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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부분의 회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베어링의 수명은 

구조물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처럼 베어링

의 파손은 기계구조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파

손원인 및 대책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여러 가지 

베어링의 안전 요소 중에 최근 들어 구름접촉피로(RCF, 

rolling contact fatigue)와 관련한 실험 및 해석 연구가 다

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많은 연구자들이 

베어링이 작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역학적 현상 즉, 

접촉기구(contact mechanism), 소성변형(plastic deformation), 

구름접촉피로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하였다1-5). 

R. S. Sayles6)는 마모입자가가 구름접촉 피로수명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Y. B. 

Guo, A. W. Warren7)은 베어링 가공조건이 구름접촉 피로

수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I. M. 

Felson, P. Schatzberg8-10)는 윤활유에 혼입된 수분이 구름

접촉 피로수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P. Schatzberg8) 등은 구름접촉피로에서 수분

혼입 시 포화된 수분이 금속표면과 반응하여 부식마모를 

촉진시켜 수명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I. M. 

Felsen9-10) 등은 수분혼입 윤활유에 수소와 반응성이 높은 

Isopropy-laminoethanol(IPAE) 0.1%를 넣고 시험함으로서 

수소가 제거되어 수명감소가 없음을 파악하고, 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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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수분이 들어가는 경우 수소취화가 발생하고 있

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분은 깊은 주름(grinding 

furrow)에서 응축하여 크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분혼입 관련 연구 결과에

서 다양한 주장이 언급되지만 명확한 근거는 여전히 부

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고속열차가 도입되어 성장하면서 안전

과 신뢰성은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고속열차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 중 베어링의 구름접촉 피

로수명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시작되었다. Sim11) 

등은 최근 들어 KTX 윤축베어링 구리스의 분해 정비

주기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윤활유의 성능저하

와 철분 입자 수의 증가는 정비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활유의 성능을 저하시키

는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긴 장마와 추운 겨울을 갖는 

국내 기후를 고려하면 수분이 윤활유에 혼입될 가능성

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윤활 상태와 수분이 혼입된 윤활 

상태에서의 구름접촉 피로수명을 평가하고 와이블 확

률 분포(weibull probability distribution)를 통해 비교분

석하고자 한다. 또한 베어링 시험편의 가공조건에 따

른 표면조도가 다를 때 수분혼입 윤활 환경과 정상윤

활 환경에서의 구름접촉 피로수명을 평가하고 분석하

고자 한다.

2. 시험편 및 실험

2.1 구름접촉 피로시험편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베어링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격 STB2 고탄소 크롬강(high carbon 

chromium steel)을 사용하였다. 시험편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1과 같으며 구름접촉으로 인해 높은 압축응력을 

반복적으로 받기 때문에 가공 후 열처리를 통해 내마

모성과 표면강도를 향상시켜 사용하고 있다. 구름접촉 

피로 시험편은 Ø60 mm 열간 압연 봉재를 구상화 소둔

(spheroidized annealing) 후에 가공을 통해 외경 60 mm 

× 내경 30 mm × 두께 5 mm의 형상으로 제작하였으며, 

형태는 Fig. 1과 같다. 시험편의 열처리는 Fig. 2와 같

은 조건으로 전경화 열처리를 하였으며, 표면 경도는 

로크웰 C 경도 HRC 61~63으로 측정되었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pecimen(wt%)

C Si Mn P S Cr Ni

0.98 0.20 0.33 0.01 0.002 1.44 0.025

Fig. 1. Rolling contact fatigue specimen.

Fig. 2. Heat-treatment process for rolling contact fatigue specimen.

베어링 소재 시험편은 두 가지 형태로 가공조건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조도를 갖도록 제작하였다. Fig. 3

과 같이 표면조도가 큰 선반(turning) 가공 시험편, Fig. 

4와 같이 선반가공 후 래핑가공(turning and lapping)을 

하여 표면조도를 작게 한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Fig. 3. Schematic diagram of turned specimen with high roughness. 

Fig. 4. Schematic diagram of turned and lapped specimen 
with low roughness.



윤활유의 수분혼입 및 베어링강의 표면 조도가 구름접촉 피로수명에 미치는 효과

한국안전학회지, 제32권 제1호, 2017년 17

2.2 구름접촉 피로시험

RCF 시험장치는 수직하중을 받는 장치로 시험장비 

개략도는 Fig. 5, 사진은 Fig. 6과 같다. 저널베어링인 

스러스트 베어링을 위에 고정하고, 하중을 레버 끝에 

가하면 지렛대 원리에 의하여 40배 증폭된 하중이 전

달된다. 구름접촉 피로시험의 조건은 Table 2와 같다. 

Fig. 5. Schematic diagram of rolling contact fatigue testing 
machine.

Fig. 6. Rolling contact fatigue testing machine.

접촉압력은 Hertz 접촉이론2)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시험편과 볼 모두 AISI 52100을 사용하였으며, 탄성계

수 210 GPa, 포아송비 0.3을 아래의 식(1)과 식(2)에 대

입하여 계산하였다.

볼과 시험편의 물성값을 식(1)에 대입하면 동등가탄

성계수 는 115.4 GPa로 계산된다.













(1)

RCF 시험기의 볼의 수는 3개이고, 수직하중을 4.9 

kN 가하여 실험하였다. 볼과 시험편 사이의 점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접촉압력 는 다음 식에서 계산된다2).

  
 









(2)

 위의 식에 Table 2의 볼 반경 R값을 대입하고, 한 

개의 볼이 받는 수직하중 F 값 즉, F=


 kN을 대입

하면 접촉압력은 5.7 GPa을 얻게 된다.

베어링 시험편의 윤활 시험 조건은 두 가지로 수행

하였다. 시험기 챔버에 시험편과 함께 정상 윤활유를 

넣고 구름접촉 피로수명을 평가한 경우와 수분혼입 윤

활유를 넣고 구름접촉 피로수명을 평가한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앞에서 계산된 접촉압력은 5.7 GPa로서 

고 응력이기 때문에 실제 베어링 구동환경보다는 가혹 

조건으로 피로수명을 단축시켜 실험하였다. Fig. 7과 

같이 시험편 표면에 발생한 표면박리(flaking)로 인한 

가속도가 1 G를 초과하면 시험기가 정지하도록 설정

하였으며, 표면조도는 Fig. 8과 같은 AFM(Atomic Force 

Microscope) 장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면박리가 

발생할 때의 가속도는 대부분 1 G를 초과하였으며, 이 

값을 파손기준 가속도로 설정하였다.

Table 2. RCF test conditions

Value

Contact pressure(GPa) 5.7

Lubricant Shell Morlina S2(ISO-VG10)

Ball diameter(mm) 9.52

Number of balls 3

Rotating speed(rpm) 1,800

Fig. 7. Flaking on a rac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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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tomic force microscope measuring system.

3. 시험결과 및 고찰

3.1 구름접촉 피로수명 시험결과

두 가지 서로 다른 조도를 갖는 시험편을 정상윤활 

환경과 수분혼입 윤활환경 하에서 각각 5개씩 실험하

여 얻은 구름접촉 피로수명을 Fig. 9, Fig. 10, Table 3

과 Table 4에 도시하였다. Fig. 9과 Fig. 10은 두 가지 

가공조건 모두의 경우에 수분혼입 윤활환경에서의 구

름접촉 피로수명이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g. 

9의 선반가공 시험편의 경우에는 Fig. 10의 선반 및 래

핑가공 시험편의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구름접촉 피로

수명이 낮다. Table 3의 결과를 정량 분석하면, 상대적

으로 표면조도가 큰 선반가공 시험편의 수분혼입 윤활

환경에서의  수명은 정상윤활 환경에 비하여 33% 

감소하였고, 표면조도가 작은 선반 및 래핑가공 시험

편의 경우에 수분혼입 윤활환경에서의  수명은 정

상윤활 환경에 비하여 24% 감소하였다. 여기에서  

수명은 10% 파손 수명 값이며, Fig. 9과 Fig. 10에서 획

Fig. 9. Rolling contact fatigue life for turned specimens.

Fig. 10. Rolling contact fatigue life for turned and lapped 
specimens. 

Table 3. Rolling contact fatigue life and reduction ratio with 
respect to the lubrication condition

Lubricant Specimen


(106) 

Reduction ratio(%)



 

A OiL 100%
Turned

0.44
33%

B OiL 80%+Water 20% 0.3

C OiL 100% Turned and
Lapped

0.94
24%

D OiL 80%+Water 20% 0.7

Table 4. Rolling contact fatigue life and reduction ratio with 
respect to the surface roughness

Specimen Lubricant


(106) 

Reduction ratio(%)



 

A Turned 

OiL 100%

0.44

53%
C

Turned and 
Lapped 0.94

B Turned 
OiL 80%+
Water 20%

0.3

57%
D Turned and 

Lapped
0.7

득한 값이다. Table 4는 Table 3의 결과를 표면조도 관

점에서 해석하는 결과 도표이다. 정상윤활환경에서 표

면조도가 큰 선반가공 시험편의  수명은 표면조도

가 작은 선반 및 래핑가공 시험편에 비하여 53% 감소

하였고, 수분혼입 윤활환경에서 표면조도가 큰 선반가

공 시험편의  수명은 표면조도가 작은 선반 및 래

핑가공 시험편에 비하여 57% 감소하였다.

3.2 파손표면 분석

Fig. 11과 같은 볼트랙 파손표면을 너비 40 um × 40 

um에 대해서 AFM 장치로 촬영하여 결과를 Fig. 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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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atigue damaged specimen.

Table 5. Results of AFM analysis on the ball track

Lubricant Specimen
Microscopic surface 

roughness(nm) 

A OiL 100% Turned 49.5

B OiL 80%+Water 20% Turned 61.8

C OiL 100% Turned and Lapped 10.2

D OiL 80%+Water 20% Turned and Lapped 15.3

(a) Turned specimen under oil lubricant

(b) Turned specimen under water contaminated lubricant

(c) Turned and lapped specimen under oil lubricant

(d) Turned and lapped specimen under water contaminated lubricant

Fig. 12. Ball track surface by AFM for damaged specimens.

도시하였고, 파손표면의 실험 데이터는 Table 5와 같

다. 측정 부위의 표면조도는 선반가공 시험편의 경우 

49.5 nm에서 61.8 nm로 12.3 nm 증가하였고, 선반 및 

래핑가공 시험편의 경우 10.2 nm에서 15.3 nm로 5.1 

nm 증가하여 선반가공 시험편에서 표면조도가 2.4배 

거칠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표면조도의 변화

는 구름접촉 피로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표면조도의 변화는 수분에 의한 화학반응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탄소 크롬강으로 만든 베어링강 시

험편을 선반가공한 경우와 선반 및 래핑가공한 경우에 

대하여 정상윤활환경과 수분혼입 윤활환경 하에서의 

구름접촉 피로수명을 평가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분혼입 윤활환경 하에서는 선반가공 시험편과 

선반 및 래핑가공 시험편 모두 정상윤활환경에서보다 

구름접촉 피로수명이 감소하였으며, 구름접촉 피로수

명 감소율은 24~33% 범위의 값을 보였다. 표면조도가 

작은 선반 및 래핑가공 시험편의 경우에 수분혼입 시

의  수명은 정상윤활 환경에 비하여 24% 감소하였

고, 표면조도가 큰 선반가공 시험편의 경우에 수분혼

입 시의  수명은 정상윤활 환경에 비하여 33% 감소

하였다. 이는 수분이 금속과 윤활에 영향을 미침으로

서 구름접촉 피로수명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표면조도에 따른 구름접촉 피로수명 감소율은 

53~57% 범위의 값을 보였다. 정상윤활환경에서 표면

조도가 큰 선반가공 시험편의  수명은 표면조도가 

작은 선반 및 래핑가공 시험편에 비하여 53% 감소하

였고, 수분혼입 시에 표면조도가 큰 선반가공 시험편

의  수명은 표면조도가 작은 선반 및 래핑가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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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편에 비하여 57% 감소하였다. 이는 표면조도가 큰 

경우에는 수분이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져 구름접촉 

피로수명 감소율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구름접촉피로에 의한 파손 시험편의 볼트랙 표면

을 AFM으로 관찰한 결과, 선반가공 시험편의 표면조

도가 선반 및 래핑가공 시험편의 표면조도에 비하여 

2.4배 거칠어졌다. 구름접촉 피로수명에 큰 영향을 주

는 표면조도의 변화는 수분에 의한 화학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한 세밀한 분석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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