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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PSC침목은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고온증기양생한 콘크리트제품으로 300km/h의 고속주행 환

경에서 열차하중을 안전하게 지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공용 중 균열등 손상이 발생

할 경우 열차진동과 동결융해의 반복으로 손상은 급격히 진전되어 조기 교체의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PSC침목의 장기 내구성능 확보와 품질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조사로 일반

철도 자갈도상구간으로 공용중인 PSC침목의 초기 균열 발생에 따른 일정기간 경과 후 균열폭을 측

정하여 균열진전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보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

는 약액주입 및 표면처리 공법 적용 후 유지보수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어 : 자갈도상, PSC침목, 균열진전, 약액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PSC침목의 장기 내구성능 확보와 

품질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조사로 

일반철도 자갈도상구간으로 공용중인 PSC침목의 

초기 균열 발생에 따른 일정기간 경과 후 

균열폭을 측정하여 균열진전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보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액주입 및 표면처리 공법 

적용 후 유지보수 효과를 분석하였다.

2. 본 론

2.1 계측개요

2.1.1 선로조건

계측구간은 장대레일 직선구간으로 UIC60

레일이 부설되어 있고 KTX, 일반/화물 등 다양한 

열차가 운행 중에 있으며, 연간 통과톤수는 

약 8,000~8,200톤이다. 또한 공용 침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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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에 2010년도에 제작된 침목으로 개통 후 

현재까지 공용연수 약 5~6년이 경과되었다.

2.1.2 계측방법

공용중인 PSC침목의 균열진전 및 균열보수 

효과파악을 위해 횡균열이 진행중인 샘플링 

개소를 선정하여 Fig. 1과 같이 최초 2016년 

7월 균열폭을 측정하고 1년이 경과된 후 재 

측정하여 균열 진전율을 파악하였다.

Fig. 1 Overview of Crack measurement in PSC Sleeper

또한 균열보수는 Fig. 2와 같이 약액주입 및 

표면처리 공법으로 2016년 3월에 보수하여 1년 

이상 경과 후 육안조사 및 균열폭을 측정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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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rack Repair Process of  PSC Sleeper

2.2 측정 결과

2.2.1 균열진전율

횡균열 발생구간의 공용연수 약 5~6년이 경과된 

2016년도까지 균열폭 평균은 약 0.61mm로 

측정되었으며, 1년 경과 후 2017년도에 측정한 

균열폭 평균은 약 0.95mm로 1년 사이 약 0.3mm 

이상 균열이 진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 Comparison of Crack width after 1 year

2.2.2 균열보수 효과

2016년도 3월에 시행한 균열보수(약액주입 및 

표면처리) 시행개소와 미시행 개소의 균열폭을 

1년 이상 경과 후 측정한 결과 미시행 개소의 

균열폭 평균은 0.86mm, 시행 개소는 0.34mm로 

측정되어 균열보수 후 추가균열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 Comparison of Crack Repair Effect

2.2.3 균열측정 이미지

2016년 1차 측정한 이미지(Fig 5)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부설 후 약 5 ~ 6년 경과시

까지 균열폭 평균 약 0.5mm의 횡균열에서 

1년경과 후 균열폭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균열보수개소 또한 1년경과 후 

추가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5 Crack Measurement

3. 결 론

본 연구는 양호한 도상상태와 장대레일 부설

구간으로 2010년 제작/부설하여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PSC침목에 발생한 횡균열에 

대하여 균열측정과 균열보수를 시행한 후 1년

경과 후 상태를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초기 균열 발생 후 열차진동, 

기상작용 등으로 매년 균열이 진전되며,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보수기준인 

0.2mm를 초과하여 5년 동안 균열폭이 0.5mm

이상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0.5mm 

이상에서는 단기간에 균열이 급격히 확대되어 

교환주기가 도래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균열보수를 위한 약액주입 및 표면처리 

공법은 열차진동과 동결융해 등의 영향으로 

부착강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침목 교환

주기 연장을 위한 유지보수 대책으로 적절치 

않다.

사용자 입장에서 침목 부설 후 손상이 발생

할 경우 교환 작업 외에는 적절한 유지보수 

대책이 없으므로 침목의 장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제작단계에서 품질관리 강화방안 

마련과 공용 초기단계에서 하자관리를 강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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