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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eramic insert and anchor has many advantages compared with existing steel products, therefor widely applied 
for concrete bridge, tunnel, railroad and building etc. in Japan. Ceramic insert and anchor start-to-used in Korea 
is no longer, but the product has already been applied to various construction sites and have been recognized for 
excellence. But now in Korea, the ceramic insert and anchor are not yet widely use like in Japan.

This paper was an introduction to the ceramic insert and anchor, and detailed explained the product excellent 
performance. Ceramic insert and anchor can be applied to many areas, but in this case the focus was the application 
of ceramic insert and anchor for railway structures. In this paper we detailed compared the ceramic products with 
existing steel products in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 and analyzed on their application in domestic and foreign.

1. 서론
기존의 일반강,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인서트 및 앵커는 부식이 발생하고, 화재 시 취약하며, 전식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를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부착 구조물 교체 시 기존의 인서트 및 
앵커는 부식되었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콘크리트 구조물에 새로 천공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이 불가피하고, 부착 구조물의 위치 조정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세
라믹 인서트 및 앵커는 기존의 일반강, 스테인레스강 재질 제품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내식성이 강해 부
식되지 않고, 고온에 강해 내화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하고, 고절연성을 갖고 있어 전철, 
고속철도 등 전류가 흐르는 환경의 구조물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이종 금속간의 구조물의 전해부식을 
야기 시킬 우려가 없다.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는 10여년 전에 일본에서 개발되어 실드터널, 교량구조
물, 철도구조물 등 각종 공사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본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각종 교
량, 자기부상열차, 경전철, 항만 등에 적용하고 있는데,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된 만큼 앞으로 국내에서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 논문에서는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를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도 주로 철도 구조물에 대한 적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2.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 소개
2.1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란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는 고순도 알루미나(Al2O3)를 원료로 하여 제작하는데 제작 과정은 크게 성형, 
소성, 시험, 조립 등 네개 단계로 나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순도 알루미나는 일반적으로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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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순도를 가지며 평균 입자크기가 1㎛ 이하인 미세한 분말을 가리킨다.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의 
형상은 그림 1과 그림 2와 같고 크게 본체나사부와 슬리브 두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림 3과 그림 4
는 세라믹 인서트와 앵커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시공한 형상을 보여준 그림이다.

   

그림 1. 세라믹 인서트                그림 2. 세라믹 앵커

              

그림 3. 세라믹 인서트 시공 형상         그림 4. 세라믹 앵커 시공 형상

2.2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의 특징
2.2.1 고강도 특성

압축강도 실험에 의하면 그림 5에서와 같이 세라믹 알루미나의 압축강도는 1961MPa로서 고강도강
(981MPa)의 약 2배, 콘크리트(33.8MPa)의 약 60배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강도 특성 때문에 세
라믹 인서트 및 앵커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앵커볼트의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절대 먼저 파괴되지 않
는다. 그리고 앵커볼트 체결 시 토크를 많이 줄 수 있어 볼트 풀림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림 5. 압축강도 비교
2.2.2 고내식성 특성

세라믹 재질의 제품은 일반강재나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제품에 비해 내식성이 훨씬 강하기에 쉽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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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열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6은 세라믹 인서트, 일반강재 인서트 및 스테인레스강 인서트를 함께 
해양 비말대에 거치하여 15개월 동안 염해폭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보여준 그림인데 상당한 부식이 
발생한 일반강재 및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인서트에 비해 세라믹 인서트는 부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
다. 그리고 그림 7은 탄소강, 스테인레스강 및 세라믹 재질의 제품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72시간동안 
산성용액과 알카리성 용액에 침식시킨 후 용해량을 비교한 그림인데 세라믹 재질 제품의 내화학성능은 
일반 탄소강 제품에 비해 3~250배, 스테인레스강 제품에 비해 4~3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하천 및 해양구조물, 그리고 하수처리시설물과 정수장 등의 
상하수도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그 적용 효과가 매우 좋다.

   

        그림 6. 염해폭로 실험              그림 7. 산과 알카리 용액 용해량 비교

2.2.3 고내화성 특성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는 1600℃의 고온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내화성이 매우 강한데 일반강, 스테인

레스강 및 세라믹 재질의 인서트를 고온 소성로에 넣고 내화성 실험을 수행한 결과 그림 8과 같이 일반
강 인서트와 스테인레스강 인서트는 변형 및 파괴가 일어난 반면 세라믹 인서트는 아무런 변화도 발생
하지 않았다. 세라믹 인서트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화재에 대한 방재기능이 요구되는 지하구조물 
및 터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8. 내화성 실험

2.2.4 고절연성 특성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는 고순도 알루미나를 사용하여 제작됨에 따라 뛰어난 전기절연성을 갖게 된

다. DC 500V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을 평가하는 경우 100㏁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어 10㏁ 이상의 절
연저항을 확보해야 하는 절연체로써의 성능을 확보한다. 이러한 전기절연성은 강재매립전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종 강재사이의 접촉부식(전해부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전기절연성이 요구되는 지하

1179



철, 경량전철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3. 철도구조물에 대한 적용 방안
3.1 전차선 매립전용

전차선 매립전은 전동차에 고압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을 견고히 지지하고 누설 전류로 인한 구조
물의 전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인데 기존에는 그림 9와 같은 플라스틱 또는 합성수지로 제작
된 매립전을 사용하였으나 이들 제품의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그림 10과 같은 세라
믹 인서트를 적용한 매립전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1은 세라믹 인서트를 실제로 전차선 매립
전으로 활용한 예를 보여준 그림이다. 그리고 도표 1에는 기존 매립전을 사용하는 경우와 세라믹 인서
트를 사용하는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 재질, 구조성, 내구성, 유지보수 및 시공성 등 면에서 상세하게 비
교 분석하였는데 비교 결과 세라믹 인서트를 전차선 매립전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9. 기존 전차선 매립전 그림 10. 세라믹 인서트 전차선 매립전

그림 11. 전차선 매립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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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전차선 매립전으로 활용 시 항목별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세라믹 인서트 기존 매립전

재질 고순도 알루미나 세라믹 아세탈 또는 나이론으로 된 절연체

구조성

•고순도 알루미나 재질로 강재 2배 이상 강도
•변압기 등 고전압이 사용되는 장치의 절연
체로 사용되고 있는 재질로서 우수한 전기
절연성

•세라믹 재질이 1600℃이상의 고온에서 생산
되는 높은 용융점을 갖는 특성으로 고온에서 
변형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고내화성확보 (화
재의 방재안전 확보)

•최악의 조건에서도 탁월한 부식저항성 확보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손실 최소화 및 철근 손
상 없음

•콘크리트와 일체타설로 구조물 품질 확보

•전기절연성은 좋으나 강성이 약하고, 매입전
의 강접합이 어려움

•변형가능성이 있음
•향후 20년 이상 사용 후 유지보수 시 기존 
인서트 사용은 힘들어 재천공에 의한 구조손
상 우려됨

•매립깊이가 길어 구조체에 좋지 않음

내구성
•부식이 전혀 없어 콘크리트 파괴 시까지 영
구 보장

•이종금속간 접촉부식(전해부식) 없음

•장기사용 후 전차선 교체 시 아세탈계 및 나
이론계 인서트는 구조적 신뢰성이 떨어져 교
체가 불가피함

유지보수
•필요 없음(장치교체 시 볼트만 교체하므로 
유지보수비가 저렴함)

•앵커 위치이동이 없음

•노후볼트 교체 시 재천공 등의 작업으로 유지
보수비가 고가임

•재천공 시 구조물에서의 위치확보가 어려움

시공성

•콘크리트 타설 시 매입이 동시작업으로 시
공성이 우수함(선부착공법)

•콘크리트 타설 이후 추후공정이 전혀 없음
•거푸집을 이용하므로 시공 정밀도가 높음
•공기의 획기적인 절약이 가능함
•강성이 크므로 볼트의 체결 시 토크를 많이 
줄 수 있어, 볼트 풀림을 예방할 수 있음

•콘크리트 타설 시 매입이 동시작업이 가능하
나 길이가 길고 강성이 약해 견고한 고정이 
힘들어 콘크리트 타설 시 매입전 위치변동의 
가능성이 큼

•매입전 외부의 나사선 홈에 의해 콘크리트 타
설 시 하자가 자주 발생함

•매입전 나사선의 강성이 취약하여 나사 스파
이크 설치에 의한 파괴가 우려됨

3.2 콘크리트침목 매립전용
콘크리트침목 매립전은 레일을 콘크리트침목에 고정시키기 위해 미리 매입하는 설비를 말하는데 그림 

12와 같은 기존의 매립전을 사용할 경우 수분침투에 의한 매립전 및 침목 동결파괴 우려가 있거나 노
후볼트 교체 혹은 하자 발생 시 침목 전체를 바꾸어야 함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지
만 그림 13과 같이 세라믹 인서트를 콘크리트침목 매립전으로 사용할 경우 수분의 동결 융해로 인한 
매립전의 하자 발생 우려가 없고 장치 교체 시 볼트만 교체하면 되기에 유지보수비가 저렴하다. 그리고 
세라믹 인서트는 기존 매립전에 비해 삽입 깊이가 짧아서 콘크리트침목의 단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
다. 도표 2에 기존 매립전을 사용하는 경우와 세라믹 인서트를 사용하는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 재질, 
구조성, 내구성, 유지보수, 시공성 및 절연성 등 면에서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였는데 비교 결과 세라믹 
인서트를 콘크리트침목 매립전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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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존 침목 매립전 그림 13. 세라믹 인서트 침목 매립전

도표 2. 콘크리트침목 매립전으로 활용 시 항목별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세라믹 인서트 기존 매립전

재질 고순도 알루미나 세라믹 Polyamide

구조성

•고순도 알루미나 재질로 강재 2배 이상 강도
•세라믹 재질이 1600℃이상의 고온에서 생산되는 
높은 용융점을 갖는 특성으로 고온에서 변형 파괴
가 발생하지 않는 고내화성확보 (화재의 방재안전 
확보)

•삽입 깊이가 짧아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손실을 
최소화함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이 탁월하고, 강성이 커 
 철도 반복하중에 대한 성능이 탁월함 

•수분침투에 의한 동결파괴가 우려됨 
•강성이 약해 구조성능이 떨어짐
•삽입 깊이가 길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손실
이 큼

내구성
•부식이 전혀 없어 콘크리트 파괴 시까지 영구 
보장

•이종 금속간 전식에 의한 부식이 없음
•수분의 동결융해로 인한 매립전의 하자발생 가
능성이 없음

•콘크리트와 매립전의 부착 문제와 공극으로 
인해 내구성 저하가 예상됨  

•매립전에 수분 침투 시 동결파괴의 가능성 
있음

유지보수 •필요 없음 (장치교체 시 볼트만 교체하므로 유
지 보수비가 저렴)

•노후 볼트 교체 혹은 하자 발생 시 침목 전
체를 바꾸어야 하므로 유지보수비가 고가임

시공성
•세라믹 제품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이 탁월함
•강성이 크므로 볼트 체결 시 토크를 많이 줄 
수 있어, 볼트 풀림을 예방할 수 있음

 

•매립전의 크기가 크고 외부의 나사선 홈에 
 의해 콘크리트 타설 시 공극으로 인한 하자 
발생 가능성이 있음 

•매입전의 나사선의 강성이 취약하여 나사 
 스파이크 설치에 의한 파괴가 우려됨

절연성 •전기저항이 완벽한 애자성분으로 절연성을 확
보함 •절연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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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기부상열차의 전자석 고정용
세라믹 인서트는 높은 절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연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장치 시설에 적용

할 수 있고 또 금속볼트, 철근 등과의 접촉에 의한 전식(이종 금속간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다. 때
문에 그림 14에서와 같이 자기부상열차의 전자석 고정 장치로 활용할 경우에 그 효과가 탁월하다. 일본
에서는 현재 많은 자기부상열차 운행구간에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를 전자석 고정 장치로 활용하고 있
다.

그림 14. 자기부상열차의 전자석 고정용

3.4 터널 내부 부대시설 설치용
일반적으로 터널 내부에는 그림 15와 같이 각종 송전관, Pipe, 전기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의 설치가 

필요한데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시설들을 쉽고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어서 시공
의 편리를 도모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는 1600℃의 고온에
도 아무런 문제없이 견딜 수 있는 높은 내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재에 의한 방재기능이 요구되는 
터널구조물에 적용할 경우에 최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는 삽입 깊
이가 짧아서 콘크리트 내부 철근과의 간섭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고절연성 효과 때문에 이종 금속간 전
식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림 15. 터널 내부 부대시설 설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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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철도교 가설동바리 설치용
철도교량을 시공할 때에는 흔히 그림 16에서와 같이 가설동바리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설동바리 

설치를 위하여 흔히 콘크리트구조물 내부에 인서트를 설치한다. 그런데 기존에 흔히 사용하는 철재 인
서트는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발생하여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일체성이 떨어지고 또 열화에 의하여 콘크
리트구조물에 악영향을 일으킨다. 반면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일체성이 좋을 뿐더러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부식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에 추후 교량 유지보수 시
에 교량 시공 초기에 설치한 세라믹 인서트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16. 철도교 가설동바리 설치용

4. 결론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는 고강도, 고내식성, 고내화성 및 고절연성 특징을 갖고 있어서 전차선 매립

전, 콘크리트침목 매립전, 자기부상열차의 전자석 고정 장치, 터널 내부 부대시설 설치용 및 철도교 가
설동바리 설치용 등 용도로 철도구조물의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경우 기존의 매립전이나 인서트
에 비해 적용 효과가 월등히 좋다.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는 일본 철도구조물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또 
이미 충분히 검증을 받은 제품인 만큼 국내에서도 앞으로 철도구조물의 여러 분야에 세라믹 인서트 및 
앵커를 폭넓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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