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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인서트앵커 적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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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라믹 앵커･인서트는 고순도 알루미나(Al2O3)를 사용

하여 제작된다. 세라믹은 뛰어난 절연성을 확보하여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식(전해부식)의 방지가 가능하며 습윤환

경, 염해환경 및 화학적 침식환경에서도 뛰어난 내식성능

을 발휘한다. 더욱이 1600℃에서 제조하는 공정 특성으로 

높은 용융점을 확보하여 고온에서 변형 및 파괴가 발생하

지 않는 고내화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각

종 건설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또 현재 일본에서는 활

발히 사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세라믹의 재료적 특성

을 언급하기보다는 고순도 알루미나(Al2O3)을 이용하여 

만든 세라믹 앵커･인서트에 대한 국내 건설현장에서의 활

용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2. 제조공정 및 특장점

2.1 제조공정

세라믹 앵커･인서트 제품은 도자기를 굽는 가마와 유

사한 고로에서 1600℃이상의 고온으로 제작되어지며 공

정은 표 1과 같다.  

2.2 세라믹 앵커ㆍ인서트의 특장점

2.2.1 고강도특성, 고내화학성 및 고내식성

먼저, 세라믹 앵커･인서트는 뛰어난 강도성능을 확보

함으로써 그 활용범위가 넓고 기존의 건설재료와 비교하

여 보다 큰 하중저항 성능을 가질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세라믹의 강도가 1961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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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조공정

공정 공정명 관리 항목 및 내용

성형압
결  정

Step01 원료수입 • 성분, 입도분포, 부피, 밀도 검사

Step02 성형ᆞ소성 • 성형압력

Step03 선행검사 • 나사부, 치수 외관 등 검사

성  형
소  성
검  사
조  립

Step04 성형 • 선행 공정에서 결정한 압력을 통한 성형

Step05 외관검사 • 성형체에 대한 본체파손ᆞ균열 등 검사

Step06 소성 • 고온고로를 통행 소성

Step07 외관검사 • 소성체에 대한 본체파손ᆞ균열 등 검사

Step08 시험 • 나사검사, 치수검사, 나사산전단강도 시험

Step09 조립 • 조립

Step10 최종검사 • 파손, 비틀림, 접착부 틈새 등 검사

Step04 성형 Step06 소성 Step08 시험 Step09 조립

MPa

그림 1. 세라믹 매립전의 강도특성 그림 2. 산･알카리 침식시험

로 일반강재(981MPa)나 콘크리트(33.8MPa)에 비해 현

격히 뛰어난 강도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뛰어난 강도특

성으로 인해 세라믹 앵커･인서트를 사용하는 경우 본체구

조물의 파괴가 발생하기 전에 앵커･인서트의 파괴는 발생

하지 않으며 전차선 매립전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 매립전

과 비교하여 크기와 매입길이를 현격히 경감할 수 있어 

시공간섭이나 시공오차를 개선할 수 있다. 앵커･인서트 

내부의 나사선 강도가 여타 재질의 강도보다 우수하여 설

치토크의 제한이 적어 시공성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2는 탄소강 제품, 스테인레스강 제품 및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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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염해폭로시험

사진 2. 전기절연특성을 활용한 세라믹 인서트 적용
제품을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72시간동안 산성용액과 알

카리성 용액에 침식시킨 후 용해량을 나타낸다.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일반강재 제품보다 3~250배 높은 내화학성

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세라믹계 매립전은 고내식성능 

및 내화학성 확보가 가능하다. 재질의 99%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고순도의 알루미나(Al2O3) 특성으로 인해 강 재

질이나 합성수지 재질보다 현격히 높은 내화학성 및 내식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사진 1은 염해환경인 해양비말대에서 염해폭로시험을 

통해 세라믹 앵커･인서트의 내식성을 확인한 실험이다. 

세라믹계, 일반강재 및 스테인레스 스틸 매립전을 15개월

간 비말대에 거치시켜 염해에 의한 부식정도를 검사하였

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강재 제품은 부식열

화에 의한 손상이 심각하고 스테인레스 제품은 부분적인 

열화가 진행된 반면 세라믹계 제품에는 부식진행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이러한 세라믹 앵커･인서트의 고내식성 및 

내화학성특성을 활용하여, 일반강 제품을 적용할 경우 염

해에 의한 피해로 유지보수 기간이 짧고 유지관리비용이 

높은 하천 및 해양구조물에 세라믹 앵커･인서트를 적용하

는 것이 적합하다. 아울러 내화학성을 요구하는 하수처리

시설물과 정수장 등의 상하수도 구조물에 적용함으로써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2.2.2 전기절연성

세라믹 앵커･인서트는 고순도 알루미나(Al2O3)를 사용

하여 제작됨에 따라 뛰어난 전기절연성을 갖게 된다. DC 

500V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을 평가하는 경우 100㏁이

상의 수치를 나타내어 10㏁이상의 절연저항을 확보해야 

하는 절연체로써의 성능을 확보한다. 이러한 전기절연성

은 강재 매립전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종 강재사이

의 접촉부식(전해부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전기절연성이 

요구되는 지하철, 경량전철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일

본에서는 이미 모노레일, 경량전철 구조물 등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영종도 자기부상열차에 적

용하고 있고 사진 2는 전기절연특성을 활용한 세라믹 인

서트 적용사례이다. 또한 지금 계획중인 경전철의 제3궤

도 매립전에 고강도 특성과 절연특성을 활용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2.2.3 고내화성

세라믹 앵커･인서트는 세라믹 재질 특성으로 인해 고

내화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1600℃이상의 고온에 성형되

는 제품으로써 높은 용융점을 확보하여 고온에서 변형 및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고내화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72       자연,터널그리고
지하공간

표 2. 세라믹 앵커･인서트의 특장점

특 성 항 목 세라믹 앵커･인서트 특장점

고강도

• 강재보다 2배 이상의 강도를 가진 우수한 재질의 건설재료로 구조성능이 탁월하다. (실제 실험에서 Ф16mm의 세라믹 앵커 매립

시 구조성능은 21ton 이상 견딤)

• 콘크리트에 매입시 콘크리트가 파괴되기 전 세라믹인서트의 파괴는 발생하지 않는다.

• 강성이 크므로 볼트의 체결시 토크를 많이 줄 수 있어, 볼트 풀림을 예방할 수 있다.

고내화학성 및 

고내식성

• 높은 내식성 및 내화학성을 확보하여 해양환경 및 습윤환경에서 탁월한 부식저항성 발휘가 가능하여 해양항만 구조물 및 하천 구

조물의 내구성 증진에 기여한다.

• 내화학성이 요구되는 상하수도 지하구조물 등에 활용성이 높다.

전기절연성 • 절연저항 100㏁이상으로 접촉부식(전해부식)이 원천 차단되며 절연구조물에 활용성이 높다.

고내화성 • 용융점이 높은 세라믹 재질로서 방재구조물에 적용성이 뛰어나다.

기  타

• 콘크리트와의 부착성이 뛰어나므로 콘크리트와 일체성이 탁월하여 수분이나 기타 오염물질의 침투가 차단되며 반복적인 동결융해 

작용 등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 일반 KS규격의 볼트를 사용하므로 적용성 및 유지보수가 수월하다.

그림 3. 세라믹 인서트 형상(선부착 공법) 그림 4. 세라믹 앵커 형상(후시공 공법)

특성을 반영하여 화재에 대한 방재기능이 요구되는 지하

구조물 및 터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2.4 세라믹 앵커･인서트의 특장점 요약

위에서 열거한 세라믹 앵커･인서트의 특성을 고려한 

대표적인 특장점은 표 2와 같다.

3. 세라믹 앵커･인서트 제품 형상 및 시공개요

3.1 세라믹 앵커･인서트 제품 형상

세라믹 앵커와 인서트의 제품구성은 그림 3~4와 같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되는 세라믹 인서트는 선부착공

법으로 콘크리트 타설 전에 볼트고정 방법이나 탭고정 방

법을 이용하여 거푸집에 시공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세라믹 앵커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천공후 정

착제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후시공 공법에 주로 이용된다.

3.2 세라믹 앵커･인서트 시공순서

세라믹 앵커･인서트의 고정방식 및 시공순서는 그림

5~6과 같다. 세라믹 인서트의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다

양한 고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고정방식에 따라 시

공순서가 다소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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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라믹 앵커･인서트 적용사례

• 터널 내부 송전관, Pipe, 전기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설치용

• 지하공동구 내부 송전관, Pipe, 전기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설치용

• 지하도로 PC 구조물 고정 장치

그림 5. 세라믹 인서트 고정방식 종류

그림 6. 세라믹 인서트 시공순서(볼트고정식)

그림 7. 세라믹 앵커 시공순서

그림 5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세

라믹 인서트 고정방식을 보여주며 그림 6은 표준타입인 

볼트고정식의 시공순서이다. 볼트체결 작업공간 제약이 

있는 경우 탭고정식을 적용하여 활용도와 시공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천공후 정착제를 이용

하여 시공하는 후시공 공법의 시공순서는 그림 7과 같다.

4. 적용대상

적용사례의 경우 국내는 도입 단계이므로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하고, 적용사례는 표 3과 같으며 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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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라믹 앵커･인서트 적용사례(계속)

• 자기부상열차의 전자석 고정용(일본, 영종도)

• PSC교량 가설동바리 장치

• 활주로 콘크리트상판 고정 장치

• 사장교케이블 가이드파이프 고정장치(인천대교)

• 하천 및 해양구조물(Marine Fender 등)  

그림 8. 프리캐스트 쉴드터널 설치시공

드 터널의 프리캐스트 구조에 설치되는 세라믹 인서트의 

설치공정은 그림 8과 같다.

5. 세라믹 인서트의 구조성능 적용성 검토
(철도침목 매립전)

세라믹 인서트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가지는 구조성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라

믹 인서트의 구조성능 파악을 위하여 세라믹 인서트 M16, 

M20, M24제품에 일반볼트,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였을 

경우로 나누어 극한인발력을 검토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

의 구조성능을 요구하는 콘크리트 침목용 매립전 구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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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공실적(일본)

구조물 종류 과    업    명 적   용   시   기

공동구

센다이 북부 공동구 2003년 10월

센다이 동부 공동구 2003년 12월

카스가이 공동구 2001년 10월

후쿠오카 202 호외 환상 공동구 2004년 10월

신스기타 공동구 2005년 05월

도쿄 디즈니랜드 간선공사 2005년 12월

G07044 엑세스 철도 공동구 2005년 09월

오사카북 공동구 2009년 12월

302호 녹지 공동구 2009년 12월

이소고 화력선일부 교환공사 2010년 02월

가스도관 동서연계 가스도관 신설공사 2003년 10월

도로터널

수도고 중앙 순환 신쥬쿠선 2002년 10월

수도고중앙 순환 시나가와선(북쪽행) 2007년 02월

아키타 중앙도 2003년 10월

교토 신주조도리 2005년 09월

한신 고속 야마토강 쉴드(shield) 터널 2009년 12월

오사카부 야마토강 램프 쉴드(shield) 2009년 08월

지하철 센다이시 지하철 동서선 2008년 07월

하수도
타마가와 상류 연락관 2004년 06월

기타타마 미나미타마 쉴드(shield) 2009년 02월

발전소 하쿠원자력 발전 방수로 2004년 04월

표 5. 시공실적(국내)

구조물 종류 과    업    명 시   공   시  기

교 량
인천대교 사장교용 2008년 12월

부산화명대교 가판대용 2009년 05월

자기부상열차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시범노선 2010년 10월

표 6. 철도 콘크리트 침목용 매립전 성능기준

구       분 제품성능기준

1) 한국철도표준규격 60kN의 정하중 재하 후 3분 유지시 인서트 자체결함 및 균열과 주변 콘크리트의 균열 안정성 확보

2) 콘크리트침목 표준규격서 매립전 인발시험시 30kN에서 균열이 없어야 하며 50kN까지 저항성능확보

※ 참조 : 1) 한국철도표준규격(KRS TR 0014-09 레일체결장치), 2) 콘크리트침목 표준규격서(서울메트로)

능 기준과 비교 검토하였다. 콘크리트 침목용 매립전의 

성능기준은 표 6과 같다.

5.1 세라믹 인서트 설치부 파괴형상

세라믹 인서트설치 시 파괴형상은 표 7과 같으며 일반

적으로 세라믹 인서트의 고강도 특성에 따른 콘크리트 파

괴와 앵커볼트파괴에 의해 인서트 규격이 결정된다.

5.2 세라믹인서트 구조성능 검토

5.2.1 일반볼트(SS400) 적용시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재질(SS400) 앵커볼트를 

적용하는 경우 제품성능기준 60kN을 만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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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세라믹 인서트 설치부 파괴형상

파괴 형상

▪ 인서트 설치부의 파괴는 다음 세가지 형태로 나타남

 ① 앵커볼트 파괴  

 ② 콘크리트 파괴

 ③ 인서트 파괴

▪ 세라믹인서트 강도는 1961MPa 이상으로 자체파괴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음

➜ 적용 세라믹 인서트의 크기는 앵커볼트의 크기와 콘크리트 강도에 의해 

결정됨

표 8. 일반볼트의 항복하중

구  분 M16 M20 M24 비   고

항복하중(kN) 48 75 109 재질 SS400

표 9. 일반볼트(SS400) 적용시 세라믹 인서트 매립전 사용가능 범위

L :  매입깊이            mm

Le : 유효매입깊이       mm

D : 인서트의 외경      mm

Ac : 콘크리트파괴면 면적  mm2

Fc :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 MPa

구 분 M20 M24

L(mm) 91 93

Le(mm) 75 72

D(mm) 42 50

Ac(mm
2
) 27567 27596

극한인발력

(kN)

Fc M20 M24

50 61.0 61.1 

60 66.8 66.9 

M20이상을 적용해야 하므로 세라믹 인서트의 직경도 Φ
20mm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M20과 M24 제품의 사용가

능 조건은 표 9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다.

5.2.2 고장력 볼트 적용시

표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장력 볼트를 적용하는 경

우 제품성능기준 60kN을 만족하기 위하여 M16, F8T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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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고장력 볼트 M16의 강종에 따른 항복강도

구  분 F8T F10T F13T 비고

항복하중(kN) 129이상 181이상 235이상 -

항복강도(MPa) 640이상 900이상 1170이상 -

인장강도(MPa) 800~1000 1000~1200 1300~1500 -

표 11. 고장력 볼트 적용시 세라믹 인서트 매립전 사용가능 범위

구     분 M16

L(mm) 80

Le(mm) 66

D(mm) 34

Ac(mm2) 20735

극한인발력
(kN)

Fc M16

40 61.1

45 64.8

48 66.9

50 68.3

을 적용해야 하므로 세라믹 인서트의 직경 Φ16mm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표 11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침목의 콘크리강도 

50MPa ~60MPa 적용시 Φ16mm이상의 세라믹앵커를 적

용하면 콘크리트 침목 매립전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5.3 세라믹 인서트의 구조성능 적용성 검토결과

세라믹 인서트의 구조성능을 콘크리트 침목 매립전 기

준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볼트 적용시 직경20mm이상의 

인서트를 적용하면 충분한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실제로 직경이 더 작은 인서트를 적용할 수 

있으나 볼트파괴의 제한으로 인서트의 크기도 직경20mm

이상 적용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장력 볼트

를 적용하여 볼트파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직경16mm

의 인서트를 적용하여도 콘크리트 침목 매립전 기준을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침목 매립전의 매입길이

와 직경이 각각 145~160mm, Φ24mm임을 감안하는 경

우, 세라믹 인서트를 적용함으로써 매입길이와 직경을 상

당한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현재 

사용 매립전보다 작은 크기의 제품으로 높은 수준의 강도

성능을 요구하는 콘크리트 침목 매립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여타의 공사에서도 높은 적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6. 결론

현재 설계･시공 되어지고 있는 구조물(강구조물 및 콘

크리트 구조물)은 설계 및 시공기술의 향상으로 기본적인 

내구성능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구조물 자체

에 대한 다양한 내구성 개념 및 VE기법을 적용하여 Life 

Cycle에 맞춘 구조물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 설계기법들을 통해 제시된 유지

관리 및 내구성 향상 방안들이 본체구조물에만 적용되어

지고 있어, 구조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되는 다양한 부대시설물과 부속시설의 하자발생으로 인

해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예측된 관리비용보다 큰 비용손

실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하자발생 중 많은 부분은 부대시설 및 부속시설

과 본체 구조물의 연결부에서 나타난다. 설계자나 시공자

의 부속시설물 설치･시공에 대한 관심도가 본체 구조물 

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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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전차선 매립전 적용의 경우

기존 전차선 매립전 세라믹 인서트 

• 합성수지와 콘크리트는 완전 부착이 되지 않아, 철근을 인서트 주변
에 보강하고 콘크리트 타설 중 변위를 예방하기 위한 철근과 인서트
간에 용접작업이 필요함
→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위치 변동, 회전 변형이 

발생하여 하자 발생 가능성 상존
→ 거푸집 내에 구근 철근이 타설된 상태에서, 좁고 높은 고도 공간

에서 인서트 철근의 용접 시행하는 불편함 발생(설치비가 많
이 듬)

• 세라믹 인서트는 거푸집에 직접 강결합하고, 거푸집 설치 및  철근시
공 시 볼트체결만 시행하면 되므로, 별도의 시공비가 발생하지 않고 
작업이 간편함

• 합성수지 인서트는 자체 강도가 약하고 크기가 크며 삽입 깊이가 깊
어(15cm 내외), 철근과의 간섭발생으로 실제 매립전 정위치 시공을 
위해서는 철근의절단, 위치변경이 동반되어 구조물품질 저하 가능성
이 상존

• 세라믹 인서트는 기존 매립전에 비해 작은 직경으로 구조성능을 발휘
할 수 있으며  5~9cm 정도의 매입길이면 충분하므로 철근 간섭이 거
의 없음

• 매립전 시공을 위해 철근용접 작업시 합성수지 매립전이 녹는 문제점
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

• 세라믹 재질로 해당사항 없음

• 전차선의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다른 위치에 천공하여 새로운 매립
전을 시공하여야 함

• 세라믹 인서트의 고강도 특성으로 인해 인서트 파괴 확률이 매우 낮
고 교체시 볼트교체만으로 보수가 가능

• 합성수지 인서트의 경우 하자 발생하여 재시공시 천공 및 케미칼앵커 
시공 후 이중절연장치가 필요함

• 세라믹 인서트 자체가 강성과 절연성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처리가 
필요 없음

세라믹 인서트 전차선 매립전 특장점
• 세라믹 인서트를 이용한 매립전은 전동차에 고압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을 견고히 지지하는  시설물로써 전차선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

수함
• 기존 매립전 시공시 필요한 용접이 불필요 하며, 용융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불량의 우려가 없음
• 재료비 측면뿐만 아니라 설치비와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보수공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기존 매립전 사용시 필요한 절연장치의 추가 시공이 불

필요
• 지하구조 설치위치 특성상 내식성 및 내화성에 우수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전해부식의 완벽한 차단이 가능

조물에 적용하고 있는 연결부품에 의한 하자가 주요원인

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터널 및 지하철 구조물에서 많

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매립전은 합성수지와 강재코일로 

구성된 제품과 강재질의 제품 등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

다. 이러한 재질의 제품들은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재부식, 설치부위의 수분침투와 반복적인 동결융해 작

용에 의한 파손이 발생하고 하자발생시 별도의 위치에 재

시공하여야 하므로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이 낮아지게 된

다. 세라믹계의 매립전은 고순도 알루미나(Al2O3) 재질로

써 콘크리트 구조물과 일체성이 뛰어나고 고강도를 발현

하는 동시에 뛰어난 내구성능, 내화학성, 전기절연성 및 

부식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매립전의 문제점을 대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고에서는 고순도 알루미나(Al2O3)를 사용하여 제작

되는 세라믹 앵커･인서트의 특성과 적용성을 확인하고 활

용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세라믹 재질의 매립전 다양한 

활용을 통해 구조물의 유지관리성과 내구성 확보에 도움

이 되길 바란다.

끝으로 세라믹 인서트･앵커의 매립전 적용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현재 사용중인 전차선 매립전과 콘크리트 침목 

매립전을 세라믹 인서트 매립전으로 사용할 경우 각각 특

장점을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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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콘크리트 침목 매립전 적용의 경우

구 분 기존 매립전(SDU25,polyamide) 세라믹 인서트 

재질 Polyamide 고순도 알루미나 세라믹

항목
별평
가

구조성

• 수분침투에 의한 동결파괴가 우려됨 
• 강성이 약해 구조성능이 떨어짐

• 고순도 알루미나 재질로 강재 2배이상 강도(Φ 16㎜의 세라
믹 인서트 매립시 구조성능은 하이텐션 볼트사용시 21ton 
이상 견딤)

• 세라믹 재질이 1600℃이상의 고온에서 생산되는 높은 용융
점을 갖는 특성으로 고온에서 변형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고
내화성 및 탁월한 부식저항성을 확보 하고 있슴 (화재의 방
재안전 확보)

• 삽입 깊이가 짧아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손실을 최소화 함  
•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이 탁월하고, 강성이 커 철도 반복하

중에 대한 성능이 탁월함 

내구성
• 콘크리트와 매립전의 부착 문제와 공극으로 인해 내구성 저

하가 예상됨  
• 매립전에 수분 침투시 동결파괴의 가능성 있음

• 부식이 전혀 없어 콘크리트 파괴시까지 영구 보장
• 이종 금속간 전식에 의한 부식 없음
• 수분의 동결융해로 인한 매립전의 하자발생 가능성이 없음

유지
보수

• 노후 볼트 교체 혹은 하자 발생시 침목전체를 바꾸어야 하므
로 유지보수비가 고가임

• 필요 없음 (장치교체시 볼트만 교체하므로 유지보수비가 
저렴)

시공성

• 매립전의 크기가 크고 외부의 나사선 홈에 의해 콘크리트 타
설시 공극으로 인한 하자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매립전의 나사선의 강성이 취약하여 나사 스파이크설치에 
의한 파괴가 우려됨

• 세라믹 제품으로 콘크리트와 부착이 탁월함
• 강성이 크므로 볼트의 체결시 토크를 많이 줄 수 있어, 볼트 

풀림을 예방 가능

절연성 • 절연성이 높음 • 전기저항이 완벽한 애자성분으로 절연성을 확보함 

세라믹 인서트 콘크리트 침목 매립전 특장점
• 세라믹 인서트는 콘크리트와의 부착성이 좋아 침목과의 일체성이 좋고, 크기가 작아 침목구조에 유리
• 세라믹 인서트는 내구성이 좋아 체결구 교체시 볼트교체만으로 쉽게 교환 가능
• 강성이 좋아 반복하중에 의한 내구성이 탁월하며, 콘크리트와 일체성이 탁월하여 침목 구조 하자발생이 적고, 수분 침투 등에 의한 동결 파괴의 

염려가 없음
• 구조물 전식이 발생하지 않고, 내화성이 좋아 방재에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