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 재료의 특성 및 응용

무기공업화학



생각해 봅시다...

2
http://blog.altair.co.kr/23148, http://www.edges.co.kr/incredible_buildings_future/,

http://www.carmedia.co.kr/fmt/520505, http://www.consumuch.com

동기유발

http://blog.altair.co.kr/23148
http://i0.wp.com/altairenlighten.com/wp-content/uploads/2015/01/Container-ship.gif
http://i1.wp.com/www.edges.co.kr/wp-content/uploads/2014/08/12.jpg


1. 철계 금속

2. 비철계 금속



4

1) 금속합금의분류및응용

2) 금속의미세구조및물성

3) 금속의응용

키워드 학습



5

금속재료의 특성

a) 금속재료의 특성
i) 결정상태: 고체상태에서 결정체
ii)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고체이며, 높은 녹는점 나타냄

- 수은 (-38.9 °C), 철 (1539 °C), 텅스텐 (3410 °C)
iii) 기계적 특성: 전성 (길게 늘어남)과 연성(넓게 퍼짐)이 큼

- 금>은>알루미늄>철>구리)
iv) 경도

- 낮은 금속 : 금, 은 , 아연, 납
- 높은 금속 : 크롬, 철 코발트

v) 광학적 특성: 비중이 크고 빛에 불투명
- 경금속: 알루미늄, 마그네슘
- 중금속: 철, 구리, 니켈, 크롬, 수은

vi) 광택
- 금속 광택 (고유색깔) 갖고 있음 (금 : 노란색, 구리 : 붉은 노란색)

vii) 전기적, 열적 특성: 열 및 전기의 양도체
- 은>구리>금>알루미늄>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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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료의 특성

b) 금속재료의 한계
- 고온 공정시 연화
- 쉽게 산화
- 비중이 높고 색상이 다양하지 못함

c) 금속 및 합금
- 금속원소와 그들의 합금 (하나 이상의 금속원소로 구성) 포함

d) 금속의 일반적 분류
- 철금속(ferrous): 강, 주철
- 비철금속(nonferrous): 알루미늄, 구리, 등



1. 철계 금속

2. 비철계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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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합금의 분류
금속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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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계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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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합금 (Ferrous Alloys)

a) 철의 분류
- 강철 (Steels): <1.4 wt% C
- 주철 (Cast Irons): 3-4.5 wt% C

• 철 기반 합금 (Iron-based alloys)

b) 철의 명명법 (AISI/SAE)

① 첨가금속에 따른 철의 분류
10xx Plain Carbon Steels (e.g., 1060 steel – 0.60 wt% C)
11xx Plain Carbon Steels (기계용으로 황의 재처리) 
15xx Mn (1.00 - 1.65%)
40xx Mo (0.20 ~ 0.30%)
43xx Ni (1.65 - 2.00%), Cr (0.40 - 0.90%), Mo (0.20 - 0.30%)
44xx Mo (0.5%)

② 스테인레스 스틸 (Stainless Steel) 
- 스테인레스 스틸 >11% Cr

철계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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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합금 (Ferrous Alloys)

• 철 기반 재료의 특징

철계 금속

1) 선철

- 철광석+석회석+코크스 (용광로에서 가열하여 얻은 철)

- 용광로에서 가장 먼저 나온 철: 불순물이 많이 함유

5대 불순물: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 용도: 변압기의 철심코일, 철강 실험용 재료, 전기재료

2) 순철

- 불순물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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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합금 (Ferrous Alloys)

• 철 기반 합금재료(강: steel)의 분류

철계 금속

강

탄소강

합금강

저탄소강(연강)

중탄소강(경강)

고탄소강(탄소 공구강)

구조용

공구용

특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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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합금 (Ferrous Alloys)

• 철 기반 합금재료의 특성

철계 금속

1) 탄소강 (탄소 함유량: 0.02-2.11%)
- 기계적 성질(강도와 경도)과 가공성 좋음
- 쉽게 녹이 슬게 됨
- 저탄소강 : 철판, 철근, 강판
- 중탄소강 : 볼트, 너트
- 고탄소강 : 공구, 레일, 스프링

저탄소강 철근 중탄소강 교량 고탄소강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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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합금 (Ferrous Alloys)

• 철 기반 합금재료의 특성

철계 금속

3) 합금강

- 성분 : 탄소강+특수원소(니켈,크롬,망간,몰리브덴)

- 특성 : 탄소강보다 강도, 경도, 내열성, 내식성 우수
- 종류

• 일반 탄소강 (plain carbon steels)
• 저합금강 (low alloy steels)
• 공구강 (tool steels): 강도와 경도 증가
• 스테인리스강 (stainless steelss): 녹슬지 않음

2) 주철 (탄소 함유량: 2.11-6.7%)

- 연성과 전성 거의 없음

- 충격에는 약하나 압축력에 강함

- 내식성과 주조성이 우수함



14Tables 13.1(b), 14.4(b), 13.3, and 13.4, Callister & Rethwisch 9e.

강철 (Steels)

저용융철 (Low Alloy)

고용융철
(High Alloy)

저탄소
(<0.25 wt% C)

중탄소
(0.25-0.6 wt% C)

고탄소
(0.6-1.4 wt% C)

용도
자동차
구조물

다리타워
압력관

크랭크
샤프트, 
볼트, 
해머, 날

피스톤,
기어, 
마모
용도

마모
용도

드릴, 톱,
금형,

고온적용
터빈 및
용광로

내침식성

예시 1010 4310 1040 4340 1095 4190 304, 409

첨가물 없음 Cr, V 
Ni, Mo

없음 Cr, Ni, Mo 없음 Cr, V, 
Mo, W

Cr, Ni, Mo

무처리
(Plain)

고강도
저용융
(HSLA)

무처리
(Plain)

열처리
가능

무처리
(Plain)

연장
(tool)

스테인리스
(stainless)

이름

강성 0 + + ++ ++ +++ 다양함

TS - 0 + ++ + ++ 다양함

EL + + 0 - - -- ++

강성 및 가격 증가 및 연성 감소

• 강철 (Steels)
강철 (Steels)

철계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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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 (Cast Irons)

a) 주철: 철 합금 (Ferrous alloys) > 2.1 wt% C (일반 함량: 3-4.5 wt% C)

b) 주철의 물성

① 주철의 장점

- 낮은 용융점과 높은 유동성으로 주조성 우수하고 복잡한 부품 성형 가능

- 잘 녹슬지 않고, 내마모성 및 내부식성 (알칼리 및 물) 우수

- 마찰저항 우수 및 절삭가공 쉬움

- 압축강도가 인장강도 대비 3~4배 정도 우수

② 주철의 단점

- 인장강도, 휨강도가 작고 약한 내충격성

- 충격값, 연신율 작고 취성이 큼

- 소성가공(고온가공) 및 단조/담금질 불가능

- 산(질산, 염산) 대한 내식성 나쁨

c) 탄소 공구강의 용도

- 공구강, 레일, 스프링, 드라이버, 줄, 플라이어

• 주철 (Cast Irons)

철계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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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주철 (Gray iron)

- 약하고 딱딱함

- 압축에 강하고, 진동

흡수력 뛰어남

- 내마모성

Figs. 13.3(a), (b), (c) Callister & Rethwisch 9e.

• 주철의 분류

주철 (Cast Irons)

b) 구상 흑연 주철 (Ductile iron)
- 마그네슘 (Mg)와 세륨 (Ce)
- 플레이크가 아닌 결절로서 흑연
- 연성이 약하나 강성 있음. 

회주철 구상 흑연 주철 백주철

c) 백주철 (White iron)
- < 1 wt% Si
- 매우 단단하고
취성 강함

철계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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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의 분류

d) 가단성 철 (Malleable iron)
- 고온에서 백주철의 열처리

(800-900°C)
- 장미모양의 흑연
- 일반적으로 강하고 유연함

(strong and ductile)

Figs. 13.3 (d), (e) Callister & Rethwisch 9e.

e) 치밀한 연철 (Compacted graphite iron)

- 비교적 높은 열전도도

- 좋은 열적 쇼크에 대한 저항성 (TSR, 

thermal shock resistance)

- 높은 온도에서 산화정도 낮음

가단성 철 치밀한 연철

주철 (Cast Irons)
철계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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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금강

합금강
철계 금속

a) 합금강

- 탄소강 + 니켈, 크롬, 망간, 몰리브덴

- 고 강도성, 내열성, 내식성

b) 합금강의 용도

- 주요기계 부품

- 공작기계의 절삭공구 (드릴,  밀링커터)

- 구조용 합금강

- 공구용 합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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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탄소강 (plain carbon steels)

합금강
철계 금속

a) 일반탄소강의 특징

- 탄소(carbon)가 주성분으로, 다른 성분은 적음(약 0.5% 망간)

- 강도(strength): 탄소량과 함께 증가하며, 연성 (ductility) 감소

- 고탄소강(high carbon steels)

마르텐사이트(martensite) 형태로 열처리 통해 단단한 강 제작

b) 일반탄소강의 종류

- 저탄소강(low carbon steels) - 0.20% C 이하

적용: 자동차 판금부품, 제조강판, 철도레일

- 중탄소강(medium carbon steels) - 0.20%~0.50% C

적용: 크랭크축과 연결봉 같은 기계부품과 엔진부품

- 고탄소강(high carbon steels) - 0.50% C 이상

적용: 스프링, 절삭공구와 칼날, 내마모성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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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리스강 (Stainless Steel)

합금강
철계 금속

a) 스테인리스강의 특징

- 부식 방지용 고합금강(highly alloyed steels)

- 주요 합금원소: 크롬(Cr)으로 보통 15% 이상 함유

- 크롬 (Cr) 합금: 부식으로부터 표면 보호 위해 얇은 불침투성 산화물 막(thin 
impervious oxide film) 형성

- 니켈(Ni) 합금: 부식방지 증가 위해 SS에 함유되는 또 다른 합금

- 탄소 합금: SS를 강하고 가볍게 하기 위해 사용. 고탄소 함유시 부식방지 감소

b) 스테인리스강의 종류

-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austenitic stainless): 18% Cr, 8% Ni

- 페라이트 스테인리스(ferritic stainless): 15%~20% Cr, 저탄소, Ni 없음

- 마르텐사이트 스테인리스(martensitic stainless) - 18% Cr, Ni 없음, 페라이
트 스테인리스보다 많은 탄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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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강(tool steels)

합금강
철계 금속

a) 공구강의 특성

- 산업용 절삭공구, 금형, 주형 등에 사용하기 위한 고합금강(highly 
alloyed steels)

- 높은 강도, 경도, 고온경도, 내마모성, 충격하에서 인성 필요

- 열처리(heat treated) 필요

분류 공구강 공정 용도

T, M 고속도 (high-speed) 공구강 절삭공구

H 열간가공 (hot-working) 공구강 열간가공 금형

D 냉간가공 (cold-work) 공구강 냉간가공 금형

W 수냉경화 (water-hardening) 공구강

S 내진 (shock-resistant) 공구강 박판 펀칭에서와 같이 높은
인성 필요

P 금형강(mold steels) 플라스틱이나 고무 성형

b) 공구강의 AISI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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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합금강

합금강
철계 금속

a) 저합금강(low alloy steels)

- 철-탄소 합금(iron-carbon alloys): 전체 양 가운데 무게로 약5% 이하
의 추가적 합금원소 함유

- 기계적 성질: 일반탄소강보다 우수

- 강도, 경도, 고온경도, 내마모성 및 인성 높음

- 성질 개선을 위해 열처리 필요

b) 공구강(tool steels)

- 산업용 절삭공구, 금형, 주형 등에 사용하기 위한 고합금강
(highly alloyed steels)

- 높은 강도, 경도, 고온경도, 내마모성, 충격하에서 인성 필요

-

공구강은 열처리(heat treated)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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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의 제조 공정

철강의 제조 공정
철계 금속

<제선> <제강> <연주>

<압연>

선철제조 철제품 원료 제조 액체상태 철의 고체화

가열 및 압력 인가 통해 철근, 철판 제조

<단조>

http://www.posco.co.kr/docs/kor/steelgallery/steelgallery_product_2_1.html
http://www.posco.co.kr/docs/kor/steelgallery/steelgallery_product_3_1.html
http://www.posco.co.kr/docs/kor/steelgallery/steelgallery_product_4_1.html
http://www.posco.co.kr/docs/kor/steelgallery/steelgallery_product_5_1.html
http://sns.chonbuk.ac.kr/manufacturing/mclass-3-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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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응용

http://www.autoelectronics.co.kr/article/articleView.asp?idx=1552

철계 금속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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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응용
철계 금속

• 조선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7/20160817012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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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응용
철계 금속

• 건축

http://www.lteel.com/page_wUhb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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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wx-bearing.com/hardware-tools/33243916.html

http://www.wonjinmetal.com/kr/bbs/board.php?bo_table=kr_products01&wr_id=5

비철계 금속 합금 (Nonferrous Alloys)

① 구리 (Cu)
- 물리적 특성 : 양도체, 가공성 및

내식성 우수, 아름다운 색
- 용도 : 전선, 전기 부품, 열전도

② 구리 합금 (Cu Alloys)
a) 황동 (Brass) 
- 구리와 아연 (Zn)의 합금
- 특성 : 전성과 연성, 기계적 성질이 좋고,   

아름다움
가열하지 않고도 가공 가능.

- 용도 : 기계 부품, 전기 부품, 일용품 등
- 의복용 보석류, 동전, 부식 방지

전기부품, 가정용품, 기계부품

• 구리 합금 (Cu Alloys)

비철계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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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wx-bearing.com/hardware-tools/33243916.html

http://www.wonjinmetal.com/kr/bbs/board.php?bo_table=kr_products01&wr_id=5

비철계 금속 합금 (Nonferrous Alloys)

② 구리 합금 (Cu Alloys)
b) 청동 (Bronze) 

- 구리와 주석의 합금
치환 불순물 (Sn, Al, Si, Ni) 이용해 제작

- 특성 : 내식성, 주조성, 내마멸성 우수
- 용도 : 동상, 종, 베어링, 밸브, 베어링, 착륙 기어,

배의 스크류, 식기 등

c) 베릴륨-동 합금 (Cu-Be alloy)
- 강성 강화 위해 Cu-Be 침전 (precipitation)

• 구리 합금 (Cu Alloys)

비철계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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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 합금 (Al Alloys)

① 알루미늄
a) 물리적 물성

- 낮은 밀도 (ρ: 2.7 g/cm3), 가벼움 (철의 약1/3)
- 은백색, 양도체이며, 가공 쉬움
- 공기 중에서 녹이 잘 슬지 않음

b) 특성
- 바닷물이나 산, 알칼리에 약함
- 높은 전기 전도도: 은>구리>금>알루미늄
- 쉬움 가공

c) 용도
- 전기제품, 장식품, 합금용 재료, 식품 포장재(약품, 과자료 상자 포장)

비철계 금속 합금 (Nonferrous Alloys)

비철계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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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 합금 (Al Alloys)

② 알루미늄 합금
a) 알루미늄 합금

- 알루미늄 합금 : 알루미늄 + 특수원소 (Cu, Mg, Si, Mn, Zn)
- 경합금 : 알루미늄 + 마그네슘
- 두랄루민 : 가볍고 단단하며, 가공성 및 기계적 성질 우수

항공기, 자동차의 몸체 등에 활용

b) 첨가 불순물: 고용체 (solid solution) 및 침전물 (precipitation)  

c) 합금의 특성: 가볍고 단단하며, 내열성 우수

비철계 금속 합금 (Nonferrous Alloys)

비철계 금속

주방용기 주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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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 합금 (Al Alloys)

비철계 금속 합금 (Nonferrous Alloys)

비철계 금속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35&wr_id=19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ui2008&logNo=220723351809&categoryNo=27&
parentCategoryNo=27&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② 알루미늄 합금
d) 알루미늄 합금의 응용

- 강화재료: 비행기 구조물, 패키징
- 응용 제품:

전기 제품, 장식품, 합금용 재료, 주방용기, 건축용 재료, 
자동차 비행기 부품, 자동차 피스톤, 비행기 몸체와 기관 카메라, 측량기

http://global-autonews.com/bbs/view_image.php?bo_table=bd_035&fn=bd_035_85.jpg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35&wr_id=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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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계 금속 합금 (Nonferrous Alloys)

비철계 금속

• 티타늄 합금 (Ti Alloys)

a) 티타늄 합금의 물성
- 물리적 특성: 상대적 낮은 밀도 (ρ: 4.5 g/cm3) (steel: 7.9 g/cm3)
- 550°C 이상 고온에서 고강도 부품 적용, 견고함, 부식방지
- 합금원소: 알루미늄(Al), 망간(Mn), 주석(Sn), 바나듐(V) 등

b) 티타늄 합금의 용도
- 우주항공, 의료용 기기 (인공뼈, 관절 등)
- 해양부품이나 보철용 임플란트의 부식방지 부품

https://newsroom.posco.com/kr/%EA%BF%88%EC%9D%98-
%EA%B8%88%EC%86%8D%ED%8B%B0%ED%83%80%EB%8A%84-%EA%B7%B8-
%EA%B0%80%EB%8A%A5%EC%84%B1%EC%97%90-%EB%8C%80%ED%95%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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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계 금속 합금 (Nonferrous Alloys)

비철계 금속

• 마그네슘 합금 (Mg Alloys)

a) 마그네슘 합금의 물성
- 물리적 특성: 매우 낮은 밀도 (ρ: 1.7 g/cm3)
- 쉽게 발화
- 충격과 진동흡수능력 뛰어남

b) 마그네슘 합금의 용도
- 비행기, 미사일, 자동차, 카메라, 전자기기 등

http://thegear.co.kr/9762
http://www.etnews.com/20180625000192

http://img.etnews.com/photonews/1806/1084842_20180625141621_584_0001.jpg
http://img.etnews.com/photonews/1806/1084842_20180625141621_584_0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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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계 금속 합금 (Nonferrous Alloys)

비철계 금속

• 니켈 합금 (Ni Alloys)

a) 니켈 합금의 물성
i) 철과 유사한 성질: 

자성(magnetic), 탄성계수(modulus of elasticity) ≅ E 철과 강
ii) 철과 다른 성질:

- 부식저항 큼
- 스테인리스강 등의 합금원소, 
- 일반탄소강과 같은 금속 도금재료로 사용
- 니켈합금의 부식저항과 고온성능이 우수

b) 니켈 합금의 용도
- 고온 안정성 및 부식저항 방지에 적용
- 스테인리스강 합금성분(stainless steel alloying ingredient), 
- 강의 도금재료(plating metal) 
- 초합금 (700℃ 이상 고온시에 쓰이는 합금)

니켈 및 코발트를 주성분으로 항공기 엔진, 가스 터빈, 열교환기 적용

http://thegear.co.kr/9762
http://www.etnews.com/20180625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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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계 금속 합금 (Nonferrous Alloys)

비철계 금속

• 기타 합금

a) 아연 합금 (Zn Alloys)
i) 특성: 낮은 용융점을 가지며 금형주조금속으로서 사용

강이나 철에 코팅시 부식 방지
ii) 용융 아연도금강(galvanized steel)

- 표면세척 및 열처리 후 표면에 아연 피막을 입힌 강
iii) 구리(황동)와 함께 합금하여 널리 사용

b) 초합금 (Superalloys)
i) 초합금
- 고성능 합금(high-performance alloys)의 고온에서 강도와

표면열화 저항에 대한 까다로운 용구조건들의 충족 위해 개발

ii) 초합금(superalloys)들의 특징
- Base metal에 합금원소를 포함하기보다 3개 이상의 금속 함유
- 독특한 특성과 비싼 가격 때문에 상업적으로, 기술적으로 중요함

http://thegear.co.kr/9762
http://www.etnews.com/20180625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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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계 금속 합금 (Nonferrous Alloys)

비철계 금속

• 귀금속 (Noble metals)

a) 귀금속의 물성
- 종류: Ag, Au, Pt 

b) 귀금속의 물성
- 산화부식 방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eit_newtech&logNo=22077951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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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신소재

비철계 금속

• 금속 신소재

① 형상 기억 합금
- 일정 온도에서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감
- 우주선의 파라볼라 안테나, 파이프의 이음매

② 수소 저장 합금
- 수소 저장시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흡수시 수소 방출 합금
- 수소 자동차, 수소 냉·난방 장치

③ 초내열 합금
- 초고온에도 견디는 합금
- 제트기 터빈의 회전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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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철계 금속 합금 (Ferrous alloys)  
- 강철 (steels) 및 주철 (cast irons)

b) 비철계 금속 합금 (Non-ferrous alloys)
- 다양한 전이금속 합금 (Cu, Al, Ti, & Mg alloys) 
- 귀금속 (noble metals)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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