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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목 

고준위 혜기물 처분장 인접지역의 열해석을 위한 FLAC3D의 열해석 기 

능고찰 

ll. 연구 개발의 목적 빛 중요성 

고준위 폐기물의 심지충 처분은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암반에 방사성 

폐기물을 넣어 수천 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을 인간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장이 위치하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암반에 

대한 역학적， 수리적， 화학적 특성올 파악하는 것뿔만 아니라 방사성 붕괴 

열로 인한 영향올 파악하는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심지층 처분의 

열해석은 이와 같이 지하 수백 미터의 공간에 수천 년 이상의 장시간올 계 

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열전달 현상에 비해 취급해야 할 공간 빛 시간이 

상당히 크다. 처분장 열해석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방사성 붕괴열로 인 

한 열원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처분장의 큰 공간과 긴 시간 영역에 대한 해석올 할 수 있도록 처분장 인 

접지역에 대해 처분공 주위의 모양과 물질들올 상세허 기술하는 모델올 사 

용하여 FDM 방법인 FLAC3D로 열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EM 

방볍인 ABAQUS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ID. 연구 개발의 내용 빛 범위 

본 보고서에서는 지반 및 암반역학올 해석하는 전문 코드중의 하나인 



FLAC3D(East Lagrangian Ana1ysis of ζ。ntinua in 3 Dimensions)가 갖고 

있는 열해석 기능으로 처분장 인접지역의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처분 시스템은 KAERI에서 고려중인 시스템 중 VSA형 수직처분공형과 

HSA형 수평동굴형올 사용하였다. 수직처분공형은 그림 3.1에서 보는 것처 

럼 처분공과 처분공의 간격이 6m이고， 수평동굴간의 간격이 40m 이며， 처 

분공에 4개의 PWR 사용후핵연료가 들어있는 처분용기를 거치 하는 처분 

개념이다. 수평동굴형은 그림 3.2에서 보는 것처럼 통굴과 동굴의 간격이 

40m인 긴 수평동굴에 4개의 PWR 사용후핵연료가 들어있는 처분용기들을 

수평으로 연속하여 1m 간격올 유지하면서 거치 하는 처분개념이다. 이와 

같은 처분 개념에서는 처분용기와 암반 사이의 공간올 채우는 완충재인 벤 

토나이트의 열적 제한 조건이 시스템올 구성하기 위한 조건들 중의 하나가 

된다. 열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열적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를 판단하 

고， 또 열-역학-수리적 연계 해석올 통해 열로 인한 벤토나이트의 역학적， 

수리적 영향을 해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처분공 주위를 세밀하게 

표현하는 기하학적 모텔령이 필요한데 이는 ABAQUS를 사용한 처분장 인 

접지역의 열해석 방법 개발에서 제시하였다. 이 모텔을 기준으로 FLAC3D 

에 사용할 수 있는 기하학적 모텔올 수정하여 FLAC3D로 열해석올 하였고 

그 결과를 ABAQUS로 계산한 결과와 상호 비교하였다. 

N. 연구 개발의 결과 빛 활용에 대한 건의 

수직처분공형 처분 시스템과 수평동굴형 처분 시스템에 대해 FLAC3D로 

열해석을 수행한 결과와 ABAQUS를 이용한 열해석의 결과들로부터 다음 

과 같은 결론올 도출할 수 있었다. 

1) FDM을 사용하는 FLAC3D의 계산 결과와 FEM을 사용하는 ABAQUS 

의 결과가 서로 일치하므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처분장 인접지역의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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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모텔은 수치해석상의 표현에서 합리적이다. 

2) FLAC3D는 요구되는 계산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zone의 캐수는 가능 

한 한 적게 하고 계산 시간 간격은 가능한 한 크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텔링올 하는 것이 계산의 효율성올 높인다. 

3) 수 천년 동안의 시간에 대한 계산에서 FLAC3D는 온도구배의 변화에 

관계없이 전 영역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반면에 ABAQUS는 온도구배의 변화에 따라 

전 영역에서 시간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계산 시간이 상 

당히 짧아 FLAC3D 보다 상당히 효융적이다， 

4) 복잡한 형태를 갖는 모양의 기하학적 모델링에서 FLAC3D는 

ATTACH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grid 생성이 효융적이다. 

5) FLAC3D로 2차원 해착을 한 결과를 3차원 해석의 결과와 비교하면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2차원 해석 방법은 처분장 인접지역올 구성하는 악 성 

분의 온도를 3차원 해석의 결과 보다 낮게 예측하고 있다. 

6) FLAC3D의 고유 기능은 지반역학(geomechanics) 해석올 위한 것으로 

지하의 암반에서 처분장의 동굴올 굴착할 때에 동굴 주위의 안정성 및 열 

로 인한 암반의 안정성 빛 완충재에 대한 열-역학-수리의 연계 계산을 하 

여 처분장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코드로 이 분야의 연구가 계속 친행 

되어야 할 것이다.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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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고준위 폐기물의 심지충 처분은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암반에 방사성 

폐기물을 넣어 수 천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을 인간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장이 위치하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암반에 

대한 역학적， 수리적，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사성 붕괴 

열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1，2]. 심지충 처 

분의 열해석은 이와 같이 지하 수백 미터의 공간에 수 천년 이상의 장시간 

올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열전달 현상에 비해 취급해야 할 공간 및 시 

간이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처분장의 열부하로 인해 다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현상올 해석하기 전에 열해석올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여 시간과 공간이 큰 영역의 열전달 현상을 해석하므로 역학 

및 수리적 현상과의 연계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처분장 열해석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방사성 붕괴열로 인한 열원의 시 

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처분장의 열해석 모델령에서는 

처분장을 크게 보아 이들 열원을 점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처분장 인접지 

역의 모델령에서처럼 하나의 처분콩 주위를 상세하게 표현하여 부피를 갖 

는 열원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또 처분장 열해석올 위한 모텔링에서 하나 

의 처분공 주위를 모사하려면 처분장 전체의 크기와 처분공의 크기의 큰 

차이로 인해 기하학적 모델령 빛 계산의 효율성동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 

다. 따라서 처분장 열해석의 효율성올 위하여 해석의 목적에 따라 관심올 

갖는 부분만을 합리적으로 모텔령하는 것올 권장하고 있다[3]. 본 보고서에 

서처럼 처분장 인접지역에 대한 모텔령은 처분용기 주위의 온도가 1αR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해석을 취급하므로 처분 

콩 주위의 모양과 물질들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반 및 암반역학을 해석하는 전문 코드중의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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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3D (East Lagrangian Analysis of ζonthula in 3 PimenSions)가 갖 

고 있는 열해석 기능을 이용하여 처분장 인접지역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 

였다. 모델은 ABAQUS를 이용하여 처분장 인접지역의 열해석 방법 개발 

[4]에서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FLAC3D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이 모텔에 대한 FLAC3D의 계산 농력을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처분장 

인접지역의 열해석을 FDM을 사용하는 FLAC3D와 FEM을 사용하는 

ABAQUS로 해석한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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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열해석 방법론 개요 

2.1 처분 시스템 

일반적으로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스템에서는 처분용기와 모암 사이의 

공간올 벤토나이트로 채우는데， 벤토나이트는 투수계수가 낮아 지하수가 

처분용기 쪽으로 침투하는 것올 방지하고， 처분용기 파손시에 유출되는 핵 

종을 홉착하여 핵종의 유출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벤토나이트의 이러한 역할은 120.C가 넘으면 벤토나이트에 상변화가 일 

어나 그 물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벤토나이트의 성능 

을 감소시켜 완충재로서의 역할올 저하시키므로 벤토나이트의 온도를 

Hxrc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되어 있다[5-7]. 일반적으로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스템에서는 처분장의 배열 시에 벤토나이트의 온도가 

100"<:를 념지 않아야 한다는 열적 제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처분시스템의 열하중는 열원인 고준위 폐기물의 붕괴열 특성에 의폰한 

다. 이 보고서에서는 PWR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 

석하였으며 기준 PWR 사용후핵연료[8]는 다음과 같다. 

。 기준 PWR 사용후핵 연료 

- 집합체의 연료봉 배열 : 17 x 17 

- 집 합체 무게 : 665 Kg 

- 집 합체 단면 : 0.214m x 0.214m 

- 집협체 길이 : 4.53m 

- 집합체당 우라늄 무게 : 440 Kg 

- 연소도 (4.0% 놓축: 45，α)()MwφMtU 

- 기준 냉각기간 : 40년 

。 기준 PWR 사용후핵연료의 열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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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OOOMwcI/MtHM bum-up PWR spent fuel 

P(t)=852.34exp(1!(0.2642 +0.130889t)), 1 < t <30 

P(t)=14닮8.7 t-O•71짧 ， 30드 t 드 106 

여기서 P는 우라늄 단위 톤탕 열출력이고， t는 냉각기간으로 단위는 년이 

다. 

처분시스템은 KAERI에서 고려하고 있는 시스템 중 수칙처분공형 (VSA) 

과 수평동굴형 (HSA)을 사용하였다[9]. 수직처분공형 처분시스템은 지표면 

에서부터 지하 500m 깊이의 화캉암반에 수평으로 40m 간격의 수평 동굴 

들이 배열되어 있고， 이 처분공에는 칙경 1.08m, 길이 4.96m의 처분용기 

한개를 거치 하는 데， 처분용기에는 40년간 냉각된 PWR 사용후핵연료 4 

개의 집합체가 들어있다. 처분공의 암반벽과 처분용기간의 공간은 완충재 

인 벤토나이트로 채워져 있다. 이에 대한 개략도는 그림 2.1에 도시되어 있 

다. 

수평동굴형 처분시스템도 지표면에서부터 지하 500m 깊이의 화강암반에 

수평으로 40m 간격의 수병 통굴들이 배열되어 있고， 수백 미터 길이의 수 

평 동굴에 연속적으로 처분용기를 수I명으로 거치 하는데， 처분용기 사이의 

간격을 1.0m로 가정하였다. 이 때 사용되는 처분용기는 수직처분공형 처분 

용기와 같다. 이에 대한 개략도는 그립2.2에 도시되어 있다. 

2.2 처분장 열해석의 일반적 성질 

고준위 폐기물올 섬부 지층에 처분할 때에 이 처분장의 인접지역에 대한 

열해석은 전술한 것과 같이 열원 주위를 상세히 표현하여야 하고， 처분용 

기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 방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 

잡한 열해석 문제가 된다. 처분창 원거리 지역(far-field)의 온도를 중요시 

하여 처분창 전체 공간에 대한 열원올 하나의 점으로 표현한 모델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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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 5.0m 

젠m←F 
i•| 

願l
•-

그림 2.1 수직처분공형 처분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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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m 

4.81m 4.96m 

#r@X 쾌 

그립2.2 수평동굴형 처분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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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열원 주위의 물질에 대한 용도변화의 상세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그 

래서 고준위 혜기물 빛 처분용기 주위의 물질들의 용도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처분장 인접지역의 물질틀올 상세히 표현하는 모텔올 사용하 

여야 하는데， 상세한 모텔령이 필요한 처분장 인접지역에 비해 모텔링 영 

역에 대한 경계면이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 적합한 경계조건의 설정에 어 

려움이 있게된다. 또한 열원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비선형성을 나타내고 

있어 이의 적절한 처리가 처분장 열해석의 관건이 되기도 한다. 

처분장의 배열과 열부하 관계로부터 벤토나이트의 열적 제한 조건을 만 

족시키는 처분장의 배열올 결정하는 방법올 확립하는 것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벤토나이트의 온도는 주변의 물질들이 갖는 물성치 및 기하학적 

모양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구성 성분과 기하학적 모양 및 경계조건을 

정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ABAQUS를 이용한 처분장 인접지역에서의 

열해석 방법 개발[3， 10]에서는 열원과 처분용기 주위의 물질틀올 상세히 표 

현하고 지표면에서부터 지하로 수천 미터까지의 경계면을 설정하는 모텔을 

개발하여 3차원 해석올 함으로서 벤토나이트의 온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 

케 했고， 또 이 모텔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수행하였다. 

처분장 열해석을 전도열전달이 지배적이라고 가정하고 열해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역학적 해석을 하는 전문 코드언 ABAQUS, ADINA 

동의 여러 코드가 갖고 있는 열해석 기능올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1]. 

처분장의 설계 및 안전성 평가둥에는 열로 인한 단독적인 분석 뽑만아니라 

열의 영향이 연계된 역학 및 수리적 분석도 요구되기 때문에 이틀올 모두 

취급할 수 있는 해석 코드가 필요하다. 물론 역학적 해석을 하는 전문 코 

드인 ABAQUS나 다른 코드로 암반올 모사하여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 

서는 암반 및 지반에 대한 역학을 해석하는 FLAC3D를 사용하였다. 이 코 

드는 연속매체에 대한 해석 코드이고， 기하학적 모델링에서 기본행의 

mesh shape를 사용하여 맑id를 쉽 게 만들 수 있고， 암반 및 지 반에 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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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모델이 포함되어 있으며， 열-역학적 연계 해석， 수리-역학적 연계 해 

석과 더불어 열-역학적 해석을 수행한 후에 연속하여 수리-역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능올 갖고 있는 암석역학 분야의 전문코드 이다. 그러나 처 

분장과 같이 시간과 공간이 큰 영역과 함께 붕괴열에 대한 영향올 해석할 

때는 이 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열해석 기능의 특성올 파악하여 기하학적 

모델링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과 함께 FEM을 사용하 

는ABAQUS로 계산한 결과와 FDM을 사용하는 FLAC3D로 계산한 결과를 

분석하여 처분장 인접지역의 열해석 방법에 대해 비교 검토하였다. 

2.3 ABAQUS와 FLAC3D의 방법론 

2.3.1 ABAQUS 알고리즘 

임의 control volume에 대한 열에너지 수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통하여 유입되는 1+1 생성되는 열 =r 물체의 내부 { 불체의 표면을 1 r 물체 내에서 l 

순 열 증가율 J' l 생성율 L 에너지 증가율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1)과 같다. 

fsqdS + fv얘v = f~ÙdV (1) 

여기서 q : 물체의 표면 S를 통과하여 단위 면적당 유입되는 열유속 

r 물체내 단위 부피당 생산되는 열량 

p 불체의 밀도 

û 온도의 함수로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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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올 미분형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표면올 통과하는 열유속에 

divergence theorem을 적용한다. 이 미분형은 한 점에 대한 열 수지식으로 

수치해석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요소부피(fìnìte element)에 대해 평균올 

취하면 유한요소법의 차분 방정식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수식이 된다. 

f/8pUdV - fv뽕 · 요dV = 궐8qdS + fv88뼈V (2) 

식 (2)의 열유속에 Fourier의 법칙올 이용하고， Ga1erkìn 방법올 사용하여 

시행함수를 적용시키면 유한요소법올 위한 근사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 

다. 

fvNNpUdV + fv'짧뚫 짧쓰dV낌 M 

fvNNrdV + fsNNqdS 
(3) 

식 (3)은 정상상태에서 U 가 영으로 접근한다. 심지충 처분장의 열원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열해석은 시간에 따른 비정상상태 해석올 통 

하여 풀게 된다. 비 정상상태 열전달 해석올 위하여 backward difference 

- ( U t+L1t- U t ) 'e 

즉 IIt+a = - 4t 효· 식 (3)에 사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비정상상태 열해석 방정식이 얻어진다. 

1 r / .. T .. T' ?T T' r a N N 1_ I a N N _1T T /1 L1t J ~( U t+L1t - Ut)dV + J v....!!-김ç .l? I t+L1t. u â~ dV 8 쏘 
“ x (4) 
fV NNr I t+L1t - fsq I t+ L1t쩌 = O. 

9 



식 (4)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element 크기와 시간간격을 결청하는 것은 

계산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가 안정하기 위한 최소 허용 시간 

의 증가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 t 

p 

C 

k 

/::,.{ 

: 시간증가 

:밀도 

:비열 

:열전도도 

!::d 능퍼으/::，. {2 
6k (5) 

가장 큰 온도구배를 갖는 표면의 유한요소에 대한 격자 

간의 거리 

식 (4)가 열원에 의해 비선형일 경우는 Newton 법에 의한 반복으로 푸는 

데 수렴판정은 ABAQUS 내부의 구조에 의해 자동으로 판정된 후 시간에 

대한 적분을 수행하게 된다. 이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llJ에 었다. 

2.3.2 FLAC3D 얄고리 즘 

식(1)을 참조하여 에너지 수지식을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 

다. 

é)e 
-q i.i + r = pσ at (6) 

식 (6)에서 q i.i 에 대해 Fourier 법칙올 적용하여 유한차분법 (FDM)으로 

8 에 대해 푸는데， 열유속을 갖는 사면체를 겹처서 육면체의 element 

(FLAC3D에서는 이를 zone 이라고 부르는 데 zone은 사면체를 겹처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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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육면체를 만들지만 육면체 이외의 모양올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를 만 

들어 grid를 구성하는데， 이 사면체로 구성된 grid를 중심으로 해석 영역을 

차분화(discretiza디on)시킨다. 그래서 수치해석 체계는 사변체를 기준으로 

한 grid에서의 에너지 수지식 (energy baIance)으로 이루어진다. 사면체내에 

서 온도변화는 선형이라고 가정하고 Gauss divergence theorem올 적용하 

여 grid에 대한 온도항으로 표현되는 온도구배는 다음과 칼은 식으로 표현 

된다. 

魔 경농 흘18I% 션s (f) (7) 

여기서 % 선 은 사면체의 1개 면에서의 단위 벡터， S는 그 면의 표면적， 

V는 부피이다‘ 사면체를 기준으로 하여 망id들의 에너지 수지식을 유도하 

여야 한면 사면체의 열유속이 평형상태에서 grid의 열 Q; (여기서 n=l,4)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n de η 
Q z = Q r - -x- + ??2 ”c -값-

Q ~ = -.!!.. i n ‘껴s(껴 
t - 3 

(8) 

(9) 

m n = 쁨 (10) 

식 (9)의 사변체 열유속 벡터에는 Fourier 방정식 q i = - k Je d Jx i 가 

있고 이 온도구배는 사면체의 gird 온도인 식 (7)로 표현된다. gird에 대한 

에너지 수지식은 1개 밍id에서 만난 모든 사면체에서 오는 grid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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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 경계면 열유속 및 열원의 적용으로 grid에 기여하는 열 Q ~) 

의 총합이 영이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Q: + ~Q ~ = 0 (11) 

식 (11)에 식 (8)올 사용하고 정리하면 grid n에서 에너지 수지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8 
dt - g [Lzc] n [ Q g + g Q 싫] (12) 

괄호안의 첫 번째 항은 Q ô C 찌 8' 로 Cnj 는 전체 행열이고 8 j 

는 grid 온도의 전체 벡터로 표현되는 맑id 온도의 함수이다. 두 번째 항 

은 부피 열원과 경계 열유속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Q 잃 = -~ [뜸 + Qw] η (13) 

FLAC3D에서는 식(12)를 시간에 대해 explicit 차분으로 풀거나 irnplicit 차 

분으로 풀 수 있는데， explicit 차분으로 풀 때에는 안정한 해를 얻기 위한 

시간 간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었다. 

t~::;: _1 r--:효-;;- + h 1-1 

cr -= m l L ~ -, pc L c J (14) 

여기서 Lc 는 가장 작은 사면체의 특성길이(고체 부피/ 열전달 면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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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h는 대류 열전달 계수이며 x 는 k!pc 로 표현되는 열확산 계수이다. 

식(14)로 시간 간격올 정확히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를 염두에 두 

고 grid를 생성시켜 solve 명령어를 사용하면 explicit 계산올 위한 최적의 

시간 간격이 자동적으로 정해진다. Implicit 계산은 Crank-Nicolson볍올 사 

용하기 때문에 계산상 무조건 안청하여 수렴하지만 계산 값의 정확성과 내 

부 반복의 제약 때문에 시간 간격을 임의로 크게 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식(14)를 참고하면서 예비 계산에 의해 수렴할 수 있는 시간 간격올 찾아 

서 사용하여야 한다. FLAC3D의 알고려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12]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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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열해석 모델 설명 

3.1 모델 설명 

앞장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본 보고서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은 지속적 

인 방사선 붕괴열로 언한 긴 시간 통안의 고준위 폐기물 처분용기 주위와 

벤토나이트의 온도이고， 특히 벤토나이트의 최대온도 이다.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있는 처분장에서 전달되는 열은 처분장으로부터 지표면이나 지하로 

수백 미터까지 고준위 폐기물의 붕괴열로 인해 수천 년간 방출되는 열의 

영향올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큰 공칸 영역에서 열-역학-수리적 현상 

을 연계하여 해석할 경우에는 처분용기 주변올 상세히 표현하면서 지표면 

과 지하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경계조건올 적절 

히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고준위 폐기물 처분용기 

주위를 상세히 표현하기 위해 세밀한 mesh를 사용하면서 경계조건을 적절 

히 표현할 수 있는 처분장 인접지역의 열해석 모텔이 수직처분공형에 대해 

서는 그렴 3.1로 수평동굴형에 대해서는 그렴 3.2로 주어졌다. 이 모텔틀은 

ABAQUS로 해석한 모델[4]을 기준으로 본 보고서에서 FLAC3D로 수정한 

것들이다. 

제2장의 처분시스템 개요에서 서술한 자료를 토대로 수직처분공형에 대 

한 밍id인 그렴 3.1의 치수는 지표로부터 1000m 지하의 중심인 500m에 수 

평 통굴의 바닥이 오도록 Z 방향의 좌표를 장았다. 수평통굴의 바닥에서 

x 방향은 동굴과 통굴간의 간격으로 40m의 반인 20m를 주었고， Y 방향은 

처분공과 처분공간의 간격 6m의 반인 3m를 주었다. 고준위 폐기물의 길 

이， 처분용기의 반경 및 벤토나이트의 두께와 수명 통굴의 크기는 그림 2.1 

에서 제시한 치수와 같다. 수평동굴형의 grid인 그림 3.2의 치수로는 지표 

로부터 l 000m 지하의 중심인 500m에 수평 동굴의 중심이 오도록 z 방향 

의 좌표를 잡았다. 이 500m 중섬에서 처분용기의 반경， 벤토나이트의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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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에 대한 치수는 그림 2.2의 것과 같고， X 방향은 동굴과 동굴사이의 간 

격인 4αn의 반인 2αn로 주고 y 방향은 처분용기와 처분용기간을 1m로 

두고 벤토나이트를 채웠으므로 5.96m의 반인 2.98m를 주었다. 

그림 3.1 빛 그림 3.2의 처분장 배열에서 수평 평면상으로 열원이 무한히 

배열되어 있다고 가청하여 열원 주위에 대해 사분의 일올 취하면 3차원에 

서는 열원이 y방향(여기서는 열원들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피치 방향)으 

로 불연속이더라도 규칙적이고 연속적으로 배열된 열원들에 대해 대칭성올 

부여할 수 있다. 

FLAC3D에서 grid를 생성하는 방법은 지하 구조물올 쉽게 표현할 수 있 

는 기본 mesh shape의 도형이 여러 가지로 주어져 있어 사용자가 지하 구 

조물을 모델링할 도형에 이 mesh shape를 맞추어 grid를 만드는 것이다. 

ABAQUS에서의 grid 생성처럼 도형을 처리하여 계산에 적합한 grid를 생 

성하는 preprocessor와 같은 별도의 grid 생성 프로그램은 없지만 기본 

mesh shape의 도형을 짜 맞추어 여러 가지 원하는 기하학적 모양에 대한 

grid를 만틀 수 있다. 이때에 각 도형에서 생성되는 mesh shape틀 간의 

grid point7} 얼치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grid 생성을 하여야 

하지만 맑id를 일치 시키기가 어려운 기하학적 모양에서 grid point를 일치 

시키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은 이후에 서술될 것이다. 

기하학적 모텔령의 기본 개념은 여러 가지의 기본 mech shape를 가지고 

주어진 기하학적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이 기본 mesh shape에는 X , Y 빛 

z 각 방향에 대해 모델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grid의 개수를 설청할 

수 있고， 또 온도구배가 큰 영역에서는 grid 간격올 좁게 하고 온도구배가 

작은 영역에서는 grid 간격이 넓게 조청되도록 하는 부퉁 간격의 grid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는 계산을 효윷적으로 하기 위하여 

grid의 수를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올 제공해준다. 이러한 기본 mesh 

shape7}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령은 빠르고 쉬운 편이지만 복잡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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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올 취급할 때는 뀐S표 기능이라는 내부 프로그램올 사용하여야 한다. 

필S표 기능은 모델링올 위한 grid 생성뿔만 아나라 해석에 필요한 여러 가 

지 부 프로그램올 만들어 FLAC3D와 함께 계산올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기하학적 모델링올 하고 이에 적합한 grid를 생성하는 방법 빛 

뀔S표 기능올 사용하는 방법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er' s manual[13]에 

기술되어 있다. 

수평통굴형 처분창에서는 단일 모양의 원통형 수평통굴에 처분용기를 거 

치 하므로 한쪽 방향의 원통형만 있는 grid로 구성되기 때문에 grid 생성 

이 쉬운 편이다. 수직처분공형에서는 수평 통굴의 바닥에 수칙으로 처분공 

올 뚫어 처분용기를 거치 하기 때문에 수평방향의 통굴과 수직방향의 처분 

공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grid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grid 생성이 어려운 

면이다. ABAQUS로 해석하기 위해 개발한 방법에서도 수직처분공형의 

grid 생성이 어렵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FLAC3D에서도 마찬 

가지로 grid 생성의 어려움뿐만 아나라 zone 수가 많아져 계산에도 어려움 

이 따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처분용기의 두께가 다른 성분들의 격자 간격에 비해 

상당히 작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치해석에서 합id를 만들 때 계산의 

정확도를 위하여 aspect ratio ( 한 zone의 가장 긴 모서리와 가장 짧은 모 

서리의 비)를 제한하고 있고， FLAC3D에서는 1:20릎 넘지 않도록 권창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zone수가 상당히 많아져서 계산 속도를 

느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특히 처분용기의 두께와 같이 다른 성분틀과 비 

교해 치수가 작은 zone이 있올 때에는 계산 시간 간격에 상당한 제약을 받 

을수있다. 

수평통굴형 모텔에서는 그림3.2 에서 보는바와 같이 처분용기를 모사하 

는 zone은 두께가 앓아도 망id 간격올 적절히 조정하면 쉽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직처분공형 모텔에서는 그림 3.1에서 보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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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처분용기의 앓은 두께를 표현하는 zone의 치수가 외부 grid 점으 

로 연결되어 많은 grid를 생성할 수 있다. FLAC3D에서는 grid의 간격을 

처분용기 주위에서 조절하여 이를 해소하였다. ABAQUS에서는 이 간격을 

수평방향으로 원래의 치수대로 연장하여도 ABAQUS의 grid 생성 조건 중 

의 하나인 aspect ratio가 1:100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망id 간격을 크게 

할수있다. 

수직처분공형 모텔에서 수평 동굴과 수직 처분공이 만나는 것으로 인하 

여 grid 생성을 어렵게 하는 문제는 이들을 표현하는 grid 접들이 서로 만 

나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수평동굴이 없다든지 있어도 영향올 안주면 

grid 점들의 만남은 펼요 없겠지만 뒷채움재의 영향올 분석한다면 수평동 

굴은 펼수적 이다. 그래서 처분공 내에 들어 있는 처분용기와 벤토나이트 

를 표현하는 zone들과 수평동굴의 zone들을 연결하면 그 zone 수는 상당 

히 많아지고 이로 인한 외부의 wne 수도 늘어난다. FALC3D로 그립 3.1 

의 grid 생성은 수평 동굴과 수직 처분공의 연결을 위해 grid 점을 일치시 

키면서 한 zone씩 짜 맞추었다. 그리고 처분용기 주위에서 멀리 떨어진 외 

부 영역의 grid는 처분용기 주위의 모양올 갖는 grid로 연결하면 zone 수 

가 많아지기 때문에 F와ι3D의 특수 기능중의 하나인 ATTACH 병령어 

를 사용하여 grid 점의 수가 2:1로 연결되게 조정하였다. 이 ATTACH 명 

령어의 사용은 grid 점의 비율올 정수배로 연결하여야 계산의 정확성올 유 

지할 수 있으며 정수배가 아니면 계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제약조건이 

있다[13]. 

3.2 열해석 계산 조건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계산조건들은 ABAQUS를 이용한 해석 [4]과 통 

일한 조건을 사용하였다. 

열원으로 사용된 PWR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은 2장에서 주어진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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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며， 열원은 처분용기내의 사용후핵연료 모양이나 충전채에 관계없이 

처분용기의 내경이 차지하는 부피에 사용후핵연료의 주성분인 우라늄이 균 

일하게 퍼져 있는 균질체로 가정하여 우라늄의 물성치를 주었다. 처분용기 

의 내부는 충전물과 집합체를 지지하는 구조물둥에 따라 처분용기 내부를 

표현하는 물성치가 다르므로 차후에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었다. 열 

원의 입력은 붕괴열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야하므로 FLAC3D의 FISH 

기능으로 프로그램하여 업력하였다. 

다른 물질틀 즉 처분용기 재질 벤토나이트의 재질 및 암반의 재질도 모 

두 균질한 물질로 가정하였다. 열해석을 위해 이들 각각에 대한 열적 물성 

치를 표 3.1에 표시하였다. 이들의 온도에 대한 변화가 모텔령에 업력할 필 

요가 있올 때는 온도변화에 대한 값들로 주어져야 한다. 특히 암반에 대한 

열적 물성치는 부지 특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값이므로 부지가 결정된 

후에 실험 데이터를 얻어 입력하여야 할 필요도 있올 것이다. 그러나 여기 

서는 ABAQUS와 FLAC3D 코드의 계산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물성치를사용하였다. 

표 3.1 처분장 열해석에 사용된 각 물질의 불성치 

Parameter Granite Mixture Bentonite C없너ster Spent Fuel 

. Density (kg/m~) 2700 2100 2100 8000 10960 

. Heat Conductivity 3.6 2.0 1.2 15.2 7.0 (W!m.K) 

.S야cific Heat 815 800 1000 504 275 O!Kg.K) 

경계조건은 화우 앞뒤의 4면과 지면 빛 처분장 하부면으로 이루어져 있 

다. 좌우 앞뒤의 4면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대칭이기 때문에 경계에서의 

열유속을 영으로 주었다. 지상은 지표면과 대기가 자연대류에 의해 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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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대기 온도는 변화가 없는 평균값올 사용 

하였다. 모텔 하부면의 열적 조건을 정해주기 위해서는 처분장에서 발생하 

는 열과 지열 사이에 열적 평형상태가 이루어지는 깊이를 구해야 한다. 물 

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열평형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변할 수 있지만 

1000년간의 계산에 지하 1000m에서 지열과 거의 형형이 이루어져 처분창 

으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에 의한 온도 변화가 무시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이 지점의 온도를 지열로 고정시켰다.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ABAQUS 

를 이용한 열해석 [4]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지열에 대한 초기조건으로 초기온도를 영으로 주고 그 계산 결과에 지열 

을 더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열 분포를 초기조건으로 입력하였 

다. 지열은 부지에 따른 특성치이지만 일반적인 지열 분포를 나타낼 때 적 

용되는 3oc/100m 를 사용하였다. FLAC3D에서 지열분포의 입력은 간단하 

게 INI 병령에 필요한 방향의 온도구배와 지표면 온도를 입력시키면 되는 

데 지표면의 초기 온도는 대기 온도의 연평균 값과 같은 것으로 입력하였 

다. 

3‘3 기하학적 모텔링올 위한 예비 계산 

본 보고서에 사용된 열해석 모텔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공간과 시간 

이 크기 때문에 계산의 정확성올 유지하면서 효윷적인 계산이 수행되도록 

zone 수와 계산 시간 간격( l!,. t )을 결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간 간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텔에 대한 계산시간올 비교하여 보았다. 기 

하학적 모텔령은 핵심 부위와 상부 및 하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핵심 부위 

는 온도구배가 큰 영역이므로 세밀한 mesh7} 필요하지만 공간이 큰 상부 

와 하부는 온도구배가 작으므로 가능한 한 넓은 mesh를 사용하였다. 

모렐령을 하는 과정에서 ABAQUS로 개발한 mesh의 모양을 갖는 수직 

처분공형의 처분장올 FLAC3D로 수청하는 데에는 ABAQUS에서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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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수평 동굴과 수칙 처분공 칸의 망id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많은 시행 

착오를 거쳐야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직처분공올 어떤 모양으로 표현 

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렴 3.3은 수직 처분콩을 표현한 모양틀이다. 

1번 모양은 처분용기와 벤토나이트를 원형에 가깝게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은 zone 수를 나타내지만 중심축에 존재하는 삼각주 zone의 각 맑id 점 

과 수평 동굴의 육면체 zone의 각 grid 점의 연결이 불가능하다. 또 1번 

모양올 수평 통굴의 grid와 연결하기 위해 육면체의 형태로 재배열 할 때 

2변의 grid수가 각각 6개이고 다른 2변은 각각 2개가 되는 grid 배치와 수 

평 통굴의 육면체 zone 들의 grid 배치가 맞지 않아 상호 연결이 불가능하 

였다. 

2번 모양은 처분용기의 원형내부를 나타내는 zone을 육면체가 되케 하여 

1번에서 일어난 중심축의 삼각주 zone의 grid를 일치시키는 문제는 해결했 

지만 후자에 서술한 처분공 쪽의 grid와 수평 동굴의 grid와의 연결은 역 

시 불가능하였다. 

3번 모양은 처분콩의 원형올 같은 면적의 육면체로 바꾸어 표현한 것으 

로 이는 실제 모양과 차이는 나지만 처분공의 grid와 수평 통굴의 grid를 

연결하는 문제는 해결되었다. 즉 수칙 처분콩을 표현할 때 4변의 grid 수 

를 같게 하여야 수평 동굴의 grid와 연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 문제 

를 FLAC3D의 공급회사인 ITASCA에 자문올 구한 결과에 의하면 본 모 

델령과 같은 열계산에서는 처분공올 육면체로 표현하여도 온도 분포에는 

큰 영향올 주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13]. 이러한 일연의 시행착오 끝에 

ABAQUS에서 사용한 모텔에 준하는 모양이고 또 실제 처분공 모양을 유 

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4번 모양의 grid를 만틀 수 있었다. 이는 처분콩을 

원형에 가깝게 표현하면서 3번 모양과 같이 각 변의 맑id 개수를 같게 유 

지하여 수평동굴의 맑id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표 3.2는 처분공의 모양올 서로 다른 grid를 갖는 기하학적 모델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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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그림 3.3수직 처분공을표현한여러 가지 기하학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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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 대한 계산의 결과로부터 zone 수와 시간 간격( f::,. t )에 따라 1000 

년 동안을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였다. 

이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간 간격은 implicit 계산올 위한 것들이고， 

explicit 계산올 위한 것은 1개이며， zone 수는 여러 종류로 되어있다. 

표 3.2 기하학적 모텔의 형태와 시간 간격에 따른 계산 시간의 비교 

t1m(esec s)t￡P calculation 
Model name zone 수 time.(l000yr) 

bhsim 6354 160,000 65hr 

bhsim2 4920 160,000 41hr 38min 

hgo 2잃8 160,000 22hr 29min 

hsnc 1960 160,000 18hr 49min 

hgt 2288 1,576,800 6hr 45min 

hnct 1960 1,576,800 5hr 46min 

hcot 2704 1,576,800 안lr 35min 

*hcotex 2704 820 88hr(50year ) 

bs46cy 4320 1.576,80 42hr 

*는 explicit 이고 나머지는 모두 implicit로 계산한 것임 

이 계산 시간 간격올 결정하는 방법은 제일 많은 zone수에 대해 시간 간격 

을 변화시키면서 implicit 계산올 수행하여 계산이 수렴했을 때의 시간 간 

격올 선태하는 것이다. 

모텔명 bhsim2 와 bhsim 으로 표시한 것은 처분공올 3번 모양언 육면체 

로 표현한 것들로서 bhsim2는 ATTACH 명 령올 사용하였기 때문에 zone 

수가 bhsim 보다 상당히 적다. 이와 같이 ATTACH 명령을 사용하여 같 

은 시간 간격에서 zone수를 줄이므로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올 단축시킬 수 

있다. 

모텔명 hgo는 처분공을 2번 모양으로 표현하고， 수평 동굴을 없앤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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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zone 수가 상당히 적다. 모델명 hsnc는 hgo에서 처분용기만올 제외시킨 

것으로 zone수는 hgo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줄어들었다. 이들 두 경 

우를 비교하면 300여개의 zone수가 줄은 컷에 대해 약 3시간 40여분의 계 

산시간 단축을 나타내고 있지만 큰 효과는 아니었다. 

이들로부터 시간 간격이 일정한 경우에 zone 수를 줄이면 계산에 소요되 

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반적인 수치해석의 경향과 유사하지만 1000 

년 동안올 계산하는데 2000여개의 zone수로 거의 20여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언 계산 방법으로 생각된다. 

모델명 hgt는 hgo와 같은 모양이고， hnct는 hsnc와 같은 모양으로 각 각 

zone 수는 같으나 시간 간격올 1，567，800초로 하여 1000년을 계산한 것이 

다. 이들로부터 시간 간격올 10배정도 크게 하여 계산하면 계산에 소요되 

는 시간은 3배정도 단축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6시간 45분 정 

도로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텔명 hcot 및 hcotex는 처분용기와 처분공을 1번 모양올 사용하여 표 

현하고 수평 동굴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hcot는 implicit로 계산을 수 

행한 것이고 hcotex는 explicit로 계산을 수행한 것으로 hcotex의 시간 간 

격은 FLAC3D 자체에서 자동적으로 수렴올 할 수 있는 시간 간격올 식 

(14)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hcotex의 경우에 50년 동안을 계산하는데 약 

88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1000년 동안의 계산은 약 20배인 1760 시간이 걸 

린다면 이 방법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보고 

서에서 사용된 처분장 모텔에 대해 FLAC3D의 explicit 열해석 방법으로 

1000년 동안올 계산한다는 것은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사용 

하기 에 거의 불가능하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면 계산 시간이 수 백 내지 수 천년이 걸리는 모텔 

에 대해 FLAC3D로 열해석올 할 경우에 계산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실제 모양에 가깝게 표현하면서 zone 수는 적게 하고 impl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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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시간 간격은 수렴 한도 내에서 가장 크게 하여 계산 시간올 단축할 

수 있도록 기하학적 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모델 

의 열계산은 FLAC3D의 implicit 방법으로 계산올 수행하더라도 1c뻐년의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수 시간 내지 수십 시 

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FLAC3D의 열해석 기농은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 

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런 모텔을 FEM을 사용하는 ABAQUS로 

계산하면 모두 한시간 이내로 계산이 끝날 수 있다. 이에 비해 FLAC3D 

의 열해석 기능은 FDM으로 되어 있고 /::,. t 크기를 임의로 크게 할 수 없 

어 상대적으로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다는 단점올 갖고 있다. 

모텔명 bs46cy는 처분공올 4번 모양으로 표현하여 최대한 실제 모양에 

가깝게 한 것으로 zone 수와 크기퉁에서는 bhsim2와 큰 차이가 없다. 그래 

서 수직처분공형의 처분장인 그림 3.1의 모델에 사용한 시간 간격은 

bhsim2 모텔에서 implicit 계산올 위해 시행착오법으로 결정한 시간 간격 

인 160，000초를 참조하여 1년의 200분의 1인 157，680초를 선택 하였다. 

수평동굴형 처분에서는 복잡한 기하학적 문제가 없으므로 시간 간격올 

치행착오법으로 최대값을 찾아 사용할 수 있으나 수직처분공형의 결과와 

상호 비교의 필요성올 감안하여 수직처분공형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시간 

간격 인 157，680초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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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열해석 결과 고찰 

KAERI에서 고려하고 있는 처분시스템 중 수직처분꽁형 (VSA)과 수평동 

굴형 (HSA)에 대하여 처분장 인접지역의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결 

과를 FEM코드인 ABAQUS 로 계산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FLAC3D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4.1 수직처분꽁형 처분 개념 

수직처분공형 처분장에 대한 기하학적 모델의 데이터로 ABAQUS에서 

사용한 element 수와 FLAC3D에 서 사용한 zone 수를 표 4.1에 표시 하였 

다. 표 4.1에서 보는바와 같이 처분장 주위의 핵심 부위에 element가 집중 

되어 있고， FLAC3D는 ABAQUS에 비해 핵심 부위의 element수가 반청도 

적다. 이처럼 처분장 주위의 핵심부위를 표현하는 기하학적 모델령에서 

FLAC3D가 grid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FLAC3D가 갖고 있는 ATTACH 

기능을 사용한 효과이다. 

표 4.1 수직처분콩형 처분장의 기하학적 모텔 데이터 

위치 코E element 수 grid 수 size(m) x/v/z 

핵심 부위 ABAQUS 6480 7729 20/3/20 
FLAC3D 3120 않51 20/3/22 

상부 ABAQUS 600 715 20/3/480 
FLAC3D 600 777 20/3/490 

하부 ABAQUS 1000 1115 20/3/1000 
FLAC3D 600 777 20/3/488 

겨l ABAQUS 8080 9559 20/3/1500 
FLAC3D 4320 5405 20/3/1000 

그림 4.1은 벤토나이트의 온도가 최대에 도달하는 처분 후 20년 전후의 

처분장 인접지역 및 벤토나이트의 온도 둥고션을 나타낸 것이다. 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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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AC3D 1.10 
Slep 3900 Perspeclive 
00:05: 15 Mon 。이 261998 

Aotation: 
X: 350.00 
Y: 0.00 
Z: 50.00 

Cenler: 
X: 1.000e+Ol 
Y: 1.500e+00 
Z: -5.000e+02 

Eye Dist: 5.52ge+03 
Size: (1.984e+Ol , 2.153e+ol) 

Contour of Tcmpçr‘IlllTC 

5.07930+01 10 5.5000e+Ol 
‘ 5.5000e+Ol 10 6.0000e+Ol 

6.oo00e+Ol 10 6.5000e+Ol 
6.5000e+01 10 7.0000e+Ol 
7.OO00e+01 10 7.5000e+Ol 
7.5000e+Ol 10 8.0000e+Ol 
8.oo00e+Ol to 8.5000e+Ol 
8.5000e+Ol 10 9.0000e+Ol 
9.oo00e+Ol 10 9.5000e+Ol 
9.5000e+Ol 10 9.8350e+Ol 

Inlerval = 5.0e+oO 

lIasca Consulling Group , Inc 
Minneapolis, Minnesota USA 

FLAC3D 1.10 
Slop 3900 Perspe뎌[vo 

00:07:26 Mon Oct 26 1998 

Aotation: 
X: 340.00 
Y: 0.00 
Z: 30.00 

Cen1er: 
X: 0.0000+00 
Y: O.OOOe+OO 
Z: -5.0500+02 

Eye Disl: 5.5290+03 
Slze: ( 5.2230+00, 5.6710+00) 

COl1l0ur ofTcmpcrarurc 

6.62750+01 10 6.75000+01 
d 6.7500è+OlI0 7.0ooOe+Ol 

7.oo00è+Ol 10 7‘ 2500e+Ol 
7.2500è+OlI0 7.5ooDe+Ol 

I 7.50000+01 to 7.750De+Ol 
7.75ooe+Ol 10 8.0ooOe+Ol 
8.00000+01 to 8.250De+Ol 
8.25ooe+01 to 8.5ooOe+Ol 
8.5000e+Ol 10 8‘ 7500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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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sca Consultlng Group,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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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수직처분공형에서 벤토나이트가 최대 온도 일 때의 처분용기 주위 
및 벤토나이트의 온도등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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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의 둥온선에서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용기 주위의 온도구배가 크고 

이로부터 멀어질수록 온도구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벤토나이트 

의 둥온선에서는 그 중심부의 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결과는 모 

두 합리적인 현상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벤토나이트의 중심부는 처분용기 

와 접한 면과 암반과 접한 면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 중심부위에서 반경 

방향으로의 온도구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는 처분장 인접지역의 각 구성 성분의 주요 부위의 온도를 1000 

년 동안의 시간에 대해 도시한 것이다. 고준위 폐기물의 온도를 나타내는 

위치 Gp 9는 처분용기의 중심 축올 기준으로 사용후핵연료 길이의 반이 

되는 grid 점인 x==O, y==O, z==-504.98m 인 지점이고， 이 지점올 각 구성성 

분의 x 방향의 위치를 나타내는 원점으로 하였다. 벤토나이트의 내부 온도 

를 나타내는 위치 Gp 71은 처분용기의 외부 표면과 벤토나이트가 접촉한 

grid 점으로 x=O.54m인 지점이며， 벤토나이트의 외부 온도를 나타내는 위 

치 Gp 299는 벤토나이트의 외부 표면과 암반이 접촉하는 부분으로 

x=l.04m인 지점이다. 암반의 중간 부위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 Gp 잃82 

는 x=1O.0m인 지점이고 p피ar의 중심 부위의 온도를 나타내는 Gp 2888 

은 x=20.0m인 지점으로 수평동굴 간의 거리의 반이 되는 지점이다. 

고준위 폐기물， 처분용기 및 벤토나이트의 온도는 처분용기를 거치 한 

후 거의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최대온도까지 올라가고 이후부터는 서서히 

떨어지며， 암반의 온도는 최대온도까지 올라간 후 별로 감소하는 경향이 

없이 지속되지만 H뻐년이 경과할 때쯤에는 이들의 온도차가 크지 않게 나 

타나고 었다. 이는 열전도성이 낮은 암반으로 둘러싸인 처분장 인접지역의 

각 물질들은 오랜 시간이 경과할 수록 온도 차이가 거의 없는 열평형 상태 

로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구성 성분들의 최대온도를 살펴보면 고준위 폐기물의 최대온도는 

98.87"C를， 처분용기의 외부 표면 즉 벤토나이트의 내부표면의 최대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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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TC를， 벤토나이트의 외부표면의 최대온도는 81.36
0

C를， 암반의 중간 위 

치의 최대온도는 73.02
0

C를， 수평동굴 간의 중간위치의 최대온도는 72.23t 

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부터 벤토나이트의 허용온도가 Hxrc 이므로 벤토나 

이트 의 내부표면의 최대온도와 외부표면의 최대온도로 판단할 때 이 시스 

템은 1000년 동안 열적 제한 조건올 만족시키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이러 

한 판단은 처분장 인접지역을 상세히 모텔링하여 각 성분들의 온도 변화를 

계산하는데 경계조건올 상부의 지표면과 하부의 열평형 지점까지로 줄 수 

있게 한 본 모텔이 실제 현상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 

다고본다‘ 

그림 4.3은 제3장에 서술한 FLAC3D의 여러 가지 기하학적 모델링에 따 

라 계산한 결과로부터 벤로나이트의 온도변화 만올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rea1(표 3.2에서 모델명 bs46cy로 표시됨)은 처분공 주위를 실제 모양과 유 

사하게 표현한 모델이고， rect는 처분공 주위를 사각형으로 표현한 모델이 

며， notun은 수평 동굴을 제거한 모텔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의 기하학적 모델로 1000년까지의 시간에 대해 계산한 벤토나이트의 

온도는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수평동굴을 포함 

하면서 핵심 부위를 실제 모양과 다르게 표현하는 기하학적 모렐령 보다는 

수평동굴을 제거하면서 핵심부위를 실제 모양과 비슷하게 표현하는 기하학 

적 모델령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뒷채움재에 대한 열의 영향 

을 평가한다든지 하는 경우와 같이 수평동굴의 영향올 필히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모댈명 rea1올 사용하여야 하지만 수평동물의 영향올 고려하지 않 

는 계산에서는 모텔명 notun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제3장의 시간 간격에 대한 예비계산올 참조하여 rea1 모델올 기준으로 

결청한 시간 간격인 157，680초를 이 세 가지 모텔의 시간 간격으로 사용하 

여 1000년까지 계산할 때 notun 모렐은 계산 소요 시간이 26 시간 걸리고， 

나머지들은 약 42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시간 간격올 1.576，800초로 하면 

31 



110.0 

100.0 r I rea 1 
.,. rect 

_ .. _. notun 

90.0 

80.0 
( 
Q
。
'-' 70.0 
φ 

ι‘ 
그 ...., 
m 
ι‘ 
φ 

。‘g 
φ ...., 

60.0 

50.0 
U ...., 
s 
。

견 40.0 
U 
띠 

30.0 

20.0 

10.0 

0.0 
1.000E -02 1.000E -0 1 1.000E빼o 1.000E;o1 1.000E;o2 1.000E빼3 

1ìme(year) 

그렴 4.3 여 러 기하학적 모벨에서 1000년 동안에 대한 멘토나이트의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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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un 모텔은 약 9시간 정도 걸리지만 나머지 모델은 발산하므로 계산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FLAC3D의 열해석 기능으로 열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기하학적 모델령올 할 경우에 계산 시간 간격올 크게 하면서 복장한 기하 

학적 모양을 가능한 한 피하여 모델령올 하는 것이 계산의 효율성을 높여 

줌올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1000년과 같이 긴 시간 동안 계산할 

때에는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렴 4.4에서 그림 4.8까지는 ABAQUS로 계산한 결과와 FLAC3D로 계 

산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용도는 y 축에 시간은 x 축올 대수함수로 하 

여 고준위 폐기물 중심부의 온도， 벤토나이트의 내부표면의 온도， 벤토나이 

트의 외부표면의 온도 및 암반의 두 지점의 온도들을 각 각 도시한 것으로 

이들의 각 위치는 그림 4.2의 설명에서 서술한 것과 같다. 이틀 그렴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준위 폐기물， 벤토나이트 및 암반의 각 지점의 온도는 

FLAC3D의 결과와 ABAQUS의 결과가 거의 일치함올 나타내고 있다. 

그림 4.4에서 그림 4.6까지에 표시된 고준위 폐기물과 벤토나이트의 온도 

는 처분용기를 거치 한 후의 초기 부분에서는 ABAQUS로 계산한 결과가 

FLAC3D로 계산한 결과 보다 조금 높은 온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처분용기를 거치 한 후의 후반부에서는 ABAQUS로 계산한 결과가 

FLAC3D로 계산한 결과 보다 조금 낮은 온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 

는 수치해석에 사용한 수학적 기법과 기하학적 모델령올 위한 grid 생성 

방법둥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코드에서 얻은 계산 

이 비슷한 결과를 보이더라도 FLAC3D는 계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ABAQUS로 해석할 때에 계산올 위한 시간 간격올 식 (5)의 조건올 만족 

시키면서 이 코드의 장점인 시간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사용하 

는데 O.α)()2년에서 계산올 시작하여 2000년에 끝나케 하고 있다. 이때의 시 

간 간격은 최소 간격을 O.α)()2년으로 최대 간격올 500년으로 하며， 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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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 .4 수직 처 분공형 에 서 FLAC3D 와 ABAQUS로 각 각 계산한 고준위 
폐기물의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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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수직 처 분꽁에서 FLAC3D 와 ABAQUS로 각 각 계산한 벤토나이 트 
외부면의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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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시간 칸격올 차통으로 결정하는 제한 조건으로 온도 증분올 5.0.C 

로 주었을 때의 시간 간격의 개수는 59개이다. 이러한 시간 간격의 개수는 

제한 조건인 온도 증분올 주는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FLAC3D는 식(14) 

에 따라 explict 계산 방법의 시간 간격을 결정하여 열-역학적 연계 해석 

에서 쌍방향의 영향올 계산하는 경우와 같은 계산에 explicit를 사용하지만 

이는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열해석에서논 implicit 

계산 방법올 주로 사용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렴 implicit 계산 방법은 

시간에 대해 안정적이지만 수치해석의 특성에 따라 내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시간 간격올 결정하여 사용한다. 그래서 FLAC3D로 이 

모텔에 대해 1000년을 계산하는데 1/200년의 시간 간격을 결정하였고 이 

때의 시간 간격의 개수는 200,000 개다. 표 4.1에서 보는바와 같이 두 코드 

에서 사용되는 합id 수의 차이에 비해 시간 간격의 개수의 차이는 3000배 

이상이 된다. 따라서 ABAQUS의 계산 시간은 수 분 내지 수십 분이 소 

요되는 반면 FLAC3D는 수 시간 내지 수십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gird 값 

의 계산에 필요한 내부 수렴의 회수의 차이보다 시간간격의 개수의 차이에 

- 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본 모텔과 같이 장시간의 온도 변화를 예 

측하여야 하는 경우의 계산에 ABAQUS에서 사용하는 시간 간격 결정 방 

법을 사용하는 것은 계산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여준다. 

상기와 같은 시간 간격올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온도구배가 점점 중가하 

는 계산 초기의 영역은 ABAQUS가 작은 시간 간격을 사용하둔데 비해 

FLAC3D는 ABAQUS보다 큰 값의 항상 일정한 시간 간격올 사용하고 있 

다. 반면에 온도구배의 변화가 작은 후반부에서 ABAQUS는 큰 시간 간격 

올 사용하는데 비해 FLAC3D는 ABAQUS보다 작은 값의 항상 일정한 시 

간 간격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은 온도차는 이러 

한 시간 간격의 차이에서 오는 수치해석상의 차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7과 그림 4.8에 표시된 암반의 온도는 처분용기를 거치 한 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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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청도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1년 후부터 서서히 상승하여 200년 전 

후에서 최고온도를 나타낸 후에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FLAC3D의 

계산 결과는 ABAQUS의 컷 보다 약간 높은 온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ABAQUS의 시간 간격(그림의 시간축에 1.11년， 

1.52년， 2.34년， 3.16년 ....... 풍으로 나타나는 시간오로 시간 간격은 0.41년， 

0.82년， 0.82년 ....... 로 변화하면서 증가하는 것을 도시한 컷임)이 1년 후부 

터는 FLAC3D의 시간 간격(그림의 시간축에서 0.995년， 1.49년， 1.99년， 

2.49년 .......... 둥으로 나타나는 시간으로 시간 간격은 0.05년으로 일청하게 변 

하면서 중가하는 것올 도시한 것임)보다 큰데서 오는 수치해석상의 차이라 

고 생각된다. 

주요한 관심 부분 중의 하나인 벤토나이트의 온도는 시간이 약 2년 경과 

한 후부터 약 50년 될 때까지 두 코드의 계산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으 

며， 최고 온도는 19.5년 부근에서 ABAQUS로의 결과가 95.85
0

C 이고， 

FLAC3D로의 결과가 95.6
0

C로 거의 같은 온도를 나타내고， 10년경과 후에 

ABAQUS로의 결과가 94.83
0

C 이고 FLAC3D로의 결과가 94.6
0

C로， 30년경 

과 후에 ABAQUS로의 결과가 95.11 oC 이고 FLAC3D로의 결과가 95.3 0C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틀 두 코드는 모두 10년에서 30년 사이의 

온도 변화가 최고 온도와 별 차이가 없는 완만한 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들올 종합하면 FLAC3D의 결과와 ABAQUS의 결과들의 비교에서 약 

간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지만 제2장의 열해석 알고리즘이 서로 다른 것을 

감안한 수치해석적 관점에서 보면 이틀의 계산 결과는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FLAC3D의 열해석 기능은 FDM올 사용하는 것에 따 

르는 계산 시칸이 많이 소요되는 단정올 배제할 수는 없어 본 모텔에서와 

같이 1000년의 긴 시간이 요구되는 계산에서는 계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단점을 갖고있다. 반면에 ABAQUS의 열해석 기능은 온도구배가 

작은 영역에서 시간 간격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시간 간격의 개수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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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므로 계산의 청확성올 유지하면서 계산올 상당히 빠르게 하는 장점올 

갖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FLAC3D의 열해석 기능올 평가하기 위하여 열해 

석만올 수행한 FLAC3D의 계산 결과에 대해 ABAQUS의 계산 결과를 기 

준으로 판단할 때 FLAC3D의 코드 자체가 갖는 열해적 계산의 특성으로 

는， 1) 수직천공형과 같이 복잡한 기하학적 모델을 표현하는 경우에 

FLAC3D는 ATTACH 기능으로 zone수를 적게 할 수 있어 grid 생성이 효 

융적이다， 2) 수 천년 동안의 시간 경과에 대한 계산에서 FLAC3D는 시간 

간격올 크게 할수록 계산 시간이 짧아지지만 온도구배의 변화에 관계없이 

전 영역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상 

당히 많이 소요되는 반면에 ABAQUS는 온도구배의 변화에 따라 전 영 역 

에서 시간 간격을 적절히 자동으로 조절하므로 계산 시간이 상당히 짧아 

FLAC3D 보다 상당히 효율적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로 부터 1) FDM올 

사용하는 FLAC3D의 계산 결과와 FEM올 사용하는 ABAQUS의 결과가 

서로 일치하므로 처분장열해석올 위하여 제시된 수직처분공형의 모텔은 수 

치해석상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4.2 수평동굴형 처분 개념 

수평동굴형 처분장에 대한 기하학적 모텔령은 그림 3.2와 같고， 이 처분 

장에서 수평동굴 칸의 거리는 40m, 처분용기 간의 거리는 1m 이며， 수직 

처분공형에 사용한 것과 같은 처분용기를 수평 동굴에 연속적으로 배열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한 기하학적 모렐의 데이터로 ABAQUS에서 사용한 

element 수와 FLAC3D에서 사용한 zone 수를 표 4.2에 표시하였다.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AQUS에서는 핵심 부위에서 element 수 

가 FLAC3D의 약 3배 정도가 되지만 FLAC3D의 상부와 하부의 zone수는 

41 



표 4.2 수평통굴형 처분장의 기하학적 모텔 데이터 

위치 -구-‘i~ element 수 grid 수 size(m) x/y/z 

핵심 부위 ABAQUS 3720 4543 20/2.98/10 
FLAC3D 1120 l뼈4 20/2.98/20 

상부 ABAQUS 500 605 20/2.98/490 
FLAC3D 700 880 20/2.98/490 

하부 ABAQUS 500 605 20/2.98/1000 
FLAC3D 700 880 20/2.98/490 

계 
ABAQUS 4720 5753 20/2.98/1많QJ 
FLAC3D 2520 3224 20/2.98/1000 

ABAQUS의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두 코드에서 핵심 부위의 

element 수가 다른 것은 mesh의 간격을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 하는 

기하학적 모텔령의 차이로 별 의미는 없다. 

FLAC3D에서 수직처분공형과 수평통굴형의 zone 수를 비교하면 2배 정 

도가 되는데 이 zone 수의 차이에 비해 1000년 동안을 계산할 때에 소요되 

는 계산 시간이 수직처분공형에서 약 42 시간이고， 수평통굴형에서 약 32 

시간으로 계산 시간의 차이는 10시간 정도이다. 따라서 앞에서 서술한 것 

처럼 계산 시간 간격을 길게 한 notun 모텔의 계산에 소요된 계산 시간이 

약 9 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계산 값의 요구되는 정확도 내에서 mesh수를 

줄이는 것 보다 시간 간격올 크게 하는 것이 FLAC3D에서는 계산 시간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9는 벤토나이트의 온도가 최대에 도달하는 시간인 처분 후 20년 

전후의 처분장 인접지역 및 벤토나이트 주위의 퉁온선올 나타낸 것이다. 

처분장 인접지역의 퉁온선에서는 처분용기 주위의 온도구배가 크고 이로부 

터 멀어질수록 온도구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벤토나이트 의 온 

도 둥고선에서는 수평방향 중심부의 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결과 

는 모두 합리적인 현상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벤토나이트의 수평방향 중심 

부를 나타내는 앞쪽은 처분용기와 접한 면과 암반과 접한 면의 온도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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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9 수평동굴형에서 벤토나이트가최대 온도 일 때의 처분용기 주위 
및 멘토나이트에 대한 온도 등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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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나 수직처분콩형에서처렴 중심부위에서 반경방향으로의 온도구배 

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었다. 

그립 4.10은 처분장 인접지역의 각 구성성분의 주요 부위의 온도를 

1000년 동안의 시간에 대해 도시한 것이다. 온도를 표시한 x방향의 위치는 

수직처분콩형에서의 위치와 같다. 이 그립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각의 성분 

즉 고준위 례기물의 최대온도는 100.6.C 이고， 처분용기의 외부 표면 즉 벤 

토나이트의 내부표면의 최대온도는 96.9.C 이고， 벤토나이트의 외부표면의 

최대온도는 82.0.C 이고， 암반의 중간 위치의 최대온도는 73.3.C 이고， 수평 

동굴 간의 중간위치의 최대온도는 72.4 .C로 나타나고 었다. 벤토나이트의 

열적 허용온도가 l(X)"C 이기 때문에 벤토나이트의 내부표면의 최대온도와 

외부표면의 최대온도로 판단할 때 이 시스템도 열적 제한 조건을 만족시킴 

을 알수 있다. 

그림 4.11에서 그림 4.15까지는 ABAQUS의 결과와 FLAC3D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온도는 y 축에， 시간은 대수함수로 X 축에 도시할 때의 고 

준위 폐기물 중심부의 온도， 벤토나이트 내면의 온도， 벤토나이트 외면의 

온도 및 암반의 두 지점의 각 온도를 각각 나타낸 것들이다. 이들의 위치 

와 시간 간격은 수직처분공형에서 설병한 것과 같다. 

이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준위 폐기물， 벤토나이트 빛 암반의 각 

지점의 온도는 FLAC3D로 해석한 결과와 ABAQUS로 해석한 결과가 거의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1에서 그림 4.13까지는 고준위 폐기물과 

벤토나이트의 두 지점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립에서 처분용기를 

거치 한 후의 초기에는 ABAQUS로 계산한 결과가 FLAC3D로 계산한 결 

과 보다 조금 높은 온도를 보이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ABAQUS로 계산한 

결과가 FLAC3D로 계산한 결과 보다 조금 낮은 온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수직처분콩형에서 설명한 것과 같온 이유로 생각된다. 그림 4.14와 그립 

4.15에 표시된 암반의 온도는 전체적으로 FLAC3D로 계산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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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l 0 수평동굴형 처분장 인접지역의 각물질에 대한 1000년 동안의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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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11 수평동굴형에서 FLAC3D 와 ABAQUS로 각각 계산한 고준위 
폐기물의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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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12 수평동굴형에서 FLAC3D 와 ABAQUS로각각 계산한 벤토나이트 
내부변의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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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13 수평동굴형에서 FLAC3D 와 ABAQUS로 각 각 계산한 밴토나이트 
외부면의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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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14 수평동굴형에서 FLAC3D 와 ABAQUS로 각 각 계산한 x 방향 
으로 1야n 거리의 암반의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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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수평 동굴형 에 서 FLAC3D 와 ABAQUS로 각 각 계산한 x 방향 
으로 20m거리의 암반의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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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QUS로 계산한 결과보다도 약간 높은 온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도 수 

직처분공형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생각된다. 

중요한 관심 부위 중의 하나인 벤토나이트의 최고 온도는 수직처분콩형 

과 비슷하게 19.5년 부근에서 ABAQUS로의 계산 결과가 96.46 0C 이고， 

FLAC3D로의 계산 결과가 96.9
0

C로 비슷한 온도를 나타내고， 10년경과 후 

에는 ABAQUS로의 계산 결과가 95.6
0

C 이고， FLAC3D로의 계산 결과가 

96.2
0

C 이며， 30년경과 후에는 ABAQUS로의 계산 결과가 96.1 0C 이고， 

FLAC3D로의 계산 결과가 95.6
0

C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 두 

코드는 모두 10년에서 30년 사이의 온도 변화가 최고온도와 별 차이가 없 

는 완만한 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들올 종합하면 FLAC3D로 계산한 결과 

와 ABAQUS로 계산한 결과들의 비교에서 약간의 온도차가 나타나지만 수 

치해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FLAC3D로 1000년 동안올 계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32 시간임올 고 

려할 때 ABAQUS로의 계산에서 시간 간격을 온도구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의 효융성올 다시 인청할 수 있다‘ 

그립 4.16은 수직처분공형과 수평동굴형의 각각에 대해 ABAQUS와 

FLAC3D로 계산한 결과에서 얻은 벤토나이트의 온도를 함께 도시한 것이 

다. ABAQUS로 계산한 수직처분공형 및 수명동굴형의 벤토나이트의 최대 

온도는 별로 차이가 없올 청도로 작은 값( 0.5
0

C)올 보이고 있고， FALC3D 

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큰 차이( 1.3
0

C)를 보이고 었다. 이러한 차이는 수 

직처분꽁형의 피치가 6m이고 수평동굴형의 피치가 5.96m인 기학적 형태가 

다른데서 오는 열전달 체적의 차가 주도적인 것과 같은 이유를 감안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FLAC3D의 열해석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평 

동굴형 처분장에 대해 열해석만을 수행한 FLAC3D의 계산 결과에 대해 

ABAQUS의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1) 수평동굴형과 같이 기하 

51 



110.0 
••••••• borehole(aba) 

100.0 ~I 
borehole (flac) 

- - - -horizontal(aba) 

90‘o H - •• - • horizontal( f1ac) 

，.-、 80.0 
u 
。

、-" 70.0 φ 

‘킹i I 
•-' J 
떠 

60.0 ‘i l φ 

Qg‘ f 

φ 50.0 •-' 
φ 

•-' 

--"'"’ / 

....... 
섭 

40.0 。

•-' 
섭 

띠φ 
30.0 

20.0 

10.0 

0.0 
O~αX)l 0.001 0.01 0.1 1 10 100 1α)() 1α)()O 

1ìme(year) 

그림 4.16 수직처분공형 및 수평동굴형에서 FLAC3D 와 ABAQUS로각각 
계산한 멘토나이 트의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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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모텔령이 복잡하지 않아 ATTACH 기능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FLAC3D로 grid를 생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볼 수 없다， 2) 수 천년 동안 

의 시간 경과에 대한 계산에서 FLAC3D는 시간 간격올 크게 할수록 계산 

시간이 짧아지지만 온도구배의 변화에 관계없이 전 영역을 일정한 시간 간 

격￡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반면에 

ABAQUS는 온도구배의 변화에 따라 전 영역에서 시간 간격을 적절히 자 

동으로 조절하므로 계산 시간이 상당히 짧아 FLAC3D 보다 상당히 효율적 

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1) FDM을 사용하는 FLAC3D의 계산 결 

과와 FEM올 사용하는 ABAQUS의 결과가 서로 일치하므로 처분장 열해 

석을 위하여 제시된 수평동굴형의 모텔은 수치해석상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록 1에는 수평동굴형의 기하학적 모텔링 및 해석 절차에 대한 

FLAC3D의 입력 데이터를 수록하였다. 수직동굴형에 대해서는 기하학적 

모텔령에 대한 입력 테이터가 길고 또 수평동굴형의 해석 절차와 크게 차 

이가 없으므로 이의 수록은 생략하였다. 

4.3 2차원 모텔의 고찰 

FLAC3D는 3차원 해석을 위한 전용 코드이고 2차원 해석을 위해서는 

FLAC 코드[15]가 주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심지층 

처분 시스템의 열해석에 대한 2차원 해석을 하는데 FLAC3D를 사용할 가 

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처분 시스템올 2차원으로 모텔령 할 경우에 

열원에 대한 비대칭성 구조를 어떻게 대칭성이 있게 표현하는가가 문제이 

다. 처분장 인접지역올 x와 z방향올 갖는 2차원으로 모텔령올 할 때는 y 

방향으로 열원이 불연속이어서 2차원의 관점에서 대칭성이 없는 데도 불구 

하고 y방향에 대한 대정성올 주어야한다. 또한 고준위 폐기물과 벤토나이 

트의 온도에 대한 분석을 휠요로 할 때에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들을 

상세히 표현하는 기하학적 모텔올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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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3D에서 2차원에 대한 기하학적 모텔령은 한쪽 방향올 단위 길이로 

하고， 이 단위 길이의 grid를 한 개로 주어 grid를 생성한다. 그림 4.17 빛 

4.18은 수직처분공형 및 수평통굴형 각각의 처분 시스템에 대한 2차원의 

기하학적 모텔로 y방향은 단위 길이인 1m로 하여 각각 grid를 생성한 것 

으로 전자는 wne수가 628개이고， 후자는 4607~ 이다. 

열원인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 그렴 3.1 및 그렴 3.2와 그렴 4.17 및 그렴 

4.18올 비교해 보면 2차원 모델령에서 실제로는 y 방향으로 대칭성이 없는 

것을 대칭으로 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언하여 열원은 y 방향으로 연속되 

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진다. 그런데 계산에 부과되는 열원의 열량은 3차 

원이나 2차원에 관계없이 같아야 한다. 따라서 기하학적 모델령의 그림에 

서 표현된 것처럽 열원의 모양이 다르므로 열부하를 같게 하기 위해 열량 

에 대한 보정을 해주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열원에 대한 부 

피비율올 고려해주었다. 수직처분공형에서는 처분용기를 기준으로 계산한 

체적 열원에 2차원과 3차원에 대한 열원의 부피 차에 의한 보정인자로 π 

r/21 (여기서 r 은 처분용기의 내부 반경이고， 1은 처분공과 처분공 사이의 

거리 즉 피치임 )을 곱한 값을 2차원 해석에 대한 열부하로 입력해주었다. 

수평통굴형에서는 이 보정인자로 ψ1 (여기서 h는 처분용기 내부의 길이이 

고， 1은 수평으로 놓인 처분용기와 처분용기의 중심들 사이의 거리)을 처분 

용기를 기준으로 계산한 체적 열원에 곱한 값올 2차원 해석에 대한 열부하 

로 업력해주었다. 

열원올 제외한 경계조건， 초기조건 및 물성치는 모두 3차원 해석에 사 

용한 것들과 동일하다. 

그림 4.19 및 그렴 4.20은 수직처분꽁형 및 수평통굴형에 대해 각 주요 

성분들의 용도를 1000년 동안 시간에 대해 도시한 것이다. 이들의 각 지점 

의 위치는 3차원 해석에서 사용한 것틀과 같다. 수직처분공형에 대한 2차 

원 계산의 온도 변화인 그림 4.19와 3차원 계산의 온도 변화인 그림 4.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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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FLAC3D로 2차원 계산을 하기 위 한 수직 처 분공형 의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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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FLAC3D로 2차원 계산을 하기 위 한 수평 동굴형 의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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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1 9 수직처분꽁형 처분장인접지역에 대해 2차원계산에서 얻은각물질의 1000년동안의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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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수평동굴형 처분장 인접지 역에 대해 2차원 계산에서 얻은 각 물질의 1000년 동안의 온도 변화 



비교하면 2차원의 계산에 의해 얻은 온도가 3차원의 것 보다 상당히 낮은 

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동굴형에 대한 2차원 계산의 온도 변 

화인 그립 4.20과 3차원 계산의 온도 변화인 그립 4.10올 비교하여도 2차원 

의 계산에 의해 얻은 온도가 3차원의 것 보다 낮은 온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3차원 계산과 2차원 계산의 결과로부터 얻은 온도 변화의 비교에서 2 

차원 해석으로 얻은 온도와 3차원 해석으로 얻은 온도와의 차이는 열원의 

처리 문제에서 야기되고 또 온도가 3차원 해석에서 보다 낮게 예측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3차원 해석과 2차원 해석과의 온도 변화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중요한 관심 부위의 하나인 벤토나이트의 온도를 수직처분공형은 그 

림 4.21에， 수평동굴형은 그림 4.22에 나타내었다. 수직처분콩형에 대한 그 

림 4.21에서 보는바와 같이 벤토나이트의 온도는 1년이 경과한 후에 3차원 

계산이 87.8
0

C를 나타내고， 2차원 계산이 68.0
0

C를 나타내어 약 22.5% , 10 

년이 경과한 후에 3차원 계산이 94.6
0

C를 나타내고 2차원 계산이 78.TC를 

나타내어 약 16.8%, 20년이 경과한 후에 3차원 계산이 95.6 0C를 나타내고 

2차원 계산이 81.9
0

C를 나타내어 약 14.3%의 차를 보이고 있다.2차원에저 

최대온도를 보이는 85년이 경과한 후에는 3차원계산이 91.3
0

C를 나타내고 

2차원 계산이 84.1
0

C를 나타내어 7.2%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85년 후부 

터는 이 차가 점점 줄어 1000년경에는 서로가 일치하고 었다. 또 벤토나이 

트의 최대 온도는 3차원 일 때에 95.6
0

C를 나타내고 2차원 일 때에 84.3 0C 

를 나타내어 그 차가 11.8% 이다. 수평동굴형에 대한 그림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벤토나이트의 온도는 3차원 계산에서 최대에 도달하는 시간과 2 

차원 계산에서 최대에 도달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1년이 경과 

한 후에 3차원 계산은 87.3
0

C를 나타내고 2차원 계산은 83.1
0

C를 나타내어 

약 4.8%, 10년이 경과한 후에 3차원 계산은 96.2
0

C를 나타내고 2차원 계산 

은 92.TC를 나타내어 약 3.6%의 차를 보이고 있다. 최대 온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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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수직처분공형에서 3차원과 2차원 모텔에 대해 1000년 동안의 
벤토나이트의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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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경과한 후에 3차원 계산이 96.9
0

C를 나타내고 2차원 계산이 93.9를 

나타내어 약 3.1%의 차이를 보이고난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로의 

차이가 점점 줄어틀어 300년이 경과할 때쯤에는 서로가 일치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수직처분공형과 수평동굴형의 2차원 열해석 모델령 

은 y 방향을 대칭성으로 가정하여 열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열부하를 3 

차원과 일치시키기 위해 열원에 대한 부피비율인 보정인자를 사용하는 방 

법으로는 처분장 인접지역의 구성 성분들에 대한 온도가 낮게 예측된다. 

특히 수직처분공형에 대해서는 과도 계산의 온도는 2차원과 3차원이 상당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시간이 오래 동안 경과하여 열 

평형에 도달하면 3차원이나 2차원에 관계없이 온도가 일치함을 보이고 있 

다. 

2차원 해석을 위한 기하학적 모텔의 zone 수는 3차원의 그것에 비해 수 

직처분공형은 6287ß 이고 수평동굴형은 4607ß로 상당히 적다. 그런데 1000 

년을 계산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수직처분공형이 약 90시간 이고， 수평동굴 

형이 5시간 20분이다. 수직천공형에 대한 계산 시간은 오히려 zone 수가 

적은 2차원으로 계산을 할 때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처분공형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3차원 모텔의 계산에 사용된 시간 간 

격이 157，680초인데 비해 2차원 모텔의 계산에서는 이 시간 간격으로 

15，768초를 사용하여야 했다. 그러나 수평동굴형에서는 157，680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평동굴의 경우에 zone수가 적어 소요되는 계 

산 시갇이 적었지만 수직천공형에서는 10배 작은 시간 간격올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수직처분공형의 시간 간격이 이렇게 작은 이유는 그림 4.17에서 보는바 

와 같이 FLAC3D로 2차원 모텔링을 할 때 y 방향을 다위 길이로 하고 이 

길이를 1개의 zone.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처분용기의 두께가 0.075m로 상 

당허 작아서 이의 오른쪽 모퉁이 부분의 zone이 상당허 작아지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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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의 y방향이 1m인 것올 고려할 때 식 (14)의 시간 제한올 참고하여 결 

정되는 시간 간격이 15,768 초 보다 큰 경우에는 수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작은 시간 간격에서는 zone의 수가 적더라도 

zone수가 많은 3차원 계산에서 보다 더 많은 계산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처분용기를 없앤 기하학적 모델올 만들어 1000년 동안의 

계산을 수행하였데 이 계산에서는 시간 칸격을 157，680초로 사용할 수 있 

었고，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시간 정도였다. 이 모델의 계산에서 얻 

은 벤토나이트의 온도 변화와 처분용기를 고려한 계산에서 얻은 이의 온도 

변화를 그렴 4.23에 도시하였다. 처분용기가 없을 때의 모텔령은 완충채뿐 

만 아니라 처분용기도 벤토나이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고준위 폐 

기불과 벤토나이트가 직접 접촉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벤토나이트의 온 

도는 고준위 폐기물과 벤토나이트가 접촉되어 있는 지점의 온도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이들 두 경우에 대한 벤토나이트의 온도차이는 크게 나타나 

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처분창 인접지역의 2차원 

열해석을 위해 FLAC3D로 기하학적 모텔링을 하여 계산하면 처분장 인접 

지역올 구성하는 각 성분의 온도는 낮게 예측되고 있어 열원에 대해 여기 

서 사용한 보정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 시스렘 

의 2차원 열해석올 위해서는 이와 같이 불연속 배열올 하고 있는 열원의 

입력에 대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FLAC3D로 2 

차원 해석올 위한 기하학적 모텔령올 하는 경우에도 3차원 모델령과 마찬 

가지로 시간 간격올 줄일 수 있도록 2차원 평변의 mesh 간격( 이때 3차원 

코드에서 2차원올 표현하기 위해 y 방향 두께를 단위 길이로 하여 1개의 

grid를 주는 것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함)들을 조정하여 적합한 zone을 

생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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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보고서에서는 지반 및 암반역화을 해석하는 전문 코드중의 하나인 

FLAC3D(East L쩡rangian Ana1ysis of Continua in 3 Dimensions)가 갖고 

있는 열해석 기능흐로 처분장 인접지역의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모텔은 

ABAQUS를 이용하여 처분장 인접지역의 열해석 방법 개발에서 제시한 것 

을 기준으로 FLAC3D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이 모텔에 대한 

FLAC3D의 계산 능력을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처분장 인접지역의 열해 

석올 FDM을 사용하는 FLAC3D와 FEM올 사용하는 ABAQUS로 해석한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수직처분공형 처분 시스템과 수평동굴형 처분 시스템에 대해 FLAC3D로 

열해석을 수행한 결과와 ABAQUS를 이용한 열해석의 결과들로부터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FDM을 사용하는 FLAC3D의 계산 결과와 FEM을 사용하는 ABAQUS 

의 결과가 서로 일치하므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처분장 언접지역의 기하 

학적 모텔은 수치해석상의 표현에서 합리적이다. 

2) FLAC3D는 요구되는 계산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zone의 개수는 가능 

한 한 적게 하고 계산 시간 간격은 가능한 한 크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델령을 하는 컷이 계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3) 수 천년 동안의 시간에 대한 계산에서 FLAC3D는 온도구배의 변화에 

관계없이 전 영역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반면에 ABAQUS는 온도구배의 변화에 따라 

전 영역에서 시갇 갇격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농이 있어 계산 시간이 상 

당히 짧아 FLAC3D 보다 상당히 효율적이다， 

4) 복잡한 형태를 갖는 모양의 기하학적 모텔링에서 FLAC3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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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 기능올 사용할 수 있어 grid 생성이 효율적이다. 

5) FLAC3D로 2차원 해석을 한 결과를 3차원 해석의 결과와 비교하면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2차원 해석 방볍은 처분장 인접지역올 구성하는 각 성 

분의 온도를 3차원 해석의 결과 보다 낮게 예측하고 있다. 

6)FLAC3D의 고유 기능은 지질역학(geomechar피cs) 해석을 위한 것으로 

지하의 암반에서 처분장의 동굴을 굴착할 때에 동굴 주위의 안정성 및 열 

과 연계되었을 때에 열로 인한 암반의 안정성 및 완충채에 대한 열-역학

수리의 연계 계산을 하여 처분장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코드로 이 분 

야의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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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수평동굴형에 대한 FLAC3D의 입력 데이터 

new 
set log on 

title 
, TheITIla1 an따ysis of horizontal type repoSitOIY , 
, z 500m tu sp 40m and pitch 1 m C5.96m) , 
config therma1 

;c벼1 g∞metric model data 

c려1 hoca1g.dat 

;make group rock 

group rock ran any group rock1 any group rock2 

;make group name for plot 

range name core any gr fuel any gr cask any gr buff any gr rock 

;********* define therma1 model ************ 
model th iso 

;**********define materia1 pro않rties********** 

macro u02 'conduc 7.0 spec_heat 275’ 
macro steel ’conduc 15.2 spec_heat 504' 
macro bent 'conduc 1.2 spec_heat 1000' 
macro granit ’conduc 3.2 spec_heat 815' 
macro bfill ' conduc 2.0 spec_heat 800' 
; theITIla1 propertíes 

prop u02 range group fuel 
prop steel range group cask 
prop bent range group buff 
prop 휠없üt range group rock 
prop granit range group rock3 

;********* materia1 density *************** 
ini density 10앉뻐 range group fuel 
ini densíty 8000 range group cask 

ini density 2100 range group b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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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띠 density 2700 range group rock 

i띠 density 2700 range group rock3 

;******** initia1 thenna1 ************** 
ini temp 20.0 grad 0 0 -0.03 

;******** define boundary plane ************** 
range n없ne lefb x=-O.01, 0.01 y=0.0,2.98 z=-1000.0,0.0 

range name rigb x=19.99, 20.01 y=0.0,2.98 z=-1000.0,0.0 
range name fronb x二0.0， 20.0 y=-O.Ol,O.Ol z=-looo.0, 0.0 

range name backb x=O.O, 20.0 y=2.97,2.99 z=-1000.0, 0.0 
range name topb x二0.0， 20.0 y=0.0,2.98 z=-O.01,O.01 

range name botb x=O.O, 20‘0 y=0.0,2.98 z=-l000.01, -999.99 

;***** thenna1 boundary conditions********************** 
apply flux=O.O range lefb 
apply flux=O.O range rigb 

apply flux=O.O range fronb 
apply flux=O.O range backb 

apply conv 20.0 0.7 ran topb 
fix t range botb 

;********** decay heat source ************** 
def decay 

tcon=60*60*24*365 
rtime=thdt*(step-l) 
t=(rtime-thinD/tcon 
vol =0.93*0.93*3.14159/4*4.81 

if t > 0.0 then 
tt=14않8.0 *(t+40)^ (-0.76204) 

decay=0.44*4*tt/vol 
else 

decay=0.44*4*893.5/vol 
end ü 

end 
set thini=O.O 
apply vs= 1 hist=decay range group fuel 

;*********** set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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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mech off 

set thenna1 on 
set thennal dt 157680 

set thenna1 irnplìcit on 
history rtime 
hist decay 
hist gp temp 0.0 0.0 -500.0 

hist gp temp 0.54 0.0 -500.0 

hist gp temp 1.04 0.0 -500.0 
hist gp temp 10.0 0.0 -500.0 
hist gp temp 20.0 0.0 -500.0 
hist gp temp 0 0 0 

hist gp temp 0 0 -1000 

;***** 10 year is 2000 cycle dt= 157680 ******** 

cycle 2어000 

save hcaly1000.sav 

ret 

;************************************************* 

; geometry data hoca1g.dat 

def pararng 

xO=O. 
yO=O. 
zO=-500. 

fx=0.465 
fy=2.41 
fz=-500 + 효 

cx=O‘54 
cy=2.48 
cz=-500 + cx 

pit=0.5 
bx=1.04 
by=cy + 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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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500 + bx 

s3=4 
fn2二4

fn4=1 
bn2=2 
rn2二1 + fn2 + bn2 

m4=2 
_m3=_s3 

irx=2.0 
irz=-500 +2.0 
_Ty1 =byj _m2*4 
_Ty2=by j _m2*5 

_ry3=byj _m2*7 

tunx=20 
_tsl=8 
_ts3=_m3/2 
gz=-500 + 10 

zn2=4 

zt=O 
_zt2=1O 

end 
paramg 

, --- geometrγ ---

; generate fuel 없ld cask with cshell in fuel p라t 

gen zon cshell PO xO yO zO p1 cx yO zO p2 xO fy zO & 

p3 xO yO cz dim fx fx fx fx & 

size 1 fn2 _s3 fn4 fi11 gr fuel gr cask 
gen zon ref dd 0 버p 0 ori xO yO zO ran gr fuel 

;cask part 

gen zon cshell 며 xO fy zO pl cx fy zO p2 xO cy zo & 

p3 xO 함 cz dim fx fx fx f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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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1 1 _s3 fn4 fill gr cask gr cask 

gen zon ref dd 0 며p 0 ori xO 옛 zO ran gr cask 

;buffer part 

gen zon cshell 머 xO cy zO pl cx cy zo p2 xO by zO & 

p3 xO cy cz dim fx fx fx fx & 

size 1 bn2 _s3 fn4 fill gr buff gr buff 

; generate beffer with cshell in fuel part 

gen zon cshell 어 xO yO zO pl bx yO 갱 p2 xO fy zo & 

p3 xO yO bz 버m cx cx cx cx & 
size 2 fn2 _s3 fn4 gr buff 

;cask part 

gen zon cshel1 어 xO fy zO pl bx fy zO p2 xO cy zO & 
p3 xO fy bz 며m cx cx cx cx & 
size 2 1 _s3 fn4 gr buff 

;buffer part 

gen zon cshell 어 xO cy zO pl bx cy zO p2 xO by zO & 
p3 xO éy bz 버mcxcxcxcx& 

size 2 bn2 _s3 fn4 gr buff 
gen zon ref dd 。 이p 0 ori xO YO zO ran gr buff 

connection between bufer and rock 
gen zon radcyl PO xO yO 생 pl irx yO 생 p2 xO fy zo & 

p3 xO yO irz p4 irx _ry 1 zO 며 xO _TYl irz & 
p6 irx yO irz p7 따 _ryl irz p8 bx yO zO & 
p9 xO yO bz pl0 bx fy zo pll xO fy bz & 
버m bx bx bx bx size 1 fn2 _rn3 _rn4 & 

group rockl 
gen zon radcyl PO xO fy zo pl irx _:η1 zO p2 xO cy zO & 

p3 xO _ryl iπ p4 irx _ry2 zo p5 xO _ry2 irz & 
p6 irx _ryl irz p7 irx _ry2 irz p8 bx fy z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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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 xO fy bz plO bx cy zO pll xO cy bz & 

dim bx bx bx bx size 1 1 _m3 _m4 & 

group rockl 
gen zon radcyl pO xO cy zo pl irx _ry2 zO p2 xO by zo & 

p3 xO _ry2 irz p4 irx _ry3 zO 며 xOη3 irz & 
p6 irx _ry2 irz p7 irx ~η3 irz p8 bx cy zO & 

p9 xO cy bz plO bx by zO pll xO by bz & 

dim bx bx bx bx size 1 bn2 _m3 _m4 & 

group rockl 

gen zon brick 머 irx yO zO pl tunx yO zO p2 irx by zO & 

p3 irx yO irz size _tsl _m2 _ts3 & 

ratio 1.2 1 1 group rockl 

gen zon ref dd 。 이p 0 ori xO yO zO ran gr rockl 

10m zone from fuel center 
gen zon brick PO xO yO gz pl iα yO gz p2 xO yO irz & 

p3 xO by gz size _ts3 _zn2 _m2 group rock2 

gen zon brick PO irx yO gz pl tunx yO gz p2 irx yO irz & 

p3 irx by gz size _tsl _zn2 _m2 & 

ratio 1.2 1 1 group rock2 

gen zon ref dd 。 이p 0 ori xO yO zO ran gr rock2 

zone from fuel center to surface 
gen zon brick PO xO yO zt pl irx yO zt p2 xO yO gz & 

p3 xO by zt size _ts3 _zt2 _m2 & 

ratio 1 0.75 1 group rock3 
gen zon brick PO iα yO zt pl tunx yO zt p2 irx yO gz & 

p3 irx by zt size _tsl _zt2 _rn2 & 

ratio 1.2 0.75 1 group rock3 
gen zon ref dd 。 이p 0 ori xO yO zO ran gr rock3 

gen mer 0.01 
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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