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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기후조건을 고려한 철도횡단구조물의 동상방지방안 제시

Proposal for Specification of Counter-measurement in Frost-Heave System in 

Railway Underpass Box Structures in North Korea Considering Climate Condition

김문수·조국환*

Mun-Su Kim·Kook-Hwan Cho

1. 서 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철도분야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과 대륙 철도망 연계가 주요 목적이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중국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남·북철도 연계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에서 철도노반 분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철도의 개량 또는 건설이다. 

북한의 경우 지질학적으로는 대한민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동절기 기후에서는 대한민국은 최저기온이 강원도의

경우 영하 10~25oC로 관측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의 경우 영하 40oC 정도까지 관측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절기

기후에서 철도운행의 안전에 가장 피해를 주는 것은 동상이다. 동상은 선로구조물의 융기를 유발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해빙기의 융해는 선로의 침하를 유발시켜 유지보수비의 증가를 수반한다. 또한 동결과 융해의 반복으로 인한

분니의 발생은 노반의 강성을 저하시키고 배수를 원할 하지 않게 한다.

그동안 국내의 철도 건설은 경부선과 호남선을 중심으로 KTX 건설, 일반철도 건설 및 선로개량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

Abstract As a part of several Eurasian initiatives, th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reconnect railways through

North Korea to the Asian continent. If South Korea could build a network using railway, it would be a chance to develop

a robust economic environment and to motivate economic growth. In the railway reconnection proje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railway roadbed sector is repair or improvement, and then construction

of a new line through North Korea. There are not many big differences in the geological conditions; however, climate

condition varies greatly during winter. The most significant condition in the safety of railway operation is frost-heaving.

However, since South Korea has a relatively mild climate condition compared with North Korea, design and construc-

tion specifications under severe weather conditions in winter have not been prepared. This study proposes a plan for

revising the railway design standard for underpass structures through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standards, leading to

site construction to prevent frost-heave. 

Keywords : Preventing Frost-Heave, Railway Design Standard, Underpass Structure, North Korea Climate Condition

초 록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철도 물류망을 확보할 경우 대한

민국은 또다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의 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서 철도노반분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철도의 개량 또는 건설이다. 북한의 경우 지질학적으로는 대한민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특히 동절기 기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절기 기후에서 가장 철도 운행 안전에 피

해를 주는 것은 동상이다. 동상은 선로구조물의 융기를 유발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안정성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로 인하여 극한의 조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철도설계

기준에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극한조건에서의 철도지하횡단구조물의 동상에 대하

여 연구하였으며, 국외기준 분석 및 현장시공을 통한 철도설계기준 개정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어 : 동상방지방안, 철도설계기준, 지하횡단구조물, 북한지역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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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간 철도복원사업의 공사가 발주되어 시공되고 있고, 동해선 포항-삼척간 공

사 이후에 북한 철도망과의 연결을 고려하고 있는 등 북한철도와의 연계에 대한 준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정

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북한 철도와의 연계방안은 1차적으로 응급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을 통한 상호간 운행

재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그 이후에 상호교류가 정착되고 나면 속도향상을 위하여 개량 또는 곡선구간의 직선화 공

사를 2단계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향후 궁극적으로는 고속선 등 새로운 건설을 목표로 두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향

후 건설공사를 대비하여 제한조건을 검토하고 설계 및 시공기준을 먼저 수립함으로써 미래의 북한지역 철도건설에 대한 대비

방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의 동결에 관한 연구는 대관령 터널과 화악터널, 인제터널 등 강원 산간 지역의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터널라이닝의

동결심도에 대한 계측 및 해석 등을 수행하여 주로 도로분야에 한정되어 진행되어 왔다. 철도분야에서의 연구는 노반에 대한

동결방지방안에 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구조물에서의 동결에 관한 연구가 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해 상

대적으로 온화한 기후로 인하여 특히 영하 30oC 이하의 극한조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철도설계기준에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지역의 기후에 맞는 설계조건 정립을 위하여 1차적으로 가장 동상에 취

약한 선로하부 통과구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동결 및 동결지수

2.1 흙에서의 동결

 흙은 흙입자(Soil)와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물(Water), 그리고 공기(Air)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흙의 온도가 0oC 이하

로 내려가면 먼저 지표에 있는 물이 결빙되고 저온이 계속되면 지반 내 온도가 영하가 되고 이에 흙 속의 물이 결빙되어 역학

적 특성이 달라진다. 흙의 동결특성은 간극수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며 동결 시에 간극수가 이동하므로 지반의 투수성에 의한

영향이 크다. 흙 속의 물은 특별한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한 0oC에서 결빙되며, 흙이 동결되면 유동체인 물이 고체화되기 때문

에 강도가 증가하여 압축성이 감소하고 완전한 불투수층이 되며 이러한 동결특성은 사질토보다 세립토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

타난다. 흙의 동결에 의한 대표적인 현상은 최대 부피가 9% 팽창되면서 지반이 융기되고, 동결되었던 흙이 융해되면 지반이 연

화되면서 국지적인 침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흙 속의 한 위치에서 물이 결빙되면 주변의 크고 작은 간극 속에 있던 물방울

을 끌어와서 흡착하게 되며 결빙의 크기가 계속 증가되어 지반 내에 아이스 렌즈(Ice Lens)형의 순수한 얼음층이 생성되면 이

로 인하여 지표가 융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동상(Frost Heaving)이라고 한다. 동결되었던 지반이 녹게 되면 흙의 함수비

가 증가되고, 이때 배수가 불량한 지반이면 수분이 그대로 잔류하여 흙의 연경도(Consistency)가 변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연화

현상(Frost boil)이라고 한다. 실제로 동결지반은 강도가 크고 압축성이 작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연화현상이 발생되면 지

반이 국지적으로 액체상태가 되거나 전단강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압축성이 증가된다. 따라서 동상에 의한 피해는 주로 해빙과

정에서 지반의 연화에 의해 발생된다. 동결에 민감한 흙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동결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지반은 실트성 모

래이다. 투수계수가 큰 조립토 지반에서는 배수성이 양호하고 간극이 커서 주변의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으며, 점토에서는 주변

지반의 물방울이 집중되어 아이스 렌즈를 형성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동상이 쉽게 발생되지 않는다. 흙의 동결에 관

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Beskow[1]는 입경이 0.1mm 이상의 흙에서는 아이스 렌즈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입경이 작아질수록 동상 가

능성이 크게 되다가 0.05~0.002mm 사이의 흙에서 가장 동상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실트나 점토와 같이 입도가 작은 세립

토일수록 지하수를 흡수하는 모관흡수력이 커지므로 다량의 수분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하의 입경에서는 흙

입자의 간극이 좁아 투수성이 나빠지고 동결면으로 수분공급이 어려워 오히려 동상 가능성이 작아지게 된다. 또한 입도분포에

관하여 Casagrande[2]는 0.02mm 이하 입경의 세립분을 중량비로 3%이상 포함한 입도의 흙도 동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경

이 균일한 흙에서도 최소 10%를 포함하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U.S. Army[3]는 여러 흙에 대한 실내동상실험을

실시하여 0.02mm 통과량과 소성지수(PI)를 이용하여 동상민감도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해당될 경우 동

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노반을 동결심도만큼 비동상성 재료로 치환하거나, 동상방지 층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Akagawa[4]

는 동결융해의 단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3단계로 나누었다. 초기단계의 동결에서 Ice Cement와 Ice Canding 발생을, 두 번째

단계에서 Ice Lens 생성을, 세 번째 단계에서는 Ice Lens의 분리로 구분하였다. 동상량이 가장 크게 발생되는 두 번째 단계에서

열의 흐름을 적절히 활용하면 동상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Kojima[5]는 동상에 대한 대책으로 철도노반에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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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계열의 단열재를 부설하였을 경우 동결심도에 대한 정도와 하중재하 시험을 통한 지지력 안정성을 평가하고, 동상대책

으로 폴리스티렌계의 단열재가 철도노반의 재료로 활용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국외에서는 동결융해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로 도로와 관로 시공 시 동결·융해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연구가 많으며, 철도분야에서 동결·

융해의 대책수립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동결지수의 변화에 관련된 연구와 동결심도 추정에 관한 연

구, 동결·융해에 따른 노반 재료의 강도 및 팽창압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각종 재생자원을 활

용한 동상방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Shin[6]은 철도노반재료를 구분하여 동상팽창압과 화강풍화토의 포화도에 따른 팽창

압을 비교하고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액성한계와 일축압축강도, 투수계수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Kim[7]은 동결·융해의 반

복에 의해 토질의 점착력이 감소되어 흙의 강도특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Han[8]은 실트질 모래와 폐타이어 파우

더를 중량비의 20%까지 혼합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하고, 동상량과 동결심도에 대해 분석하여 폐타이어 혼합토가 동상방지에 효

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Choi[9]는 국내외 철도설계기준 비교·분석 및 동결심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2.2 동결지수와 동결깊이

동결은 동토지역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으로 0oC 이하의 기온이 지속되면 대기의 차가운 기온이 지표면을 거쳐 점차 땅속으로

침투하여 모세관 현상에 의해 상승한 지하수가 얼면서 얼음렌즈가 생성되며, 이 얼음렌즈가 생성되는 깊이를 동결깊이라 한다.

흙이 어는 깊이는 0oC 이하의 온도와 그 지속시간에 의존한다. 이것을 정량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결지수(Freezing Index)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동결지수는 포장설계 시 동결깊이를 산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척도로써 일평균기온(3시, 9시, 15시, 21시

에 측정한 기온의 평균 온도)과 임의의 기준 온도와의 차이를 1일의 기간으로 곱한 것을 말하고 그 단위는 Degree·Day를 사용

한다. 이때 임의의 기준온도는 32oF 또는 0oC를 취하므로 일평균온도가 영상이라면 정(正), 영하이면 부(負)가 된다. 여기서 oF

(화씨온도)에서 oF·day(동결지수)로 나타낼 때에는 32를 감해야 한다. 다음 식 (1)을 이용하여 일평균온도를 이용한 동결지수를

산정한다.

oF×day = (oF−32) × day = 1.8 × oC × day (1)

여기서, oF·day: 화씨 동결지수, oC·day: 섭씨 동결지수, oF: 화씨 일평균기온, oC: 섭씨 일평균기온.

동결깊이를 결정하는데 쓰이는 값을 설계동결지수(Design Freezing Index)라고 한다. 국내의 경우는 동결지수의 산정은 일반

적으로 30년 자료 중 온도가 가장 낮은 3개년에 대한 평균값으로 산정하거나, 10년 자료 중 온도가 가장 낮은 최대치를 동결

지수로 택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미국에서는 30년 또는 10년 자료를 이용하여 동결지수를 산정하

고, 일본에서는 10년 자료를 이용하여 동결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기상자료로부터 산정한 동결지수는 공기동결지수(Air

Freezing Index)라고 하고, 지표면에서의 온도를 기준으로 동결지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지표면동결지수(Surface Freezing Index)

라고 한다. 일반적인 지표면의 온도는 기상대에서 측정되는 온도보다 높으므로 지표면동결지수는 공기동결지수보다 낮은값을

보인다. 동결지수는 측후소 위치에서 관측한 값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므로, 식 (2)와 같이 해당 설계노선의 표고에 대한 보정을

실시해야 한다.

수정동결지수(oC×일) =동결지수 ± 0.5 ×동결기간 × (2)

 동결깊이를 현장에서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동결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정립하여 그래프 또는 상관식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동결깊이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 열전도율에 의한 방법, 동결지수로부터 구하

는 방법 등이 있다. 국내 철도분야에서는 철도설계기준 노반편(2013)에 동결심도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음 식 (3)와 같이 제시

되어 있다.

(3)

여기서, Z: 동결깊이(mm), C: 정수(3~5), F: 동결지수(oC·day).

표고차(m)

100

Z 10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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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과 북한의 기후분석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북한과의 철도연결 시 예상되는 기후조건 변화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청의 자료를 바탕으

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연평균최저기온을 조사하였다. 연평균최저기온을 설명하기 전에 월평균최저기온을 설명하면 해당 월의

일최저기온들의 합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것이다. 그러므로 연평균최저기온은 앞서 구한 방식처럼 해당 연도의 월평균최저기

온들의 합을 당년의 월의 수(12개월)로 나누어 준 것이다. 따라서 그해의 가장 낮은 온도인 연중 최저기온과는 값이 차이가 있

다. 대한민국지역의 경우 강원북부지역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북한지역의 경우 만주횡단철도(TMR) 또는 중국횡단철도(TCR)

과 연결되는 지역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부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3.1 대한민국과 북한의 기온분석

 한반도의 기후특성은 대한민국의 경우 강원도 산간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온대기후에 속하며, 북한의 경우 냉대기후 특성

이 나타난다.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상청 자료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지역의 경우 속초, 홍천, 인제, 대관령, 춘천 등 강

원 북부 산간 5개 지역과 북한 지역의 경우 향후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

을 고려하여 혜산, 삼지연, 중강, 강계, 풍산 등 함경도 산간 5개 지역의 20년간 연평균최저 기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분석

해보면 대한민국의 강원도 지역 연평균최저기온은 영하 13oC에서 영하 21oC 사이의 기온을 나타내며 영동지역인 속초의 경우

는 영하 13oC에서 영하 15oC 사이로 나타났으며 영서지역인 대관령, 인제, 춘천, 홍천 지역의 경우는 영하 15oC에서 영하 21oC

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안가인 속초지역에 비해 산간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원도 북부지역의 기온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 지역의 연평균최저기온은 영하 24oC에서 영하 30oC 사이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으며 함경도 북부 및 백두산 인근의 산

간지역에 해당하므로 고른 온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지역과 북한지역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지역의 관측 최저기온은

영하 21oC를 나타났으며, 북한 지역의 경우에는 영하 30oC의 기온을 기록하였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최저기온을 비교해보면 약

5oC에서 10oC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위도 및 지형에 따른 고도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대한민국과 북한의 동결지수

동결분석 시 지역별 최저기온과 함께 중요한 지표로서 동결지수가 있으며 동결지수(Frost Index)는 주로 도로 포장 및 철도

노반 건설시 동결 관입깊이를 산정하기 위한 대표적 척도로서 포장구조와 노상토를 동결시키는 대기온도의 강도와 지속시간의

누가영향으로 표시된다. 동결지수의 단위는 oC·day이며, 어느 동결 계절기간 동안의 누가온도*일에 대한 시간곡선상의 최고점

과 최저점의 차이로 나타난다. 동결지수의 산정은 대상지역의 인근측후소에서 관측한 월평균 대기온도의 크기와 지속시간에 대

한 30년 기록을 토대로 하며 만일 30년간의 기상자료가 없으면 최근 10년간의 최대동결지수를 설계 동결지수로 산정한다.

남·북한의 동결지수도 및 동결기간을 분석해 보면 대한민국 지역의 경우 태백산맥을 따라 영서 지방의 동결지수가 높게 나타

나며 북한 지역의 경우 낭림산맥을 따라 개마고원 일대와 함경도 내륙지역 특히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 등의 동결지수가 높은

Fig. 1. Annul average minimum temperatures i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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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형특성에 따른 고도차에 의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는 한반도 동결지수선도 및 한반도

철도와 중국 동북부 고속철도선을 나타낸 것이다.

Fig. 3(a)와 같이 강원도의 홍천, 춘천, 인제, 속초 지역의 지반고는 0~300m 범위로 나타났으며, 60~110일 정도의 동결기간이

관측되었다. 대관령 지역은 842m의 지반고에서 127일의 동결기간이 관측되었다. 관측지점의 지반고가 높고 동결기간이 길수록

동결지수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동결기간에 따른 동결지수 분석결과 Fig. 4(a)와 같이 춘천, 인제, 홍천 지역은 겨울철 동결

기간이 약 100일 정도 지속된다. 속초의 경우는 30년간 최저기온이 영하 10oC~영하 15oC로 다른 지역에 비해 온난하며 동결

기간은 66일 정도로 분석되었다. 대관령의 경우 고지대에 위치하며 겨울철 동결지속기간은 127일로 동결기간이 길수록 동결지

수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의 경우에는 겨울철 동결이 지속되는 동결기간에 따른 동결지수를 분석한 결과 Fig. 3(b)와 같이 동해에 근접하고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만주횡단철도(TMR)와 연결되어 있는 청진, 함흥 지역의 경우 87일에서 111일 정도의 동결기간이

기록되었다. 몽골횡단철도(TMGR) 및 중국 동북부 고속철도(CRH)와 연결되어 있는 내륙산간지역인 중강과 혜산의 경우는 140

일 정도의 동결기간이 기록되었다. 삼지연의 경우 고지대에 위치하여 동결기간은 179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결기간이 길수

록 동결지수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b)와 같이 동결지수가 500oC·day 이상인 지역의 동결기간과 관측지점의 지반고를

분석한 결과 청진과 함흥 등의 해안지역은 관측지점의 지반고가 낮으며 겨울철 동결기간은 87일에서 111일의 범위를 보이고 있

다. 중강과 혜산 등의 내륙지역은 관측지점 지반고 400~720m 범위에서 110~140일의 동결기간이 나타나고 있다. 몽골횡단철도

(TMGR) 연계된 삼지연 등은 관측지역 지반고가 1,000m 이상으로 동결기간도 179일까지의 동결기간이 관측되었다. 북한지역

의 지반고에 따른 동결지수를 분석한 결과 삼지연 지역은 백두산에 근접하여 1,386m 지점에서 동결지수는 2,435.8oC·day로 높

게 나타났으며 함흥, 청진 등 동해와 근접한 지역에서는 지반고가 낮고 동결지수 또한 낮게 나타나 대한민국 지역의 속초와 비

슷한 기온분포를 나타냈다. 혜산이나 중강 등의 내륙 산간 지역에서는 300~700m의 지반고에서 1,500~2,000oC·day의 분포를 보

이고 있다. 이는 관측지점의 지반고가 높을수록 동결지수도 커짐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동결지수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Fig. 2. Railway and freezing index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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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관측지점의 지반고가 높고 동결기간이 길수록 동결지수가 크게 나타나므로 북한의 산악지역 철도건설

시 동결대책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지하 횡단구조물에서의 동상기준 및 설계·시공 방안

지하 횡단구조물의 경우 일반적인 흙구조물에 비하여 동상에 취약하다. 동상에 취약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기온이

하강하는 경우 횡단구조물은 외부온도의 영향을 받는 면이 일반적인 흙구조물에 비해 상당히 넓은 편이므로 상·하부노반으로

구성된 흙구조물에 비하여 외기온도에 의한 영향은 더욱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횡단구조물 주변의 국부적인 배수불량으

로 인해 흙속의 물이 결빙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철도구조물 중 동상에 가장 취약한 지하 횡단구조물을 본 연구의

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국내기준에 있는 지하 횡단구조물설계는 자갈도상 및 콘크리트도상 구분 없이 Fig. 5와 같

이 동결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선로하부 횡단구조물 상부에 존재하는 토사의 선정에도 특별히

동상 방지를 위한 제한요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인 흙쌓기 요건에서도 Table 1과 같이 국내기준에는 0.08mm체

통과율을 25% 이하로만 관리할 뿐 동상에 취약한 흙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북한을 포함하여 국내에

는 극한 시 지하 횡단구조물 상부노반의 동상방지에 관한 철도설계기준이 특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갈궤도 하부에 설치된 지하 횡단구조물에 적용가능한 동상방지 방안을 현장시공 사례분석을 통하여 설계기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콘크리트궤도인 경우, 북한과 기온특성이 비슷한 중국의 동북부 고속철도설계기준을 참조하여 기

준개정안을 제안하였다.

Fig. 3. Freezing index according to elevation in Korea.

Fig. 4. Freezing index according to freezing seas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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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내철도 횡단구조물에서의 동상 발생현황

국내 일반철도에서의 횡단구조물의 동상발생현황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비교 대상은 2009년도 발생현황과 2011년도 발

생현황이다. 2009년도는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에서의 동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1년도에 다양한 선구에서 발

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다른 노선과는 달리 영동선과 태백선에서는 동상발생개소가 줄어들었지만 태백

선의 경우 그 연장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강원산간지역에서는 동상에 대한 예방대책이 어느 정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다른 선구에서는 최근의 온난화 추세로 인해 동상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지속

적인 한파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절기 기온 하강 시 얕은 토피고의 횡단구조물 부근 및 국부적인

배수불량으로 인하여 동결이 발생하여 유지보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Fig. 5. Design of an underpass structure in Korea[10].

Table 1. Requirements for roadbed materials

Sort Gravel track roadbed Concrete track roadbed

Maximum particle size Less than 100mm

5mm Passing rate 25~100%

0.08mm Passing rate 0~25%

Plastic index Less than 10

Table 2. Freezing damage on railway underpass structure in Korea(KORAIL).

Year
Gyeong-

Bu line

Gyeong-

Ui line

Gyeong-

Won line

Chung-

Buk line

Gyeong-

Chun line

Joong-

Ang line

Yeong-

Dong line

Tae-

Baek line
ETC Sum

2009 Site - - - 3 - 33 55 23 15 129

Extension

(m)

-

-

-

-

-

-

120

120

-

-

1,668

1,668

1,420

1,420

508

508

194

194

3,910

3,910

2011 Site 14 10 7 20 53 54 9 13 10 190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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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Freezing damage on railway underpass structure in Korea(AREX).

Year Site Extension(m)
Maximum track

irregularty(mm)

2011 22 175 20

2012 20 143 18

2013 42 19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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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의 김포공항~운서구간 동절기기간(2011.1~2013.2)내 선로동상은 Table 3과 같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개소

와 발생연장이 증가된 것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열차운행의 증가 및 노반의 배수불량으로 인한 동결구간의 증가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노반토피가 2m 미만의 횡단구조물 상부에서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동상피해구간에서는 궤도틀림이

4.0~20.0mm 정도 발생하여 열차운행 시 궤도정비기준(허용침하량)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상구간에서는 70~90km/

h의 속도로 열차가 서행운전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상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증가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4.2 자갈궤도 구간 횡단구조물에서의 동상방지 대책

4.2.1 단열재를 이용한 선로하부 횡단구조물의 동상방지 대책

본 연구대상이 된 구조물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동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지하 횡단구조물설계

는 Fig. 6과 같이 동결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구조물에서의 동상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되어 Fig. 7(a)와 같이 횡단구조물 내부에 단열재를 시공하여 동상피해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

였다. 분석 대상이 된 구조물은 경부고속철도 55K687에 위치한 소형횡단구조물이며 크기는 폭 11.8m, 높이 8.6m이다. 토피고

가 없이 구조체 상부에 자갈도상 두께 30cm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소형횡단구조물은 슬래브의 두께가 크지 않으며 외부온도

의 영향을 받는 면이 다른 구조물에 비해 상당히 넓은 편이다. 따라서 상·하부노반으로 구성된 부분보다 외기온도에 의한 영향

Fig. 6. Designation to underpass structure.

Fig. 7. Application of heat insulation material to underpass structure on KORAI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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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욱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Fig. 7(b)과 같이 구조물의 내부에 단열재를 시공하여 구조물 위쪽의 도상으로 전달되는

외기온도의 한쪽 면을 차단하여 동결심도가 토공구간과 차이가 없도록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다. 

단열재 시공 전·후에 대한 동상발생량과 해당연도 동결지수의 값은 다음 Table 4와 같다. 단열재 시공전의 상·하선(T1, T2)의

동상발생량은 3~8mm로 나타났으며 시공 후에는 동상량이 크게 감소하여 2~4mm로 나타났다. 동상발생량만으로는 정확한 영

향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연도 동결지수와 비교하였다. 단열재 시공 전 최대 동결지수는 177.3oC·day였으며, 시공 후의

최대 동결지수는 233.3oC·day로 시공 전보다 크게 나타났다. 소형구조물에서는 하부에 단열재를 부착하여 동상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2.2 지반개량과 유공관을 이용한 횡단구조물의 동상방지 대책

 본 연구대상이 된 공항철도의 김포공항~운서구간 구조물은 동상예방 작업으로 도상 및 배수관로 덮개 설치, 염화칼슘 살포,

구조물 단열재 설치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동결지수 300~400oC·day 이상 나타난 혹한조건에서는 동상에 의한 피해

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지하 횡단구조물설계에서도 Fig. 8(a)와 같이 배수기울기(2%) 규정을 제외하고는 동결방지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궁극적인 대안으로 공항철도 노선 내 김포공항~운서 구간(27.615km~

50.620km)에서 총 40개의 선로하부 통과구간에 대하여 Fig. 8(b)와 같이 개선된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선로하부 구

조물 상부의 토사를 자갈로 치환하는 것과 유공관 등을 설치하는 것이며 시공순서와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로하부 낮

은 토피고로 형성된 횡단시설물 상부노반에 대하여 동상방지층 설치 및 치환공사는 운행 중인 철도구간에서 개선공사 시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단시간 내에 시공이 완료되어야 한다. 시공방안은 다음과 같다. 동상유발 상부노반을 비동상재료로 치환·다짐

하는 공법으로 동상방지층의 시공순서는 상부노반을 제거(시공기면 하부 30cm까지)하고 비동상재료로 치환한다. 그리고 배수

경사를 4%로 조성한다. 또한 일체형 방수시트와 유공관설치하고 마지막으로 도상자갈을 살포하여 궤도부설을 완료한다. 마지

Table 4. Comparisons of amount of frost-heave before and after applying heat insulation to KORAIL line.

Year
Freezing index

(oC·day)

T1(Busan to Seoul) T1(Seoul to Busan)
Remarks

Left Right Left Right

2004 103.4 7 7 4 4

Before construction of heat insulation2005 160.9 8 7 3 5

2006 177.3 8 7 5 5

2009 113.3 3 2 2 2
After construction of heat insulation

2010 233.3 4 4 4 3

Fig. 8. Comparison of underpass structure for frost-heave prevention system on AREX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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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동상방지층으로부터 유공관을 연결하여 측면 배수로를 만들어 동상방지층 설치를 완료한다. 동상방지층의 시공방법은

Fig. 9와 같다.

선로 동상방지층 시공 전·후에 대하여 궤도검측차(KORAIL Roger1000K)를 이용하여 검측값을 상호 비교하였다. 동상방지층

비교는 해안가 영향을 고려하여 영종도와 육지로 구분하여 영종도 4개소, 육지 4개소에 대하여 2년에 걸쳐 궤도융기가 반복발

생하고 궤도틀림이 큰 개소를 선정하여 시공 전·후의 궤도 융기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동상방지층 시공 전·후에 대한 동상발생

량과 해당연도 동결지수의 값은 다음 Table 5와 6과 같다. 시공 전에는 육지와 섬구간의 궤도융기발생량은 6~20mm 사이의 값

으로 나타났으며, 동상방지층 시공 후에는 동상량이 크게 감소하여 3~4mm 정도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기후변화로 시공 전·

후 동결지수 비교를 통해 정량적인 동상량 감소 효과를 얻기가 어려웠지만, 2015년 동절기에는 이전 동결지수와 유사하게 동

결지수가 측정되어 정량적인 동상량 감소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갈도상에서의 지하 횡단구조물의 동결에 관한 설

계·시공방안으로는 제안방법(Fig. 8(b))과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콘크리트궤도 구간 횡단구조물에서의 동상대책

북한철도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Fig. 2에 나타난바와 같이 북한과 기후조건이 비슷하고 인접한 중국동북부지역의 고속철도

(CRH)의 설계기준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동북부지역의 고속철도 설계 시 사용된 설계기준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다. 중국기상청 자료를 분석해보면 중국 동북부 지역의 기후특성은 한대지역으로 연평균 영하 0oC 이

Fig. 9. Construction procedure to prevent frost-heave for underpass structure on AREX line.

Table 5. Amount of frost-heave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system to land area.

Year
Freezing index

(oC·day)

The amount of frost-heaving(mm)
Frost-heave preventing

28.950km 31.683km 34.790km 36.535km

2011 408.3 20 9 15 16

Before construction of heat insulation2012 335.7 18 13 14 10

2013 416.2 17 6 18 15

2014 157.3 3 4 3 4
After construction of heat insulation

2015 420.4 4 3 2 3

Table 6. Amount of frost-heave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system to coastal area.

Year
Freezing Index

(oC·day)

The amount of frost-heaving(mm)
Frost-heave preventing

46.968km 48.888km 50.000km 50.620km

2011 408.3 - 15 - 15

Before construction of heat insulation2012 335.7 - 8 - -

2013 416.2 8 17 16 7

2014 157.3 4 6 2 2
After construction of heat insulation

2015 420.4 3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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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기온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평균최저기온은 영하 20~영하 40oC 기온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Fig. 2와 같이 동결기간과

동결지수는 각각 200일과 2,500oC·day를 초과하여 나타나며 인접해 있는 북한지역과 비슷한 기후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접해

있는 북한과 중국의 연평균최저기온을 비교해 보면 Fig. 10(a)와 같이 북한의 경우 몽골횡단철도(TMGR) 및 중국 동북부 고속

철도(CRH)와 연결되어 있는 내륙산간지역인 중강, 혜산, 삼지연, 풍산, 강계의 경우 Fig. 10(a) 분석된 것과 같이 -24~30oC의

기온특성이 나타나며, Fig. 10(b)와 같이 중국고속철도 부근의 심양, 하얼빈, 단동, 장춘, 시핑의 기온특성은 -21~32oC로 분석되

었다. 위도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고는 북한과 중국 동북부의 최저기온이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북한과 기후조건이 비슷한 중국고속철도 설계기준을 분석해보면 동상방지 방안으로는 계절성 동토지역 흙구조물 설계는 최

대 동결심도, 강수량, 지하수위 등을 감안하여 성토재를 선정하고 배수 및 동결팽창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

다. 지하 횡단구조물 접속부 설계 시 혹한, 한냉지역에서는 구조물과 접촉되는 동결영향 범위내 성토재의 동결방지방안을 Fig.

11과 같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Fig. 11에서 t는 최대 동결 두께이며, t1<0.3m일 경우 박스 상부는 전부 동

상방지 충진재로 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지하구조물의 동상대책에는 Fig. 5(b)와 같이 횡단구조물 상

부에 위치한 노반의 경우 구조물 내부로 통과한 냉기류로 인한 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상방지 재료 사용 및 구조물에

배수기울기(양방향 2%)만 명시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철도기준에서도 콘크리트도상에

있는 지하횡단구조물의 경우 동결방지방안에 대한 설계·시공방안을 현재 배수기울기(양방향 2%)에서 중국고속철도설계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설계 및 시공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Fig. 10. Comparisons of annul minimum temperatur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Fig. 11. Measures to prevent frost-heave preventing system on top of underpass structure for concrete track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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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철도의 경우 과거에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주축으로 하여 건설을 하여 극한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동상

관련 철도설계기준에는 동결에 관한 구체적인 방지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극한조건에서의

철도횡단구조물에서의 동상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국외기준 분석 및 현장시공을 통한 극한조건에서의 동결방지 방안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화한 국내에서는 극한조건에서의 동결 및 동상에 관하여 철도설계기준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극한조건에서의 횡단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방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횡단구조물에서의 동결대책 방안으로는 자갈도상인 경우 구조물 내부 단열재 보다는 지반개량과 유공관을 이용한 동상방

지층 시공이 저감효과가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지하구조물에서의 동상방지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배수를 위한 노반경사를 4%로 조정 및 일체형 방수시트와 유공관 설치 등 동결대책에 대한 설계기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3. 콘크리트도상인 경우 중국고속철도설계기준을 참고하여보면 선별된 재료의 선정 및 기울기 등 동상방지를 위한 대책이 수

립되어 있는데 반하여 국내에는 이와 같은 설계기준이 제정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내철도설계기준도 북한

지역 기후요건을 포함하여 동상발생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기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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