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ps!
Optics Oriented Precision System

기계재료학

Chapter.2 철강재료



Chapter. 2

2.1   철과 강
1. 철강의 개요
2. 철강재료의 특성
3. 구조용 강재

2.2   강의 열처리와 표면경화
1. 강의 열처리
2. 강의 표면강화

2.3   주철과 주강
1. 주철
2. 주강



2. 강의 표면경화

Cams Cable Drums Wheel and Sheaves

• 마찰부분이 많고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계요소는 내마멸성과 강인성 요구

• 표면경화 (Surface hardening) → (표면-높은 경도,     내부-높은 강인, 내충격성) 



표면 경화법 (Surface hardening)

화염 및 고주파 담금질법

0.4~0.5%C 탄소강을 열처리하여 인성을 강화시키고, 고주파 전류 또는 화염 등으로 필요부분만을 담금
질하는 방법

침탄법

저탄소강의 필요 부분에 탄소를 침탄시킨 다음 전체를 담금질 함.

질화법

특수강재 부품을 약500°C의 암모니아 가스(NH3)중에서 장시간 가열하여 높은 경도의 표면 질화층을 형성.



(1) 화염 및 고주파 경화법

화염 담금질 (flame hardening)

0.4~0.5%C 탄소강 → 담금질(Quenching) → 뜨임(Tempering)

→ 산소-아세틸렌 화염 가열(표면층 오스트나이트) → 표면 급냉(표면층 경화)

중심부

표면부

중심부

표면부

강인성, 경도

높은 경도



화염 경화 장치



화염 담금질 조건

이송 속도에 따른 화염 경화 깊이의 변화

화염의 온도, 가열시간, 화염의 이동속도표면 경화 깊이 ←

← 빠른 이송속도 느린 이송속도 →

깊은 경화층얕은 경화층

1.5 ~ 6mm까지 가능



고주파 담금질 (induction hardening)

화염을 이용한 열원 대신 고주파 전류를 이용한 표면 경화 열처리법



고주파 담금질 (induction hardening)

화염을 이용한 열원 대신 고주파 전류를 이용한 표면 경화 열처리법

Inducto
r

맴돌이전류
(eddy 
currents) 표면효과

(Skin effect)
표면층 집중 가열



유도자의 종류



고주파 담금질 조직

고주파 담금질 제품
외면 담금질용 유도자

제품



(2) 강의 침탄 및 질화법

침탄 조직

침탄법 (carburizing)

~0.2%C 저탄소강을 침탄제속에 파묻고 가열 → 표면에 탄소 확산 침투 → 고탄소 표면층 형성

→ 담금질로 표면 마텐사이트 조직 형성

내부 : 높은 인성표면 : 내마멸성



고체 침탄 (solid carburizing)

숯, 코크스 가루 등의 침탄제와 탄산바륨(BaCO3) 등의 침탄 촉진제를 사용

침탄용 상자

• 장점 : 큰 물품 용이, 시설비 최소

• 단점 : 대량생산에 부적합, 불균일성



γ ⋅ Fe + 2CO → γ ⋅ Fe(C) + CO2

침탄제(C)

오스트나이트 철 일산화탄소

산소(O)

O

C

일산화탄소

O

C 침탄제

산소 O

C 표면 증착



탄소량 감소

침탄깊이 : 침탄제 종류 / 강재 종류 / 침탄온도 / 시간



가스 침탄 (gas carburizing)

매탄가스(Ch4)나 프로판가스(C3H8)와 같은 탄화수소계 가스로 침탄하는 방법

gas 
carburizing 

탄화수소계 가스



질화법 (nitrizing)

강재 표면에 질소(N)를 침투시켜 질소화합물(Fe2N)의 층을 형성하는 표면경화법.

질화법 (nitrizing)침탄법 (caburizing)

침탄처리

담금질 열처리 질화처리

담금질 열처리



NH3 → N + 3H
가열(500°C)

암모니아

N

표면 증착

질화용강

질화온도와 질화층의 경도

질화시간과 질화층의 경도



질화로의 구조



침탄 질화법 (cyanding)

강재 표면에 CN화합물을 발라 가열하여 담금질하는 방법.

질화법 (nitrizing)침탄법 (caburizing)

C N C

침탄 질화법 (cyanding)

N



2NaCN + 2O2 → Na2CO3 + CO + 2N

시안화나트륨

N

침탄

강재

C

질화

침탄, 질화의 시간과 경화깊이 관계



침탄질화법으로 처리한 Armco철의 질화층의 경도와 경화층 조직의 변화

낮은온도: 높은 질소침투, 낮은경도, 얕은침투 높은온도: 높은 탄소침투, 높은은경도, 깊은침투



그 밖의 표면 경화법

분위기 열처리

분위기 가스(불활성, 환원성 등)을 이용해 강재를 열처리할 때 산화나 탈탄을 방지하여 열처리 전후의 표면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처리방법



플라즈마 질화법 (plasma nitrizing)

이온화한 질화가스 분위기 중에서 양극(+/-) 사이에 생기는 Cr방전을 이용한 질화법

질소 농도가 높고, 질화 속도가 빠름, 무공해



진공 열처리 (vacuum heat treatment)

진공 분위기 속에서 강을 산화시키지 않고 열처리 하는 방법

무공해, 가공 후 처리 없음, 우수한 표면



전해 담금질 (electrolyte hardening)

-

+

음극효과에 의해 발열하는 전기화학적 현상을 응용하여 강재의 표면을 가열하여 담금질하는 방법

5~10% Na2CO3 수용액

220V 고압직류



방전 경화법 (electro spark hardening)

양극(+/-) 사이에 발생하는 공중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급열 급랭을 이용한 경화법

공구날의 경화
내연기관 부품의 내식, 내열, 내마멸성



쇼트피닝 (shot peening)

경화된 소강구인 shot을 공작물 표면에 분사하여 공작물을 다듬질하고, 피로강도, 인장강도 및 기타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표면경화법



Railroad Bearings



REPORT #6R PORT #6

기계재료 중 비철금속 2개 이상을 골라 이를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특성을 설명기계재료 중 비철금속 2개 이상을 골라, 이를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특성을 설명

하시오. (단, 제품의 특성은 기능성, 가공성, 경제성 등으로 분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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