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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크 부품용 S45C 소재의 이  용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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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represents the s-cam manufacturing process with the high-carbon steel like S45C using laser 
welding system. Laser welding of the high-carbon steel is generally difficult because of hardening of the weld zone. 
Also, existing s-cam manufacturing process, electric resistance welding system, have some problems like increase of 
production and development cost. To solve those problems, we are introduced the laser welding system with the 
pre-heating system for precision welding of s-cam with separated shaft and cam part. S-cam manufactured with 
optimum laser welding conditions is verified the performance like tensile strength, torsional strength and fatigue test. 
Strength and fatigue test results are described.

Key words : High-carbon steel(고탄소강), Hardening(경화), Weld zone(용 부), Tensile strength(인장강도), 
Fatigue test(피로시험), Laser welding( 이 용 ), Torsional strength(비틀림강도)

1. 서 론1)

이  용 은 비 식 용  방법으로 작업 공

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공정 자동화가 용이

하고 빠른 용 속도로 생산성이 높으며, 소입열에 
의한 용  후 변형이 다른 공정에 비해 고 용  품

질의 안정성이 좋다.
이와 같은 이  용 의 장 은 자동차 차체 

합에 주로 사용되는 항 용 을 체하는 용

방법으로 연구  채용되고 있다. 고강도강 , 다른 
두께의 이종 속 정 합에 용을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구조 강성이나 변형, 기계
 물성치가 타 용  방법과 비교하여 향상되어 제

품 경량화, 공정시간 단축  충돌성능 향상을 한 

*Corresponding author,  E-mail: gjchoi@kunsan.ac.kr

제품 개발에 많은 이 이 있다.
한, 이  용  기술은 지속 인 발 으로 자

동차 차체 합 외에 다양한 부품의 정 합에 

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의 다양한 재질
에 따른 인장강도 등 용 특성  최 의 이  

용 조건 도출을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

고 있다. 반면에 이  용 은 빠른 용  속도에 

의한 용 부의 경화 상이 발생하며,1) 이를 해결
하기 해 Hybrid 공정이나 Induction heating의 방
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탄소함량이 높은 부품에 

용 시 입열량이 증가하여 용 부의 연화 상을 발

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용이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S-cam은 상용차의 에어 이크 슈에 제동력을 

달하는 핵심 부품으로 축 부는 이크 챔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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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에 의해 움직이는 슬랙어져스트와 연결되어 있

어 S-cam에 회 력을 제공하며, 캠 부의 회 에 의

해 이크 슈를 확장하여 제동력을 발생시킨다.
재 S-cam은 S45C 소재를 열간 단조 공정으로 

캠 부와 축 부가 연결된 일체형으로 제조되고 있으

며, 열간 단조 후 캠 부의 링가공, 축 부의 선삭가
공 등으로 생산성 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

며, 가공 여유를 한 소재 투입으로 소재의 loss가 
많아 원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 다
양한 차종에 용하기 해서는 차종별 형이 요

구되어 개발을 한 기 투자비가 과다한 단 이 

있다.
상기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일체형 

S-cam 제품의 캠 부와 축 부를 분리한 분리형 S-cam 
제품은 캠 부는 정  단조를 통한 소재의 Loss를 최
소화  후 가공 삭제가 가능하고 축 부의 길이만 달

리하여 다양한 차종에 용이 가능한 장 이 있어 

원가 감이 가능하다. 분리된 캠 부와 축 부는 이
 용 을 통한 정  합으로 기존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 남 등

2)
은 자동변속기 부품인 애 리스 기

어와 허 클러치 어셈블리 부품에 이  용 을 

용하여 용성 평가를 통하여 기존 용 공정의 

체 가능성을 확인하 고, 안용규 등3)
은 Al-Si, 

Zn이 도 된 이종 강 의 용 부 미세 조직 특성

에 한 연구 등이 있으며, 설 욱 등4)은 980 MPa 
의 2.0 mm 소재의 이  용  조건에 따른 용

입 특성  인장강도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고, 김 용 등5)은 이  용 된 보론 강 의 핫

스템핑 공정과 유사한 조건에서 고온 인장 특성을 

평가하여 이  용 부의 건 성을 확인한 연구

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차에 용되는 에어 이크

의 슈에 제동력을 달하는 S-cam의 제조 공정에서 
기존 공정의 원가상승  기 개발비의 과다한 투

자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축 부와 캠 부를 분

리 성형하여 이  용 을 용한 정 합기술 

개발로 기존 제품 비 동등 이상의 성능이 확보된 

S-cam을 개발 하 으며, Photo. 1은 제품형상을 보
여주고 있다.

2. 실험 장치  방법

2.1 시험 샘   이  용  장치

2.1.1 시험 샘

본 연구에 용된 제품은  Photo. 1과 같이 상용
차용 에어 이크에 용되는 핵심 부품인 S-cam
으로 S45C 소재를 열간 단조를 통하여 일체형으로 
성형하고 열처리를 통하여 표면 경도를 높이고 있

다. S-cam의 캠 부는 동일하며 축 부의 길이가 차종
에 따라 다르게 제작되어 용되고 있다. 신규로 연
구된 제품은 캠 부와 축 부가 분리된 형태로 냉간 정

단조를 통하여 소재 Loss를 최소화 하고 후 가공
을 제거하여 원가 감을 달성하고, 차종에 따라 축 
부의 길이가 다른 제품을 용 하여 용할 수 있다.
캠 부와 축 부의 정렬과 용입율 확보를 한 결합

부 단면을 Fig. 1과 같이 제작하 으며, 합면 용
과 합면 용 +상단 용 을 용한 2가지 타입의 
용  방식으로 시험 샘 을 제작하 다.

Photo. 1 S-cam shaft of air brake for commercial vehicle

   

             (a) Single welding                      (b) Double welding
Fig. 1 Schematics of S-cam and shaft for welding conditions

2.1.2 이  용  장치  조건

본 연구에 사용된 이  용  장치는 최  출력 

16 kW  디스크 이 (TruDisk16002) 장비를 사
용하 으며 Photo. 2는 장비를 보여주고 있다. 최
의 용 조건 도출을 하여, Single welding 샘 은 

2.9 kW~4.8 kW까지 출력 조건을 조정하면서 용
을 실시하 고 작업속도는 3 m/min, 치 -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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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Laser welding machine for S-cam shaft

용 부 보호를 하여 Ar 가스를 10 ℓ/min 공 하

으며, 모재는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 방식으
로 500°C ~ 650°C 조건으로 열하 다.
상기 조건으로 제작된 샘 은 용입 깊이와 비드 

폭 등 용  특성을 찰하기 하여, 단  해 
연마를 통하여 시편을 제작하고 자 미경을 통하

여 용 면을 찰하 다. 한 용 부 경도 측정은 

비커스 경도기를 사용하 으며, 하  200 g, 유지시
간 5 sec 조건으로 용  심선을 기 으로 250 μm 
간격으로 측정하여 경도 값을 획득하 다. Double 
welding 샘 은 작업속도는 2 m/min ~ 3 m/min 까지 
변경하 으며, 모재는 유도가열 방식으로 600°C ~ 
700°C 조건으로 열하 다. 다른 조건은 Single 
welding 샘 과 동일하 다.
개발된 S-cam 은 S45C 소재로 높은 탄소 함유량으

로 이  용  시 용  균열의 문제 이 상되어 

열(pre-heating)을 통한 용 부 가열 후 이  용

을 진행하도록 로세스를 정립하 고 용  조건을 

최 화하기 하여 목표 용입률을 (6 mm ~ 8 mm) 
확보할 수 있는 용  조건을 찾아 용하 으며, 성
능시험용 샘 을 제작하 다.

2.2 강도  내구시험 장치

이  용 부 인장강도 시험을 하여 동일한 

합 조건의 환 시편을 제작하 으며, 이  용

 조건은 사  시험을 통하여 선정된 최 화된 용

조건을 이용하 다. 인장시험에 사용한 장비는 
MTS QT-100 장비로 자세한 사양은 Table 1과 같으
며, 인장속도는 10 mm/min으로 측정하 다.

Table 1 Specification of tensile test facility
Item Specifications

Hydraulic actustor 500 kN
Cross head travel length 1,220 mm

Position resolution 0.0025 mm

Table 2 Specification of torsional actuator and test conditions
Item Specifications

Max. dynamic torque 5,650 N･m
Max. static angle ±50 deg.

Max. dynamic angle ±45 deg.
Max. rotation angle 8.3 deg.(@10 Hz in full load)

Test speed 0.3 °/sec
Target Torque 4,000 N･m↑

신규로 개발된 S-cam의 이  용 부가 작동 시

에 유입되는 토크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확

보하 는지를 평가하기 하여 비틀림 시험을 수행

하 고, 사용한 시험기는 MTS 215.45 actuator 로 자
세한 사양은 Table 2와 같다.
개발된 S-cam은 반복 인 제동 조건에서 충분한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용차의 에어 
이크 사용 조건으로부터 개발된 시험조건과 비

틀림 시험기를 사용하여 내구시험을 수행하 으며, 
시험 조건은 Table 3, 시험 세 은 Photo. 3과 같다.

Table 3 Fatigue test conditions and test jig

Item Conditions

Torque 3,000 N·m

Frequency 3 Hz

Target cycle 1,000,000

Photo. 3 Fatigue test setting of S-cam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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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st conditions and results (Single welding)

No.
Welding conditions Weld penetration

RemarkPower welding
[W]

Speed welding
[m/min]

Pre-heating temp.
[°C]

Pre-heating speed
[m/min]

Width of bead
[mm]

Depth of penetration
[mm]

1 4800 3.0 500 7.5 - - Crack
2 4800 3.0 500 7.5 0.91/1.16 7.48/7.21 Crack
3 4000 3.0 650 7.5 1.57/1.09 6.91/6.37 Crack
4 4000 3.0 600 7.5 1.07/1.28 7.82/7.85 No crack
5 4200 3.0 600 7.5 1.64/1.56 8.12/8.28 Crack
6 4000 3.0 600 7.5 1.36/1.29 8.01/8.40 No crack
7 3300 3.0 600 7.5 - 7.01/7.90 Crack

8 2900 3.0 600 7.5 1.70/1.54 5.12/5.18 Too less 
penetration

9 3150 3.0 600 7.5 1.55/1.43 6.62/7.00 Too much 
penetration

10 3000 3.0 600 7.5 2.31/1.19 6.21/7.09 No crack

3. 실험결과  고찰

3.1 용  최 조건 도출

S45C 소재의 S-cam 부품의 이  용  합에 

최  용 조건 도출을 하여 2차에 걸쳐 다양한 용
 조건으로 용  샘 을 제작하고 용 특성을 분

석하 다. Single welding 샘 은 캠 부를 축 부에 삽

입하여 합하는 형태로 10개의 샘 을 제작하

다. 용 을 한 이  출력, 용 속도, 열조건 

등 용  조건  결과는 Table 4와 같다.
Single welding 용 시험 결과 샘  4번, 6번, 10번

의 용  조건이 크랙 없이 용  비드  용입 깊이에

서 양호한 결과를 보 으며, 용  최 조건으로 선

정하 다. 샘  6번의 단면을 찰한 결과 비드 
폭은 평균 1.32 mm, 용입 깊이는 평균 8.19 mm를 보
여 용입 깊이에서 요구수 을 만족하는 결과를 얻

었으며, 샘  10번은 비드 폭이 평균 1.75mm, 용입 
깊이는 6.65mm를 보여 용입 깊이의 요구수 을 만

족하 다. Photo. 4는 상기 샘 의 용입 깊이를 보여

주고 있다.
경도는 용 부 상단에서 용입부로 1 mm 거리상

의 단면을 기 으로 측정하 으며 Fig. 2에 표시하
다. 경도값은 용  합면을 기 으로 열 향부

와 용융부가 만나는 경계 부 에서 최 값인 350 
HV로 측정되었으며, 용용부의 경도값은 300 HV 내
외로 모재부의 경도 값과 유사하며, 최고 경도와 비
교하여 45 HV 정도 차가 발생하 다. 모재 쪽으로

(a) Weld penetration 8mm (Test no. 6)

(b) Weld penetration 6mm (Test no. 10)
Photo. 4 Weld penetration of S-cam shaft (Single welding)

Fig. 2 Hardness results of laser welding section (Test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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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st conditions and results (Double welding)

No.
Welding conditions

Depth of penetration
[mm] RemarkPower welding

[W]
Speed welding

[m/min]
Pre-Heating Temp.

[°C]
Pre-Heating Speed

[m/min]
1 4000 2.7 600 7.5 6.50 Crack
2 4000 2.0 650 7.5 7.00 Crack
3 4000 2.5 600 7.5 7.30 Crack
4 4000 2.5 700 7.5 8.12 Crack
5 4000 2.0 700 7.5 - Bad
6 4000 2.0 700 7.5 7.30 No crack
7 4000 2.0 700 7.5 7.0 No crack
8 4000 2.0 700 7.5 - Blowout on top
9 4000 2.0 600 7.5 7.0 Crack

10 4000 2.0 700 7.5 7.57 No crack

갈수록 경도는 낮아지는데 이는 이  용 의 일

반 인 경향으로 알려져 있다.
Double welding 샘 은 축 부를 캠 부에 삽입하여 

합하는 형태로 용  부 를 샘  합부와 캠 부 

상단을 용 하여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용
 조건  결과는 Table 5와 같다.
Double welding 용  시험결과 샘  6번, 7번, 10

번의 용  조건이 크랙 없이 용입 깊이가 7.0 mm이
상으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를 보 으며, 용
 최 조건으로 선정하 다.
만족한 결과를 보인 샘  10번의 단면을 찰

한 결과 비드 폭은 평균 3.05 mm, 용입 깊이는 평균 
7.57 mm를 보여 용입 깊이에서는 요구 수 을 만족

하 다. Photo. 5는 상기 샘 의 용입 깊이를 보여주

고 있다.
샘  10번의 용  단면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 최

 값은 322 HV로 측정되었으며, 측정 결과는 Fig. 3
에 표시하 다. 경도는 용입부 상단에서 1 mm 거리
상의 Top 부와 5mm 거리상의 Bottom 부의 용  단

면을 기 으로 측정되었으며, 열 향부와 용융부가

Photo. 5 Weld penetration of S-cam shaft (Double welding)

Fig. 3 Hardness results of laser welding section (Test no. 10)

만나는 경계 부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용용부
의 경도 값과 큰 차를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 용
단면의 Bottom 부분에서 경도값이 낮게 측정되었으
며, 모재쪽으로 갈수록 경도값이 낮아지고 있다. 용
부 경계에서 경도가 높아지는 원인은 용 시 발

생하는 고열상태에서 탄소량이 증가하는 형으로 

단되며, Single welding 비 경도값이 작은 것은 
작은 용 속도와 큰 열온도의 향으로 탄소량이 

감소한 이유로 단된다. 

3.2 인장강도  비틀림 강도

S-cam 캠 부와 축 부의 합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Single welding 샘 의 6번, 10번 용  조건에 

따라 인장강도 측정용 샘 을 각각 3개씩 제작하여 
시험에 이용하 다. Photo. 6과 Table 6은 인장강도 
시험 장치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결과 부
분 요구하는 인장강도 150,000N의 요구조건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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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6 Tensile strength test set up and results

Table 6 Results of tensile strength (Single welding)
SPL No. Target value Test results

#6-1

150,000N 

147,000 N
#6-2 226,400 N
#6-3 167,100 N

#10-1 205,300 N
#10-2 160,200 N
#10-3 167,600 N

하 으며, 2가지 용 조건이 본 개발품의 용 에 

합한 조건으로 단하 다.
이  용 을 용한 개발 제품이 작동 토크에 

한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하여 시험기에 장착될 수 있도록 제작된 지

그에 샘 을 장착하고 비틀림 강도시험을 수행하

다. Single welding 샘  2개, Double welding 샘  2
개 모두 4개의 샘 을 진행하 으며, 시험 결과 4개 
샘  모두 기  비틀림 강도인 4,000 N･m를 만족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장강도와 비틀림 강도시험
을 통하여 제작된 샘 의 용  조건이 고탄소강 개

발 제품의 이  용  조건으로 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과 Fig. 4는 비틀림 강도 시험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7 Results of torsional strength
Test sample SPL no. Max. torque Remark

Single welding
#6-1 4,726 N･m No crack
#6-2 5,267 N･m No crack

Double welding
#10-1 5,000 N･m No crack
#10-2 5,000 N･m No crack

Fig. 4 Torsional strength test results (Double welding #10-1)

3.3 내구성 평가

개발된 S-cam 시제품의 내구성 평가는 차량의 주
행  제동과정에서 반복 으로 발생하는 동하 에 

하여 충분하게 안 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단하기 하여 제품의 사용조건으로부터 

얻어진 시험조건(수요처 요구 시험조건)에 따라 내
구시험을 진행하 다. 내구시험은 Photo. 3과 같이 
Torque 3,000 N･m, Frequency 3 Hz 토크 제어로 구축
한 시스템으로 진행되었으며, Double welding 샘  

10번 조건으로 용 된 4개에 하여 내구시험을 진
행하 다. 시험 결과 모두 목표 수명인 1,000,000 
Cycles에서 균열  손 발생 없이 만족하는 결과
를 얻었다. Table 8과 Photo. 7은 시험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Table 8 Fatigue test results of double welding samples
Test sample SPL no. Results Remark

Double welding

#10-1 1,000,000 cycles No crack
#10-2 1,000,000 cycles No crack
#10-3 1,000,000 cycles No crack
#10-4 1,000,000 cycles No crack

 

Photo. 7 Fatigue test result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cam 제품의 원가 감  생산성 
향상을 하여 기존의 일체형 제품을 분리형 제품

으로 제작하 으며 정  합을 한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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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용한 사례이다. 탄소 함유량이 많은 자동
차 부품 소재의 이  용  용을 하여 모재의 

열과 용 조건 도출을 통한 기존 제품 비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 제품을 개발하 으며,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탄소강(S45C) 소재의 자동차부품에 이  용

기술 용을 해서는 열이 필수 이며, 다
양한 시험을 통하여 열 조건 700°C, 용 속도 2 
m/sec, 용 출력 4 kW의 최  용 조건을 도출

하 으며, 도출된 용  조건에 따라 제작된 시제

품의 성능이 제품의 요구 성능을 만족하 다.
2) 최  용 조건으로 선정된 샘 의 용 면을 분

석한 결과 평균 비드 폭은 1.3~3.05 mm, 용입 깊
이 6~8 mm, 경도는 용용부와 열 양부의 부

에서 가장 큰 350 HV 값을 보 다. 경도차가 큰 
부 가 작동  단이 상되는 부 이며, 실제 
시험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며, 상 으

로 용융부의 경도 값은 모재와 유사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S-cam 시제품의 비틀림 강도, 내구시험 결과 시
제품의 성능이 수요처의 요구 조건인 Torque 
4,000 N･m를 과함을 확인하 으며, 내구 목표
수명인 1,000,000 cycles 을 만족하 다.
이상의 결과는 S45C와 같은 고탄소강 소재를 

용하여 고강도의 비틀림을 받는 자동차 부품 제조

시 이  용 을 용한 부품 개발이 가능한 결과

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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