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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계절동토지대에 속한다. 겨울철에 기온이 0oC 이하로 떨어지면 냉기가 지반 속까지 침투하면서 지반을 얼린다.

이렇게 지반 속까지 얼어 들어가는 깊이를 동결심도(frost penetration depth)라고 한다. 

 지반이 동결할 때 먼저 흙 속의 간극수가 얼면서 작은 얼음 조각들(ice lenses)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어서 모세관현상에 의

해 상승한 지하수가 후속적으로 얼면서 얼음조각의 수와 부피가 증가하고, 결국 지반이 팽창하는 현상을 동상(frost heave)이라

고 한다. 동상에 의해 지표면이 팽창하는 높이를 동상량(frost heave amount)이라고 하고, 팽창할 때 생기는 압력을 동상압

(heaving pressure)이라고 한다. 동상압은 흙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실트질 현장에서 실측한 바에 의하면 최대 3000Kpa까지 나

타난 사례도 있다[1].

겨울철 궤도 하부 노반의 동상에 의해 철도가 융기하면 열차운행에 지장을 받거나 철도 시설물이 파손되기도 한다. 

봄이 되면 얼었던 노반이 표면에서부터 녹기 시작하지만 지중에는 얼음이 채 녹지 않고 존재한다. 지중의 얼음 때문에 상부

지반이 녹으면서 생긴 물이 잘 소산되지 못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과잉간극수압이 발생하고 지반침하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을 융해침하라고 한다. 융해침하에 의해서도 철도 시설물이 파손된다. 

국내 철도에는 2011년 한 해 겨울 전국적으로 190개소, 연장 7.8km에 달하는 구간에서 동상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거의

Abstract Experimental ballast track and concrete track were installed on the railway site and the frost penetration

depth and the frost heave amount in the winter were measured. As a result, when the freezing index was the same, the

frost penetration depth of concrete track was deeper than that of ballast track. Furthermore, when an XPS and polyeth-

ylene aggregate layer was installed below the ballast track, the frost penetration depth of the ballast track decreased sig-

nificantly; in the case of the concrete track, the frost penetration depth decreased when the thickness of the subbase

increased. Meanwhile, the frost heave amount also decreased when an XPS and polyethylene aggregate layer was

installed below the ballast track ; in the case of the concrete track, the frost heave amount decreased when the thickness

of the subbas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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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 현장에 실험용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를 설치한 후 겨울철에 동결심도와 동상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

과 같은 동결지수일 때 자갈궤도보다 콘크리트궤도의 동결심도가 깊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갈궤도는 하

부에 XPS, PE골재층을 포설할 경우 동결심도가 크게 감소하였고, 콘크리트궤도에서는 입도조정층의 두께를 늘릴 경

우 동결심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상량 역시 자갈궤도에서는 하부에 XPS, PE골재층을 설치할 경우 감소하였

고, 콘크리트궤도에서는 입도조정층의 두께를 증가시킬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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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겨울 동상이 발생하고 있다[2]. 

철도 노반의 동상을 방지하는 몇 가지 기술이 동토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동

상성(frost susceptibility)의 흙을 동상이 발생하지 않는 모래나 자갈로 치환하는 방법이다. 치환공법을 적용할 때 노상이나 노반

을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치환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동결심도를 알아야 하므로 철도 자갈궤도나 콘크리트

궤도에 대한 동결심도 산정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도로의 동결심도 산정법에는 미공병단(Corps of Engineers) 설계법[3], 수정Berggren의 동결심도 산정식[4]을 간략화한 일본

도로협회의 제안식[5] 그리고 핀란드의 Seppo[6]가 핀란드 국토를 동결지수 크기별로 여러 권역으로 나눈 후 권역별로 포장되

지 않은 지반에서 실측하여 제시한 동결심도 산정식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립건설시험소[7]가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전국 24개 지역의 포장되지 않은 지반에서 실측, 분석한 도로용 동

결심도 산정식을 이용하여 왔다.

국립건설시험소는 동결심도를 측정할 때 맨땅을 파고 깊이 20cm 지점마다 온도계를 넣어 지중 온도 0oC 되는 곳의 깊이를

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언 땅을 삽으로 판 후 육안(目)으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얼음조각의 위치를 확인하여 해당지

역의 동결심도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이 방법들 중에서 온도계를 사용한 방법은 동결심도가 20cm 단위로 나타나는 단점이 있

다. 한편 지반이 동결하는 형태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육안으로는 얼음조각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도 있어 눈으

로 얼음을 확인하는 방법 역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김 등[8]은 선진국에서 널리 쓰이는 메틸렌 블루(methylene blue) 동결심도계를 제작하여 전

국 아스팔트 포장국도의 89개 지점에서 동결심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자료들을 분석하여 포장 도로용 동결심도 산정식으로 제

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궤도가 도로포장과는 다른 재료 및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철도가 통과하는 바로 옆 부

지에 모형 자갈궤도와 모형 콘크리트궤도를 설치하였다. 그런 후 메틸렌 블루 동결심도계로 겨울철에 동결심도를 측정하는 한

편 측량기(레벨)로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의 동상량도 측정하였다. 아울러 두 종류의 궤도에 대한 동결지수와 동결심도의 관

계를 분석하였고, 동결심도와 동상량을 이용하여 동상율을 구하였다.

2. 현장 실험 조건

 과거에 동상이 자주 발생했던 태백, 영월, 제천, 철원의 철도 현장에 각각 한 곳과 연천 철도 현장에 두 곳 등 총 6개 철도

현장에 실험용 모형 자갈궤도 8개 및 모형 콘크리트궤도 8개를 설치하였다.

2.1 메틸렌 블루 동결심도계의 원리 및 설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메틸렌 블루 동결심도계는 당초 스웨덴의 Gandahl이 개발한 것으로서[9] 메틸렌 블루 시약이 상온에서

는 푸른색이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흰색으로 변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장치를 철도 현장에 설치하기 편리하게

개량, 제조하였다.

메틸렌 블루의 치수는 참고문헌[10]에 잘 나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틸렌 블루 시약을 0.03% 농도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이 장치를 실험용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에 매설한 후(Fig. 1, Fig. 2) 겨울철에 해당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메틸렌

블루 시약이 흰색으로 변한 부분까지의 깊이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측정된 깊이 중에서 최대치를 그 해 해당지역의 최대동결

심도로 취하였다.

2.2 자갈궤도 설치

자갈궤도는 가로, 세로 각 60cm이고 높이 30cm인 자갈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형(타입 I)과 기본형 하부에 두께 10cm의 XPS

단열재를 설치한 형태(타입 II), 기본형 하부에 두께 15cm의 PE골재(polyethylene aggregate) 혼합 아스콘층을 설치한 형태(타

입 III) 등 3가지 형태로 만들었다.

XPS를 설치할 때는 당초부터 기본형 설치 지점의 하부지반을 10cm 더 깊게 파고 가로, 세로 각각 60cm에 두께 10cm인

XPS를 설치하였다.

PE골재 혼합 아스콘층을 설치할 때는 미리 기본형 자갈궤도 설치 지면보다 지반을 15cm 더 깊게 판 후, 19mm PE골재를 아스

콘 골재량의 2.5%(중량비)만큼 추가한 PE골재 혼합 아스콘 보강층을 가로, 세로 각각 60cm이고 두께 15cm 크기로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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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제천, 영월, 연천의 기본형 자갈궤도(타입 I)는 2011년 12월 12일~12월 13일 각 지역 철도 바로 옆의 부지에 설치하였

다. 철원 백마고지역 자갈궤도(타입 I, 타입 II, 타입 III)는 2012년 11월 23일 백마고지역내의 철도 종점 바로 옆 부지에 설치

하였다.

자갈궤도 타입 II와 타입 III는 철원 백마고지역에만 설치한 후, 같은 백마고지역내의 자갈궤도 타입 I의 동결심도 및 동상량

과 비교하였다. 자갈궤도용 자갈은 철도 현장의 자갈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3 콘크리트궤도 설치

실험용 콘크리트궤도의 규격을 Table 1 및 Fig. 1에 표시하였다.

실험용 콘크리트궤도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TCL(Track Concrete Layer), HSB(Hydraulic Subbase), 보조도상,

입도조정층으로 구성하였다. 콘크리트궤도의 타입과 관계없이 TCL과 HSB 및 입도조정층의 크기와 두께는 모두 같고, 보조도

상의 크기도 같은데 단지 보조도상의 두께만 타입 I은 30cm, 타입 II는 40cm, 타입 III는 50cm 되게 차별하여 설치하였다.

태백, 제천, 영월, 연천에는 콘크리트궤도(타입 I)만 2011년 12월 12일~12월 13일에 해당 지역 철도의 바로 옆 부지에 설치

하였다. 철원 백마고지역에는 모든 콘크리트궤도(타입 I, 타입 II, 타입 III)를 2012년 11월 23일 백마고지역 철도 종점 부지에

Table 1. Dimensions of concrete track.

Type Size

Concrete track 

(type I) 

TCL(W3.2m×L3.2m×T24cm)+HSB(W3.8m×L3.8m×T28.4cm)+Subbase

(W5.8m×L5.8m×T30cm)+graded crushed stone(W5.8m×L5.8m×T30cm)

Concrete track 

(type II) 

TCL(W3.2m×L3.2m×T24cm+HSB(W3.8m ×L3.8m×T28.4cm)+Subbase

(W5.8m×L5.8m×T40cm)+graded crushed stone(W5.8m×L5.8m×T30cm) 

Concrete track 

(type III) 

TCL(W3.2m×L3.2m×T24cm+HSB(W3.8m×L3.8m×T28.4cm)+Subbase

(W5.8m×L5.8m×T50cm)+graded crushed stone(W5.8m×L5.8m×T30cm) 

Fig. 1. Schematic diagram of ballast track and concrete track.

Fig. 2. Photograph of experimental ballast track and concrete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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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콘크리트궤도 타입별 동결심도와 동상량을 비교하였다.

실험용 콘크리트궤도는 실제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의 평지형 콘크리트궤도와 동일한 재료, 동일한 골재 배합비, 동일한 두

께로 만들었고, 콘크리트궤도의 보조도상과 입도조정층용 골재도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재질과 입도

의 것을 사용하였다.

3. 현장 실험 결과 및 고찰

3.1 동결지수 산출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 각 실험 현장의 동결지수는 해당지역 기상대 또는 가장 가까운 곳의 기상대에서 측정한 일 평균

기온을 사용하여 산출한 후 기상대와 실험현장의 지반고의 차를 고려하여 수정한 보정동결지수를 사용하였다. 기상대에서 측정

한 해당 연도 일평균 기온으로부터 동결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Orlando 등[11]의 저서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3.2 자갈궤도에 대한 동결심도

(1) 기본형 자갈궤도에 대한 동결심도

2012년 겨울(2011년 12월 13일-2012년 02월 28일)과 2013년 겨울(2012년 11월 23일-2013년 02월 19일) 동안 각 지역 자갈

궤도의 동결심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이 기간의 태백, 영월, 제천, 연천, 철원의 자갈궤도 최대동결심도는 태백

101cm, 영월 86cm, 제천 87cm, 연천 99cm, 철원에서 97cm였다. 

참고로 Fig. 3에서는 메틸렌 블루 동결심도계로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의 동결심도를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 동결지수와 동결심도 관계 분석

Fig. 4에서는 태백, 영월, 제천, 연천 및 철원 백마고지역 현장의 기본형 자갈궤도(타입 I)에 대한 동결지수와 동결심도 관계

Fig. 3. Measuring of frost penetration depth by methyleneblue (at Cheorwon test sit).

Fig. 4. Relationship between freezing index and frost penetration depth in ballast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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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을 보여 주고 있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결지수 240oC·day 부근까지는 동결지수 증가에 따른 동결심도 증가 곡선

의 기울기가 급하게 나타나지만 그 이후부터는 동결지수 증가에 따른 동결심도 증가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그 이유는 겨울 초기에는 대기 중의 냉기가 자갈궤도 표면부까지는 급격히 침투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서

외부의 냉기와 궤도 하부 노반의 지열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지중에 형성되는 동결선(지중의 온도가 0oC 되는 선)이 서서히

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 자갈궤도에 단열층 설치 시 동결심도 감소효과

Table 2에서는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2월 19일까지 철원 백마고지역 현장을 4차례 방문하여 측정한 기본형 자갈궤

도(타입 I), 자갈궤도 타입 II, 자갈궤도 타입 III의 동결심도가 동결지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2013년 2월 19일 동결심도를 측정 완료할 때까지의 동결지수는 581.4oC·day였고 이때 자갈궤도 타입 I에서의 최대동결

심도는 97cm로 나타났다.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2월 19일 기간 동안 자갈궤도 타입 II의 동결심도는 자갈궤도 타입 I에 비해 최소 16cm내지

최대 32.5cm 얕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갈궤도 타입 III에서는 자갈궤도 타입 I에 비해 동결심도가 최소 1cm부터 최대 12.5cm

만큼 얕게 나타났다.

이 실험을 통해 두께 10cm인 XPS 단열재를 자갈궤도 하부에 설치할 경우 동결지수 384oC·day나 494oC·day되는 추위까지는

동결심도 차단 효과가 매우 크며, 동결지수 581.4oC·day되는 추위에서도 동결심도가 상당량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실험에서는 단단하고 열전도율이 낮은 PE골재[10]를 혼합한 아스콘층을 자갈궤도 밑에 설치하여도 동결심도 차단 효

과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3.3 콘크리트궤도에 대한 동결심도 

(1) 기본형 콘크리트궤도에 대한 동결심도 측정 결과

2012년 겨울(2011년 12월 13일-2012년 02월 28일)과 2013년 겨울(2012년 11월 23일-2013년 02월 19일)의 2개년 겨울 동안

태백, 영월, 제천, 연천, 철원의 콘크리트궤도에서 측정한 최대동결심도는 태백 121cm, 영월 99cm, 제천 107cm, 연천 110cm,

철원 124.5cm를 보였다. 

(2) 동결지수와 동결심도 상관 관계

Fig. 5에서는 2012년 겨울과 2013년 겨울에 제천, 영월, 태백, 연천, 철원의 콘크리트궤도(타입 I)에서 측정한 동결심도와 동

결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Table 2. Frost penetration depths for freezing index in various types of ballast track. (unit: cm)

 Freezing index 

Ballast track type
118oC·day 348oC·day 494oC·day 581.4oC·day

Ballast track (type I) 54 89 90 97

Ballast track (type II) 21.5 64 70 81

Ballast track (type III) 41.5 83.5 88 96

Fig. 5. Relationship between freezing index and frost penetration depth in concrete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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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기층 두께 변경 시 동결심도 감소효과

Table 3에서는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2월 19일까지 철원 백마고지역 실험장에서 4차례 측정한 콘크리트궤도의 타입

별 동결심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 기간 동안의 동결지수는 581.4oC·day였다. 

 동결지수 변화별 동결심도 변화를 살펴 보면 동결지수가 348oC·day될 때 벌써 TCL+HSB(두께 52.4cm)하부에 보조도상 두

께 30cm와 입도조정층 두께 30cm를 설치한 콘크리트궤도 타입 I에서는 동결심도가 122cm로 나타나 콘크리트궤도 타입 I 전

체 두께를 통과한 후 상부노반층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결지수가 581.4oC·day일 때 콘크리트궤도 타입 I의 동결심도는 124.5cm로 나타나 콘크리트궤도 타입 I의 궤도 두께

전체를 합한 것 보다 12.1cm 더 깊었다. 

태백, 영월, 철원 등 강원도 북부지방에는 동결지수가 650oC·day 또는 750oC·day까지 크게 나타난 겨울도 종종 있었던 바,

Table 3의 결과를 통해 Table 4의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강화노반 두께 기준(KR C-04020)[12]에 맞게 자갈궤도나 콘크리트궤도

하부에 보조도상층 및 입도조정층을 설치할 경우 상부노반까지 동결심도가 침투하고, 따라서 철도 동상 가능성도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3.4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의 동결심도 비교

Table 5는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2월 19일까지 철원 백마고지역에서 동결지수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궤도(타입 I, 타

입 II, 타입 III)에서 측정한 동결심도의 평균치와 자갈궤도 기본형(타입 I)에서 측정한 동결심도를 비교한 것이다. 동결지수

118oC·day일 때 콘크리트궤도의 동결심도가 90.5cm인데 비해 자갈궤도의 동결심도는 54cm였고, 동결지수가 348oC·day일 때

콘크리트궤도의 동결심도가 120.3cm인데 비해 자갈궤도의 동결심도는 89cm였으며, 동결지수가 581.4oC·day인 때는 콘크리트

궤도의 동결심도가 122.3cm인데 비해 자갈궤도의 동결심도는 97cm로 나타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갈궤도의 동결심도보다 콘크

리트궤도의 동결심도가 더 깊게 나타났다. 

Fig. 6에서는 태백, 영월, 제천, 연천, 철원의 모든 자갈궤도와 모든 콘크리트궤도에 대한 동결지수-동결심도 관계를 보여 주

고 있다. 역시 동일한 동결지수일 때 자갈궤도보다 콘크리트궤도에서의 동결심도가 더 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콘크리트궤도보다 간극을 더 많이 포함한 자갈궤도 하부로 찬 공기가 침투하기 더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동결심도는 건설 재료의 열전도율에 큰 영향을 받는데 자갈궤도는 자갈과 자갈 사이에 공기를 다량 포함하고 있으므로 콘

Table 3. Frost penetration depths for freezing index in concrete track (cm).

 Freezing index 

Concrete track type
118oC·day 348oC·day 494oC·day 581.4oC·day

Concrete track (type I) 93.5 122 124 124.5

Concrete track (type II) 93 120 120 122

Concrete track (type III) 85 119 120 120.5

Table 4. Thickness of reinforced roadbed for high speed railway and general railway (mm).

Ballast track
Concrete track

General railway High speed railway

Subbase
Graded crushed

stone
Subbase

Graded crushed

stone
Subbase

Graded crushed

stone

Banking 200 - 200 200~300 200 200~300

Cutting and 

plain area
200 - 200 200~450 200 200~450

Table 5. Frost penetration depth for freezing index in ballast track and concrete track.

Freezing index 

Track
118oC·day 348oC·day 494oC·day 581.4oCoC·day

Concrete track 90.5cm 120.3cm 121.3cm 122.3cm

Ballast track 54cm 89cm 90cm 9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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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궤도보다 전체적인 열 차단 효과가 있고, 그 결과 동결심도가 얕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Fig. 6에서 제시한 철도 궤도에 대한 동결심도 산정식은 2 개년 겨울 동안의 짧은 기간 측정 자료를 통해 얻은 실험식으로서

측정 데이터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추가 측정을 할 경우 철도 궤도용 동결심도 산정 모델

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5 동상량 측정 및 동상율 계산

3.5.1 동상량 측정 방법

철원 백마고지역 실험장에서만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의 타입별로 하부 노반의 동상 발생에 따른 융기량(동상량)을 측정하

였다. 

2012년 11월 23일 측량기(레벨)로 각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에 설치한 동결심도계 스테인레스 뚜껑 윗면의 높이(수준고

a)를 읽고, 겨울철 동상에 의해 높이(elevation)가 변하지 않는 백마고지역 플렛폼 특정 지점의 높이(수준고 b)를 측정하여 두 지

점의 높이차(수준고 a- 수준고 b)를 구하였다. 그 후 2013년 2월 19일 동결지수가 581. 4oC·day 되는 시점에 다시 현장을 방문

하여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에 매설된 동결심도계 스테인레스 뚜껑 윗면의 변화된 높이(변화된 수준고 a')와 백마고지역 플

렛폼 특정 지점의 높이(수준고 b)를 측정하여 표고차(수준고 a' - 수준고 b)를 읽어 동상량을 계산하였다. 

이에 앞서 2012년 11월 23일 철원 백마고지역 궤도 하부 노반의 흙을 채취하여 토질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3.5.2 자갈궤도의 동상량과 동상율

동결지수가 581.4oC·day일 때 각 자갈궤도 타입별 동상량과 동상율은 Table 7과 같다. 동상율은 최종 동상량을 최종 동결깊

이로 나눈 값이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결지수 581.4oC·day일 때 자갈궤도만 설치한 타입І에서는 동상량이 10mm였으나, 자갈궤도 밑

에 PE골재 혼합 아스콘층을 15cm 두께로 설치한 타입 III에서는 동상량이 2mm로 상대적으로 무척 작았으며, 자갈궤도 밑에

두께 10cm의 XPS를 설치한 타입 II에서도 동상량이 5mm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동상율은 자갈궤도 하부에 PE골재 혼합 아스팔트층을 15cm 두께로 포설한 경우가 가장 작았고, 다음으로 자갈궤도 밑에 두

께 10cm의 XPS를 설치한 경우였으며, 기본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모형 자갈궤도에 대한 동결심도, 동상량, 동상율 측정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자갈궤도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동결심도

와 동상량, 동상율을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6. Soil properties.

USCS
Specific

gravity
PI

Passing 

N0.200 sieve (%)

Coefficient 

of permeability

(cm/sec)

Maximum dry 

unit weight

(kN/m3)

Optimum moisture 

content(%)

SP-SM 2.68 12.01 8.38 1.59×10-5 18.82 12.5

Fig. 6. Relationship between freezing index and frost penetratio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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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콘크리트궤도의 동상량과 동상율

동결지수 581.4oC·day일 때 콘크리트궤도의 동상량은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궤도 타입 I과 콘

크리트궤도 타입 II를 설치했을 때는 동상량이 모두 10mm로 나타났으나, 보조도상의 두께를 50cm로 늘린 콘크리트궤도 타입

III에서는 동상량이 5mm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동상율은 기본형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타입 II, 타입 III 순으로 작게 나타났다. 즉, 보조도상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콘크리

트궤도의 동상율이 감소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콘크리트궤도의 보조도상의 두께를 기본형보다 증대시키면 동결지수 581.4oC·day의 추위에서 동결심도, 동상

량 및 동상율이 모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태백에 한 곳, 영월에 한 곳, 제천에 한 곳, 연천에 두 곳, 철원 에 한 곳 등 총 6개 철도 현장에 실험용 자갈

궤도 8개 및 실험용 콘크리트궤도 8개를 설치한 후 겨울철에 동결심도와 동상량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분석을 통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1) 본 현장 모형실험에서 동일한 동결지수일 때 기본형 자갈궤도보다 기본형 콘크리트궤도에서 동결심도는 더 깊게 나타났

고, 동상량은 동일하였으며, 동상율은 더 작은 경향을 보였다.

(2) 콘크리트궤도 보조도상의 두께를 증대시킬 경우 동결심도와 동상량, 동상율이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자갈궤도 하부에 XPS 단열재(두께 10cm)를 설치한 결과 동결심도와 동상량, 동상율이 모두 감소하였다.

(4) 자갈궤도 하부에 PE골재를 혼합한 아스콘층(두께 15cm)을 설치한 경우에도 동결심도와 동상량, 동상율이 상당량 감소하

였다.

(5)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겨울철에 실시한 모형 자갈궤도와 모형 콘크리트궤도에 대한 현장실험 결과, 동결지

수 581.4oC·day 이상의 추위가 밀려오는 우리나라 북부지역 철도현장에는 현행 강화노반 두께 기준(KR C-04020;2012.12.5)보

다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 하부의 보조도상이나 입도조정층의 두께를 늘리거나 혹은 단열층을 설치하여 동결심도가 상부노

반까지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철도구조물의 동해방지공법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지침 개발”(12PRTD-

C060001-02)연구과제의 연구비로 수행하였습니다.

Table 8. Amounts and rates of frost heave for various concrete track types.

 Concrete track types
Frost heave amounts 

(Freezing index 581.4oC·day)

Frost heave rates 

(Freezing index 581.4oC·day)

Concrete track (type I) 10mm 0.83%

Concrete track (type  II) 10mm 0.80%

Concrete track (type  III) 5mm 0.40%

Table 7. Amounts and rates of frost heave for various ballast track types.

Ballast track types
Frost heave amounts 

(Freezing index 581.4oC·day)

Frost heave rate 

(Freezing index 581.4oC·day)

Ballast track(type I) 10mm 1.03%

Ballast track(type II) 5mm 0.62%

Ballast track(type III) 2mm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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