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NFCWT Vol.17 No.1 pp.75-94, March 2019 75 eISSN 2288-5471 / pISSN 1738-1894

https://doi.org/10.7733/jnfcwt.2019.17.1.75Research Paper

Effects of  Excavation Damaged Zone on Thermal Analysis of  
Multi-layer Geological Repository 
다층 심지층처분장 열해석에 미치는 암반손상대의 영향

Won-Jin Cho*, Jin-Seop Kim, and Geon Young Ki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11, Daedeok-daero 989beon-gil,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조원진*, 김진섭, 김건영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989번길 111

(Received November 13, 2018 / Revised January 22, 2019 / Approved February 22, 2019)

As the present single-layer repository concept requires too large an area for the site of the repository, a multi-layer repository concept has 
been suggested to improve the disposal density. The effects of the excavation damaged zone around the multi-layer repository constructed 
in the deep host rock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repository were analyzed. For the thermal analysis of the multi-layer reposi-
tory, the hydrothermal model was used to consider the resaturation process occurring in the buffer, backfill and rock. The existence of an 
excavation damaged zon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repository, and the maximum peak temperatures of 
double-layer and triple-layer repositories can rise to 7℃ and 12℃, respectively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excavation damaged zone and 
the degree of decrease of the thermal conductivity. The dominant factor affecting the peak temperature in the multi-layer repository is the 
decrease of thermal conductivity in the excavation damaged zone, and the excavation damaged zone formed around the deposition hole has 
more significant effects on the peak temperature than does the excavation damaged zone formed around the disposal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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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려되고 있는 단층 심지층처분장 개념은 부지 소요면적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처분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층 

심지층처분장 개념이 제안되고 있다. 심부암반에 건설된 다층 심지층처분장 주위에 형성된 암반손상대가 심지층처분장의 

온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었다. 다층 심지층처분장의 열해석에는 완충재, 뒤채움재 및 암반에서 일어나는 재포화 

현상을 고려한 열-수리 모델이 사용되었다. 암반손상대의 존재는 심지층처분장의 온도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손상대의 크기와 열전도도 저하 정도에 따라 복층 및 삼층 심지층처분장의 최고첨두온도를 각각 최대 7℃와 12℃ 

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다층 심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인자는 암반손상대에서의 열전도도 저하이며, 

처분공 주위에 형성된 암반손상대가 처분터널 주변에 형성된 암반손상대보다 첨두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1. 서론

현재 제안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식

은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위치한 균열이 적고, 안정한 암반

에 굴착된 처분터널에 사용후핵연료를 격리시키는 심지층처

분이다. 이 처분방식에서는 처분터널 바닥에 수직으로 혹은 

처분터널 벽에 수평으로 원통형 처분공을 굴착하고, 그 속

에 사용후핵연료를 밀봉한 처분용기를 넣은 후 처분용기와 

처분공 암반 내벽 사이의 공간을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로 

충전시킨다. 처분터널에 굴착된 처분공들이 모두 폐기물로 

채워지면, 처분터널과 연결터널들을 벤토나이트와 모래 혹

은 벤토나이트와 쇄석의 혼합물인 뒤채움재로 채운 후 처분

장을 폐쇄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려되고 있는 심지층처

분장 설계계념은 단일 층의 처분터널 바닥에 굴착된 처분공

에 처분용기를 정치시키는“단층 심지층처분장”개념을 택

하고 있다. 이“단층 심지층처분장”개념은 안전 여유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 심지층처

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 면적이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인

구밀도가 높은 국가에서 보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심지

층처분장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

다. 왜냐하면 협소한 국토 여건상, 인간 밀집거주 지역으로

부터 격리된 양질의 심부암반을 갖춘 광대한 부지를 확보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지층처분

장에 필요한 부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동

일한 면적의 부지에 처분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 즉 처분밀

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심지층처분장 개념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단층 심지층처분장”을 대

체하여 처분밀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개념으로 복층 또는 삼

층 처분터널 망으로 구성된“다층 심지층처분장(multi-layer 

repository)”개념이 제안되고 있다. 

심지층처분장에 처분된 사용후핵연료는 처분장 폐쇄 후

에도 오랜 기간 동안 붕괴열을 방출하며, 이로 인한 온도의 

상승이 심지층처분장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심

지층처분장에서는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열적 변성을 막고, 

처분용기의 부식이 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용기

와 완충재에 최고첨두온도(maximum peak temperature) 제

한을 설정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처분 방식을 택

한 여러 나라에서는 처분용기나 완충재의 첨두온도가 10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4], 우리나라

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첨두온도 제한으로 인

해, 하나의 처분공 내에 넣을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양과 

나아가서는 주어진 면적의 처분장에 처분할 수 있는 사용후

핵연료의 총량이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이 100℃의 첨두온

도 한계는 안전여유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Wersin 등[5]은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온도 한

계를 적어도 12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 다

양한 포화조건에서 100℃ 이상의 온도에 노출된 벤토나이트

의 성능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6]. 최근

에 Cho와 Kim [7]은 처분용기와 완충재의 첨두온도 한계를 

100℃에서 125℃로 증가시켜도 처분용기와 완충재의 건전

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다층 심지층처분장 개념을 도입하면, 단층 심지층처분

장의 경우보다 심지층처분장 내의 온도가 상승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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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기 때문에 다층 심지층처분장의 온도 분포를 해석하기 위

한 보다 정교한 열해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Kwon 및 

Choi [8]는 FLAC3D 컴퓨터코드 [9]를 이용하여 처분터널망이 

이층으로 배치된 복층 심지층처분장(double-layer reposito-

ry)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였으며, Carvalho 및 Steed [10]

도 동일한 FLAC3D 컴퓨터코드를 이용하여 CANDU (CAN-

ada Deuterium Uranium) 사용후핵연료의 APM (Adaptive 

Phased Management) 심지층처분장에 대해 유사한 열해

석을 수행하였다. 이 등 [11]은 ABAQUS 컴퓨터코드[12]를  

이용하여 국내 기준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을 위한 복층 심지

층처분장에 대해 열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해석들은 모두 실제 심지층처분 환경에서 일어나는 심지

층처분장 주위 암반으로부터 심지층처분장 내로의 지하수의 

침투와 이로 인한 재포화(resaturation) 현상을 고려하지 않

고, 구성 매질의 열전도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열전도모델

을 사용하였다. 심지층처분장 구성 매질들의 열전도도는 사

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된 붕괴열이 주위 암반으로 발산되

는 속도를 좌우하여 심지층처분장 내의 온도 분포를 결정하

는 중요한 인자이다. 심지층처분장 구성 매질의 열전도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은 열해석을 단순화 시키지만, 가정하는 열

전도도 값에 따라 심지층처분장의 온도를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

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가 협소하여, 심지층처분장

을 위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나라에서는 심지층

처분장의 열해석에 포함된 과도한 안전여유를 제거하는 동

시에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는 정교한 열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심지층처분장 폐쇄 후에 실제 심지층 처분환경에서 

일어나는 재포화 현상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열해석 모델

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심지층처분장 구

성 매질 내에서 열의 이동과 지하수의 이동을 연계하여 해석

할 수 있는 열-수리 모델(hydrothermal model)이 개발되었

으며[13], Cho 등[14]은 열-수리 모델을 이용하여, 복층 및 삼

층 처분터널 망으로 구성된“다층 심지층처분장(multi-layer 

repository)”과 한 처분공에 두 개 이상의 처분용기를 정치

시키는“다수 처분용기 심지층처분장(multi-canister reposi-

tory)”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심부암반에 심지층처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굴착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 처분장 주위에는 암반의 물성이 

원래의 암반 물성보다 저하된 영역인 암반손상대(excava-

tion damaged zone)가 필연적으로 생성된다. 암반손상대

에는 미세한 균열이 다수 생성되므로, 열전도도가 손상되

지 않은 암반의 열전도도에 비해 상당히 낮다. 따라서 심

지층처분장 주위 암반에 암반손상대가 존재하면, 심지층처

분장의 온도 분포에 영향을 미쳐 심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

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화강암반에 건

설된 다층 심지층처분장의 처분터널 주변과 처분공 주위

에 형성된 암반손상대의 크기와 암반손상대의 열전도도 저

하 정도가 다층 심지층처분장의 온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2. 암반손상대

화강암과 같은 경암층에 심지층처분장을 건설하면, 처

분터널과 처분공 주변의 암반에는 굴착 시 가해지는 역학적 

충격으로 인해 암반의 물성과 상태가 초기 값과 달라지는 영

역이 형성된다. 이 때 굴착 충격에 의해 암반의 열적, 역학적, 

수리적 및 화학적 물성이 영구히 변화된 영역을 암반손상대

(excavation damaged zone, EDZ)라 하고, 암반 물성은 변화

가 없고 응력 분포만 변하는 구간은 응력재분포구간(stress 

Fig. 1. Generation of the excavation damaged zone (EDZ) around the 
underground tunnel [16].

Fractures Groundwater Flow

Stress Redistributed
Zone Unsaturated Zone

Excavation Damag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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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stributed zone)이라 한다. 암반손상대가 발생되는데 주

로 기여하는 메커니즘은 굴착 충격, 새로 형성된 굴착공동 주

위에서 일어나는 응력의 재분포 그리고 암반 보강재 설치에 

따른 암반 변형에 대한 역압(back-pressure) 등으로 보고되

고 있다[15]. 심부암반에 굴착된 공동 주변에 형성된 암반손

상대의 발생 개념을 Fig. 1에 나타내었다[16]. 

심부암반에 암반손상대가 발생되면, 새로운 균열이 형

성되거나 기존 균열이 재개통되어 암반의 역학적 강도가 

저하되고, 투수계수는 증가한다. 암반손상대의 크기와 암

반 물성의 변화 정도는 굴착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

으로 tunnel boring machine (TBM) 등 기계식 굴착에 의

해 생성되는 암반손상대의 크기가 발파에 의한 굴착으로 생

성되는 암반손상대의 크기보다 작으며, 암반 물성의 변화

도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굴착 방법이 동일하다

고 하더라도 암반의 상태에 따라 암반손상대의 크기가 달라

진다. 암질의 상태가 극히 양호한 스웨덴 Äspö Hard Rock 
Laboratory에서는 발파공법에 의해 생성된 암반손상대의 

크기가 터널 바닥에서는 약 0.8 m, 터널 벽에서는 약 0.3 m 

정도로 나타났으며, TBM 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생성된 

암반손상대의 크기가 수 cm 정도로 작다고 보고되었다[17]. 

그러나 같은 화강암이라도 스위스 Grimsel Test Site에서는 

발파공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생성된 암반손상대의 크기가 

2 m 정도이고, TBM 공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0.5 m로 상당

히 크게 나타났다[18]. 일본의 Kamaishi 광산에서는 암반손

상대의 크기가 발파공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1.4 m, 기계식 

굴착인 경우에는 0.8 m이었다고 보고되었다[19]. 우리나라

의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 수행된 현장실험의 결과

에 따르면, 발파공법에 의한 암반손상대 크기는 암반의 변

형계수 관점에서는 약 1.8 m, 투수계수 관점에서는 약 2.0 

m 정도로 나타났다[20,21]. 지하처분연구시설 암반손상대 

영역에서는 변형계수 값이 무결암(intact rock) 변형계수의 

약 40%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투수계수는 무결암에 비해 

최대 2 차수(order)까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지하처분연

구시설 암반에서 암반손상대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스웨덴이나 스위스의 화강암반에 비해, 지하처분연구시설

이 위치한 화강암반의 특성이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지하처분연구시설 암반에 대해서는 TBM 등 기

계식 굴착방식에 의해 형성되는 암반손상대의 크기가 측정

된 바 없다. 그러나 지하처분연구시설 암반에서 발파공법에  

의해 생성된 암반손상대의 크기로 미루어 볼 때, TBM에 의

한 암반손상대 크기는 스위스 Grimsel Test Site에서 측정

된 암반손상대 크기인 0.5 m와 비슷하거나 이 보다 클 것

으로 추정된다. 

암반손상대에서는 새로 생성되거나 재개통된 균열로 

인해 암반의 공극률이 커지기 때문에, 열전도도가 무결암

의 열전도도보다 작아진다. 이 등 [22]은 암반손상대 시추

코아 시편을 이용한 실험실 실험을 통해 암반손상대의 열

전도도는 무결암의 열전도도에 비해 약 20% 정도 감소한다

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실험실 실험에 사용된 시추코아 시

편에서는 시추코아의 채취 및 시편 제작 과정을 거치는 동

안, 현장암반에 존재하는 다수의 절리나 미세 균열이 소실

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장암반에 존재하는 암반

손상대에서의 열전도도의 감소 정도는 이 수치보다 클 것

으로 예상된다.   

3. 재포화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장은 대수층 아래에 위치한 경

암층에 건설되므로, 심지층처분장이 폐쇄되면, 처분장 주위

의 심부암반에 존재하고 있던 지하수가 처분장 내로 유입되

어, 완충재와 뒤채움재를 통해 침투한다. 심지층처분장 완

충재 재료는 고밀도 압축벤토나이트이며, 뒤채움재 재료로

는 벤토나이트와 모래 또는 벤토나이트와 쇄석의 혼합물이 

사용된다. 심지층처분장 완충재와 뒤채움재로 침투한 지하

수는 완충재와 뒤채움재의 성분인 벤토나이트를 팽윤시키

며, 팽윤된 벤토나이트는 수리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처분장 

내로 지하수가 계속 침투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러나 시간

이 계속 경과하면 완충재와 뒤채움재도 점차 침투된 지하수

에 의해 서서히 포화되어 가는데, 이 과정을 재포화(resatu-

ration)라 한다. 압축벤토나이트의 수리전도도는 충분히 작

기 때문에 완충재의 재포화에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길지

만, 벤토나이트-모래 또는 벤토나이트-쇄석의 혼합물은 압

축벤토나이트에 비해 수리전도도가 상당히 높아 뒤채움재가 

재포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완충재의 재포화 시간보다 상

대적으로 짧다. 재포화가 일어나서 완충재와 뒤채움재의 수

분 함량이 증가하면, 완충재와 뒤채움재의 공극에 존재하는 

열전도도가 낮은 공기가 열전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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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되기 때문에, 완충재와 뒤채움재의 열전도도가 증가하

게 된다. 이러한 완충재와 뒤채움재의 열전도도 증가는 사용

후핵연료에서 발생된 붕괴열이 심지층처분장 주위의 암반으

로 발산되는 것을 촉진시켜 완충재와 뒤채움재의 온도를 저

하시키는 역할을 한다. 심지층처분장 내의 온도 분포에 미치

는 재포화의 영향은 다른 영역보다 특히 완충재에서 중요하

게 나타난다. 

심지층처분장에 처분된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은 처분 

직후에 가장 많이 발생되어, 심지층처분장의 온도를 급격히 

상승시키기 때문에 심지층처분장 폐쇄 후, 수 십 년 정도 경

과하면 완충재의 첨두온도(peak temperature)가 최대치에 

도달한다. 만일 결정질암반에 위치한 심지층처분장의 열해

석에서 재포화 과정을 고려한다면, 사용후핵연료의 발열량

이 상대적으로 높은 처분장 폐쇄 후 초기 수 십 년 동안에 일

어나는 재포화로 인한 완충재 열전도도의 증가와 이에 따른 

붕괴열의 발산 촉진 효과가 고려되기 때문에, 완충재의 첨두

온도가 감소될 수 있다. 완충재의 첨두온도가 낮아지면, 처

분터널 내에 굴착된 하나의 처분공에 처분할 수 있는 사용후

핵연료의 양을 늘리거나 처분공 사이의 간격 또는 처분터널 

사이의 거리를 줄임으로써, 동일 부지 면적에 건설된 심지층

처분장에 처분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양이 증가되어, 처분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심지층처분장의 열해석에

서 실제 심지층처분 환경에서 일어나는 재포화 현상과 이로 

인한 완충재, 뒤채움재 및 암반의 열전도도 변화를 고려하여 

심지층처분장 열해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불확실

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심지층처분장 폐쇄 직후에 일어나는 완충재 및 뒤채움

재의 재포화 현상은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나

므로, 기존의 단순 열전도모델로 기술하기 어렵다. 즉 심지

층처분장 폐쇄 후에는 처분공 내에 정치된 사용후핵연료에

서 발생된 붕괴열이 완충재를 통해 심지층처분장 주위에 존

재하는 암반 쪽으로 흐르고, 지하수는 붕괴열의 흐름과 정

반대 방향으로 심지층처분장 주위 암반으로부터 완충재를 

통과하여 사용후핵연료 쪽으로 흐르는, 붕괴열과 지하수의 

역방향흐름(counter-current flow)이 일어난다. 따라서 재

포화 현상은 다상, 다성분 열-수리 연계과정에 의해 기술되

어야 하며, 심지층처분장의 재포화 과정을 고려한 열해석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열-수리 모델(hydrothermal model)

이 필요하다. 

4. 열-수리 모델

심지층처분장의 폐쇄 후 실제 처분환경에서 일어나는 완

충재 및 뒤채움재 그리고 암반의 재포화 현상을 고려하기 

위해, TOUGH2 컴퓨터코드[23]를 이용하여 매질 내에서 열

의 이동과 지하수의 이동을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는 열-수

리 수치모델(hydrothermal numerical model)을 개발하였다. 

TOUGH2 컴퓨터코드는 불포화 매질에서 다상(multiphase) 

및 다성분(multicomponent) 유체 혼합물의 다차원(multi-

dimensional) 열 및 유체 흐름을 모사하는 컴퓨터코드로서, 

유체의 이류(advection) 흐름은 Darcy 법칙을 다상으로 확

장시켜 모사한다. 

불포화 매질의 이상상대투수계수(two-phase relative 

permeability)는 식 (1)의 Grant 곡선[24] 또는 식 (2)의 Fatt-

Klikoff 곡선[25]을 사용하여 묘사된다.

krl = [ 1 − Slr − Sgr

Sl − Slr

 ]
4 

(1)
krg = 1 − krl

krl = (S*)3
 (2)

krg = (1 − S*)3

여기서 krl : 액상(liquid phase)의 상대투수계수

krg : 기상(gas phase)의 상대투수계수

Sl : 액상포화도(liquid saturation)

Slr : 잔류액상포화도(irreducible liquid saturation)

Sgr : 잔류기상포화도(irreducible gas saturation)

S* = (Sl − Slr) / (1 − Slr)
      

매질의 모세관압력(capillary pressure) Pc 는 식 (3)의 

van Genuchten 관계식[26]을 이용하여 모사된다.

Pc = −Po [( Sls − Slr

Sl − Slr

 )
-1/λ 

− 1]1−λ 
(3)

여기서  Po = ρwg/α
λ = 1

 
− 1/n

Sls : 포화상태에서의 액상포화도

n, α : 실험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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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는 이상기체로 근사되며, 기상에서는 공기 압력과 증

기압이 더해지고 수중에서의 공기의 용해도는 Henry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증기압은 Kelvin 방정식에 의해 기술되며, 

총압력(total pressure)는 수압, 증기압 및 열팽창압의 합으로 

나타낸다. 매질에서의 기체투과계수(gas permeability)는 동일 

매질에서의 물의 투수계수보다 크며, 양자 사이의 차이는 다

음 식 (4)로 표시되는 Klinkenberg 효과에 의해 설명된다[27].

kg = kl (1 +  Pp

b
 ) (4)

여기서 kg와 kl은 매질에서의 기체투과계수 및 물의 투수

계수(m2)이고, Pp는 공극압(pore pressure) (Pa), 파라미터  

b는 Klinkenberg slip factor (Pa)이다. 물의 투수계수(m2)와 

Klinkenberg slip factor, b (Pa) 사이의 관계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7]. 

b = 0.15kl
-0.37 (5)

완충재와 뒤채움재에서의 물질의 이동을 모사하기 위해 

물과 공기의 기상확산(gas phase diffusion)이 고려되었다. 기

상의 물과 공기는 이성분 혼합물로 가정하였으며, 확산계수

의 온도와 압력에 대한 의존성은 다음 식에 의해 기술된다[28].

D(P,T) = D(Po,To) P
Po

 (To

T )1.8
 (6)

여기서 D(Po,To)는 표준상태에서의 확산계수이고, T는 

절대온도(K)이다. 

심지층처분장 열해석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발열량은 한

국형심지층처분장(KRS) 기준사용후핵연료로부터 산정하였

다. 기준사용후핵연료는 초기 농축도가 4.0wt%이고 평균 비

출력(specific power)은 37.5 MW/MTHM, 평균 연소도는 

45,000 MWd/MTHM인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이다. 기

준 사용후핵연료 붕괴열은 식 (7)에 의해 근사될 수 있다[29]. 

Qm(t1) = 1.455 × 104 t1
-0.758           t1 ≥ 30y (7)

여기서 t1은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로에서 배출된 이후에 

경과된 시간(년)이다. 탄소강 내부용기와 구리 외부 용기

로 이루어진 처분용기에 30 년 냉각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4 개가 포장되므로, 처분용기의 시간에 따른 발열량 변화, 

Q(t) (W)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Q(t) = 2.683 × 104 (t + 30)-0.758 (8)

이 식에서 t는 사용후핵연료가 심지층처분장에 처분된 

이후 경과된 시간(년)이다.

압축벤토나이트 완충재, 벤토나이트-모래 혼합물 뒤채

움재 그리고 처분장 모암인 화강암의 열적 및 수리적 특성

은 벤토나이트는 경주벤토나이트를, 화강암은 지하처분연

구시설(KURT) 화강암을 대상으로 측정한 값을 이용하였다. 

25℃에서 측정된 건조밀도 1.4 Mg·m-3, 1.6 Mg·m-3 및 1.8 

Mg·m-3인 경주벤토나이트의 수리전도도, K (m·s-1)의 대수 

값과 벤토나이트 건조밀도, ρd (Mg·m-3) 사이의 관계는 다음

과 같은 선형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30].

log K = − 4.07 ρd − 6.13 (9)

 

뒤채움재 재료인 건조밀도 1.6 Mg·m-3인 벤토나이트-모

래 혼합물의 수리전도도, Km (m·s-1)는 25℃에서 다음 식으

로 표현될 수 있다[31].

log Km = 0.015 ωs − 12.67 (10)

여기서 ωs 는 혼합물 중의 모래의 중량 백분율(wt%)이다. 

압축벤토나이트의 수리전도도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며, 온도 80℃에서의 수리전도도는 20℃에서 측정된 

수리전도도 값의 약 3 배 정도이고, 온도가 150℃로 상승하

면, 수리전도도가 20℃에서 측정된 값에 비해 1 차수(order) 

정도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리전도도의 증가는 온도 상

승에 따른 물의 점도와 밀도의 변화에 기인하며, 투수계수

(permeability)의 변화는 거의 무시할 수 있다[32]. 따라서 심

지층처분장 조건 하에서 완충재와 뒤채움재의 투수계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완충재 재료인 건조밀도 1.6 Mg·m-3인 경주벤토나이트

의 열전도도, λb와 함수비(water content) 사이 관계는 다음

과 같은 직선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33].

λb = 4.588 ω + 0.1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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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ω는 함수비(water content)이다. 뒤채움재 재료

인 건조밀도 1.6 Mg·m-3인 경주벤토나이트-모래 혼합물의 

열전도도, λm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34].

 

λm = 4.302mΦs · 1.232nΦb · (λΦ
w

w · λΦ
a
a) p (12)

           

m = 1.303,    n = 2.099,    p = 0.564

 

여기서 λm, λw 및 λa는 각각 벤토나이트-모래 혼합물, 물 

및 공기의 열전도도(W·(mK)-1)이며, λw와 λa는 각각 0.60 

W·(mK)-1 및 0.03 W·(mK)-1의 값을 갖는다. Φs, Φb, Φw 및 

Φa는 각각 모래, 벤토나이트, 물 및 공기의 부피분율(vol-

ume fraction)이다.

화강암의 열전도도 λr는 다음과 같이 함수비의 함수로서 

나타낼 수 있다[35]. 

λr = 3.332m(1-Φr) · (λ S
w

l · λ a  )
pΦr  (13)

         

m = 0.982,    p = 3.464

 

여기서 λr, λw 및 λa는 각각 화강암, 물 및 공기의 열전도

도(W·(mK)-1)이며, λw와 λa의 값은 각각 0.60 W·(mK)-1 및 

0.03 W·(mK)-1이다. Φr 및 Sl은 각각 화강암의 공극률 및 포

화도이다.

건조밀도 1.5 Mg·m-3인 경주벤토나이트의 수포텐셜헤

드(water potential head)와 부피함수비(volumetric water 

content) 사이의 관계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36]. 

Θ =  ( 1+(αh)n
1

 )
m (14)

 

여기서 파라미터 m은 1-1/n 이며[37], 파라미터 α와 n은 

각각 2.5493×10-3 및 1.4166이다. h는 수포텐셜헤드(water 

potential head) (m) 이고, Θ는 다음 식으로 정의되는 무차

원 함수비(dimensionless water content) 이다. 

Θ =  θs − θr

θ − θr

  (15)

 

여기서 θ는 부피함수비(m3/m3), θs와 θr는 각각 포화함수

비(0.444) 및 잔류함수비(residual water content) (0.01)이다. 

5. 심지층처분장 열해석

5.1 대상 심지층처분장

다층 심지층처분장의 온도 분포에 미치는 암반손상대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열해석은 다층 및 다처분용기 심지층

처분장 타당성 분석[14]에서 심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 한계

를 현행 100℃로 유지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평가된 다

층 심지층처분장 개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열해석에서 고려된 다층 심지층처분장 개념은 모두“단

일 처분용기 심지층처분장”개념으로, 처분공 사이의 간격이 

8 m, 터널 사이의 거리가 40 m, 그리고 층 간 거리가 100 m

인 복층 심지층처분장 개념과 처분공 사이의 간격이 10 m이

고, 처분터널 사이의 거리가 40 m, 층간 간격이 100 m인 삼

층 심지층처분장 개념이다. 복층 심지층처분장과 삼층 심지

층처분장은 각각 두 개 및 세 개의 동일한 단층 심지층처분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층 심지층처분장은 상층 심지층처

분장이 동일한 구조의 하층 심지층처분장 위에 겹쳐서 쌓여 

있는 구조이고, 삼층 심지층처분장은 상층 심지층처분장, 중

간층 심지층처분장 및 하층 심지층처분장이 차례로 겹쳐서 

쌓여 있는 구조이다. 복층 심지층처분장에서는 상층 심지층

처분장과 하층 심지층처분장은 각각 지하 400 m 및 500 m

에 위치하고 있고, 삼층 심지층처분장에서는 상층 심지층처

분장, 중간층 심지층처분장 및 하층 심지층처분장이 각각 지

하 400 m, 500 m 및 600 m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암반손상대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다층 심

지층처분장 개념 모두 최고첨두온도가 100℃ 이하로 유지

되고 있다.

심지층처분장의 배치와 크기는 한국형기준심지층처분

장(KRS) [29]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한국형기준심지층

처분장은 안정된 심부 화강암 내에 건설된 터널 형태의 지하

구조물로서, 지상과 연결하는 통로인 수직갱(vertical shaft),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분터널 망, 처분터널들 사이 또는 처분

터널과 수직갱을 연결하는 연결터널로 구성된다. 처분터널

의 폭과 높이는 각각 5.0 m 및 6.15 m이며, 처분터널 바닥

에 수직으로 직경 2.02 m인 처분공을 굴착하고, 그 속에 사

용후핵연료를 밀봉한 처분용기 한 개를 넣는다. 처분용기는 

탄소강 내부용기와 구리 외부용기로 구성되며, 외경은 1.02 

m, 길이는 4.83 m이다. 처분용기를 수직 처분공에 넣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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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용기와 처분공 내벽 사이의 공간은 건조밀도 1.6 

Mg·m-3인 압축벤토나이트 완충재로 충전시키며, 처분용기 

상부와 하부에서의 완충재 두께는 각각 2.5 m 및 0.5 m이다. 

처분터널 내의 처분공들이 모두 처분용기로 채워지면, 처분

터널과 연결터널은 건조밀도 1.6 Mg·m-3인 벤토나이트-모

래(30:70) 혼합물로 뒤채움을 한 후 폐쇄한다[29]. 처분공 내

에 벤토나이트 완충재를 설치한 후, 완충재와 처분공 내벽 사

이 그리고 완충재와 처분용기 사이에 갭(gap)이 존재할 수 있

는데, 이 갭에는 고밀도로 압축된 벤토나이트 펠렛을 충전시

킨다. 처분장 폐쇄 직후, 처분장 주위 암반에 존재하는 지하

수가 처분장 내로 침투하여 벤토나이트 펠렛을 포화시키며, 

지하수로 포화된 펠렛은 즉시 팽윤하여 갭을 메워주므로 갭

의 존재는 열해석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완충재와 뒤채움재

의 수리 및 열적 특성은 한국형기준처분장의 후보 물질로 고

려되고 있는 경주벤토나이트와 경주벤토나이트-모래 혼합물
Fig. 2. Excavation damaged zone (EDZ) around the geological spent 

fuel repository (not to scale).

Case Multi-layer Blasting EDZ (m) TBM EDZ (m) Decrease of Thermal conductivity (%)

Reference case 1 Double-layer 0 0 0

1 Double-layer 2.0 0.5 20

2 Double-layer 2.0 0.5 30

3 Double-layer 2.0 0.75 20

4 Double-layer 2.0 0.75 30

5 Double-layer 2.4 0.5 20

6 Double-layer 2.4 0.5 30

7 Double-layer 2.4 0.75 20

8 Double-layer 2.4 0.75 30

Reference case 2 Triple-layer 0 0 0

9 Triple-layer 2.0 0.5 20

10 Triple-layer 2.0 0.5 30

11 Triple-layer 2.0 0.75 20

12 Triple-layer 2.0 0.75 30

13 Triple-layer 2.4 0.5 20

14 Triple-layer 2.4 0.5 30

15 Triple-layer 2.4 0.75 20

16 Triple-layer 2.4 0.75 30

Table 1. Analysis cases

Blasting EDZ
(2.0 m, 2.4 m)

TBM EDZ
(0.5 m, 0.7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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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측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심지층처분장 건설 시, 발파공법에 의해 굴착되는 처분

터널에서는 터널 벽과 바닥에서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에서 측정된 것과 같이, 발파암반손상대(Blasting EDZ)가 깊

이 2 m인 환형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암반손

상대 깊이가 심지층처분장 열해석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

하기 위해 암반손상대의 깊이가 2.4 m인 경우도 고려하였

다(Fig. 2). 처분터널 바닥에 굴착되는 수직처분공은 주로 

TBM과 같은 기계식 방법에 의해 굴착되기 때문에 암반손상

대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작다. TBM에 의해 굴착할 때, 발생

되는 암반손상대(TBM EDZ)의 크기에 대해서는 지하처분연

구시설(KURT)에서 측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스위스 Grim-

sel Test Site에서 측정된 값을 인용하여, 처분공에서는 처

분공 벽과 바닥에 깊이 0.5 m까지 암반손상대가 환형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보수적 평가를 위해 처분공

에 깊이 0.75 m 까지 암반손상대가 형성된 경우도 고려하

였다(Fig. 2). 암반손상대의 투수계수는 무결암보다 1 차수

(order) 낮다고 가정하였으며, 암반손상대의 열전도도는 민

감도 분석을 위해 무결암의 열전도도보다 20% 낮은 경우와 

30% 낮은 경우 두 경우에 대해서 고려하였다. 다층 심지층

처분장의 온도분포에 미치는 암반손상대의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해 다양한 암반손상대 크기와 열전도도 감소 정도를  

조합하여, 16 가지의 해석 Case 를 설정하였다. 설정된 각 

해석 Case에 대해 다층 심지층처분장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

였으며, 암반손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 Case에 대해 계

산된 온도분포와 비교하였다. 각 해석 Case에서 가정한 암

반손상대 크기 및 열전도도 감소 정도를 Table 1에 요약하

여 나타내었다. 

5.2 모델 도메인

다층 심지층처분장의 열해석을 위한 삼차원 모델의 해

석 도메인을 Fig. 3에 나타내었다. 해석 도메인은 처분용기

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수직면과 인접 터널과의 거리의 중간 

지점, 그리고 인접 처분공의 중심선 사이 거리의 중간 지점

들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면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가정하였

다. 이러한 경계조건들은 해석 도메인이 심지층처분장의 중

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한 열 발생원을 가진 도메인들

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보수적

인 가정이다. 왜냐하면, 심지층처분장 내에 처분되는 모든 처

분용기들이 동시에 처분공 내에 정치되며, 해석 도메인이 동

일한 열 발생원을 가진 다른 도메인들로 둘러싸인 심지층처

분장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 도메인의 온도는 심지층처분장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난다. 따라서 이러한 도메인을 적용한 열해석을 통해 얻은 심

지층처분장의 온도 분포는 매우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해석 도메인의 상부 경계면은 지표면이고, 하부 경계면

은 최하층 심지층처분장 심도에서 아래로 200 m 더 내려간 

곳에 위치한 암반층이다. 하부 경계면을 최하층 심지층처

분장 심도 아래 200 m로 설정한 이유는 그 이하의 깊이에

서는 암반의 온도 분포가 심지층처분장의 존재로 인해 영향

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이다. 경계조건은 모델의 대칭 구조

를 고려하여, 해석 도메인의 측면은 단열 경계면이고, 지표

면은 10℃의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도메인의 바

닥은 지열구배 3℃/100 m에 의해 결정되는 일정한 온도 경

계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지표면에서 심도 10 m인 지

점에 대수층이 존재하며, 대수층 상부에는 대기압이 작용하

고, 대수층 아래로는 1.013×106 Pa/100 m의 구배로 정수두

(hydrostatic pressure)가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처분용기

는 균일한 부피열유속(uniform volumetric heat flux)을 가진  

Fig. 3. Analysis domain representing a quarter of the unit multi-layer 
geological repository (unit: m, not to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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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으로 모사되었다. 터널 사이의 거리는 40 m이고, 한 처

분공 중심에서 인접 처분공 중심사이의 간격은 복층 심지층

처분장의 경우는 8 m, 삼층 심지층처분장의 경우는 10 m

이고, 인접 층 사이의 간격은 100 m이다. 완충재와 뒤채움

재의 초기조건은 수분 함량이 13wt%, 온도는 25℃, 압력은 

1.013×105 Pa이며, 심지층처분장이 대수층 아래에 위치하

므로, 처분장 주위의 암반은 포화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였다. 

완충재와 뒤채움재의 이상상대투수계수(two-phase relative 

permeability)와 모세관압력(capillary pressure)은 각각 Fatt-

Klikoff 함수(식 (2)) 및 van Genuchten 관계식(식 (3))을  

Fig. 5. Checkpoints in the horizontal plane at the midpoint of the axial 
length of the canister (unit: m, not to scale).

Parameter Value

Buffer
dry density (Mg·m-3)
porosity
absolute permeability (m2) 
thermal conductivity (dry) (W·(mK)-1)
thermal conductivity (saturated) (W·(mK)-1)
specific heat (J·(kg℃)-1)
pore compressibility (Pa-1)
pore expansivity (1/℃)
Klinkenberg slip factor (Pa) 
α  in Eq. (14)
n  in Eq. (14)
vapor diffusion coefficient (m2·s-1)

Backfill
dry density (Mg·m-3)
porosity
absolute permeability (m2)
thermal conductivity (dry) (W·(mK)-1)
thermal conductivity (saturated) (W·(mK)-1)
specific heat (J·(kg℃)-1)
pore compressibility (Pa-1)
pore expansivity (1/℃)
Klinkenberg slip factor (Pa)
α  in Eq. (14)
n  in Eq. (14)
vapor diffusion coefficient (m2·s-1)

Heater
density (Mg·m-3)
porosity
thermal conductivity (W·(mK)-1)
specific heat (J·(kg℃)-1)
pore compressibility (Pa-1)
pore expansivity (1/℃)

Host Rock
density (Mg·m-3)
porosity
absolute permeability (m2)
thermal conductivity (dry) (W·(mK)-1)
thermal conductivity (saturated) (W·(mK)-1)
specific heat (J·(kg℃)-1)
pore compressibility (Pa-1)
pore expansivity (1/℃)
Klinkenberg slip factor (Pa)
vapor diffusion coefficient (m2·s-1)

1.60
0.42
1.5 × 10-20 

0.214
1.309
966.0
1.0 × 10-8

1.0 × 10-6

3.24 × 106 
2.5493 × 10-3 
1.4166
2.58 × 10-5

1.60
0.40
1.6 × 10-19

1.090
2.149
981.0
1.0 × 10-8

1.0 × 10-6

1.35 × 106

2.5493 × 10-2

1.4166
2.58 × 10-5

6.58
0.0415
49.02
132.8
0.00
4.1 × 10-6

2.70
0.10
1.0 × 10-19

2.853
3.165
820.0
1.0 × 10-8

1.0 × 10-6

6.86 × 105

2.58 × 10-5

Table 2. Imput parameters for hydrotherm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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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계산되었다. 수포텐셜헤드(water potential head), 

h와 부피함수비, θ의 관계는 Fig. 4와 같고, 식 (14)로 나타 

낼 수 있다. 완충재와 뒤채움재에서의 수증기와 공기의 확

산계수는 온도 25℃ 및 압력 1.013×105 Pa에서의 값인 

2.58×10-5 m2·s-1 [38]가 사용되었다. 열해석에 사용된 주요 

물성과 조건을 Table 2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열해석은 TOUGH2 컴퓨터코드[23]를 이용하여 수행되

었다. 해석 도메인의 메쉬는 완충재와 근계암반(near-field 

rock)에서는 작게, 원계암반(far-field rock)에서는 상대적으

로 크게 분할하였다. 그러므로 열해석을 위한 도메인은 해

석 경우에 따라 91,008 개에서 99,144 개 사이의 불균일 셀

로 구성되어 있다.

5.3 열해석 결과

심지층처분장 폐쇄 후, 시간이 경과함에 일어나는 재포

화 현상에 의해 심지층처분장 내의 포화도가 어떻게 변하며, 

이 포화도의 변화가 심지층처분장의 온도 분포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기 위해, 복층 및 삼층 심지층처분장의 

기준 Case (Reference case 1, Reference case 2)에 대해 경과 

시간에 따른 포화도 및 온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처분터널  

바닥에 굴착된 처분공 내에 정치된 처분용기로부터 동일한 

반경 방향 거리에서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부분은 처

분용기 축 방향 길이 중간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수평면  

상에 있는 세 지점(Fig. 5)에 대해 처분장 폐쇄 후 시간 경과

에 따른 포화도 및 온도 변화를 열-수리 모델에 의해 계산하

였다. 세 지점인 A, B 및 C 는 각각 처분용기와 완충재의 계

면, 완충재 두께의 중간 지점 및 완충재와 암반 사이의 계면

이며, 1,000 년 이후에는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되는 붕괴열

이 크게 감소되므로, 심지층처분장 내의 온도 변화는 심지층

처분장의 폐쇄 후 1,000 년까지 분석되었다.

복층 및 삼층 심지층처분장의 A, B 및 C 지점에서의 시

간에 따른 포화도 변화를 Fig. 6(a)와 6(b)에 나타내었다. 처

분용기와 접하고 있는 완충재 부분(A 지점)에서는 심지층처

분장의 폐쇄기간 초기에 완충재의 수분 함량이 초기 수분 함

량 이하로 감소하는 초기건조(initial drying) 현상이 일어난

다. 이는 처분장 폐쇄 후 초기에는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되

는 붕괴열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처분장 주위의 모암

으로부터 완충재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완충재의 낮은 수분 함량으

로 인한 모세관 현상과 정수압 구배로 인해 완충재 내로 지하

수의 유입이 가속되므로, 완충재의 수분 함량이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처분용기로부터 사용후핵연료  

붕괴열이 계속 발생되므로, 처분용기와 접하고 있는 완충

재 내벽 부분에서는 물의 증발 및 완충재 외측 방향으로의  

Fig. 6. (a) Variation of the degree of saturation with time at the several locations of the double-layer repository, 
(b) Variation of the degree of saturation with time at the several locations of the triple-layer repository 
(s: deposition hole spacing, d: distance between the disposal tunnels, L: interval between the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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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 확산이동, 완충재 외측 부분에서 수증기 응축 등이 계

속 일어나기 때문에, 심지층처분장이 폐쇄된 후 수 백 년이 

경과한 후에도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처

분용기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완충재 두께의 중간 지점 (B)

과 완충재와 암반 사이의 계면 (C)에서는 심지층처분장의 폐

쇄 후, 시간 경과에 따라 포화도가 계속 증가하며 초기건조

(initial drying) 현상은 관측되지 않는다. 특히 C 지점에서는 

주위 암반으로부터 지하수가 신속히 공급되므로, 심지층처

분장 폐쇄 직후에 포화상태에 도달된다. 복층 심지층처분장

에서는 상승 심지층처분장보다 하층 심지층처분장에서, 삼

층 심지층처분장에서는 상층 및 중층 심지층처분장보다 하

층 심지층처분장에서 시간에 따른 포화도 증가가 크게 나타

나는 것은 이들 심지층처분장의 심도가 더 깊어, 주위 암반에 

존재하는 지하수의 정수두가 더 크기 때문이다.    

기준 Case에 대해 복층 및 삼층 심지층처분장의 각 지점

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Fig. 7(a)와 7(b)에 나타내었

다. 이 그림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지점의 온도는 처분장 

폐쇄 직후에 급격히 상승하여, 약 10 년 후에는 최고온도에 도

달하며, 이때의 온도는 약 98℃이다.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

되는 붕괴열량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A 지점의 온

도는 일단 최고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

히 낮아진다. B 지점과 C 지점에서의 최고온도는 각각 심지

층처분장 폐쇄 후 수 백 년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며, 그 때의  

온도는 90℃ 이하이다. 복층 및 삼층 심지층처분장의 온도-

시간이력(temperature-time history)에서 공통적으로 심지층

처분장 폐쇄기간 초기에 온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피크가 

다수 관측되는데, 이러한 피크는 심지층처분장 폐쇄 후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완충재 내의 포화도가 변하고, 이에 따라 

완충재의 열전도도가 달라지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심지층처분장의 폐쇄 직후에는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

되는 붕괴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면 완충재의 건조 현상이 

일어나, 완충재의 열전도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온도가 급속

히 상승한다. 시간이 지나면, 심지층처분장 주위 암반에 있

는 지하수가 완충재 내로 침투함에 따라 완충재의 함수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열전도도가 증가하여 온도는 감소된다. 완

충재에서 생성된 수증기는 열에 의해 유도된 수증기 농도구

배를 따라 온도가 낮은 완충재 바깥쪽 부분으로 확산에 의해 

이동되며, 완충재의 함수비가 감소됨에 따라 열전도도가 다

시 낮아지므로 온도는 다시 증가한다. 그러나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완충재의 낮은 함수비로 인한 모세관 현상과 정수

압 구배로 인해 주위 암반으로부터 완충재 내로 지하수의 유

입이 가속되므로, 완충재 내의 수분 함량은 다시 증가한다.  

완충재의 수분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도가 다시 증

가하여 처분용기에서 발생된 붕괴열을 주위 암반으로 신속

히 발산시키므로, 완충재의 온도는 다시 감소한다. 사용후

핵연료에서 발생되는 붕괴열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Fig. 7. (a) Change of the temperature with time at the several locations of the double-layer repository, 
(b) Change of the temperature with time at the several locations of the triple-layer repository 

(s: deposition hole spacing, d: distance between the disposal tunnels, L: interval between the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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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층처분장 주위의 모암으로부터 완충재로 유입되는 지하

수의 양은 제한되어 있는 심지층처분장 폐쇄기간 초기에는 

이러한 온도의 증가 및 감소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온도-

시간이력 곡선에 다수의 피크가 나타나는 것이다.

기준 Case에 대한 열해석 결과로부터 A 지점의 온도가 

심지층처분장 내의 다른 지점의 온도보다 현저히 높아 첨두

온도(peak temperature)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지층처분장

의 폐쇄 후, 전 기간에 걸쳐 A 지점의 온도만 100℃ 이하로 유

지되면, 심지층처분장 내의 모든 지점의 온도가 열적 제한치 

이하로 유지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열적  

제한 관점에서 다층 심지층처분장의 열 설계에 미치는 암반

손상대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A 지점의 온도만 분석

하여도 충분하므로, 여기서는 A 지점의 온도만 고려하기로 

한다. 처분터널 및 처분공 주위에 형성된 암반손상대가 다층 

심지층처분장의 온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하기 위해, 

몇 가지 암반손상대 크기와 암반손상대에서의 열전도도 감

소 정도를 조합한 다양한 경우(Table 1)에 대해 A 지점에서

의 온도-시간이력을 분석하였다.

Fig. 8. (a) Effects of the excavation damaged zone on the temperature-time history at the point A in the double-layer repository for case 1 and case 2, 
(b) Effects of the excavation damaged zone on the temperature-time history at the point A in the double-layer repository for case 3 and case 4, 
(c) Effects of the excavation damaged zone on the temperature-time history at the point A in the double-layer repository for case 5 and case 6, 
(d) Effects of the excavation damaged zone on the temperature-time history at the point A in the double-layer repository for case 7 and case 8 

(s: deposition hole spacing, d: distance between the disposal tunnels, L: interval between the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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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분공의 중심에서 인접 처분공의 중심까지의 거리

가 8 m, 처분터널 거리가 40 m, 상층 및 하층 사이의 간격이 

100 m인 복층 심지층처분장인 경우, 기준 Case (Reference 

case 1)에서는 상층과 하층 심지층처분장의 최고첨두온도

(maximum peak temperature)가 모두 100℃ 이하에 머물

러 있었다(Fig. 8(a)). 단층 심지층처분장에서는 첨두온도는 

초기에 최대치에 도달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감

소하나, 복층 심지층처분장에서는 처분장 폐쇄 직후에 최대

치에 도달한 첨두온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다 나중에는 다

시 증가하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단층 심지층처분장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열이 감

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나, 복층 심지층처

분장에서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하층 심지층처분장의 경우, 

초기에 붕괴열이 주위암반으로 발산되므로 첨두온도가 감

소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부에 있는 암반으로  

발산되는 열의 흐름이 상층 심지층처분장에서 방출되는 붕

괴열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하층 심지층처분장

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며,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붕괴열

의 발생량 자체가 줄어들어 온도가 다시 감소하게 된다. 상

층 심지층처분장의 온도-시간이력의 변화 경향도 하층 심

지층처분장의 경우와 유사하다. 심지층처분장 폐쇄 후 초

기에는, 하층 심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가 상층 심지층처분

장의 첨두온도보다 높으나, 500 년이 경과한 후에는 상층  

심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가 하층 심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

를 초과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지열구배로 인해 하층 심지

층처분장의 초기온도가 상층 심지층처분장의 초기온도보다 

3℃ 높기 때문에, 하층 심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하층 심지층처분장에

서 발산된 붕괴열이 상층 심지층처분장에 도달하여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상층 심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다. 

처분공과 처분터널 주변에 암반손상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의 복층 심지층처분장의 온도-시간이력을 Fig. 8(a)에서 

8(d)까지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암반손상대의 크기가 가장 작은 Case 1과 Case 2에서도 

암반손상대는 심지층처분장 폐쇄 초기의 첨두온도에 상당

한 영향을 미쳐, 최고첨두온도를 약 5℃ 정도 상승시킴으로

써 온도 제한치인 100℃를 초과하게 한다. 특히 처분터널 및 

처분공 암반손상대의 크기가 각각 2.4 m 및 0.75 m이고, 암

반손상대의 열전도도가 무결암에 비해 30% 정도 감소한다

고 가정한 Case 8에서는 하층 심지층처분장의 최고첨두온

도가 105℃에 달한다. 또 암반손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 

Case에서 심지층처분장 폐쇄 후 수 십 년이 지나면, 첨두온

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과는 달리, 암반손상대의 존재를 고

려하면, 하층 심지층처분장의 온도가 200 년 정도가 지난 후

에도 100℃ 근처에 머물러 있다. 암반손상대의 열전도도 감

소를 20%로 가정한 경우와 30%로 가정한 경우의 첨두온도 

차는 2~3℃로 크지 않으나, 심지층처분장의 열 설계 시에 최

고첨두온도가 온도제한치인 100℃에 근접하도록 설계된다

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차이는 주어진 심지층처분장 

설계개념이 열적 제한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를 좌우

하기에 충분하다. 또 처분공 주위에 환형으로 형성된 암반손

상대가 처분터널 주변에 형성되는 암반손상대보다 복층 심

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 이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터널 주위에 형성된 암반손상대의 경우에는 

처분용기에서 방출된 붕괴열이 암반손상대를 통과하기보다 

보다 열전도도가 높은 주변의 무결암을 통해 발산되므로, 심

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나, 처분공 주위

에 환형으로 암반손상대가 형성되면, 처분용기로부터 방출되

는 붕괴열이 주위 암반으로 발산되기 위해서는 암반손상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므로, 암반손상대의 존재가 첨두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Fig. 9. Temperature distribution profiles along the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the point A in the upper layer of a double-layer 

repository at 10 years after closure of the repository for several EDZ 
conditions (deposition hole spacing: 8 m, distance between the disposal 

tunnels: 40 m, interval between the layers: 1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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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손상대가 존재할 때 완충재의 첨두온도가 높게 나타

나는 것은 암반손상대의 열전도도가 무결암의 열전도도보다 

낮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된 붕괴열이 주위 암

반으로 충분히 발산되지 못하고, 완충재 내에 머물러 온도를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심지층처분장 폐쇄 후 10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용기 축 방향 길이 중간 부분에서 처분용기  

표면으로부터 반경방향 거리에 따른 완충재 내의 온도 구배

를 각 해석 Case에 대해 Fig. 9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암반손상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완충재 

내의 온도구배가 기준 Case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암반손상

대의 열전도도 감소가 30%인 경우와 처분공 암반손상대 크

기가 0.75 m인 Case 8과 Case 4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가장 

 크고, 다음은 열전도도 감소가 30%이고, 처분공 암반손상대

의 크기가 0.5 m인 경우이었다. 암반손상대에서의 열전도도 

감소가 20%인 경우에는 암반손상대의 크기에 관계없이 온도

구배의 증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삼층 심지층처분장에서 한 처분공의 중심에서 인접 처분

공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10 m이고, 처분터널 거리가 40 m, 

Fig. 10. (a) Effects of the excavation damaged zone on the temperature-time history at the point A in the triple-layer repository for case 9 and case 10, 
(b) Effects of the excavation damaged zone on the temperature-time history at the point A in the triple-layer repository for case 11 and case 12, 
(c) Effects of the excavation damaged zone on the temperature-time history at the point A in the triple-layer repository for case 13 and case 14, 
(d) Effects of the excavation damaged zone on the temperature-time history at the point A in the triple-layer repository for case 15 and case 16 

(s: deposition hole spacing, d: distance between the disposal tunnels, L: interval between the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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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간격이 100 m 일 때, 기준 Case (Reference case 2)에서

는 심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가 100℃ 미만에 머물러 있으며

(Fig. 10(a)), 초기에는 상층 심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가 가

장 낮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층 심지층처분장의 첨두온

도보다 높아진다. 이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층 심지층

처분장과 중간층 심지층처분장에서 발산된 붕괴열이 상층 

심지층처분장에 도달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간층 

심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는 항상 상층 심지층처분장 및 하

층 심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보다 높으나 100℃를 초과하지 

않고, 심지층처분장 폐쇄 직후에 최대치에 도달하였다가, 감

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500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서서

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Fig. 11. Temperature distribution profiles along the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the point A in the upper layer of a triple-layer repository at 
10 years after closure of the repository for several EDZ conditions (deposition hole spacing: 10 m, distance between the disposal tunnels: 40 m, 

interval between the layers: 100 m).

Fig. 12. (a) Effects of the excavation damaged zone on the distribution of the temperature with depth along the vertical line passing through 
the point A in a double-layer repository at 10 and 100 years after closure of the repository 

(deposition hole spacing: 8 m, distance between the disposal tunnels: 40 m, layer interval: 100 m), 
(b) Effects of the excavation damaged zone on the distribution of the temperature with depth along the vertical line passing through 

the point A in a triple-layer repository at 10 and 100 years after closure of the repository 
(deposition hole spacing: 10 m, distance between the disposal tunnels: 40 m, layer interval: 1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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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층 심지층처분장에서는 복층 심지층처분장의 경우

보다 첨두온도에 대한 암반손상대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Fig. 10(a)∼10(d)). 처분공과 처분터널 주변에 암반손상대

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암반손상대의 크기가 가장 작고, 

열전도도 감소가 20%인 Case 9에서도 심지층처분장 폐쇄 초

기에 상층, 중간층 및 하층 심지층처분장의 최고첨두온도가 

모두 온도제한인 100℃를 넘어서며, 중간층 심지층처분장의 

최고첨두온도는 약 107℃ 근처까지 상승하여, 온도 제한치

를 훨씬 초과한다. 암반손상대의 열전도도가 무결암에 비해 

30% 정도 감소한다고 가정한 Case 10에서는 중간층 심지층

처분장의 최고첨두온도가 108℃에 달하며, 기준 Case와는 

달리 1,000 년이 경과하여도, 첨두온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

고 100℃ 근처에 머물러 있다. 암반손상대의 크기를 증가시

킨 Case 11에서 Case 14 까지에서는 첨두온도 이력의 경향

은 유사하나 최고첨두온도가 더욱 높아지고, 중간층 심지층

처분장의 첨두온도는 1,000 년이 경과하여도 100℃ 근처를 

유지한다. 처분터널 암반손상대와 처분공 암반손상대의 크

기를 각각 2.4 m 및 0.75 m로 가정한 Case 15 및 16에서는 

중간층 심지층처분장의 최고첨두온도가 거의 110℃에 도달

하며, 특히 Case 16의 경우에는 중간층 심지층처분장의 첨두

온도가 처분장 폐쇄 후 500 년이 경과된 후에는 100℃를 초

과하여 1,000 년이 경과될 때까지 100℃ 이상을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삼층 심지층처분장 폐쇄 후 10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

층 심지층처분장의 처분공 내에 정치된 처분용기 축 방향 길

이 중간 부분에서 처분용기 표면으로부터 반경방향 거리에 

따른 완충재 내의 온도구배를 각 해석 Case에 대해 Fig. 11에 

나타내었다. 복층 심지층처분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암반

손상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삼층 심지층처분장 완충재 내

의 온도구배가 기준 Case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높게 나타

나는 정도는 암반손상대의 열전도도 감소가 30%이고 처분공 

암반손상대 크기가 0.75 m인 Case 16과 Case 12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암반손상대의 열전도도 감소가 30%

이고 처분공 암반손상대의 크기가 0.5 m인 Case 14 및 Case 

10 순이었다.  

복층 심지층처분장과 삼층 심지층처분장에서 처분용기

와 완충재의 계면을 관통하는 수직선을 따라 심도에 따른 온

도 분포를 Fig. 12(a)와 12(b)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층 심지층처분장은 깊이에 따른 온도분포 

변화에 두 개의 피크가 있는 반면, 삼층 심지층처분장은 온도

분포 변화의 피크가 세 개이고 온도상승이 상대적으로 높다

는 점을 제외하면, 두 다층 심지층처분장의 깊이에 따른 온

도분포 변화 경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즉 심지층처분장

의 존재가 주위암반의 온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심지층처

분장의 상부와 하부 수십 미터 이내에서만 중요하며, 그 이

상의 거리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심지층처분장의 존재가 암반의 온도

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는 증가하나, 최대 상승 온도는 감소하

여 온도분포 곡선이 포물선 형태가 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복층 및 삼층 심지층처분

장의 최고첨두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암반손

상대에서의 열전도도 감소 정도이며, 처분공 주위에 환형으

로 형성된 암반손상대가 처분터널 주변에 형성되는 암반손

상대보다 심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

다. 따라서 복층 및 삼층 심지층처분장의 열 설계의 정확성

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심지층처분장 처분공 주

변에 형성되는 암반손상대의 크기와 처분공 및 처분터널에

서 형성된 암반손상대의 열전도도가 무결암의 열전도도에 

비해 얼마나 감소하는 가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6. 결론

 기존의 단층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장 개념을 대체하

여 처분밀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복층 또는 삼층 처분터널 

망으로 구성된 다층 심지층처분장 개념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 

대안개념들은 심지층처분장의 열적 제한을 충족시켜야 한다. 

심부암반에 건설된 다층 심지층처분장 주위에 형성된 암반손

상대가 심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었

다. 다층 심지층처분장의 열해석에는 완충재, 뒤채움재 및 암

반에서 일어나는 재포화 현상을 고려하여, 열적 및 수리적 복

합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열-수리 모델이 사용되었다. 

심지층처분장 처분터널 주변과 처분공 주위에 형성된 암

반손상대 크기와 암반손상대에서 열전도도가 저하되는 정

도에 따른 복층 및 삼층 심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 변화를 분

석하였다. 암반손상대의 존재는 다층 심지층처분장의 첨두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반손상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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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와 열전도도 저하 정도에 따라 복층 및 삼층 심지층처분

장의 최고첨두온도를 각각 최대 7℃와 12℃ 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심지층처분장의 열 설계에서 최고첨두온도가 온도

제한치인 100℃에 근접하게 설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온도 증가가 일어나면, 이미 설정된 다층 심지층처분

장 설계개념이 열적 제한을 충족시키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암반손상대를 고려한 복층 및 삼층 심지층처분장의 열해석

에서 첨두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암반손상대에서

의 열전도도 저하 정도이며, 처분공 주위에 환형으로 형성된 

암반손상대가 처분터널 주변에 형성되는 암반손상대보다 첨

두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복층 및 삼층 심지

층처분장의 열 설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심지층처분장의 건설 시, 처분공 및 처분터널 주변에 형

성되는 암반손상대의 크기를 규명하고, 암반손상대에서 열

전도도가 무결암의 열전도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하는가

를 파악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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