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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등속조인트의 일종인 트리포드 축은 동력전달용으로 고속열차의 KTX와 KTX-산천에 모두 적용되

고 있으며, 동력대차에서 모터 감속장치(MRU)와 차축 감속장치(ARU)를 연결해 고속회전동력을 전달하

는 핵심 요소이다. 축 방향의 미끄럼 운동이 가능한 트리포드 축은 열차 구동을 위한 토크를 전달하며, 
동력전달 시스템에 과토크 발생 시 축의 퓨즈부가 절단되어 동력을 차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리니어 액

추에이터를 이용한 대용량 비틀림 시험장치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트리포드 축의 정적 비틀림 강도와 

피로수명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구조해석을 통해 축의 취약부를 파악하고 비틀림 피로해석 결과와 

실제 피로시험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비틀림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트

리포드 축의 피로에 따른 열화를 파악하기 위해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이용하였으며, 히스테리시스 곡선

의 기울기 변화를 통해 피로고장 시점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tripod shafts of constant-velocity joint are used in both the trains KTX and KTX-sanchon. It is an 
important component that connects the motor reduction unit and the axle reduction unit in a power bogie. The 
tripod shaft not only transmits drive and brake torque in the rotational direction, but also slides in the axial 
direction. If the drive system is loaded with an excessive torque, the fuse part of the shaft will be fractured firstly 
to protect the other important components. In this study, a rig was developed for conducting torsion tests on the 
tripod shaft, which is a type of mechanical fuse. The tripod shafts were subjected to torsional fracture test and 
torsional fatigue test on the rig. The weak zone of the tripod shaft was identified, and its fatigue life was 
predicted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FEA). After analyzing the FEA results, design solutions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strength and fatigue life of the tripod shaft. Furthermore, the deterioration trend and time for failure 
of the tripod shaft were verified using the hysteresis loops which had been changed with the advancement of the 
torsional fatigu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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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시스템은 다른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정시

성, 대량성, 신속성 및 고효율 등의 장점을 가지

며, 300 km/h가 넘는 속도로 여객을 실어나르는 

KTX와 KTX-산천은 우리의 생활패턴을 변화시키

고 있다. 또한, 최고 속도 430 km/h인 차세대 고

속열차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머지않아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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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ign requirements of tripod shaft

Motor power 1,130 kW
Motor speed at 300 km/h 3,789 rpm
Gear ratio of MRU 1.89
Tripod shaft speed at 300 km/h 2,002 rpm
Torque at fuse breaking < 43.5 kNm

Torsional fatigue life 3×105 cycles 
@ ±13.5 kNm

Fig. 1 Structure of power bogie for KTX

화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고속 운송시스템에서 회전동력을 전

달하는 축은 충분한 강성과 특히 고속 회전 시 

진동, 소음 등이 없고 안정적인 동력전달이 중요

하며, Lee 등(1)은 항공기 엔진의 동력전달을 위한 

PTO 샤프트의 고속회전 시험장치의 개발과 고속

으로 회전하는 축의 2축 피로시험 등에 관한 연

구를 했다. Kim 등(2)은 고속으로 운행되는 한국

형 고속열차에서 트리포드 축에 전달되는 실부하 

측정시스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고속철도 차량

의 모터감속장치는 고속의 회전동력을 발생하고 

동력을 전달하는 핵심장치로, Lee 등(3)은 이 모터 

감속구동장치의 상태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고속 

주행에서의 열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했으며, Jung 등(4)은 고속열차 내 구조물의 가속

수명시험을 위하여 S-N 선도 추정 방법 등을 연

구하였다. 또한 Ji 등(5)은 고속 철도차량의 구동시

스템의 진동특성분석을 통해 감속구동장치 내의 

이상을 진단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였다. 이처럼 

고속 회전체와 고속열차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

었지만, 고속열차용 트리포드 축의 개발을 위한 

연구나 축의 비틀림 강도 및 피로수명에 대한 기

초적인 시험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의 비틀림 시험장치를 개

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재 등이 변경(AISI 4340 
→ AISI 4140)된 신규 트리포드 축의 비틀림 파

단 및 피로시험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

다. 또한 구조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 실제 비

틀림 시험결과를 이용해 고속열차용 트리포드 축

의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설계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2. 동력전달구조 및 트리포드 축

2.1 고속열차의 동력전달구조

KTX와 KTX-산천의 동력대차는 열차의 맨 앞

과 뒤의 동력차량에 위치하며, 열차 한 편성당 6
대가 설치된다. 동력대차는 2쌍의 감속구동장치

로 이루어지며, 이 감속구동장치는 Fig. 1에서와 

같이 회전력을 발생하는 구동모터와 1차, 2차 감

속장치, 그리고 이 두 감속장치를 연결해 주는 

트리포드 축 등으로 구성된다. KTX와 KTX-산천

의 감속구동장치 외형은 약간 다르지만 구조는 

같으며, 이 감속구동장치의 설계수명은 60만 km/
년, 30년(6)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KTX는 짧은 

역간 거리와 급 곡선구간에서는 잦은 가감속이 

이루어지며, 이것은 감속구동장치 내 구성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트리포드 축은 KTX에 12개가 설치되고, 동력

대차의 감속구동장치에서 모터 감속장치(MRU)와 

차축 감속장치(ARU) 사이에 조립되어 구동토크

와 제동토크를 전달한다. 열차의 비상제동 시에

는 트리포드 축에 상용제동 때보다 큰 15 kN의 

제동력이 전달된다.(2) 또한, 트리포드 축에 과토

크가 전달되면 모터 블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 

축의 퓨즈부가 단락되어 동력이 차단되며,(6) 그 

설계 요구사양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트리포드 

축은 동력을 차단하는 방식에 따라 KTX에 사용

되는 축의 퓨즈부를 이용한 기계식 차단방식과 

KTX-산천의 유압식 차단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

며, 본 논문에서는 기계식 차단방식의 트리포드 

축의 비틀림 파단 및 피로에 대하여 다루고자 하

였다.

2.2 트리포드 축 구조

트리포드 축은 대차와 수직, 수평 및 회전 상

대운동을 하면서 1차 감속기의 구동토크 및 제동

토크를 2차 감속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KTX에 사용된 트리포드 축은 전체 길이가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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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AISI 4140 & 
AISI 4340

Item AISI 4140 AISI 4340
Yield Strength (MPa) >833 >900

Ultimate Strength 
(MPa) >980 1,100~1,300

Modulus of Elasticity 
(GPa) >210 >208

Temperature & Time 
at Quenching

4.5h @
870 ℃ -

Temperature & Time 
at Tempering

7h @
560 ℃ -

Hardness (HB) 285~352 248~255

Fig. 2 Tripod shaft components

Fig. 3 Dimensions of tripod main shaft 

Fig. 4 Analysis results of each main shafts under 
static torsional fracture condition

± 120 mm로 크게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
나는 1차 감속장치에 결합되는 미끄럼 조인트부

이고, 다른 하나는 2차 감속장치에 결합되는 고

정 조인트부이다. 
미끄럼 조인트 부는 카단 조인트와 퓨즈부를 

포한한 주축, 그리고 트리포드 유니트로 구성된

다. 한편, 고정 조인트 부는 카단 조인트, 120 °의 

각도로 내부가 가공된 튜브 하우징 그리고 커버

로 구성된다. 이 튜브 하우징 내부를 트리포드 

유니트가 미끄러지며 회전토크를 전달하므로, 열
차가 곡선지역을 통과할 때 대차의 축 방향 길이 

변화에 대해 모터의 회전력을 차축에 전달하게 

된다. 트리포드 축의 구조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트리포드 주축 재료는 

AISI 4140이고, 기존 KTX에서 사용 중인 축의 

재질은 AISI 4340으로 주요 기계적 물성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표에서와 같이 AISI 4140
의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축의 원재료

를 단조가공 후 담금질과 뜨임처리 했으며, 스플

라인 치저부의 표면경도와 피로강도를 높이기 위

하여 Fig. 3에서와 같이 고주파 열처리(7)하였다.

3. 유한요소 해석 및 고장사례 분석

3.1 유한요소 해석

트리포드 축의 3D 모델링과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ANSYS Workbench를 이용하였으며, 트리포

드 축의 퓨즈부가 있는 주축만을 이용하여 비틀

림 해석을 하였다. 퓨즈부의 크기는 φ62 mm와 

φ66 mm로 각각 모델링하여 정적 비틀림 해석과 

피로수명 해석을 진행하였다.
정적 비틀림 해석을 위해 주축 홀의 안쪽 면을 

구속하고 스플라인 면에 정적 비틀림 토크인 43.5 
kNm를 인가하였다. 이때 트리포드 축에 걸리는 

비틀림 응력은 식 (1)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1)

여기서 T는 적용토크, d는 축 직경을 나타낸다. 
정적 비틀림 해석 결과를 Fig. 4에 나타냈었다. 

해석결과, 퓨즈부 φ62 mm인 축은 퓨즈부의 직경

이 가장 작은 부분에서 1875.6 MPa의 응력이 발

생하였고, 따라서 퓨즈부가 먼저 파단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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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alysis results of each main shafts in the 
torsional fatigue

예상된다. 하지만 퓨즈부가 φ66 mm인 축은 최대 

응력이 스플라인 치저부에서 1898.8 MPa 발생하

였으며, 퓨즈부 응력은 파단응력 이하로 나타났

다. 따라서 φ66 mm의 축은 퓨즈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복적인 비틀림으로 인하여 축이 결국엔 파괴

에 이르며, 이는 Palmgren-Miner's rule의 누적손상

이론에 의해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2)

여기서, n은 일정한 응력진폭이 가해진 반복 

사이클 횟수이고, N은 응력에 따른 피로 수명을 

나타낸다. 식 (2)에서 일련의 파괴 손상률의 합이 

1이거나 1이상이면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
트리포드 주축의 비틀림 피로 해석의 방법은 

주축 홀의 안쪽 면을 구속하고, 반대쪽 트리포드 

유니트와 조립되어 토크를 전달하는 스플라인 표

면에 13.5 kNm의 토크를 인가한다. 부하는 완전

양진(fully reversed)의 반복 부하를 인가하고, 피

로수명은 등가응력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한편, 
평균 응력 이론식은 Goodman 식을 적용하며 식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응력 진폭, 은 평균응력이고, 

는 재료의 최대응력이며, 는 등가응력을 나

타낸다. 
퓨즈부의 크기 별로 각각 비틀림 피로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해석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퓨즈부가 φ62 mm인 축의 비틀림 피로

수명은 7.8×104 사이클, 퓨즈부가 φ66 mm인 축

은 3.2×105 사이클로 계산되었고, 비틀림 피로 역

시 퓨즈부에서 파단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2 현장 고장사례 분석

고속열차에 사용되는 트리포드 축이 파단되면 

열차에 동력이 전달되지 않게 되어 최악의 경우 

열차가 정지하게 된다. 또한 구동 시스템에 과토

크 발생 시, 퓨즈부가 파단되지 않으면 열차 구

동계통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동력대차의 모터 감속기를 통해 트리포드 축에 

전달되는 평균 토크는 약 5.4 kNm, 최대 기동 토

크는 약 12.2 kNm이다. 한편, 트리포드 축의 퓨즈

부 파단 토크는 43.5 kNm이므로 안전율은 약 3.5 
이다. 하지만 KTX 개통 초기 운행 중 다수의 트

리포드 축이 분해점검주기인 180만 km에 훨씬 

못 미치는 시기에 퓨즈부 근처에서 파단되는 현

상이 발생하였다. 
파단된 트리포드 축을 조사한 결과 Fig. 3의 스

플라인 기어 가공부에서 파단이 시작해 중심부로 

피로가 누적되어 파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스플라인 치저 홈 부위에 응력집중이 1차 원인이

고 재료의 강도부족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

한 것으로 결론 났다. 이후 스플라인 잇수를 늘

리는 방안 등으로 응력 집중을 해소시켰으며, 이
로인해 축의 파단사례를 줄일 수 있었다.(8,9)

4. 시험장치 개발

비틀림 시험장치는 트리포드 축의 파단 토크 

43.5 kNm 이상의 토크와 이때의 비틀림 회전각

을 만족시켜야 하며, 축의 비틀림 각( )은 식 (4)
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4)

여기서, L은 축의 길이, G는 횡탄성계수, J는 

극관성 모멘트를 나타낸다. 
비틀림 피로 시험의 사이클 주기 2 Hz의 반복 

속도를 만족하기 위해 직선형 서보 액추에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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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orque-meter specifications

Item Specification

Model name HBM T10FM

Rated torque 45 kNm

Linearity Error ≦ 0.1 %

Repeatability ≦ ±0.02%

Fig. 6 Torsional test rig

Fig. 7 Fuse fractures after static torsional test

Fig. 8 Torsional fracture graph(fuse φ58 mm)

Fig. 9 Torsional fracture graph(fuse φ62 mm)

이용하였다. 서보 액추에이터는 유압식으로 최대 

인장-압축력은 196 kN이며, 트리포드 축 중심에서 

서보 액추에이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0.245 m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비틀림 시험장치의 최대 인

가가능 토크는 48.02 kNm로 트리포드 축의 파단 

토크 이상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였다. 
비틀림 시험장치는 트리포드 축을 실제 열차의 

장착상태와 유사하게 Fig. 6과 같이 수평으로 설

치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트리포드 

축의 고정 카단 조인트 부를 토크메터와 고정치

구 사이에 연결하였으며, 시험에 사용된 토크메

터의 사양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또한, 미끄럼 

카단 조인트 부는 외팔보 형태의 플랜지와 회전

이 자유로운 베어링 블록에 조립하였고, 외팔보

의 끝을 서보 액추에이터와 핀으로 연결하여 서

보 액추에이터의 인장-압축력이 트리포드 축에 

비틀림 응력을 발생시키도록 하였다.

5.  시험 및 고찰

5.1 정적 비틀림 시험

트리포드 축의 정적 비틀림 시험은 실내 환경

에서 축의 비틀림 속도를 360°/min 이하로 시험

하였으며, 퓨즈부의 직경이 다른 3개의 제품에 

대하여 각각 진행하였다. 
퓨즈부가 Φ58 mm와 Φ62 mm인 제품은 Fig. 7

과 같이 퓨즈부의 직경이 가장 작은 부분에서 파

단 되었다. 하지만 두 종류의 축 모두 파단 토크 

요구 사양인 43.5 kNm를 만족하지 못 하였다. 퓨
즈부가 Φ66 mm인 축은 비틀림 토크가 44.5 kNm
까지 파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설치된 토크

메터의 용량을 초과하여 파단시키지 못 하였다. 
퓨즈부 Φ58 mm와 Φ62 mm의 정적 비틀림 시험

결과 그래프를 Fig. 8~9에 각각 나타냈으며, Table 
4에 정적 비틀림 시험결과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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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ariations of hysteresis loops according to advancement of torsional fatigue test(fuse Ф62 mm)

Table 4 Test results of static torsional test 

Fuse Diameter
(mm)

Fracture torque
(Nm)

Angle
(°)

Ф58 33,510 21.19

Ф62 41,410 33.19

Ф66(Not Fracture) > 44,550 9.65

Fig. 10 Additional FEA for finding a optimum fuse 
diameter

정적 비틀림 파단 시험 결과, 퓨즈부 Ф62 mm
와 Ф66 mm의 축 모두 고속열차의 파단 요구조건

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파

단 시험결과를 통해 얻은 축의 비틀림 파단 응력

을 활용해 추가 구조해석을 하였다. 퓨즈부의 파

단 설계요구 조건인 43.5 kNm를 만족하기 위해 

3.1절과 동일한 해석조건을 적용하였으며, 퓨즈부

의 직경을 바꿔가면서 해석을 하였다. 그 결과, 
퓨즈부의 직경이 63.5 mm에서 안전율이 0.99로 

계산되었고, 따라서 퓨즈부의 직경으로 적정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추가 해석 결과를 Fig. 10
에 나타내었다. 

5.2 비틀림 피로 시험

비틀림 피로 시험은 퓨즈부가 Ф62 mm와 Ф66
mm인 2종류의 트리포드 축에 대해 진행하였다. 
시험방법은 실내 환경에서 비틀림 토크 13.5 kNm
를 양진의 정현파 형태로 인가하여 파괴 될 때까

지 진행하였으며, 이때의 비틀림 반복 속도는 2 
Hz로 시험하였다.
비틀림 피로 시험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히

스테리시스 곡선의 기울기 변화를 Fig. 11에 나타

냈었다. 비틀림 피로 시험 동안 주기적으로 히스

테리시스 곡선의 기울기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퓨즈부의 직경별로 Fig. 12~13에 각각 나타내었

다. 비틀림 피로 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트리포드 축의 히스테리시스 곡선 기울기는 그림

에서와 같이 축의 직경과 상관없이 초기에는 기

울기가 완만하게 증가 및 감소하다가 파단직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피로시험 

초기에는 반복경화에 의해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기울기가 커지다가, 이후 반복연화 또는 크랙의 

진전 등으로 기울기가 작아진 것으로 보이며, 또
한 파단직전에는 균열성장에 의해 급격히 기울기

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피로시험에서의 피로고장은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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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hange of gradient(fuse Ф62 mm)

Fig. 13 Change of gradient(fuse Ф66 mm)

Fig. 14 Fracture surfaces after torsional fatigue test

Table 5 Comparison about FEA and fatigue test 
results

Fuse 
Diameter

(mm)

Fatigue life 
@ FEA
(cycle)

Fatigue life 
@ test
(cycle)

Error rate
(%)

Ф62 7.8×104 7.5×104 3.8

Ф66 3.23×105 3.15×105 2.5

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ASTM E606에서는 최대

응력 또는 탄성계수가 50 %로 떨어지는 시점을 

권장하고 있다.(10) 따라서 트리포드 축의 비틀림 

피로에 의한 고장은 히스테리시스 곡선 기울기가 

초기 기울기 값의 50 % 이하가 되는 시점을 고장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트리포드 축

의 비틀림 피로시험의 결과를 정리하면, 퓨즈부

가 Ф62 mm인 제품은 7.5만 사이클에서 고장이 

발생하였고, 퓨즈부가 Ф66 mm인 제품은 31.5만 

사이클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다. 한편, 트리포드 

주축의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비틀림 피로해석 

결과와 시험을 통해 얻은 비틀림 피로수명 사이

클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피로 시험 후 트리포드 축의 파단면을 육안 검

사한 결과, 퓨즈면의 원주를 따라 다수의 균열이 

발견되었고, 이들 균열에서 시작해 크랙이 내부

로 전파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피로파손의 대

표적 모양인 Beach mark가 육안으로 발견되었으

며 이를 Fig. 14에 나타내었다.
한편 축의 표면연마(11)와 숏 피닝(12,13)의 후처리

를 통해 표면조도 개선과 압축 잔류응력을 발생

시켜 트리포드 축의 비틀림 피로수명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열차에서 회전동력을 전달

하는 트리포드 구동축의 비틀림 시험을 위한 시

험장치를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AISI 4140 
재질의 트리포드 축을 정적 비틀림 파단 및 피로 

시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고속열차용 트리포드 구동축의 비틀림 시험

을 위해 서보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비틀림 파단

과 피로 시험이 가능한 시험장치를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해 비틀림 피로시험을 한 결과, 트리포

드 축의 경우 토크와 변위가 크기 때문에 1 Hz 
이하의 속도가 적당하다. 

(2) 트리포드 축의 비틀림 해석결과와 정적 비

틀림 파단 시험결과, 퓨즈부가 Ф62 mm 이하의 

축은 파단토크가 고속철도용 트리포드 축의 요구

조건인 43.5 kNm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퓨즈부가 

최소 Ф63.5 mm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비틀림 피로 시험 결과, 퓨즈부가 Ф62 mm

인 제품은 7.5만 사이클에서, 퓨즈부가 Ф66 mm 
제품은 31.5만 사이클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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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재질의 트리포드 축은 비틀림 피로 

강도를 높이기 위해 표면 연마와 숏 피닝을 통한 

후처리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퓨즈부의 변경 및 표면처리 

공정의 보완 등을 통한 개선된 트리포드 주축의 

추가적인 연구를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체 

가능한 KTX 트리포드 축의 개발과 나아가 KTX-
산천용 유압식 축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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