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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화차용 차축베어링은 대차의 무게를 지지하고 윤축을 통한 차륜 회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하

는 주요 부품이다. 이러한 중요성과는 달리 현재 국내에 사용되는 신조화차 E축에 들어가는 차축 

베어링은 해외 베어링 전문 업체가 잠식 중인 상황이다. 본 논문은 철도차량용 차축 베어링의 국

산화 개발품과 해외 메이저 업체와의 내구 수명 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경쟁력을 증명하고자 한다. 

화차용 차축 베어링은 일반 베어링과 다르게 미국 규격인 AAR을 통하여 수명 계산 및 내구 성능 

시험 제원이 검토 되었고,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모든 화차 베어링 역시 미국 규격인 AAR을 통

해 제품의 사양 및 성능이 검증되고 있다.

주요어 : 차축베어링, 밀봉형 테이퍼 롤러 베어링 유닛, 내구시험, E축 대차

1. 개 요 

신조화차에 들어가는 차축베어링의 내구

수명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해외 

메이저 업체와 국내 개발품을 비교하여 성

능을 검증하여 본다. 내구시험 조건은 AAR 

durability test 조건을 통하여 검증하며 

본 논문에서는 일진베어링아트 개발품과 

경쟁A社 에 동일하게 시험 조건 적용하여 

결과에 대하여 비교 검증 하였다.

2. 시험 조건

2.1 시험조건 계산

Fig. 1 AAR규격의 등급별 허용하중

26,300lb(static load) x 1.25 = 146,28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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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중은 static load의 안전계수까지 고려 

하여 125% 로 계산한다. 이 때 axial 방향의 

하중은 AAR 규격에서 고려되지 않으며 베어링 

속도는 현재 적용중인 차륜경으로 계산한다.

2.2 내구 시험 조건

Table 1 Durability test condition

2.3 내구시험 판정 기준

내구시험 동안 Table2의 온도 판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합격해야 하며, 시험 후 그리스 

분석 및 외관 검사를 합격해야 한다. 분석 결과 

는 AAR 규격에 명시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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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ondition
Idling test(길들임) Durability test

BRG speed 480 rpm 960 rpm
Train speed 65km/h 129km/h

Pr (N) 73,143 146,285
Fr (N) 73,143 146,285

Cooling 10m/s (가혹조건) 10m/s (가혹조건)
Duration 12hrs 1,250hrs



Table 2 온도 판정 기준

3. 내구 시험

3.1 내구 시험

내구시험은 1250시간 AAR미국 규격에 의거하여 

경방향 하중을 부하한 상태로 길들임 시험과 내

구시험을 정방향 및 역방향으로 운행하여 시험

하며 제원은 Fig 1과 같다.

Fig. 2 차축베어링 내구시험기

3.2 시험 후 고품 분석

1) 경쟁A사 내구시험 후 샘플

Fig. 3 A社 시제품 결과 그래프

Fig. 4 일진베어링아트 개발품 결과 그래프

Fig. 5 국내개발품(좌) 및 경쟁社 시험 후 고품

3. 시험 결과

3.1 내구 시험 결과

경쟁A社와 (Fig3) 시제품과 일진베어링아트의 

개발품(Fig4)의 결과 두 제품 모두 온도 기준 

및 그리스 분석을 합격하였으나 경쟁사 대비 일

진베어링아트의 개발품이 부위별 최고 온도에서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Table 3 A 社 내구 시험 부위별 최고 온도

Table 4 개발품 내구 시험 부위별 최고 온도

3.2 시험 결과

베어링의 내부 발열을 확인한 결과 Table 3,4와 

마찬가지로 국내 개발품이 같은 조건하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이는 개발품의 가공 정

밀도 및 비접촉형 Seal 개발과 베어링 정격 하

중 증대 등의 효과로 인하여 내부 최고 온도 저

감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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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초기 10cycle 10cycle 이후
베어링 외경 ≤ 100℃ ≤ 90℃
하우징 표면 ≤ 90℃ -

양 축의 온도차 - ≤ 15℃
복열 온도차 - ≤ 15℃

#1 열 #2 열 #1 하우징 #2하우징
89.5℃ 88.4℃ 87.0℃ 86.8℃

#1 열 #2 열 #1 하우징 #2하우징
86.1℃ 87.8℃ 80.0℃ 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