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책임저자 : 정회원,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시설처, 대리

E-mail   : kyc3005@korail.com

TEL      : (043)962-2304   FAX : (02)361-8542

* 비회원,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시설처, 시설처장

** 비회원,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시설처, 토목파트장

*** 비회원, (주)현대시멘트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비회원, (주)현대시멘트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철도 도상자갈치기 발생토사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ycle of Excavated Soil from Ballast Cleaning

          김영철†            김연신*           김경수**         정찬일***        이의학****

Young-Chul Kim     Youn-Sin Kim     Kyung-Soo Kim     Chan-Ill Jeong      Eui-Hak Lee

ABSTRACT

  In recent years, accordance to industrial development project on railway investment, adverse environmental issues 
of the investment, such as disputed cases about recycling and usage of Ballast Cleaner excavated soil,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t will not only enhance the regulation of soil contamination but take considerable time 
and cost in futu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soil contamination and burnability with soil of Chungang Line, Taebaek Line, 
Chungbuk Line, in order to seize a possibility of recycling Ballast Cleaner excavated soil for the natural materials 
and substantial heat sources, which are necessary resources for cement manufacturing proces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found that Ballast Cleaner excavated soil is satisfied with a standard. The 
excavated soil contains a lot of cement ingredients and fossil fuel dust incurred from freight transportation, so it 
is expected to use for ingredients of cement and replacement of heat sources.

1. 서론

최근 들어 철도투자 확대 및 철도인프라 확충에 따른 활발한 개발 사업으로 철도시설 및 운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경민원, 부정적 언론보도 등 환경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철도토양오염은 그동안 특정 오염지역(유류저장소, 차량기지 등)을 중심으로 관리와 복원이 이루

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에 따른 새로운 오염원 노출과 유지보수 발생 재료 및 토사에 대한 환경문제

를 지적하는 등 선로 전반에 걸쳐 민원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오염토양에 대한 규제강화, 개발제한, 분쟁사례 및 복원비용증가로 이어져 문제 

해결을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부터 시멘트, 석탄 등 광물자원 생산 밀집지역으로 화물수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지역(중앙선, 태백선, 충북선)의 철도노반 토양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노반보

강, 선로변 유휴부지 매립 등으로 재사용 되고 있는 도상자갈치기(이하 2종 장비작업) 발생토사의 토양

성분과 오염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 순환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천연 원료 및 열원 대체용 재료로써 재활용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

한 실험을 시행하였다. 

2. 2종 장비작업의 이해

2.1 장비작업과 발생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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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종 장비작업

철도도상자갈은 궤도와 노반사이에서 레일로 전달되는 하중을 노반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며 사용 

중 반복하중, 연약지반 액상화, 장비작업 등으로 마모/파쇄하여 세립화 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배수불량, 도상 저항력 저하, 충격흡수 불량 및 궤

도틀림의 원인이 되므로 선로정비지침(제 46조)에 서는 도상내 토사혼입률이 

25% 이상이거나 배수가 불량한 분니개소는 자갈치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종 장비작업은 세립화된 기존 자갈의 탄성력을 복원하기 위해 침목 하면 

30cm까지 도상에 분포된 세립화 자갈을 기계적으로 치환하는 장비이며 입도를 

만족하는 양질의 자갈 외에 발생된 미립분은 노반보강용으로 배출 처리한다.

2.2 2종 장비작업 현황

2종 장비작업 현황은 다음 도표1과 같이 ‘09년도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주본선인 중앙선, 태백선, 충

북선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작업은 주로 열차운행 조건을 고려한 야간시간대(22

시~06시)에 집중, 일평균작업량(시간)은 111m(2시간 30분), 총 작업실적 21,720m(8.72%), 신자갈 살

포량 12,554m3(397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  별 구  간
총연장

(M)
작업연장

(M)
작업비율

(%)
총작업시간

(MIN)

일평균작업량 자갈살포
(m3)연장 시간

중앙선 유  교-희방사 86,571 7,885 9.11 10,272 104m 135분 4,609(147량)

태백선 제  천-고  한 83,500 9,225 11.05 11,491 120m 149분 5,085(160량)

충북선 주  덕-봉  양 76,787 4,610 6.00 6,845 110m 163분 2,860(90량)

도표 1. ‘09년도 충북본부 관내 주요선별 장비작업 현황

3. 발생토사와 토양오염

3.1 도상자갈과 유류오염

 그동안 철도부지내 토양오염에 대한 연구사례를 보면 오염 집중도가 높고 주 오염원이 유류이기 때

문에 유류 저장 탱크, 기관차 급유지역, 철도차량 정비소 등을 중심으로 복원사업이 추진되었다.

 본선 선로의 도상자갈 오염원은 목침목의 클레오소트유, 낙유, 윤활유, 제륜자 등이 있으며 표면처리 

기술개발 등 복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례가 있었으나 오염지역에 비해 관리 영역이 넓고 정기적인 장

비작업 시행으로 자갈 교체작업이 시행되고 있어 실용성이 떨어진다.

 현재 2종 발생토사는 노반보강, 선로변 유휴부지 매립 등으로 재사용 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부정적 

언론보도, 환경문재 등 폐기물처리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3.2 환경분쟁 및 언론보도 사례

1) ‘10년 구여수역 부지가 여수엑스포박람회장 조성부지로 편입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매 후 조

성사업을 시행 중 구 여수역 부지내에 도상자갈, 폐토사(폐유류)가 잔존하고 있어 시공사에서 폐기물이 

잔존할 경우 부지 인수 불가 및 폐기물 처리 요구

2) ‘08년 KBS뉴스에서는 발암물질(벤조피렌이 미국 기준치보다 28배 높게 검출)이 포함된 자갈 흙 

등(2종 발생토사)을 여과 없이 철길공사에 사용한다고 보도하였으나 당시 환경법에 벤조피렌 기준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국내 산업지역 토양과 비교(‘08년 환경부 연구보고서)하였을 경우 우려수준이 아님

3) 경부선 황간터널 장비작업(제2종)을 시행하면서 영동군에서 폐토사 부적정 처리로 판단 한국철도

공사에 행정처분 명령서와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통보하였으나 행정소송 결과 폐토사를 철도노반으로 

계속 사용 시에는 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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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년도 용산역세권개발부지에서 대규모 토양오염이 확인되는 등 철도시설의 토양오염 문제가 제

기되어 전국 철도사업장(차량정비, 선로보수 기지, 차량사업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시행

3.3 발생토사의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

2종 장비작업 발생토사의 적법한 처리는 최근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분쟁사례가 증가되고 있

는 시점에서 선행 되어야 할 해결과제로써 현재까지는 작업예정개소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지정

폐기물” 기준치 초과여부를 조사하여 성분 분석에 의거 적법한 처리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36호 ‘09.06.30개정)개정을 통해 철도침목에 다

량 함유되어 있는 발암물질 “벤조(a)피렌”이 토양오염 규제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등 환경기준을 강

화하고 있어 발생토사의 처리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생토사의 적법한 처리 절차 마련과 매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멘트 생

산 과정에서의 부원료 및 열원대체용 재료로써 재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태백선, 중앙선, 충북선 일

부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검사와 시멘트원료로써의 소성성 실험을 시행하였다.

4. 성분분석 및 소성성 실험

4.1 샘플링 채취

소성성 실험에 필요한 샘플링 채취는 도표2와 같이 ‘09년도 2종 장비작업 완료개소 중 외관상(검정색 

토사)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23개소(태백선 11개소, 중앙선 8개소, 충북선 4개소)를 선정하여 (주)현대

시멘트 기술연구소에 의뢰하였으며,

토양오염도 측정을 위한 샘플링 채취는 도표3과 같이 2종 장비작업 예정개소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몇몇 개소(단양, 제천, 예미역구내 3개소)를 선정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토양 샘플링 채취는 주요 성분의 표면 유실을 방지하고자 상면에서 30cm깊이 까지 굴착하여 정확한 

성분 분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선별 번호 역구간 채취개소 샘플링채취개소(사진)

태

백

선

1 입석-쌍용 16.100 

2 쌍용-연당 24.400 

3 탄부-연하 38.600 

4 연하-석항 43.650 

5 석항-예미 51.130 

6 예미-구내 51.900 

7 예미-조동 56.200 

8 조동-자미원 60.350 

9 자미원-민둥산 68.400 

10 민둥산-사북 71.550 

11 민둥산-사북 75.100 

중

앙

선

12 반곡-치악 120.850 

13 치악-신림 133.750 

14 신림-구학 137.790 

15 연교-구학 142.530 

16 구학-봉양 145.950 

17 단양-구내 178.450 

18 단성-구내 183.150 

19 단성-죽령 185.580 

충

북

선

20 주덕-달천 75.220 

21 충주-목행 84.230 

22 목행-구내 88.300 

23 공전-구내 106.450 

도표 2. 소성성 실험 분석용 샘플링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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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선  별 위   치 검사항목 및 분석방법

1 중앙선  조차장-제천(상) 154.300지점
납, 구리, 카드뮴, 가크롬, 시안, 비소, 수은, 

기름성분, 유기인, TCE, PCE 등 11개항목

* 시험분석방법 : 토양오염공정시험법

2 중앙선  도담역구내

3 태백선  예미구내 2번선 0.030지점

도표 3. 토양성분 검사 샘플링 채취

4.2 실험방법

1) 분석항목 : 화학성분, 발열량

화학분석은 “KS L 5120 포틀랜드시멘트의 화학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발열량은 “KS M 2057 

원유 및 석유 제품 - 발열량 시험 방법 및 계산에 의한 추정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2) 소성실험

공정에서 적용되는 주․부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시멘트 원료 계수(LSF : 90.0, SM : 2.60, IM : 

1.45)를 갖는 혼합원료를 도표 4, 5와 같이 제조하였으며 도상골재 미립(토사)분의 일간, 연간 발생량

을 고려하여 혼합원료에 1.0%씩 첨가하였다.

표 5의 조건으로 배합된 혼합원료는 전기로에서 다음과 같은 소성조건으로 소성시켰다. 소성건조는 

900℃에서 40분 동안 탈 탄산 시켰으며, 최고 소성온도 1450℃에서 15분 동안 유지시킨 후 1100℃에

서 방냉시켰다. 이때 승온속도와 냉각속도는 15℃/분으로 하였다. 도상골재 미립(토사)분 첨가 유무에 

따라 소성된 클링커의 미반응 Free CaO(F/CaO)를 측정하여 혼합원료의 소성성을 비교하였다.

5. 실험결과

5.1 토양오염도

‘09년도 2종 장비작업 예정개소에 대한 발생토사의 토양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전 항목에서 기준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한 “폐선부지 철도자갈 재활용방안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검사항목 기준치
검사결과(토양오염 우려구간)

중앙선(단양) 중앙선(제천) 태백선(예미) 비고

납(Pb) 3.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용출시험

구리(Cu) 3.0 0.036 0.032 0.019

카드뮴(Cd) 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비소(As) 1.5 0.010 불검출 0.005

시안(Cn) 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6가크롬(Cr+6) 1.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수은(Hg) 0.00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름성분 5% 0.11% 0.03% 0.02% 함량시험

도표 4. 2종 장비작업 예정개소 발생토사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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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부원료 화학성분

 시멘트는 CaO, SiO2, Al2O3, Fe2O3 등을 주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연 원료인 석회석, 규

석, 점토, 철질 원료를 분쇄 및 혼합하여 고온의 킬른에서 소성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구 분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L.O.I. 비 고

시멘트

주·부원료

석회석 11.35 2.85 1.05 45.50 1.67 -　 37.58

규  석 89.90 1.86 1.85 2.60 1.05 0.35 2.39

철광석 15.07 8.55 55.29 10.54 5.52 0.94 4.09

경  석 57.70 17.04 3.53 2.16 2.43 1.38 15.76

Ash 43.89 25.32 8.72 12.92 4.52 2.24 2.39 유연탄 ash

2종

장비작업

발생토사

태백선 29.48 7.78 10.26 32.83 8.36 0.80 32.89 11개소

중앙선 48.18 11.92 10.47 13.38 8.97 1.05 19.58 8개소

충북선 60.60 11.40 8.87 7.04 3.76 1.24 12.25 4개소

도표 5. 소성실험에 사용된 주․부원료 화학성분                                        (단위 : %)

2종 발생토사의 화학분석 결과 태백선은 CaO, L.O.I.(강열감량)이 높아 시멘트 원료중의 석회석 대용

으로, 중앙선과 충북선은 SiO2 함량이 높아 규석 대용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위 화학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멘트 혼합원료로 배합한 결과 무첨가에 비해서 태백선, 중앙선 및 충

북선의 2종 발생토사를 시멘트 혼합원료 대비 1% 사용하면 석회석을 비롯한 부원료(철광석, 규석, 경

석)등을 일부 대용할 수 있어 3지역의 어느 발생토사든지 시멘트 원료로 사용할 수 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구  분

혼합원료 배합비(%) 계산된 클링커 화학성분(%)　

석회석 규석 철광석 경석 ash
도상골재
미립분

SiO2 Al2O3 Fe2O3 CaO MgO

무첨가 93.19 2.66 1.85 2.30 0.60 - 22.42 5.20 3.35 64.24 3.29 

태백선 92.64 2.64 1.71 2.00 0.60 1.00 22.46 5.20 3.37 64.34 3.37

중앙선 93.02 2.57 1.72 1.70 0.60 1.00 22.44 5.20 3.36 64.29 3.38

충북선 93.15 2.41 1.75 1.70 0.60 1.00 22.44 5.20 3.36 64.28 3.31

도표 6. 혼합원료 배합비 및 계산된 클링커 화학성분                                  (단위 : %)

5.3 발열량

 발열량 측정은 총 23개 sample 중 외관상 검정색 토사색상을 함유한 8개 sample(태백선 4개소, 중

앙선 4개소)을 선정하여 시험한 결과 열원 대체용으로 재활용 가능한 기준치(경석 발열량 기준 

1,000kcal)를 대부분 초과하였으며, 특히 중앙선은 900~1,300kcal/kg 인데 비하여, 태백선은 

1,000~3,000kcal/kg 정도로 발열량이 매우 높아 열원단위 절감을 위한 재료로 재활용이 가능 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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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첨가       태백선      중앙선       충북선

그림 3. 발생토사 1% 사용시 

시멘트 크링카의 F/CaO함량(%)

태백선(51k900)   태백선(60k350)   태백선(68k400)   태백선(71k550)   중앙선(120k850)  중앙선(137k780)  중앙선(142k550)  중앙선(145k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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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태백선 및 중앙선 발생토사 발열량(kcal/kg)

5.4 소성성

소성성 측정은 일반적으로 F/CaO 함량으로 결정한다. F/CaO란 미

반응 CaO를 나타낸 것으로 반응하지 못한 CaO를 의미한다. 따라서 

F/CaO 함량이 낮을수록 소성성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소성성 시험 

결과 무첨가는 1.2%, 태백선은 0.9%로 3곳 중 소성성이 가장 우수

하였고, 중앙선은 1.0%, 충북선은 1.3%로 다소 높아 소성성이 낮으

나 그 차이가 미미하여 2종 발생토사 어느 곳이든 시멘트 원료 대비 

1%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5 중금속

 2종 발생토사의 중금속 함유량 시험은 발열량 시험과 같이 총 23개 샘플 중 외관상 검정색 토사색

상을 함유한 8개 샘플(태백선 4개소, 중앙선 4개소)을 선정하였으며 측정 결과 대부분의 중금속 함량이 

낮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중금속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  별
샘플

번호
위치

중  금  속(ppm)

T-Cr Pb Cu Cd As Hg

태백선

16 51k900지점 ND ND 94.64 0.00 1.39 0.37 

15 60k350지점 63.32 ND 241.71 0.00 4.17 0.13 

9 68k400지점 28.43 ND 95.11 0.00 1.84 0.63 

10 71k550지점 78.78 ND 219.41 0.00 3.01 0.46 

중앙선

20 120k850지점 41.88 ND 84.21 0.00 1.66 0.11 

4 137k790지점 87.22 ND 269.70 0.00 2.30 0.22 

3 142k530지점 114.26 ND 359.41 0.00 2.09 0.46 

2 145k950지점 75.75 ND 161.72 0.38 1.17 0.60 

도표 7. 중앙선 및 태백선 2종 장비작업 발생토사의 중금속 측정결과

      *시험분석방법 : EPA 3051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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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2종 장비작업 발생토사의 시멘트 원료로써의 재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2종발생토사의 화학분석상 

CaO, SiO2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발열량 측정 결과 900~3,000kcal/kg 정도로 높은 열량을 나

타내고 있다. 또한 소성성 실험결과 및 중금속 분석 등에서도 문제가 없는 등 시멘트 원료뿐만 아니라 

연료 등의 대체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관내 주요선(태백선, 중앙선, 충북선)에 부설되어 있는 도상자갈 주요 골재원

이 인근 석회석 및 기타 광산의 암석류를 가공 사용하므로 발생토사에는 시멘트 원료성분이 다량 포함

되어 있으며, 또한 지리적으로 과거 화물운송에 따른 낙출된 화석연료 더스트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발

생토사의 재활용 가치가 높다.

현재 장비작업 발생토사, 폐선부지 철도자갈 등은 재활용 및 처리 방법을 놓고 환경 분쟁 사례가 증

가하고 있으며 향후 토양오염 기준 강화, 건설에 따른 폐선부지 철도자갈 증가가 예상되므로 경제적이

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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