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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폐기물 처분용기 내진 해석 모델 개발

최영철*, 윤찬훈, 김현아, 최희주

Development of an Earthquake-Resistant Model for 
a High-Level Waste Disposal Canister

Young-Chul Choi*, Chan-Hoon Yoon, Hyun-Ah Kim, Heui-Joo Choi

Abstract In the underground 500 m depth, the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ystem is made by boring the 
tunnel in the base rock and putting the high level waste disposal canister that is the surrounding form with the 
buffer material. According to the many statistics, it is the tendency that the earthquake increases in the Korean 
peninsula every year. In case that the earthquake is generated, the disposal canister in the rock mass can be broken 
due to the shearing force in the underground. Furthermore, a major environmental problems can be caused by the 
radioactive harmful substances. In this study, the earthquake-proof type buffer material was developed with the 
protection method safely on the earthquake. The main parameter having an effect on the earthquake-resistant 
performance was analyzed and the earthquake-proof type buffer material was designed. The shear analysis model 
was developed and the performance of the earthquake-proof type buffer material was evaluated by using ABAQ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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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스템은 지하 500 m 심도에서 암반에 터널을 뚫어 고준위폐기물 처분용기를 

넣고 주위를 완충재로 매우는 형태이다. 많은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매년 지진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하에서 발생된 전단력에 의해 처분용기가 손상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방사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큰 환경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진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진형 완충재를 개발하였다. 내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를 분석하여 내진형 완충재를 설계하였고, 
ABAQUS를 이용하여 전단해석모델을 개발하여 내진형 완충재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핵심어 처분용기, 내진, 완충재, 전단해석

1. 서 론

한반도 연평균 지진발생 건수는 1978년 기상대 관측 

이후 1980년대 15.38회에서 2000년대에는 44.9회로 크

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30년간 한반도 연평균 지

진 횟수가 3배 가까이 늘어 난 것이다[강익범, 2013]. 

이러한 지진 등에 의해 지각변동 및 단층활동에 의해 

Fig. 1과 같이 고준위폐기물 처분용기에 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극한 환경에 대한 처분용기 안전성 연

구가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이미 지진으로 인한 전단응

력이 처분용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실 규모의 연

구와[Rodney S. Read, 2011], ABAQUS 모델링을 통

해 지진에 의한 처분용기의 손상 평가를 수행하기도 하

였다[Jan Hernelind, 2014].
일본일 경우 지진 및 단층활동에 의해 최대 1 m의 전

단변위가 생기고, 이때 최대 전단속도가 1 m/sec 되는 

것이 보고된바 있다[Morimasa NAITO 외, 2009]. 지진

에 의한 처분용기의 파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분용기

를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처분공간 및 

재료의 한계 때문에 처분용기의 설계 변경이 어려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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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posal system damaged by a fault movement or 
earthquake

(a) (b)

Fig. 2. (a) 1/20 scale down model for a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ition system, (b) the picture of an experiment 
setup

(a) (b)

Fig. 3. Shear experiment for 1/20 scale down model. (a) Picture of the compression experiment, (b) Buffer after the shear 
experiment

정이다. 이러한 극한환경에서 처분용기를 안전하게 유

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완충재를 잘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때 방사성 폐기물 내의 

오염 물질을 외부환경과 차단하기 위하여 점토 또는 점

토를 기본으로 한 물질이 사용된다. 여러 점토 물질 중 

벤토나이트는 투수성이 매우 낮고, 여러 방사성 핵종에 

대한 흡착력이 비교적 우수하기 때문에 벤토나이트를 

완충재로 사용한다[이재완 외, 2009]. 본 논문에서는 지

진발생시 처분용기를 지진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내진

형 완충재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전단해석용 모델 개발

내진형 완충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

에서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해야하고, 실규모 실험을 수

행해야하므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

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전단해석용 모델을 개발하여 내

진형 완충재의 내진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1/20 
축소 전단모형 실험을 통해 개발된 해석 모델을 검증하

여 내진 주요 성능인자를 분석한다.

2.1 1/20축소 전단모형 실험

Fig. 2는 1/20 축소 전단모형에 대한 검증시험 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총 3개월 동안 물을 공급하여 완충재가 

완전포화상태를 이루도록 하여 Fig. 3과 같이 전단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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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uctural mass matrix
 = Structural damping matrix
 = Structural stiffness matrix

 = Nodal acceleration vector

Fig. 4. The result of the shear experiment

을 수행하였다. Fig. 3(a)는 전단실험장치사진을 보여주

고 있고, Fig. 3(b)는 전단실험 후 완충재 사진을 보여주

고 있다.
같은 실험을 총 3번 수행하여 전단거리에 대한 전단

힘 결과 그래프를 Fig. 4에서 보여주고 있다. 전단변위

가 약 1 mm까지는 선형(linear)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탄성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1 mm 이후에서는 작은 힘

에 대해서도 큰 변위가 생기기 때문에 소성영역으로 볼 

수 있다.

2.2 응력-변형률 관계식

해석을 위한 선형탄성 재료에 대하여 응력과 변형률

의 관계는 식 (1)～식 (6)과 같다.

  

    (1)

  

    (2)

  

    (3)

 


  (4)

 


  (5)

 


  (6)

여기에서, E는 재료의 탄성계수(Young’s modulus), 
는 포와송비(Poisson’s ratio)이며, 이 값들은 실험을 통

해 얻어진 상수 값들이다.
















 












       
       
       
      
      
      
















(7)

식 (1)～식 (6)들을 유한요소해석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형대수(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식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 행렬식의 역은 다음 식 (8)과 같다.







































  










  

   


 

    




     


















(8)

식 (8)에서 E와 는 상수이므로 임의 점에서 변형률

을 구하면 그 점에서의 응력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식 

(8)은 일반적으로 간단히 축약하여 다음과 같은 식(9)으
로 나타낸다.



 


 (9)

여기서, 

와


는 응력과 변형률 벡터를 나타내고, 

[D]는 탄성행렬(Elasticity Matrix)이다.

2.3 지배방정식

해석을 위한 시간(t)에 따른 적용된 하중을 이용하여 

감쇄(Damping)가 있는 상태의 과도해석(Transient An-
alysis)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지배방정식은 식 (10)과 같이 쓸 수 있으며,

  (10)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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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al velocity vector

 = Nodal displacement vector
  = Applied load vector

max  (11)

식 (11)에서, 

max = Maximum displacement

 = Square root of -1
 = Imposed circular frequency (radians/sec) 

= 
 = Imposed frequency (cycles/sec)
 = Time (sec)
 = Displacement phase shift (radians)

2.4 수치해석을 위한 적분방법

식 (10)의 지배방정식을 이용하여 변위, 속도 또는 가

속도와 같은 해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시간(Time)에 대

하여 적분(Integration)하는 방법에 따라 음적법(Implicit)
과 양적법(Explicit)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해석에서는 

해석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역 행렬(Matrix)이 필요 없

는 상태의 빠른 해석결과를 위한 양적법의 적분 연산을 

하였으나, 음적법의 시간적분 이론을 다음과 같이 서술

한다.

2.4.1 음적법을 이용한 시간적분(Implicit Time Integration)
일반적으로 음적법은 Standard Newmark Method을 

이용하며 평균가속도가 일정한 가정을 적용하여 시간 

  에서 지배방정식을 계산한다.

          (12)

따라서 위의 식 (12)에 대해 속도 및 가속도에 관한 

방정식은 아래 식 (13) 및 식 (14)과 같이 나타내고

   

    

 
  (13)

   
 

  

     (14)

위의 속도 및 가속도를 지배방정식에 대입하여 시간 

  의 미지수인 변위를 풀기 위하여






   

 











와 같은 형태로 풀 수 있다.

2.4.2 양적법을 이용한 시간적분(Explicit Time Integration)
양적법은 변위의 선형적 변화를 가정한 Central Dif-

ference Method이며 식 (2-15)의 지배방정식을 시간 

에서 구한다.

  (15)

식 (15)에 대해 속도 및 가속도 방정식은 아래 식 (16) 
및 식 (17)과 같이 나타내고

 

        (16)

 


       (17)

위의 속도 및 가속도를 이용하여 시간   의 미지의 

변수(Unknown Displacement)를 풀기 위해 음적법과 

비교할 경우 아래와 같다.






  










  

3. 1/20 축소 전단해석 모델링

ABAQUS 프로그램은 유한요소법을 사용하고 3차원 

해석이 가능하며, 각종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

즘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적당

한 기하학적 모델과 재료 모델 그리고 경계 및 초기조

건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는 ABAQ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벤토나이트 완충재

가 포함된 KENTEX 장치에서의 T-H-M 연동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박정화 외, 2006]. 이외에도 지하처분연

구시설에서 수행된 시추공히터시험 결과를 이용한 암

반 내 온도분포 해석에도 적용되어 그 적정성을 확인한 

바 있다[윤찬훈 외, 2013].
앞서 실험한 1/20 축소전단 실험에 대한 ABAQ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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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alytic results on the elastic region

Fig. 5. ABAQUS analytic model for 1/20 scale down model Fig. 7. Analytic results on the plastic region

Fig. 8. Comparison the experimental result and the analytic 
result

해석 모델링을 Fig. 5와 같이 개발하였다. 이때 유한요

소모델의 노드(node)수는 43,680개이며, 요소(element) 
수는 40,448개이다. 완충재인 벤토나이트 재료의 밀도

는 2,000 kg/m3, 탄성계수는 150.2 MPa, 그리고 프와

송비(elastic Poisson’s ratio)는 0.25의 재료 물성치를 

사용하였다.
Fig. 4의 전단 압축 실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약 1 

mm 이하에서는 선형성을 보이는 탄성영역이고, 그 이

후에는 소성영역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해

석모델링을 검증하였다.
Fig. 6은 탄성영역에서 실험과 해석결과를 비교한 그

래프이다. 이때 점선은 실험치를 나타내고 실선은 해석

결과를 의미한다. 선형성에 해당하는 기울기는 완충재

의 탄성계수와 관계되어 있다. 즉 탄성계수가 크면 기

울기가 커지며, 반대로 탄성계수가 작으면 기울기가 작

아지게 된다. 실험으로 구한 탄성계수인 150.2 MPa를 

넣어서 해석한 결과가 Fig. 6의 녹색선으로 나타났으며, 
기울기가 실험치에 비해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
석 모델링을 교정하기 위하여 탄성계수를 2배, 3배 크

게 한 결과, 실험으로 구한 탄성계수의 3배를 넣었을 경

우 실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포화된 완충재

의 탄성계수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실험으로 구한 탄성계수를 잘못 예측된 것으로 추정되

며, 실제 해석에는 탄성계수 450.6 MPa로 대입하여 해

석을 수행하였다.
소성영역에서 사용되는 해석모델 중 Drucker Prager 

모델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한 해석결과를 

Fig. 7에서 보여주고 있다. 전단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

듯이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힘이 약 13 kN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 중 마찰계수가 0.1일 때 가장 실험결과

와 근접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험결과와 맞는 전

단해석모델을 Fig. 8과 같이 개발할 수 있었다.
Fig. 8의 전단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지진이 발생하였

을 경우, 즉 전단이 발생하였을 경우 완충재 및 처분용

기의 동적거동을 분석하였다. Fig. 9는 완충재 내부에 

있는 캐니스터(canister)가 받는 Von-mises응력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Von-mises 응력은 항복응력과 관계되

어 있기 때문에 이 응력이 높은 곳에서 파손이 큰 가능

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에 사용된 캐니스터는 

길이에 비해 짧기 때문에 Fig. 9와 같이 양쪽 끝단 부위

에서 Von-mises 응력이 최대임을 알 수 있었다. Fig. 10
은 전단이 발생할 경우 완충재가 캐니스터에 가하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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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nalytic results during shear displacement.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on the canister

Fig. 10. Analytic results during shear displacement. The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canister

Fig. 11. Analytic results during shear displacement. The strain 
distribution on the canister

(a)

(b)

Fig. 12. Analytic results during shear displacement. The strain 
distribution on the buffer (a) cross section (b) 
external form

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Von-mises 응력과 같이 양쪽 

끝단 부위에서 큰 응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캐니스터의 중심에서 끝단 중간 부위에 큰 압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캐니스터의 

경우 SUS304로써 강도가 매우 클 뿐만아니라, 단면에 

비해 길이가 짧기 때문에 Fig. 11과 같이 변형이 생기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2는 전단이 발생하였을 

경우 완충재의 변형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외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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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3. Protecting method against an earthquake. (a) Reducing 
force for a disposal canister. (b) dispersing pressure 
of a disposal canister, (c) Shifting a equivalent force

(a) (b) (c)

Fig. 14. Main parameters for an earthquake-resistant buffer. 
(a) size, (b) density, (c) stiffness

(a) (b)

(c) (d)

Fig. 15. ABAQUS analytic model (a) buffer size is double, 
(b) the density of the half buffer is double, (c) 
buffer by putting the half density buffer between 
the buffer and rock, (d) the stiffness of the buffer 
is double

봤을 때는 전단면에서만 큰 변형률이 발생하지만, 단면

으로 관찰하였을 경우 X형태로 변형률이 발생하였다.

4. 내진형 완충재 주요인자 도출

지진에 의한 암반 절리가 발생할 경우 고방사성 폐기

물 처분용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진

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처분용기를 

내진 성능이 좋도록 설계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재료 

및 처분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암반과 처분용기 사이에 있는 완

충재의 설계를 변경하여 내진형 완충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암반 절리가 발생하고, 암반

의 전단힘이 완충재를 통하여 처분용기에 전달되게 된

다. 이때 Fig. 13과 같이 처분용기에 전달되는 힘을 분

산 시키거나 줄일 수 있도록 완충재를 설계한다면 지진

이 발생하더라도 처분용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Fig. 13(a)와 같이 같은 지진이 발생하더라도(외

력이 같더라도) 완충재에 의해 처분용기가 받는 힘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Fig. 13(b)와 

같이 처분용기가 받는 힘의 면적을 줄여서 처분용기에

서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Fig. 
13(c)와 같이 등가힘을 중심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모멘

트 힘을 줄여 처분용기의 휨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즉, 내진형 완충재 설계는 처분용기가 받는 압력(힘) 분
포를 디자인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처분용기가 

받는 압력분포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즉 내진형 완충재

가 되기 위해서는 Fig. 14와 같이 완충재의 크기 변화, 
밀도 변화, 강도변화를 줌으로써 처분용기가 받는 압력

분포를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주요인자를 통하여 Fig. 15와 Fig. 16과 

같이 ABAQUS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처분용기가 받는 

압력분포를 계산하였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완충재의 주요인자에 따라 처분

용기가 받는 압력분포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주요인자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완충재

를 잘 설계를 한다면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처분용기가 

안전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Table 1은 지진발생시 완충재의 주요인자에 따른 해

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ASE 1인 완충재의 크기를 

2배로 하였을 경우 처분용기가 받는 최대압력이 3 MPa
로 가장 작지만, 실제 지하 처분시스템에서 조밀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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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6.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canister. (a) buffer size 
is double, (b) the density of the half buffer is 
double, (c) buffer by putting the half density buffer 
between the buffer and rock, (d) the stiffness of the 
buffer is double

Table 1. Analytic results for main earthquake-resistant parameters

Case
Max. 

pressure 
(Mpa)

Movement of 
equivalence force 

(mm)

Rotating 
angle

(°)

Conventional buffer 14.3 0 8.96

CASE 1 (Size) 3.0 8 0.57

CASE 2 (Density) 15.2 1 9.55 

CASE 3 (Denstiy) 12.0 2 6.54

CASE 4 (Stiffness) 14.7 2 4.44

외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완충재의 밀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CASE 3은 밀도가 작은 완충재를 

처분용기 주위에만 배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압력

이 12 MPa로 16%나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밀도가 작은 완충재는 일반 완충재 두께의 5%로 하였

다. 두께를 얇게 한 이유는 완충재의 고유 기능을 유지

하기 위함이다. 실험결과는 일반 완충재와 암반 혹은 

일반 완충재와 처분용기 사이에 밀도가 작은 완충재를 

넣음으로써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처분용기를 보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밀도가 다른 완충재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내진에 강한 완충재를 개발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준위폐기물 

처분용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

하였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암반 전리가 발생하고, 암
반의 전단힘이 완충재를 통하여 처분용기에 전달되게 

된다. 따라서, 처분용기에 전달되는 힘을 분산 시키거나 

줄일 수 있는 “내진형 완충재”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아

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1/20 축소 모형에 대해 실험을 

수행한 후 전단 해석 모델링을 개발하였다. 해석 모델

링을 통해 내진형 완충재의 주요인자는 완충재의 크기, 
밀도, 강도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밀도가 작은 완충재

를 암반과 일반 완충재 사이에 얇게 넣을 경우, 완충재

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내진성능이 좋아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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