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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reinforcement performance of acrylate for reinforcing the settled railway roadbed. Concrete tracks 

have the advantage of reducing track maintenance costs and high resistance to track destruction. However, roadbed 

settlement is occurring in some construction sections, and the safety of railways is a serious concern because of difficulties 

in maintenance. Currently, maintenance through the track restoration method is being carried out in Korea as a way of 

roadbed settlement in concrete tracks, but continuous re-settlement can occur because the roadbed itself cannot be 

reinforced, and there are very few cases of reinforcement of railway roadbeds and field application. So the development 

of reinforcement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to reinforce railway roadbeds is required. Therefore, in this paper, 

acrylate was selected as reinforcement material for railway roadbed, and the reinforcement performance of acrylate was 

analyzed through experiment.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the acrylate can penetrate into a permeability coefficient 

of 1×10
-4

cm/sec, and secure uniaxial compression strength of 0.5 MPa/30min or more and stiffness of 80 MPa or more.

요   지

본 논문에서는 침하된 철도노반 보강을 위한 아크릴레이트의 보강 성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콘크리트궤도는 궤도유지보

수 비용의 절감과 궤도파괴에 높은 저항력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콘크리트궤도에서의 노반침하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철도 운행에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콘크리트궤도의 

노반침하에 대한 방안으로 궤도복원공법을 통한 유지보수를 시행중에 있지만 노반 자체를 보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철도노반 보강에 대한 연구 및 현장적용 사례는 극히 드물어 철도노반을 보강하기 위한 보강재료 

및 공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철도노반의 보강재료로 아크릴레이트 약액을 선정하였으며, 실내실험을 

통해 아크릴레이트 약액의 보강성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10
-4

cm/sec 투수계수에 침투가 가능하며, 일축압축강도 

0.5MPa/30min, 강성 80MPa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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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궤도는 자갈궤도에 비해 초기건설비용이 높지

만 궤도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되며, 횡방향 저항력과 궤도

파괴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여 국내에서는 이미 경부·호

남고속철도 구간,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에 도입되었다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2010). 하지만 최근 호

남고속철도의 경우 허용잔류침하량 30mm를 초과하는 노

반이 전체 토공부의 12.5%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중 일부 개소에서 침하

량이 30mm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열차

의 서행을 초래하는 등 콘크리트궤도에서 노반침하로 인

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Lee, 2017). 현재 국내에서는 

궤도복원공법을 통한 궤도정정으로 노반침하에 대응하고 

있지만 침하는 대부분 노반과 원지반 침하에 기인되기 때

문에 노반자체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재

침하가 우려될 수 있다. 이에 침하가 발생된 콘크리트궤도 

노반의 보강이 시급하지만 국내에서 콘크리트궤도 노반의 

보강사례는 미비한 실정이다.

Jung et al.(2017)은 콘크리트궤도 노반보강을 위해 노반 

보강재료에 대한 설계인자를 도출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반보강재료 및 공법을 현탁액형과 약액형으로 

분류하여 실내실험을 통해 침투성능과 일축압축강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침투성능이 우수하지만 내구성의 개

선이 필요한 약액형의 보강재료가 콘크리트궤도 노반을 

보강하기에 유효하며, 보강재료의 개발에 있어 일축압축강

도 뿐만 아니라 철도노반 품질관리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강성확보에 대한 충분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콘크리트궤도 노반을 보강하기 위

한 보강재료로 약액형 주입재료인 아크릴레이트계를 선정

하였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약액개선을 수행하였다. 또

한 개선된 아크릴레이트계 주입재료의 그라우팅 성능을 침

투성과 내구성으로 분류하여 침투성능실험, 일축압축강도

시험, 소형반복평판재하시험, 실대형 주입실험 등의 실내실

험을 통해 콘크리트궤도 노반 보강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노반침하의 원인

콘크리트궤도에서의 침하는 원지반, 성토노반, 열차하

중에 기인되는 침하로 분류된다. 원지반의 침하로 인한 노

반침하는 즉시침하와 1차, 2차 압밀침하가 있으며, 즉시침

하는 노반의 시공시 단기간에 발생하는 침하로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1차, 2차 압밀침하의 경우 장기적인 침하가 

발생한다. 성토체 침하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콘크리트궤

도에서의 토공노반과 원지반의 침하측정 결과, 성토노반

의 침하량도 원지반 침하량 못지않게 측정되며, 강우가 발

생할 경우 침하속도는 더욱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06, 2007, Sim, 2011). 또한 Kwon et al. 

(2009)은 성토고는 침하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시공 성토

고에 따라 침하량을 산정하여 철도설계시 반영해야 한다

고 분석하였으며, Lee et al.(2015)은 노반 재료의 함수비

가 증가할수록 노반 침하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노반 재료의 세립분이 적고 입도가 균일할 때 침하량은 거

의 발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Kim et al.(2015)은 고

속철도의 노반의 원지반은 지하수위의 변화에 따라 침하

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허용잔류침하량을 만족하기 위해

서는 설계시 지하수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이

에 성토체의 침하는 성토고, 성토재료, 다짐상태, 지하수

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열차

하중에 의한 침하는 원지반과 성토체의 침하량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작은 편에 속하며, 철도설계 기준에서는 경험적

으로 약 5mm로 제시하고 있다(Korea Rail Network Au-

thority, 2015).

2.2 철도노반 관리기준

콘크리트궤도 노반에서의 침하에 대한 문제는 철도 운행

의 안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잔류침하량은 열차 운행의 안

전에 있어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철도설계기

준에 따르면 국내 콘크리트궤도에서 허용되는 잔류침하량

은 30mm 이하이며, 여기서 허용잔류침하량 30mm는 노반

의 인수인계 후 예상되는 원지반 침하량과 성토체 침하량 

및 궤도구조에서의 침하량(총합 25mm), 그리고 열차하중에 

의한 침하량(5mm)을 포함한다(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15). 국외의 경우 독일은 노반구축 후 허용잔류침하량을 

15mm로 규정하고 있으며, 궤도부설 후에는 허용잔류침하

량을 열차하중을 포함하여 20～30mm로 규정하고 있다. 일

본의 경우 궤도구축 후 10년 간 허용잔류침하량을 10mm 

이하로 규정하며, 최대 영구침하량은 30mm 이하로 규정하

고 있다. 대만의 경우 20m 이상 균등 침하시 10mm 이하로 



실내실험을 통한 아크릴레이트의 철도노반 보강 성능 11

Table 1. Railway roadbed design criteria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15)

Test items Test method
Ballasted and concrete track

Upper roadbed Lower roadbed

The cyclic plate loading test DIN 18 134
Ev2 ≥ 80MN/m

2

Ev2/Ev1 ＜ 2.3

Ev2 ≥ 60MN/m
2

Ev2/Ev1 ＜ 2.7

Compaction D method of KS F 2312
Over 95% of the maximum 

dry density

Over 90% of the maximum 

dry density

Table 2. Target performance of roadbed reinforcement material

Design factor Performance

Hydraulic conductivity 1×10
-4
cm/sec

Viscosity 100cp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0.5MPa/30min

Stiffness 80MPa

규정하고 있다(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05). 이에 

국내 철도노반의 품질관리는 Table 1과 같이 상하부 노반의 

다짐도 품질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밀도가 증가

하면 지지강성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반적

으로 지지강성 기준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2.3 철도노반 보강재료의 규격

Jung et al.(2017)은 콘크리트궤도 노반보강을 위한 노

반 보강재료의 개발방향과 목표성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주안점을 급속시공, 저투수계수 노반에 대한 침투성능 확

보, 확실한 개량효과 등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한 현장투

수시험을 통해 콘크리트궤도 노반 보강재료의 침투성에 

대한 목표성능을 점도 100cps 이하와 1×10
-4

cm/sec 저투

수계수로 정량화하였다. 노반 보강재료의 내구성의 경우 

콘크리트궤도의 성토노반 높이를 최대 15m로 가정하고, 

노반의 단위중량을 안전측인 20kN/m
3
으로 가정하여 성토

노반 최하단부에서 최대 수직응력이 300kPa(0.3MPa)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안전율을 더하여 보강재료의 일축압

축강도는 0.5MPa로 설정하였으며, 열차차단시간인 4시간 

이내 강도가 발현해야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열차차

단시간 마지막에 주입되는 보강재료는 4시간에 강도가 발

현하기 전 이미 열차하중을 받아 보강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을 고려해 일축압축강도의 목표성능은 0.5MPa/30min

으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철도노반의 품질기준은 반

복평판재하시험에 따른 노반 강성에 발현도 매우 중요한 

인자이므로 강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Yoon, 2019). 

이에 주기적인 열차하중에 대한 지지강성 확보를 위해 국

내 철도설계기준에 의거하여 목표강성을 상부노반의 강성

기준 80MPa로 설정하였다. 다음 Table 2는 철도노반 보

강 재료의 목표성능을 표로 보여주고 있다.

2.4 아크릴레이트

아크릴계는 아크릴아미드계와 아크릴레이트계로 구분

되며, 그 중 아크릴레이트계 약액은 유･무기 화합물과 

Pre-polymerized solution을 기반으로 한 2액형 화합물로 

터널, 광산, 하수관,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방수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액상 Chemical grouting 재료이다

(Chun, 2014). 또한 겔타임(gel-time)을 수초에서 수분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고, 주재(아크릴 프리

폴리머(Acryl-prepolymer) 화합물)와 경화제(유･무기계 촉

매)가 각각 10cps 이하의 점도를 가져 저투수층에서도 침

투성능이 우수하며, 경화된 겔은 물을 기반으로 한 건조와 

물 분자 흡착에 의한 팽윤(swelling)이 반복적으로 가능하

여 내구성과 화학안정성이 우수하다(Chun, 2014). 그러나 

물 분자 흡착에 의한 팽윤현상은 주입재가 토양에 침투되

어 경화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축변형이 불가피하고, 변

형량이 크게 되면 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물 분자의 흡착

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기존 2액형 화합물에서 3액형 화합물

로 약액을 개선하였다(Yoon, 2019). 기존 아크릴레이트계

의 약액의 배합비는 A액(주재)과 B액(경화제)의 비율이 

1:1 배합으로 사용되지만 개선한 아크릴레이트계 약액의 

배합비는 A액(주재) + C액(첨가제)와 B액(경화제)의 비율

이 1:1 배합으로 사용된다. C액(첨가제)의 경우 기존 아크

릴레이트계 약액의 A액(주재)에 포함된 성분이지만 따로 

분리해서 배합할 경우 물 분자의 흡착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양은 A액(주재)의 5% 이다. 주입량의 경

우 지반에 주입되는 주입율에 따라 그 양은 달라질 수 있

으며, 다음 Table 3과 Table 4는 기존 아크릴레이트 약액

과 개선된 아크릴레이트 약액의 배합비 예시를 표로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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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ventional Acrylate Mixing Ratio

Division
A B

Base (ml) Hardener (ml)

Acrylate 500 500

Table 4. Improved Mixing Ratio of Acrylate

Division
A B C

Base (ml) Hardener (ml) Additive (ml)

Acrylate 475 500 25

(a) Schematic diagram (b) Equipment

Fig. 1. Infiltration capacity experiment

Table 5. Basic engineering properties of silica sand (Jung et 

al., 2017)

Division Engineering properties of silica sand

Specific gravity 2.66

Classification of soil SP

O.M.C 13.0%

Maximum dry unit weight 15.3 kN/m
3

Hydraulic conductivity 1.77×10
-4
cm/sec

3. 콘크리트궤도 노반 보강재료의 검증실험

3.1 개요

철도노반 보강재료인 아크릴레이트계의 주입재료가 목

표성능에 대한 부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증실험을 

실시하였다. 보강재료의 침투성능에 대한 검증실험은 침

투성능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보강재료의 내구성에 대한 

검증은 일축압축강도시험과 소형반복평판재하시험, 실대

형 주입시험을 수행하였다. 노반 대체재료의 경우 Jung et 

al.(2017)과 같이 규사 8호사를 사용했으며, 규사 8호사의 

공학적 성질은 다음 Table 5와 같다.

3.2 침투성능실험

침투성능실험은 주입압, 투수계수 등의 조건에 따라 침

투높이를 확인하여 노반 보강재료가 콘크리트궤도 노반 

보강에 침투주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개략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침투성능실험에서는 아크릴레

이트계 보강재료와 일반적으로 그라우팅에 적용되고 있는 

시멘트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아크릴

레이트의 경우 침투성능실험시 주재와 경화제가 섞여 반

응할 때 급속적으로 경화가 이루어져 경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침투높이를 측정하기 위해 주재와 경화제에 대한 침

투성능실험을 별도로 실시하였으며, 시멘트와 마이크로시

멘트의 경우 물과 1:2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보강재료의 주입시 컬럼 하부에서 주입재가 폐색되는 현

상(clogging)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컬럼 하단부에 입도 

5mm 이하 백색모래(백운석)을 약 20mm 높이로 포설하여 

침투가 원활하게 하였다. 보강재료의 침투성능은 압력에 

따른 각 재료들의 침투높이로 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Fig. 1은 침투성능 실험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침투성능 실험결과, 시멘트와 마이크로시멘트의 경우 

컬럼 하단부에 포설한 백색모래(백운석)에 보강재가 폐색

되는 클로깅 현상이 발생하였고, 혼합수만 침투되는 현상

이 나타났다. 백색모래(백운석)층에서는 원활한 침투가 이

루어졌으나 시료토에서는 침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색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침투압의 증가에도 혼합수만 

침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1×10
-4

cm/sec의 노반조

건에서는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및 마이크로시멘트는 침투

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크릴레이트계의 경우 

점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B액(경화제)이 50kPa, A액(주재)

은 200kPa의 압력에서 500mm 이상 침투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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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 of infiltration ability experiment

Division

Infiltration height (Hydraulic conductivity 1×10
-4
cm/sec)

Pressure (kPa)

50 100 200 300 400 500

Suspension 

type

Ordinary Portland Cement 0mm 0mm 0mm 20mm 20mm 20mm

Micro cement 0cm 0cm 0cm 20mm 20mm 20mm

Acrylate
A (Base) 236mm 347mm 500mm 500mm 500mm 500mm

B (Hardener) 500mm 500mm 500mm 500mm 500mm 500mm

Fig. 2. Result of infiltration ability experiment

(a) Fabrication of a test specimen (b) Strength measurement

Fig. 3.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test

Table 7. Mixing Ratio of Acrylate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test)

Division
A B C

Base (ml) Hardener (ml) Additive (ml)

Acrylate 475 500 25

타났다. Fig. 2와 Table 6은 침투성능실험의 결과를 그래

프와 표로 보여주고 있다.

3.3 일축압축강도시험

개선된 아크릴레이트계의 보강재료가 목표성능으로 제

시된 노반보강 재료의 강도에 부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축압축강도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제작은 표준사와 규

사 8호사를 사용하여 아크릴레이트 약액의 A액과 C액, 그

리고 B액을 배합비에 따라 일정 부피비로 혼합 후 5× 

5×5(cm) 크기의 큐빅몰드에 넣어 제작하였다. 시편제작 

후 일축압축강도의 측정은 경화시, 1일, 3일, 7일, 14일, 

28일 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철도노반 보강재료 규격인 0.5 

MPa/30min의 만족여부를 판단하였다. Fig. 3과 Table 7은 

각각 일축압축강도시험의 전경과 시험에 사용된 아크릴레

이트계 보강재료의 배합비를 그림과 표로 보여주고 있다.

일축압축강도시험 결과, 경화시 압축강도는 표준사로 제

작한 시편의 경우 1.21MPa, 규사 8호사로 제작한 시편의 

경우 1.67MPa로 측정되어 철도노반 보강재료의 일축압축

강도에 대한 목표성능인 0.5MPa/30min를 상회하는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크릴레이트계 약액의 재령

별 강도는 그 값이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재

령 28일의 강도의 경우 경화 후 강도보다 표준사의 경우 

약 4.5배, 규사8호사의 경우 약 3배 이상의 일축압축강도의 

값이 측정되었다. 이 경우 시편의 구조내에 물분자를 가지

고 있는 아크릴레이트계의 주입재료가 시간이 경화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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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easurement results of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of acrylate

Division
Strength (MPa)

After hardening 1 day 3day 7 day 14day 28day

Acrylate
Standard sand 1.21 1.3 1.34 1.35 1.51 5.42

Silica sand 1.67 1.9 2.04 2.31 2.65 5.06

Fig. 4. Measurement results of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of acrylate

(a) Compaction (b) Stiffness before reinforcement (c) Boring

(d) Chemical injection (e) Confirmation of Injection (f) Stiffness after reinforcement

Fig. 5. Miniature Cyclic Plate Loading Test

라 물분자가 증발하면서 물분자를 흡착하는 팽윤 현상을 억

제하여 토립자와 주입재 사이의 결합력이 더욱 증대된 것으

로 판단된다. Fig. 4와 Table 8은 아크릴레이트계 약액의 

재령별 일축압축강도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4 소형반복평판재하시험

앞서 선정한 철도노반 보강재료의 규격 중 강성에 대한 

목표성능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형반복평판재하시

험을 실시하였다. 반복평판재하시험은 본래 300mm 평판

을 이용하여 중장비를 동원한 현장시험이지만 현장에서 

약액주입까지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50mm 평

판을 이용한 소형반복평판재하시험을 수행하였다. 소형반

복평판재하시험의 방법은 규사 8호사를 직경 500mm 토

조에 채워 다짐을 실시하고, 소형반복평판재하시험기를 

이용하여 약액이 주입되기 전 조성된 노반의 강성을 측정

한다. 이후 주입관 삽입을 위한 천공 작업을 실시하고, 주

입관을 삽입 한 후 아크릴레이트계 약액을 주입한다. 약액

주입 완료 후 구근을 확인하고, 확인된 구근의 강성을 측

정하여 보강 전 강성과 비교한다. 아크릴레이트 약액의 배

합비는 소형반복평판재하시험의 경우 다량의 약액이 소요

되고, 두 개의 약액 탱크에서 각각 A액(주재)과 B액(경화

제)가 만나 교반되어 주입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입관에

서 주입되기 전 겔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액(주

재)에 포함된 겔타임에 영향을 주는 촉매제의 양을 적정 

겔타임이 되도록 조절하여 배합하였다. Fig. 5와 Table 9

는 철도노반 보강재료의 강성측정을 위한 소형반복평판재

하시험의 시험방법과 배합비를 사진과 표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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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ixing Ratio of Acrylate (Miniature Cyclic Plate Loading Test)

Division
A B C

Base (ml) Catalyst (ml) Hardener (ml) Additive (ml)

Acrylate 1700 204 1989 85

(a) Stress-Settlement curve of before reinforcement (b) Stress-Settlement curve of after reinforcement

Fig. 6. Stress-Settlement curve

Table 10. Result of Miniature Cyclic Plate Loading Test

Loading cycle Stress (MPa) Load (kg)
Settlement (mm)

Before reinforcement After reinforcement

1 0.10 20 0.041 0.044

2 0.15 30 0.080 0.114

3 0.25 50 0.196 0.212

4 0.35 70 0.391 0.312

5 0.40 80 0.561 0.367

6 0.50 100 1.115 0.453

7 0.25 50 1.098 0.452

8 0.10 20 1.026 0.403

9 0.00 0 0.908 0.290

10 0.10 20 1.018 0.299

11 0.15 30 1.057 0.309

12 0.25 50 1.149 0.314

13 0.35 70 1.241 0.402

14 0.40 80 1.305 0.424

15 0.50 100 1.395 0.482

Stiffness (MPa) 38.9 84.5

반복평판재하시험(DIN 18 134)은 성토노반의 품질관

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시험법으로 기존 평판재하시험

과 다르게 최대하중, 단계별 하중증가량, 재하단계, 재하

시간 등이 다르다. 하중단계는 Table 8과 같이 총 15단계

로 하중재하(Loading), 하중제거(Unloading), 하중재재하

(Reloading)으로 분류되며, 하중단계에 따라 침하량을 측정

한다. 시험완료 후 최대수직응력(max)의 0.3배(max)

와 0.7배(max) 사이의 할선구배로 강성을 산정하며, 강

성의 산정식은 아래 식 (1)과 같다.


××



∆

∆
 (1)

여기서,  : 1차 재하시 강성

 : 2차 재하시 강성

 : 재하판 반경

∆ : max
max

∆ : 
max




max

소형반복평판재하시험 결과, 약액주입 전 모사한 노반

의 강성은 38.9MPa로 측정되었고, 아크릴레이트 약액 주

입 후 강성은 84.5MPa 측정되어 앞서 선정한 철도노반 보

강재료의 목표강성 80MPa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Fig. 6과 Table 10은 보강 전, 보강 후의 소형반복평

판재하시험의 응력-침하 곡선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6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제20권 제1호

(a) Chemical injection equipment (b) Large scale chamber

Fig. 7. Equipment of chemical grouting test

(a) Material preparation (b) Compaction and injection tube insertion (c) Chemical injection-1

(d) Chemical injection-2 (e) Confirmation of injection (f) Stiffness measurement

Fig. 8. Chemical grouting test

Table 11. Mixing Ratio of Acrylate (Miniature Cyclic Plate Loading Test)

Division
A B C

Base (ml) Catalyst (ml) Hardener (ml) Additive (ml)

Acrylate 22,000 1760 24,860 1100

3.5 실대형 모형토조를 활용한 주입시험

본 시험은 실제 현장 주입에서 사용될 실제 주입장비와 

실대형 모형토조를 활용하여 주입시험을 수행하였다. 실

제 주입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소형반복평판재하시험기가 

아닌 실대형 모형토조를 사용하였으며, 약액의 원활한 주

입을 위해 가압판을 제작하여 구속압을 모사하였다. 또한 

노반과 도상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압침투주입을 

모사하였으며, 시험 후 저투수층에 원활한 주입을 통한 구

근형성 여부를 확인하고 주입된 노반의 강성을 측정하였

다. Fig. 7은 실제 주입장치와 실대형 모형토조를 사진으

로 보여주고 있다.

실대형 주입시험의 방법은 먼저 규사 8호사를 활용하여 

대형토조에 넣고 다짐을 실시하여 노반을 조성하고, 노반 

조성과 동시에 주입관의 삽입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약

액 보강 전 모사된 노반의 강성을 실대형 반복평판재하시험

기로 측정하였다. 또한 약액이 상부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노반상부에 가압판을 설치하고, 구속압이 재하된 

상태로 주입시험을 진행하였다. 가압판은 1m×1m 크기의 

정사각형 형태이며, 구속압은 3m 노반의 상재하중인 5.4tonf

로 선정하였다. 약액의 배합비의 경우 소형반복평판재하시

험과 같이 주입전 겔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

의 양을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주입 후 구근을 확인하여 주

입여부를 판단하였으며, 확인된 구근의 강성을 측정하여 보

강 전 강성과 비교하였다. Fig. 8과 Table 11은 실대형 주입

시험의 과정과 배합비를 사진과 표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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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ess-Settlement curve of before reinforcement (b) Stress-Settlement curve of after reinforcement

Fig. 9. Stress-Settlement curve

Table 12. Result of Chemical grouting test

Loading cycle Stress (MPa) Load (kg)
Settlement (mm)

Before reinforcement After reinforcement

1 0.10 0.58 1.520 0.160

2 0.15 1.15 3.050 0.425

3 0.25 1.80 4.515 0.920

4 0.35 2.38 5.760 1.460

5 0.40 3.03 7.260 1.830

6 0.50 3.60 8.870 2.160

7 0.25 1.80 7.605 1.665

8 0.10 0.90 6.545 1.320

9 0.00 0.00 4.795 1.020

10 0.10 0.58 5.800 1.145

11 0.15 1.15 6.540 1.390

12 0.25 1.80 7.175 1.685

13 0.35 2.38 7.780 1.840

14 0.40 3.03 8.605 2.045

15 0.50 3.60 9.625 2.305

Stiffness (MPa) 30.3 84.2

실대형 주입시험 결과, 약액주입 후 보강재료의 목표성

능 중 강도발현시간인 30분 후에 구근을 확인하였다. 확인

된 구근의 형상은 Fig. 10(e)와 같으며, 주입관 주변에 직

경 약 55cm, 높이 약 25cm의 타원형 형태로 형성되어 보

강재료가 성공적으로 주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후 본 

시험장비의 유압식 제어시스템을 활용하여 반복평판재하

시험으로 강성을 측정하였으며, 재하판의 직경은 30cm로 

독일식 반복평판재하시험의 표준규정(DIN 18134)에 따

라 각 재하단계의 하중크기를 결정하였다. 측정된 결과와 

응력-침하 곡선을 Fig. 9와 Table 12에 정리하였으며, 보

강 전 조성된 노반의 강성은 30.3MPa, 선정된 노반보강 

주입재료를 주입한 구근의 강성은 84.2MPa로 측정되어 

보강재료의 목표강성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노반 보강을 위해 아크릴레이트계 

약액의 노반 보강 성능에 대한 연구내용을 다루었다. 이에 

철도노반을 보강하기 위한 보강재료의 목표성능을 확인하

고, 목표성능에 맞게 약액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실

내실험을 통해 철도노반 보강재료로 선정한 아크릴레이트

계 약액의 목표성능 만족여부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아

크릴레이트계의 주입재료는 철도노반을 보강하기 위한 보

강재료로 앞서 도출한 목표성능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추후 실제 현장적용에 있어 보강재료

의 장기내구성에 대한 연구와 현장 주입시험을 통해 성토

노반의 침하수렴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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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철도노반 보강재료의 규격은 현장투수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저투수계수에 침투가 가능하도록 점도 100cps 

이하, 투수계수 1×10
-4

cm/sec로 설정하였으며, 보강재

료의 일축압축강도는 0.5MPa/30min, 목표강성은 상

부노반 강성기준인 80MPa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목

표성능 검증실험을 통해 철도노반 보강재료의 보강 

성능을 검증하였다.

(2) 기존 아크릴레이트계 약액은 겔타임의 조절이 자유롭

게 가능하고, 10cps 이하의 점도를 가지고 있어 저투

수층에서의 침투성이 우수하다. 하지만 물 분자 흡착

에 의한 팽윤현상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수축변형에 

대한 단점을 지니기 때문에 물 분자의 흡착을 억제시

키기 위해 기존 2액형의 화합물에서 3액형의 화합물

로 변형하고, 배합비를 변화시켜 팽윤현상을 억제하

고, 수축변형이 거의 없도록 개선하였다.

(3) 아크릴레이트계 약액의 침투성을 확인하기 위한 침투

성능실험 결과, 1×10
-4
cm/sec의 지반에서 시멘트와 마

이크로시멘트의 경우 보강재료가 폐색되는 클로깅 현

상이 발생하여 침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크릴레이트계 약액의 경우 원활한 침투가 이루어져 

1×10
-4

cm/sec의 철도노반 보강재료의 침투성 목표성

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크릴레이트계 약액의 일축압축강도시험 결과, 경화

시 압축강도는 표준사를 사용한 시편에서 1.21MPa, 

규사 8호사를 사용한 시편에서 1.67MPa로 측정되어 

0.5MPa/30min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 열차의 차단

시간 내 목표 강도 0.5MPa을 발현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5) 소형반복평판재하시험을 통해 아크릴레이트 약액 주

입시 노반의 강성은 84.5MPa로 상부노반 강성기준인 

80MPa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주

입장치와 실대형 모형토조를 활용한 주입시험에서 직

경 약 55cm 높이 약 25cm의 타원형 형태로 구근을 

확인하였으며, 약액 보강 후 노반의 강성은 84.2MPa

로 측정되어 철도노반 보강재료의 목표성능을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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