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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damage parameters of Mazars model for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granite are measured form uniaxial compressive and Brazilian tests 

under the simulated coupled condition of a deep geological disposal. The tests are 

conducted in three different temperatures (15°C, 45°C, and 75°C) and dry/saturated 

conditions. Major model parameters such as maximum effective tensile strain (


), At, 

Bt, Ac, and Bc differ from the typical reference values of concrete specimens. This is 

likely due to the difference in elastic modulus between rock and concrete. It is found 

that the saturation of specimens causes an increase in value of Bt and Bc while, the rise 

in temperature increases 


 and Bt and decreases Bc. The damage model obtained from 

this study will be used as the primary input parameters in the development of coupled 

Thermo-Hydro-Mechanical Damage numerical model in KAERI.

Keywords: Mazars damage model, Granite, Coupled geological disposal condition, 
KURT, High-level radioactive waste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처분장의 장기 건전성 평가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지하처분연구시설의 화강암을 대상으로 심층 처분복합환경을 모사한 암석시편의 

Mazars 손상모델 상수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처분장 특성을 고려한 3가지 

온도(15°C, 45°C, 75°C)와 건조/포화 조건에서 일축압축강도 및 간접인장강도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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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최대유효인장변형률, At, Bt, Ac, Bc 등 주요 파라미터들은 콘크리트 대상으로 연구된 참고문헌의 값들과 차

이를 보였으며 이는 암석과 콘크리트 시료의 탄성계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시험결과 시료의 포화로 인해 Bt와 Bc의 

값은 증가하였다. 또한 온도증가로 인해 최대 유효인장변형률과 Bt는 증가하였고 Bc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도출된 손상모델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서 현재 개발 중인 Coupled Thermo-Hydro-Mechanical Damage 

수치해석의 손상모델로 이용될 계획이다.

주요어:Mazars 손상모델, 화강암, 처분 복합환경,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고준위방사성폐기물

1. 서 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후핵연료 및 파이로공정폐기물 등을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해오고 있다. 다양한 실내실험 및 수치해석적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지하처분연구시설(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를 활용한 다양한 현장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16). 일반적으로 고준위폐기물은 방사능을 띄기 때문에 인간 생활권으

로부터 수 만년 이상 격리시켜야 한다. 현재 고준위폐기물 영구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각국의 지질

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500 m 이상의 대심도의 암반에 폐기물을 처분하는 심지층처분(deep geological repository)

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IAEA, 2003).

심지층처분장은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로 인한 고온, 500 m 이상의 심도로 인한 고압, 지하수로 인한 포화 등

의 조건을 가지며 이러한 열-수리-역학(Thermal-Hydro-Mechanical, T-H-M) 조건은 처분구조물(근계 암반, 벤

토나이트 및 뒷채움재, 캐니스터 등)의 장기거동에 영향을 미친다(Kim et al., 2011; 2012; 2019a). 따라서 고준위

폐기물 처분구조물의 장기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처분구조물이 열-수리-역학 물성에 따라 어떻게 손상

(damage)이 발생하고 진화(evolution)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물성변화가 어떻게 손상을 가속화시키는지를 규명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손상도는 유효한 단면적과 전체 단면적의 비로 표현되며 이는 유효 탄성계수

의 비로도 표현될 수 있다(Kachanov, 1958). Mazars (1986)는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콘크리트 시료의 손상을 

인장과 압축의 조합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동안 콘크리트와 암석과 같은 취성재료를 대상으로 한 손상모델로 다양

하게 연구되었다(Saouridis, 1988; Mazars et al., 2015; Mazars and Grange, 2017; Souissi et al., 2017; De Falco 

et al., 2018; Idiart et al., 2019).

하지만 Mazars (1986)가 제안한 방법과 이를 이용한 후속 연구들은 대부분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암

석시료를 대상으로한 Mazars 손상모델 파라미터 도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더욱이 심지층 처분환경과 

같은 지하수 포화조건 및 가열조건에서의 Mazars 손상모델을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KURT의 화강암 암석시료를 활용하여, T-H-M조건에서의 Mazars 손상모델의 모델 파라미터를 도출하

고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각각의 온도(T), 포화(H), 하중(M) 상태에 따라 단일 조건 및 처분환경을 고

려한 복합 조건에서 각각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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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인장강도 측정

인장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인장시험과 간접인장시험이 있다. 직접 인장시험은 암석이나 콘크리

트를 잡고 양단으로 인장력을 가하는 것으로 가장 정확한 인장강도 측정방법이나 암석이나 콘크리트를 고정하여 

당겨야 하기 때문에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로 시편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하중재하 장치

가 압축방향 뿐 아니라 인장방향으로도 충분한 하중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간접인장시험(Brazilian test)

이나 휨강도 시험(Flexural test)을 통해 암석이나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추정하기도 한다. 간접인장시험은 인장

을 위한 추가 장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인장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간접인장시험

에서 인장응력에 따른 인장방향 변형률의 기울기는 쪼갬 강성(Es)이 되며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 실제 인장강성

(Et)으로 환산할 수 있다(Jianhong et al., 2009).

  







tan 

  







   


  (1)

여기서, R은 시료의 반지름, L은 스트레인 게이지의 길이의 절반, 는 포아송비(Poisson’s ratio)이다.

2.2 Mazars 손상모델

암석이나 콘크리트와 같은 재료에서의 손상은 균열의 생성/성장에 의해 발현되며 이러한 균열의 생성/성장은 

재료 전체의 강성을 약화시킨다. Kachanov (1958)은 Hooke의 법칙(   )에 손상인자(D)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재료의 파괴를 설명하고 있다.

     (2)

여기서, 는 응력, E는 탄성계수, 는 탄성변형률을 의미하며 손상인자(D)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진다. Mazars 

(1986)는 손상은 압축으로 인한 손상과 인장으로 인한 손상일 때 각각 다르게 평가된다고 가정하고, 전체 손상인

자 D는 아래와 같이 인장과 압축에 의한 손상인자의 조합으로 정의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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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ension

  
  ∶for compression

 (8)

여기서, i는 n차원에서 i번째 직교 아이겐벡터(orthogonal eigenvector)의 방향, 는 수직방향 변형률, 와 는 

와 수직하며 서로 직교하는 횡방향 변형률을 나타낸다. 와 는 인장 및 압축 가중치 계수를 의미하며, Dt와 

Dc는 그에 해당하는 인장 및 압축 손상인자를 나타낸다. 한편 At, Bt, Ac, Bc는 Mazars 물질상수, 는 포아송비

(poisson ratio), 는 등가변형률, 그리고 는 최대 유효인장 변형률을 의미한다. Hi는 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가 0보다 작은 경우 0이다. 따라서 압축력만 작용하는 경우 는 0이 되고, 반대로 인장력만 작용하는 

경우 는 0이 된다. 와 는 압축변형률 및 인장변형률을 의미하며, 압축변형률은    의 관계식을 

통해 유도된다. 는 최대 유효인장 변형률을 나타내며 손상 임계값(damage threshold)을 의미한다. 여기서 물

질상수 와 At, Bt, Ac, Bc는 압축시험과 인장시험에서 측정된 응력-변형률 관계를 대상으로 이를 가장 잘 모사하

는 상수를 도출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최소자승법(least square regression)을 기반으로 한 매트랩의 

solver 기능을 통해 결정하였다.

3. 실험 방법

3.1 실험 준비

일축압축강도 실험을 위한 직경 50 mm, 높이 110~115 mm의 KURT 화강암 시편 24개와 간접인장실험을 위

한 직경 50 mm, 높이 25~30 mm의 KURT 화강암 시편을 준비하였다. 비중, 공극률, 흡수율, 탄성파 속도를 본 실

험(일축압축, 간접인장실험) 이전에 측정하였다. 비중, 공극 및 흡수율 측정을 위해 암석을 24시간 이상 포화 및 

건조시키며 무게를 0.01 g단위로 측정하였다. 탄성파 속도(P파, S파)는 포화상태와 건조상태에서 측정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동탄성계수와 동포아송비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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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환경 및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습식저장 이후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잠

열에 의해 핵연료 피복관의 온도는 400°C 이상에 이르게 된다(McKinnon and DeLoach, 1993; McKinnon and 

Cunningham, 2003). 또한 처분공 내 완충재와 근계암반이 접하고 있는 지점에서의 최대 온도는 암반손상대

(excavation damaged zone) 및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감소 등의 고려 유무에 따라 65~85°C 분포를 보이고 있다

(Kim et al., 2019b).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온도와 포화도 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실험 시 온도를 15, 45, 

75°C로, 포화도를 0%와 100%로 조절하였다. 실험조건 및 실험에 사용된 시료에 대해 아래의 Table 1에 나타내

었다.

Table 1. Test conditions and sample number in use

Test type Notations Temp. Sample cond.

Material properties UCS, E, ν, n, γ 21°C Dry

Uniaxial compression test

M test Mc 21°C Dry

TM test

TMc(L) 15°C Dry

TMc(M) 45°C Dry

TMc(H) 75°C Dry

HM test HMc 21°C Sat.

THM test

THMc(L) 15°C Sat.

THMc(M) 45°C Sat.

THMc(H) 75°C Sat.

Indirect tensile test

M test Mt 21°C Dry

TM test

TMt(L) 15°C Dry

TMt(M) 45°C Dry

TMt(H) 75°C Dry

HM test HMt 21°C Sat.

THM test

THMt(L) 15°C Sat.

THMt(M) 45°C Sat.

THMt(H) 75°C Sat.

실험장치는 일반적인 일축압축 및 간접인장 시험 방법과 동일하며, 다만 처분환경 모사조건을 구현하기 위하여 

항온챔버 및 습도유지 장치를 이용하였다(Fig. 1). 각각의 온도(T), 포화(H), 하중(M) 상태에 따라 시료의 번호를 

매겼으며 온도 조건이 포함된 시료는 15, 45, 75°C일 경우 각각 낮음, 중간, 높음을 의미하는 L (Low), M (Middle), 

H (High)로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TM(M)시료는 중간(middle) 온도인 45°C에서 압축실험을 수행한 건조 시료

를 의미한다. 일축압축실험과 간접인장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연속된 시료에서 일부를 잘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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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Data acquisition system (a) and control system for both const. temp. and saturation (b)

일축압축강도 및 간접인장실험에 사용된 압축시험기는 AceOne-20로 최대가압하중이 20 ton (196 kN)이었으

며 시험 시 축방향과 횡방향에 스트레인 게이지(길이: 5 mm)를 부착하고 일축압축강도 측정 시에는 0.5~1 MPa/s, 

간접인장실험 시에는 인장가압판을 설치하여 0.05~0.35 MPa의 가압 속도로 시료가 완전 파괴될 때까지 하중을 

가하였다(Figs. 1~3).

(a) Compression test

(b) Tensile test

Fig. 2. Test for Mazars dama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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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ression test (b) Tension test

Fig. 3. Specimens for testing

4.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다양한 온도 및 포화 상태에 따른 시료의 기본 물성 및 탄성파(P/S파) 그리고 일축압축시험과 간접

인장시험으로부터 획득한 응력에 따른 변형률 자료를 사용하여 Mazars 모델상수 Ac, At, Bc, Bt와 최대 유효인장 

변형률 을 결정하였다. Mazars 손상모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축압축시험 자료에서 초기응력구간의 비선형

적인 변형률 자료를 선형자료로 수정하여 분석에 적용하였으며, 인장시험 자료의 경우에는 인장변형률()을 일

축압축시험에서 측정된 탄성계수(E)와 일치되도록 수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암석 기본물성, 탄

성파 속도, 일축압축시험 및 간접인장시험의 결과는 Park et al. (2019)과 동일하다.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Jin-Seop KimㆍChang-Ho HongㆍGeon-Young Kim

426

4.1 암석 기본물성

M, TM, HM, THM 시험을 위해 준비된 화강암의 밀도는 2.632~2.663 g/cm3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공극률은 

0.553~0.796%, 흡수율은 0.206~0.300%로써 시료 내부에 공극이 적은 신선한 암석시료임을 확인하였다. Table 

2는 각 시험조건별 시료들의 물성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료들 간의 물성 차이가 거의 없는 매우 균질한 상

태임을 알 수 있다.

Table 2. Density, specific gravity, porosity and absorption of KURT granite specimens

Test condition Density (g/cm3) Specific gravity Porosity (%) Absorption (%)

M 2.646 ± 0.01 2.661 ± 0.002 0.665 ± 0.064 0.250 ± 0.025

TM(L) 2.640 ± 0.008 2.650 ± 0.005 0.740 ± 0.023 0.279 ± 0.009

TM(M) 2.650 ± 0.004 2.655 ± 0.003 0.728 ± 0.037 0.274 ± 0.014

TM(H) 2.647 ± 0.008 2.656 ± 0.006 0.702 ± 0.018 0.264 ± 0.006

HM 2.652 ± 0.01 2.655 ± 0.009 0.701 ± 0.042 0.264 ± 0.017

THM(L) 2.661 ± 0.004 2.666 ± 0.004 0.656 ± 0.048 0.246 ± 0.018

THM(M) 2.650 ± 0.018 2.668 ± 0.023 0.615 ± 0.12 0.231 ± 0.047

THM(H) 2.651 ± 0.011 2.661 ± 0.01 0.682 ± 0.114 0.256 ± 0.044

4.2 탄성파 속도

시료의 탄성파 속도는 Park et al. (2019)에 언급한 바와 같이 M과 HM 시험용 시료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Table 3). M시험용 시료는 완전 건조, HM시료는 포화된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건조상태의 M 시료의 평균 P파 

속도는 3,974 m/s, 평균 S파 속도는 2,489 m/s였다. 반면 포화상태의 HM 시료의 평균 P파 속도는 5,121 m/s이고 

평균 S파 속도는 2,745 m/s로 건조상태의 시료들보다 P파 속도는 약 1,100 m/s, S파 속도는 약 250 m/s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기존 문헌에서 보고된 바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시료

들의 탄성파 속도는 100% 포화되었을 때 P파의 속도가 약 30%가량 증가하였으며 S파의 속도는 소폭 증가하였

지만 그 변화는 P파 보다 작았다. 추가적으로 Gassmann (1951)의 포화도에 따른 탄성계수의 변화이론과 Xu and 

White (1995)이 제안한 포화상태의 P파와 S파 속도이론에 따르면 시료의 포화도가 85% 이상이 되면 P파의 속도

가 증가하지만 S파의 속도는 포화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ble 3. Determined P- and S-wave velocities and resultant moduli and Poisson’s ratio

Condition Vp (m/s) Vs (m/s) Eu νu

Dry 3,974 ± 215 2,489 ± 141 38.54 ± 4.43 0.175 ± 0.045

Saturated 5,121 ± 479 2,745 ± 176 51.99 ± 7.25 0.297 ±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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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azars 손상모델 상수 산정

본 연구에서 각 실험조건에서 획득한 암석시편의 압축/인장강도는 Park et al. (2019)에서 구한 것과 같으며 각 

시료의 응력-변형률 그래프를 활용하여 최소자승법을 활용하여 Mazars 손상모델의 파라미터를 도출하였다.

(a) 


 = 116, At = 0.43, Bt = 2,123 (b) Ac = 28.86, Bc = 2,177

Fig. 4. Mazars model parameters (M-2)

(a)   = 160  , At = 0.32, Bt = 2,579 (b) Ac = 7.64, Bc = 1,453

Fig. 5. Mazars model parameters (TM(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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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44 , At = 0.18, Bt = 2,642 (b) Ac = 21.81, Bc = 2,364

Fig. 6. Mazars model parameters (HM-2)

(a) 


 = 110 , At = 0.13, Bt = 4,213 (b) Ac = 13.33, Bc = 1,958

Fig. 7. Mazars model parameters (THM(H)-3)

Figs. 4~7은 각각 M-2, TM(L)-2, HM-2, THM(H)-3 시료에 대한 압축/인장변형률에 따른 강도를 나타내며 각 

그래프를 활용하여 Mazars 손상모델의 파라미터들( , At, Bt, Ac, Bc)을 결정하였다. 의 값은 인장손상의 역치

값이며, A와 B의 값은 모두 peak 이후의 거동을 지배하는 인자로, A는 peak 이후의 점근선을 나타내고(Fig. 8(a)) 

B는 peak 이후의 감소 형태를 결정한다(Fig. 8(b)).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시료에 대하여 Ac는 1~2, At는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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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는 1,000~2,000, 그리고 Bt는 9,000~21,000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Hamon, 2013). 기존에 문

헌을 통해 연구된 Mazars 손상모델의 측정값을 아래의 Table 4에 나타내었다.

(a) Effect of A on stress-strain curve (B) Effect of B on stress-strain curve

Fig. 8. Influence of Mazars model parameters (A and B) on stress-strain curve (Hamon, 2013)

Table 4. Mazars parameters from concrete and rock

Type   () At Bt Ac Bc References

Concrete

6.25 1 106 1 1,000 De Falco et al. (2018)

67 0.7 8,000 1.13 1,250 Pituba and Lacerda (2012)

100 0.81 10,400 1.34 2,537 Saouridis (1988)

100 1 15,000 1.2 1,500 Idiart et al. (2019)

15 1 6,000 - - Gerard et al. (1998)

5~15 0.7~1 9,000~21,000 1~2 1,000~2,000 Hamon (2013)

110 1 10,000 1.25 517 Mazars et al. (2015)

114 0.8 7,000 1.25 395 Mazars et al. (2015)

Granite 37 1 120 2 90 Souissi et al. (2017)

Limestone 41 1 120 2 90 Souissi et al. (2017)

Sandstone 44 1 120 2 90 Souissi et al. (2017)

Granite 95 0.62 2,271 15.05 1,722 This study

모든 M, TM, HM, THM 조건에서 일축압축강도 및 간접인장강도 실험으로부터 획득한 Mazars 손상모델의 

상수를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가장 큰 특징은 Ac값이 콘크리트의 값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암석

과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계(탄성계수) 및 재료의 파괴 이후 거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온도가 

Mazars 손상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M과 TM 그리고 HM과 THM조건에서의 Mazars 손상 모델 파

라미터를 비교해보았다. M과 TM 시료를 비교하면 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A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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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Bt는 증가하며 Ac와 Bc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HM과 THM 조건의 시료들을 비교해보면 

는 10%가량 증가, At, Ac, Bc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Bt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5. Obtained Mazars damage model parameters

Test conditions



()

Mazars damage model parameters

Tension Compression

At Bt Ac Bc

M   95 ± 22 0.62 ± 0.61   2,271 ± 148 15.05 ± 13.81 1,722 ± 480

TM 

15°C (Low) 163 ± 22 0.32 ± 0.29   2,985 ± 1,236 14.71 ± 14.49 1,507 ± 565

45°C (Middle) 142 ± 26   0.5 ± 0.57   4,637 ± 1,710 15.26 ± 4.72 1,560 ± 148

75°C (High) 151 ± 22 0.18 ± 0.08   4,503 ± 776 14.28 ± 14.83 1,257 ± 322

HM 107 ± 36 0.22 ± 0.06   2,587 ± 555 14.43 ± 12.37 2,372 ± 417

THM

15°C (Low) 117 ± 12 0.25 ± 0.13   3,755 ± 1,089 12.87 ± 8.5 1,927 ± 535

45°C (Middle) 129 ± 8 0.15 ± 0.04   4,881 ± 942 23.88 ± 7.69 1,935 ± 235

75°C (High) 120 ± 10 0.28 ± 0.15 11,174 ± 12,518 11.51 ± 2.81 1,775 ± 272

포화가 Mazars 손상모델 파라미터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M과 HM 그리고 TM과 THM 조건에

서의 손상모델 파라미터를 비교해보았다. M과 HM 시료들을 비교하였을 때 포화가 되면 은 약 10%가량 증가

하고 At는 감소, Bc는 증가하며 Bt와 Ac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TM과 THM 시료들을 비교해보면 포

화로 인해 가 감소하며 Bc는 증가하며 At는 감소, Bt와 Ac는 포화로 인한 경향성은 없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온

도로 인해 와 Bt 는 증가하며 Bc는 감소하고 At, Ac는 일관된 경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포화로 인해 Bc는 증가

하였지만 At, Bt, Ac는 변화의 일관된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5. 결과토의

동일한 실험일 지라도 Mazars 손상모델의 인자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에 따라 다른 모델상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즉 동일한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Mazars 손상모델 파라미터를 산정할 때 다양한 A와 B의 조합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A와 B를 적합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HM-3 시료에 대한 일축압축 응력-변형률 곡

선에서 압축손상 발생 변형률(damage threshold)은 82 이다. Fig. 9는 Ac = 19.43, Bc = 1,922일 때의 곡선을 나

타내며 Fig. 10은 Ac = 14, Bc = 1,790일 때의 곡선을 나타낸다. 또한 손상발생변형률()이 커지면 동일한 B의 

값에서 A의 값은 작아진다. 따라서 Ac의 값을 먼저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Bc의 값을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A와 

B의 값을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Mazars 모델은 응력 피크점과 그 직후에서의 거동

을 모사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Jirasek, 2011) 소성변형(plastic deformation)으로 인해 생긴 

영구 변형구간은 제거하고 Mazars 모델의 파라미터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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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c = 19.43, Bc =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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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c = 14, Bc = 1,790

6.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화강암을 대상으로 암반 손상 모델 파라미터를 도

출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조건은 실제 처분장과 유사한 환경을 모사하기 위하여 THM (Ther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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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Mechanical condition)을 조성한 후, 일축압축 및 인장하중 조건에서 파괴실험을 통해 다양한 실험조건에 

따른 Mazars 손상모델의 상수를 결정하였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M, TM, HM, THM 시험을 위해 준비된 화강암의 밀도는 2.632~2.663 g/cm3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공극률은 

0.553~0.796%, 흡수율을 0.206~0.300%로 시료 내부에 공극이 적고 시료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선한 암

석에 속한다.

2. 고준위폐기물처분장 처분공 주변 근계암반(45°C일 경우)에 해당되는 Mazars 손상모델(THM(M))은 최대유

효인장변형률()이 129 ± 8, At와 Bt가 각각 0.15 ± 0.04과 4,881 ± 942이었으며, Ac는 Bc는 각각 23.88 ± 

7.69과 1,935 ± 235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3. 실내 일축압축실험과 간접인장실험을 통해 도출된 Mazars 손상 파라미터는 기존에 알려진 콘크리트와 암석

의 값들과 차이를 보였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콘크리트와 암석의 응력-변형률 관계(탄성계수) 및 파괴 이후의 

거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포화된 시료에서는 Mazars 손상 파라미터 중 Bc값이 변화하였

으며 온도가 증가하면서 Mazars 손상파라미터 중 최대 유효인장변형률과 Bt는 증가하며 Bc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Mazars 손상 파라미터의 도출은 최소자승법을 통해 획득되는데 A와 B의 값을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동일한 

응력-변형률 그래프에서도 다른 A와 B가 도출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A의 값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맞는 B

값을 도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Mazars 모델이 응력 피크와 그 직후의 거동을 모사

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잔류응력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제거한 후 손상 파라미터를 도출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열-수리-역학(THM)조건에서의 Mazars 손상모델의 파라미터들은 현재 한국원자력연

구원에서 개발중인 Coupled THMD (Thermo-Hydro-Mechanical Damage) 모델의 중요한 입력값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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