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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주제 복합탄산염 폐광산 채움재 시공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

연구주제 사용후핵연료의 지하처분 방식중 하나인 심부시추공처분에 대한 국내 적용성 검토

●

연구내용 (1) 복합탄산염과 차수성 그린시멘트를 활용한 폐광산 채움재 주입 위치 및 주입량 산정기법 개발

●

연구내용	(1)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적인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현황 분석

(2) 복합탄산염을 활용하기 위한 ‘광산 채움재 생산 상용플랜트’ 기본 설계집 도출

(2) 심부시추공처분(Deep Borehole Disposal, DGD) 기술의 현황 분석 및  심지층처분(Deep Geological

(3) 3차원 공간분석 기술 및 채움재 주입기술의 최적화를 통해 기존 채움재를 사용하는 지반보강공법의

Disposal, DGD)과의 비교를 통한 국내 적용가능성 분석

기술적 성능 향상 기대

(3) 심부시추공처분에 필요한 요소기술 검토 및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한 처분 방안 도출

스웨덴의 DGD 개념도 (SKB, 2010)

한국의 DGD 개념도 (KAER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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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주제 고수압 해저지반 특성화 및 설계정수 산정 기법 개발

●

연구내용

●

연구주제 특수지반 분류 및 쉴드 TBM 효율적 통과기법 개발

●

연구내용

(2)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을 목표로 가상 프로젝트 수행

(1) 도심지에 건설되는 공동구 쉴드 TBM 터널의 효율적 시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3) 고수압을 고려한 터널 설계정수(연속체/불연속체 설계, 기타 수리물성 등) 산정 기법 개발

(2) 특수지반에서의 디스크커터 암석절삭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수치해석

(4) 유한차분법(FLAC2D) 바탕의 수치해석을 통한 고수압 터널 지보재 패턴 제안

(1) 고수압 (20 bar) 초장대 (50 km) 해저터널 기술자립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3) 쉴드 TBM의 특수지반 시공 매뉴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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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ford Univ.,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등

해외기업/연구소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안

Baker Hughes, GFZ

주요 프로젝트
과제명
암석 물성 시험 전경

1. 폐광산 채움재 기술개발 빛 실증
2. 특수지반 분류 및 쉴드 TBM 효율적 통과기법 개발
3. 사용 후 핵원료 처분 장기대안 연구
4. 수치모델링 및 실내시험 시스템을 통한 TBM커터헤드의 최적 설계기법 개발
5..침투특성을 고려한 고수압 해저지반 특성화 및 설계정수 산정 기법 개발
6.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7. LIDAR를 이용한 암반등급산정 자동화 알고리즘 개발
8. 해저 지반에서 파이프라인의 매설 및 수중건설작업을 위한 수중로봇 설계기술 개발
9. 발파해체 붕괴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10. 지하침하 위험지역 종합평가 기법 개발
11. 해저시설물 모니터링 및 방재시스템 개발
12. 처분장 균열 암반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모사
13. 균열암반에서의 THM 거동 특성 연구

터널 지보재 (Support) 수치해석

후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