 다른 물성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중심단어: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 선형 열팽창계수, 회귀분석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심층처분시스템의 구성 요소로는 처분용기, 완충재, 뒷채움 및 근계 암반이 있다. 이 중 완

충재는 심층 처분시스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처분용기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량은 완충재로 전파되기에 완충재의 

열적 특성은 처분시스템의 안정성 평가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온의 열량은 완충재의 열적 팽창을 야기

하여 근계 암반에 열응력을 야기할 수 있기에 완충재의 열팽창 특성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국내 경주산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KJ-II)에 대한 열팽창 거동 특성을 실내 실험을 통해 분석하고 선형 열팽창계수

에 대한 추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선형 열팽창계수는 딜라토미터 장비를 이용하여 승온 

속도, 건조밀도, 온도 범위에 따라 측정되었으며 선형 열팽창계수 값은 대략 4.0~6.0×10-6/℃ 로 측정되었다. 또한 실험 데

이터를 토대로 비선형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건조밀도에 따른 경주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선형 열팽창계수를 추정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Fig. 1. Concept of engineered barrier syste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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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연구된 적이 없

는 벤토나이트 완충재에 대한 열팽창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

였다. 우선, 국내의 경주 Ca형 압축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승온속도, 건조밀도, 온도 구간에 따라 선형 열팽창계수를 측

정한 후 영향 인자별 열팽창 거동을 분석하였으며, 측정된 값

을 근거로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선형 열팽창계수 추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실내 열팽창계수 실험 

2.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Ca형 국내 벤토나이트는 신생대 제3

기층군 지역인 한반도 동남쪽의 경주, 울산, 포항 일대에 분

포하고 있다[15].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경주 벤토나이트 

시료를 2015년을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KJ-I, 이후 시점에는 

KJ-II로 명명하여 연구를 수행중에 있으며[5], 본 연구에서는 

㈜클라리언트코리아에서 생산한 Ca형 경주 벤토나이트인 

KJ-II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KJ-II 벤토나이트 분말의 

통일분류 결과 고소성 점토인 CH로 분류되었으며 비중은 

2.71, 액성한계와 소성한계는 각각 146.7%, 28.4%였으며 소

성지수는 118.3%이었다[15]. 또한 KJ-II 벤토나이트는 Table 

1과 같이 대부분 SiO2와 Al2O3가 차지하였고, CaO는 NaO보

다 약 5~6배 높은 구성비율을 나타냈다. 열팽창계수 실험을 

위하여 KJ-II 벤토나이트 분말을 압축하여 블록으로 성형하였

으며 시료는 직경 약 10 mm, 높이 약 20 mm의 원기둥 형태

로 제작되었다. 

2.2 실험 기기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선형 열팽창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Dilatometer (C-Therm Technologies Ltd) 장비를 사

용하였다(Fig. 2). 본 장비는 푸시로드 타입으로 푸시로드를 

시료에 접촉시키면 푸시로드 반대편의 LVDT (linear vari-

able displacement tranducer)가 연결되어 있어 샘플의 부

피가 팽창하면 푸시로드의 이동거리가 LVDT에 계측이 되는 

원리이다[16]. Dilatometer는 시료에 열을 가해주는 Furnace

와, 실험 종료 후 냉각을 위한 Chiller,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를 계측할 수 있는 Data-logger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Chemical constituent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TiO2 MnO

Percentage (%) 58.81 15.17 5.28 5.72 2.70 1.27 1.06 0.67 0.13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KJ-II powder [5]

Fig. 2. Dilatometer for the measurement of linear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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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atometer를 이용하여 열에 의한 시료의 길이 변화를 측

정할 수 있으며 식 (1)에 의해 선형 열팽창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 

α = L0

1
 ΔT
ΔL = L0

1
 (Ti − T0)
(Li − L0)  (1)

여기서 α는 선형 열팽창계수 (1/℃), L (mm)은 샘플의 길

이, T (℃)는 온도를 뜻한다. 즉, 열팽창계수는 특정 구간에서

의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를 초기 길이로 나누어준 값

을 뜻한다[14].

3. 실험 결과

Lee at al. (2014)[17]의 연구에 따르면 심층처분시스템에

서의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온도 상승 속도는 상당히 작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처분용기와 완충재가 접한 곳의 초기 온도 

상승도 최대 0.1~0.3℃·min-1 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고려

하여 온도 상승에 따른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열팽창 거동을 

조사하였다. 실험의 용이성을 위해 압축 벤토나이트를 110℃ 

에서 48시간 동안 건조한 후 건조 상태에서의 선형 열팽창계

수를 측정하였다. 

우선 건조밀도에 따라 25℃ 에서 110℃ 까지 열팽창 거

동을 살펴보았으며 실험에 사용된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건조밀도는 1,516 kg·m-3 에서 1,806 kg·m-3 값을 보였다. 본 

Dilatometer 장비의 최소 승온 속도는 0.5℃·min-1 이기에 승

온 속도가 0.5℃·min-1 일 때 두 가지 건조 밀도에서의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열에 의한 길이 변형값을 측정하였다. 

Fig. 3과 같이 상온 이후 대략 30℃ 에서 110℃ 구간까지 일정

한 기울기로 길이가 증가됨을 알 수 있으며 선형 열팽창계수

는 30℃ 에서 110℃ 까지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 두 지점에서 

식 (1)을 통해 계산되었다. 

또한 승온속도에 따라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선형 열

팽창계수를 측정하였다. 실제 심층처분환경을 고려한다면 완

충재에 전달되는 온도 상승은 0.1~0.3℃·min-1 로 설정하여야 

하나, 본 장비의 특성상 승온 속도를 0.5~10℃·min-1 로 설정

하였다.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승온속도가 증가할수록 압

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선형 열팽창계수는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으나 승온속도가 1℃·min-1 미만에서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실제 처분환경을 고려하여 승온속

도는 0.5~1℃·min-1 로 설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승온속도 0.5~1℃·min-1 구간에서 건조밀도에 따른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선형 열팽창계수를 측정하였다. Fig. 5

와 같이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건조밀도가 증가할수록 선

형 열팽창계수 값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조밀도가 

1,650 kg·m-3 미만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건조밀도가 

작을수록 시료 내 공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이며 공

기의 열팽창계수는 1×10-3 단위로 흙 입자의 열팽창계수보다 

매우 크기에[18] 전체 시료의 열팽창계수가 크게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열적 물성인 열전도도와 비열은 건조

밀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5].

전체적으로 본 실험에 사용된 KJ-II 압축 벤토나이트 완

충재의 선형 열팽창계수는 4.0~6.0×10-6/℃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Na 계열의 MX-80의 압축 벤토나이트의 열팽창계수보다 

약 35~80배 정도 작은 값을 나타냈다. MX-80의 열팽창계수는 

Fig. 4. Linear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with respect to heat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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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10-4/℃ 정도로 알려져있다[19]. 이는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Na 계열의 벤토나이트 보다 Ca 계열의 경주 벤토나

이트는 팽윤지수 값이 약 4~8배 정도 낮았으며, 팽창성이 우수

한 Na 성분은 약 2배 정도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5]. 

4. 선형 열팽창계수 추정 모델 개발 

4.1 개요

흙과 같이 입자와 간극으로 구성된 물질들은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이 개입되어 공학적 특성 및 지질조건, 설계 정수 등

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확률론적 해석 방법을 

통해 설계 인자를 도출할 수 있다[15,20]. 확률론적 해석방법

은 지반공학에서 적용되는 변수들을 확률변수로 가정하여 이

에 대한 확률 특성을 분석한 후, 확률론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20, 21]. Fig. 5와 같이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선

형 열팽창계수는 건조밀도에 따라 비선형 관계를 보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선형 열팽창

계수를 종속변수로 정하고 건조밀도를 독립변수로 정하여 비

선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선형 열

팽창계수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4.2 비선형 회귀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연속형의 데이터이기에 회

귀분석을 채택하여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선형 열팽창계

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총 12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Fig. 6과 

같이 MATLAB의 surface tool 모듈을 이용하여 식 (2)와 같이 

비선형 회귀식을 도출하였으며 Table 3은 회귀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들의 기초 통계량을 나타낸다. 

Samples Swelling Index (mL/2g)

KJ-II (S.Korea) 6.5

KJ-I (S.Korea) 8

Mg-type (Czech Republic) 6

Na-activated (Czech Republic) 28

MX-80 (USA) 48

Table 2. Comparison of swelling index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bentonites [5]

N Minimum Maximum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Dry density
(kg·m-3) 12 1516 1806 1688 27.027 -0.629 -0.330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0×10-6/℃) 12 3.917 5.909 4.972 0.172 -0.622 -0.123

Table 3. 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Fig. 5. Linear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with respect to dry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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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 −3.520×10-11 γd
2 + 1.128×10-7 γd − 8.489×10-5  (2)

여기서, γd는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건조밀도(kg·m-3)

를 뜻하며 α는 열팽창계수 (1/℃)를 뜻한다. 식 (2)와 같은 비

선형 회귀분석은 일반 선형 회귀분석과 달리 독립변수 간 다

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선형 회귀분석에 

있어서 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의미가 없으며 잔차의 등분

산성 및 정규성 검증 같은 잔차 분석도 필요하지 않다[22]. 따

라서 계수에 대한 유의성과 ANVOA 분석을 실시하여 회귀식

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23]. Table 4는 비선형 회귀분

석 결과에 대한 모형 요약표를 나타낸다. 상수 및 계수에 대

한 유의확률은 0.05보다 작았으며 이는 독립변수를 종속변

수의 예측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5]. 결정계수

(R2) 및 조절 결정계수 (adjR2)값은 0.6~0.7 정도였다. Table 5

는 ANOVA 결과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ANOVA 분석은 분산

비 검증이라고 하며 종속변수를 예측하는데 있어 독립변수의 

기여도를 나타낸다[22]. 본 회귀식에 대한 유의확률 역시 0.01

보다 작게 나타났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유의성이 상

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23]. 따라서 식 (2)를 통해 국내 경주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경우 건조밀도 값만 안다면 선형 

열팽창계수를 합리적이고 쉽게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작은 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회

귀모델을 제시하였기에 추후 실험을 추가하여 회귀모델의 수

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

료를 처분하기 위한 심층처분시스템의 공학적방벽인 압축 벤

토나이트 완충재의 열팽창특성을 실험적 방법을 통해 평가하

였으며,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형 열팽창계수를 추정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내 경주산 벤토나이트인 KJ-II를 가지고 110℃ 의 

건조로에서 건조 후 상온에서 110℃ 까지 선형 열팽창계수

를 측정하였다. 승온속도가 증가할수록 선형 열팽창계수 값

은 감소하였으나 1℃·min-1 미만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실제 심층처분시스템에서 완충재에 가해질 수 있는 

B Standard error t P-value

Constant -8.489×10-5 4.000×10-5 -2.122

a (γd
2) -3.520×10-11 1.449×10-11 -2.429 < 0.05

b (γd) 1.128×10-7 4.822×10-8 2.340 < 0.05

R² 0.699

adjR² 0.632

B: Non-standardized coefficient, t: B/standard error

Table 4. Results of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DF SS MS F P-value

Regression 2 2.769×10-12 1.384×10-12 10.438 < 0.01

Residual 9 1.194×10-12 1.326×10-13

Total 11 3.963×10-12

DF: Degree of freedom, SS: Sum of square, MS: Mean square (SS/DF) 

Table 5. Results of ANOV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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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순간 승온 속도가 0.1~0.3℃·min-1 인 점을 고려할 때 

승온 속도는 0.5~1℃·min-1 로 설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건조밀도에 따라 압축 벤토나이트

의 선형 열팽창계수를 측정하였으며 건조밀도가 증가할수

록 선형 열팽창계수는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본 실험에 

사용된 KJ-II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선형 열팽창계수는 

4.0~6.0×10-6/℃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Na 계열의 MX-80

의 압축 벤토나이트의 열팽창계수보다 약 35~80배 가량 작

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Na 계열의 벤토나이트 보다 Ca 계

열의 경주 벤토나이트의 경우 팽윤지수 값과 팽창성이 우

수한 Na 성분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아울러 건조밀도에 따른 선형 열팽창계수 실험값을 토

대로 비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선형 열팽창계수 추정식

을 개발하였다. 

벤토나이트 완충재는 처분 용기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열

량을 주변 암반으로 전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완충재의 열적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완충재의 

열적 물성인 열전도도와 비열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수행되

어 왔으나, 역학적 물성 중 하나인 열팽창계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적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적으로 연구된 적이 거의 없는 벤토나이트 완충재에 대한 

열팽창 특성을 온도범위, 승온속도 및 건조밀도에 따라 규명

하였다. 공학적방벽 시스템의 완충재에는 지하수 유입에 의

한 팽창압 뿐만 아니라 처분용기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열량

으로 인한 열팽창응력이 작용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완충재의 열팽창 특성 및 회귀 모델은 전체 처분시스템

의 열-수리-역학 복합해석 및 전체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중요

한 입력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조 상태에서의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

의 열팽창 특성을 고려하였지만, 실제 처분시스템에서는 초

기 함수비가 존재하는 벤토나이트 완충재가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처분용기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열량과 주변 암반에

서의 지하수 유입으로 인해 벤토나이트 완충재는 팽창 및 수

축 등의 복합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에 추후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는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열팽창 규명에 관한 연

구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벤토나이트 완충

재의 열팽창으로 인한 주변 암반 및 처분용기에 가해지는 열

응력에 관한 정량적인 한계값 및 기준 등에 관한 연구도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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