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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2005년 경상북도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의 

최종 후보로 확정되었고 2008년 경주시 양북면에 방폐물처분

장의 1단계 시설의 건설이 착수되어 2014년 말에 완공되었다

(KORAD, 2018). 현재 경주 방폐물 처분장에는 사일로 타입의 

1단계 동굴처분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2단계 표층처분시설

의 건설이 조만간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가 결정되어 연료봉 반출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은 사용

후핵연료를 빼내고, 원자력 발전소 내부의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한 후에 구조물을 철거한 뒤 땅을 복원하는 긴 과정을 거

쳐야 하므로 1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부의 

탈핵 정책 추진으로 향후 중저준위 방폐물의 증가가 예상되어 

방폐물처분장의 추가적인 확충을 위해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

의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경주 방폐물 처분장은 내외부의 발

생가능한 다양한 재난.재해 요인에 대해서도 건설 및 운영기

간 동안 안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폐쇄후에도 장기 안전성이 충

분히 확보되어야 한다(KINS, 2011). 특히 2016년과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여 인

근 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경주 방폐물 처분

장의 내진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본 논문에서는 경주 방폐물 처분장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위한 유한요소 모델링과 해석에 대한 내

용을 다루고 있다. 동굴처분시설의 주변 지반체의 공학적 물

성치 현황 및 조사자료, 사일로 타입 동굴처분시설의 공학적 

방벽 주요 특성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수집한 지반

조사자료 및 사일로 동굴처분시설의 기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수립한 사일로 동굴처분시설 및 주변 지반체의 유한요소 

모델링 결과를 제시하였다. 2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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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유한요소 모델링은 SMAP-3D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Comtec Research, 2019; Kim, 2013). 사일로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동굴의 주변 지반체 측압계수 변화에 따른 유한요소해석

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는 향후 사일로 

동굴처분시설의 구조거동해석 및 내진해석 등의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동굴 

2.1 사일로 구조

경주 방폐물 처분장의 지하시설은 사일로, 건설동굴, 운영

동굴, 연결동굴, 하역동굴, 수직출입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KORAD, 2018). 사일로는 중저

준위 방폐물 10만 드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모두 6개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해수면에서 –80m~–130m에 걸쳐 

위치한다(Fig. 2 참조)(Park et al., 2009).

사일로 형식의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동굴은 방폐물 처분 드

럼이 저장되는 원통형의 하부(직경 23.6m, 높이 36m)와 폐쇄 

후에 잡석으로 채워지는 공간인 돔형의 상부(직경 30m, 높이 

17.4m)의 2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KINS, 2011)(Fig. 3 참조).

2.2 사일로 주변 지반체 물성치

지반조사결과 사일로 주변 지반체의 평균 수평응력과 수직

응력의 비를 나타내는 측압계수값(K0)은 1.17~1.92 사이의 값

을 보여주고 있다(Shin and Lee,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압계수값을 0.5, 1.0, 2.0의 3가지 경우에 대해 검토하였다. 

사일로 주변 지반체의 재료특성값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

다(Kim et al., 2011; Park et al., 2012).

2.3 지반체 재료의 구성 모델

본 연구의 유한요소해석에서는 지반체 재료의 구성 모델로

서 Generalized Hoek and Brown(Hoek and Brown, 1984; Kim 

et al., 1987)을 사용하였다. Generalized Hoek and Brown Model

의 파괴표면(failure surface)은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식 (1)에서   는 각각 응력불변치(stress invariant)로 아

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a)




∙ (1b)

 



 (1c)

  (1d)

Fig. 1  Layout of gyeongju LILW in korea

Fig. 2  Side view of LILW facilities

Fig. 3  Concept of silo type underground disposal opening after closure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geomaterials

Ground Layer

Unit 

weight

(t/m3)

Young’s 

modulus

(t/m2)

Poisson’

s ratio

Internal Friction 

Angle

(Degree)

Weathered Soil 1.90 0.126×106 0.33 30°

Weathering Rock 2.10 0.349×106 0.30 38°

Rock 2.69 8.420×106 0.2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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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a)~(1e)에서 는 전응력텐서(total stress tensor)를 의

미하고, 는 편차응력(deviatoric stress tensor)를 나타낸다. 

식 (1)에서 함수 는 8면체 평면에 투영된 항복표면의 

형상을 나타낸다. 지반체 재료의 구성모델에 대한 보다 자세

한 내용은 Kim 등(1987) 및 Kim과 Kim(2000)에서 볼 수 있다.

3. 처분동굴의 유한요소해석

3.1 유한요소모델링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에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로

서 모두 6개의 사일로 처분동굴이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처분동굴 만을 고려하여 모델링하였다. 

처분동굴의 굴착으로 인한 주변 지반체의 응력이완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하여 해석영역은 수평방향으로는 처분동굴 직경의 

10배까지 고려하였으며, 수직방향으로는 지표면부터 사일로 

바닥에서 사일로 높이의 5배까지로 설정하였다. 축대칭요소를 

사용하여 사일로 처분동굴의 굴착전 전체 유한요소모델을 Fig. 

4(a)에 나타내었고, 처분동굴 주변 유한요소모델을 Fig. 4(b)에 

나타내었다.

사일로 처분동굴의 굴착전 전체 해석영역의 Rendering 모

델은 Fig. 5(a)에 나타내었으며, 처분동굴 주변 유한요소모델

의 Rendering 모델은 Fig. 5(b)에 나타내었다.

사일로 처분동굴의 굴착후 3차원 해석모델은 Fig. 6에 나타

내었다.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 해석영역의 크기는 Fig. 4(a)와 

동일하며, 대칭성을 고려하여 두께방향으로는 처분동굴 직경

의 10배까지 모델링하였다. 해석모델의 경계조건은 측면 및 

하부면은 롤러조건을 적용하였다. 굴착후 사일로 구조의 3차

원 유한요소모델은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다.

실제 사일로 처분동굴의 건설과정에서 사일로는 단계별로 

굴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일로 전체를 한꺼번에 굴착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지반의 측압계수 변화에 따른 사일로 

주변 지반체의 응력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사일로의 라이너구

조체 및 쇼크리트는 지반체와 일체로 가정하여 모델링하였다.

사일로의 굴착후 주변 지반체에서의 변위 및 응력을 검토하

기 위하여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요 위치를 설정하였다.

(a) Total Model (b) Close-up model

Fig. 4  2-D axial symmetric finite element model before excavation

(a) 2-D total model after excavation

(b) 2-D close-up model before excavation

Fig. 5  2-D finite element rendering model

Fig. 6  3-D Finite element model after excavation



사일로 구조형식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동굴의 유한요소 해석

342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4권 제5호(2021.10)

3.2 수치해석결과 

2차원 축대칭 유한요소해석과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여 Fig. 8에 제시된 주요 위치에서 변위값을 비교하였으며 

모든 위치에서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Table 2 참조). 

따라서 2차원 해석모델과 3차원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일로 주변 지반체의 측압계수 변화에 따른 사일로 굴착후 

변형 형상을 Fig. 9에 나타내었다. Ko=0.5와 1.0에서는 사일로 바

닥면의 중심에서 수직변위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Ko=2.0에

서는 사일로의 벽면의 중앙부에서 수평변위값이 가장 크게 나

타났다.

사일로 주변 지반체의 측압계수 변화에 따른 사일로 굴착후 

주응력분포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Fig. 8에 제시된 

주요 위치에서 굴착후 평균 압력과 편차응력 사이의 관계를 

Figs. 11~13에 나타내었다. Ko=1.0의 경우 C5(돔과 벽체가 만

나는 지점의 수평방향 Line)와 D6(벽체 중앙지점의 수평방향 

Line)에서 평균 압력과 편차응력 사이의 관계값이 Mohr-Coulomb 

인장모드에 근접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Fig. 12(a) 참조). 

Ko=2.0의 경우 C5(돔과 벽체가 만나는 지점의 수평방향 Line)

에서 평균 압력과 편차응력 사이의 관계값은 Mohr-Coulomb 

인장모드를 넘어 압축모드에 근접하였으며, D6(벽체 중앙지

점의 수평방향 Line)에서 평균 압력과 편차응력 사이의 관계

값은 Mohr-Coulomb 인장모드에 근접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Fig. 13 참조). 따라서 Ko=2.0의 경우 이들 위치에서는 지반체

의 파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 Full model

(b) Half model

Fig. 7  3-D model for silo after excavation

Fig. 8  Key location for displacements and stresses

Table 2  Comparison of displacements at key locations between 

2-D and 3-D analyses

Locations

(Node)

Displacement 

(mm)
Ko= 0.5 Ko= 1.0 Ko= 2.0

A(36)

Radial 0.0 0.0 0.0

Vertical
-0.489

(-0.485)

-0.379

(-0.375)

-0.158

(-0.153)

B(46)

Radial
-0.078

(-0.076)

-0.234

(-0.230)

-0.547

(-0.538)

Vertical
-0.321

(-0.318)

-0.235

(-0.234)

-0.064

(-0.064)

C(85)

Radial
-0.209

(-0.208)

-0.542

(-0.540)

-1.208

(-1.205)

Vertical
0.286

(0.284)

0.285

(0.284)

0.283

(0.283)

D(167)

Radial
-0.319

(-0.318)

-0.652

(-0.651)

-1.320

(-1.316)

Vertical
0.087

(0.087)

0.070

(0.070)

0.037

(0.038)

E(191)

Radial
-0.067

(-0.067)

-0.191

(-0.191)

-0.439

(-0.438)

Vertical
0.282

(0.281)

0.206

(0.206)

0.054

(0.055)

F(107)

Radial 0.0 0.0 0.0

Vertical
0.850

(0.848)

0.786

(0.785)

0.659

(0.658)

Note: 3-D analysis results are 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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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0=0.5 (b) K0=1.0 (c) K0=2.0

Note: Displacements are 5000 times magnified

Fig. 9  Deformed shape after excavation

(a) K0=0.5 (b) K0=1.0 (c) K0=2.0

Fig. 10  Major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after excavation

(a) Line C5 (b) Line D6

Fig. 11  Stress state along the line line C5 and D6(Ko=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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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사일로 형식의 

지하 처분동굴의 주변 지반체의 거동변화 및 응력분포를 파악

하고자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처분시설 주변 지반체 측압계

수의 변화에 따른 사일로 처분동굴의 굴착후 2차원 축대칭 유

한요소해석 결과와 3차원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비교해 본 결

과 모든 위치에서 변위값은 거의 일치하여 해석모델의 신뢰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Ko=1.0의 경우 돔과 벽체가 만나는 지점의 수평방향 Line

과 벽체 중앙지점의 수평방향 Line에서 평균 압력과 편차응력 

사이의 관계값은 Mohr-Coulomb 인장모드에 근접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Ko=2.0의 경우 돔과 벽체가 만나는 지점의 수평

방향 Line에서 평균 압력과 편차응력 사이의 관계값은 Mohr- 

Coulomb 인장모드를 넘어 압축모드에 근접하였으며, 벽체 중

앙지점의 수평방향 Line에서 평균 압력과 편차응력 사이의 관계

값은 Mohr-Coulomb 인장모드에 근접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는 향후 사일로 동굴처분시설

의 구조거동해석 및 내진해석 등의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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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e C5 (b) Line D6

Fig. 12  Stress state along the line line C5 and D6(Ko=1.0)

(a) Line C5 (b) Line D6

Fig. 13  Stress state along the line line C5 and D6(K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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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사일로 형식 지하동굴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일로의 벽체부분

은 지름 25m의 원형구조이고, 높이는 35m이다. 사일로의 천장부분은 지름 30m의 돔 형식이고, 높이 17.4m의 규모이다. 사일로는 해

수면으로부터 –80m에서 –130m에 위치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1단계 시설로 6개의 사일로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사일로에 대해서 고려하였다. SMAP-3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차원 축대칭 유한요소모델과 3차원 유한요소모델

을 생성하였다. Generalized Hoek and Brown Model이 수치해석에 적용되었다. 다양한 측압계수(수평방향 현장응력과 수직방향 현장

응력의 비)의 변화에 따른 사일로 형식 지하동굴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결과 및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 

핵심용어 : 유한요소해석, 사일로, 측압계수, 굴착, 편차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