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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eel bar is used for as a reinforcing material in a concrete slab track. Bacuase the steel re-bar could provide passes 

for current transition, all the cross points of steel re-bars should be insulated by using plastic materials. This is 

due to the loss of signal intensity of track-circuit. In this study, GFRP bars are adopted in place of the traditional 

steel reinforcing bars for a concrete slab track to minimize the loss of the signal intensity. In order to evaluate 

the replacing effect on eletrical characteristic of slab track, measurements of surface resistivity are conducted on 

steel and GFRP reinforced precast slab tracks. In the results, the GFRP reinforced slab strack shows the higher 

resistivity than the steel reinforced slab track.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GFRP보강근의 절연 특성이 고속철도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의 철근으로 인한 신호전

류의 손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GFRP 보강근은 기존의 철

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을 대치하기에 충분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절연체이기 때

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궤도 및 프리캐스트 슬래브 궤도의 절연작업을 최소화하며 

철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절연작업 최소화는 새로운 부가가치로써, GFRP 보

강근의 높은 재료비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꾀할 수 있다. 현재 삼표 E&C와 본 논문의 

저자들은 기존에 개발한 프리캐스트 슬래브 궤도의 성능개선과 생산원가의 절감을 위하여 GFRP를 적

용한 프리캐스트 슬래브 궤도를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에 절연체인 GFRP를 보강재로 활용하는 것이 슬래브 궤도의 신

호전류 저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토목 및 건축분

야에서 비파괴 검사방법으로 활용되는 콘크리트 표면저항실험방법을 적용하여 절연체인 GFRP 보강근

과 철근이 보강되었을 때 표면저항치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2. 콘크리트슬래브궤도 철근보강으로 인한 문제

그림1은 현재 삼표 E&C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고속철도용 프리캐스트 궤도 슬래브의 내부 

철근조립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과 같이 모든 철근의 접합부에는 절연호스를 이용하여 종 및 철근

을 전기적으로 절연하였으며, 철근의 결속선도 일반 강선을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 결속선을 사용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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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 표면저항시험의 개요와 이헝철근의 영향

콘크리트 표면전기저항 측정방법 및 장비(그림 3 참조)는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의 부식상태를 측정하

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며, 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비파괴 상태 평가방법이다. 표면전기저항법은 4 전극

방식의 Wenner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4개의 전극을 동일한 간격으로 유지하고, 외부 두 개의 전

극에 미소교류전류(I)를 통과함으로써, 내부 2개의 전극에 발생하는 전위차(V)를 측정하여 저항치를 결

정한다(그림 2 참조). 콘크리트의 표면저항로부터 부식정도의 평가는 도표 1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콘크리트표면저항 측정방법을 통해 GFRP 보강근의 보강에 따른 콘크리트 슬

래브궤도회로의 신호전류감소 방지효과를 간접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소형석[1]과 Sengul and GrΦ

rv[2]은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보강된 이형철근이 콘크리트 표면저항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분

석하였다. 소형석[1]은 표면저항측정시 철근이 그림 2와 같이 회로를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engul and GrΦrv[2]은 철근의 깊이를 변수로 그 영향을 실험하였으며, 철근의 존재가 저항치를 감소시

킨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전극의 간격과 내부 철근의 깊이가 일치할 때 가장 큰 저항치의 감소

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에 보강된 

GFRP 보강근은 상대적으로 철근보강에 비하여 표면저항치를 증가시키게 되며, 이를 통해 GFRP 보강근

의 절연효과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GFRP 보강근의 절연효과 

검증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림1. 콘크리트슬래브 궤도 절연현황                   그림2. 철은으로 인한 전류간섭

         도포 1. 철근부식평가 기준

Resistivity, (kΩ-cm) Corrosion rate

<5 Very high

5 to 10 High

10 to 20 Low/moderate

>20 Low
       

                                                    그림3. 표면전기저항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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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리캐스트 슬래브궤도의 표면저항측정

4.1 실험개요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실제 슬래브의 배근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작된 프리캐스트 슬래

브 궤도의 표면저항치 측정을 통해 GFRP 보강근의 절연효과를 검증하였다. 현재 삼표 E&C에서는 기존

에 철도기술연구원과 2006년 개발한 고속철도용 프리캐스트 슬래브 궤도의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한 연구의 일환으로 절연개소를 획기적으로 줄인 GFRP 보강 프리캐스트 슬래브를 자체개발하고 있으

며, 구조적 성능검증을 위한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실험체를 대상으로 표면저항치

를 측정하였다. 

 그림 4는 실험체에 삽입될 보강근의 조립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체에 사용된 보강근은 국내 D

사에서 생산된 GFRP 보강근으로 표면에 섬유가 감겨져 있는 제품이다. 실험체는 궤도슬래브의 단부(이

하 슬래브 단부 실험체라함)만을 포함한다. GFRP 보강근은 슬래브 단부 실험체의 상부 및 하부에 5개

씩이 횡방향으로 보강되어 있으며, 덮개는 35mm이다. 또한, 다수의 이형 철근이 종방향으로 배근되어 

있으며, 덮개는 50mm이다. 콘크리트의 수분 및 배합 등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일한 한 개

의 슬래브 단부실험체에서 철근과 GFRP 보강근에 의한 표면저항치를 모두 측정하였다. 측정은 그림5와 

같이 GFRP 및 이형철근이 배근되어 있는 위치의 상부 표면에서 각각 6회에 걸쳐 측정되었다. 

   

그림 4. GFRP 일부보강 슬래브궤도 시험체                그림 5. 표면저항측정 방법

4.2 측정결과 

그림 6은 표면저항측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형철근의 결과가 3.6kΩ-cm, GFRP 보강근의 결과가 

4.4kΩ-c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철근의 표면저항치가 18%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이가 단일보

강근 실험의 결과 보다는 크지 않다. 이는 장비의 전극의 간격이 고정되어 있는 것과 다양한 직경의 보

강근이 다수 존재함으로 측정에 간섭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즉, 이형철근을 GFRP로 치환함으로써 표면저항치가 약 18% 증가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GFRP 보강근의 절연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고속철도용 프리캐스트 슬래브 궤

도의 보강근의 구조적 주철근과 배력철근 중 일부를 GFRP 보강근으로 치환함으로써, 절연개소를 획기

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건비의 절감과 제작 소요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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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표면저항측정 결과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콘크리트 궤도슬래브의 철근으로 인한 궤도회로의 신로전류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GFRP 보강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의 개발을 위하여 GFRP 보강근의 절연성능에 따른 개선효과에 대한 

실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단일보강근 실험체와 프리캐스트 슬래브궤도 실험체 내부 철근이 GFRP로 

치환되었을때 콘크리트 표면저항측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철근의 결과와 비교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적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GFRP가 보강된 프리캐스트 슬래브 궤도 실험체의 표면저항치를 측정한 결과로부터, 종방향 이형

철근에 의한 간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FRP 보강근 상부표면의 저항치가 이형철근 상부표면의 저항

치에 비하여 18%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GFRP 보강 프리캐스트 궤도 실험의 결과로부터, GFRP 보강근을 이형철근의 일부만을 대치함으

로써, 고속철도 궤도회로의 철근으로 인한 신호전류의 손실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GFRP 보강근이 절연체이므로 배력철근의 일부를 대치함으로써, 기존 궤도의 절연작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 보강효과를 유지하면서 절연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GFRP 보강근의 보강

상세는 구조해석과 비용분석을 통해 향후 제시될 것이다

(3) 본 연구의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이며, 정확한 GFRP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고속철도 건설시방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험방법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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