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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위해서는 처분장의 구조적 안전성 및 차수능력
향상을 위해 시멘트 물질의 사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처분장 주변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low-pH 시멘트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실제 처분장을 건설하고 있는 핀란드의 ONKALO 터널을 중심으로
스웨덴, 일본 등의 각국 처분장 조건에서의 시멘트 물질 적용현황 및 연구개발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Low-pH 시멘트 규정 시 사용되는 설정 기준(pH <11)
의

이론적

배경은

모호하며,

다만

완중재로서의

벤토나이트의

화학적

안정성(pH=10 이하)에 기초하여 설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Low-pH 시멘트
그라우트를 얻기 위해서는 ONKALO의 경우 Ca/Si 비를 0.8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전체

건조중량의

약

50%

이상을

대체

혼화재(blendign

agent)로

주입하여야 한다. 대체 혼화재로는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그리고 실리카 퓸
등이 고려되며 이 중 실리카 퓸이 가장 적합한 혼화재로 추천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포졸란

계열의

실리카

퓸

주입은

높은

단위수량을

요구하여

초유동화제의 추가 주입이 필요하며 Suophonated naphthalene formaldehyde를
초유동화제 후보 물질로 고려하고 있다. 그라우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fracture
size > 0.1mm인 경우에 low-pH 시멘트 계열의 물질을 사용할 예정이며,
fracture

size

<

0.1mm인

조건에서는

Silica

sol을

사용하여

그라우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핀란드, 스웨덴, 일본, 캐나다 스페인 등에서 개발된 low-pH
시멘트의 성능은 기준 그라우트에 비해 강도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재료분리
저감, 블리딩현상 감소, 밀도증가로 인한 투수도 감소, 화학적 저항성 증대 및
leachate 저항성 등이 증가하였다. 실제 처분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멘트 물질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문제에 대해 활발한 국제 공동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low-pH 시멘트 그라우트의 실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조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low-pH 시멘트의 장기거동에 대한 특징과 시멘트의 pH 감소에 따른
처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시멘트 강도변화에 대한 이해와 모델링을 통한 예측,
그리고 방사성핵종의

migration/sorption 특성변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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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t is inevitable to use cementitious materials for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radiowaste repository system and for an enhancement of the tunnel sealing effects of
groundwater flowing into the facility in the deep geological disposal.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s and influences, the development of optimized cement is
indispensable and the research on its applications and long-term performances are
needed..
In this report, technical status on the application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related research trends in Sweden, Switzerland and Japan etc. is listed based on the
example of ONKALO in Finland. Theoretical backgrounds on the criteria of pH limit
of low-pH cement is ambiguous. SKB and POSIVA have defined a pH limit  11
for cement grout leachates. To attain this pH, blending agents must comprise at least
50 wt % of dry matierials. Because low pH cement has little, or no free portlandite,
the cement consists predominantly of calcium silicate hydrate(CSH) gel with a Ca/Si
ratio  0.8(Savage D. 2007). Silica fume as a blending agent is considered to be
most promising for repository low-pH grouts. When adding silica fume to enhance
cement quality, it demands high water content in cement paste. Then it is necessary
to use additives such as superplasticiser to improve the workability of low-pH cement.
Posiva, SKB and NUMO co-operated in developing low-pH grouts for deep
repositories 2002-2005. The non-cementitious low-pH grouts for fractures < 100㎛
were studied in Sweden. The development of low-pH cementitious grouts for
fractures > 100㎛ was done in Finland.
The low-pH cement has been developed with confidence with material strength,
workability, viscosity, bleeding and setting time. However the information on the
long-term performance of cementitious-related materials, especially with regard to
durability and ensuring a watertight repository structure for over 100 years is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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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t is needed to study more about the long-term performance characteristics,
interactions of bentonite buffer material with high pH plume, influences on the
migration/sorption of radionuclides and their performance numerical modelings. In this
regards, international co-research projects such as ESDRED and IAEA CRP are being
actively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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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20기의 원자로가 운전 중에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의
누적량은 약 9,500 tU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원전 부지 내 저장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수로 핵연료(PWR)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의 고밀도 재비치 및 환적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수로
핵연료(CANDU)의 경우 1991년부터 건조식 콘크리트 사일로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준위폐기물의

저장용량은

일부

원전에서

이미

포화상태이며 다른 원자로의 경우도 조만간 10년 이내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폐기물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부지조사 및 건설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건설이 시급한
국면에 처해있다. 근래의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 시 후보지
결정만을 위해서도 십수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을 위해 폐기물을 극지방의 빙하대에 처분하는 방법과
심해저에 처분하는 방법 그리고 우주로 방사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고려가
되었지만 환경문제와 경제성을 고려할 때, 심지층 처분이 유일한 실직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자로가 산업용으로 가동된 지 상당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약 40년
이상 관련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주도로
10년 정도의 연구를 수행해 온 상태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에 있어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건설 재료의 93%가 시멘트 계열의 물질을 주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시멘트 물질을 활용하여 waste packaging(containers), waste
immobilization(waste form) 그리고 waste backfilling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는 처분장 건설 심도가 중저준위 폐기물에 비해 더
깊고

일반적으로

인간생활계로의

노출가능

시간확률을

10만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초장기 플랜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물질의 사용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있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물질의 사용은 pH 12.5 이상의 초염기성 상태를 유발하며
이는 완충재로서의 벤토나이트의 거동은 물론 주변 암반의 물리․화학적 거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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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초래하며, cask 붕괴 시 누출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이동특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하수의

조성과

심지층

환경에서의 미생물의 생성조건 등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시멘트 물질의 사용 없이 현재의 기술로 고심도 암반조건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대규모 지하공동 구간을 건설할 수 있을까? 지금의 수준으로 볼
때 처분터널의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시멘트 물질의 사용은 피할 수 없는
대안임을 간과할 수 없다(Not best, but no alternative....). 스웨덴의 경우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시 사용되었던 기존의 시멘트 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후 터널을 폐쇄(closure)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암반 내에
주입된 시멘트 그라우트까지 모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소한 모니터링
기간(보통 100년 이상) 동안에는 터널의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 시멘트 물질의
사용은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시멘트

물질

이외의

대체

물질을

개발한다하더라도 처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멘트 물질 만큼의 충분한
재료적 이해와 장기거동 특징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시점에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위해서는 처분장 환경조건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low-pH

시멘트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현재

유럽

선진국들을 포함하여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에서 low-pH 시멘트
물질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가 간의 연구성과 효율증대를
위해 국제 공동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계에 있어 시멘트 물질의 적용을 위한 관련 연구동향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후속 연구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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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시멘트의 일반적 특성
2.1 시멘트(Cement)
시멘트는
1,450℃까지

석회석,
가열시켜

실리카,

알루미나와

클링커(clinker)를

산화철을
얻은

후

함유하는
약

100℃로

원료를

약

냉각시켜

석고(gypsum; CaSO4ㆍ2H2O)를 가하여 100㎛ 이하로 분쇄한 것이다. 콘크리트의
역학적/화학적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혼화물질이 시멘트 페이스트에
첨가될 수 있다. 전형적인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은 CaO 65∼70%, SiO2
18∼24%, Al2O3 4∼8%, Fe2O3 1∼6%이 주를 이루며, 미량의 MgO 0.1∼4.0%,
NaO+K2O 0.2∼1.3%, SO3 1∼5%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의 4종류의 산화물을
합친 함유량은 시멘트 중량의 거의 90%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 주요
산화물(major oxides)이라고 불리어진다. 나머지 10%는 산화마그네슘(MgO),
알칼리금속산화물(Na2O나 K2O), 산화티탄(TiO2), 3산화황(SO3), 5산화인(P2O5)
및 석고이다. 이들은 부성분(minor constituents) 이라고 불리어 진다.

그림. 1 일반적인 시멘트의 제조과정 및 주요 구성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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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멘트 제조과정에 따른 주요 화학생성 반응

시멘트의
silicate),
Tricalcium

결정질

상(crystalline

벨라이트(Belite;
aluminate),

phase)으로는

Dicalcium

페라이트(Ferrite;

알라이트(Alite;

silicate),

Tricacium

알루미네이트(Aluminate;

Tetracalcium

aluminate

ferrite)의

클링커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 미량 성분으로 알칼리(Alkali sulfates, NaSO4,
K2SO4), 유리석회(calcium oxide) 등 몇 개의 다른 상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화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어를 사용한다.
표. 1 시멘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식 약어

C: CaO

A: Al2O3

F: Fe2O3

K: K2O

M: MgO

S: SiO2

S: SO3

N: Na2O

H: H2O

T: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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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멘트 주요 조성광물의 성질
1) 알라이트(Alite; C 3 S)
클링커에서 가장 많은 성분이 알라이트이다. 이것은 C3S를 주성분으로 한
고용체로서, 액상을 통해 C2S와 석회(CaO)의 고상반응에서 클링커의 최종
반응으로 생성된다.
불안정하여
상온까지

C2S와
냉각되어

C3S의 안정영역은 1,250∼2,150℃이고 1,250℃이하에서는
CaO로

분해되지만

존재한다.

순수한

그

분해반응은

C3S는

73.7%

매우
CaO와

느려서

C3S는

26.3%

SiO2로

이루어지지만 포틀랜드 시멘트의 알라이트에는 CaO와 SiO2 이외에도 MgO,
Al2O3, Fe2O3,

Na2O 및 K2O 등 여러 가지 불순물이 함유되어 생성되게 된다.

불순물의 존재는 C3S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수한 C3S의 성질은
알라이트의 그것과는 다르다. C3S의 응결 및 경화는 수화과정을 동반한 것이며
이것은

시멘트의

모든

조성광물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수화반응은

발열을

동반하며 C3S인 경우의 발열량(즉, 수화열)은 120cal/g이다.

2) 벨라이트(Belite; C 2 S)
클링커 중에 알라이트 다음으로 많은 양이 C2S를 주성분으로 한 벨라이트
고용체이다. C2S는 4개의 변태가 있다. αC2S는 1420～1447℃ 이상에서 안정하며,
냉각되면 가역적으로 α‘C2S로 변해 버린다. α‘C2S는 800～1447℃의 범위 내에서
안정하지만

650～670℃로

냉각되면

βC2S로

변화한다.

순수한

βC2S는

약

520℃로 냉각되면 γC2S로 다시 변화한다. 그러나 불순물이 존재하면 전이속도는
영향을 받아 늦어지거나 혹은 무한정 억제되거나 해서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다.
포틀랜드시멘트 중에 βC2S가 존재하거나 또는 그것이 실온에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의 이와 같은 효과에 의한 것이다.
α형이나 γ형과는 달리 βC2S는 시멘트의 성상을 가지고 있다. 물을 가하면
비교적 소량의 발열량(약 60cal/g)을 방출하면서 수화한다. 경화페이스트는 수
주간,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완만하게 강도가 증진하며 최종적으로는 C3S의
강도와 동일한 정도에 달한다. 그러나 βC2S의 강도는 C3S보다 작게 된다. 이
강도 차는 βC2S를 안정화시킬 때에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에 의한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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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시멘트 중의 베라이트는 수 %의 알루미늄, 산화철, 알칼리금속산화물을
함유한

βC2S의

불순한

상태이다.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중의

베라이트는

15%에서 50%의 범위를 점하고 있다.

3) 알루미네이트(Aluminate; C 3 A)
순수한

알루민산3칼슘은

다량의

발열량(약

200cal/g)을

동반하며

거의

순간적으로 물과 반응하여 응결한다. 보통의 응결은 석고를 15% 첨가하여
수량이 많은 배합으로 이루어진다. 습기 중에서는 1일 내지 2일에 강도발현이
완료한다. 단지 그 강도는 비교적 작다. 고화물은 수중에서 붕괴되어 버리므로
C3A는 수경성 시멘트로서 간주될 수는 없다. 포틀랜드시멘트 중에서는 C3A는
불순한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다. 또 보통시멘트중의 C3A량은 전체의 5%에서
15%를 점하고 있다.

4) 페라이트(Ferrite; C 4 AF)
C4AF는 물과 급속히 반응하여 수분 안에 응결하고, 수화 시 발열량은 약
100cal/g이다. 포틀랜드시멘트 중에서 페라이트상은 고용체로서 존재하며 그
조성은 거의 C4AF를 중간체로 하여 C6A2F로부터 C6AF2까지 변화한다. 보통
포트랜드시멘트 중의 페라이트 양은 5%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으며 평균
8%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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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포틀랜드 시멘트 주요화합물의 성질
화합물

알라이트

벨라이트

알루미네이트

개략적인

규산3칼슘

규산2칼슘

알루민산3칼슘

화학조성

3CaO․SiO2

2CaO․SiO2

3CaO․Al2O3

화학표기

C3S

C2S

C3A

C4AF

질량 %

50-70%

15-50%

5-15%

5-15%

늦다(수일 )

순간적

대단히 빠르다(수분)

수화반응속도 빠르다(수시간)
강도발현

최종강도

수화열

테트라칼슘알루미노
페라이트
4CaO․Fe2O3․Al2O3

대단히 빠르다(1 일)

빠르다(수일 )

늦다(수주간)

높다:

꽤 높다:

낮다:

낮다:

수백 kgf/㎠

수백 kgf/㎠

수십 kgf/㎠

수십 kgf/㎠

중정도:

낮다:

대단히 높다:

중정도:

120cal/g

60cal/g

200cal/g

100cal/g

포틀랜드시멘트
비 고

대단히

페라이트

의 특징을 갖는
성분

빠르다(1일)

수중(水中)에서는
불안정. 황산염에 시멘트의 특징인 회색을
의한 침해를 받기 부여한다.
쉽다.

그림. 3 Optical microscope image(polished section) of clinker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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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클링커 광물의 SEM 이미지

2.3 수화반응(Hydration)
시멘트는

물과

반응하여

가수분해되어

수화물을

생성하는데,

이것을

수화(hydration)라 한다. 시멘트가 혼합수와 접촉하면 즉각 수화반응을 일으키고
수분 후 혼합수의 양상은 급격하게 수산화칼슘의 과포화상태에 도달되고, 시멘트
입자의 내부와 외부에 수화물이 생성된다. 이때 생긴 초기의 수화물은 입자
표면에 얇은 수화물 층을 생성시켜 수화의 진행을 방해한다.
시멘트
수화작용과

클링커
더불어

광물(알라이트,

벨라이트,

석고(gypsum)의

첨가는

알루미네이트,
Portlandite,

페라이트)의
C-S-H

gel,

hydrogarnet, ettringite, monosulfate, iron oxide를 생성한다. 이때 각각의 생성
반응물의 주요 반응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Garcia Vilchez, 2004)

2Ca3SiO5 + 7H2O ↔ Ca3Si2O3(OH)8 + 3Ca(OH)2
alite
C-S-H
portlandite

(1)

2Ca2SiO4 + 5H2O ↔ Ca3Si2O3(OH)8 + Ca(OH)2
belite
C-S-H
portlandi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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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4Al2Fe2O10 + 7H2O ↔ Fe2O3 + Ca3Al2(OH)12 + Ca(OH)2
ferrite
hydrogarnet portlandite

(3)

CaO + H2O ↔ Ca(OH)2
portlandite

(4)

Ca3Al2O6 + 3CaSO4ㆍ2H2O + 26H2O ↔ [Ca3Al(OH)6ㆍ12H2O]2(SO4)3ㆍ2H2O (5)
aluminate
gypsum
ettringite

[Ca3Al(OH)6ㆍ12H2O]2(SO4)3ㆍ2H2O + Ca3Al2O6 + 4H2O ↔
ettringite
aluminate
3[CaAl(OH)6ㆍ2H2O]2SO4ㆍ2H2O
monosulfate

(6)

이 반응은 급속반응이 아니며 최종 수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년이
소요될 정도로 수화반응이 점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용적인
편의를 위해서 수 일후 수화가 완료된다는 가정 하에 보통 해석이 이루어진다.
시멘트의 표준 특성시험은 일반적으로 28일 뒤에 수행하게 된다.
위의 반응에서 CSH 겔은 이상적인 형태의 화학식이다. 실제로 CSH 겔은
비정형(amorphous)이며 취약한 결정질 형태를 띄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물-고체비

등에

화학조성식과
따라서도

용해도를
조성이나

가지는
구조가

특징이
변화한다.

Ca/Si 비에 따라
있다.

재령,

CSH는

온도,

시멘트의

성능평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인자로 평가된다. 일괄적이지 않은 용해특성을
지니는 CSH의 열역학적 모델링은 수화 시멘트나 콘크리트의 강도발현이나
분해(degradation)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CSH의

열역학적 모델링은 주로 경험식을 바탕으로 시작을 하여, 점차 solid solution
model로 개선되는 방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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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5 시멘트 수화물 중 CSH상 Type 1, 2, 3의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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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시멘트 수화반응 생성물의 화학적 조성(Atkins and
Glasser 1992).
Phase
Ettringite
Monosulfate(AFm)
Hydrogarnet
Portlandite(CH)
Hydrotalcite(HT)
CSH

Composition
3CaOㆍAl2O3ㆍ3CaSO4ㆍ36H2O
3CaOㆍAl2O3ㆍCaSO4ㆍ12H2O
3CaOㆍAl2O3ㆍ6H2O-3CaOㆍFe2O3ㆍ6H2O
Ca(OH)2
4MgOㆍAl2O3ㆍ10H2O
(0.9-1.7)CaOㆍSiO2ㆍxH2O

2.4 시멘트 관련 기본용어 및 개념
시멘트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와 관련 재료들의
개념을 아래에 간단히 정리하였다.

그림. 6 시멘트 페이스트, 몰타르, 콘크리트의 개념도

1) 기본용어 (전찬기 외, 2004)
(1) 잔골재(fine aggregate) :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 체 (종래의
No.4)를 거의 통과하며, 0.08mm 체(종래의 No.200)에 거의 남는 골재로 보통
모래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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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5mm체에 거의 남는 골재로 보통 자갈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거의라는 것은 중량의 약 85%를 말한다.
(3) 시멘트 풀, 시멘트 반죽(cement paste, cement milk) : (시멘트+물)의 반죽
(4) 모르타르(mortar) : (시멘트+물+모래)의 반죽; 단위중량 2150kg/㎥
(5) 콘크리트(concrete) : (시멘트+물+모래+자갈)의 반죽으로 시멘트 콘크리트의
줄임말
(6) 소석고(burnt plaster) : 석고를 105℃로 가열하여 수분의 75%를 잃게 한
것. 물을 다시 가하면 석고가 됨.
(7) 석고(plaster) : 황산칼슘(CaSO4․2H2O)의 광물성
(8) 소석회(slaked lime, hydrated lime) : 수산화칼슘 Ca(OH)2 =
석회(CaO)+물(H2O)
(9) 석회 : 산화칼슘(CaO)으로 탄산칼슘(석회암)을 태워서 만듬.
(10) 클링커 : [석회암+점토+규석+광재]를 용융해서 얻은 물질
(11) 시멘트 : clinker+석고(완결제) -분쇄-> cement
(12) 굳지 않은 콘크리트 : fresh concrete
(13) 경화된 콘크리트 : hardened concrete
(14) 워커빌러티(workability)
반죽 질기 여하에 따르는 작업의 난이 정도 및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작업의 난이도.
(15) 반죽 질기(consistensy)
주로 수량(水量)의 다소에 따르는, 반죽이 되고 진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16) 성형성(plasticity)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는 일이 없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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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슬래그(slag)
재(滓)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 혼합하여 사용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pozzolan 계로서 고로슬래그와 플라이 애쉬 실리카퓸을 들 수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자연에서 채취한 것이 아닌 부산물이다.
이들은

모두

자체수경성은

없고

시멘트화합물과

반응하여

경화하는

잠재수경성으로서 시멘트 입자보다 미세하기 때문에 시멘트 입자 사이에
끼어들어 시멘트와 물과의 수화작용에서 발생되는 수화열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를

혼합한

콘크리트

경화체는

초기강도는

낮지만

장기강도는 증가한다.

(18) 고로슬래그
고로방식의 제철소에서 발생되는 용융상태의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시켜 이를 미분쇄한 것. 고로슬래그 분말이 시멘트 입자 사이의
공극을

채워

시멘트의

수화작용

시

수화열을

저감시키서

동결융해

저항성은 낮고 초기강도는 낮으나 장기강도가 증진되다.

(19) 플라이 애쉬(fly ash)
화력발전소 등의 연소보일러에서 집진기로 회수된 부산물로서 입도가
시멘트 입자보다 현저하게 낮다. 구상의 미립자인 플라이애쉬는 묽은
콘크리트 상태에서는 볼베어링작용을 하여 단위수량을 낮출 수 있고
블리딩 현상을 감소시키며, 콘크리트의 초기재령에서의 강도는 낮지만
장기강도가 우수하다.

(20) 실리카 퓸(silica fume)
실리콘 제조 시 발생하는 초미립자의 규소 부산물을 전기집진장치에
의해서 얻어진다. 실리카 퓸이 초미립자인 관계로 이를 혼합한 묽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이 높아져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
감수제의 사용이 필요한데 실리카 퓸이 시멘트 입자 사이의 빈 공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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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서 고강도, 고내구성 콘크리트를 구현할 수 있다.
(21) 블리딩(bleeding)
블리딩(bleeding) 현상이란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에 함유된 수분인
자유수(결합수

이외의

물로서

시멘트

중량의

약

40%정도)가

위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몸의 핏줄처럼 위로 상승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서

자유수란

콘크리트의

경화에

필요한

물

즉,

결합수(시멘트 중량의 약 25% 정도) 이외의 물로서 시공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가해진 물을 말한다.
그러나 자유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묽은 콘크리트 상태에서 자유수가
머물었던 콘크리트 내부에는 공극이 발생하며 위로 상승할 때 콘크리트
내부의 비중이 물보다 가벼운 것들을 같이 밀고 올라와서 콘크리트 표면에
머무르는데

이때

물은

증발하고

부유물이

층을

이루게

되는

것을

레이턴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미경화 층이라고도 부른다.
자유수가

많았을

때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은

콘크리트

내부의

공극발생으로 경화 후에 신축에 의한 균열발생이 높아지고 미경화 층인
레이턴스는 표면 마감재의 접착성을 저해한다.

2) 시멘트의 종류 및 특성
아래의 표. 4에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 나타내었으며, 이후
각각의 개요에 대해 기술하였다.
표. 4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류 및 용도
명 칭

호 칭

용 도

한 국

미 국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

Type Ⅰ

일반 구조물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2종

Type Ⅱ

단면이 큰 구조물(댐 등)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3종

Type Ⅲ

한랭지, 급속 공사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

Type Ⅳ

단면이 큰 구조물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

Type Ⅴ

해수 및 황산 침해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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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1종 시멘트)
일반적으로 시멘트라고 하면,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가리킬 정도로
일반 건축·토목공사 등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사용되는 시멘트이다.

(2)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2종 시멘트)
용적이 큰 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면 다
량의 수화열 발생으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멘트 화합물 중의
C3S와 C3A를 가능한 감소시켜, 수화열 발생을 억제시킴으로 구조물의 균열
을 방지한 시멘트이다.
◎ 특 성
① 초기 수화시 저발열로 인한 투수저항성이 크다.
② 낮은 C3S, C3A 함유량으로 화학저항성이 크다.
③ 단기강도는 낮지만, 장기강도는 우수하다.
④ 수화열이 전 양생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발생한다.

◎ 용 도
① 도로 포장용 콘크리트
② 교량, 옹벽, 댐공사 등의 대용량 콘크리트 (mass concrete)
③ 기타 대규모 콘크리트 공사용

(3)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3종 시멘트)
긴급공사용 시멘트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하여 C3S는 많게, C2S는 적
게함과 동시에 분말도를 4,000∼4,500㎠/g 가 되도록 미분쇄한다. 따라서 수
화속도가 빨라 초기강도가 높다.
재령 1일에서의 강도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재령 3일 강도와 거의 같으
며, 특히 초기강도가 높기 때문에 도로 및 수중공사 등 긴급공사에 사용되
고,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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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성
① 거푸집 제거가 가능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100kgf/㎠을 얻기 위한 최소양
생 기간이 보통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비하여 1/2∼1/3 정도 단축
된다.
② 수화속도가 빨라서 초기에 고강도를 발현하는 시멘트로 콘크리트 2차 제
품 제조 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③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발열량은 시멘트 1g 당 재령 1∼3일에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하여 약 1.3 배에 달하므로 수화열에 의한 균열을
주의해야 한다.

◎ 용 도
① 공장바닥 및 구조물 설치 시 조기탈형을 요하는 곳.
② 추운지역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③ 2차 제품 생산시.

(4) 내황산염 시멘트(5종 시멘트)
알칼리 함량이 낮고 황산염에 강하며 수화열이 낮은 시멘트로서, 해수·폐수·
기타 산성용액에 의한 침해반응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해안구조물, 화학약품 생산공장, 폐수처리장 등에 적당한 시멘트이
다.
◎ 특 성
① 알루미나 화합물의 함량이 낮기 때문에, 황산염에 의한 침식작용을 방지
할 수 있다. 해안구조물이나 화학약품 취급저장소 등에서 보통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산이나 염에 의한 부식으로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되고, 철근
이 부식되기 쉽다.
② C3A량이 감소하므로 시멘트의 수화열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과다팽창으
로 인한 악영향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③ 초기 강도는 보통 시멘트에 비하여 약간 떨어지나, 90일 이후의 장기재령
에서의 강도는 보통 시멘트와 비슷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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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① 해안 구조물 공사
② 오·폐수 처리 관련 공사
③ 화학약품 제조설비
④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전소 및 각종 생산설비
⑤ 기타 화학적 침해가 예상되는 공사

(5) 고로슬래그 시멘트
고로슬래그의 특성은 자체적으로는 반응성이 없지만, 시멘트와 혼합하면 시
멘트 수화시 생성된 수산화칼슘과 슬래그 중의 SiO₂, Al₂O₃와 반응하여
수화생성물을 생성함으로써 강도를 발현하게 된다.
따라서 시멘트가 수화된 후, 그 수화생성물과 슬래그가 재차 반응하여 강도
를 발현하게 됨으로써, 보통시멘트에 비하여 경화속도가 매우 느리고, 초기
강도가 낮은 단점이 있으나, 수화 발열량이 적고 재령 6개월 이상의 장기강
도는 높아 Mass Concrete에 매우 적당한 시멘트이다.

3) 혼화 재료(admixture)
(1) 혼화제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의 배합 계산에서 무시
되는 재료로서 AE제(공기 연행제), 경화 촉진제, 지연제, 분산제, 감수제, 급
결제, 방청제, 방수제 등이 있다.
(2) 혼화재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의 배합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 이에는 인공 포졸란으로 고로 슬래그(slag), 플라이 애시(fly
ash)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성능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혼화재료의 종류 및 개요
에 대해 아래의 표 5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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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혼화재의 종류 및 특성 요약

4) 강도발현
시멘트의 강도는 시멘트 겔 간의 결합으로 발현된다. 초기에는 흡착력, 반데
르 발스력, 수소결합과 같은 약한 결합작용이나 경화가 진행되면서 C-S-H
(Ⅱ)와 같은 섬유상 수화물이 Si-O-Si.의 강한 결합으로 전환되어 강도가 증
진되게 된다. 이러한 강도발현은 시멘트겔, 공극의 양적 관계로 이것은 시멘
트 조성, 입도, 물-시멘트, 수화온도에 영향을 받는다(한국콘크리트학회,
2007).

(1) 시멘트 조성
초기에 C3A, C4AF의 수화속도는 크지만 강도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며,
C3S, C2S는 수화율에 따라 강도발현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특히 초기재
령 강도는 C3S에 의해, 장기재령 강도는 C2S에 의해 지배받는다.

(2) 분말도
시멘트의 분말도(비표면적)가 크면 단기간에 많은 양이 수화되므로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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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기재령 강도가 증가한다. 그러나 시멘트를 너무 미세하게 분쇄하면 알
루미네이트상이 빠르게 수화하여 석고의 소비도 빨라지므로 이에 따라 C3S
의 수화가 저하되므로 분말도가 증가하면 석고의 첨가량도 증가시켜야 한
다. 여기서 시멘트의 수화속도는 시멘트와 물의 접축 면적에 좌우되므로 일
2
반적으로 시멘트의 분말도는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 cm /g)으로 나

타낸다.

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멘트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물-시멘트비(W/C, water-cement ratio)가 낮을수록 강도가 높다.
물-시멘트 비 :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된 물과 시멘트 중량의 비율
최소 물-시멘트 비 : 시멘트가 완전히 수화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은 시멘
트 중량의 약 25% 정도이다. 그러나 시멘트 속의 물이 유동성을 가지기
위해 10～15% 정도의 물이 더 필요해서 최소 물-시멘트 비는 35～40%
정도가 된다.
② 적당한 온도와 수분으로 양생하면 강도가 높아진다.
- 표준양생 : 28일간 20℃±3℃로 습윤양생하는 것
③ 재령(양생이 경과된 시간)이 길수록 강도가 높아진다.
④ 좋은 재료를 사용할수록 강도가 높아진다.

6) 콘크리트의 크리프
콘크리트에 일정한 하중을 장시간 계속해서 작용시키면 시간이 경과됨에 따
라 소성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을 크리프(creep)라고 한다. 크리프 변형률 εc
는 작용 하중(응력)에 비례한다. 즉 크리프 변형률은 탄성 변형률(순간 변형
률) εe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변형률 관계 : εc ∝ εe
εc=Φεe=Φ․fc/Ec
(Φ 값의 범위- 옥내 구조물: 3.0, 옥외 구조물: 2.0, 수중 구조물: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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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프 변형률과 탄성 변형률의 비를 크리프 계수라고 하며, 크리프 변형
률은 탄성 변형율의 1.5～3배에 달할 정도로 크다.
◎ 크리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물-시멘트 비 : 클수록 크리프가 크게 일어남
② 단위 시멘트량 : 많을수록 크리프가 증가
③ 온도 : 높을수록 크리프 증가
④ 응력 : 클수록 크리프 증가
⑤ 상대 습도 : 높을수록 크리프 작게 발생
⑥ 콘크리트의 강도, 재령 : 클수록 크리프 작게 발생
⑦ 하중 시속시간 : 처음 28일 동안에 전체 크리프량의 약 50%, 4개월 내에
약 80%, 2년 이내에 약 90%, 2～5년 후엔 크리프 발생이 거의 완료됨.
⑧ 철근 : 많은 철근량이 효과적으로 배근되면 크리프 작게 발생
⑨ 체적 : 체적이 클수록 크리프 감소
⑩ 양생 : 고온 증기 양생하면 크리프 작게 발생

7)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콘크리트를 배합할 때는 수화 작용에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물을 사용한다.
따라서 수화하고 남은 물은 자유수로서 콘크리트 속에 머물러 있다가 콘크
리트가 대기 중에 방치될 때 증발한다. 그 결과 콘크리트는 건조 수축
(drying shrinkage)을 일으키게 되며,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에 의해 균열이
발생한다. 콘크리트 건조수축의 일반적인 특징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 특 성
① 단위 수량과 단위 시멘트량 : 많으면 건조 수축은 크게 일어난다.
② 건조 수축의 진행 속도 : 초기에는 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한다.
③ 보통 콘크리트의 최종 수축량 : 0.0002～0.0007의 범위에 있다.
④ 수중 양생 : 수중 양생을 하게 되면 수화작용이 촉진되어 건조 수축이 거
의 없다.
⑤ 건조 상태 : 콘크리트의 건조 초기에는 콘크리트 표면에는 인장 응력이
일어나고, 내부에는 압축응력이 일어난다. 건조가 계속되어 철근 둘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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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르게 되면 철근이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을 저지한다. 따라서 철근은
압축응력을 받게 되며, 철근 둘레의 콘크리트는 인장응력을 받게 된다.
⑥ 철근의 영향 : 철근을 많이 사용한 콘크리트는 철근에 의해 수축이 억제
되므로 건조 수축이 작아진다.
⑦ 변형의 구속 : 부재의 변형이 구속된 라멘, 아치, 부정정 구조물 등은 큰
수축응력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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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시멘트 적용
시멘트와

콘크리트는

고준위폐기물처분장

건설시

공학적방벽(engineered

barrier)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

Ordinary

Portland

Cement)와

물

그리고

골재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며, 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혼화제가 사용되고
있다.

3.1 Low-pH Cement 개발
Low-pH

시멘트의 개발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 시 시멘트

간극수의 pH가 12.5 이상이 되는 초염기성 특징을 가지므로 이의 주변 암반과
처분장의

공학적

방벽에

대한

잠재적인

해로운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시멘트 물질로부터의 침출수는 알칼리 물질(Na, K, Ca)의 증가를
야기하며 이는 완충재와 주변 암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처분장은 이와
같은 화학적 조건변화로 인해 주변 암반의 투수도(permeability)와 핵종의
이동/흡착 특성(radionuclide migration/sorption properties)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low-pH 시멘트의 개발은 공학적 방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처분장 개념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초기의 low-pH 시멘트(혹은 저열 시멘트)는 댐과 같은 대규모 토목구조물의
양생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개발이 되었다. 이런 타입의 시멘트는
캐나다의 AECL에 의해서 저열 시멘트를 폐기물처분장의 plugging에 처음
적용하였다(Gray and Shenton, 1998). Low-pH 시멘트 개발의 기본 원리는 fly
ash, blast furnace slag, silica fume 혹은 비포졸란 계열의 실리카 파우더 등과
같은 물질의 첨가를 통해 시멘트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시멘트의 함유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시멘트 내의 Portlandite(Ca(OH)2)의 양이 감소하므로 발생하는
수화열 또한 감소하게 된다.
Low-pH 시멘트 내에는 portlandite의 양이 적으므로 pH를 12.5에서 11
이하로

유도하며,

시멘트는

주로

calcium

silicate

hydrate(CSH)

gel로

이루어지게 된다. Low-pH 시멘트는 강도증진 및 수리학적 전도도를 낮춤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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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 건설조건에 적합한 성질을 가진다(Chandler et al., 2002). 그러나 과량의
주입은 오히려 강도발현 속도를 느리게 하며 결국 최종 강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고, 보다 양생조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Glasser, 1996). 또한
Low-pH

시멘트의

사용은

작업성(workability)를

떨어뜨리므로

super-

plasticiser와 같은 혼합물과 고성능 감수제의 첨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처분장 건설에 이와 같은 혼합물의 장기거동 및 핵종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SKB와 POSIVA는 blast furnace slag와 fly

ash의 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실내 실험을 비롯한 연구를 통해 가능성을
배제하였으며, silica fume의 사용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현재 Low-pH 시멘트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은 많은 성과를 이룬 상태이지만
이의 처분장 건설조건에서의 사용량 및 규제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David

Savage,

Steven

Benbow,

2007).

현재까지

Low-pH 시멘트 제조 관련 연구성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ow-pH
시멘트의 pH를 11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Ca/Si의 비를 0.8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약 50% 이상의 대체 혼화재의 주입이
필요하다. 혼화재 중 앞서 언급한 대로 silica fume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의 사용을 위해서는 초유동화제(superplasticiser)의 첨가가 필수적이다.
초유동화제로써는 sulphonated naphthalene formaldehyde condensates(NS)와
sulphonated melamine formaldehyde condensates(MS)가 추천되고 있다(Kronlof,
2004).

1) pH 한계설정 및 low pH 시멘트 조성비
SKB와 POSIVA는 처분장 조건에서의 시멘트 그라우트의 최대 pH 기준을
11로 정하고 있으나(Boden and Sievanen, 2005), 이의 이론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는 상태이다. Functional indicator로써의 수치가 아니고 임의의 정의(arbitrary
definition)로 설정된 규정이다(SKB, 2004).

Boden and Sievanen (2005)
"The use of standard cementitious material creates pulses of pH 12-13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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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chates

and

release

alkalis.

Such

a

high

pH

is

detrimental

and

also

unnecessarily complicates the safety analysis of the repository, as the effect of a
pH-plum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evaluation. As no reliable pH plume
models exist, the use of products giving a pH below 11 in the leachates
facilitates safety analysis. Also, according to current understanding, the use of
low-pH cement(pH≦11) will not disturb the functioning of the bentonite, although
limiting the amount of low-pH cement is recommended."

다만 벤토나이트와 시멘트에 주성분으로 존재하는 규소성분의 pH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이하에서는

수치설정의

용해도의

변화가

가이드라인을
거의

없이

제공한다.
일정한

규소성분은

상태를

pH

10

유지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용해도가 현저히 증가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
완충재로서의 벤토나이트 안전성을 위해 pH의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pH를 10 이하로 하면 가장 좋으나 현시점에서 경제성이 맞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혼화재의 투입이 필요하여 이들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OPC(Ordinary Portland Cement)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고 현재
공학적 적용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OPC의 염기성

조건

유도는 악티나이드

핵종의

용해도를 낮추고 철근이나 캐니스터의 부식을 줄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공학적 방벽과 뒷채움 물질에 대해 유리한 조건이다.

그림. 7 pH에 따른 실리카의 용해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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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 개념에서는 low-pH cement와 low-alkali cement를 같은 개념으로
본다. 대표적인 low-pH 시멘트와 low-heat 시멘트의 제조방법에 대해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표. 6 Standard grout & Posiva's low pH grout
Standard
grout mix

3

Quantities in kg/m
Water(inc.

P308B

747

791

625

329

Silica fume(solids) as GroutAid

110

226

Superplasticiser Mighty 150

20.7

22.4

Water/solid ratio

1.02

1.42

Density(kg/m )

1521

1384

Compressive strength@1day(MPa)

1.0-2.4

0.4-1.1

Compressive strength@91day(MPa)

12.2-27.1

21.4-24.4

superplasticiser water & silica slurry)

OPC:Ultrafin 16(sulphate-resistant

microcement)

3

표. 7 AECL LHHPC - recipe & properties
Standard
LHHPC*
HP concrete
Mix proportions kg/m3
497.0
97.02

Portland cement
Silica fume(SF)

49.7

97.02

0

193.85

Fine aggregate

703.2

894.74

Coarse aggregate

1101.0

1039.59

7.1

10.32

123.9

91.86

Silica flour(milled)

Superplasticiser
Water

Properties of fresh cement
W/C
W/C+SF
3

Density(Mg/m )
Inert mineral content(vol %)
Temperature rise(℃)

0.25

0.95

0.23

0.47

2.482

2.424

68

80

>40

<14

* Low heat high performance(Gray & Shent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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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low-pH 시멘트 개발을 위해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1)
기존의 시멘트 구성물질의 혼합 비율을 조정하고 혼화제를 첨가하는 방법, (2)
OPC에

상당량의

포졸란

계열의

물질(혼화재)을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하는 방법이다.

(1) Adjusting the composition of raw materials and cement additives
Low-pH 시멘트는 클링커 생산을 위한 시멘트 원료의 조성비율과 가열조
건을 조정하고, 수화광물 조성비를 변화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Ca(OH)2,
C-S-H, monosulfate(AFm), ettringite(Aft), hydrogarnet(C3AH6)는 경화 시멘
트로부터 지하수로 유출되는 알칼리 금속물질이다. 따라서 시멘트 경화과정에
서의 수화물 조성비를 변화함으로써 침출수의 염기조건을 조절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이를

바탕으로

Takuma

et

al.,

1996과

Sakamoto

et

al.,

1996은

Erwin-pyrite-ferrite 형태의 클링커에 gypsum을 첨가함으로써 LAC(Low
Alkaline Cement)를 개발하였다. 경화된 OPC의 주요 성분은 C-S-H임에 반해
LAC는 ettringite이다. 강도실험결과 LAC의 강도는 OPC와 거의 유사하였다
(Fujita et al., 2005). 하지만 경화하는데 OPC 보다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하고
높은 열이 발생하는 단점으로 인해 아직 실제 규모의 현장적용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경화된 LAC의 광물조성은 OPC의 것과 상이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8 Comparision of pH of leachates from LAC and O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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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omparison of the compressive strength of LAC and OPC

(2) Adding large quantities of pozzolans
경화된 시멘트 내에는 수화반응에 의해 완전히 사용되지 않는 Ca에 의해
일부 Ca(OH)2가 존재하게 된다(Berner, 1992). 그러나 포졸란 물질 내의 SiO2
나 Al2O3는 Ca와의 포졸란 반응에 의해 C-S-H(calcium-silicate-hydrate)나
C-A-S(calcium -alumniate-hydrate)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Ca(OH)2 보다 용
해도가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멘트 침출수 내의 Ca 이온 농도를 낮추게
된다. 이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시멘트에 다량의 플라이 애쉬와 실리카 퓸을
첨가함으로써 HFSC(Highly Flyash contained Silica fume Cement)을 개발하
였다(Mihara et al., 1997; Owada et al., 2000). 현재 JAEA는 HFSC 숏크리트
시멘트를 Horonobe URL에 적용하여 현장 실증실험을 수행 중에 있다(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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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H variation of leachate from OPC and HFSC

그림. 11 Variation of Ca concentration of leachate from OPC and HFSC

일본에서의 HFSC에 관한 추가 연구수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① pH<11의 Low alkali cement를 얻기 위해서는 OPC의 60%를 포졸란 물
질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 OPC(40%)-PFA(40%)-SF(20%)의 혼합비율이 SF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보다 workability 개념에서 더 유리하다(PFA: Pulverized Fly Ash, SF:
Silica Fume).
③ HFSC는 내구성이 좋으며, thermal stress에 의한 크랙발생량이 낮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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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축이 작다.
④ HFSC는 TRU/ILW 처분장의 콘크리트 라이닝과 시멘트 구조물로써의
사용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으로 HLW 처분장에서의 터널 라
이닝과 숏크리트 재료로써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Low-pH Cement 성능평가
시멘트 물질의 열화(deterioration)는 한 가지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의

내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12에 시멘트 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열화과정을 나타내었다.

그림. 12 Types of chemical and physical deterioration of concrete (Mehta et al.
1993)

ONKALO의 low-pH 그라우트는 주로 시멘트의 혼합과 주입에 관련된 초기
거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수행되었다. 시멘트의 장기거동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음에 low-pH 그라우트의 거동특성에
대해 ONKALO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다(Holt 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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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유동화제의 영향
시멘트 그라우트가 암반의 미세 절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히 점도
(viscosity)가 낮아야 한다. 반면에 그라우트 자체의 강도유지를 위해서는 그
라우트의 밀도가 높아야 하는 성질이 요구된다. 따라서 w/c를 낮게 유지하고
초유동화제의 사용이 추천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5%의 SP(superplasticizer) 첨가로
점도는 낮고 그라우트의 유동성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유동화제가

첨가된

일반적인

시멘트

그라우트의

최소

물-결합재

비

(water-binder; w/(c + admixtures))는 약 0.4가 되어야 하며 최대 2.0 이하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상의 수분함유는 재료의 분리를 야기할 수 있다. 이때
유기계 초유동화제의 사용은 주변 환경으로의 침출수로 인한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기계 초유동화제의 시
멘트 장기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유동화
제로부터의 침출수는 핵종의 지하수 내 이동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기물의 존재는 처분장조건에서 미생물의 생장조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Viscosity versus shear rate for grout containing various
amouts of superplasticizer(SP), with w/b=0.40 and 10% silica fume
(Onofrei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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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동화제 Sulphonated naphthalene formaldehyde(Na-SNF) 1%가 사용된
그라우트는 최종 응결된 후 간극수에 초유동화제의 약 40%가 남아있음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초유동화제의 선택을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Gray(1993)은 초유동화제의 사용이 지하수 내의 유기물 부하를 증가시킴을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그는 초유동화제의 사용으로 인한 시공 장점이
유기물 부하량 증가라는 부정적인 영향 보다는 우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Silica fume과 초유동화제의 사용은 콘크리트 내에서 블리딩의 양을 줄이고
재료분리를 저감시키는 장점을 가져 그라우트의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4 Bleeding observed for various grout mixtures. 0-10%
SF=silica fume, 0-1% SP=superplasticizer, w/cm=w/b ratio 0.4 to
2.0 (Onofrei et al. 1992)

2) Silica Fume의 영향
실리카 퓸의 제조 및 성질 그리고 이를 포함한 콘크리트의 성질을 아래에
정리하였다(한국콘크리트학회, 2007).
(1) 실라카 퓸의 제조

실리카 퓸은 실리콘이나 페로실리콘 등의 규소합금을 전기아크식 노에서
제조할 때, 배출가스에 부유하여 발생하는 부산물의 총칭이며 규소합금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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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서 규석, 석탄, 목편, 철가루 등과 환원제로서 코크스를 전기로에 투입하
여 약 2,000℃의 고온으로 페로실리콘을 제조하게 된다. 이때 중간생성물인
SiO가 가스화되어 이것이 공기에 의해 산화하여 SiO2로 되고 다시 응축하여
초미립자로 생성되는 것이다. 생성된 초미립자를 전기집진장치를 이용하여
회수함으로써 비로써 실리카 퓸이 얻어지는 것이다. 명칭으로서

silica

fume, condensed silica fume, silica flour, silica dust, fumed silica 및 micro
silica 등이 있으나 일반적인 명칭은 실리카 퓸(silica fume)으로 사용되고 있
다. 실리카 퓸의 발생량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페로실리콘의 생산
량으로 추정한 실리카 퓸의 생산량은 1986년 160만 톤 정도이며, 주요 생산
국으로는 소련, 미국, 노르웨이 등 수력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다.

(2) 실리카 품의 성질

실리카 퓸의 화학조성으로는 포졸란 재료로서 적합하지 못한 CaSi와 SiMn
으로부터 부산되는 실리카 퓸을 제외하고 주성분의 80% 이상이 SiO2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노의 조건 등에 따라 동일 규소합금에서 반드시 동일한
물성의 실리카 퓸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리카 퓸의 물리적 성질을 살펴보면 약 90.1% 이상이 구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경이 1㎛ 이하, 평균 입경은

0.1㎛ 정도, 비표면적이 약 20㎡/g 정

도, 비중이 약 2.1∼2.2 정도이고, 단위용적질량은 250∼300㎏/㎥ 정도이다.
또한

주로

비정질이지만

X-Ray

회절분석

결과

불순물로서

α-SiO2와

MgFe2O4를 함유한 것이 있고, 그 함유량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3) 실리카 퓸을 혼합한 콘크리트의 성질
①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실라카 퓸을 혼합한 콘크리트의 목표 슬럼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단위수량은 혼합량이 증가됨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실리카 퓸의
혼합량이 시멘트 중량의 10∼20% 정도에서 고강도 및 고내구성을 갖는 콘크
리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물-결합재비(water-binder; w/(c+admixtures))가
0.3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많은 연구보고에서 알려진 바 있고, 이는

- 32 -

물-결합재비를 낮추기 위해 고성능 감수제의 사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성능 감수제는 시멘트와 실리카 퓸의 적절한 분산 및 수화반응을 촉
진시킴으로써 보다 균질한 콘크리트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실리카 퓸은 비
표면적이 매우 크고, 미연소 탄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율이 증가함
에 따라

AE제의 사용량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콘크리트에 매우 미세한 입자를 혼합하면 블리딩과 재료분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를 보통 ‘안정화 효과(stabilizing effect)’라 한다. 콘크리트에 실
리카 퓸을 혼합하면 콘크리트의 유동화적 특성이 변화하여 블리딩과 재료분
리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실리카 퓸이 시멘트 입자 사이의 빈 공극을 채워
블리딩수가 통과하는 모세관을 감소시키고, 결합재와 골재 사이의 접촉면을
증가시켜 콘크리트의 점착력을 증가시켜 재료분리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② 경화한 콘크리트의 성질

실리카 퓸은 주성분이 비정질의 SiO2로서 Ca(OH)2와 반응하여 C-S-H를
생성하고, 플라이애쉬 등의 다른 포졸란 재료와 비교하여 담배연기와 같은
정도의 초미립 분말이기 때문에 조기재령에서 포졸란 반응이 발생한다. 실리
카 퓸의 혼합률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강도도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혼합률은 5∼15% 정도이다. 이것은 실리카 퓸을 혼합한 콘크리트는
블리딩이 감소되므로 조기재령에서 건조 환경에 노출되면 플라스틱 수축균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일 물-결합재비에 대하여 실리카 퓸 혼합량의 증가에 관계없이 총 공극
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리카 퓸을 혼합하면 마이크로
필러(micro filler) 효과와 포졸란 반응에 의해 0.1㎛ 이상의 큰 공극은 작아
지고 미세한 공극이 많아져 전이영역에서 골재와 결합재 간의 부착력이 증
가하고, 콘크리트의 강도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실리카 퓸을 혼합한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저항성은 실리카 퓸의 종류, 시험
방법, 혼합률, AE제의 사용 유무 및 배합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
다. 이 때문에 ACI 위원회 보고, 캐나다 규격 등에서도 권장되고 있는 것과
같이 적당량의 AE제를 사용하여 공기를 연행시킬 필요가 있다.
화학저항성에 있어서 용해성이 있는 Ca(OH)2가 감소되고 유해한 이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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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이 억제된다. 물-결합재비 0.33∼0.35, 실리카 퓸의 혼합률 15%인 경우
염산, 황산 및 유기산 등에 대하여 높은 화학저항성을 보인다. 콘크리트의
중성화 깊이는 실리카 퓸 5% 혼합에 35% 정도 감소되고, 20% 혼합할 때에
는 중성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으나 혼합률이 높아지면 액
상의 pH가 저하되기 때문에 혼합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림. 15 Chemical resistance of concrete in sulphuric acid solution,
(a) 1%, (b) 5%. w/b 0.26-0.36, silica fume 0-30%(Durning and
Hicks 1991).

그림. 16 Chemical resistance of concrete in 5% formic acid
solution. w/b 0.26-0.36, silica fume 0-30%(Durning and Hick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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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Chemical resistance of concrete in 5% acetic acid solution.
w/b 0.26-0.36, silica fume 0-30%(Durning and Hicks 1991).

그림. 18 Chemical resistance of concrete in 5% phosphoric acid
solution. w/b 0.26-0.36, silica fume 0-30%(Durning and Hicks
1991).

결론적으로 실리카 퓸을 콘크리트에 혼합하면 수화열을 저감시키고, 강도
발현이 현저하며, 수밀성, 화학저항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고
강도 및 고내구성의 콘크리트 제조에 효과적이다. 또한 재료분리와 블리딩이
감소되어 수중콘크리트로서의 활용가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4) 처분장 관점에서의 실리카 퓸 그라우트의 성질

실리카 퓸의 혼합은 재료분리와 블리딩 감소로 효율적으로 암반의 균열을
sealing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00㎛까지 그라우트 할 수 있으며 그 이하는
시멘트계 물질로는 충진하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ONKALO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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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의 균열에 대해 silica sol 타입의 그라우트 재료를 이용하여 그라
우트할 예정에 있다. Hooton and Konecny(1990)은 실리카 퓸의 사용은 화강
암과

시멘트와의

결합강도를

크게

향상시킨다는

점을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일반 그라우트에 비해 화학적 저
항성이 향상되고 유출(leaching) 가능성이 감소되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단위수량의 증가(점도 증가), 플라스틱 수축균열의 발생, silica
fume의 응집(conglomeration), 그리고 응결시간의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있다.

과량의 silica fume의 사용은 점도의 증가를 유발하여 'gel-blocking' 현상을
초래하며 이는 그라우트의 투수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silica fume의 응집은 알칼리 용액과 반응할 경우 alkali-silica reaction(ASR)
을 일으켜 팽창성 gel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암반 내의 추가적인 균열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멘트와 실리카 사이의 수화반응 속도차이로
인해

응결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부가적으로

응결

촉진제

(accelerator)의 추가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silica fume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로서 품질변동, 고가의 수송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3) W/C의 영향
시멘트 그라우트의 강도는 양생조건이 일정할 경우 물-시멘트 비에 반비례
하는데, 그것은 물-시멘트 비가 크면 결합수가 많아져 치밀한 구조체가 얻어
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재료의 일정 물-시멘트 비 범위 내에서는
시멘트 강도가 물-시멘트 비 증감에 따라 1차 함수의 관계를 가지며, 이를 이
용하여 배합설계의 기초로 활용한다. 이론적으로 물-시멘트 비의 최소치는
35%이다. 25%는 화학적 결합수이고 10%는 겔간의 흡착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workability 차원에서 이보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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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Relation between strength and water/cement ratio for
concrete made with a rapid-hardening portland cement(Neville
1981).

그림. 20 Relation between permeability and water/cement ratio for
mature cement pasted hydrated 93%(Neville 1981).

물-시멘트 비는 시멘트 물질의 내구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인자가 된다.
강도가 높을수록 내구성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낮은 물-시멘트
비가 요구된다.

4) 양생온도의 영향
시멘트는 습윤양생하면 장기간에 걸쳐 강도가 발현되지만, 대기 중에 방치
하면 강도증진이 감소한다. 이것을 다시 습윤양생하면 강도발현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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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양생을 계속하면 강도 증진이 재령경과와 함께 증가한다. 한편, 일정한
온도로 양생한 경우 재령 4주까지의 시멘트 강도는 양생온도 5∼40℃의 범위
에서는 양생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한편 초기는 저온양생하고, 상온에서 양생
한 경우는 콘크리트 온도가 동결하지 않는 점위에서는 낮을수록 28일 강도는
크다. 또한 경화 초기에 일단 동결된 콘크리트 강도는 다시 20℃로 양생해도
동결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강도에 도달하지 않는다(콘크리트학회, 2007).

5) Low-pH Cement의 장단점
일반 시멘트와 low-pH 시멘트의 큰 차이점은 건조 중량으로 15-40%의
Silica fume의 사용이다. Silica fume이 혼합된 low-pH 시멘트의 미세구조는
동일 w/b(water/binder; water/(cement+2x(silica fume)) 비 조건에서 기준 그
라우트에 비해 치밀해야 한다. 일반 기준 그라우트에 비해 low-pH 시멘트의
장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Holt 2007).
• 혼합후의 안정성 향상(fresh state)
• 블리딩 현상의 감소와 미세입자의 혼합으로 재료의 균일성 증가
• 암반의 미세 균열로의 투과성 증대
• 화강암반과의 결합강도 증대 및 미세절리 내의 clay deposits 증가
• 압축강도 증대
• 잠재적 self-healing 능력 향상
• 낮은 투수도
• 낮은 확산계수
• 향상된 유출 저항성(better leachate resistance)
• 강재부식 방지능력 증대

반면에 low-pH 시멘트의 단점으로는
• 높은 w/b 비와 단위수량 증가로 인한 수축(shrinkage)의 증대

- 38 -

• pH 저하로 인한 부식(corrosion)
• Gel-blocking
• Alkali-silica reaction(ASR)을 초래하는 silica 입자의 응집
등을 들 수 있다.
부식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자체 낮은 pH로 인하여 강재부식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silica fume의 사
용은 투수도와 수리전도도를 낮추어 지하수의 침투가 어렵게 하는 특징을 지
닌다. 따라서 silica fume은 부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
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low-pH 시멘트의 부식 가능성을 장점과
단점이 혼합작용을 하여 일반 시멘트 그라우트 수준으로 평가를 한다. 따라서
처분장 건설시 터널의 록볼트나 숏크리트 섬유와 low-pH 그라우트의 상호작
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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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처분터널의 그라우팅
4.1 그라우팅 개요
그라우팅이란 기초보강공법 중의 하나로서 지반, 암반, 인공적으로 조성된
기초지반 또는 시멘트 구조물 등의 내부를 액상이나 Gel 상의 그라우트를
주입시켜 공기나 물로 차 있는 균열, 공극 등을 채워 고결시키는 공법을 말한다.
이 공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강도 증가에 따른 지지력 증대, 압밀성
제고에 따른 투수성 감소, 지반 밀도의 증가 등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입목적에 따라 압밀 그라우팅(Consolidation grouting), 피복 그라우팅(Blanket
grouting)과 차수 그라우팅(Curtain grouting) 등으로 나뉘며, 주입방법에 따라
1단식 그라우팅, 다단식 그라우팅 등으로 나뉜다.
주입 대상의 균열이나 공극의 크기, 형태 및 주입 목적에 따라 가장 알맞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체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주입재의 요건은 입자가 작고 균등하게 분산되어 유동성이 커야 하며 ,
고결된 후에는 소정의 강도를 보유하고 가격이 저렴하여야 한다. 이를 잘
만족시키는 재료에는 시멘트가 있으며, 그 외에도 점토, 벤토나이트, 아스팔트,
톱밥, 탄재, 규토(silica) 등이 있다. 시멘트의 경우 강도나 경제적인 면에서 보아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 조립토 이외에는 주입되지 않으며, 경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 긴급을 요하는 용수, 누수 등의 지하수 처리나 유수 중에서는
주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라우트의 종류는 시공목적에 따라 지수 그라우트, 지반개량 그라우트, 충전
그라우트, 보강 그라우트 등이 있고, 주입장소에 따라 공동 그라우트, 균열
그라우트, 공극 그라우트 등이 있다. 그라우트재의 종류는 시멘트계 ·철분질계
·아스팔트계

·약액

그라우트(케미컬그라우트)

등으로

분류된다.

초기의

그라우트에는 시멘트 ·물 ·점토 등을 사용한 시멘트계 그라우트가 사용되었으나,
1919년 케미컬그라우트가 발명되어 사용범위가 넓어졌다. 최근에는 비닐 중합과
크롬리그닌의 발견으로 그라우트 기술은 급진전하였다. 이와 같은 그라우트는
주로 지수나 지반의 개량 및 터널의 빈틈 메우기 등에 사용한다. 아스팔트
그라우트는 지수와 토질안전용으로, 철분질 그라우트는 그 화학적 무수축 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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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로

인하여

철골기초의

충전이나

이음새

부분의

충전보강용

등으로

사용한다.

그림. 21 일반적인 그라우팅 재료의 분류도

신선함 암반의 경우 투수계수는 매우 작은 값은 가진다. 하지만 암반 내의
절리나 균열 혹은 지질의 불연속면과 같은 조건이 존재한다면 이는 지하수의
주요 이동통로가 되어 암반 내 투수계수는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장
내로의 지하수 유입은 이와 같은 암반 내의 불연속 지질 조건에 의존하게 된다.
그라우팅은 터널 건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관련 지식들은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심도의
처분장 조건에서 장기저장을 위해서는 그라우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래의 표. 8에 핀란드에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low-pH 시멘트 그라우트의 조성비 한 예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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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ONKALO 터널에 사용된 low-pH 시멘트 그라우트의 배합비 예

747

Reference
grout mix
U1
713

625

879

329

Silica fume(solids) as GroutAid

110

0

226

Superplasticiser Mighty 150

20.7

17.5

22.4

Water/solid ratio

1.02

0.81

1.42

1521

1629

1384

0.7-1.6

0.2-1.6

0.3-3.4

>245

>245

94.1->245

Compressive strength@1day(MPa)

1.0-2.4

-

0.4-1.1

Compressive strength@28day(MPa)

22.2-22.6

22.9-24.0

13.0-17.9

Compressive strength@91day(MPa)

12.2-27.1

20.3

21.4-24.4

Quantities in kg/m
Water(inc.

Standard
grout mix

3

superplasticiser water & silica slurry)

OPC:Ultrafin 16(sulphate-resistant

microcement)

3

Density(kg/m )
Shear strength 6h[kPa]
Shear strength 24h[kPa]

P308B
791

4.2 그라우트용 재료
앞서 언급한 대로 터널의 암반 그라우트용으로는 대부분 시멘트계 물질이
사용된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의 높은 제약조건으로 인해 미세 암반크랙을
보강하기 위하여 세립자의 시멘트 그라우트가 고려되고 있다. Bergman et
al.(1970)에 의하면 그라우트 재료의 입자분포 크기(d95)는 절리면 균열 폭의 1/3
이하가 되어야 효과적으로 그라우트를 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이 시멘트 계열
그라우트의 입도선정에 실질적인 시공기준이 되고 있다.


 ≤ 


(7)

여기서 d95는 입격가적곡선의 95% 지름을 의미하고, b는 절리의 직경을
의미한다. Chemical grout는 일반 그라우트가 침투하기 힘든 조건에 주로
적용되지만 폐기물 처분장 건설조건에서는 주변 환경에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 Colloid grou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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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그라우트가 침투할 수 없는 작은 균열에 침투할 수 있는 투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심도 처분장 건설에 사용가능한 높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Colloid silica는 겔 타입의 유체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지하처분 시설로의 지하수 유입은 주변 지하수 수위를 낮추거나 혹은 주변
암반 내로의 지하수 유동에 큰 변화를 야기한다. 또한 이는 처분공 주변
벤토나이트의 설계이상의 추가적인 침식(erosion) 등을 야기하고 canister의
부식을 촉진함으로써 처분장의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처분 터널 내로의 지하수 유입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시멘트 그라우트의 처분
터널에의 사용은 사용전에 재료의 화학적 특성 및 역학적인 장기 거동특성에
대해 세심한 연구와 주의가 필요하다. 과다사용 및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처분터널의 지화학적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
POSIVA의 ONKALO 처분터널의 경우에는 처분 심도 -300m에 R20의 대절리가
처분공의 지하수 유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어 R20 절리 굴착
전에 이에 대한 sealing 방법에 대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R20 심도
이하의 모든 구조물은 주변 지화학적 환경 및 다른 영향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치를

두었다.

따라서

R20

프로젝트

내에는

Long-Term

Safety(IPA),

Grouting Materials(IMA), Grouting Technique(INKE)의 세개의 세부 프로젝로
구성되어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4.3 수리학적 전도도 및 투수도(transmissivity)
수리학적 전도도(hydraulic conductivity; k)는 표준 압력수두 조건 하에서
간극을 통한 유체의 통과량을 의미한다. 암반은 각각의 수리학적 전도도가 모두
다르며, 특히 신선한 암반의 투수계수는 매우 작아 암반의 투수계수는 내부의
절리나 균열에서의 지하수 유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투수도(transmissivity; T)는 단위 면적을 통한 통과유체의 부피를 말하며,
이는 대수층의 두께나 borehole에서의 시험간격 등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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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지닌다. 수리학적 전도도와 투수도의 관계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8)

T : 투수도[㎡/s]
k : 암반의 수리학적 전도도[m/s]
d : 두께 혹은 거리[m]

Water loss measurement는 암반 내에서의 수리학적 현지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이다. 몇몇의 실질적인 측정 방법들이 개발되었으며,
Constant pressure measurement, Falling Head test, Lugeon test이 그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Lugeon test는 일정압력 하에서 암반 내에 물을 가압하여
조사공을

통해

물이

외부로

나가도록

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즉

일정압력(10bar = 1.0MPa)에서 개방보링공(표준공 길이 5m)에 물을 주입하고,
거리ㆍ시간당 주입량으로 표현한다.

Lugeon value : Lug = waterloss (dm3/m/min)

(9)

SI Unit이 사용되고 다른 압력조건 하에서는 위의 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
다.

  
    × 
     
   

 



여기서
3

Lug = Lugeon value [dm /m/min]
VLug = water volume [㎥]
lLug = length of test section in bore hole [m]
tLug = test time [s]
pw = groundwater pressure [Pa]
pLug = water pressure in Lugeon-test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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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각각의 실험은 한 공당 1회 이상의 반복실험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공당 각각 다른 압력의 5회 반복 실험이 추천되고 있다.
각 실험은 서로 시간간격 없이 바로 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 실험공의 길이는
5m를 기준으로 실험을 하되 반드시 그 길이에의 국한은 없다. 1m 이상
5∼6m에 해당하는 조사공이 추천된다(Houlsby 1990). 과다의 수압은 추가적인
균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라우트의 최대 압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암반의 표면에서는 균열이 많이 존재하므로 실험을 피하는
것이 좋다. 엄밀히 말하면 Lugeon value가 수리학적 전도도와 같은 값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라우팅의

목적을

위해서는

좋은

추정치임에는

틀림없다.

4.4 지하수 유입량 측정(Inflow estimation)
터널

내로의

제시되었으며,

지하수
그

후

유입에
일정

대한

부분의

해석해는
수정을

Wiberg(1961)에
거쳐

다음과

의해

같은

처음

식으로

표현되었다(Swedish National Road Administration 1994).



 

     



(11)



  

         


  





(12)

여기서,
Q : the inflow to the tunnel [m3/s]
k : the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rock mass outside the grouted zone [m/s]
kg : the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grouted zone [m/s]
h : water pressure expressed as water head(in tunnel center) [m]
Rt : the radius of the tunne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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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 : the active radius of flow [m], 2.h is a typically used estimation
tg : the extension of the grouted zone [m]
ξ : the skin factor [-]

식 (11)은 그라우트되지 않은 암반을 위한 적용식이며, 식 (12)은 그라우트된
암반에 적용하기 위한 식이다. 두식 모두 터널이 지하수면 아래에 존재할 때
적용 가능한 식이다. 두 식은 모두 Darcy's law로 부터 유도된 식들이다.

4.5 그라우팅 제어(Controling of Grouting Process)
1) 그라우트 침투거리(grout penetration)
그라우트의 압력은 암반 내에 잘 투입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충분히 높은 압
력으로 주입되어야 한다. 그라우팅 영역의 설정은 각각의 지질조건 및 터널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의 설정에 최소한 록볼트의
근입길이 보다(Lrb) 그리고 인근 두 록볼트의 최대 이격거리(L) 보다 두껍게
그라우트 영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전형적으로 터널 그라우팅 시 3∼5m 두께
로 시공이 이루어진다.
그라우팅 주입압력 하에서 최대 이론적인 암반 내 침투거리(Imax)의 산정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Lombardi(1985), Hassler(1991)).



   


(13)

    

(14)



여기서
Imax : maximum penetration length of grout[m]
Δp : over-pressure for grout[Pa]

pg : grout pressure[Pa]
pw : groundwater pressure[Pa]
b : aperture of fractu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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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o : yield strength of grout[Pa]

그림. 22

Borehole 거리 및 록볼트 길이를 이용한 최소한의 그라우팅

주입(penetration) 기준거리 산정

그림. 23 Grout penetrating a fracture(Gustafson et al. 2006)

그라우트의 암반 침투는 앞의 식에서 보듯이 그라우트와 지하수의 압력차,
그리고 절리크기, 그라우트의 항복강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 인자가
그라우트 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된다.

2) 그라우트 압력(grout pressure)
그라우트 주입압력은 주변 지질조건에 따라 다르게 된다. 최대 주입 압력은
암반의 균열발생을 일으키는 임계값 보다는 작아야 한다. 따라서 암반에 손상
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반
절리에서의 법선응력(normal stress)이 그라우트의 압력 보다 크다면 암반에
어떠한 추가적인 위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가지고 그라우트 압력
(pg)를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Gustafson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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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기서
pg : grouting pressure [Pa]
pw : groundwater pressure [Pa]
ρr : density of rock [kg/m3]

g : gravitational acceleration [m/s2]
H : depth below ground surface [m]

Gustafson and Stille(1996)은 그라우트 압력을 경험적으로 2pw와 최소 암반
응력(σ3) 사이의 값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Gustafson et al.(2006)은 일반적인
터널에서 그라우트 압력에 대한 경험식으로 지하수 압력의 2배 이상을 추천
하였으며(pg>3pw), Brantberger et al.(2001)은 수직응력의 3배 이상을 제안 한
바 있다(σv≈ρrgH). 위의 식을 이를 바탕으로 제안된 식이다.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 중 노르웨이 사람들은 핀란드나 스웨덴에서 제안된 경험식 보다 훨씬
큰 압력을 사용한다. 보통 지하수 압력보다 2.5∼3.5MPa 이상의 값을 이용하
여 해석한다.

3) 그라우트의 소요강도
그라우트의 암반 내 주입깊이(I)는 이론적인 최대 주입깊이(Imax) 보다 작게
설정되므로, 그라우트의 항복강도는 앞의 식(13)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관
계를 나타낼 수 있다.


 ≺ 

여기서
Imax : maximum penetration length of grout[m]
Δp : over-pressure for grout[Pa]

pg : grout pressure[Pa]
pw : groundwater pressure[Pa]
b : aperture of fracture[m]
τo : yield strength of grou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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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xelsson(2006)은 그라우팅이 시공된 후, 패커를 제거하였을 때 절리 내의
지하수 유입압력 이상을 그라우트가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
약 그라우트의 항복강도가 너무 낮으면 그라우트는 절리로부터 홀 안으로 들
어오게 되기 때문이다(그림. 24 참조). 만약 요구되는 그라우트 깊이가 4m이
고 overpressure(Δp)가 6MPa, 그리고 지하수 압력(pw)가 1.9MPa, 절리가 크
기(b)가 20um이라면 그라우트의 항복강도(τo)는 4.8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의 항복강도는 15Pa 이하이어야 한다.

그림. 24 Grouting borehole intersecting a fracture with aperture b. The
grout has penetrated the distance I in the fracture and the yield strength
of the grout is τo. The groundwater pressure(pw) is acting in the fracture.

일반적으로 실내 실험을 통해 그라우트의 항복강도를 결정할 때 rheometer
(유량계)나 fall cone test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는 현장과 많은 차이를 가지
므로 이의 실제 적용에는 많은 주의 필요하다. 현장 적용을 위해 Axelsson
and Gustafson 2006은 Yield stick-method를 제안하였다. 만약 팩커가 그라우
트 홀로부터 조기에 제거되었다면 그라우트가 borehole 내로 재 유입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항복강도 산정을 위
한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하였다.

 
≥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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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w : groundwater pressure[Pa]
lb : the length of the borehole[m]
Rb : the radius of the borehole[m]
τ : shear strength of grout[Pa]

4) 그라우트 팩커 제거시간 결정
패커의 제거시간 결정은 전형적으로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핀란
드에서는 그라우트의 응결시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cup test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cup test는 암반의 온도나 지하수 압력, 습도 그리고 지하수의 화
학적 조성 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고심도 암반지층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라우트의 홀 내에서의 전단강도 변화를 모
니터링 함으로써 충분히 강도 발현이 되었을 때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그라우팅 시작기준(Starting criteria for grouting)
터널로의 지하수 유입량 제한치가 그라우트 작업의 starting crieria가 된다.
시작 기준은 전형적으로 probe hole(시험공)을 통한 측정으로 부터 결정하게
된다. ONKALO의 경우에는 유입유량 제어 목표치를 전체적으로 140ℓ/min으
로 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1∼2ℓ/min/100m tunnel을 의미한다. 그라우
작업의 시작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절리를 통한 국부적인 지하수의 유입량 측정
- 조사공을 통한 지하수의 유출량
- 수두 손실량 측정

6) 그라우팅 멈춤기준(Stop criteria for grouting)
Stop criteria는 그라우트 작업의 멈추는 시점을 규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이 멈춤 기준이 도달하였을 때, sealing 효과는 터널 내
에서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시점 이후의 그라우팅은 비경제적인 요
인이 된다. 이를 위해 몇 개의 다른 그라우팅 멈춤 기준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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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
그라우트 작업의 멈춤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허용 최대 압력(pmax)이 사용된
다. 통상적으로 허용 최대 압력에 도달한 후 5∼10분이 지난 후에 멈추는 방
법이다. 또한 최대 그라우트 사용량(Vmax)을 설정하고 이 이상일 경우에 멈추
는 방법 그리고 최소 유량(minimum flow)을 설정하여 마지막 2분 동안 유입
량이 0ℓ/min인 경우에 멈추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터널 시공 시
최대압력, 최대부피, 그리고 최소유량이 가장 전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라
우트 작업의 멈춤 기준(stop criteria)이 되고 있다.

(2) GT 방법
Grouting Time method(GT-method)는 그라우트 주입깊이와 그라우트 시간
간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그라우트 멈춤 기준을 설정하는 해석해의 한 방법
이다. 이는 Gustafson and Stille(2005)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이 방법에서 최
대 그라우트 주입깊이는 그라우트 펌핑 시간이 무한대로 되었을 때 도달하는
거리로, 그라우트 주입깊이와 그라우팅 시간 간의 관계는 모든 조사공 내의
절리 조건에서 상대 주입깊이(relative penetration; ID)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18)

여기서
ID : relative penetration length[-]
I : penetration length of injected grout[m]
Imax : maximum penetration length of grout[m]

Imax는 위의 식 (13)을 통해 계산된다. 여기에 특성 그라우트 시간(characteristic
grouting time) 개념이 도입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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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여기서
t0 : characteristic grouting time[s]
Δp : over-pressure for grout[Pa]
μg : plastic viscosity of grout[Pas]
τo : yield strength of grout[Pa]

tD : relative grouting time[-]
t : grouting time[s]

Characteristic grouting time은 1차원 그라우트 주입 가능깊이의 약 88% 도
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며 그리고 2차원 주입 가능깊이의 약 59% 도달하
기 위한 필요시간을 의미한다. 자세한 정보와 식의 유도과정은 참고문헌의 내
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Relative grouting time(tD)은 1차원과 2차원에 대해 각각 존재한다. 실제
joint 내에서의 그라우트 흐름은 1차원과 2차원 사이의 흐름에 가까울 것이다.

그림. 25 Principle for theoretical a) 1D flow and b) 2D flow and c)
the piece of cake model for classification the joint flow(Hἂssl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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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Relative penetration length ID as a function of relative
grouting time tD

설계기준의 시작은 그라우트가 최소 절리를 통해 그라우팅될 때 그라우트의
주입깊이는 두 borehole 사이 거리의 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론
적으로 그라우트의 주입깊이(I)는 안전률(k)과 그라우팅 borehole 사이의 최대
거리(L)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Gustafson and Stille(2005)는 이론적인 1차
원 그라우트 주입깊이를 약 2L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
 
 

k≥2 일때

(20)

여기서
ID : relative penetration length[-]
I : penetration length of injected grout[m]
ki : safety factor for penetration[-]
L : maximum distance between bore holes[m]

최대 주입깊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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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차원과 2차원에 대한 penetration function(Gustafson and Stille 2005)은


    
  

(22)


    
  

(23)



 
  

(24)

이다. 여기서
ID : relative penetration length[-]
tD : relative grouting time[-]

GT method에 의한 그라우트 멈춤시간 설정방법에 대해 두가지 예를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위의 내용을 참고로 표. 9의 멈춤시간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9 Grout properties in accordance to grouting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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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그라우팅 시공효과 판정
그라우트 공사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지반을 시공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 목적의 달성도, 즉 공사효과의 확인판정이 쉽지 않다. 그라우트 공사는
공사비가 매우 고액이며 또한 시공에 요하는 공기도 장기간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수량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그라우트
공법의 채택을 망설이거나 혹은 그라우트 공법의 발달을 저해한다.
그라우트 공사의 시공효과를 확인․판정하기 위해서는 지반의 강도 강화를
목적으로 한 때는 지반 강도의 분포상태, 강도증가, 내구성 등의 시간 경과에
의한 개량 정도의 변화, 지수를 목적으로 한 때는 지반의 투수계수 분포상태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이러한 것을 총괄하여 그라우트 재료에 의한 효과적인
고결범위를 결정하여 공사효과를 확인․판정한다(토목공법 연구회, 2003).

1) 그라우트 재료의 총량 비교
계획한 그라우트 재료의 총량과 실제적으로 시공된 그라우트 재료의 총량을
비교하여 효과를 판정한다. 이 방법은 계획범위 외에 그라우트 재료의 유출,
누출 등 문제점이 있지만 계획량의 100% 이상 그라우트된 때는 그라우트 목
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지반의 굴반시험
그라우트 시공 후 지반을 흙막이하고 굴착하여 그라우트 재료의 분포상태,
범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 확인하고, 또한 역학적으로 시험한 다음 그라우트
효과를 확인한다.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 실시는 특
별한 연구현장이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다.

3) 잭에 의한 재하시험
현장의 지반에 직접 잭을 사용하여 그라우트 전과 시공 후를 측정 비교하여
효과를 판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지반 개량을 목적으로 한 공사에 자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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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림. 27 그라우트 전과 그라우트 후의 잭 검사결과(H. Cambefort 1964).

4) 지반의 탄성파 속도 측정
그라우트 시공 전과 시공 후 지반의 탄성파 속도차를 측정한다. 전파속도가
큰 물질은 보다 강성이 크므로 측정에 의해 지반의 강성 변화 부분에서 그라
우트 재료에 의한 고결범위를 추정한다.

그림. 28 탄성파속도와 평균투수량의 관계(吉田勝美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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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반의 탄성율 측정
그라우트 시공 전과 시공 후 지반의 탄성율을 측정 비교하여 그라우트 효과
를 간접적으로 판정한다. 일반적으로 그라우트 공사에 의해서 탄성율 50,000
㎏/㎠를 200,000㎏/㎠로 개량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200,000㎏/㎠를 250,000
㎏/㎠로 개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6) 현장 투수시험
주로 지수를 목적으로 한 경우, 그라우트 시공전과 시공 후 현장 투수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그라우트 효과를 판정하는 것이 가장 많이 보급․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용수량 ℓ/min, 투수계수 K 또는 루젼 값의 변화에 의해서 지수
효과 정도가 나타난다.

7) 중성자 수분계에 의한 시험
이 시험의 원리는 선원에서 방사된 중성자가 특히 수소함유 물질에서 현저
하게 감속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그라우트 재료에 붕
소 등 열 중성자의 흡수단면적이 큰 원소를 혼합하여 지반 속에 같이 그라우
트 하고 난 후, 그라우트 공에 중성자 수분계를 삽입하여 카운트 수의 변화를
측정하여 그라우트 재료의 분포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림. 29 삽입형 중성자수분계에 의한 시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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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γ선 밀도계에 의한 시험
이 시험의 원리는 선원에서 방사된 γ선 중, 토립자에 의해 산란되는 방사선
량을 계수함으로써 지반의 밀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라우트 시공 전
과 시공 후의 밀도차를 측정하여 그라우트 재료에 의한 고결범위를 구한다.
단 그라우트 재료는 지반의 간극수로 치환하므로 그라우트 재료가 물과 비교
하여 비중차가 큰 재료, 예를 들면 시멘트계 재료 등에 적용된다.

그림. 30 γ선 밀도계와 중성자 수분계에 의한 그라우트 효과 확인 예

9) 전기적 비저항의 측정
토반의 전기적 성질 중, 대지 비저항을 측정하여 그라우트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토반의 간극수 중 염분과 그라우트 재료 중 염분의 차가 큰 경우만
유효하며 또한 정밀도가 높아야 한다.

10) 공내 가압변형 시험
그라우트 공내에 원통상의 고무튜브 측정관을 삽입하고 수압에 의해서 측정
관을 팽창시키고 난 후, 그로인한 압력과 용적관계를 통해 토반의 변형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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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11) 기타
토반의 표준 관입시험, 즉 N값의 변화 측정, 토반의 테스트피스 물리시험,
특히 일축압축강도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된 효과적인 판정방법이며
기타 미동계에 의한 장소의 변형․이동량의 측정 등이다.

제 5장. 국제 공동연구 동향
방사성폐기물
제반연구가

유럽

처분장을
선진국을

건설함에
중심으로

있어

시멘트

활발하게

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시멘트 관련 국제공동연구를 아래에 나타내었다.

5.1 EU ESDRED
1) 개요
EU의 펀드로 유럽 9개국 13개 기관이 모여 2004년 ESDRED(Engineering
Studies and Demonstrations of Repository Designs)을 조성하였으며, 프랑스
ANDRA의 주도(coordinate country)로 실제 처분장 건설과 관련된 실증문제
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조직 내에는 크게 4개의 분과가 있으며 Modul #4에
서 시멘트 물질에 관한 공동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Module #1 : Buffer Construction Technologies for Horizontal Disposal
Concepts
‣Module #2 : Waste Canister Transfer and Emplacement Technology for
Horizontal and Vertical Disposal Concepts
‣Module #3 : Heavy Loadd Emplacement Technology for 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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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l Concepts
‣Module #4 : Low pH Cement for Shotcrete and Sealing Plug
Construction Technology

2) 목적(Module #4)
‣ 처분장 건설시 산업적 적용을 위한 low-pH 시멘트 물질의 개발 및 실증
‣ 처분장의 플러깅(plugging)과 rock support 건설을 위한 low-pH 숏크리팅
기술개발
‣ Low-pH 숏크리트 플러깅과 rock support의 Full scale 실증

3) 주요 연구동향
•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개발
• Low-pH 시멘트의 화학적 장기 안전성 검증
• 시멘트 sealing plug의 설계 및 full scale 실증
• 고준위폐기물 처분터널 내에서의 숏크리팅 기법 개발
• 시멘트와 완충재와의 상호작용 및 거동 모델링
• Low-pH 시멘트와 터널 지보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안정성 검증

그림. 31 Horizontal disposal galleries for crystalline rock in the Spanish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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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Horizontal disposal galleries for clay rock in the Spanish concept

(a)

(b)

그림. 33 Layout of the full-scale low-pH shotcrete plug test(a) and
Shotcreting for rock-wall lining(b)

4) 참가국/자
• ANDRA(France)
• ENRESA(Spain)
• NAGRA(Switzerland)
• NDA(UK.)
• ONDRAF/NIRAS(Belgium)
• POSIVA(Finland)
• SKB(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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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TEMIN(Spain)
• CSIC(Spain)
• DBE TECHNOLOGY(Germany)
• ESV EURIDICE EIG(Belgium)
• GRS(Germany)
• NRG(Netherlands)

5) Website
http://www.esdred.info/

5.2 IAEA CRP
1) 개요
IAEA의

지원으로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Behaviour

of

Cementitious Materials in Long Term Storage and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CRP Code : T21025)가 수행 중에 있으며, 이에는 유럽 및 아시아 국
가

17개국

2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기간은

2007-06-15

∼

2010-06-14으로서 2007년 Russia 모스크바에서 첫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이

이루어졌다.

packaging(containers),

주요
waste

연구내용은

방사성폐기물

immobilization(waste

처분

form)

시

waste

그리고

waste

backfilling의 목적으로 시멘트 물질의 사용가능성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
(containers-waste form-backfill) 및 장기거동 특성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목적
‣ 폐기물 장기저장 및 처분 그리고 이송을 위한 package 물질로서의 시멘트
물질의 장기거동 분석
‣방사성폐기물 종류별 팩킹 material의 규정을 통한 실증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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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동향
• 방사성물질의 immobilization, backfill 재료로서의 시멘트 물질 검증
• 신규 시멘트 재료연구 및 대체물질 개발
• 폐기물 종류별 공학적 방벽과 package 조건 도출
• 시멘트 물질의 장기거동 실험 및 모니터링 기법
• 시멘트 폐기물의 처분장 조건에서의 이동특성 및 장기저장 폐기물 수용
기준 설정
• 폐기물의 장기저장 및 처분을 위해 사용된 시멘트 물질의 장거거동 모델
링

(a)
그림.

34

Solid

and

(b)
liquid

waste

cementation

immobilizing drums for highly penetration cement(b)

4) 참가국/자
• ANSTO(Australia)
• SCK/CEN(Belgium)
• IPEN(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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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a)

and

As

• NUDT(China)
• INET(China)
• NRI(Czech)
• CEA/Valrho(France)
• BARC(India)
• KHNP(Korea)
• NIPNE(Romania)
• VNIINM(Russia)
• SIA RADON(Russia)
• VINCA INS(Serbia)
• AllDeco(Slovakia)
• ARAO(Slovenia)
• ENRESA(Spain)
• SKB(Sweden)
• PSI(Switzerland)
• University of Aberdeen(UK.)
• ISL(UK.)

5) Website
http://www.iaea.org/ (Our work/Coordinated research projects)

5.3 향후 연구방향
Low-pH 시멘트의 터널 건설과 관련된 재료의 적합성, 그리고 강도발현,
블리딩, 응결시간, 점도 등에 관련된 사항은 잘 알려진데 비해 시멘트 물질의
장기거동 특히 100년 이상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Low-pH 시멘트의 개발에 있어 pH 감소에 따른 영향, 그리고 시멘트 강도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모델링을 통한 예측, 실제 시공특성, 장기거동 특징,
sorption & migration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의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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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 Geopolymer와 같은 신 재료개발의 필요성
• Silica fume의 시멘트 장기거동에 미치는 영향
• 암반그라우트의 장기 내구성 향상
• 시멘트 그라우트와 벤토나이트의 상호작용
• 혼화재 및 초유동화재의 재료개발
• Low-pH 시멘트의 거동특성 모델링
• 시멘트 그라우트 주입방법 및 성능평가 방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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