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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olution of temperature and thermal stress in a granite specimen is studied via heating 

experiment in the context of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 heating condition 

based on the decay-induced heat is applied to a cubic granite specimen to measure the 

temperature and stress distributions and their evolution over time. The temperature increases 

quickly due to heat conduction along the heated surfaces, but a significant amount of thermal 

energy is also lost through other surfaces due to air convection and conduction into the 

loading machine. A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based model is used to numerically 

reproduce the experiment, and the thermo-mechanical coupling behavior and modeling 

conditions are validated with the comparison to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most crucial 

factors influencing the heating experiment are analyzed and summarized in this paper for 

futur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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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지중저장 안정성 평가의 일환으로 가열 중인 화강암의 온도변화와 열응력 발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열실험을 실시하였다. 폐기물의 붕괴열 발생조건을 가정하고 정육면체 형태

의 화강암 시편에 적용하여 온도와 변위의 분포를 측정하였다. 시편의 온도는 가열봉에서 발생하는 전도

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상승하지만 동시에 외기에 노출되거나 하중재하장치에 접촉되어 있는 표면을 통

하여 상당한 양의 열에너지가 소산되었다. 해당 실험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위해 실험조건을 삼차원 유

한요소 수치해석으로 재구현하였다. 실험에서 관찰된 열-역학 연계 현상과 주변조건의 변화를 해석에 

적용하고 이를 실내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가열실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분석

하고 향후 관련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요약하였다.

핵심어: 화강암, 가열, 열팽창, 열-역학 연계 거동,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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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을 위한 가장 유력한 방식은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위치한 암반을 굴착하여 처분용 

터널을 굴착하고 그 내부공간에 처분용기에 밀봉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심층처분방식(Deep Geological Repository)으로 (SKB, 

2010a, SKB, 2014, Park et al., 2017, Lee et al., 2020), 해당 처분방식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분석이 이루어지

고 있다(Faybishenko et al., 2016). 최대 10만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는 심층처분장은 구조적으로 균열의 

발생밀도가 낮고 안정성이 높은 암반층을 엄격하게 선정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붕괴열(decay heat)은 폐기물 밀폐용기와 주

변 암반에 추가적인 열응력(thermal stress)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암반이나 벤토나이트와 같이 처분장 방벽을 이루는 매질 내부

에 다상유동흐름(multiphase fluid flow)이나 다중물리 복합 거동(multi-physical phenomena)과 같은 다양한 물리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분석이 요구된다(Park et al., 2019, Yoon and Zang, 2019, Rutqvist, 2020).

안전한 처분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중요 요소로써 암반 온도의 변화와 그로 인한 복합 거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왔다. Min et al.(2005)은 Discrete Element Method와 Discrete Fracture Network를 결합한 해석모델을 활용하여 균열 네

트워크의 스케일이 고려된 암반의 역학, 수리적 물성치를 측정하고 이를 유한요소(Finite Element) 기반의 연속체 해석에 적용하여 

암반 내 열응력의 크기가 균열을 비롯한 암반의 역학적 물성치에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Rutqvist et al.(2009)은 암반

의 종류와 포화여부에 대한 열-수리-역학(Thermo-Hydro-Mechanical, THM) 복합 거동 수치해석을 실시하고 열과 주변응력의 변

화로 인한 균열의 닫힘 현상이 주변 암반의 투수계수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투수계수의 감소가 통

상적으로 낮은 심도의 암반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스웨덴의 SKB(2010b)는 Forsmark와 Laxemar 현

장의 지반조건을 적용하여 심부 암반의 THM 복합 거동을 수치해석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처분장 굴착 및 사용 과정에서 빙하기 

주기를 고려한 장기간의 거동을 모사하고 해석에 적용된 조건으로 인한 암반의 국부적 쪼개짐(spalling)현상을 다루었다. 

Blanco-Martin et al.(2016)은 염암을 대상으로 독일에서 실시된 현장 가열실험을 기반으로 THM 복합 거동 수치해석의 적용성을 

평가하고 추가로 역해석을 실시하여 열에 의해 발생하는 암반과 채움재의 압밀 거동과 그에 관련된 물성을 정량화 하였다. Park et 

al.(2019)은 THM 복합 거동 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심지층 처분환경을 고려한 시험장치를 사용해 포화유무, 온도변화(75°C이

하)에 따른 화강암의 역학적 물성을 측정, 분석하였다. Sun et al.(2022)은 균열을 포함한 화강암 시편을 이축압축상태로 가열하여 

균열의 미끄러짐 현상을 구현해내고 이에 따른 응력의 분포와 반응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Mohr-Coulomb 파괴포락선을 사용하

여 미끄러짐 현상의 발생 시점을 해석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암반의 온도변화로 유발되는 복합 거동과 공학적 특성변화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지속된데 반해 암반이 열평형상태

에 도달할 때까지 발생하는 열에너지의 확산 과정이나 주변조건으로 인한 온도분포의 변화 및 이로 인한 다른 복합물성의 비선형적 

변화와 같은 세부적인 연구는 아직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강암을 일정 방향으로 구속시킨 상태로 가

열실험을 실시하고 시간과 위치에 따른 온도의 변화와 이에 대한 열-역학 연계 효과를 응력과 변위로써 측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실

험실에서 실시된 가열실험은 장비나 실험실 조건 등에 의하여 실제 심층암반에서 발생하는 상황과는 정성, 정량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과정에서 목격되는 다양한 주변 요소와 상황들을 수치해석에 적용하여 실험을 정량적으로 재

구성하는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내실험조건을 바탕으로 삼차원 유한요소법을 통한 열-역학 연계 수치해석을 

실시하고 특히 실내실험에서 확인한 공기의 가열로 인한 대류효과를 경계조건으로써 추가하여 수치해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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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실험과 서로 비교,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실내실험에서 화강암 시편의 온도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

자를 파악하여, 1) 가열실험 중 필수적으로 통제되거나 검토되어야 하는 실험조건을 해석적으로 규명하고, 2) 향후 실내실험을 통

해 구현하기 어려운 현장조건을 검증된 수치해석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실내실험과 수치해석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실내실험(화강암 가열과 열응력 생성)

2.1 화강암 시편 제작

화강암은 다른 암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수계수가 낮고 강도, 강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요 대상으로 고려되는 암종이다(Cho et al., 2008, SKB, 2011, Faybishenko et al., 2016, Wang et 

al., 2018).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포천에서 채취한 화강암 시편을 실내실험 장비에 적합하도록 가공하여 실험을 실

시하였다. 시편은 한 변의 길이가 100 mm인 정육면체 형태로 가공되었으며 추가로 하중재하 중에 모서리부분의 응력집중으로 인

한 시편의 파괴 및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모서리를 약 5 mm 가량 사선방향으로 다듬어 제작하였다(Fig. 1(a) 참조). 이에 더하

여 채취된 화강암의 열, 역학적 물성치를 각종 시험을 통해 측정하고(Sun et al., 2022) 추후 수치해석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a) Specimen only (b) After placement at the biaxial loading machine

Fig. 1. Pocheon granite specimen

2.2 실내실험 조건

실내실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보유한 진삼축압축장비(true-triaxial machine, Figs. 1(b) and 2 참조)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주응력 방향으로 하중재하가 가능하지만 진삼축압축장비의 형태 특성상 암석시편이 가압판에 가려져 시편 상태의 관찰

이나 온도센서 부착 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한쪽 방향(x-axis)을 열어둔 이축압축 상태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수평방향 가

압램(loading ram)의 내부에 삽입된 가열봉(heater)에서 발생된 열이 전도를 통해 시편으로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가열봉에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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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온도측정센서를 추가하여 가압램 내부의 온도를 직접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전체 가열조건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개선

하였다. 작용하중은 압축장비에 적용된 액츄에이터를 사용하여 직접 측정이 가능하며 가압램 후방에 고정된 LVDT (Fig. 2(a)의 

❺번 부분)를 사용하여 각 방향으로 발생하는 변위를 측정하였다.

 

(a) The overall machine (b) The granite and the loading rams (c) Labels

Fig. 2. Schematics of the triaxial loading machine

2.3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실험에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암반의 열팽창과 이로 인한 열응력을 한 방향(z-axis)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화강암 시편의 구속

조건을 수평(y-axis), 수직(z-axis)방향으로 각각 변위, 응력제어를 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수평방향(y-axis)에 한해 열팽창 과정

에서 가압판의 위치가 조절되면서 초기 응력조건이 유지되지만, 수직방향(z-axis)으로는 가압판이 고정되어 있어 이로 인해 열팽창

이 제한되면서 추가로 수직방향 열응력( )이 발생하게 된다. 시편의 구속과 심지층 내 압력조건 모사를 위하여 가열 전에 미리 수

직, 수평 방향으로 각각 10 MPa의 압축력을 초기조건으로 재하하고 이후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로 인한 온도수준

(Rutqvist, 2020)을 고려하여 최대 150°C까지 가열봉의 온도가 올라가도록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화강암 시편의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3 참조). 가열로 인한 온도상승속도가 측정 위치와 시간에 

따라 큰 사이를 보였으며, 충분한 시간(가열 시작 후 약 8,000초) 이후 화강암 시편이 전체적으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도 

측정 위치에 따라 온도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편이 외부공기나 가압램과 접촉된 표면을 따라 일정량의 열에

너지가 소산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써 이로 인해 화강암 시편의 온도 상승이 가열봉의 최고온도(약 150°C)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범위(70~120°C)에서 제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기노출 유무에 따라 시편중앙(T1)에 비교하여 바깥면(T6)에

서 약 10.23%의 온도감소가 나타났으며, 가열봉으로부터의 열에너지 전달 거리에 따라 수직면의 온도(T2와 T4의 평균)를 수평면

의 온도(T3와 T5의 평균)와 비교한 경우 약 38.08%의 온도감소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가열 조건이 수직방향으로 대칭임에

도 불구하고 시편 상부(T2)와 하부온도(T4)가 약 9.93%의 차이를 보이는 점을 통해 공기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자연대류를 통하여 

상부로 가열된 공기가 몰리면서 시편의 온도분포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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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values and measuring locations (b) Temperature evolution data

Fig. 3. Rock temperature during the heating experiment

이에 더하여 가열실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강암 시편의 열팽창과 열응력을 측정하고 하단의 Fig. 4에 요약하였다. 열팽창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직방향 응력( )은 최초 시편의 구속을 위해 적용시킨 10 MPa에서 화강암 시편의 온도상승과 유사하게 비선형적

으로 증가하여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약 8,000초에서 약 16.48 MPa까지 상승하고 이후 유지된다. 이 과정에서 수평방향으로의 

열팽창으로 인한 변위()가 발생하고 최대수치는 열평형 도달 시간보다 빠른 약 4,000초에서 0.27 mm가량 시편 바깥방향으로 이

동하고 이후 유지된다. 응력과 변위 수치의 방향에 따른 평형상태 도달시간의 차이는 Fig. 3과의 비교로부터 열원으로 부터의 열에

너지 전달과정으로 인한 온도상승의 속도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실험 중 수평방향 응력()과 수직방향 변위()를 통해 가열과정

에서 실험조건이 계획대로 통제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Stress along y and z directions (MPa) (b) Displacement along y ( ) and z ()directions (mm)

Fig. 4. Stress and displacement during the heating experiment

3. 실내실험 조건을 고려한 수치해석 모델링

실내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삼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실제 화강암 가열 실험을 수치적으로 재구현하였다. 수

치해석은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Comsol Multiphysics를 사용하였으며 실내실험에서 관찰된 화강암 시편의 수직방향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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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비대칭성을 주변 공기의 온도변화와 이로 인한 자연대류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유체흐름을 고려한 열-역학 연계 해석

을 실시하였으며 적용된 연계 조건을 다음의 Fig. 5에 도식화 하였다.

Fig. 5. Thermo-mechanical coupling mechanism of granite with fluid flow regarding natural air convection

3.1 지배방정식 및 해석조건

수치해석은 실험조건을 반영하여 시편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케이싱(Fig. 2(a)의 ❹번 부분)의 내부를 재현하였으며, Fig. 6은 이

에 사용된 3차원 모델의 형태와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구조의 대칭성과 해석효율을 고려하여 화강암시편, 가압램, 내부공간의 

절반만 모사하고 중앙에 대칭경계조건을 추가하였다. 

(a) Granite specimen and loading rams with heater (b) Internal space of the loading machine for air circulation

Fig. 6. Modeling geometries

실험 측정값인 시간에 따른 가열봉 온도(Fig. 3(b)의 빨간실선)를 직접 온도경계조건으로써 가열봉의 표면위치에 부여하였다. 

추가 해석조건으로써 1) 암반과 가압램의 접면에 thin elastic layer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맞닿은 두 물체간의 수평변위가 최대한 분

리되도록 하였으며 ( ≫  ), 2) 가압램의 외곽면에는 하중재하기 자체의 강성을 적용한 spring foundation (=0.8988·109 

N/m)을 입력하고, 3) 열해석 시 공기흐름 영역을 둘러싸는 외곽케이싱은 단열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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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식 (1)은 열전달 지배방정식을 나타낸 것으로써, 여기에서 는 밀도, 는 열용량, 는 온도, 는 시간, u는 유체 속도벡

터, 을 내, 외부 추가열원이며 q는 전도로 인한 열원으로써 식 (2)와 같이 열전도도()와 온도기울기의 곱으로 나타낸다.





u∙∇∇∙ q   (1)

q ∇  (2)

본 연구에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공기의 밀도 변화를 포함하므로 식 (3)에 나타난 이상기체식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는 절대

압력, 는 이상기체비례상수이다. 

 



 (3)

공기의 흐름은 가열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의 자연대류현상을 laminar flow로 해석하며, 지배방정식으로써 식 (4)에 정리된 

Boussinesq 근사를 통해 변형된 Navier-Stokes방정식을 적용하였다(여기서 와 는 각각 고정된 유체의 온도와 밀도, g는 중

력가속도이다.).


u

 u∙∇u∇∇u  g  (4)

Fig. 6에 나온 장비 내부 원통형 공간 내부를 해석영역으로 사용하며 화강암 시편의 마주보는 바깥쪽 경계면을 외부와 순환이 가

능한 open boundary로 설정하였다. 식 (5)는 역학계산을 위한 지배방정식으로 여기서 는 응력, f는 외력을 나타내며 선형탄성조

건을 적용하되 식 (6)과 같이 온도변화에 따른 열팽창을 변형율로 추가하게 되며, 여기서 는 열팽창으로 인한 변형율, 는 열팽

창계수, 는 기준온도이다.

  ∇∙ f  (5)

    (6)

해석에 사용되는 물성을 위해 포천 화강암 샘플은 Sun et al.(2022)이 측정한 화강암의 물성치를 적용하였으며 하중재하장치를 

구성하는 구조강의 물성치와 함께 다음의 Table 1에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공기의 물성은 Comsol Multiphysics의 material 

library에 저장된 온도에 대한 함수로써 정의하였다.

전체 해석은 2가지 단계로 나뉘어 실시되며 먼저 정해석(stationary analysis)으로써 초기 구속압인 10 MPa이 화강암 시편의 수

평(y-axis)과 수직(z-axis)방향 표면에 가해진 상태로 역학에 대한 단일해석을 실시하여 응력 및 변위조건을 계산하게 된다. 다음 단

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의 역학해석 결과조건을 초기조건으로 고정하고 이후 시간에 따른 온도상승(Fig. 3(b)의 빨간실선)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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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변의 온도변화와 열팽창이 계산된다. 이 과정에서 화강암 시편과 주변 가압램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공기의 가열과 대류가 

발생하는 것을 함께 계산하여 이에 대한 경계조건의 변화로 인해 화강암과 하중재하장치의 온도가 서로 영향을 주게 된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the Pocheon granite and structural steel

Properties Granite Structural steel

Young’s modulus (MPa) 55.09 200

Posson’s ratio 0.275 0.30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K) 6.49e-6 12.3e-6

Density (kg/m3) 2609 7850

Thermal conductivity (W/m･K) 2.19 44.5

Heat capacity (J/kg･K) 645 475

※ Air properties are functions of temperature defined in material library of Comsol Multiphysics

3.2 해석 결과 및 고찰

수치해석 검증의 일환으로 실내실험에서 측정된 화강암 시편의 온도를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7(a)에서 나타난 것처럼 시

간에 따라 서로 다른 위치에서 측정된 온도가 서로 상당히 일치함을 확인하여 제시된 모델과 경계조건이 열해석에 대한 실험조건을 

적절히 모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시편을 감싸고 있는 공기나 가압램에서 열에너지가 소산되어 시편 바깥쪽의 온도가 중심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의 가열과 순환을 Figs. 7(b) 및 7(c)와 같이 해석영역 내의 온도 분포 및 유선

(유속을 색으로 표시)을 통해 추가로 파악하였다.

(b) Temperature (left: at 300s, right: at 3,000s)

(a) Temperature evolution data (experiment and simulation) (c) Flow velocity (left: at 300s, right: at 3,000s)

Fig. 7. Simulation result (Temperature) of the heated rock specimen

Fig. 8(a)는 화강암 시편의 온도분포를 통해 계산된 화강암의 변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열팽창으로 인한 변위는 시편 중심 인근

에서 방사형으로 증가하며 이로 인해 시편 전면부 양측 모서리 부분에서 최대값을 나타낸다. 또한 주변 조건이 수직방향으로 대칭

임에도 불구하고 화강암 시편 온도 분포의 수직방향 비대칭성으로 인해 상부의 변위가 하부에 비해 크고 이로 인해 변위 대칭점의 

위치가 시편 중심보다 약 2.60 cm 하부에서 관찰되었다. Fig. 8(b)는 실내실험과 수치해석의 수직방향 응력( ) 변화를 비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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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형상태에 이르는 시간에 차이를 보이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a) Displacement (left: front side, right: back side) (b) Vertical stress ( ) evolution data (experiment and simulation)

Fig. 8. Simulation result (displacement and stress) of the heated rock specimen

4. 결 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심층처분에서 방사능물질의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열은 주변 암반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주변 

지반의 변형이나 투수계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화강암의 가열에 대한 

실내실험을 재구현하고 가열조건과 시간에 따른 암반의 거동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열봉을 통해 발생한 열에너지는 주로 전도를 통해 전달되고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열평형상태에 이르게 

되나 화강암 시편과 하중재하장치의 가열로 인하여 주변 공기의 온도가 함께 상승하여 이를 통해 주변 공기의 자연대류현상이 발생

한다. 화강암 시편의 온도는 전도와 공기대류의 복합 작용으로 인하여 비균질한 분포(위치에 따라 온도의 차이가 발생하며 구체적

으로 내부의 온도가 외부보다 높고 상부의 온도가 하부보다 높다.)를 보이며 이는 시편에 발생하는 열팽창과 열응력의 분포에도 연

계되어 영향을 준다. 현재 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추가조건을 적용하여 향후 해석 케이스를 확장(구속압 및 가열봉의 온도 변화, 

시편과 하중램 접촉면 분리, 삼축압축 및 가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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