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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탄소 평형상태도

• Fe-Fe3C 상태도의 고상

α 고용체(ferrite)

라틴어의 Ferrum(철)에서 나온 말로서 화학성분은 순철에 가까우나라틴어의 Ferrum(철)에서 나온 말로서 화학성분은 순철에 가까우나
723℃에서 탄소를 최대 0.025%까지 고용하며 온도가 내려가면 탄소고
용도는 감소하여 0℃에서는 0.008%로 된다. 탄소 원자는 그 크기가 작
기 때문에 철결정격자의 사이의 공간에 침입형으로 위치한다 결정 격자기 때문에 철결정격자의 사이의 공간에 침입형으로 위치한다. 결정 격자
는 체심입방 격자이다.

γ고용체(austenite)

γ철과 탄소와의 고용체이며 탄소는 침입형으로 고용되어 있
다.Sir.Robert Austen의 이름을 따서 오스테나이트라고 한다. 결정 구조
는 면심 입방 격자로 철을 A1 변태점 이상으로 가열하였을 얻는 조직이는 면심 입방 격자로 철을 A1 변태점 이상으로 가열하였을 얻는 조직이
다.

δ고용체( δ ferrite)

순철에서 1539℃와 1400 ℃ 구간에서 존재하는 철로서 1490℃에서

탄소를 최대한 즉 0.1%까지고용한다. 체심입방격자로 1490℃에서 격자

상수는 2 93Å이다상수는 2.93Å이다.



[1]시멘타0|트(cementite)[1]시멘타0|트(cementite)

탄소 6.67%의 철탄화물(Fe3C)을

말하며 광택이 있고 대단히 경하다말하며 광택이 있고 대단히 경하다. 

경도(HB)는 약 820이며,자성을 가

지나 210℃에서 자성을 잃는다(Ao지나 210℃에서 자성을 잃는다(Ao

변태). 대단히 경하며 메짐성을 가

지며,따라서 전연성도 없다. Fe3C지며,따라서 전연성도 없다. Fe3C

는 Cr,Mo,Mn 둥 합금 윈소륨 고용

하며이들 윈자는 철원자를 치환하
시멘타이트의 원자구조

여(FeCr) 3C, (FeMo) 3C, (FeMn) 

3C 등을 형성한다.

Fe3C는 12개의 Fe원자와 4개의 C원
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방정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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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x56+12 x1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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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체의 종류



[2] 펄라0|트(pearlite)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와의 공석정 조직으로 탄소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와의 공석정 조직으로 탄소
0.8% 펄라이트를 가열하면 A1 변태점에서 오스테나이트
로 변화한다. 공석정이므로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와의변화한다. 공석정이 페라이 와 시멘타이 와의
혼할물이며,혼합 상태에 따라 층상, 입상이 된다. 보통은
충상의 경우가 많다.

[3] 레데부라이트(ledeburite)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의 혼합 조직을 말한다. 레
데부라이트 중의 오스테나이트는 냉각되는 동안 페라이
트와 시멘타이트로 변화한다트와 시멘타이트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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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 상태도와 항온변태곡선

공석강(0.8%C)

항온변태곡선을 Fe-C 상태도와 관련시켜서 그림 (b)를 보면
펄라이트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되는 시간은펄라이트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되는 시간은 nose 
부근에서 가장 짧고, A1선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시간이 오
래 걸린다래 걸린다.

아공석강(0.5%) 

그림 (c)에서 보면 공석강에서와 또 다른 곡선이 하나 존재하그림 (c)에서 보면 공석강에서와 또 다른 곡선이 하나 존재하
는데, 이것은 초석페라이트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간을 나타
내는 곡선이다. 이와 비슷하게 과공석강에서도 초석시멘타이
트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곡선이 존재한다.

공석강과 아공석강의 항온변태곡선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차이점은 마르텐사이트(martensite)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온
도인 Ms 온도로 일반적으로 탄소함량이 많을수록 Ms 온도는
내려간다

6

내려간다. 



◆ 공석강◆ 공석강

0 8%C의 공석탄소강을 750℃ 정도로 가열하여 충분한 시0.8%C의 공석탄소강을 750℃ 정도로 가열하여 충분한 시
간동안 유지하면 조직은 균일한 단상의 오스테나이트가 되는데, 
이 과정을 오스테나이트化(austenitizing)라고 한다.g

이 공석강을 평형에 가까운 냉각속도로 서냉시킬 때 그림
2.3에서 e로서 지시되는 온도, 즉 공석온도 직상에서는 아직까
지 조직은 오스테나이트 상태로 있다 그러나 온도가 더 내려지 조직은 오스테나이트 상태로 있다.  그러나 온도가 더 내려
가서 공석온도 이하로 되면(f점) 오스테나이트는 α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Fe3C)의 혼합조직으로 변태하게 된다 이 조직은시멘타이트(Fe3C)의 혼합조직으로 변태하게 된다. 이 조직은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교대로 반복되어지는 층상조직(層狀
組織, lamellar structure)을 형성하고 있다. 이 조직은 광학현
미경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그 형태가 진주(pearl)와 비슷하기
때문에 펄라이트(pearlite)라고 불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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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석강
이와같이 펄라이트는 단상조직이 아니라 페라이트와 시멘타이와같이 펄라이트는 단상조직이 아니라 페라이트와 시멘타

이트의 2상혼합조직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냉된 0 8%C의 공석강을 Ａ1 변태온도 직하에서 지렛대법칙서냉된 0.8%C의 공석강을 Ａ1 변태온도 직하에서 지렛대법칙
(lever rule)을 적용시키면 이 합금을 구성하고 있는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중량분율을 알 수 있다.  즉

페라이트의 분율(wt%)   = 

시멘타이트의 분율(wt%) = 

따라서 723℃와 상온에서 페라이트의 탄소 고용도한계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펄라이트 조직은 상온에서 약 88%의 페라이트
와 12%의 시멘타이트로 구성되어 있게 되고, 또한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밀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펄라이트 조직에 나
타나는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면적비율은 약 7:1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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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면적비율은 약 7:1정도가 된다. 



◆ 아공석강
0.4%C의 아공석 탄소강을 900℃(그림 2.3의 a)로 가열하( )

여 충분한 시간동안 유지하게 되면 공석탄소강에서와 마찬가
지로 균일한 오스테나이트로 된다. 그리고는 이 아공석강을 그
림 2 3의 b점(약 775℃)까지 서냉시키면 오스테나이트 결정립림 2.3의 b점(약 775℃)까지 서냉시키면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계에서 初析페라이트(proeutectoid ferrite)가 우선적으로 핵생
성하기 시작한다 이 강을 다시 c 점까지 서냉시키면 초석페라성하기 시작한다. 이 강을 다시 c 점까지 서냉시키면 초석페라
이트는 오스테나이트 속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간다. 이때 페라
이트가 형성된 지역의 과잉탄소는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계
면으로부터 오스테나이트 속으로 밀려나므로 남아있는 오스테
나이트의 탄소량은 점점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Ａ1 변태온도
직상인 점에 도달되면 남아있는 오스테나이트의 탄소량은직상인 c 점에 도달되면 남아있는 오스테나이트의 탄소량은
0.4%에서 0.8%로 증가하게 된다. 한편 Ａ1 변태온도인 723℃ 
직하인 d 점에 도달되면 남아있는 오스테나이트는 공석반응에직하인 d 점에 도달되면 남아있는 오스테나이트는 공석반응에
의해서 펄라이트로 변태하게 된다.  펄라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페라이트는 초석 페라이트와 구별하기 위해서 共析페라이트

9(eutectoid ferrite)라고 부르며, 이 두 페라이트의 조성은 평형
조건하에서는 같아진다.



◆ 아공석강
Ａ1 변태온도 직상인 c 점에서 지렛대법칙을 사용하면 초

석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중량분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초석 페라이트 분율 ( )초석 페라이트 분율 (wt%) = 

오스테나이트 분율 (wt%) =오스테나이트 분율 (wt%) =  

723℃의 Ａ1 변태온도에서 남아있는 모든 오스테나이트는
Ａ1 변태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에 펄라이트로 변태하기 때문에, 
그림 2.3에서 Ａ1 변태온도 직하인 d 점에서의 펄라이트의 중
량분율은 Ａ1 변태온도 직상인 점에서의 오스테나이트의 중량분율은 Ａ1 변태온도 직상인 c 점에서의 오스테나이트의 중
량분율과 같게 될 것이다. 따라서 0.4%C의 아공석강에 있어서
723℃ 직하의 온도에서 존재하는 펄라이트의 중량분율은 50%723℃ 직하의 온도에서 존재하는 펄라이트의 중량분율은 50%
가 된다. 한편 Ａ1 변태온도와 상온에서 페라이트의 탄소 고용
도한계의 차이는 미미하므로 상온에서의 초석 페라이트와 펄라

10이트의 상대적인 양은 d 점에서 계산된 값과 비교해서 큰 차이
가 없다.



◆ 과공석강
과공석 탄소강을 서냉시킬 때 나타나는 초석상은 시멘과공석 탄소강을 서냉시킬 때 나타나는 초석상은 시멘

타이트이다. 1.2%C의 과공석강을 950℃(그림 2.3의 g점)에
서 오스테나이트화한 후에 냉각할 때에 나타나는 미세조직서 오스테나이트화한 후에 냉각할 때에 나타나는 미세조직
변화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강이 그림 2.3의 h점의 온
도로 서냉되면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에서 初析시멘타이트
(proeutectoid cementite)가 핵생성되어 성장하게 된다. 다
시 이 강이 j점까지 냉각되는 동안에 초석시멘타이트는 계속
성장해 가면서 오스테나이트에 있는 탄소를 고갈시키게 된성장해 가면서 오스테나이트에 있는 탄소를 고갈시키게 된
다. 이 냉각과정이 평형냉각이라고 가정할 때에 j점의 온도
에서 남아있는 오스테나이트의 탄소량은 1 2%에서 0 8%로에서 남아있는 오스테나이트의 탄소량은 1.2%에서 0.8%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오스테나이트는 Ａ1 변태온
도 이하로 냉각되면서 공석반응에 의한 펄라이트로 변태하
게 된다. 펄라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시멘타이트는 초석시멘
타이트와 구별하기 위해서 共析시멘타이트(eutectoid 

tit )라고 부른다 11cementite)라고 부른다.



◆ 과공석강
Ａ1 변태온도 직상인 그림 2 3의 j점에서 지렛대법칙을 사용하면 초석Ａ1 변태온도 직상인 그림 2.3의 j점에서 지렛대법칙을 사용하면 초석
시멘타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중량분율을 구할 수가 있다.  즉, 

초석시멘타이트 분율 (wt%) =   

오스테나이트 분율 (wt%)   = 

아공석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석온도인 723℃ 직상에서 남아있는 오스
테나이트는 723℃ 이하로 냉각시 펄라이트로 변태하므로 그림 2.3에서
Ａ1 변태온도 직하인 d 점에서의 펄라이트의 중량분율은 Ａ1 변태온도Ａ1 변태온도 직하인 d 점에서의 펄라이트의 중량분율은 Ａ1 변태온도
직상인 k점에서의 오스테나이트의 중량분율과 같게 될 것이다. 따라서
1.2%C의 과공석강에 있어서 723℃ 직하의 온도에서 존재하는 펄라이
트의 중량분율은 93 2%가 된다 한편 Ａ1 변태온도와 상온에서 페라이트의 중량분율은 93.2%가 된다. 한편 Ａ1 변태온도와 상온에서 페라이
트의 탄소 고용도한계의 차이는 미미하므로 상온에서의 초석시멘타이
트와 펄라이트의 상대적인 양은 k점에서 계산된 값과 비교해서 큰 차이
가 없다 그림 2 7은 1 4%C의 과공석강을 970℃에서 오스테나이트화가 없다. 그림 2.7은 1.4%C의 과공석강을 970℃에서 오스테나이트화
한 후 서냉(100℃/hr)한 조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초석시멘타이트가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를 따라서 망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12있다.



◆ 과공석강
Ａ1 변태온도 직상인 그림 2 3의 j점에서 지렛대법칙을 사용하면 초석Ａ1 변태온도 직상인 그림 2.3의 j점에서 지렛대법칙을 사용하면 초석
시멘타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중량분율을 구할 수가 있다.  즉, 

초석시멘타이트 분율 (wt%) =   

오스테나이트 분율 (wt%)   = 

아공석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석온도인 723℃ 직상에서 남아있는 오
스테나이트는 723℃ 이하로 냉각시 펄라이트로 변태하므로 그림 2.3
에서 Ａ1 변태온도 직하인 d 점에서의 펄라이트의 중량분율은 Ａ1 변에서 Ａ1 변태온도 직하인 d 점에서의 펄라이트의 중량분율은 Ａ1 변
태온도 직상인 k점에서의 오스테나이트의 중량분율과 같게 될 것이다. 
따라서 1.2%C의 과공석강에 있어서 723℃ 직하의 온도에서 존재하
는 펄라이트의 중량분율은 93 2%가 된다 한편 Ａ1 변태온도와 상온는 펄라이트의 중량분율은 93.2%가 된다. 한편 Ａ1 변태온도와 상온
에서 페라이트의 탄소 고용도한계의 차이는 미미하므로 상온에서의
초석시멘타이트와 펄라이트의 상대적인 양은 k점에서 계산된 값과 비
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림 2 7은 1 4%C의 과공석강을 970℃에서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림 2.7은 1.4%C의 과공석강을 970℃에서
오스테나이트화한 후 서냉(100℃/hr)한 조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초석시멘타이트가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를 따라서 망상으로 형성되

13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펄라이트 변태

• 공석강을 850℃로부터 750℃까지 냉각해서 이 온도에서 항온유지시키면
어떠한 변태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650℃까지 냉각시켜서 항온유지
하면 1초후에 펄라이트 변태가 시작되고 10초 이내에 변태가 완료된다(그
림 곡선 II). 

• 펄라이트 형성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층상펄라이트는 점점 미세해지고 변태
조직은 더욱 경화된다조직은 더욱 경화된다.

• 변태온도는 펄라이트 형성 시간뿐 아니라 펄라이트 층간거리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변태온도가 낮을 수록 층간거리는 작아진다

0.80%C 를 함유한 강에 대한 여러
가지 냉각프로그램으로부터가지 냉각프로그램으로부터
얻어지는 조직상의 상태 ; 

A=오스테나이트, B=베이나이트
C 시멘타이트 F 페라이트C=시멘타이트 F=페라이트

P=펄라이트 M=마르텐사이트
Ms= 마르텐사이트 생성 개시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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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나이트 변태

– 베이나이트의 형성베이나이트의 형성

• 강을 약550℃와 Ms온도 사이에서 항온변태
처리

오스테나이 결정립계 페라이 핵 생성

•

•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 페라이트 핵 생성
오스테나이트 탄소농도 증가 시멘타이

트 형성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동시에
성장

– 형성 온도에 따른 베이나이트 분류

상부베이나이트; 350℃이상에서 형성되는 0 8%C 공석강에서 상부베이나이트• 상부베이나이트; 350℃이상에서 형성되는
깃털모양의 베이나이트

• 하부베이나이트 350℃ 이하의 온도에서는

0.8%C 공석강에서 상부베이나이트

형성되는 침상의 베이나이트

– 경도와 인성

상부베나이트의 경도와 인성은 변태온도에• 상부베나이트의 경도와 인성은 변태온도에
따라 약간 변화하는데, 하부베이나이트는
변태온도의 강하에 따라 경도가 급격히 증
가하며 동일 경도의 담금질 뜨임한 조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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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며 동일 경도의 담금질 뜨임한 조직보
다 현저하게 큰 인성을 나타낸다.

0.8%C 공석강에서 하부베이나이트



연속냉각변태 (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

• 강을 오스테나이트 상태로부터 여러 가지
냉각 속도로 상온까지 냉각시키는 조작이
다. 그림은 공석강을 A1 변태점 이상의 온
도로 가열한 후 여러 냉각 속도(v1∼v6)로
냉각을 시켰다. 직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냉각속도가 큰 것이다.냉각속도가 큰 것이다.  

– 임계냉각속도; V5의 냉각속도로 마르
텐사이트만을 형성하는 최소냉각속도

S곡선과 연속냉각 곡선의 관계

냉각속도 냉각방법 변태시간 변태조직 비 고

연속냉각변태에 의한 조직의 변화

V1 Normalizing a1→b1 펄라이트 Coarse pearlite

V2 Full Annealing a2→b2 솔바이트 Medium pearlite

V3 Oil Quenching a3→b3 투르스타이트 Fine PearliteQ g 투 타이

V4 Oil Quenching A4,m4→Mf 투르스타이트+마텐자이트 Martensite+Pearlite

V5 Water Quenching a5, m5→Mf 마르텐사이트 Martensite

V6 Water Quenching m6→Mf 마르텐사이트 Marten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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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Water Quenching m6→Mf 마르텐사이트 Martensite



연속 냉각 변태 곡선
연속 냉각 변태 곡선• 연속 냉각 변태 곡선

강을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냉각 속도로 연속냉각 함으로써 생기는 변
태나 조직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로 CCT곡태나 조직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로 CCT곡
선이라고도 한다.

• S 곡선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CCT 곡선을 추
측할 수 있다측할 수 있다
– CCT 곡선에서 펄라이트가 생기는 부분

은 S 곡선보다 ‘약간 아래쪽’에, 그
리고 ‘조금 오른쪽’에 있다리고 조금 오른쪽’에 있다. 

– 일반적으로 연속냉각변태 곡선은 항온
변태 곡선보다 약38℃정도 낮고 시간은
50% 정도 더 걸리는 방향에 있다50% 정도 더 걸리는 방향에 있다. 

– S 곡선에서 베이나이트 구역이 펄라이
트 구역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CCT 곡선트 구역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CCT 곡선
에서 베이나이트 구역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왼쪽에 있으면 CCT 곡선에서 베
이나이트 구역이 생긴다

공석강의 항온변태곡선과 연
속냉각변태곡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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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이트 구역이 생긴다.
• CCT 곡선의 마르텐사이트 변태 구역은 S 곡

선의 변태 구역과 거의 같다.



임계냉각속도(critical cooling rate)

– 임계 냉각 속도는 펄라이트가 생기지

않고 100%마르텐사이트가 생길 수

있는 냉각 속도이다 임계 냉각 속도있는 냉각 속도이다. 임계 냉각 속도

보다 늦게 냉각하면 펄라이트가 일부

생기고(A,B,C곡선), 임계 냉각 속도, , ,

보다 빨리 냉각하면(D곡선) 100%마

르텐사이트 조직을 얻을 수 있다.

– 합금강 중에는 펄라이트 코(nose)까

지의 시간이 길어서 천천히 냉각하여

도 100%마르텐사이트로 되는 강이

있다. 이런 강을 자경강이라고 한다.

– 탄소강은 펄라이트 코(nose)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아서 물속에 급랭하여
연속냉각변태

18
야 100%마르텐사이트로 된다. 연속냉각변태



탄소강합 금 강

(5) 강에 대한 합금강의 효과

① 체심입방금속(Cr, W, V, Mo등)은 탄화물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 → α-
Fe에 고용하기 쉬움Fe에 고용하기 쉬움

② 면심입방금속(Ni, Cu등)은 탄화물 형성 X → γ-Fe에 고용하기 쉬움

③ 이들 금속은 언제든지 고용체를 만드는 경우에는 치환형으로 됨③ 이들 금속은 언제든지 고용체를 만드는 경우에는 치환형으로 됨.

그림. 합금원소에 따른 상태도의 변화
19



탄소강합 금 강

그림 합금원소에 따른 恒溫變態線의 변화그림.  합금원소에 따른 恒溫變態線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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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Martensite

그림.  공석 조성의 철-탄소함금의 완전한 등온변태도 그림.  마르텐사이트의 미세구조의 현미경 사진(122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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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Fe3C 상태도의 불변 반응

( )포정반응(peritectic reaction)

포정 반응점(1492℃)에서 0.5% C인 융액(L)과 0.1%C인 δ-페라이트가 반응하여
0.15%C인 오스테나이트(γ)를 생성한다.

[ ] [ ] CCCL %15.0
1492

%1.0%5.0)( γδ ⎯⎯ →←+ ℃융액

공정반응(eutectic reaction)

공정 반응점(1147℃)에서 4.3% C인 융액(L)이 2.08%C인 오스테나이트
(γ)와 6 67%C를 함유한 금속간 화합물 Fe3C(cementite)로 분해한다 이(γ)와 6.67%C를 함유한 금속간 화합물 Fe3C(cementite)로 분해한다.이
때 조직을 레데부라이트라 한다

[ ] CCC CFeL %6763%012
1147

%34)( +⎯⎯ →← γ℃융액 [ ] CCC %67.63%01.2%3.4)( γ융액

공석반응(eutectoid reaction)

공석 반응점( 23℃)에서 08% C를 함유한 고상 오스테나이트( )가공석 반응점(723℃)에서 08% C를 함유한 고상 오스테나이트(γ)가
0.025% C를 함유한 α-페라이트와 6.67%C인 시멘타이트(Fe3C; 
cementite)로 분해한다.이 때 조직을 펄라이트라 한다

22

[ ] [ ] CCC CFe %67.63%025.0
723

%01.2 +⎯⎯ →← αγ ℃



Fe-Fe3C계 상태도와 탄소량에 의한 조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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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나이트에서 펄라이트 변태과정 자세히 보기



오스테나이트에서 경계에서 펄라이트 생성 과정

Fe3C의 핵

오스테나이트오스테나이트 펄라이트

페라이트

① 오스테나이트 입계에서 Fe3C의 핵이 발생

② Fe3C의 핵이 성장

③ Fe3C의 주위에 페라이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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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페라이트가 생긴 입계에 Fe3C 생성



탄소량 함유량의 변화에 따른 탄소강의 현미경 조직의 변화

순철[그림(a)]

순철의 조성은 이론적으로순철의 조성은 이론적으로
0.025%C 이하를 함유한 철로α-철
또는 순철을 금속조직학상 페라이또는 순철을 금속조직학상 페라이
트(ferrite)라 한다.  페라이트의 탄
소함유량은 대단히 적다.(상온에서
0.008% 정도)

(a) 0.0%C 페라이트(5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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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량 함유량의 변화에 따른 탄소강의 현미경 조직의 변화

아공석강 [그림(b)]

의 탄소강으0.025∼0.8%C의 탄소강으로 초
석페라이트(하얀색)와 펄라이트
(검정색 )혼합물로오스테나이트(검정색 )혼합물로오스테나이트
가 공석반응에의해서펄라이트로
변태하게된다. 펄라이트를구성
하고 있는페라이트는초석페라
이트(proeutectoid ferrite)와구별
하기 위해서共析페라이트하기 위해서共析페라이트
(eutectoid ferrite)라고부르며, 이
두 페라이트의조성은평형조건하두 페라이트의조성은평형조건하
에서는같아진다. 

(b) 0.4%C 페라이트+펄라이트(5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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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량 함유량의 변화에 따른 탄소강의 현미경 조직의 변화

A1변태온도직상에서 0.4%C강의각상의중량 분율은

025040 %50%100
025.08.0
025.04.0%)( =×

−
−

=wt초석페라이트분율

025040 %50%100
025.08.0
025.04.0%)( =×

−
−

=wt오스테나이트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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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강 [그림(c)]공석강 [그림(c)]

0.8%C의 탄소강으로 오스테나이트화
후 서랭시키면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
혼합조직으로변태하게된다. 이 조직은
페라이트와시멘타이트가교대로반복
되어지는층상 직(層狀組織 l ll되어지는층상조직(層狀組織, lamellar 
structure)을형성하고, 그 형태가진주
(pearl)와비슷하기때문에펄라이트(pearl)와비슷하기때문에펄라이트
(pearlite)라한다.A1변태온도직하에서
0.8%C강의각상의중량 분율은 (c)  0.8%C 펄라이트(1000X)량

%88%100
0250676

8.067.6%)( =×
−
−

=wt페라이트분율
025.067.6

%12%100
0250676

025.08.0%)( =×
−

=wt시멘타이트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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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공석강 [그림(d)]

0.8 ∼2.01%C의 탄소강으로 초석시멘
타이트(하얀색)와 펄라이트(검정색)의
혼합물이다. 펄라이트를구성하고있는
시멘타이트는초석시멘타이트와구별시멘타이트는초석시멘타이트와구별
하기 위해서共析시멘타이트
(eutectoid cementite)라고부른다(eutectoid cementite)라고부른다 , 
A1변태온도직상에서 1.2%C강의각상
의 중량 분율은

(d) 1.2%C 펄라이트+시멘타이트

(500X)%86%1008.02.1%)( −
초석시멘타이트분율 (500X)%8.6%100

8.067.6
%)( =×

−
=wt초석시멘타이트분율

%293%1002.167.6%)( ×
−wt오스테나이트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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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00
8.067.6

%)( =×
−

=wt오스테나이트분율



0.4%C 아공석강에서 냉각하는 동안 일어나는 변화

[1] a점에서는 균일한 {γ}고용체로 A3변태선
에 도달하면 초석페라이트 {α}고용체가 석
출하기 시작한다.하기 시작 다

[2} b점으로 냉각되면 농도가 변화된{α}고용
체와 {γ}고용체의 농도는 점점 증가된다.

[3] 점이하 A1변태선의 직상으로 온도가 되면[3] c점이하 A1변태선의 직상으로 온도가 되면
0.025%C의 초석{α}고용체의 석출이 완료
되고 0.8%C의 {γ}고용체만 남는다.

[4} A1변태선에 이르면 0.8%C의 {γ}고용체가
펄라이트 변태를 일으켜 {α}고용체와 시멘
타이트(Fe3C)가 혼합된 층상조직으로 변한타이트(Fe3C)가 혼합된 층상조직으로 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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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C강의 열분석곡선



[ ] [ ( )]

탄소량 함유량의 변화에 따른 탄소강의 현미경 조직의 변화

[1] 순철[그림(a)]

순철의 조성은 이론으로
0.025%C 이하를 함유한 철

[2] 아공석강 [그림(b)]

0.025∼0.8%C의 탄소강으로 초
석페라이트(하얀색)와 펄라이트석페라이트(하얀색)와 펄라이트
(검정색 )혼합물

[3] 공석강 [그림(c)][3] 공석강 [그림(c)]

0.8%C의 탄소강으로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교대로 반복되어지
는 층상조직

0.4%C 페라이트+펄라이
트(500X)

0.0%C 페라이트(500X)

는 층상 직

[4] 과공석강 [그림(d)]

0 8 ∼2 01%C의 탄소강으로 초석0.8 2.01%C의 탄소강으로 초석
시멘타이트(하얀색)와 펄라이트
(검정색)의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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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C 펄라이트(1000X) 1.2%C 펄라이트+시멘타이
트 (500X)



상태 에서 알 수 있 내상태도에서 알 수 있는 내용

평형 조건하에서 조성과 온도에 따라 나타나는 상(相)을 알평형 조건하에서 조성과 온도에 따라 나타나는 상(相)을 알

려준다.

한 성분(혹은 복합체)과 다른 성분과의 평형 고용도를 알려한 성분(혹은 복합체)과 다른 성분과의 평형 고용도를 알려

준다.

한 합금을 평형 조건하에서 서냉할 때 응고점과 응고온도 범한 합금을 평형 조건하에서 서냉할 때 응고점과 응고온도 범

위를 알려 준다.

다른 상의 용융점을 알려준다다른 상의 용융점을 알려준다.

어떤 한계에서 임의의 온도 농도에서 평형상태에 있는 각어떤 한계에서 임의의 온도, 농도에서 평형상태에 있는 각

상의 종류와 농도를 도시하고 서로 다른 상의 평형관계를 표

시한 것이므로 이것을 평형 상태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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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률(相率)과 자유도 (F;degree of freedom)상률(相率)과 자유 (F;degree of freedom)

상률(相率;phase rule)

불균일계의 평형상태를 결정하는 양 즉 상태량은 압력 온도불균일계의 평형상태를 결정하는 양, 즉 상태량은 압력, 온도, 
성분의 농도이며, 계 중의 상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유도를
규정하는 법칙

자유도

F = C + 2 F = C + 2 –– PP(C; 성분 수, P; 상의 수)

물상태도에서 1상인 물 얼음 수증기구역에서물상태도에서 1상인 물, 얼음, 수증기구역에서

F=1+2-1=2 (성분;1, 상의수;1)

자유도는 2로 온도와 압력 두 가지를 다 변화 시켜도 존재할
수 있다수 있다.

물과 얼음과 수증기 3상이 공존하는 3중점

F=1+2-3=0

자유도는 0이다. 즉 0,0075℃에서4.58mmHg압력의 경우에
만 이 3상은 공존이 가능하다

응축계의 상률; F = C + 1F = C + 1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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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계의 상률; F = C + 1 F = C + 1 –– PP

압력의 변화에 대한 온도의 변화가 작아 압력을 무시한다.



탄소 및 합금원소의 영향

• 탄소의 영향

– 탄소가 철중에서 화합하면 시멘타
이트(Fe3C)라고 하는 탄화물이 형이트(Fe3C)라고 하는 탄화물이 형
성되는데, 이 시멘타이트는 비커
스 경도 HV=1100정도로 매우 경
한 화합물이다한 화합물이다. 

– 1%의 탄소는 15%의 Fe3C를 형성
하므로 이것이 탄소가 강을 경하
게 하는 이유이다. 

– 강의 담금질경도는 탄소량이 증
가함에 따라 커지지만 이것은가함에 따라 커지지만 이것은
0.6%C까지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 이상 탄소량이 증가해도 담금
질경도는 증가되지 않는다질경도는 증가되지 않는다. 

– 그림에서 약 0.6%C까지는 탄소량
에 따라 담금질경도가 증가되지만

이상 탄소량이 가하여
34

그 이상 탄소량이 증가하여도
HRC 65 이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고체의 합금원소가 미치는 영향

오스테나이트 형성 원소

C, Ni, Mn, 

페라이트 형성 원소

C Si Nb M W AlCr, Si, Nb, Mo, W, Al 

탄화물 형성 원소

Cr, W, Mo, V, Ti, Nb, Ta, Zr

탄화물 안정화 원소탄화물 안정화 원소

Cr, Mn, Mo, W, V, Ti, Nb, Ta, Ni, Co, Si

질화물 형성 원소

모든 탄화물형성 원소들은 동시에 질화물 형성 원모든 탄화물형성 원소들은 동시에 질화물 형성 원
소이며, 질화처리시 Al과 1.5%의 Ti을 합유한 합금
강은 매우 높은 경도를 얻을 수 있다.

마르텐자이트 형성온도에 미치는 효과

Ms(℃) = 550-350×C%-40×Mn%-35×V%

-20×Cr%-17×Ni%-10×Cu%

-10×Mo%-10×W%-10×Cu%

+30xAl%+15×Co% 

오스테나이트 영역에 미치는 Cr과 C의 효과. 

오스테나이트 영역에 미치는 각 합금원소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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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나이 영역에 미치는 각 합금원 의 영향



오스테나이트 영역에 미치는 각 합금원소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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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온도

• 임계온도

– 가열(Ac) 및 냉각(Ar)될 때 변태 온도

– ‘A’는 임계온도를 나타내는 열적인
정지 표시

• 강의 열처리에서 중요한 임계온도

– A1변태 경계 온도A1변태 경계 온도

페라이트-시멘타이트영역과 오스테
나이트와 페라이트 또는 오스테나이
트와 시멘타이트 영역간의 경계트와 시멘타이트 영역간의 경계

– A3 변태 경계 온도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와 오스테나
이트 영역간의 경계이트 영역간의 경계

– Acm

• 시멘타이트-오스테나이트와 오
스테나이트 영역간의 경계

• 강의 가열시 변태온도

A 3 910℃ 203√C 15 2Ni+44 7Si 104V 31 5Mo+13 1W

탄소강의 가열 및 냉각시 변태점의
변화( 가열 및 냉각속도 12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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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3=910℃-203√C-15.2Ni+44.7Si-104V-31.5Mo+13.1W
Ac1=723℃-10.7Mn-16.9Ni+29.1Si-16.9Cr-290As+6.38W



가열. 냉각하는 속도에 따른 상태도의 변화 표시

평형상태(equalibrium)

A옆에 e를 붙인다. 예를들어 평형

상태에서 측정한 A1변태선은 Ae1 변

태선, A3 변태점은Ae3 변태점이라고

표현한다.

가열할 때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변태는 A 옆에

‘c’(프랑스어로 chauffage의 머리

글자)를 붙인다. 예를 들면 가열하면

서 측정한 A1 변태선, A3 변태점은

Ac1변태선, Ac3변태점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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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 냉각하는 속도에 따른 상태도의 변화 표시가열 냉각하는 속 에 따른 상태 의 변화 시

냉각할 때

냉각할 때는 A 옆에 ‘r’(프랑스

어로 refroidissement의 머리 글자)

를 붙인다. 예를 들면 Ar1, Ar3는 냉

각하면서 측정한 A1 변태선, A3 변태

점이란 뜻이다.

A2변태(자기변태)

변태할 때 원자의 배열 상태가 변

하지 않기 때문에 가열할 때나 냉각

할 때의 변태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즉A2는 항상668℃에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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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텐사이트 변태

• 마르텐사이트 형성 모델

가열돤 오스테나이트는 면심입방격자로 상온이하로 급– 가열돤 오스테나이트는 면심입방격자로 상온이하로 급
냉하면 체심입방(BCC)결정구조로 변해야 하지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원자들이 이동하지 못하고, (b)의 체심정방낮기 때문에 원자들이 이동하지 못하고, (b)의 체심정방
격자(BCT)로 변한다. ©는 (b)의 체심저방격자를 따로 그
린 것이며 모양이 (d)로 변하면서 저온에서 안정된 상태
로 된다.

(a)가열된 오스테나이트 (b) 저온에서 오스테나이트



마르텐사이트 변태

41
(c) 체심정방격자 (d) 안정된 체심정방격자

마르텐사이트 생성 과정



마르텐사이트 생성 과정마르텐사이트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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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텐사이트 경화원인마르텐사이트 경화원인

0.8%강의 담금질 경도 브리넬 경도(HB)

공석강 본래의 경도 225

내부응력에 의한 경도 80내부응력에 의한 경도 80

결정의 미세화에 의한 경도 120

Fe격자 강화에 의한 경도 225

마르텐사이트 경도(합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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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텐사이트 변태특징

– 마텐자이트는 과포화고용체의 단일상이다. 

– 마텐자이트 변태는 원자의 이동이 없이 일어나는 변태이므
로 무확산변태이다. 

– 마텐자이트 변태를 하면 표면기복이 생긴다.

– 오스테나이트와 마텐자이트 사이에는 일정한 결정방위관계
가 있다가 있다

– 마텐자이트 변태는 매우 순간적(10-7초 이내) 협동적 원자
운동에 의한 변태이다운동에 의한 변태이다.

– 마텐자이트 결정 내에는 격자결함이 존재한다. 

마텐자이트 변태량은 시간에 무관하고 온도에 따라 변한다– 마텐자이트 변태량은 시간에 무관하고 온도에 따라 변한다.



마르텐사이트 변태특징

– 탄소량이 많은 강 일수록 탄소원자들이 고용되어 C축의 길
이가 길어지고 체적도 약 4%정도 팽창한다.

탄소량이 많은 강 일수로 마르텐사이트의 경도가 크다– 탄소량이 많은 강 일수로 마르텐사이트의 경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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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오스테나이트

• 잔류오스테나이트

– 강을 담금질하면 오스테나이트가 100%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하는 것이 아니라 일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하는 것이 아니라 일
부의 오스테나이트가 마르텐사이트로 변
태되지 못하고 상온까지 내려오게 된다. 
이와 같이 상온에서 존재하는 미변태된이와 같이 상온에서 존재하는 미변태된
오스테나이트를 잔류오스테나이트
(retained austenite)라고 한다. 

– 잔류오스테나이트가 발생하는 이유; 
0.6%C 이상의 탄소강에서는 Mf온도가
상온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온까지 담
금질하여도 마르텐사이트 변태는 종료되
지 않는다. 

• 심랭처리(sub-zero treatment);• 심랭처리(sub zero treatment);

– 담금질한 강을 상온이하의 어느 온도로
냉각시켜 잔류오스테나이트를 마르텐사
이 변태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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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로 변태처리한다.



확산의 성질

• 확산(diffusion)의 정의

– 확산이란 재료내 각 원자들의 이동과정이
며, 기체 액체와 고체에서 모두 일어난다며, 기체. 액체와 고체에서 모두 일어난다.

– 일반적으로 액상이나 고상내에서 어느 성
분의 농도차가 존재하면 그 성분은 농후
한 부분으로부터 희박한 부분으로 이동하한 부분으로부터 희박한 부분으로 이동하
게 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한다.

– 확산은 확산과정에 필요한 구동력을 일으
키게 하는 농도차이(실제로는 활동도 차키게 하는 농도차이(실제로는 활동도 차
이) 때문에 일어난다.

• 확산속도

– 기체 〉액체 〉고체

– 침입형 고용체 〉치환형 고용체

면확산 입계확산 격자확산– 표면확산>입계확산>격자확산

• 확산 거리와 시간 Dtx 2=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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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라를2 kDt tkx =



항온냉각변태와 연속냉각변태

• 강의 항온 변태와 연속 냉각변태를 알고 열처리 제 현
상을 이해할 수 있다.

3-1 항온냉각변태와 연속냉각변태

3-2 항온냉각 변태

3-3 연속냉각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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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냉각변태와 연속냉각변태

• 연속냉각변태처리

– 오스테나이트(γ고용체)상태로 가열된

강을 고온에서 부터 연속적으로 냉각하

는 방법을 말하며 CCT(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처리 라고 한

다

• 항온 변태 처리

– 오스테나이트(γ고용체)상태로 가열된
강을 고온에서 냉각도중 일정시간동안
유지하였다가 다시 냉각하는 방법으로유지하였다가 다시 냉각하는 방법으로
IT(Isothermal Transformation)처리 또
는 TTT(Time Temperature 
Transformation) 처리라고 한다

49

Transformation) 처리라고 한다. 



항온냉각 변태
• 항온변태곡선(TTT C S curve)• 항온변태곡선(TTT, C, S curve)

– 강을 A1 변태온도이상으로 가열한 후 오스테나이트화한후에 A1 변태온
도 이하의 어느 온도로 급랭시켜서항온변태를진행시킬때변태 온도의
변화와 조직과의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상태도

– 1930년미국의 Bain 과 Davenport에의해서 만들어졌으며, Bain의 S 
curve라하며, 중요한 특징은 변태가 시작되는 시간과 종료되는 시간을 나curve라하며, 중요한 특징은 변태가 시작되는 시간과 종료되는 시간을 나
타낸다.

• S곡선에영향을 주는 요소

최 가열– 최고 가열온도

가열온도가높으면 결정립이 조대 하여지고 S곡선의코를 우측으로 이동

– 첨가 원소첨가 원소

C, Mn, Ni, Cr, Mo, V, W, B은 우측으로 이동 하고 Ti, Al등은좌측으로 이
동한다.

• S곡선의코(nose)

– 약 550℃부근에서는짧은 시간에 변태가 시작되어 급속히 변태가 완료되
므로 변태속도가최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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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변태속도가최대가 된다.

– 원인은 불안정한오스트나이트가증가되어 변태가 가속화 되기 때문이다. 



항온냉각 변태
조직명의 첫 글자에다가 t t(개시)조직명의 첫 글자에다가 start(개시)

의 첫 문자인 s, 변태개시온도,     
finish(종료)의 첫 문자인 f를 붙여서 변
태종료온도를 나타냄태종료온도를 나타냄.

Ms : 오스테나이트 → 마르텐사이
트로의 변태 개시

Mf : 오스테나이트 → 마르텐사이
트로의 변태 종료

스테나이 베이나이Bs : 오스테나이트 → 베이나이트
의 변태 개시

Bf : 오스테나이트 → 베이나이트Bf  테나이  베이나이
의 변태 종료

Ps : 오스테나이트 → 펄라이트로
의 변태 개시의 변태 개시

Pf : 오스테나이트 → 펄라이트로
의 변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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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열처리 목적목적열처리열처리 목적목적

여러 가지 공업 재료 중에서 기계의 부품, 절삭 공구, 그
밖의 각종 공구나 지그 등의 구성 재료인 금속 재료는
제 의 발휘할 수 있제품, 또는 부품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도, 강도 및 인성 등의 기계적
성질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상태로성질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상태로
되어야 한다. 
즉 열처리의 목적은 나타내는 것과 같이 재질의 향상뿐
만 아니라 재료에 고부가 가치, 즉 경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열처리열처리 목적목적
• 경도 또는 인장강도 및 내마모성 등의 증대로 인한 재료의 강화

담금질 뜨임 석출경화 마르에이징

열처리열처리 목적목적

담금질, 뜨임, 석출경화, 마르에이징

• 조직의 연화, 편석의 제거 또는 기계절삭성의 개선

완전풀림, 구상화 풀림

조직의 미세화 가공성의 향상과 질량효과의 제거• 조직의 미세화, 가공성의 향상과 질량효과의 제거

노멀라이징

• 냉간 가공에 의하여 경화된 재료의 연화

중간풀림

• 주조, 단조, 담금질, 노멀라이징, 기계가공, 냉간가공 및 용접 후에 생긴
잔류응력을 제거하여 제품의 변형 및 균열의 방지 응력제거풀림잔류응력을 제거하여 제품의 변형 및 균열의 방지 응력제거풀림

• 조직의 안정화

풀림, 뜨임, 심랭처리와 뜨임

• 표면경화

고주파, 화염경화 담금질, 침탄, 질화, PVD, CVD, T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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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열처리강과 열처리

강이란 기본적으로 철과 2.0%이하의 탄소와의 합금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공업 및 토목 건축 재료로 가장 널리

되 있 속재 일 장 한 열사용되고 있는 금속재료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열처
리 대상 재료이다. 
모든 강은 기본적으로 철과 탄소로 이루어진 합금이라고모든 강은 기본적으로 철과 탄소로 이루어진 합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탄소가 2.0% 이상의 철강
재료를 주철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1.3∼2.5%탄소 범위있
의 철강재료는 실용성이 없어, 공업적으로 거의 생산하
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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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열처리

• 철강의 분류 • 탄소량에 따른 항복강도의 변화

순 450

500
항복강도(MPa) 연신율(%)

아공석강; 0 025 0 8%C

순
철

탄소 0.025%이하

300

350

400

450

강

아공석강; 0.025∼0.8%C

공석강; 0.8%C 150

200

250

과공석강; 0.8∼2.01%C
0

50

100

0%(순철) 0.20% 0.80%

아공정주철; 2.01∼4.3%C

주

탄소량(Wt) 항복강도
(MPa)

연신율(%)

0%(순철) 103 62
공정주철; 4.3%C

과공정주철; 4 3 6 67%C

주
철

0%(순철) 103 62

0.2% 220 35

0.8% 44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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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공정주철; 4.3∼6.67%C



• 강의 열처리 특성

강은 탄소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강도가 높아지는 데 이유는 시멘타이– 강은 탄소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강도가 높아지는 데 이유는 시멘타이
트(cementite, Fe3C) 라고 불리우는 철탄화물의 양이 증가되기 때문
이다. 즉, 이 탄화물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강 속에 존재하게 되면
강도 및 경도를 향상시키게 된다강도 및 경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 강이 널리 사용되는 것은 열처리에 의해서 그 기계적 성질을 매우 다
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탄소량과 열처리를 조합을 조
정함으로 써 필요한 경도 및 강도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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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용 탄소강의 열처리

• 단조용 탄소강은 노멀라이징 또는 풀림을 원칙으로 하나 특성(
용도 크기 모양)에 따라 노멀라이징한 후 뜨임 또는 담금질과용도,  크기, 모양)에 따라 노멀라이징한 후 뜨임, 또는 담금질과
뜨임 처리를 한다.

• 단조용 탄소강은 모두 킬드강(Killled Steel)이며, 화학성분은 보단조용 탄소강은 모두 킬드강(Killled Steel)이며, 화학성분은 보
통 P 0.035%이하, S 0.040% 이하로 되어 있고, SF 34∼SF50
은 약 0.30%C이하의 저탄소강이고, SF55 및 SF60은
0.30∼0.45%C의 중탄소강이다.

• 단조용 탄소강은 선박, 철도, 차량 등의 크랭크축과 같이 비교적
대형이고 중요한 구조 부품재로 사용된다대형이고 중요한 구조 부품재로 사용된다.



단조용 탄소강의 열처리 종류

• 완전 풀림

– 단조를 마친 상태의 강재는 조직이 고르지 못하고 기계단조를 마친 상태의 강재는 조직이 고르지 못하고, 기계
적 성질이나 물리적 성질이 불균일하며 내부 응력이나 가
스가 잔류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연화 풀림이다 보통 A 3 이상 40많이 쓰이는 것이 연화 풀림이다. 보통 Ac3 이상 40~ 
60℃온도에서 적당한 시간 가열한 후 노랭 또는 적당한 방
법으로 서랭시킨다.법으로 서랭시킨다.

• 노멀라이징

– 완전 어닐링보다 높은 강도, 피절삭성이 요구되는 경우, 
대형 부품으로 완전 어닐링법으로는 조직이 조대화할 우
려가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가열 온도 가열 시간은 어닐려가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가열 온도, 가열 시간은 어닐
링 온도보다 약간 높게 노멀라이징 온도를 선정해야 한다.



단조용 탄소강의 열처리 종류

• 노멀라이징 및 뜨임

– 노멀라이징한 재료는 냉각의 불균일로 내부에 응력이 남노멀라이징한 재료는 냉각의 불균일로 내부에 응력이 남
거나 국부적으로 열처리 효과의 차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노멀라이징 후 600~650℃로 가열해서 템퍼링
을 한다을 한다.

– 대형 강재의 노멀라이징 때는 변태점 이하로 냉각한 다음
다시 노에 장입하여 600~650℃로 뜨임 하는 방법이 행해다시 노에 장입하여 600 650℃로 뜨임 하는 방법이 행해
진다. 

• 구상화 풀림

– 단조에 의하여 연신되는 방향뿐만 아니라 직각방향의 연
신 단면수축 등의 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A 3 점 부근신, 단면수축 등의 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Ac3 점 부근
의 730~750℃로 가열해서 시멘타이트의 일부를 구상화
하여 펄라이트 조직을 분산시키고 최후로 600 ~670℃로
뜨임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기계구조용 탄소강의 열처리기계구조용 탄소강의 열처리

• 풀림풀림

– 풀림은 완전풀림, 항온풀림, 응력제거풀림, 구상화
풀림, 균질화풀림 등이 있다.풀림 온도는 보통 Ac3 
이상 40~60℃이다. 풀림 시간은 강제의 크기, 모양
, 열전도도, 기타의 성질과 가열로의 구조나 강재의
장입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장입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 노멀라이징멀라이징

– 냉간가공으로 조대화된 조직을 미세화하고, 강의
성질을 개선하며, 가공의 불균일로 인한 조직의 부
분적 차이 및 내부 응력을 제거해서 균일한 상태로분적 차이 및 내부 응력을 제거해서 균일한 상태로
하고, 저탄소강의 피삭성을 증가시켜 다듬질면을
양호하게 할 목적으로 노멀라이징을 한다.양 하게 할 목적 멀라이징을 한다



기계구조용 탄소강의 열처리기계구조용 탄소강의 열처리

• 담금질

– 담금질 온도는 Ac3이상 30~50℃의 온도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담금질을 할 경우 담금질 효
과가 감소하고 이 온도보다 높을 때 담금질 균열이 발생과가 감소하고, 이 온도보다 높을 때 담금질 균열이 발생
하기 쉬우며, 템퍼링 후 인성이 저하한다. 승온 및 유지
시간은 풀림, 노멀라이징에 비교해서 짧다.

• 뜨임

– 탄소강의 담금질 효과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담금질 할
때는 미리 담금질 경도를 측정하여 이것을 참고하는 것
이 좋다 그러나 적당한 담금질이 행하여 졌을 경우에는이 좋다. 그러나 적당한 담금질이 행하여 졌을 경우에는
템퍼링을 550~650℃ 범위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강의 변태와 조직강의 변태와 직

• 강의 변태 특성을 이해하고 미세조직을 결정해 주는 열처리
변수와 조직 상평형 공석변태 마르텐사이트 변태 등을 이변수와 조직, 상평형, 공석변태,  마르텐사이트 변태 등을 이
해할 수 있다. 

2-1 철의 변태와 결정구조

2-2 철-탄소 평형상태도

2-3 탄소 및 합금원소의 영향

2-4 임계온도

2-5 마르텐사이트 변태

2-6 잔류 오스테나이트

2-7 확산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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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강의 열처리의 종류

I. Annealing
(1) 강의 열처리의 종류

① 완전어닐링

② 응력제거어닐링② 응력제거어닐링

③ 구상화어닐링

II NormalizingII. Normalizing

III. Quenching

IV. Tempering
탄소강 열처리의 온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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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Martensite

(2) 廣義의 M t it
① Martensite의 일반적 성질

* 단상 ⇒ 단상으로 변태

(2) 廣義의 Martensite

* 확산을 동반하지 않음(무확산 변태)
* 모상과 핵생성과의 조성은 동일

변태개시온도 는 급냉속도에 의존하지 않음* 변태개시온도 ( MS, Mf ) 는 급냉속도에 의존하지 않음

⇒ 합금의 조성에 의해 Ms 점을 정한다.

T Lath martensiteT
<110>γ <111>α

M

T
Lenticular martensite

Lath martensiteT

MS

M MSMf
%C0.5

Mf

냉각속도103 0C
* Shear mechanism 으로 변태가 발생

K-S 관계

: Fe-C 계 martensite의 경우 ⇒ Double shear mechanism
* 모상과 핵생성사이에 결정학적 관계

: K-S ( Kurdjumov-Sachs ) 관계 => {111}γ // {110}α, <110>γ // <111>α: K S ( Kurdjumov Sachs ) 관계  {111}γ // {110}α,  110 γ // 111 α

: Nishiyama 관계 => {111}γ // {110}α,  <211>γ // <110>α
65



탄소강Martensite

표.   마르텐사이트 합금 및 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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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Martensite

② 마르텐사이트의 미세조직

그림 (a), (b) Growth of martensite with increasing cooling below Ms , 
( ) ( ) Diff i h l i i i ll

(c) (d) (e)

(c ) - (e) Different martensite morphologies in iron alloys
(c ) low C (lath), (d) medium C, (e) Fe-Ni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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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Martensite

③ Martensite 의 특징
(a) 형상변화

* Plate martensite 형성시에는 모상결정내에 상당한 왜곡이 발생* Plate  martensite 형성시에는 모상결정내에 상당한 왜곡이 발생

* lens martensite 형성에 기인한 모상결정의 평면적 표면왜곡

그림. 마르텐사이트 플레이트에 기인한 형상변화
(a) Fe-17Ni-0.85%C 합금에서 마르텐사이트

그림.  렌즈모양의 마르텐사이트 결정립 부근
의 왜곡

플레이트에 의한 직선의 변위
(b) 이상적 형상변화의 도식적 설명

의 왜곡
(a) 처음에 평평했던 표면의 등고선
(b) AB를 지나는 표면의 단면 68



탄소강Martensite

(b)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속도

*  매우 낮은 온도에서도 모상결정내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형성

ex)  Fe-Ni-C 합금 =>  Martensit plate 형성시간 : 10-7 초, 

성장속도 200C ∼ -2000C

* Fe-C 합금의 격자점에 C원자가 머무는 평균시간

d1 2

D
d
6

1
=

Γ
=

(c) 조성불변

평균머무는 시간

(c) 조성불변

* 모상과 마르텐사이트의 화학조성은 동일

→마르텐사이트는 확산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마 사이 확 을 수 하지 않기 때

(d) 방위관계

* 모상과 마르텐사이트상 사이에 일정한 결정학적 방위관계가 존재* 모상과 마르텐사이트상 사이에 일정한 결정학적 방위관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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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Martensite

(e)  비열적 및 등온속도론

* 비열적속도론 :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이미 생성된 plate 성장에 의해서 보다 주로 새로운

plate 의 생성에 의해서 성장p
* 등온적 속도론 : 마르텐사이트의 부피분율이 일정한 온도에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증가

그림 ( ) 0 4%C 저합금강의 비열적 속도론 (b) F Ni M C 합금에서 등온 마르텐사이트 형성의 속도론그림 (a) 0.4%C 저합금강의 비열적 속도론 (b) Fe-Ni-Mn-C 합금에서 등온 마르텐사이트 형성의 속도론

(f) 가역성

그림 Fe-29%Ni 합금을 5℃의 속도로 가열하고
냉각하는 동안 전기저항의 온도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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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Martensite

(3) 강의 마르텐사이트의 특징

① 무확산변태

- 모상중의 다수원자가 단번에 협동적으로 이동함에

의해서 새로운 결정을 생성

모상과 마르텐사이트의 화학조성 동일- 모상과 마르텐사이트의 화학조성 동일

② habit plane

′는 모상의 특정면에서만 생성

그림.   γ와 α′의 자유에너지

- α 는 모상의 특정면에서만 생성

0~0.4 wt%C {111}γ, 

0 4~1 4 wt%C {225}γ0.4~1.4 wt%C {225}γ, 

1.4~1.8 wt%C {259}γ

③ 결정격자 방위관계③ 결정격자 방위관계

Kurdjumov-Sachs  관계

{111}γ // {110}α′{111}γ // {110}α  

<110>γ // <111>α′ 그림.   γ→ α′의 있어서 Bain의 대응 71



탄소강Martensite

④ 표면기복

γ→ α′ 변태시 일정한 형상변화(결정의
외형변화)가 일어났다는 표면에서의 증거외형변화)가 일어났다는 표면에서의 증거

⑤ 협동적 원자운동에 의한 변태

생성된 ′ 결정에 일정한 h bit l 이 그림 표면기복과 그은 선의 굴절생성된 α  결정에 일정한 habit plane이
있음

γ정과 α′결정사이에 일정한 방위관계가

그림.  표면기복과 그은 선의 굴절

γ
있음

표면에 일정한 형상변화가 있다는 점

⑥ 격자결함의 존재

내부에 무수한 격자결함이 존재

그림.  마르텐사이트 변태에 의한 형상변화

( ) 보족변형 없음 ( ) 변형 (전위를 남김) ( ) 쌍정변형(내부쌍(a) 보족변형 없음 (b) slip 변형 (전위를 남김)    (c)  쌍정변형(내부쌍
정을 남김) 그림.  보족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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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
Martensite

※ 탄소강의 퀜칭조직(TEM)

(a) 0.2% C

Lath상(α′정 내부에 무수의 전위가 있음)

(a)

Lath상(α 정 내부에 무수의 전위가 있음)

(b) 0.8% C

Lens상(α′정 내부에 전위와 내부쌍정이 있음)
(c) 1 4% C(c) 1.4% C

Lens상(α′정 내부에 내부쌍정이 많음)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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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특수열처리

(4) 특수열처리의 종류

① 오스템퍼링(austempering)

② 마르템퍼링(martempering)② 마르템퍼링(martempering)

③ 마르퀜칭(marquenching)

④ 오스포밍(ausforming)④ 오스포밍(ausforming)

⑤ 마르에이징(maraging)

그림.  각종 특수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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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변태와 결정구조

• 순철의 변태와 변태 온도

A2변태(자기변태); 768℃

)()( 768
상자성강자성

℃ FeFe −− ⎯⎯ →← αα

A2변태(자기변태); 768℃

)()(  상자성강자성 FeFe →← αα

A3변태(동소변태); 910℃

)()( 910 FCCFeBCCFe −− ⎯⎯ →← γα ℃

A4변태(동소변태); 1390℃

 )()( 1390 BCCFeFCCFe −− ⎯⎯ →← δγ ℃

75



철의 결정학적 성질과 격자상수

– 철의 결정학적 성질

동소체 결정격자 격자상수 온도범위동소체 결정격자 격자상수 온도범위

α BCC 2.86(20℃ ) ∼910℃

γ
FCC 3.65 (980℃) 910 ∼1410 ℃

1410

δ BCC 2.93 (1539℃)

1410 
∼1539 ℃

밀도; 7 868 [g/cm3]밀도; 7.868 [g/cm ]

융점; 1,539 ℃

비등점;3,000 ℃

참고; 체심입방격자(BCC)

면심입방격자(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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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심입방격자의 구조체심입방격자의 구조

원자반지름 :최근접원간거리 : 

원자 충전율 : 68%

단위격자내 원자수 : 2개최근접원자수(배위수) : 8개

⅛ⅹ8+1=2

특징 : 면심입방격자에 비해 전연성이 작고 금속자체는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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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심입방격자의 구조면심입방격자의 구조

원자반지름 : 최근접원간거리 : 

원자 충전율 : 74%

단위격자내 원자수 : 4개

1/8ⅹ8+1/2ⅹ6=4

최근접원자수(배위수) : 12개

성질 : 전연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가공성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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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밀육방격자의 구조조밀육방격자의 구조

원자반지름 : 최근접원간거리 : 

원자 충전율 : 74%

단위격자내 원자수 : 2개

1/6ⅹ4+1/12ⅹ4+1=2

최근접원자수(배위수) : 12개

특징 : 취약하며 전연성이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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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체의 종류

침입형 치환형 규칙격자

Fe-C 합금의

C,H,N,O,B

Ni-Cu,Ag-Cu,

Cu-Zn

CuZn,Fe3Al,Ni3Ke,

Cu3Au,CuAu, CuA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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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심 입방 격자에서 탄소가 들어갈 공간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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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심 입방 격자에서 탄소가 들어갈 공간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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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소변태시의 체적의 변화동소변태시의 체적의 변화

– 순철의 물리적 성질은 각 변태점에서 불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 순철을 가열할 때 일어나는 길이의 A3온
도에서는 체심입방격자에서 면심입방격
자로 결정구조가 변화됨으로써 수축을 일
으키며, A4 온도에서는 반대로 팽창한다.

– 자성의 변화는 A2변태점에 점진적으로
감소한다감소한다.

– 1390℃ 이상의 온도로부터 냉각시키면
위 과정이 역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에서의 급격한 수축 및 ℃에서1390℃에서의 급격한 수축 및 910℃에서
의 급격한 팽창을 나타낸다.

– 특히 910℃에서의 급격한 체적팽창은 담특히 910℃에서의 급격한 체적팽창은 담
금질시 변형 및 균열 등의 문제점을 일으
키는 기본 원리로 작용하므로 이 사항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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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변태와 변태점

• 금속에서 결정구조가 변화되 것을 변태 (transformation)라고 한다.즉 결정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때 변태를 일으키는 온도를 변태점
( transformation temperature)이라고 부른다.

• A2변태는 순철이 자성을 잃는 변태, A0변태는 시멘타이트가 자성을 잃는
변태를 말한다. 이들 변태는 결정구조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결정구
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순수한 변태와 구별해서 자기변태(magnetic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순수한 변태와 구별해서 자기변태(magnetic 
transformation)라고 불리워진다. (b)에서 보는바와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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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5가지 변태강의 5가지 변태

변 태 온 도(℃) 내 용변 태 온 도(℃) 내 용

A0 

A1

230

723

시멘타이트 자기변태 (강자성 ↔상자성) 

오스테나이트 ↔펄라이트A1
A2
A3
A4

723
768
910
1400

오스테나이트 펄라이트
철의 자기변태 (강자성 ↔상자성) 
철의 동소변태 (α ↔γ)
철의 동소변테 (γ↔δ )의 동 테 (γ )

가열 변태 Ac1
Ac3

펄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오스테나이트에 페라이트의 고용Ac3

Acm
오스테나이트에 페라이트의 고용
오스테나이트에 시멘타이트의 고용

냉각 변태 Ar1
Ar3

오스테나이트 →펄라이트
오스테나이트 →펄라이트 석출Ar3

Ar'
Ar''

오스테나이트 →펄라이트 석출
오스테나이트 →미세 펄라이트
오스테나이트 →마르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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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와 조직의 변화• 변태와 조직의 변화

– 금속의 성질은 그 조직에 의 해 결정되며, 조직은 변태의 종류에 의
해 좌우되고, 변태는 화학조성과 가열 및 냉각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
냉각 속도란 온도와 시간이 복합 인자로 작용하는 현상이다.

– 금속은 또한 열처리를 통하여 매우 다양한 미세 조직과 성질이 얻어
지기 때문에 열처리 변수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지기 때문에 열처리 변수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
세 조직과 성질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최종적인 미세 조직과 성질
을 결정해 주는 기본적인 열처리 변수 3가지는

• 첫째,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가열할 것인가?

• 둘째, 이 온도에서 얼마 동안 유지할 것인가?

• 셋째 냉각은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 셋째, 냉각은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 

– 이러한 변수들을 결정해 주기 위한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이 바로 평형 상태도(equilibrium phase diagram)와 S곡선이다. 
이들은 위의 열처리 변수 중 열처리 온도와 냉각속도를 결정하는 데
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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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상태도와 상

평형상태도(equilibrium phase diagram)

여러 가지 조성의 합금을 용융상태에
서 응고되어 상온에 이르기 까지 일어서 응고되어 상온에 이르기 까지 일어
나는 상태 변화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
다. 즉 화학조성과 온도에 따라 나타
나는 여러 가지 조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S 곡선은 각 온도에서 의 변태 속도
와 조직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phase)

와 직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서 열처리 작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곡선이다. 

상(phase)

상은 크게 나누어 액상, 기상 및 고상의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체는 종류가 다르
더라도 균일하게 혼합될 수 있으므로 기상은 항상 단일 상이다. 또 액체는 물과 기름에서
보듯이 2상 이상 공존할 수 있다.

고체도 2상 이상 공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체 내에서 상의 변화, 즉 상변태(phase 
transformation)를 일으키는 것이 열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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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상태도에서 알 수 있는 내용.   2.상률(相率:phase 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