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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of Researches of Excavation Damaged Zon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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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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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ountries operating nuclear reactors, the development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HLW) disposal 

technique is considered as an urgent and important issue for sustainabl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In Korea, 

in which a low and intermediate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is already operating, the construction of an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for in situ validation studies became a matter of interest with increasing concerns on the 

management of HLW. In order to construct and to operate an underground HLW repository safely in deep underground, 

the stability of rock mass should be guaranteed. As an important factor on rock stability, excavation damaged zone 

(EDZ) has been studied in many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ies in foreign countries. For accurate evalu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EDZ under disposal condition, it is required to use reliable investigation method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in similar conditions. In this study, status of foreign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ies in other countries, approaches for investigation the characteristics, size, and effect of EDZ, and major 

findings from the researches were surveyed and reported. This will help the accomplishment of domestic researches 

for developing HLW management techniques in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Key words Excavation damaged zone(EDZ), High-level radioactive waste,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URL), rock 

stability, Geological disposal

초  록 원자로가 운영되는 국가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은 지속적인 원자력에너지

의 이용을 위해 시급한 해결해야할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미 중저준위처분장이 운영 중인 국내에서

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장실증 연구를 위한 지하연구시설 건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지하심부 암반에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암반 안정성

이 보장되어야 한다. 암반손상대는 처분장 암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해외 각국의 지하연구시설에

서는 다양한 암반손상대 연구가 수행되었다. 처분 환경에서 암반손상대의 특성과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서는 유사한 환경에서 기 수행된 연구 결과의 분석을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조사 방법의 사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에 건설된 지하연구시설의 현황과 암반손상대의 규모, 특성, 영향에 대한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결과를 조사, 보고하였다. 이는 고준위폐기물 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수행될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국내 관련 연구의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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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설비 용량 및 원자로 규모

가 세계 6위 수준인 원자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나라

이다(IAEA CNPP-Korea, 2017). 2011년 발생한 후

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국내에서는 원자력발전 추

가 건설에 대한 타당성 논의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Low&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LILW) 처분장이 건설되었

으며 1단계 사업에서 계획된 총 100,000드럼의 처분

용량 중 2017년 6월 기준으로 8,057.6드럼이 동굴처

분방식으로 처분되어 운영 중에 있다(KORAD, 2017). 

원전의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spent fuel)

는 현재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각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고려할 때, 2019년 월성원

전을 시작으로 저장용량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MODTIE, 2016). 원전 가동에 의해 발생하는 사용

후핵연료 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High-Level radio-

active Waste, HLW)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사용

후핵연료공론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

정을 거쳐 2016년 7월에 고준위방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MOTIE, 2016). 기본계획 내용 중

에는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URL)을 활용한 처분실증연구 및 관리시설의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세계 각국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기술 개발을 위해 지하연구시설

을 건설하고 다양한 현장시험들을 수행하고 있다. 고

준위방사성폐기물에는 장반감기 방사성 핵종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핵종 소멸에 따른 열 방출과 높

은 방사성으로 인한 위험요소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해 해양

처분, 빙하처분, 우주처분, 심층 처분 등 다양한 방식

이 제안되었지만(Alexander and Mckinley 2006),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에서는 

심층처분(Deep Geological Disposal)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IAEA, 1981). 심층처분이란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이 방사성 물질의 오염으로 부

터 장기간 안전할 수 있도록 고온, 고압을 견딜 수 있

는 처분용기에 고준위폐기물을 담은 다음 고심도 지

하 암반에 영구적으로 처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심

층처분 개념에서는 심도 300~1000m의 깊이에 위치

하는 결정질암, 점토암, 암염과 같은 암반에 처분장을 

건설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KORAD, 2017). 처분장

은 지각의 변형, 단층활동, 지진, 열 유동과 같은 지각

운동에 대해 안정적이며 핵종 이동을 지연시키기 위

한 투수성이 적은 균질 암반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

다. 또한, 주변 지하수와 암반 내 광물과의 반응을 통

해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지연, 차단할 수 있는 지화

화학, 수리화학적 환경도 요구된다. 심층처분에 따르

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관련 자료의 축적과 현장 실증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고심도 암반에서의 처분장 건설을 위해서는 기계식 

굴착이나 폭약을 이용한 발파와 같은 인위적인 굴착 

작업이 필수적이다. 굴착 이후 암반 주변에서는 암반

의 손상으로 인한 초기물성 변화 및 응력재분포가 발

생한다. 처분장 주변 암반의 열적, 화학적, 수리적, 역

학적인 물성이 영구적으로 변화하는 영역을 암반손상

대(Exacavation Damaged Zone, EDZ)라고 한다. 방

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암반손상대의 영향에 의한 암

반 거동을 이해하는 것은 장기적인 운영 및 안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처분장 

환경에서 암반손상대가 처분장 주변에서의 열-수리-

역학-화학적인 복합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노력하고 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수행 중에 있는 

국제공동연구인 DECOVALEX (DEvelopment of 

COupled models and their VALidation against EXperi-

ments) 프로젝트에서는 그동안 암반손상대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7년에 

종료된 DECOVALEX-THMC 프로젝트에서는 5개

의 Task 중 3개가 암반손상대와 관련된 연구였으며

(Kwon and Cho, 2008) 2016년 착수되어 2019년 까

지 수행될 DECOVALEX-2019 프로젝트에서도 ‘EDZ 

evolution in sparsely fractured competent rock’의 주

제로 암반손상대에 대한 영향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DECOVALEX, 2017). 

국내에서는 발파에 의한 암반손상대 평가를 위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Kwon et al.(2009)은 

결정질 암반에 건설된 지하연구시설 KAERI Under-

ground Research Tunnel(KURT) 에서는 실내실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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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험, 암석코아 분석을 통해 암반손상대의 규모 

및 특성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Cho et al.(2011)은 터

널 주변 암반에서의 투수계수 측정을 통해 암반손상

대의 규모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각국의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

된 암반손상대의 조사 및 평가방법과 이를 통해 얻어

진 주요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내에 건설될 지하연구시설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포함한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암반손상대가 암반 거동에 미치는 영향

Read (1996)는 암반손상대를 3가지 영역으로 구분

하였다. 첫 번째로 암반 물성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주변 암반의 응력 상태가 교란되는 구간을 Disturbed 

zone으로 정의하였다. 두 번째로는 암반 물성이나 응

력 상태가 함께 변화하는 구간을 Damaged zone으로 

정의하였다. 세 번째로는 암반으로부터 암석이 떨어

져나간 구간을 Failed zone으로 정의하였다. 구분된 3

가지 영역을 암반손상대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용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암반손상대는 초기 암반이 가지고 있는 성질 변화가 

이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하에 건설되는 구조물

에서는 이에 대한 특성과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하 처분장 주변에서는 암반손상대의 발생 영향으

로 초기 암반 물성의 비가역적 변화에 따라 열적, 수

리적, 역학적, 화학적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반손상대의 영향은 주변 암반의 상태 

변화와 관련된 응력, 공극압, 지하수 유동, 지하수의 

화학적 변화 등과 암석의 강도, 탄성계수, 열전도도, 

수리전도도 등과 같은 성질 변화로 구분된다(Kwon 

and Cho, 2008).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환경에

서 암반손상대에 의한 열적, 수리적, 역학적인, 화학

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2.1 열적 거동

처분장에서는 방사성붕괴열 환경이 장기간 노출되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암반손상대에서 발생되는 열적 

변화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열적 거동은 열 발생의 영

향이 큰 고준위방사성 처분장에서 고려되어야할 중요

한 요소이다. 암반손상대에서의 열적 거동은 열 물성

들의 초기값과 차이를 보이며 주변 암반에 영향을 미

친다. 또한, 암반손상대에서는 암반 주변 온도가 저하

되는 열손실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는 암반의 

변형, 물성 및 응력에도 영향을 주어 스폴링 발생이나 

암반의 구조적 안정성 저하에 원인이 된다. 암반손상

대의 열적 거동은 처분재료와의 장기간 온도변화의 

영향 및 암반의 지보시스템의 성능 저하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처분장 설계에 중요하다.

2.2 수리적 거동

 암반손상대는 새로운 균열의 발생 및 기존 균열의 

확장에 따른 수리전도도와 공극압의 변화를 일으켜 

처분장 주변의 수리적 거동에 영향을 준다. 암반손상

대로 인한 수리적 거동의 변화로 처분장내 공학적방

벽과 지하수의 접촉을 야기하여 암반 및 지표로부터 

유입되는 화학물질과의 반응이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 핀란드 ONKALO 지하연구시설에서는 약 400m 

이상의 심도에서 염도 증가 양상을 확인하였는데, 이

는 고심도 처분장에서의 암반손상대의 수리적 변화가 

염도 증가로 인한 암반 거동 및 처분장 안전성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Posiva, 2012). 따라서 

처분장의 장기적 안전성 측면에서 암반손상대의 수리

적 거동 변화 및 저감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3 역학적 거동

고심도 환경에서 건설되는 처분장은 굴착으로 인한 

암반 변형 및 응력 변화, 현지응력, 절리분포 등과 같

은 역학적 인자들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받

는다. 암반손상대의 발생은 터널 주변의 응력재분포

나 발파 충격으로 인한 기존 균열의 확장 및 낙반과 

같은 암반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처분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암반손상대에서는 영구적인 암반 물

성 감소가 일어나며 장기적 안정성이 필요한 처분장 

암반 및 지보시스템의 성능에도 영향을 준다. 암반손

상대의 역학적 거동은 처분장의 설계 및 영구적 운영

을 위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사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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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화학적 거동

암반손상대의 발생은 공기 노출에 의한 산화, 암반 

내 지하수 접촉에 따른 처분재료의 화학적 변화를 촉

진 할 수 있다. 암반손상으로 인한 균열에 확장은 지

하수의 유입, 지표로 부터의 화학물질이나 암반내의 

광물과의 반응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장의 화

학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화학적인 거동은 처분장의 폐쇄 후 장기간에 걸

쳐 일어나기 때문에 암반손상대의 화학적 거동에 대

한 사전 조사 및 연구가 필수적이다. 

3.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암반손상대 평가 방법 

및 연구 현황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위해 세

계 각국에서는 지하연구시설을 건설, 운영 중에 있다. 

결정질암(Crystalline rock)과 점토암(Clay rock)에서 

건설되어 운영 중인 지하연구시설의 굴착법과 심도, 

주요 암반 물성은 Table 1과 같다.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는 암반손상대 평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건설된 지

하연구시설에서는 암반손상대에 대한 평가가 주요 연

구 목적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암반손상대 평가는 

암반상태, 지질조건, 굴착기법, 터널 설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행되고 있다. 암반손상대 평가 방법은 여

러 가지 기법들을 비교 분석하여 보다 신뢰도 높고 정

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추천되고 있다. 해

외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된 암반손상대 평가 방법과 

현장에서 수행된 연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3.1 스웨덴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을 이용한 전력생산은 1980년 

후반부터 감소되는 추세이며, 2016년 기준으로는 총 

생산 전력의 약 40%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IAEA CNPP-Sweden, 2017). 스웨덴은 

ASPO를 처분장의 실증 연구 및 현장 실험을 위한 목

적으로 1986년에 건설 계획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Fig. 1). 초기 계획 단계부터 지질조사 및 건설 과정

에서의 다양한 암반공학적 현장 실험 등이 이루어졌

다. ASPO에서는 1995년 건설이 완료 될 때까지 시추

공을 기반으로 굴착 전과 굴착 후에서의 다양한 실험

들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제 현장 부지 조

사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스웨덴 포

쉬마크와 오스카르스함 지역의 현장 조사에 사용하였

다(SKB, 2017). 스웨덴의 지하연구시설에서 다양하

게 수행된 연구방법 및 처분 기술들은 세계 최초의 동

굴식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SFR)을 건설 및 

운영에 기여하였고, 추가적인 처분장 확장건설 계획

의 바탕이 되고 있다. 또한, 2009년 포쉬마크 지역을 

고준위폐기물처분장 부지로 선정하여 정부에서의 건

설 허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Kwon et al., 

2016). 스웨덴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은 2025년 경에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KB, 2017).

ASPO에서는 수년간의 암반손상대 연구를 위한 다

양한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었다(Table 2). ASPO에서

의 암반손상대 연구는 터널 굴착방법, 손상대의 원인, 

특성, 규모, 지보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고 평가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ASPO에서 최초로 수행

된 암반손상대 연구는 60m 길이의 접근터널(access 

ramp)에서 제어발파와 일반발파에 따라 손상대 규모

를 평가하였다(Christiansson and Hamberg, 1991). 

손상대 규모는 바닥부근에서 일반발파 일 때 약 1.7m, 

제어발파 일 때 약 1.0m로 나타났고, 벽면에서는 두 

발파 모두 0.3~0.6m 까지 발생하였다. 서로 다른 발

파방법에 따라 발생된 암반손상대 차이점은 발파에 

의한 영향이 아닌 기존 절리의 지질학적 영향이 반영

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ZEDEX 현장시험에서는 심도 420m에서 35m의 평

행한 두 개의 터널을 발파와 TBM 기법으로 굴착하고 

굴착방법에 따른 암반손상대 발생을 평가하였다(Emsley 

et al., 1997). 탄성파 측정 결과, 터널 주변의 암반손

상대에서 탄성파 속도변화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Fig, 2(a)), 손상대 규모는 발파에서 약 0.3m, TBM

에서 0.05m 로 나타났다. 발파 터널의 경우, 터널 바

닥에서는 암반손상대가 최대 1m 까지 발생한 지역도 

있었다. ASPO에서는 굴착 후 터널 주변에서 발생하

는 균열 개시 및 닫힘, 확장과 같은 균열 영향을 Acoustic 

Emission(AE) 측정을 이용하여 굴착방법에 따라 평

가하였다. 발파터널의 경우, TBM 터널에 비해 AE 

발생 밀도가 약 10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Fig.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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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ormation of URL sites in crystalline and clay rock (modified from KORAD, 2017)

Rock type Country Site
Excavation

 method
Depth (m)

Tunnel 

size (m)
Rock properties

Crystalline

rock

Sweden Stripa mine Drill and blast 360~410 4

E : 69 GPa

σc : 207 MPa

σt : 15 MPa

υ : 0.21

Sweden ASPO
Mechanical excavation 

and blast
200~450 5×5.5

E : 69 GPa

σc : 195 MPa

σt : 16 MPa

υ : 0.25

Canada URL Drill and blast 240~420 3.5

E : 69 GPa

σc : 200 MPa

σt : 9.3 MPa

υ : 0.26

Switzerland Grimsel test site Drill and blast 450 3.5

E : 53 GPa

σc : 169 MPa

σt : 9 MPa

υ : 0.37

Japan Mizunami URL Drill and blast 500 5.0×4.5

E : 53.9 GPa

σc : 173 MPa

σt : 6.48 MPa

υ : 0.265

Japan Kamaish mine Drill and blast 250 3.5×2.5

E : 59 GPa

σc : 118 MPa

σt : 6.1 MPa

υ : 0.252

Finland ONKALO Drill and blast 500 5.5×6.3

E : 60 GPa

σc : 102 MPa

σt : 8.9MPa

υ : 0.29

Korea KURT Drill and blast 100 6×6

E : 56 GPa

σc : 100 MPa

σt : 7.85 MPa

υ : 0.23

Clay

rock

Switzerland Mont terri Mechanical excavation 400 3.6

E : 8.5 GPa

σc : 10.5 MPa

σt : 1.5 MPa

υ : 0.33

Belgium
Hades-

URF
Mechanical excavation 230 4.8

E : 0.3 GPa

σc : 2.5 MPa

υ : 0.4

France
Meuse

/haute-marne
Drill and blast 450~500 3.0×2.7

E : 4 GPa

σc : 33.5 MPa

σt : 5 MPa

υ : 0.29

France Tournemire Drill and blast 270 4.6×5.7

E : 7 GPa

σc : 31 MPa

σt : 5 MPa

υ :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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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발생 정도에 따른 손상대 규모는 발파터널의 경

우 최대 1m, TBM 터널에서는 약 0.1m 내외로 발생

하였다. 터널 주변의 균열 분포는 염색제 침투법을 이

용하여 육안관찰이 이루어졌으며, 발파에서는 벽면과 

바닥부근의 손상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 TBM 터

널에서의 손상규모는 균열을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였다.

TASQ 프로젝트에서는 발파 설계에 따른 암반손상

대 규모를 평가하였다(Olsson et al. 2004). 일반적인 

마제형 터널과 바닥을 아치모양으로 만든 터널을 굴

착하여 터널 바닥면에 발생하는 암반손상대를 비교하

였다. 터널은 조절발파를 통해 건설되었으며 발파공 
Fig. 1. Layout of ASPO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Olsson et al., 2009).

Table 2. EDZ projects of ASPO

Tunnel 

site
Project name Objectives Period Reference

Access 

ramp

Blasting damage 

investigation in access 

ramp

- Distribution and character of the blasting 

damage around the tunnel contour using 

three different blasting method

1990-1993 Christiansson and Hamberg, 1991

ZEDEX
Zone of Excavation 

Disturbance Experiment

- To understand the mechanical behaviour of 

the EDZ with respect to dependence in 

excavation method 

1994-1996 Emsley et al., 1997

TASQ
 Experience of blasting 

DECOVALEX Ⅳ

- Study the possibility to control the 

development of an EDZ

Develop a strategy for characterization of 

the EDZ 

Provide input data to modelling of 

DECOVALEX project

2003-2004

2005-2008

Olsson et al. 2004

Hudson and Jing, 2007

TASS Examination of EDZ

In order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the 

EDZ and the possibility of an existing 

continuous EDZ

2006- Markstrom et al., 2009

(a) Result of seismic measurement (Cosma et. al., 2001) (b) AE results (Stephen and Young, 1998)

Fig. 2. EDZ results in ZEDEX project of AS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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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지하수 상태, 전기뇌관과 비전기뇌관, 발파 순서 

등을 고려하여 암반손상대 평가가 이루어졌다. 발파 

후 발생된 균열을 관찰하기 위하여 터널 주변 암반 약 

50cm를 절삭하고 벽면과 바닥부근의 균열의 방향, 길

이,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균열 조사는 암반 내 염색

제를 침투시켜 육안 관찰하였다. 동일한 폭약을 이용

하여 전기뇌관과 비전기뇌관으로 발파하였을 때의 균

열 길이는 Table 3과 같다. 터널 벽면에서는 왼쪽 벽

면에 비전기뇌관, 오른쪽 벽면에 전기뇌관을 설치하

여 발파 후 나타나는 균열 영향을 관찰하였다. Fig. 4

에서 보듯이 비전기뇌관을 사용한 왼쪽 벽면의 균열

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파공 내 물은 균

열 길이를 3~4배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Olsson and Ouchterlony, 2003). 터널의 모든 면에

(a) Conventional tunnel (b) Expanded tunnel

Fig. 3. Layouts of ASPO tunnels (modified from Olsson et al., 2004).

Table 3. Observed crack length in TASQ project of ASPO (Olsson et al., 2004)

Explosive Dynamite Dynamite Dynamite Dynamite

Section Tunnel Tunnel Bench Floor

Initiation Electronic Nonel Nonel Nonel

Max. crack length (cm) 22 0 10 0

(a) Tunnel left wall (b) Tunnel right wall

Fig. 4. Cracks in tunnel walls (Olsso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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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찰된 최대 균열길이는 발파공 내 물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면 전기뇌관보다 비전기뇌관이 상대적으로 

길게 발생하였다. 발파공의 물 상태를 제외한 결과에

서는 전기뇌관을 사용했을 때 관찰된 균열 길이가 약 

20cm 이내로 나타났다. Fig. 3(b)와 같은 터널 모양에

서는 바닥의 균열이 마재형 터널 주변의 균열보다 상

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바닥부근에

서의 응력 상태나 바닥면의 아치 모양으로 인한 구속

압 변화 때문에 나타난 차이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암

반손상대 규모는 시추공 내 탄성파 속도 측정을 이용

하여 평가되었다. Fig. 5는 터널 벽면으로부터의 P파 

속도변화이다. 터널 벽면의 손상 규모는 약 0.3m로 

예상되며, 이 구간에서는 P파 속도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났다. TASQ 터널에서 탄성파 속도 측정을 통해 

예상된 암반손상대는 약 0.25~0.75m로 나타났다. 터

널 주변에서 관찰된 균열영향은 탄성파 속도에서 예

상된 손상 규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SS 프로젝트는 암반손상대에서 발파로 발생된 

균열들의 연속성과 같은 분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Markstrom et al., 2009). TASS에서는 

길이 8m의 터널 굴착 후 벽면에서 암반 블록을 절삭

하여 암반손상에 의해 발생된 균열을 조사하고 이를 

3차원화 하여 균열 구조와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암반 블록은 터널 벽면에서 최소 0.5m 이내로 와이어 

절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1.5m 폭 1m의 크기로 총 8

개 세트로 제작되었다. 암반 블록에서 관찰된 군열은 

발파에 의한 것과 기존에 존재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분류되었다. 발파로 발생된 균열은 발파공에서 폭발

에너지에 의해 방사형 형태로 발생된 것과 발파 과정 

중 암반의 응력재분포로 발생하는 높은 응력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Fig. 6은 암

반블록에서 발생된 균열과 기존 균열을 보여준다. 폭

Fig. 5. Result from seismic measurement of borehole in TASQ project of ASPO (Schuster, 2007).

Fig. 6. Induced fractures by blast and natural fractures (modified from Olss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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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에너지에 의해 발생된 균열은 발파공 주변에서 불

연속성을 갖고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균열의 길이

는 평균적으로 0.25m로 관찰되었으며 이들 균열과 

인접한 기존 균열 주변에서는 균열간의 연결성이 확

인되었다. 이는 발파로 인하여 발생되는 균열의 방향

과 길이가 기존 균열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

여준다. 발파 충격으로 발생된 균열과 기존 균열의 연

결은 터널 주변 지하수 흐름과 암반 안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캐나다 

캐나다는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15%를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IAEA 

CNPP-Canada, 2017). 캐나다는 원자력 발전의 이른 

시작에도 불구하고 전력량의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낮은 국가이다. 캐나다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개

발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1982년 Atomic Energy of 

Canada Ltd(AECL)에서 처분장의 부지 선정, 선정 부

지 예비 평가, 운영 등을 목적에 둔 Underground 

Research Tunnel (URL)의 건설로부터 시작되었다

(Simmons and Soonawala, 1982). URL의 지질학적 

구조는 선캠브리아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

개의 대규모 층상 단층과 단층 사이에 수직방향으로 

균열망이 구성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현지 응력에 따

라 구별될 수 있는 상이한 구조의 단층대를 포함하고 

있다(Everitt et al., 1990). URL의 건설은 지표로부터 

255m 깊이까지 수갱 굴착 후 수평 터널 건설이 이루

어지고, 이후 심도 443m까지 수갱을 확장하여 Fig. 7

과 같은 형태로 굴착하여 건설을 완료하였다(Peters et 

al., 1990). URL에서는 수 십 년간의 연구 경험으로 

결정질 암석에서의 지질학적 연구 기반, 암반 특성 분

석 및 설계기술의 확보, 대규모 현장 시험에 대한 다

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URL에서는 굴착 후 암반 주변에 발생되는 응력재

분포를 고려한 암반손상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Martino and Chandler, 2004). 암반손상대를 (a) 암

반 물성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며 육안상으로 관찰

되는 파괴와 높은 응력집중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과 

(b) 암반 파괴가 관찰되지 않고 암반 물성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구간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Fig. 8(a)는 깊이 255m ~ 443m에 건설된 수갱에서의 

주변 암반 손상 패턴을 보여준다. 심도가 증가에 따른 

(a) Damage pattern in shaft of 300m Level (b) Notch failure in URL

Fig. 8. EDZ development in URL tunnels (Martino and Chandler, 2004).

Fig. 7. Layout of Canada 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Chandl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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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 증가의 영향으로 수갱의 북서 방향으로 부분적

인 파괴가 발생하였고, 파괴 규모는 0.3m로 나타났다. 

URL에서는 3.5m 크기의 터널을 건설한 후, 암반 구

조적 특성변화를 관찰하였다. 터널에서는 최대압축응

력이 천정과 바닥부근에서 발생하였고 응력이 집중되

는 지역을 따라 점진적인 파괴가 관찰되었다. Fig. 

8(b)는 시간에 따라 관찰된 터널 주변 암반의 notch 

파괴 패턴을 보여준다. 암석 파괴는 응력이 암반 강도

를 초과하면 발생하고 암반 주변의 응력 이완이 충분

히 일어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파괴 깊이는 천정방향에서 터널 중심으로 부터 

반경의 약 1.3배 까지 발생하였다. 터널의 바닥부근에

서는 천정과 유사한 모양의 부분적 파괴가 나타났다. 

기계식 굴착과 발파 방법을 적용한 터널에서 발생하

는 암반 균열의 발생 양상은 Fig. 9와 같다. 두가지 굴

착 방법으로 굴착된 터널 모두에서 notch 파괴 형태

가 나타났다. 이는 암반손상대의 발생이 굴착방법보

다 응력재분포로 인한 응력집중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도 420m 지역에서는 온도 증가가 

암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추공 

히터 시험을 수행하였다. 히터 시험에서는 터널 벽면

에 직경 60cm 시추공을 뚫어 열을 가한 후 암반의 변

화 상태를 분석하였다. 시추공에서는 발생된 열응력

에 의해 시추공방향으로 약 5~9.5cm의 균열이 발생

하였다(Fig. 10(a)). Fig. 10(b)는 URL의 터널 주변에

서 측정된 S파 속도와 수리 시험 결과이다. 터널 표면

(a) Tunnel using mechanical excavation (b) Tunnel using blasting

Fig. 9. Observed notch shape around URL tunnels (Martino and Chandler, 2004).

(a) Heater test result (Martino and Chandler, 2004) (b) Velocity and transmissivity changes (Chandler et al., 2002)

Fig. 10. Results of rock behaviors from boreholes in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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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약 1m 이내에서 S파 속도가 증가하고 투수

계수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파 속도는 터널 

표면의 값과 모암과의 차이가 약 30%가 발생하였고 

투수계수는 약 3차수 정도 증가하였다. 암반손상대는 

경우에 따라 최소 0.3m이내, 최대 약 1m까지 발생하

였다. 터널 주변에서의 암반 물성변화는 급격한 변화

가 나타났으며, 투수계수의 경우 모암보다 최대 7차

수 차이가 발생하는 곳도 확인되었다(Martino and 

Chandler, 2004).

3.3 스위스

스위스는 2017년 기준으로 총 전력의 약 34%의 원

자력발전 이용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자력발전을 단계적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

고 있으며(IAEA CNPP-Switzerland, 2017) 현재 심

층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스위스에는 점토질암에 건설된 Mont terri와 결정질

암에 건설된 GTS(Grimsel Test Site) 지하연구시설이 

건설, 운영되고 있다. Mont terri 지하연구시설의 개

요도는 Fig. 11과 같다. 

Mont terri에서는 굴착 후 발생하는 암반손상대의 

특성 및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시험들이 

실시되었다. 터널 굴착 후, 지질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터널이 건설되면서 나타나는 주변 암반 

거동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와 함께 터널 굴착에 따른 

암반손상대의 구조적 특성을 시각화하는 작업이 수행

되었다(Moeri and Bossart, 1999). 균열망의 시각화는 

굴착 후 터널 주변에서 발생된 균열 빈도, 방향성, 길

이 등을 관찰하여 이루어졌다. 굴착 후 터널의 한 단

면에서는 m 당 최대 35개의 균열이 관찰되었고, 점토

암에 내재하고 있는 층리를 따라 균열 재활성화가 이

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암반손상대 규모는 

0.2~1.5m로 파악되었다(Fig. 12). 

Mont terri에서는 터널 굴착방법에 따른 암반 내 균

열 발생을 평가하기 위하여 레진 주입 시험이 수행되

었다(Bossart et al,, 2002). 레진 주입 시험은 직경 

40mm, 길이 1.3m의 시추공에 약 2~5 bar의 공기압

으로 형광 레진을 주입하여 암반 손상으로 인한 발생

(a) Vertical section (b) Horizontal section

Fig. 12. Fractures pattern in EDZ measured from geological mapping (Moeri and Bossart, 1999).

Fig. 11. EDZ research tunnels of Mont terri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bossar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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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균열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시추공을 통해 레진을 

주입한 후 오버코어링 장치를 이용하여 추출된 시추

코어를 자외선에 노출시켜 암반손상대에서의 균열 발

생을 평가하였다. 시추코어는 굴착방법에 따라 발파, 

Road header, Pneumatic hammering으로 나누어 조

사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균열의 수, 방향, 시추

공 길이에 따른 균열 빈도, 균열 길이 등을 기록하였

다. 발파 구간에서는 road header 구간과 비슷하게 방

향성이 뚜렷한 균열 영향이 나타났으며, 터널 천정 부

근에서 다른 굴착방법과 비교하여 균열에 빈도수가 

가장 많았다. Road header 구간에서의 균열 영향은 

수직, 수평 시추공에서 방향성이 뚜렷한 층리가 관찰

되었다. Pneumatic hammering 구간에서는 상대적으

로 길이가 긴 형태의 균열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암반손상대에서의 균열은 수직 시추공에서 기존 균열 

방향에 따라 균열의 재활성화가 일어났고, 수평 시추

공에서 터널의 수평방향으로 새로운 균열이 형성되었

다(Bossart et al,, 2002). 터널 굴착 후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사된 거리에 따른 균열의 빈도는 Fig. 

13(a)과 같다. 균열 빈도는 터널 벽면으로부터 멀어질

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 주변에서는 작

은 석고점들이 벽면으로부터 약 70cm 구간까지 관찰

되었다. 이들 석고점들은 터널 벽면으로부터 최대 

70cm까지 형성된 균열망을 따라 장기간에 걸친 화학

적 산화반응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터널 벽면으로

부터 70cm 이후에서는 균열의 연결성과 화학적 산화

(a) Fractures frequency (b) EDZ 

Fig. 13.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extents of EDZ in Mont terri (Bossart et al., 2002).

Table 4. EDZ extents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excavation methods in Mont terri (Bossart et al., 2002)

Excavation method Extent of EDZ (m)
Frequency of EDZ

fractures rage [m-1]
Orientation of EDZ fractures

Pneumatic hammering
ah ≈ 0.7 ≈19

Subvertical dip, parallel to tunnel wall, 

oblique to bedding

av > 1.2 not known Inclined, subparallel to bedding

Blasting

(data from 10 horeholes)

0.6 ≤ ah ≤ 1.1 1 – 7 (along ab)
Subvertical dip, parallel to tunnel wall, 

oblique to bedding 

0.3 ≤ av ≤ 1.25 4 – 15 (along av) Inclined, subparallel to bedding

Blasting

(data from 8 side nichees)

0.65 ≤ ah ≤ 0.75

0.35 ≤ bh ≤ 1.2

4 – 32 (along ah)

0 – 12 (along bh)

Subvertical dip, parallel to tunnel wall, 

oblique to bedding 

Road header
0.1 ≤ ah ≤ 0.6 1 – 9 (along ah)

Subvertical dip, parallel to tunnel wall, 

oblique to bedding 

0.3 ≤ av ≤ 0.9 2 – 8 (along av) Inclined, subparallel to b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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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되었다(Fig. 13(b)). 

Mont terri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발파 굴착의 경우, 최

대 약 1.2m 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암반손상대의 수리적 특성은 pneumatic testing과 

hydraulic cross-hole testing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Pneumatic testing은 시추공에서 질소나 공기를 주입

하여 투수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터널 주변에서 

여러 지점에서 측정된 거리에 따른 투수계수 변화는 

Fig. 14와 같다. 투수계수는 터널벽면에 가까울수록 

높게 측정되었고 약 2~4차수 의 변화를 보였다. 암반

손상대 규모는 약 1m 이내로 평가되었다. Pneumatic 

testing을 이용한 암반손상대에서의 투수량계수(trans-

missivity) 는 약 2.7×10-14m2/s로 측정되었다.

Hydraulic cross-hole testing은 시추공에 일정속도

의 물을 주입하여 투수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측

정 결과 암반손상대에서는 평균 투수량계수(2×10-13 

m2/s)보다 약 5~8차수 정도 높게 측정되었다. Hydraulic 

cross-hole testing을 이용하여 측정된 수리전도도의 

투수량계수 환산결과 2.0×10-14m2/s으로 pneumatic 

testing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암반손상대의 수

리적 영향은 터널로부터 약 1m 이내에서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1m 이후에서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GTS(Grimsel Test Site)는 1984년에 건설된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를 위한 지하연

구시설이다. Fig. 15는 GTS의 터널 배치를 보여준다

(GTS, 2017). 1996년과 1998년에 시설을 확장하여 

지질학적, 수리지질학적, 지화학적, 지구물리적, 공학

적인 목적을 두고 다양한 연구 및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GTS에서는 다양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암반손

상대 평가 기술과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위하여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다(Frieg et al., 2012). 암반손상

대 연구는 주로 발파로 굴착된 터널에서 이루어졌으

며 몇몇 기계식 굴착 지점에서도 암반손상대 연구가 

수행되었다. 기계식 굴착이 된 터널에서는 터널 주변 

암반손상대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시추공 

검층과 촬영이 이루어졌다. 각 시추공에서는 전체적

으로 약 0.24m까지 불연속면이 확인되었고, 최대 

2.0m 깊이에서 불연속면들이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Fig. 16(b)는 터널 주변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빈도 분

포를 보여준다. Fig. 17은 비디오로 촬영된 시추공 내 

상태를 보여준다. Fig. 17(a)는 시추공 입구 0.15m 지

점에서 관찰된 결과로 기존의 균열을 따라 시추공이 

주변에서 파괴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Fig. 17(b)

는 1.8m 지점에서 촬영된 시추공 상태를 보여준다.

GTS에서는 암반손상대의 수리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스위스에서 개발한 (Modular Mini-Packer 

System(MMPS) 시험을 수행하였다. MMPS를 이용

한 수리 시험은 시추공의 수압과 투수성에 따라 순간

충격시험(Pulse test), 정류량시험(Constant flow rate 

test), 정압시험(Constant pressure test), 수압회수시험

(pressure recovery test)들로 나뉘어 수행된다. Fig. 

18(a)에서처럼 수리 시험은 시추공에 패커를 삽입하

Fig. 14. Permeability changes around tunnel in Mont terri 

(Bossart et al., 2004).

Fig. 15. Layout of Grimsel Test Site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GTS, 2017).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개발을 위해 건설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암반손상대 연구 현황44

(a)  Boreholes for EDZ tests in tunnel (Frieg et al., 2012) (b) Fracture intensity (Mori and Borssart, 1997)

Fig. 16. Boreholes configuration in GTS.

(a) Borehole EDZ95.002 (depth of 0.15m) (b) Borehole EDZ95.003 (depth of 1.80m)

Fig. 17. Borehole video observation in GTS (Frieg et al., 2012).

(a) MMPS configuration (b) Hydraulic conductivity 

Fig. 18. Hydraulic test and results in GTS (Frie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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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좁은 구간에서의 투수성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반손상대의 수리적 특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MMPS는 측정할 수 있는 수리전도도의 일반적인 범

위가 10-6~10-12m/s이고, 암반 상태에 따라 사용되는 

기체나 유체에 따라 측정 범위가 다를 수 있다. Fig. 

18(b)는 수리 시험의 결과를 보여주고 터널 벽면으로

부터 멀어질수록 수리전도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리전도도는 절리와 불연속면의 영향이 큰 

EDZ95.002시추공에서 벽면에 가까울수록 높은 값이 

나타났다. 터널 벽면으로부터 수리전도도는 약 2m 이

상 구간부터 변화가 없었다. 암반손상대 규모는 약 

2m 이내에서 발생된 것으로 예상되며, 수리전도도 변

화차이가 모암에 비해 약 1~4차수 정도 증가된 것으

로 분석되었다. 

3.4 일본

일본은 2017년 기준으로 설비 용량 및 원자로 규모

가 세계 3위인 원자력 발전 대국이지만 후쿠시마 사

태 이후로 2016년 기준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2%만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IAEA CNPP- 

Japan, 2017). 일본은 원자력 발전의 의존도를 점차적

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에 소극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

영 및 건설 중인 지하연구시설을 기반으로 방사성 폐

기물 사후관리를 위한 처분장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

고 있다. 일본에서는 Mizunami와 Kamaishi mine에 

건설된 지하연구시설에서 암반손상대 연구가 수행되

었다. Mizunami URL은 지하 1000m 깊이의 연구시

설 건설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2017년 현재 

500m 심도까지 수직터널이 건설되어 있다(JAEA, 

2017). 심도 300m 지점에서 약 100m 길이의 수평터

널과 심도 500m 지점에서 약 165m 길이의 수평터널

이 건설되었다(Ishibashi et al., 2016). Mizunami 

URL은 포화된 불연속 기반암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

본의 지질학적 구조상에서 활성단층의 영향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Fig. 19는 Mizunami URL의 개

요도를 보여준다. 

(a) Fractures distribution in 500m level (b) Rock core samples 

Fig. 20. Fractures investigation in tunnel and borehole (Ishibashi et al., 2016).

Fig. 19. Layout of Mizunami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Hama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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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unami URL은 연구 단계를 조사, 건설, 운영으

로 분류하고 암반손상대 연구는 건설 및 운영 단계에

서 수행하였다. 암반손상대 연구는 지질 환경 특성 파

악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암반손상

대 규모, 수리적, 물리적 특성, 지구화학적 특성, 응력 

상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Mizunami URL은 메

인 수직 터널을 중심으로 단층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단층대 주변에는 균열과 불연속면들이 발달되어 있다

(Kawamoto, et al., 2014). Fig. 20(a)는 북쪽 방향 

500m 심도의 터널을 보여주며 암반손상대에서 발생

된 균열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사가 이

루어졌다. 터널 막장 주변의 3개의 시추공에서는 터

널로부터 약 1m 이내의 RQD 값이 평균적으로 약 

30% 낮아졌고, P파 속도는 약 10% 낮아진 것을 확인

하였다(Hasegawa, et al., 2015). 회수된 코어에서는 

Fig. 20(b)에서 보듯이 심도에 따라 균열 빈도 차이를 

알 수 있다.

Mizunami URL에서는 침수터널을 만들어 수압이 

암반거동에 미치는 영향과 물이 암반 내 침투하여 발

생하는 간극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21에서 보듯이 길이 46.5m의 침수터널에서 공동 

내에 물을 주입하고 암반변위 변화를 측정하였다. 수

압은 1.75MPa까지 수압을 상승시키면서 터널 주변 3

개의 시추공에 삽입된 관측계로부터 암반 변위 변화

를 측정하였다(Fig. 22(a)). 약 7일간 측정된 암반 변

위는 Fig. 22(b)와 같다. 시험을 수행하기 전 예상했던 

(a) Submerged tunnel entrance (JAEA, 2017) (b) Test area  (Fukata et al., 2017)

Fig. 21. Submerged tunnel in 500m level of Mizunami.

(a) Fiber-optic displacement meter (b) Displacement at tunnel wall

Fig. 22. Displacement test in submerged tunnel (Fukata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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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암반으로 침투한 물에 의해 암반이 팽창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정질 암반에 위치한 Kamaishi mine에서는 폐광

산을 지하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처분장 연구에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였다(Fig. 23). 암반손상대 연구

는 손상 규모 및 물성 변화에 대한 이해와 굴착 방법

에 따른 손상대 평가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Kamaishi mine에서는 일반 발파와 조절발파로 터

널을 굴착하고 암반손상대 평가를 위한 시험들을 수

행하였다. 심도 250m에서는 3.5×2.5m로 굴착된 터널

에서는 탄성파를 이용하여 암반 주변의 손상을 측정

하였다. 손상구간에서 탄성파 속도는 초기값에 비해 

약 60 %의 감소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손상대구간에

서 암반의 탄성계수는 약 50% 감소하였으며, P와S파 

속도는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Fig. 

24(a)). 투수계수는 최대 2차수까지 증가하였으며, 터

널벽면으로부터 1m 이상에서는 투수계수 변화가 미

미하였다(Fig. 24(b)). Kamaishi mine의 암반손상대 

규모는 최대 약 1m로 평가되었다.

3.5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총 전력생산량의 약 33%를 원자력이 

충당하고 있으며(IAEA CNPP-Finland, 2017), ON 

KALO 지하연구시설이 운영되고 있다(Fig. 25). ON 

KALO 지하연구시설은 실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처분될 처분장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2015년에는 처

분장 건설 인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020년에 처분장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Posiva, 2017). 

ONKALO에서는 암반손상대 저감을 위한 효과적

인 굴착방법에 연구 목적을 두고 암반손상대 특성 조

사를 수행하였다(Mustonen et al., 2010). 4.5x5m 터

널을 발파로 굴착하여 발파과정 중 발생된 암반 거동 

및 구조적 특징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ON 

KALO에서는 50m 길이의 터널을 발파 전후로 나누

어 발생되는 암반손상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암반손상대 규모는 평균적으로 0.3m 크기로 발생하

였으며, 발파설계를 고려하여 굴착된 터널 주변에서Fig. 23. Underground research tunnel of Kamaishi mine 

(Yoshida, 1998).

(a) P-wave velocity (Carlson, 1998) (b) Hydraulic conductivity (Matuoka, 1995)

Fig. 24. Rock properties changes in Kamaishi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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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벽면보다 바닥면에서 손상구간이 더 큰 것으로 파

악되었다. Fig. 26는 시추공 사이의 탄성파 단면 측정

을 이용하여 발파 전과 발파 후에 나타난 P파 속도를 

보여준다. 발파 전의 P파 속도는 모암이 가진 암질 상

태에 따라 변화가 나타났고, 발파 후에는 굴착 방향을 

따라 터널 벽면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손상 규

모는 0.3m 내외이며 터널 벽면에서의 P파 속도는 모

암에 비해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NKA 

LO에서는 2009년에 굴착된 터널을 2010년에 9x7m

로 확장하여 여러 현장시험들을 수행하였다. 확장된 

터널에서는 GPR을 이용한 암반손상대 조사가 실시

(a) Before blasting (b) After blasting 

Fig. 26. P-wave velocity changes using tomographic measurement (Mustonen et al., 2010).

(a) Left point (b) Middle point (c) Right point

Fig. 27. GPR measurement in ONKALO. The upper row is original tunnel, the lower row is expansion tunnel (Siren et 

al., 2015).

Fig. 25. Layout of ONKALO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Posiv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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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thods for EDZ investigations of oversea URL sites (Emsley et al., 1997; Olsson et al. 2004; Markstrom et al., 

2009; Martino and Chandler, 2004; Read, 2004; Martin et al., 2004; Reto, 2014; Frieg et al., 2012; Ishibashi et 

al., 2016; Hama et al., 2016; Fukata et al., 2017; JNC, 1998; Carlson, 1998; Mustonen et al., 2010)

URL site Investigations 

ASPO

- Borehole core logging

- Excavation surface mapping

- Resin injection

- AE(Acoustic emission)

- GPR(Ground Penetrating radar)

- Hydro monitoring system

- Convergence measurement

- Multiple point borehole  extensometers

- BTV(Borehole TeleViewer)

- BIPS(Borehole Image  Processing System)

- Temperature

- Borehole jack test

- Seismic tomography surveys

- Borehole radar measurement

- Overcoring

- Permeability measurement

- Blasting vibration

- Cross-hole seismic measurement

- Down-hole seismic measurement

- P and S wave logging Borehole impedance 

measurement

URL

- AE

- Thermistors

- Thermocouples

- Convergence pins

- Extensometers

- Piezometers

- Heater test

- Seismic tomography

- Seismic refraction

- Hydraulic transmissivity 

- Core observation

- Borehole camera

Mont terri

- Drillcore logging

- Ultrasonic interval velocity test

- OPTV(OPtical TeleViewer) logging

- Resin injection

- Fracture propagation  experiments

- Geodetic measurements

- Laser scanning measurements

- Convergence measurements

- Pressure cells

- Resistivity/Geo-electrical test

- Geological mapping

- Seismic refraction tomography

- Tunnel displacement  monitoring

- Extensometer measurements

- Deflectometer measurements

- borehole stressmeters

- AE

- Pore pressure measurements

- strain measurements

- Pneumatic testing

- Hydraulic testing

GTS

- Geological tunnel mapping

- Seismic refraction 

- In situ stress measurements

- Drilling boreholes

- Core logging

- Fracture mapping

- AE

- Fracture observation

- Borehole video

- Hydraulic testing 

Mizunami URL

- Geological tunnel surface  mapping

- Borehole investigation

- Core recovery rate

- Borehole Television

- Geophysical logging

- Inflow rate measurement

- fracture investigation

- Scan-line investigation

- Hydraulic packer test

- Borehole tomography

- Seismic velocity

- AE

- Reflection imaging

- Hydraulic testing 

Kamaishi mine

- Fracture mapping

- Strain measurement

- Water pressure monitoring

- Borehole Television

- Core logging

- Laser investigation

- AE

- P and S wave logging

- Hydraulic conductivity

- Accelerometer

- Borehole jack test

- Seismic refraction

ONKALO

- Optical imaging

- Electrical resistivity

- Single point resistance 

- Natural gamma radiation

- Gamma-gamma density

- Magnetic susceptibility

- Full wave sonic

- Borehole radar

- Acoustic televiewer imaging

- Geological logging

- Flow log measurement

- Water loss measurement

- Tunnel mapping

- GPR

- Tomographic measurement

- Reflection measurement

- Laser scanning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개발을 위해 건설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암반손상대 연구 현황50

되었으며 측정 지점은 기존 터널과 같다. 바닥면에서 

측정된 결과는 확장된 터널 바닥의 약 0.4m 부근에서 

절리가 나타났다(Fig. 27). 이는 기존 터널의 재발파

로 발생된 절리가 아닌 터널 확장에 따른 응력변화로 

인한 절리 발생으로 예상하였다. 기존 터널과 확장된 

터널과의 손상 규모는 약 0.3m 내외로 큰 변화가 없

었다. ONKALO에서 측정된 수리 물성은 터널로부터 

약 0.1~0.2m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며 암반손상

대에서의 투수계수는 모암에 비해 약 2차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해외 지하연구시설의 암반손상대 평가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지하연구시설

에서는 암반손상대의 평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

행되었다. Table 5는 암반손상대의 규모 및 암반거동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 열적, 수리

적, 역학적, 지구물리적 조사기법들이 보여준다. 암반

손상대 평가에는 지구물리적 평가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물리평가기법은 암반손

상대 발생 전 암반상태와 발생 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암반 절삭을 통한 

균열 조사는 시추공 조사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

확한 육안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였다. 여러가

지 측정법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면 암반손상대 평

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연

구시설에서 측정된 암반손상대의 규모는 굴착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Table 6). 결정질암에서는 최대 

2.0m 이내에서 발생하였고, 점토암에서는 최대 1.5m 

이내로 나타났다. 암반손상대는 터널 주변에서 불규

칙한 규모를 갖으며, 굴착 방법, 암질상태, 지질학적 

Table 6. EDZ extents of oversea URL (modified from Backblom, 2008)

Country Experiment site EDZ extent (m) Depth (m) Rock type

Sweden

ASPO-Assess tunnel
1.7 (normal blast)

1.0 (smooth blast)
80 Crystalline rock

ASPO-ZEDEX

0.03 (mechanical method)

0.3 (wall)

0.8 (floor)

420 Crystalline rock

ASPO-TASQ 0.3 450 Crystalline rock

ASPO-TASS 0.25 450 Crystalline rock

Stripa < 0.8 340 Granite

Canada

URL-Room 2009 0.3 (floor) 240

Granite
URL-Mine by tuunel 0.2 ~ 0.3 420

URL-Tunnel sealing < 1.0 420

URL-Blast damage assessment < 0.6 240

Finland ONKALO 0.3 500 Granite

Switzerland
Mont terri 0.2 ~ 1.5 400 Opalinus clay

GTS < 2.0 450  Granodiorite

Japan

Mizunami 1.0 500 Granite

Kamaishi mine 1.0 250 Granite

Tono mine 0.8 135 Sedimentary

France
Meuse/Haute-Marne 1.0 490 Argillaceous

Tournemire < 1.0 250 Clay

Belgium Hades-URF 0.6 ~ 1.0 230 Clastic clay

Germany Asse URL 1.5 800 Salt

Korea KURT 0.6 ~ 1.5 100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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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굴착방법에서는 기계식 굴착보다 발파

가 암반손상대 영향에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발파 시 바닥면에서는 터널의 다른 부분보다 상대

적으로 과장약 되기 때문에 손상 규모가 크게 발생하

였다. 암반손상대 규모는 일반발파보다 조절발파에서 

작게 발생하기 때문에 발파 설계에 따라 조절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파를 이용한 터널 굴착은 기존 

균열의 확장 및 새로운 균열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지질 조건 및 암반 상태에 따라 발파 방법이 선

택되어져야 한다. 암반손상대의 발생은 발파 충격으

로 인한 구조적 손상뿐만 아니라 응력재분포와 현지

응력 조건에 따라 국부적 파괴가 나타난다. 따라서 고

준위 처분장이 위치하는 고심도에서는 암반손상대의 

응력재분포와 현지응력의 영향을 반드시 처분장 설계

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암반손상대에서의 물성변화는 Fig. 24에서처럼 비

선형적 변화를 갖는다. 이는 터널 벽면에 가까울수록 

초기 물성과의 변화 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성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암반손상대의 역학적 변화는 

Table 7에서 보듯이 변형 계수 측정을 통해 확인되었

다. 현장시험을 통해 측정된 변형 계수 변화는 모암이 

비해 암반손상대에서 약 20 ~ 80% 물성감소가 일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장 시험법들을 통

해 얻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암석 코어 조사 및 실내 

실험 결과와 함께 분석하여 암반손상대 영향 및 특성

을 이해하는데 활용되어져야 한다. 지하연구시설에서 

측정된 암반손상대의 수리적 물성은 기존 절리 분포 

및 균열 발생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하연구시설에서는 지질학적 조건과 암반

손상대 규모에 따라 수리전도도가 모암보다 약 1~3차

수 큰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URL에서는 수리전도

도가 국부적으로 최대 7차수까지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Martino and Chandler, 2004). 처분장에서는 

지하수 유동 영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터

널 주변에서 발생되는 암반손상대의 연속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수리적 물성 변화로 인한 지

하수 유입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암반손상대

의 역학적 및 수리적 변화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서의 온도, 산화작용 등에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처분

장의 안전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제시한 해외의 암반손상대 특성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추후 계획되는 국내 지

하연구시설에서 암반손상대 연구의 공학적 기초자료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준위 처분장 건설을 목적으로 운

영 중인 세계 각국의 주요 지하연구시설의 현황과 암

반손상대 평가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를 조사하였다. 

결정질암과 점토암에 건설된 대부분의 지하연구시설

에서는 암반손상대에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연구시설에서는 지질학

적 조건, 암반 상태, 굴착 방법, 현지 응력 및 지하수 

영향을 고려하여 현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암반손상

대 평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여러 나라들에서

는 시추공 검층 및 촬영, 암반 관찰, 암반 절삭 등의 

시각적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암반손상대의 규모와 

구조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각적 

Table 7. Deformation modulus in undamaged and damaged rocks measured at each site (modified from Kim, 2014)

Experiment site Undamaged rock (GPa) Damaged rock (GPa) Difference (%) Reference

URL (Canada) 80 65 19 Collins and Young (2003)

Tono mine (Japan) 1.5 0.4 73 Sato et al., (2000)

Kamaishi mine (Japan) 2.0 1.0 50 Horita et al.,(1995)

Kiirunavara mine (Sweden) 85 31 64 Malmgren et al., (2007)

Aspo (Sweden) 60 10.5 82 Bauer et al., (1996)

KURT (Korea) 54.2 27.1 50 Kwon and Cho (2008)

KURT (Korea) 15 8 47 Kim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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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이외에도 암반 변형 계측, 투수 시험, 지구

물리 조사 등 여러 평가 방법들을 적용하여 암반손상 

의해 발생하는 암반의 열적, 물리적, 수리적, 역학적, 

화학적 변화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다양한 평가 방법

들을 사용하여 암반손상대를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신

뢰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확보 및 처분관련 기술 개

발을 위한 지하연구시설의 확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암반손상

대 평가 기술 확보와 자료 구축을 위한 연구들이 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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