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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llast Track has been widely applied in traditionally due to low initial cost and abundant elastic

property. But the disadvantages of Ballast track are; labor-intensive and costly maintenance, weak in

high-speed and heavy axial load, in additionally need wide cross section of tunnel and massive

substructure in viaduct. Therefore, recent applications tend to more and more towards slab track such

as Gyeungbu high speed rail and existing line.

The slab track increased the stability, resistance and durability of track, and save maintenance

cost compare to the Ballast Track. But the slab track have weakness of track elongation by

sub-ballast differential settlement and that threat safety of train operation. Therefor the slab track

need to prevent cracks in concrete ballast for insure the durability of slab track.

In this paper, review main items and its expected effects of the slab track maintenance standards

that control sub-ballast settlement and concrete ballast cracks.

1. 서론

국내에 대부분 적용되어 있는 자갈궤도는 초기투자비가 저렴하고 궤도의 탄성이 풍부하나 유지관리측

면에서 선로의 선형유지에 많은 인력과 작업비 소요되고 유지관리비용이 증대됨은 물론 고속주행 및 고

축중에는 불리하고, 고가교나 터널 등 구조물 단면에는 비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져 최근 경부고속철도를 

비롯하여 일반철도까지 콘크리트궤도 부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콘크리트궤도는 자갈궤도에 비해 

안정성과 선형 유지능력, 유지보수절감과 내구수명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궤도는 자갈

궤도와 달리 궤도틀림 유지보수를 고려하지 않아 노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급격한 궤도틀림의 발생으로 

열차주행 안전의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며, 콘크리트궤도의 내구수명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궤도 도상의 

균열억제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적용하는 콘크리트궤도의 노반침하 및 균열에 대한 콘크리트궤도 유지보수기준 

정립을 위한 주요 연구테마와 예상효과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토노반에서의 콘크리트궤도

노반시설물은 궤도시설물을 안전하게 지지함은 물론 노상에 하중을 분산 전달하고 노상의 열약화를 방지하

며 노반침하나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교량과 접속되는 교대배면 등은 다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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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충분한 경우 노반의 장․단기 부등침하로 인한 선로변위 등이 발생하여 열차 안전운행 등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의 면밀한 검토 및 시공단계에서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콘

크리트궤도는 궤도시설물의 구축 후에는 노반침하 등으로 인한 선형조정 등의 유지보수작업 시행이 제한적이

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노반시설물의 적정한 기준 확립 및 엄격한 시공관리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중요

하다.

경부2단계구간 설계가 국내처음으로 토노반을 포함한 전 구간에 콘크리트궤도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엄

격한 노반설계기준을 적용하여 토공부에서는 강화노반 두께조정, 양질의 성토재료 사용, 사전 방치기간의 충

분한 확보, 침하계측기(침하판)설치, 토공-교량 접속부에서의 어프로치 슬래브(Drag plate)의 설치 및 어프

로치 슬래브를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 설치 등을 시공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처짐 등에 대비하였다. 

3. 콘크리트궤도 침하요인

콘크리트궤도의 침하요인에는 원지반침하, 성토체 침하, 열차하중에 의한 침하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지반에서 고려하는 침하는 즉시침하, 압밀침하, 2차 압축침하가 있다. 즉시침하는 성토 하중 재하 시 짧은 

시간내에 발생하는 침하로 성토 중에 침하가 완료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압밀침하와 2차 압축침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압밀침하량과 압밀소요시간은 성토고와 성토하중 작용범위 내에 속한 연약층의 두께 및 압

밀특성에 좌우된다. 일본의 경우 연약지반 상에 건설된 성토에 대하여 성토 완료 후 25년 경과한 시점에서 

침하량을 측정한 결과 1~3m에 달하는 큰 침하가 발생하였음을 보고 한 바 있다. 성토체 장기침하는 성토고, 

사용재료의 종류, 다짐 시공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라 침하 발생 크기 및 기간이 좌우된다. 고속철도 2단계 공

사구간에서는 6m이상의 고성토가 다수 건설되었으며, 터널이나 사면에서 발생한 암버럭을 성토 재료로 사용

하고 있다.

참고문헌에 의하면 외국 록필댐에 대한 침하 계측결과에 초기의 급속침하량은 시공 후 9~18개월 이내에 

발생하며, 70개월간 발생한 침하량의 80%가 18개월 이내에 발생된다고 보고하였다.

열차운행으로 인한 반복하중에 의한 소성침하는 열차하중의 크기 및 시공품질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

되나, 독일의 시공 경험에 의하면 약5m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차 개통 후 우려되는 침하 원인에는 상기의 침하이외에 지지강성 변화개소에서의 부등침하가 있다. 부등

침하는 구조물~토공접속부와 같은 구조적인 지지강성 변화개소, 절성경계부, 편절편성부와 같이 원지반의 지

지강성이 변화하는 개소, 토공 재료의 품질 및 시공 편차가 발생한 곳에서 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외에도 강우 및 지표수에 의한 토공재료의 유실로 발생하는 성토체의 함몰 등과 같은 침하 등이 콘크리

트궤도 침하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림1. 콘크리트궤도 침하                       그림2. 접속부 침하사례(미국)

4. 콘크리트균열 발생요인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원인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실제적인 목적에서 균열은 크게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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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균열(structural crack)과 비구조적인 균열(nonstructural crack)으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구조적인 

균열은 구조물이나 구조부재가 사용하중을 지지하기에 안전하지 못한, 즉 구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단

계로 진행되거나 도달한 균열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균열은 설계오류, 설계하중을 초과한 외부하중의 작용, 

시공불량, 물리적인 손상, 폭발, 충격, 철근의 부식으로 인한 심한 성능저하 등에 의하여 야기된다. 그리고 위

에서 설명된 원인들을 제외한 다른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균열을 비구조적인 균열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균열의 대부분은 비구조적인 균열이다. 

균열 원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균열 굳은 콘크리트의 균열 설계 및 시공불량

․ 거푸집의 변형

․ 진동 또는 충격

․ 소성수축

․ 소성침하

․ 수화열

․ 거푸집과 지주의 

 조기제거

․ 건조수축

․ 탄화수축변형

․ 크리이프

․ 알칼리-골재반응

․ 온도

․ 철근의 부식

․ 동결융해

․ 사용하중

․ 설계 및 상세오류

․ 시공불량

․ 시공하중

도표 1. 균열 원인의 발생 시기에 따른 분류

4.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균열

4.1.1. 소성 수축균열

소성 수축균균열은 콘크리트가 경화의 초기 단계에서 소성 상태에 있을 때 대기 및 바람에 노출됨에 따라 

갑작스런 수분의 증발로 타설된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보다 클 때 수축균열이 발생하며 이 이 소성수축은 골

재를 파괴하지는 않으나, 골재 주위를 분리시킨다. 이 소성 수축균열은 온도 및 건조수축으로 이어지고 균열

을 더욱 가속시키게 된다. 즉 콘크리트 재료는 물, 시멘트, 골재 및 모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중 수분의 

갑작스런 증발에 의해 수축균열이 발생한다.

                                       그림3. 소성 수축균열

4.1.2. 소성 침하균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하여 마감 작업을 한 이후에는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압밀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철근 위에 균열을 발생시키고 또한 철근 주위의 콘크리트침하에 의하여 소성 침하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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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고 철근 하부에 공극을 남기게 되는데 이것은 철근 직경이 클수록, 콘크리트 덮개가 작을수록, 

Slump값이 클수록, 모래 함유량이 작고 물의 함유량이 많을 때나 또한 거푸집의 이동과 불충분한 다짐에 의

해 침하균열이 증가한다.

보통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면 물, 시멘트, 모래의 미세분은 상승하고 골재 및 시멘트 입자는 침강하게 된

다. 즉, 중력의 법칙에 의해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자갈공극은 모래로 채

우고, 모래는 시멘트로 채우는 충분한 다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면 콘크리트 표면에 

뜬 물이 생기는데 이 현상을 사람 몸에서 피가 나는 것과 같다고 보아 블리딩(Bleeding)이라 하고, 이 때 표

면에 남은 찌꺼기 물질을 레이탄스라고 한다.

                                       그림4. 소성 침하균열

4.1.3. 수화열

시멘트와 물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면 그 반응열인 수화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콘크리트는 낮은 열전도율로 

인하여 경화  시 발생하는 이러한 내부의 수화열이 외부의 노출부위로 빠져나가는데 충분한 시간을 요하게 

된다. 특히 시공 전에 수화열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구조물은 댐, 교량의 하부구조, 도로포장, 옹벽, 원자력 발

전소 구조물 등의 매스콘크리트 구조물과 지중에 설치되는 콘크리트와 같이 열을 발산하기 어려운 구조체이

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시간은 구조물의 최소 치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4.1.4. 거푸집과 지주의 조기제거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얻기 전에 거푸집이나 지주를 제거하면 구조체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4.2. 굳은 콘크리트의 균열

4.2.1. 건조수축

콘크리트에서 시멘트 풀 구성요소의 수분 이동에 의하여 생기며, 이에 따른 콘크리트의 체적변화는 약

0.05%에 달한다. 건조수축에 의한 콘크리트의 체적변화는 보통 다른 구조체에 의하여 저지되기 때문에 이러

한 제약에 의하여 인장응력이 발생하면서 콘크리트가 균열을 일으키게 된다.

                                        그림5. 건조수축 

982



4.2.2. 탄성수축변형

이는 건조수축의 특수한 경우로 간주할 수 있으나 수분 손실에 관한 반응 메커니즘이 상이하므로 별도의 중

요성을 가진다. 탄화작용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가 수화된 시멘트 광물입자와 반응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높은 물-시멘트 비에서 이산화타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탄화율은 높아지고 상대습도의 함수로 표현된다.

4.2.3. 크리이프

크리이프는 하중에 의한 변형에 대하여 시간에 따라 증가되는 변형도로 극한 크리이프 변형도는 초기 변형

도(instantaneous strain)의 2~5배 정도이나, 1년 경화후의 크리이프 변형도는 초기 변형도의 1.0~1.5배 정

도이다. 그러나 부정정 구조물과 같은 경우에는 응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반드시 위와 같이 말할 수는 없다. 

철, 암석, 플라스틱 등과 같은 구조 재료도 어떤 특정한 하중 상태나 환경 하에서는 크리이프 현상을 보이기

도 하나 콘크리트는 비균질적인 재료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타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성질에 많은 변화가 뒤따를 소지가 다분히 있게 된다.

                                        그림6. 크리이프

4.2.4. 알칼리-골재 반응

알칼리-골재 반응이란 콘크리트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칼륨과 같은 알칼리 이온과 자갈, 모래 등의 골재

가 수분의 공존 하에 장기적으로 서서히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을 말하며 반응 생성물은 수분을 흡수․
팽창하여 콘크리트에 균열을 발생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붕괴시키기도 한다. 알칼리-골재 반응은 

알칼리와 반응하는 골재중 광물의 종류에 따라 반응기구가 다르며, alkali-silica 반응, alkali-carbonate 반응, 

alkali-silicate 반응로 대별된다. 이중 alkali-silica 반응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알칼리-

골재 반응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는 alkali-silica 반응만을 칭할 때가 많다.

                                        그림7. 알칼리-골재반응 

4.2.5. 온도

경화된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는 평균 × ℃이므로 대기온도의 변화에 따라 대기에 노출된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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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구조체에는 열팽창 또는 수축에 의한 체적변화와 함께 처짐이나 변형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외부에 의한 

체적변화가 건조수축의 경우와 같이 다른 구조체의 제약을 받게 되면 내부응력이 발생하게 되어 균열을 일으

킨다. 고온으로 올라갈수록 콘크리트의 강도는 낮아지며 연성은 증가하고 탄성계수가 감소한다. 또한 균열에 

대한 저항능력인 파괴에너지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고온 하에서의 

콘크리트는 더욱 쉽게 균열이 유발된다.

4.2.6. 철근의 부식

철근의 부식은 화학작용에 의한 부식과 전류의 작용에 의한 부식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화학작용에 의한 

부식은 순환하는 공기나 물의 작용으로 철근을 보호하는 피복 콘크리트의 알칼리 성분이 중화될 때에 일어난

다. 외부의 산성 성분이 철근과 작용하여 산화물을 만들 때 그 체적은 원래보다 약2~3배 정도 증가하기 때

문에 그림 16과 같이 콘크리트의 피복이 균열되며 균열된 콘크리트 사이로 철근은 외부와 더 쉬운 접촉을 하

여 부식작용이 점차 가속되게 된다. 한편, 수분을 포함한 콘크리트는 전도체가 되어 누전 등에 의하여 전류가 

통하여졌을 때에 전기화학작용을 일으켜 부식하게 된다. 이러한 작용에는 황산, 염산, 탄산 등이 특히 유해기 

때문에 콘크리트 배합시 해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8. 철근의 부식 

4.2.7. 동결융해

콘크리트는 다공질이므로 습기나 수분을 흡수한다. 결빙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흡수된 수분이 얼면서 팽창하

기 때문에 정수압이 생기면서 콘크리트의 표면에 균열을 발생시킨다. 온도가 상승하여 얼었던 부분이 녹으면 

균열된 표면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며 이러한 현상이 수차 반복되면 콘크리트 표면이 분열하게 된다. 

동해의 의한 피해 형태로는 표면의 박상 박리(spalling), 원추상의 박리(pop out), 작은 구멍 형성(pitting), 부

분적 박리(scaling), 푸석푸석해지는 현상(degradation), 부분적 불연속상태에서의 파괴(cracking) 등이 있다. 

동해에 의한 콘크리트의 열화는 기상작용의 영향에 좌우된다. 동해의 직접적인 유발원인의 하나인 수분은 겨

울철의 강우 및 강설에 의하여 보급되며, 이 수분이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였을 때 동결이 일어나고 또 낮 

시간의 일사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온도가 상승하여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게 된다. 

                                        그림9. 동결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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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사용하중

구조적으로 올바르게 설계, 시공된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사용 하중이 재하 함에 따라 균열이 발생하게 된

다. 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균열이 발생한다는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

가 없으나 발생된 균열의 위치, 크기, 진전여부 등에 따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균열을 고려한 구조해석을 실

시하여 그 안전성 및 사용성 혹은 보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3 설계 및 시공불량

4.3.1. 설계 및 상세오류

부재 특성과 전체 구조체의 구조 거동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설계와 상세에서는 응력집중

이나 구조 일체성의 결여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구조체에 균열을 가져오게 하는 일들이 있다. 특히 

특수 구조체나 특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맞는 설계와 상세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된다.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구조체에서는 균열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4.3.2. 시공불량

시공불량 중 가장 흔한 것이 작업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물을 붓는 일이다. 최근 콘크리트 펌

프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레디 믹시드 콘크리트에도 물을 더하는 경우가 있으나, 첨가된 물은 콘트리트의 

강도를 저하시키고 재료분리를 조장하며 최종적으로 건조수축을 증가시킨다. 강도저하를 중리기 위하여 시멘

트 함량을 늘릴 경우에는 수화열이 높아져 온도응력에 의한 균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충분

치 못한 양생은 시공과정에서 균열을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양생기간이 짧으면 콘크리

트 강도가 낮을 때 수축을 증가시키며, 충분한 습도를 공급하지 못하면 건조에 의하여 수화작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강도 저하와 내구성 부족을 초래하게 된다. 이외의 주요 시공사의 문제점들은 거푸집 지주 설치의 불

량, 부적당한 다짐, 응력이 집중되는 곳에서 시공 조인트의 설치 등이며, 이러한 시공불량은 재료 분리와 콘

크리트의 균열을 발생시킨다. 모든 균열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시공불량이다.

4.3.3. 시공하중

시공과정에서 부재가 받는 하중이 설계 하중보다 클 경우에는 이에 의한 균열이 발생한다. 이러한 일들은 

현장 콘크리트의 초기과정이나 프리캐스트 부재의 운반․조립 고정에서 생기기 쉬우며 영구적인 균열로 남는 

경우도 있다. 보와 판넬과 같은 프리캐스트 부재에서는 운반 조립 작업세서 임의대로 편리하게 들어 올리는 

점을 택하는 경우 부재의 자중에 의한 휨 모멘트로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이를 고려

하여야 한다. 기중기 등으로 부재를 들어 올릴 때에도 갑자기 정지하면 그 충격 효과가 부재 자중보다 몇 배 

더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기중기 운전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프리캐스트 부재와 같은 큰 

부재를 운반할 때에 예기치 않은 돌출부나 고속도로의 우각부에서 운반차량의 가속도와 부재 자중에 의한 추

가 하중이 더해지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궤도 유지보수 기준정립 고려사항

콘크리트궤도는 자갈궤도에 비해 안정성 선형 유지능력, 유지보수절감과 내구수명 향상을 기대할 수 있

다. 그러나 콘크리트궤도는 자갈궤도와 달리 궤도틀림 유지보수를 고려하지 않아 노반침하가 발생할 경

우, 급격한 궤도틀림의 발생으로 열차주행 안전의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며, 콘크리트궤도의 내구수명 확

보를 위한 콘크리트궤도 도상의 균열억제방안이 필요하다. 

콘크리트궤도에서 발생하는 부등침하와 균열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며, 단기적으로 구조

적인 결함을 유발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궤도의 손상이 복합적으로 발생될 경우 전체 궤도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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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노반침하에 따른 콘크리트궤도 보수기준 수립 시 고려사항

노반 침하에 따른 콘크리트궤도

손상도 및 열차 주행안전 평가

노반 침하에 따른 콘크리트궤도 손상도 정의

⇒ 노반침하량-콘크리트궤도 손상도 관계 도출

노반 침하에 따른 궤도틀림/콘크리트

궤도손상도를 고려한 열차 주행안전 평가                   

                  

토노반 침하에 따른 콘크리트궤도의 손상정도에 따라 안전열차주행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노반침하량에 따른 콘크리트궤도 손상도 관계를 정립하여 콘크리트궤도 손상에 따른 유지보수 범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침하에 따른 콘크리트궤도 손상 시 열차안전주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

다.

토노반의 침하에 대한 계측을 위해 기준점, 계측방법, 예측방법 등 검토하여 침하개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침하정도에 따른 열차주행안정성, 궤도틀림, 승차감을 고려한 침하 허용범위를 검토해

야 할 것이다. 또한 국부침하 패턴별 보수․보강 방안과 침하의 연장별 허용범위와 관리범위를 정립하여야하며, 

더불어 보수․보강 시 노반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반침하량에 따른 보수․보강기준을 검토하면서 침하량과 승차감에 따른 보수한계 기준을 고려하고 체결장

치에 의한 조정과 그라우팅, 우레탄 주입 등 노반침하복원공법의 적용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침하의 

범위, 크기 및 진행여부를 고려하여 복원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콘크리트궤도 손상도에 따른 보강 또는 교체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2. 콘크리트궤도 균열관리 및 보수기준 수립 시 고려사항

국부적 침하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및 허용/관리범위

도출

침하개소 관리방안 검토(계측방법 등)

열차주행안정성, 궤도틀림, 승차감을
고려한 침하 허용범위 검토

침하의 연장별 허용/관리범위 검토

국부침하 패턴별 보수/보강 방안 제시

보수/보강시노반및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 검토

균열발생의 요인은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많은 원인으로 발생한다. 콘크리트의 균열은 불가피한 것으로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관리범위(기준)의 선정하고 그에 맞는 보수기준 마련이 필요하겠다. 균열 폭에 대한 

제한으로 철근부식의 방지 및 균열부에서 골재 맞물림 효과(Aggregate interlock)에 의한 하중전달을 고려하

고, 지반 지지강성, 슬래브의 두께, 균열폭 등을 고려한 균열 관리범위(기중)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는 수화열, 온도차, 건조수축, 소성균열, 열차하중에 의한 균열, 동결융해, 알칼리골재 반응, 철근부식 주요 콘

크리트 도상 균열 원인에 대한 콘크리트 도상 균열억제대책 필요하겠다.

콘크리트 강도, 치수, 철근량 및 온습도 변화에 따른 균열폭 예측해석모델 구축과 적정 철근량의 산정, 콘

크리트 타설 및 양생 관리방안 분석, 콘크리트 배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콘크리트 도상 균열억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결론 

콘크리트 도상에서 예상되는 침하와 균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건설단계에서 

적은 비용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 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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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콘크리트궤도의 유지보수 기준을 정립하여 침하 및 균열억제를 위한 콘크리트궤도 설계기준 및 시방기준

에 활용이 가능하고, 노반침하 시 보수기준 수립, 콘크리트 도상균열억제방안 및 관리기준 수립이 가능할 것

이다. 이것은 콘크리트궤도의 성능향상 및 유지보수 효율화 도모, 철도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

다. 더욱이 콘크리트궤도 내구수명을 향상시켜 콘크리트궤도의 경제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궤도전문가 및 각 분야의 전문가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진일보된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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