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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F 시험을 통한 KTX 윤축베어링의 분해 정비 주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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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KTX wheelset bearings have thus far been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tenance system of French national railway 
company, SNCF. The overhaul cycle time (OCT) of KTX wheelset bearings is now 1.4 million km in mileage. This value, however, has 
not been validated in Korea that has much different railway environments with France. In fact, it is impossible to validate OCT of 
wheelset bearings directly because they are disassembled and cleaned only when some faults are detected. In this paper, the accuracy of 
the current OCT value was evaluated indirectly b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grease lubricants on the bearing life. Five grease samples 
(one new and four aged greases) were used in this study. Four aged greases of different conditions were obtained from four wheelset 
bearings whose mileages were about 0.3, 1.2, 1.3, and 1.8 million km, respectively. Each grease sample was then injected into the RCF 
(Rolling Contact Fatigue) tester and fatigue lifetime was experimentally estimated. In addition, the wt% of Fe in each grease sample was 
analysed. The experiment results reveal that the bearing lifetime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mileage of grease sample while the wt% 
of Fe increases with the mileage of grease sample.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urrent OCT value is 
appropriate for the first overhaul of wheelset bearings. However, further validation is required to determine the second and third OCT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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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4년 4월 개통된 KTX 고속열차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시켜 사회, 경제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아주 작은 기술적 

결함이 고속열차의 운행에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

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속열차 전반에 걸쳐 철저

한 유지보수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고속차량의 정기검수 유지보수 방법에는 경정비, 중정

비, 그리고 주요장치별 예방정비방법인 부품분해정비 

TBO(Time Between Overhaul)가 있다. 현재는 KTX 도입

국가인 프랑스의 국영철도운영기관 SNCF (Sociéetée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cais)가 제시한 유지보

수 체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속열차 윤축베어링의 고장감지를 위하여 KTX의 

경우 선로변에 차축온도검지장치를 고속구간 30 km마

다 설치하여 베어링의 온도를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차축온도검지장치의 고장분석기록을 보면 2005년 3월 

18일부터 2015년 5월 20일까지 356회 발생하여 윤축베

어링 이상이 차량 정비 및 영업운행 지연의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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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KTX고속열차의 윤축베어링 부품분해정비 주

기는 운행거리 기준 140만 km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유지 보수 주기는 SNCF의 유지 보수 체계

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철도 운행 환경이 많이 다른 

국내에서 그 타당성이 검토된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 

140만 km가 적정 교체주기인가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 
한번 윤축베어링을 분해하게 되면 부품 세척 후 신

품 구리스를 충진하여 재조립하기 때문에 동일한 윤축

베어링의 상태를 운행거리 별로 지속적으로 관찰 검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는 운행거리가 각기 다른 윤축베어링에서 채취된 구리

스들의 상태를 실험적으로 분석하여 윤축베어링 분해

정비 주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KTX 고속열

차의 특성 상 윤축베어링 구리스의 실장 테스트는 불

가능하므로, 간접적으로 구름접촉피로(RCF) 시험기에 

운행거리 별로 채취된 구리스를 충진한 후 시험편에 

결함이 발생하는 시점(G센서값이 설정값을 벗어나는 

시점)을 파악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운행거리 별 구리

스 특성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RCF 시험과 별개로 각각의 구리스 샘플에서 

베어링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물질 중의 하나

인 철분(Fe) 함유량을 측정하여 운행거리와의 상관관

계를 비교분석하였다.

2. KTX 윤축베어링

2.1 KTX 주행장치의 구조

KTX 주행장치의 주요 구성요소인 대차는 편성별로 

총 23개로 구성된다. 견인전동기에 의해 동력이 차륜

으로 전달되는 동력대차가 전후에 3개씩 6개로 구성되

며, 나머지 17개는 동력이 없는 순수 객차 대차이다.
1개의 동력대차 및 객차 대차에는 4개의 윤축베어링

이 조립되어 있어, 1 편성은 총 92개의 윤축베어링으로 

구성된다.

(a) (b)

Fig. 1. KTX railway bogies : (a) power bogie, (b) passenger 
bogie.

2.2 KTX 윤축베어링의 구조

일반적으로 베어링의 90%는 기계 수명까지 교체 없

이 사용되며, 약 9.5%는 예방유지보수로 결함 도달 전

에 교체되며, 약 0.2~0.5%가량이 운영 도중 실제 파손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X 윤축베어링은 Fig. 2(a)와 같이 카트리지(catridge) 

타입으로 2개의 테이퍼롤러 베어링, 외륜과 내륜의 구리

스 보호를 위한 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제조사 별로 

베어링의 롤러 개수는 상이한 데, TIMKEN사 23개, SNR
사 21개, KTX-산천 NSK사 20개의 롤러가 각각 조립되어 

있다.
베어링 내부의 구리스가 외부로 비산 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비접촉 형태의 씰과 디플렉터로 구성되

는 미로형 구리스 씰(labyrinth seal)을 사용하고 있다. 
베어링 내부에는 4개 제작사(TIMKEN, SNR, SKF, 
NSK) 별로 동일한 구리스(Shell Nerita 2858)를 주입하

여 사용하며 최고 운행속도는 300 ㎞/h이다. 베어링 케

이지(cage)는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단지 구동면상에 

놓여있는 롤러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만 

수행한다1).

(a) assembled view

Part 
name Outer race Inner race Seal Backing 

ring Deflector

Detailed 
shape

Quantity 
of parts 1 2 2 1 2

(b) exploded view

Fig. 2. KTX wheelset 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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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KTX Sancheon
TIMKEN SNR SKF NSK

Size (㎜) 150×250×185 150×250×185 150×250×185 150×250×185

Rated life (L10)
Contract 3.0×106 km 3.0×106 km 3.0×106 km 3.0×106 km 
ISO 281 4.63×106 km 6.28×106 km - 5.14×106 km

Maximum design speed 310 ㎞/h 330 ㎞/h 350 ㎞/h 330 ㎞/h
Maximum travel speed 300 ㎞/h 300 ㎞/h 300 ㎞/h 300 ㎞/h

Warranty 3 years 1.0×106 
㎞ or 3years 3 years -

Grease Shell Nerita 2858 Shell Nerita 2858 Shell Nerita 2858 Shell Nerita 2858
Grease wt. 360 g 510 g 290 g 390 g
Total wt. 41.42 ㎏ 39.2 ㎏ 39.3 ㎏ 41.49 ㎏

Table 1. Manufacturer specifications of KTX wheelset bearings2)

Table 1은 4개 제조사 별 윤축베어링 사양2)을 자세

히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L10 (기본정격수명)수명은 충

분히 많은 수의 베어링 중 90%가 스폴링(spalling) 면적 

혹은 구름접촉 표면의 피로파괴 손상이 규정된 한도(6
㎟)를 넘기 전까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인 

예상 수명으로 ISO 2813)에 의해 아래 식(1)과 같이 정

의 된다.

  






× ×× (× km) (1)

식(1)에서  ,   및 은 각각 베어링의 기본 동정격

하중, 동등가하중 및 대차 바퀴의 지름을 나타낸다.

3. RCF 수명 시험

3.1 RCF(Rolling Contact Fatigue) 시험기

전술한 바와 같이 한번 윤축베어링을 분해하게 되면 

부품 세척 후 신품 구리스를 충진하여 재조립하기 때

문에 동일한 윤축베어링의 상태를 운행거리 별로 지속

적으로 관찰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본 연구에서는 운행거리가 각기 다른 윤축베어링

에서 채취된 구리스들의 상태를 실험적으로 분석하여 

윤축베어링 분해정비 주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

였다. KTX 고속열차의 특성 상 윤축베어링 구리스의 

실장 테스트는 불가능하므로, 간접적으로 구름접촉피

로시험기에 운행거리 별로 채취된 구리스를 충진한 후 

시험편에 결함이 발생하는 시점을 파악하는 실험을 수

행하여 운행거리 별 구리스 특성 변화 경향을 분석하

였다. 
운행거리 별로 채취된 구리스를 이용한 구름접촉 피

로 수명 분석4,5)을 위해 Fig. 3과 같이 제작한 시험기를 

사용하였다.

Fig. 3. RCF test machine.

Fig. 4는 RCF 시험기에서 케이지의 구조 및 수명 평

가에 사용되는 시편의 치수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

으로 재질 AISI 52100(heat-treated), 외경 ∅60 mm, 내
경 ∅30 mm, 로크웰(Rockwell)경도 62.3, 두께 5 mm인 

시험편을 사용하였다.
운행거리 별로 차륜교환 및 정비를 위해 분리된 윤

축베어링 내부로부터 채취된 구리스(Shell Nerita 2858)
를 시험기에 주입하여 가속수명실험(accelerate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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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ge & balls (b) specimen

Fig. 4. Schematic for RCF test machine: (a) cage & balls, (b) 
specimen.

test)을 수행하였다. 결함이 발생하여 피로 수명에 도달

했다고 판단하는 시점은 시험기에 설치된 G센서의 값

이 1G (노이즈 레벨의 5배 정도)를 초과하는 최초 시

점의 회전수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기의 회전수는 1,800 rpm이며, 두 가지 수직하

중 3.92 kN, 4.9 kN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였다. 실제 

윤축베어링은 롤러베어링으로 롤러와 베어링 내외륜 

상이에서 선접촉이 발생하지만, RCF 시험기에서는 볼

과 시편사이에서 점접촉이 발생하여 직접적인 시험 하

중의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KTX 윤축베어링에 최대 

축하중(166.6 kN) 작용 시 접촉부에서 발생하는 최대접

촉압력과 RCF 시험에서 사용하는 3.92 kN, 4.9 kN의 

수직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을 비교하면 RCF 시험

기에서 각각 6.6배, 7.1배의 최대접촉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충분한 가속수명실험 조건이 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3.2절에 최대접촉압력 계산 과정이 제

시되어 있다.

3.2 최대접촉압력 계산

KTX 윤축베어링은 원통형 테이퍼 롤러베어링으로 

롤러와 베어링 내외륜 사이에는 선접촉(line contact)이 

발생한다. KTX 차축의 제한 축 하중(166.6 kN)이 4개
의 윤축베어링에 균일하게 작용한다고 가정하면 롤러

와 내외륜사이의 접촉압력은 Hertz 접촉이론에 의해 

식 (2)-(4)와 같이 계산된다.
롤러와 내외륜이 모두 스틸 (탄성계수 E = 210 GPa, 

포아송비 v = 0.3)이라고 가정하면 등가 탄성계수 E* =
(= 115.4 GPa)는 식(2)와 같이 계산된다.













(2)

TIMKEN 사(롤러 개수 Z = 23)의 베어링을 사용한다

고 가정하면 23개의 롤러에 F(= 166.6/4 kN)의 하중이 

분산되어 최대하중이 작용하는 롤러에서의 하중 

F0(=8.7 kN)는 식(3)과 같이 계산된다9,10).

  
 (3)

최종적으로 총 선접촉 길이 L(= 47.087 mm), 롤러 반

경 R(= 10.52 mm)에 대한 최대접촉압력 p0l(= 0.8 GPa)
은 식(4)와 같이 계산된다6-8). 

  
 



(4)

한편 RCF 시험기의 볼의 수는 Fig. 4(a)와 같이 3개
이며, 2가지 수직하중 (3.92 kN, 4.9 kN)에 대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반경 R(= 4.7625 mm) 볼과 시편사이의 

점접촉에서 발생하는 최대 접촉압력 은 식(5)와 같이 

계산된다6-8).

  

 







(5)

위 식(5)에 수직하중 F = 3.92/3, 4.9/3 kN를 대입하면 

각각 5.3, 5.7 GPa의 최대접촉압력이 계산된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운행 거리별 구리스 내 철분함유량 

신품 구리스 1종 및 운행거리가 서로 다른 KTX 윤
축 베어링 4set로부터 채취된 구리스 4종 등 총 5종의 

구리스에 대해서 Minipal PW4025 측정기를 이용하여 

철분 함유량을 분석하였다.
측정 결과 Table 2와 같이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철

분 함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2차 측정

값에 볼 수 있듯이 측정 부위에 따라 구리스 내 철분함

유량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

으로 신품 구리스(NA)의 경우에는 철분 함유량이 없었

으나, 운행 초기에는 철분 함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다

가 주행거리가 100만 km를 넘어 분해 정비주기인 140 
만 km에 가까워질수록 철분 함유량 증가율은 점차 줄

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어링 번호 12-3-70의 경우는 12-2-8 베어링 보다 

주행거리는 짧지만 철분 함유량이 높게 측정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분해 정비주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상 증상이 발생할 때만 정비를 하기 때문에 12-3-70
의 경우 비교적 짧은 주행거리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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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t% of Fe in 5 grease specimens 

No. of bearing Mileage (km)
wt% of Fe (ppm)

1차 2차 avg.

NA 0 8.9 9.3 9.1

12-3-70 324,213 1,559.8 1,578.9 1,569.4

12-2-8 1,225,440 1,118.2 1,164.3 1,141.3

10-6-39 1,304,799 2,285.3 1,903.7 2,094.5

07-7-45 1,851,045 3,791.8 3,239.6 3,515.7

우로 주행거리에 비해 높은 철분 함유량를 나타낸다. 
나머지 12-2-8, 10-6-39, 07-7-45의 경우 모두 분해 정비

주기 전후의 베어링에서 채취된 구리스 시편들이다.

4.2 RCF 수명실험 결과 

운행거리별로 채취한 구리스들의 가속수명시험을 위

한 적절한 하중 선정을 위해 0.784 kN 및 2.352 kN의 수직 

하중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160시간 동안 1G 값을 

넘는 가속도가 감지되지 않아 실험을 종료하였다. 몇 번

의 시행착오를 거쳐 윤축베어링 대비 각각 6.6배, 7.1배의 

최대 접촉압력을 발생시키는 두 가지 하중 조건 3.92 kN, 
4.9 kN에 대해 수명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5는 시험 종료 시 시험편 위의 볼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Fig. 5. Balls after RCF test.

Fig. 6은 시험 종료 후 시험 편의 표면을 200배 확대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리스 시편 별로 약간의 차

이는 있지만 구리스 색깔이 많이 변색되어 시험 초기

와 달리 윤활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시험 종료 조건(G
센서값 1G)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과 Fig. 7은 두 가지 하중 조건 3.92 kN, 4.9 
kN 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 하중 3.92 kN 인가 시, 주행거리별 구리스에 의

한 시험기의 최종 회전수를 비교하였을 때 신품 구리

(a)

(b)

Fig. 6. Specimens after RCF test.

Table 3. Lifetime of five grease specimens under 3.92 and 4.9 
kN loads 

No. of 
bearing

Mileage
(km)

3.92 kN 4.9 kN 

Lifetime
(min)

Lifetime
(revolution)

Lifetime
(min)

Lifetime
(revolution)

NA 0 2,412 4,341,900 481 865,400

12-3-70 324,213 1,083 1,949,800 350 630,100

12-2-8 1,225,440 487 876,900 220 396,000

10-6-39 1,304,799 337 605,800 135 242,500

07-7-45 1,851,045 320 576,800 64 112,700

Fig. 7. Lifetime (revolution) of five greas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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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경우 4백34만 회(2,412분), 32만 km 주행한 구리

스의 경우 1백95만 회(1,083분), 120만 km 주행한 구리

스의 경우 87만 회(487분), 130만 km 주행한 구리스의 

경우 60만 회(337분), 180만 km 주행한 구리스의 경우 

57만 회(320분)후 주행 후 시험이 종료 되었다. 전반적

으로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시험 종료 시간은 짧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20만 km 이후로는 시험

종료 시간의 차이가 적어지고 있다.
시험 하중 4.9 kN 인가 시, 주행거리별 구리스에 의

한 시험기의 최종 회전수를 비교하였을 때 신품 구리

스의 경우 86만 회(481분), 32만 km 주행한 구리스의 

경우 63만 회(350분), 120만 km 주행한 구리스의 경우 

39만 회(220분), 130만 km 주행한 구리스의 경우 24만 

회(135분), 180만 km 주행한 구리스의 경우 11만 회(64
분)후 시험 종료 되었다. 예측과 같이 전반적인 그래프

의 기울기는 3.92 kN와 비교 시 완만하게 나타났다.

  


 × (회전수) (6)

스러스트 볼베어링의 경우 축방향 동등가하중 이 

3.92 kN에서 4.9 kN으로 증가할 경우 위 식(6)에 의해 

 수명은 0.512(= 0.83)배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

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주행거리별로 각각 0.20, 
0.32, 0.45, 0.40, 0.20 배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종료 조건(G센서 1G)을 변경 할 경우 다른 결과

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KTX 윤축 베어링 구리스의 분해정비 주기 평가를 

위한 RCF 시험을 통한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신품 구리스에 비해 사용 구리스의 경우 베이스 

오일의 누유에 의해 구리스가 단단해졌으며, 마모방지

제가 소비되면서 신품 구리스에 비하여 내마모성과 윤

활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플레이킹(flaking) 등을 유발하여 베어링 수명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철분 함유량은 신품 구리스의 경우에는 

철분 함유량이 없었으나, 분해정비주기인 140만 km에까

지 철분함유량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RCF 시험편의 피로파괴 수명이 운행 거리에 반

비례하여 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어 현재 운행

거리에 따라 윤축베어링의 분해정비주기를 설정하고 

있는 유지 보수 체계가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KORAIL에서 설정한 KTX 윤축베어링의 분해정비 주

기(overhaul cycle time) 140만 km±10%는 타당한 것으

로 판단된다. 
(4) 현재 운행 중인 KTX 고속철도 윤축베어링을 실장

하여 직접적으로 파괴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

로, RCF 시험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운행거리 별로 채취

된 구리스 샘플의 윤활 특성 변화 시점을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향후 고속철도 윤축베어링의 유지보

수 체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본 연구에

서는 첫 번째 분해정비주기에 대한 실험만 수행하였으나 

향후 윤축베어링이 수명(약 500만 km)에 도달하기까지 

두 번째 및 세 번째 분해 정비주기에 대해서도 윤축베어

링 수량을 늘려 타당성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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