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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 Korea region becoming subtropical climate, freezing index values have been increasing in winter. 

The climate condition in Korean became polarized. Since freezing index is increased recently,  track heaving 

from frost is often occurred, which is ignored in past couple of years. Methods to prevent frost-heaving are  

circumfusion of calcium chloride and replacement of gravel ballast in usual. The effects of those methods are 

minimal, incontinuous, and not eco-friendly. Therefore, maintenances are performed repeatedly every year. 

This study discussed utilizing the waste-tire-chips and insulators in the small structures(bridge and box etc) for 

prevention of frost-heaving. In order to prove effect of waste-tire-chips, laboratory and field tests were 

conducted with CBR and measurement of frost-heaving amount to prove and verify effect of insulators. 

1. 서론

국내의 최근 기후추세는 아열대화 되어 가고 있지만 정작 최근 몇 년간 동절기의 동결지수 값은 상당

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크게 나타나는 동결지

수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동상이 발생되어 궤도가 융기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되고 있

다. 현재 동상발생예방법으로는 염화칼슘살포와 도상자갈치환방법 등이 있다. 또한 동상발생구간에서는 

고저 맞춤을 위해 레일패드를 추가로 넣거나 일부분 패드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

방공법과 사후대책들은 효과가 미약하며, 일부 공법은 환경오염이 우려되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예방효

과가 나타나지 못하며 유지보수주기는 매년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상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을 소형구조물에 국한하여 폐타이어 칩과 단열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폐타이어 칩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반지지력시험과 동상량 

측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교량하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전ㆍ후의 동상량을 측정 비교

하고 검증하였다. 

2. 동상발생 현황 및 대책방안

2.1 국내철도 동상 발생현황 및 동결지수 현황

국내 일반철도에서의 동상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비교 대상은 2009년도 발생현황과 2011

년도 발생현황이다. 2009년도는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에서의 동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1년도에 다양한 선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다른 선구와는 달리 영

동선과 태백선에서는 동상발생개소가 줄어들었지만 태백선의 경우 그 연장은 증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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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강원한랭지역에서는 동상에 대한 예방대책이 어느 정도 상시적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다른 선구에서는 최근의 온난화 추세로 인해 동상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한파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선별

년도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충북선 경춘선 중앙선 영동선 태백선 기타 계

2009
개소 - - - 3 - 33 55 23 15 129

연장(m) - - - 120 - 1,668 1,420 508 194 3,910

2011
개소 14 10 7 20 53 54 9 13 10 190

연장(m) 955 377 140 775 1,105 2,069 134 1,514 790 7,859

표 1 년도별 동상발생현황

   

최근 2000년대의 동결지수와 1980년대의 동결지수를 비교해보면 다음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대

체적으로 1980년대의 동결지수 값이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지구온난화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2011년도 초반 동절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지속적인 한파로 인해 동상발생에 대한 예

방대책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동결지수[℃ㆍday](1980-1989)

  

그림 2 동결지수[℃ㆍday](1998-2010)

2.2 해외 동상발생 사례 및 예방방안

러시아 등의 극한 지역에서는 영구동토위에 철도를 건설하였으며,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 동토가 

융해되어 그림 3과 같이 궤도 침하가 최근 20여년간 발생하였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현상과는 반대로 

이런 침하에 대비하기 위해 그림 3에서는 동토가 융해되지 않도록 궤도 양쪽과 노반 하부로 가스관을 

매립하여 저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동토의 융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그림 4는 티벳철도에서 융해

우려개소에 태양광과 우수를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한 전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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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시베리아 철도의 동토 융해

  

그림 4 태양광과 강우차단 장치(티벳철도)

2.3 국내 동상발생에 대한 예방대책 및 사후보수방법 

동상의 발생은 크게 3가지 요인의 혼합으로 발생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3가지 요인은 수

분, 토질, 온도이다. 3가지 요인 중 하나의 요소라도 구성되지 않으면 동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철

도에서 2011년도 동상발생개소에 대해 발생원인을 현업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

다. 대부분의 개소는 배수불량을 그 원인으로 분석했으며 횡단구조물에서도 동상발생 비중이 높은 편이

었다.

 
발 생 원 인

배수불량 횡단구조물 지형(음지) 분니개소 기  타

동상발생개소 111 25 32 22 0

표 2 2011년도 동상발생개소의 자체 원인 분석

국내에서 이러한 동상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노반치환, 배수로 정비, 횡

단구조물에 대한 단열재 시공, 염화칼슘살포, 자갈도상치환(분니제거 포함)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동상이 발생된 개소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는 레일패드 삽입과 제거를 통한 고저 정정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5 동상예방을 위한 염화칼슘 살포작업

 

3. 소형구조물의 동상예방안 고찰

본 연구에서는 동상발생 이전에 동상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시행하는 동상발생예방안중 소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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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염화칼슘살포, 폐타이어 침을 활용한 동상팽창압 흡수방

안, 구조물에 단열재 설치 등의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3.1 염화칼슘 사용성 검토

국내 동상발생개소의 대책방안으로 상당개소에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염화칼슘이 궤도 

및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염화칼슘의 농도가 클수록 피로수명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연구에 의하면 10%

의 염화칼슘농도가 강재에 강한 부식작용을 일으켜 피로크랙발생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발생된 크

랙면을 용해 확장시켜 주위부분으로 전파를 촉진하여 짧은 피로수명을 보였으며, 제설제가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콘크리트 시편을 제작하여 상부 표면에 제설제 용액을 살포하여 동결융해

시험, 압축강도시험, 표면박리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3 및 표 4와 같다.

제설제종류          증류수

평균압축강도

(MPa)
32.7 34.2 36.9 40.5 43.5 47.9

강도감소율(%) 32.2 29.1 25.6 16.0 9.8 0.7

표 3 제설제의 영향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30cycle 동결융해 반복후)

제설제종류          증류수

표준사 

중량(g)
13.76 43.32 34.05 10.24 13.33 9.67

전체표면박리 

체적(㎤)
10.19 32.09 25.22 7.59 9.87 7.16

표 4 제설제의 영향에 따른 표면박리 체적(30Cycle 동결융해 반복후)

표 3과 표 4의 결과에 따르면 압축강도의 감소는 염화칼슘( )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표면박리

는 염화나트륨( )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동상개소에 살포하고 있는 제설제의 영향으로 PC침목과 구조물의 경우 강도저하와 표면박리로 인한 

단면의 감소 및 파괴가 예상되므로 사용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3.2 폐타이어 칩 활용에 대한 실내시험

폐타이어 칩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해한 물질로 인식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 수행한 용출시험결

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수질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분석치(mg/l) 0.0016 0.0339 0.003 N.D

수질기준(mg/l) 0.01 0.1 0.01 1.0

표 5 폐타이어 칩의 용출시험결과

폐타이어 칩을 활용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분류하였다. 폐타이어 칩을 도상에 혼입하는 

방법과 폐타이어 칩 말뚝을 천공하여 부설하는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지지력비 시험은 KSF2320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철도 특성상 그림 6과 같이 관입피스톤 하부에 

침목향상의 사각봉 강재를 추가로 배치해 시험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시료의 다짐은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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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지력비의 계산은 5.0mm 관입시의 하중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CBR 값은 

다음 표 6과 같다.

(a)노반토(원지반)

   

(b) 노반토+폐타이어칩

   

(c) 폐타이어 칩 말뚝

그림 6 동상예방 공법별 지지력비 시험 방법

공법 원지반
폐타이어 칩

10% 혼합

폐타이어 칩 

20% 혼합

폐타이어 칩

말뚝

CBR(%) 72.42 18.83 16.55 45.94

표 6 공법별 CBR 시험값

CBR 시험 결과 원지반에서 지지력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폐타이어칩 혼입율이 높을수록 지지력

비는 낮게 나타나며, 폐타이어 칩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보다 말뚝으로 부설하는 경우의 지지력이 

크게 나타났다.

동상량 측정은 85×85mm 면적에 240-300mm의 높이로 다짐을 시행하였으며 함수비 7%, 단위중량

은 2.1t/m
3
, 최저온도는 -20℃, 최고온도는 4℃로 20회 동결융해를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동상량에 따

른 변형율은 표 7과 같다. 동상 변형은 원지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폐타이어 칩을 혼합한 노반토, 

폐타이어 칩을 관입한 경우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Sample 변형률

원지반 0.017 

폐타이어 관입(Φ=10mm) 0.012 

폐타이어 10% 혼합 0.014 

폐타이어 20% 혼합 0.014 

표 7 폐타이어칩을 활용한 동상량 측정결과

폐타이어 칩을 활용하여 동상량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폐타이어 칩의 탄성력 때문에 지

반의 지지력이 약해지는 단점이 발생하였다. 폐타이어 칩을 활용하여 동상을 예방코자 하는 경우에는 

폐타이어 칩을 혼합하기 보다는 폐타이어 칩 말뚝을 부설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의 시

공방법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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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열재를 시공한 소형구조물의 동상량 측정

소형구조물의 경우 토피고가 없이 구조체 상부에 자갈도상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형 교량 구

조물은 슬래브의 두께가 크지 않으며 외부온도의 영향을 받는 면이 다른 구조물에 비해 상당히 넓은 편

이다. 따라서 토노반으로 구성된 부분보다 외기온도에 의한 영향은 더욱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소형구조물의 동상예방을 위한 단열재 시공사례

소형구조물의 경우 열전도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저온의 영향을 교량의 하부와 상부에서 모두 받아 

교량상 궤도에서의 동결심도가 다른 토공구간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소형구조

물의 하부에 단열재를 시공하여 교량상의 궤도로 전달되는 외기온도의 한쪽면을 차단하여 동결심도가 

토공구간과 차이가 없도록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림 7은 소형구조물 하부면에 단열재를 시

공하여 동상발생을 예방하고자 한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열재 시공 전ㆍ후에 대한 수준측량 값을 상호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구간

은 경부고속선 55K687에 위치한 송곡 1 BOX로 2006년 11월경에 단열재를 시공하였다.  단열재 시공 

전ㆍ후에 대한 동상발생량과 당해연도 동결지수의 값은 다음 표 8과 같다. 

년도
동결지수

(℃ㆍday)

T1(서울→부산) T2(부산→서울)
비고

좌 우 좌 우

2004 103.4 7 7 4 4

단열재 시공전2005 160.9 8 7 3 5

2006 177.3 8 7 5 5

… …

2009 113.3 3 2 2 2
단열재 시공후

2010 233.3 4 4 4 3

표 8 소형구조물에 단열재 시공 전ㆍ후의 동상발생량 비교 

표 8에서 보듯이 단열재 시공전의 상ㆍ하선(T1, T2)의 동상발생량은 3~8mm 정도 나타났으며 시공

후에는 동상량이 크게 감소하여 2-4mm정도로 나타났다. 동상발생량만으로는 정확한 영향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 동결지수와 비교하였다. 단열재 시공전 최대 동결지수는 177.3℃ㆍday였으며, 시

공후의 최대 동결지수는 233.3℃ㆍday로 시공전보다 크게 나타났다. 시공후의 동결지수 값이 더 크게 

나타났지만 동상량의 발생은 오히려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소형구조물에서는 단열재 하부에 부착하여 

동상량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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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ㆍ외의 동상발생현황과 대책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국내에서 동상발생 대책방

안으로 사용중인 염화칼슘 사용안의 환경 및 내구성문제에 대해 검토하였고, 폐타이어칩을 활용하는 방

안과 구조물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실내실험과 현장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현재 국내에서 동상예방방안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은 강재(레일)의 부식과 콘크리트 침목 

및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2. 폐타이어 칩은 환경유해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용출시험결과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만족하여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폐타이어 칩을 노반토 및 자갈도상과 혼합한 경우와 폐타이어 칩 말뚝을 부설하는 경우에 동상량 

감소는 기대할 수 있지만 지반의 지지력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폐타이어 칩을 혼합하

는 경우보다 폐타이어 칩 말뚝을 부설하는 경우에 동상량 저감 및 지반 지지력 유지측면에서 유리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폐타이어 칩 말뚝의 부설공법은 시공성이 떨어지며 지지력 확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4. 소형구조물에서 단열재 시공 전ㆍ후의 동상량을 동결지수와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시공전에 비해 

시공후의 동결지수 더 크게 나타났지만 동상량은 더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소형구조물에서 동상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단열재를 시공하여 동상을 

예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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