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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ruction of an underground silo structure was the first stage of erecting the Gyeongju low-and-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The facility, completed in 2014, has a scale of 100 000 drums and is currently in operation. The underground silo structure, 25
and 50 m in diameter and height, respectively, consists of cylindrical (for storing waste packages) and dome parts. The dome is divided into
lower (connected to the operation tunnel) and upper parts. The wall of the underground silo structure is an approximately 1-m-thick reinforced
concrete liner. In this study,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for each phase of the construction sequence and operation of the
underground silo structure. Two-dimensional axial symmetric finite element analysis was implemented using the SMAP-3D program.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was also performed to examine the reliability of the two-dimensional axial symmetric finite element
model. The structural behavior of the underground silo structure was predicted, and its structural safety was examined.

Keywords : underground silo, reinforced concrete liner, lateral pressure coefficient, construction sequence, residual water pressure

1. 서 론

시설의 내진 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방폐물 처분시설의 방벽설계 주요 목표는 방사성 오염물질

현재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의 영구처분을 위한 1단계 사일

과 지하수의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처분시설 외부로 부터 지하

로 타입의 동굴처분시설이 2014년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수 침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주 중저준위 방폐

중저준위 방폐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단계 표층처분시

물 처분시설은 3단계의 다중방벽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

설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KORAD, 2018). 향후에는 중저준

(Park and Park, 2016).

위 방폐물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방폐물 처분장의 3단
계 매립형처분시설의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내외부

본 논문에서는 경주 방폐물 처분장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사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수행내용을 제
시하였다. 방폐물 처분장의 건설 및 운영과정을 고려하여 사

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재난･재해 요인에 대해서도 안전성

일로의 굴착과 쇼크리트 타설, 철근콘크리트 라이너의 설치,

이 확보되어야 하고, 처분시설의 폐쇄 후에도 장기적인 안전

그리고 잔류수압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유한요소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KINS, 2011).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일로 타입 동굴처분시설은 축대칭 형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이 경주와 포항에서 연이어 발생하여 인

의 구조물이므로 2차원 축대칭 유한요소해석 만으로 가능하

근 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경주 방폐물 처분

지만 수치해석 결과의 검증을 위해 3차원 유한요소해석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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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Properties used in this study

Fig. 1 Underground silo structure

행하여 수행하였다. 2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링 및 3차원
유한요소 모델링은 SMAP-3D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Comtec

Ground Layer

Unit weight
(KN/m3)

Young’s
modulus
(MPa)

Poisson’s
ratio

Internal
Friction
Angle

Soil Layer

18.56

0.124×104

0.33

30°

Weathering
Rock

20.52

0.342×104

0.30

38°

Rock

26.28

8.260×104

0.27

43°

Shotcrete

23.0

24,500

0.167

-

Concrete

23.5

29,500

0.167

-

Rebar

-

210,000

0.25

-

3. 지반체의 구성모델 및 철근콘크리트 유한요소

Research, 2020).
2. 중저준위 방폐물 동굴처분시설 개요
2.1 사일로 구조물
경주 방폐물 처분장의 지하시설은 사일로, 건설동굴, 운영
동굴, 연결동굴, 하역동굴, 수직출입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폐물 처분용기 10만 드럼을 저장하는 사일로는 모두 6개가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해수면에서 -80m~-130m에 걸쳐
위치한다(Park and Park, 2016).
사일로 처분시설은 방폐물 처분 드럼이 저장되는 원통형의

3.1 지반체의 구성 모델
지반체의 구성 모델은 Generalized Hoek and Brow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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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직경 23.6m, 높이 36m)와 폐쇄 후에 잡석으로 채워지는
공간인 돔형의 상부(직경 30m, 높이 17.4m)의 2개 부분으로 구
성된다(KINS, 2011). 사일로의 건설과정에서 굴착 직후 암반
의 굴착면을 따라 약 50cm의 쇼크리트가 타설되었으며, 내부
에는 1m 두께의 철근콘크리트 라이너 구조물이 설치되었다
(Fig. 1 참조).
2.2 지반체 및 재료 특성값
경주 방폐물 처분시설의 지반조사결과 사일로 주변 지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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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

의 측압계수값 K0 (평균 수평응력과 평균수직응력의 비)는
1.17에서 1.92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발표되었다(Shin
and Shin, 201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측압계수값을 0.5, 1.0,
2.0 등 3가지 경우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표면~-4.3m는 토사층, 토사층 아래~-9.5m는 풍화암, 그
리고 풍화암 아래는 암반층으로 가정하였다. 지반체 및 사일

식 (1a)~(1e)에서  는 전응력텐서(total stress tensor)를 의
미하고,   는 편차응력(deviatoric stress tensor)을 나타낸다.

로 구조의 재료 특성값은 문헌조사 및 설계도면자료(Kim et

식 (1)에서 함수  는 8면체 평면에 투영된 항복표면의

al., 2011; Park et al. 2012)를 토대로 하여 Table 1에 나타낸 바

형상을 나타낸다. 지반체 재료의 구성모델에 대한 보다 자세

와 같이 가정하였다.

한 내용은 Kim과 Kim(2022)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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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훈 ․ 김광진
3.2 철근콘크리트 라이너의 유한요소
철근콘크리트 라이너 구조물의 모형화를 위해 축대칭 철근
콘크리트 유한요소의 강성행렬을 구성하였다. 콘크리트 유한
요소는 축대칭 등매개변수 요소를 사용하였다. 철근 유한요소
의 강성행렬은 자오선방향 철근 봉요소의 강성행렬과 원주방
향 철근 봉요소의 강성행렬을 중첩하여 구성하였다.
철근콘크리트의 유한요소의 강성행렬은 콘크리트 유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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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강성행렬( ), 원주(hoop)방향 철근 봉요소의 강성행렬
(  ), 자오선(meridional)방향 철근 봉요소의 강성행렬( )을
중첩시켜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2)

철근콘크리트 축대칭 유한요소에 대한 보다 추가적인 내용
은 Elwi와 Murray(1980)에서 볼 수 있으며, 철근콘크리트 3차
원 유한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mayo 등(2013)에 소개되

(b) 2-D total model after excavation

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증을 위해 사용된 3차원 철근콘크

Fig. 2 2-D finite element rendering model

리트 유한요소의 검증결과는 Comtec Research(2020)에 소개
되어 있다.
4. 유한요소해석
4.1 해석영역 및 유한요소망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의 1단계 동굴처분시설은 모
두 6개의 사일로 처분동굴이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1개의 처분동굴 만을 고려하여 모델링하였다. 처분
동굴의 굴착으로 인한 주변 지반체의 응력이완을 충분히 고려
하기 위하여 해석영역은 수평방향으로는 처분동굴 직경의 10
배까지 고려하였으며, 수직방향으로는 지표면부터 사일로 바
닥에서 사일로 높이의 5배까지로 설정하였다. 축대칭요소를
사용하여 사일로 처분동굴의 굴착전 처분동굴 주변 유한요소
망을 Fig. 2(a)에 나타내었고, 굴착후 전체 해석모델의 유한요
소망을 Fig. 2(b)에 나타내었다.

Fig. 3 3-D Finite element model after excavation

4.2 사일로 구조물의 건설과정
사일로 처분동굴의 건설과정은 전체적으로 Table 2에 나타
낸 바와 같이 가정하였다. 사일로 처분동굴의 굴착은 다단계
로 진행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한 번에 일괄 굴착을 수행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가정은 보수적인 접근으로 사일로 구
조물의 구조적안전성 검토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일로 처분동굴의 굴착후 3차원해석 유한요소망은 Fig. 3

Table 2에서 1,2단계와 3단계의 굴착 직후 사일로 주변 지반체

에 나타내었다.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 해석영역의 크기는 Fig.

에서 발생하는 변형 및 응력분포 결과는 Kim과 Kim(2021)에

2(b)와 동일하며, 대칭성을 고려하여 두께방향으로는 처분동

제시된 바 있다.

굴 직경의 10배까지 모델링하였다. 해석모델의 경계조건은 측
면 및 하부면은 롤러조건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3단계에서 굴착직후 50cm 두께의 쇼크리트
를 타설하고, 4단계에서 철근콘크리트 라이닝을 설치하는 것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5권 제3호(2022.6)

185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사일로 구조물의 구조거동 수치해석 연구
Table 2 Simulation of construction sequence
Step

Construction State

Descriptions

1,2

In Situ Ko State

3

Excavate Silo and install
Shotcrete of 50cm Thickness
(a) 2D Lining element

4

Install Reinforced Concrete
Lining with its Own Self Weight

5

Lining is Subjected to Residual
Water Pressure Head of 17.47m
(b) 3D Lining element
Fig. 4 3-D model for silo after excavation

으로 가정하여 철근콘크리트 라이닝에서 발생하는 구조거동
을 검토하였다. 또한 배수형 터널의 설계에서 사용되는 잔류
수압의 크기는 암반 터널인 경우 최대수두를 터널 높이의 1/3
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있다(KISTEC, 2007). 따라서 5단계에
서 철근콘크리트 라이닝에 사일로 높이의 1/3인 17.47m 수두
의 잔류수압을 추가로 작용시켜서 가장 보수적 상황에 대한 사
일로 구조의 거동 및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4.3 2-D 축대칭 모델 및 3차원 모델
사일로 철근콘크리트 라이닝의 2차원 축대칭 유한요소망
과 3차원 유한요소망을 Fig. 4에 나타내었다. 2차원 축대칭 유
한요소해석과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두 해석결과의

Fig. 5 Key location for displacements and stresses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요 지점
으로 판단되는 Dome A-B 구간, Storage Wall C-D 구간, Storage

측한 자료와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Bottom E-F 구간의 라이닝에서 발생하는 변형 및 응력분포를

현 상황에서 경주 방폐장 사일로 구조물의 변형 및 응력 계측

검토하였다.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하여 2차원 축대칭해석과 3차원 해석을

수치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계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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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훈 ․ 김광진
Table 3 Shotcrete stresses in mid-surface (compression is positive)
(Unit: MPa)
K0=0.5

K0=1.0

K0=2.0

Hoop

Meridian

Hoop

Meridian

Hoop

Meridian

Dome

0.191
0.488

0.185
0.925

0.572
0.909

0.455
1.008

1.335
1.752

0.400
1.398

Storage
Wall

0.335
0.606

-0.625
1.221

0.853
1.233

-0.530
1.395

1.591
2.487

-0.340
1.742

Storage
Bottom

-0.14
0.235

-0.146
0.947

0.025
0.546

0.019
1.513

0.358
1.167

0.350
2.644

5. 해석결과
5.1 쇼크리트 해석결과
(a) 2-D model

사일로 굴착직후 50cm 두께로 쇼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측압계수값의 변화(K0=0.5, 1.0, 2.0)에 따른 유한
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쇼크리트에 발생하는 응력값을 Table 3
에 나타내었다.
쇼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를 20MPa로 가정하였고, 인장허
용강도는 2MPa로 가정하였다. Table 3을 보면 쇼크리트에 발
생하는 최대 및 최소 응력값은 모두 자오선 방향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측압계수값 0.5에서 최대압축응력값은 Storage Bottom에서
발생하고, 최대인장응력값은 Storage Wall 상부에서 발생하
며, 허용응력값 이내에서 발생하였다. 측압계수값 1.0과 2.0에
서 최대압축응력값은 Storage Bottom 모서리에서 발생하고,
최대인장응력값은 Storage Wall 상부에서 발생하며, 허용응력
값 이내에서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b) 3-D model
Fig. 6 Lining deformation subjected to residual water pressure

5.2 잔류수압을 받는 라이닝 해석결과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Fig. 5에서 Dome A-B를 따라 발
본 논문의 선행연구결과(Kim and Kim, 2021)를 보면 사일
로의 굴착직후 사일로 주변 지반체에서 발생하는 주응력분포

생하는 수직방향 처짐의 분포와 Storage C-D를 따라 발생하는
원주방향 변위의 분포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를 검토해 본 결과 K0=2의 경우 돔괴 벽체가 만나는 지점의 수

Fig. 6과 Fig. 7에서 2차원 축대칭해석 결과와 3차원 해석결

평방향 Line에서 평균압력과 편차응력 사이의 관계값은

과는 철근콘크리트라이닝의 모든 점에서 거의 동일한 값을 보

Mohr- Coulomb 인장모드를 넘어 압축모드에 근접하였으며,

여주어 2가지 해석모델(축대칭 해석모델과 3차원 해석모델)

벽체 중앙지점의 수평방향 Line에서 평균압력과 편차응력 사

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직방향 최대 처짐값은

이의 관계값은 Mohr-Coulomb 인장모드에 근접하는 결과를

Dome의 천정부위인 A점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원주방향 최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는 측압계수 2.0인 경우의 해석

대 변위값은 Dome과 Storage Wall이 만나는 지점 C에서 약

결과를 위주로 제시하였다.

2.5m 아래인 점에서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2차원 축대칭 해석과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 얻어진 사일로

A-B를 따라 라이너 구조물의 안쪽 철근에서 발생하는 후프

구조물의 철근콘크리트 라이닝에 자중과 17.47m 수두의 잔류

응력과 바깥쪽 철근에서 발생하는 자오선응력의 분포를 Fig. 8

수압이 작용하는 Table 2의 5단계에서 라이닝의 변형 형상을

에 나타내었다. C-D를 따라 라이너 구조물의 안쪽 철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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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후프응력과 자오선응력의 분포는 Fig. 9에 나타내었

이 발생하였으며, 사일로의 바닥모서리인 D점에 가까워질수

다. 2차원 축대칭 해석결과와 3차원 해석결과는 응력분포에서

록 발생 응력값은 0에 수렴하였다. 또한 Fig. 9(b)에서 보는 바

도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와 같이 C-D를 따라 라이너 구조물의 바깥쪽 철근에서 발생하

Fig. 8(a)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를 따라 라이너 구조물의

는 자오선응력은 C점 부근에서 가장 큰 인장응력이 발생하였

안쪽 철근에서 발생하는 후 프응력은 B점 부근에서 가장 큰 값

고, C점에서 6m 아래 지점 부근에서 가장 큰 압축응력이 발생

을 보여주었으며, 중심회전축에서 상부 돔 직경의 2/3 떨어진

하였다.

점 부근에서 가장 적은 값을 보여주었다. 또한 Fig. 8(b)에서 보

Table 4에 측압계수값이 2.0인 경우 잔류수압을 받고 있는

는 바와 같이 A-B를 따라 라이너 구조물의 바깥쪽 철근에서 발

라이닝에서 발생하는 응력값을 나타내었다. 라이너 콘크리트

생하는 자오선응력은 A점과 B점 부근에서 인장응력과 압축

의 설계기준강도는 38MPa로 가정하였고, 인장허용강도는

응력의 가장 큰 값을 각각 보여주었다. Fig. 9(a)에서 보는 바와

3.8MPa로 가정하였다. 또한 철근의 항복강도는 300MPa로 가

같이 C-D를 따라 라이너 구조물 의 안쪽 철근에서 발생하는 자

정하였다.

오선응력은 C점에서 4m 아래지점 부근에서 가장 큰 인장응력

(a) Dome deflection along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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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최대압축응력은 Dome 하부에서

(a) Inner fiber hoop stress along A-B

(b) Storage wall radial displacement along C-D

(b) Outer rebar meridian stress along A-B

Fig. 7 Lining deformation variation

Fig. 8 Lining stresses subjected to residual water stress along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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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훈 ․ 김광진
Table 4 Lining stresses for p=0.171MPa(17.46t/m2) (compression is
positive)
(unit: MPa)
Stress Type

Dome

Storage wall

Hoop

Meridian

Hoop

Meridian

Inner extreme fiber
stress

0.165
1.906

0.949
3.834

0.145
1.968

-2.706
0.318

Outer extreme fiber
stress

-0.085
1.979

-1.584
2.279

0.082
2.515

-0.734
1.669

Inner reinforcing
bar stress

-1.583
9.967

7.894
27.793

0.714
19.139

-22.658
2.244

Outer Reinforcing
bar stress

-1.372
10.310

-12.877
13.700

0.715
19.090

-8.285
6.298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사일로 구조물의 구조
(a) Inner rebar hoop stress along C-D

거동을 파악하고자 방폐물 처분장의 건설 및 운영과정을 고려
하여 사일로의 굴착과 쇼크리트 타설, 철근콘크리트 라이너의
설치, 그리고 잔류수압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유
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일로 타입 동굴처분시설은 축대
칭 형태의 구조물이므로 2차원 축대칭 유한요소해석 만으로
가능하지만 수치해석 결과의 검증을 위해 3차원 유한요소해
석도 수행하였다.
사일로 굴착직후 50cm 두께의 쇼크리트를 타설하고, 철근
콘크리트 라이닝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철근콘크
리트 라이닝에 사일로 높이의 1/3인 17.47m 수두의 잔류수압
을 추가로 작용시켜서 가장 보수적 상황에 대한 사일로 구조의
거동 및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수치해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b) Outer rebar meridian stress along C-D

1) 사일로 굴착직후 50cm 두께의 쇼크리트를 타설하였을

Fig. 9 Lining stresses subjected to residual water stress along C-D

때 측압계수값 변화에 따른 쇼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응

발생하며 자오선방향으로 내부 표면에서 발생함을 보여주었

Bottom, 최대인장응력값은 Storage Wall 상부에서 각각

다. 또한 최대인장응력은 Storage Wall 상부에서 발생하며 자

발생하였다. 또한 K0=1.0, 2.0에서 최대압축응력값은

오선방향으로 내부 표면에서 발생하였다. 콘크리트에서 발생

Storage Bottom 모서리, 최대인장응력값은 Storage Wall

하는 최대압축응력값 및 최대인장응력값은 모두 허용응력 범

상부에서 각각 발생하며, 모든 경우 허용응력값 이내에

위 이내임을 보여주었다. 철근에서 발생하는 최대인장응력값

서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력값의 검토결과, K0=0.5에서 최대압축응력값은 Storage

은 Storage Wall 상부에서 발생하고, 최대압축응력값은 Dome

2) 2차원 축대칭 해석과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 비교한 결

하부에서 발생하며, 모두 자오선방향으로 내부 표면에서 발생

과 모든 점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유한요소해석

하였다. 또한 철근에서 발생하는 최대인장응력 및 최대압축응

망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력은 모두 허용응력 범위 이내임을 알 수 있다.

3) 잔류수압을 받고 있는 라이닝에서 발생하는 응력값의

따라서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사일로의 철근콘

검토결과, K0=2.0에서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최대압축

크리트 라이닝은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

응력은 Dome 하부에서 자오선방향으로 내부 표면에서

할 수 있었다.

발생하였다. 최대인장응력은 Storage Wall 상부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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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방향으로 내부 표면에서 발생하였다. 콘크리트에서

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 Current Status of Year

발생하는 최대압축응력값 및 최대인장응력값은 모두 허

1 Research, WM2011 Conference, Phoenix, AZ.
Kim, S.H., Kim, K.J. (2021) Finite Element Analysis of Silo

용응력 범위 이내임을 보여주었다.

Type Underground Opening for LILW Disposal Facilities, J.

수치해석 결과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계측
자료와의 비교검토가 가장 좋은 해법이지만 계측자료 수집의

Comput. Struct. Eng. Inst. Korea, 34(5), pp.339~345.
Kim, S.H., Kim, K.J. (2022) Numerical Parametric Studies on the
Stress Distribution in Rocks around Underground Silo, Appl.

어려움으로 사일로 동굴처분시설의 3차원 유한요소모델을 구
축하고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결과의 검증작업을 병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는 향후 사일로 동굴처분시설

Sci., 12, 1613.
KINS (2011)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for Stability Evaluation
and a Verification Process Establishment of a Gyeongju

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Silo Structure, pp.1~28.
KORAD (2018) Earth & Us,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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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경주 방폐물 처분시설의 1단계 시설로 건설된 지하 사일로 구조는 2014년에 10만 드럼 규모로 완공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다. 지하
사일로 구조는 지름 25m, 높이 50m로써 방폐물을 저장하는 실린더부분과 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돔부분은 운영터널과 연결
되는 하부 돔 부분과 상부 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하 사일로 구조의 벽체는 철근콘크리트 라이너이고, 두께는 약 1m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하 사일로 구조의 건설과정 및 운영과정의 단계별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SMAP-3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차원
축대칭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2차원 축대칭 유한요소모델의 신뢰성을 검토하고자 3차원 유한요소해석도 수행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지하 사일로 구조의 구조거동을 분석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결과를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지하 사일로, 철근콘크리트 라이너, 측압계수, 건설과정, 잔류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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