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WELDEX 2016

제4회인천국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
The 4th International Welding, Cutting & Laser Equipments Exhibition Incheon Korea

2016년 5월 25일(수)~27일(금) 3일간 인천.송도컨벤시아

http://www.welder.kr

대불공단•군산공단•아산평택공단•안산공단•시화공단•남동공단•경서공단 등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 인천에서 용접•접합•절단설비•레이저•금속가공설비의
새로운 마케팅시장에서 용접인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해양•항공•항만•물류•건설•자동차•조립금속•일반금속 등
서해안 시대의 중심 인천으로 용접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참가문의: 메탈넷코리아 전시사업부문 TeL: 02-3281-5037 Fax: 02-3281-0280

진동응력 완화장비 및 마찰용접기
FORMULA 62특징
■ 장비가 소형으로 휴대가 용이하여 생산 현장에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
■ 부품이나 제작할 구조물의 무게(1lb-150ton)와 형태에 따라 위치 별로 15~30분
정도로 처리 시간이 적게 소요됨
- 열 처리가 불가능한 이중금속 (dissimilar materials)
- 열 처리가 불가능한 합금
- 연마, 광택 등으로 정밀 마감 처리가 완료된 소재
- 기계적 성질이 변화되지 않음
- 주조적 화학적으로 금속의 속성이 변화되지 않음
- 경도가 변화되지 않음
- 탈색, 슬래그(slag) 및 산화물(scale)이 전혀 없는 깨끗한 표면을 생성
- 소재의 제작 가공 중에도 사용 가능
- 용접 도중 및 용접 후
- 기계적 가공 단계 사이에 사용 가능

마찰용접의 특징
- 용접 범위 : 0.07 in²to 225 in²
- 용접시 용접 소모품의 불필요 no flux, filler material or shielding gases
- 빠른 용접 시행 가능 기존 대비 최소 2배에서 100배 정도의 용접 시간 단축
- 용접할 표면을 사전에 가공할 필요 없이 즉시 용접 가능
- 용접 진행 시 작업자에 의한 용접 에러 가능성이 없음
- 작업자의 숙련도와 관계 없이 항상 같은 용접 품질 유지
- 다양한 금속의 형상이나 사이즈의 용접 가능
- 전 공정의 손쉬운 모니터링 및 DATA저장 기능

www.hanmicorp.net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64-2 메가폴리스 D동 126호
Tel. (031)497-4624 Fax. (031)497-4644

·실용신안특허(제121300호)
·실용신안특허(제105768호)

자동냉각기전문제조업체 / ISO 9001 certified

본사·공장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56(코오롱테크노밸리 B-104호) TEL.(02)2635-9988(代) FAX.(02)2636-7280
■ 광주영업소 : TEL.(062)572-0050

■ 부산영업소 : TEL.(051)972-9253~4

http : //www.chiller.co.kr

■ 대구영업소 : TEL.(053)588-9253

E-mail : chiller2@naver.com

Panasonic CO2 용접기
SOLID(MAG) 용접의 최강자!!
Pana AUTO

KRⅡ Series

SCR제어 방식의 CO2/MAG/GMAW 용접시스템
일체형 원격 조정기 장착
반자동 용접시스템

PANASONIC(표준품) 송급장치 사용시 품질보증 (최장)

60개월(5년)
KH-600
●
●
●
※

사용률 60%

CO2/MAG
가우징
DC-ARC
3기능 겸용기

사용률 100%

● 입력전압 3상 380V
표준사양(50/60Hz)
● 3상 220V&440V 등
주문 사양

사용률 60%

PANASONIC 각종 소모품 & A/S 부품

사용률 100%

S.W.E

세원전기전자(주)
※ PANASONIC 용접기用 각종 콘넥타도 취급합니다.

TEL : 051-324-1819
FAX : 051-327-1815
E-mail : sewon1819@hanmail.net

■ 동시개최 전시회
제9회국제주.단조및열처리.공업로설비산업전시회
제4회인천국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

제4회국제세라믹&신소재응용기술및설비산업전
The 4th International Ceramic & New Materials Application Technology and Equipment Exhibition

CERAMIC KOREA 2016
2016년 5월 25일 - 27일(3일간) 인천.송도컨벤시아

http://www.ceramickorea.net

전 시 품 목
•세라믹소재&재료 •고순도 분말소재 •야금 분말 소재 •지르코니아 •나노(NANO)소재
•분말 성형 프레스•건조설비 •혼합기 •원심 분리기 •건조설비 •세라믹 내화. 단열재
•내화단열벽돌 •내화몰타르 •세라믹튜브 •비금속발열체(SiC) •요업&세라믹소성연속로
•초고온전기로 •진공로 •분위기로 •열처리로 •관련기술 및 설비분야

Metal Exhibition 2004

Metal Exhibition 2006

Metal Exhibition 2008

■전시회 참가문의
✽ 메탈넷코리아 Tel: 02-3281-5037 Fax: 02-3281-0280

인천국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iWELDEX 2016)
2016년 5월 25일(수)~27월 6일(금) 3일간 인천.송도컨벤시아

‘iWELDEX2016’,서해안시대‘요충지’인천으로눈길이쏠린다
제9회국제주.단조및열처리공업로설비산업전 동시 개최
메탈넷코리아(CEO: 김흥복)에서 2016년 5월 25일부터 27
일까지 3일간 인천.송도컨벤시아서‘제4회인천국제용접.절
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iWELDEX2016)이 개최 된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iWELDEX 2016’
은 자동차, 철강,
강구조, 조립금속 항만, 건설 등의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인
인천에서 6대 뿌리산업 중 하나인 용접분야와 절단기, 레
이저설비 등 용접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와 신제품, 신기
술 정보교환 및 관련분야의 산업정보와 기술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더불어 9회째를 맞이하는‘Metal+Metallurgy & Thermo
Process Korea 2016’는 국내 야금, 철강, 금속, 주조, 단조,
비철금속, 열처리, 공업로, 유도로, 내화재료, 버너, 발열체
등 THERMO PROCESS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내외 경쟁
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금속산업분야의 신기술과 신제
품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iWELDEX 2016 와 Metal+Metallurgy & Thermo
Process 2016’
가 동시개최 되면서 더욱 풍부한 볼거리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전시 분야는 6대 뿌리산업인 주물, 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분야 등으로 나뉘며 해외 20개사
를 포함한 100개사가 200부스 6,312㎡ 규모로 개최될 계획
이다.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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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는 규모에 비해서는 내실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역시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전시회 규모가 예
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실 있는 전시회로 참가업체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최측에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뿌리산업 관련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을‘한 눈에’
제4회인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iWELDEX 2016)
의 전시품목은 용접설비, 브레이징 및 납땜, 용접재료, 용
접관련자동화설비, 용접로봇, 용접용 장치 및 기기, 용접

관련 위생.안전.보호구, 용접선, 비파괴 검사정비 및 시험
기기, 표면처리장비, 용접구조물공정용 기계, 용접 원.부자
재, 기타 용접관련기기 및 재료, 프리즈마 절단기, 금속가
공절단기, 절단자동화설비, 레이저가공기, 레이저빔용접기,
레이저절단기, 레이저마킹기, 레이저응용설비 레이저열처
리장비, 레이저표면처리설비, 레이저를 이용한 설비 등이
출품될 예정이다.

(Metal+Metallurgy & Thermo Process 2016)의 전시품목은
야금, 금속, 주조, 단조, 다이캐스팅, 비철금속 및 공업로,
전기로, 산업로, 요로, 고주파유도가열장치, 버너, 히터, 내
화단열재료, 보수제, 쇼트기, 샌딩, 도금설비, PVD/CVD,
프리즈마 이온질화설비, 표면처리설비 등 관련분야 제품
및 설비 등이 출품될 예정이다.

■ 제4회국제세라믹&신소재응용및설비산업전
■ 제9회국제주.단조및열처리설비산업전 동시개최
제9회국제주.단조및열처리공업로설비산업전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일‘Ceramics Korea 2016’전시
회는 전 산업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세라믹제품과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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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인천국제용접절단레이저설비산업전 개최
iWELDEX 2016(The 4th Welding Incheon Korea 2016)

믹제조설비, 세라믹관련 기술, 초고온 세라믹재료, 세라믹
나노 테크놀로지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제품의 산업분야별로는 우주항공부품, 메카니칼부문,
열처리 부문, 반도체 부문, 전자부문, 광학재료, 에너지, 세
라믹 바이오, 환경, 금속제련 초고온 필터, 건축자재, 주방
용기 및 관련 부품, 자동화부문 등의 최첨단 세라믹 소재
와 제품, 생산기술, 제조 설비들이 선보이게 된다.

■ 참관객 유치를 위한 전시회 홍보에 주력
메탈넷코리아에서 주최하는 이번‘iWELDEX 2016’는 세
계적인 전시회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부산용접전
과 해양전시 개막과 동시에 인천전시회 참가 유치를 위
한 홍보에 일찍부터 뛰어들어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참가업체 유치와 조기신청 참가 및 바이어 유치를 위해
홍보 책자를 인쇄해 전시 참가, 유관 단체, 조선 업체 등
관련 분야업종에 배포했으며, 이와 동시에 본지에서 발행
하는 매체를 비롯, 용접 및 금속 관련 업종 DB를 바탕으
로 전국 관련 업체에 우편 발송해 바이어와 참관객 유치
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시작 한 것.
그리고 앞으로도 용접 관련 30개국 2,000여 업체에 E-Mail,
팩시밀리,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체적인 홍보 활
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문지에 전시 관련 정기적인 광고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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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참관객 유치 활동에도 힘씀과 동시에 참가업체
의 전문 제품 및 업체를 꾸준히 소개하면서 이번 전시회
가 국내외 마케팅 시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월
간 주단조와열처리, 용접저널, 해양과조선, 로봇기술, 주간
팔도기계 등 국내 유명 전문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관
련 기관 및 매체를 활용해 전시 홍보 극대화에 심혈을 기
울일 예정이다.
특히, 중국에서 발행되는 월간 금속가공(열가공/냉가공)
등 총 3종의 잡지를 통해서 되도록 많은 관련 중국 업체
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할 계획이다.
이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제5회인천국제용
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 및 제9회국제주.단조및열처리
공업로설비산업전’
은 더욱 높은 인지도와 내실 있는 구
성으로 국내 용접.절단.레이저 & 주조, 단조, 열처리, 표면
처리 산업의 활로를 열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토대로 향
후 규모 및 내용 면에서 목포에서 인천까지 서해안 시대
를 대표하는 용접 전시회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와 관
심을 모으고 있다.
2015년 12월 30일까지 조기참가 신청시 최대 30%의 할
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참가 문의: 메탈넷코리아 TEL: 02-3281-5037

제4회 인천국제용접절단레이저설비산업전 개최
iWELDEX 2016(The 4th Welding Incheon Korea 2016)

Booth NO

정밀저항용접기, 초음파용접기 등 출품

W-

(주)누리엔지니어링 •Tel: 031-735-2675 •Fax: 031-735-2676 •www.nurieng.com
저희 ㈜누리엔지니어링은 내구성과 재현성이 우수한 일본의 정밀 접합장치
제조 업체인 Nippon Avionics의 한국 대리점 입니다. 국내의 2차 전지 접합
을 위한 Micro Spot Welder (정밀저항용접기)를 비롯 스마트폰용 Camera
Module FPC+PCB 접합과 Coil류 접합에 필요한 펄스히트(핫바), 자동차 부
품 접합 등에 필요한 레이져용접기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Application의 Welding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간 쌓여진 접
합 노하우를 가진 일본 업체와 연계하여 기술적 지원은 물론 샘플의 실험 작
업을 비롯 상세한 결과 보고까지 고객님들께 제공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전시품목: 정밀저항용접기, 펄스히트(핫바), 레이저용접기, 초음파용접기

내화물코팅재 3종(RX-14, RX-21,RX-36) 등 출품
대성에프앤씨

Booth NO

M-

•Tel: 053-587-5716 •Fax: 053-587-5715 •www.rxchemical-asia.com

당사는 내화재의 표면을 보호하는 미국RX CHEMICAL사 한국직영대
리점입니다.
미국에서 1946년부터 내화재의 표면보호와 연료절감,SALG부착방
지,화학적침식방지용으로 68년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국내의 주강열처리로,유도로, 소각로, 보일러,동,마그네슘,단조,
알루미늄용해로등에 적용중이며 지속적으로 판매확대중에 있는 제
품입니다.
전시품목: 내화물코팅재 3종(RX-14, RX-21,RX-36)

BMK-16i 스터드 용접기(Drawn Arc SRM) 등 출품
(주)도일코리아

Booth NO

W-

•Tel: 02-514-3501 •Fax: 02-514-3504 •www.dokor.com

㈜도일코리아는 스터드 용접기, 베릴륨 동 소재, 국부도금 기자재,
전원파형교정기, 전기기기 퓨즈 류, 특수금속분말 등을 취급하는 상
사입니다. 1986년 설립 이후 28년 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지식 및 신
용을 바탕으로 수요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믿음과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BMK-16i 스터드 용접기(Drawn Arc SRM), BMS-9 스터드
용접기(Capacitor discharge), Res-Q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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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용접면, 용접면 등 출품
디엔케이(D&K)

Booth NO

W-

•Tel: 02-3286-1611 •Fax: 02-3286-1612 •www.dk1611.co.kr

자동용접면전문회사디엔케이입니다. 저희디엔케이자동용접면은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유럽,독일등세계각
국의인증을받았고, 모든제품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안전인증(KCs)을받은제품입니다.그리고세계50여개국의유
명한용접기메이커에O.E.M으로공급하고있으며, 제품의품질관리는ISO9001:2008 품질인증관리제도의요구사항에따
라엄격하게생산되어집니다. 디엔케이자동용접면은 기술과품질이우수하고, 공급자와소비자가만족할수있는가격
으로공급하며, 불량이제로에가까워AS의번거로움이없습니다. 또한보호렌즈와배터리교체방법이아주쉽고, 편리하
며, 빠르게교체할수있습니다. 그리고인체공학적헤드밴드설계로편안한착용감을느낄수있습니다. 디엔케이는자동
용접면전문업체로서200F, 300V, 마그마1, 마그마2, 마그마3수, 필탑등6종류의다양한용접면을구비하고있으며, 제품을
검토하시고가격, 품질, 기능, 색상등자동용접면에궁금하신모든것을문의하여주시면성심껏답변을드리겠습다.
전시품목: 자동용접면, 용접면, 자동용접면악세사리, 용접면용돋보기등.

오일미스트집진기(필터미스트) 등 출품
마토코리아

Booth NO

W-

•Tel: 031-427-8740 •Fax: 031-427-8746 •www.matokorea.co.kr

환경개선설비전문회사입니다. 특히 용접 및 오일미스트 집진기 전문
업체로서 독일 KEMPER기술도입으로 국내공급하고 있습니다.
흡입장비 및 필터의 고효율로 선진국의 높은 성능과 품질을 제공합
니다.
전시품목: 오일미스트집진기(필터미스트), 켐퍼시스템, WTO 밀링 유니트

초강력 영구자석기술의 조선소 적용 제품 출품
매그스위치코리아

W-

•Tel: 051-621-9648 •Fax: 051-626-9761 •www.magswitch.co.kr

매그스위치코리아는 초 강력 영구자석에 관련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
으며, 2006년 2월 국내 지사가 설립된 이후 다양한 용접 작업용 치공구를
자체 개발하여 국내 유수의 조선소에 납품하고 있다.
그 동안 영구자석이 조선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크기가 크고 무거
운 단점으로 인해 개인용 치공구로는 크게 활용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매
그스위치 코리아에서 공급하고 있는 초강력 영구자석은 ON/OFF 작동이
쉽고 경량이어서 새로운 응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
동 전시회 기간 동안 매그스위치 코리아에서는 국내 유수의 조선소 현장
에서 사용중인 다양한 제품의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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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플라즈마 발진기, 절단기용 CNC 콘트롤러 출품

Booth NO

W-

(주)백두엔지니어링 •Tel: 031-357-6780 •Fax: 031-357-6790 •www.burny.co.kr
미국 Burny, Kaliburny사의 한국 서비스센터, 공급처이다.
절단기 메이커에 절단기 제조에 관한 기술 및 플라즈마 발진기,
CNC 콘트롤러등을 공급하며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취급품목은 Kaliburn HD 플라즈마 발진기, Burny CNC 콘트롤러,
CMC 서보시스템, Inova 플라즈마 자동높이장치, 가스토치용 자동
높이 장치등 절단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전시품목: 고정밀 플라즈마 발진기, 절단기용 CNC 콘트롤러

디지털 초음파 두께측정기 등 출품
북경덕광전자

Booth NO

M-

•Tel: 02-3281-5037 •Fax: 02-3281-0280 •www.metalkora.biz

휴대용 디지털 에코팁 경도 측정시험기(HAND-HELD DIGITAL LEEB
HARDNESS TESTER)는 금속재료의 고속측정에 적합하다. 정밀도가 높
고 성능이 우수하고 조작이 간편하고 휴대가 편리하며 측정한 데이
터 값(측정치)을 HRB, HRC, HD, HB, HV(HSDBRINELL, ROCKWELL,
VICKERS, SHORE HARDNESS TEST 겸용)로 자동 전환하며 프린트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휴대용 디지탈 경도시험기
디지털 초음파 두께측정기

주물용 접종제, 구산연제, 세라믹 폼 필터 등 출품
(주)삼리

Booth NO

M-

•Tel: 031-997-3001 •Fax: 031-997-1033 •www.samri.co.kr

1979년에 설립된 이후 금속용해자재 및 주물자재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한 삼리는 현재 김포, 대전, 대구, 부산의 4개 영업소를
갖추고 전국 약 500여개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해 고객사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주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리는 최
고의 품질과 최소의 비용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고객사와 함께 발전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시품목: 주물용 접종제, 구산연제, 세라믹 폼 필터 등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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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용 구상화제, 접종제, 합금철 등 출품

Booth NO

M-

Xi’an Yuanda foundry materials •Tel: +86-29-86102456 •Fax: +86-29-32253987 •www.yuanda-materials.com
중국 서안 외곽지역에 위치한 본 회사는 주물용 구상화제, 접종제 등
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일본, 대만, 한국, 베트남, 인도 등에 수출
하고 있다. 20여년의 주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엔지니어가 직접
관리하며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산하고 있다.
전시품목: 주물용 구상화제, 접종제, 합금철 등

파나소닉 용접 로봇 등 출품
세한통상

Booth NO

W-

•Tel: 031-319-8567 •Fax: 031-431-1917 •http://sehan21.kr

당사는 자동화 업무를 필요로 하는 각 산업 분야에서 산업용 첨단 로봇을 제
조, 공급함으로써 수요 기업이 최상의 자동화설비를 구축하여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사업목적을 갖고 있고 아울러 국가 경제 발전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혁신적인 로봇생산응용 생산
장비 제품의 연구/개발/생산을 목표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의 양성과 이를 통한 기술개발로 고객이 원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상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하며 혁신형 생산제
품 제조 기업으로 Global leader 가 되는 것을 최종목표에 두고 있다.
전시품목: 파나소닉 용접 로봇

공업로,내화물, 발열체 관련 제품 출품
신성열연(주)

M-

•Tel: 031-981-3875 •Fax: 031-981-3870 •www.ssung.co.kr

1986년에 설립된 신성열연(주)은 전기로, 열처리로, 시험로, 연속로,
소성.소결로 등 공업로를 제조하고 있으며, 공업로에 필요한 열선,
Heater, 내화재 등 부품도 함께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5년 공장을 증축하여 생산제조 시설을 갖추고 에너지절약에 관
련된 제품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열처리로, 소성로, 전기로, 각종 공업로, 내화물(초고온 세라믹
내화단열재), 내화자재, 발열체(열선, SIC히터, 초고온 발열체), 로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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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버너 연소관련 제품 출품
썸텍이엔씨

Booth NO

M-

•Tel: 055-314-3885 •Fax: 055-314-3886 •www.floxkorea.com:

썸텍이엔씨는 산업용 버너 및 연소관련 엔지니어링 회사 입니다.
독일 WS GmbH사의 국내 Agent 입니다.
전시품목: Self-recuperative gas burner, Regenerative gas burner,
Hot air gas burner, Gas/oil dual-fuel burner

이종육성용접(overlay)임가공 제품 출품
에스피하이테크

Booth NO

W-

•Tel: 051-831-4880 •Fax: 051-831-4882 •www.sphitech.co.kr

SP Hi-Tech는급변하는글로벌경쟁시대를기술과품질, 생산성면에서명실공히글로벌
기업의기틀을굳건히다져나가고있습니다. 주요아이템으로는특수이종용접품, 압력용
기, 열교환기, 배관부품, 고객주문 제관품이며, 특히 내마모, 내부식, 내열 등의 용도로 사
용되는 이종육성용접(overlay)품을 해양 플랜트, 원자력, 발전설비, 석유화학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종용접 회사 중 최초로 ASME(
‘S’
,‘U’
,
‘U2’
)인증서를취득하였으며특수이종용접분야의선두주자로서꾸준하게기술, 장비, 공
정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적극적인 해외 시장개척
과강인한추진력으로한발앞서가는기업, 미래를여는기업으로거듭태어나겠습니다.
전시품목: 특수이종용접품, 압력용기, 열교환기, 배관부품 등

저진동의 싱글 스크류공기압축기 출품
(주)에이스에어

Booth NO

W-

•Tel: 042-636-0051 •Fax: 042-636-0452 •www.acecomp.co.kr

당사는 2007년 설립을 하였고,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연구개발실 인증을 받아 연구
원 및 직원을 확충하여 저소음, 저진동의 싱글 스크류공기압축기를 발명하여 특허 출
원중이며, 독특한 설계의 올인원 타입 인버터 스크류공기압축기를 개발하여 생산, 판
매를 하고 있습니다. IT 융합 및 인버터 일체형 공기압축기로 소비전력의 최대 40%를
절감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일정 압력을 유지하여 수요처에 압축공기를 전달하는 올
인원 스크류 공기압축기입니다. 이 제품은 별도의 공기압축기 룸이 필요 없이 설치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온용 드라이어 및 필터, 리시버 탱크를 장착하여 최적
의 크린에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고품질의 압축공기와 전기 에너지 절감
을 한번에 획기적으로 해결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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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펌프, 진공기술 솔루션 등 출품

Booth NO

M-

올리콘라이볼트베큠 •Tel: 031-785-1367 •Fax: 031-785-1359•www.oerlikon.com
올리콘라이볼트베큠은 160년간 진공펌프의 개발과 제조에 힘써왔
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산업구분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진공기술의
개발을 위해 다년간 숙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제품들에 활용해왔습
니다. 현재 저진공 펌프 터보 분자 펌프에서 크라이오 펌프에 이르기
까지 모든 종류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반도체,
코팅산업, 분석장비 및 연구개발분야의 요구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습니다.저희는 300,000대 이상의 펌프를 현장에 설치해
본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진공펌프, 진공기술 솔루션 등

산업용 비접촉 적외선온도계 등 출품
울트라텍코리아

Booth NO

W-

•Tel: 02-2638-5353 •Fax: 02-2638-5354 •www.ultratec.co.kr

당사는 측정기 전문회사로, 비접촉 적외선온도계의 세계적인 브랜드 독일
KELLER 사의 한국독점대리점입니다. 최신 광학시스템으로 열처리, 철강,
주물, 유리, 반도체, 레이저, 필라멘트, 소각로 등 측정환경에 맞는 다양하
고 정밀한 제품으로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물 주입온도 측
정용 PA83 모델은 장방형 목표물 보기와 자동 감지기능(ATD)으로 움직이
는 주물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시품목: 산업용 비접촉 적외선온도계, 설치용 PQ/PL 시리즈, 신제품
PK 시리즈, 설치용 고급 PA 시리즈 - 최신 카메라 화상형, 휴대용 고급 PT
시리즈 - 자동감지, 신호등 기능, 필라멘트 표준온도 MIKRO

AC/DC 플라즈마 용접기 및 용접자동화 등 출품
(주)위더스

•Tel: 031-8041-8288 •Fax: 031-8041-8788 •www.w09.kr

The Welding Expert! (주)위더스은 2005년 설립된 용접관련 전문 제조 수
출입 유통업체이다.
덴마크 MIGATRONIC, 스웨덴 REGULA SYSTMES, 이태리 TECNA등 세계 최
첨단 용접기와 관련 제품 등 새로운 용접기술의 보급과 국산화, 그리고 관
련 용접 자동화에 주력하고 있다.
전시품목: AC/DC 플라즈마 용접기 및 용접자동화, EWR 가스 절감장
치, SIGMA2 PULSE MIG용접기, PI AC/DC TIG 용접기, 판금용 CO2 용접기,
포터블 스포트 건 (7900, 7913), 텅스텐 연마기 & 텅스텐 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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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로 및 산업로용 메쉬벨트 등 출품
유니크이엔지

Booth NO

M-

•Tel: 070-4320-6379 •Fax: 070-4401-6379 •www.uniqueeng.co.kr

유니크이엔지는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하고 있는 무역업체로,주로
공업로 관련된 부품을 취급 하고 있습니다.
원심주조품, 정밀주조품, 사형주조품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연속로에
사용되는 메쉬벨트를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공업로 및 산업로용 메쉬벨트 , 산용용 메쉬벨트

CNC 마찰용접기 등 출품
유진테크(주)

Booth NO

W-

•Tel: 031-415-8448 •Fax: 031- 416-8448 •www.ujintech.co.kr

유진테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적용되는 용접법 중 가장 획기적인 접합기
술로 인정받는“마찰용접”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CNC마찰용접기 전문 생산
업체이며 최근 개발된 CNC마찰용접기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제품으로 용접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찰용접은 2개의 금속재료를 용융하지
않고 상대 회전운동과 마찰압력을 가해접촉면의 마찰열을 이용하여 진공상태
에서 접합시키는 고상용접법으로 자동차부품,건설기계 부품, 절삭공구, 전기
및 배관부품 등 다양한 산업 군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이종금속 및 비철금속의
용접시 모재 강도와 동등한 강도로 용접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CNC 마찰용접기

용접기, 용접기기자재, 코발트드릴등 출품
인화아이오엠

Booth NO

W-

•Tel: 02-2631-1156 •Fax: 02-2635-8737 •www.inhwa.net

93년 인화상사를 시작하여 2011년 법인 전환하여 일본의 유명 브랜
드 엘러펀트 체인블럭 레바블럭 , 빅툴 코발트 드릴 , 중국의 런바 유
압윈치,차량용윈치로얄 용접기,용접기 기자재 한국 총판대리점을 맡
고 있는 ㈜인화IOM 입니다.
전시품목: 용접기, 용접기기자재, 코발트드릴, 게코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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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jet cutting 장비 및 Accessary 출품
(주)은하

Booth NO

W-

•Tel: 032-680-3491 •Fax: 032-673-4266 •www.emico.co.kr

(주 )은 하 는 독 일 Hammelmann 고 압 펌 프 의 한 국 지 사 로 써 ,
Waterjet 고암펍프를 이용한 장비와 설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High pressure water를 이용한 Waterjet cutting장비는 화염 발생
및 열변형 없이 빠른 속도로 Cutting을 수행하기 때문에 폭발물 및
고 위험성 물체 컷팅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용 분야로는 석유화학공단의 플랜트 철거 및 개보수 작업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 철거와 같은 특수 프로젝트수행
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Water jet cutting 장비 및 Accessary

POWER SEMICONDUCTOR 출품

Booth NO

W-

Zhejiang Huajing •Tel:+86-577-62518119 •Fax:+86-577-62518118 •www.thyristor.com.cn
Since its establishment, Huajing, as one of the professional manufacturers
of power semiconductor devices and rectifier equipments in China, has
been devoted to provide high quality power semiconductor products for
customers in the world by carrying forward the spirit of product quality as
the base, market demand as the guide and creating value for customers
as our responsibility.
전시품목: POWER SEMICONDUCTOR

CNC 레이저 절단기 시스템 출품
(주)진양양행

W-

•Tel: 031-433-7261 •Fax: 031-434-9720•www.factorymachine.co.kr

(주)진양양행은 1988년 설립하여 현재 약 4000평 규모의 기계전시
장을 운영하며, 중고 공작기계의 판매업과 보관업을 전문적으로 하
는 회사입니다. 특히, 25년 이상의 기계판매 KNOW-HOW를 바탕
으로 경매중인 공장내의 중고산업기계/전용 설비만을 공장과 별도로
분리매각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입니다.
언제나 시작과 같은 마음으로 고객의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귀
하 곁에는 (주)진양양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전시품목: CNC 레이저 절단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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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탈자동용접머신, 튜브.파이프 컷팅/베벨머신 등 출품
(주)진흥테크

Booth NO

W-

•Tel: 02-2047-0677 •Fax: 02-2047-0688•www.weld-cut.net

(주)진흥테크는 튜브-파이프, 금속관련가공, 유지보수장비, 측정장
비와 자동용접장비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세계의 우수한 선진 산업
기계들을 발굴하여 적절한 산업현장에 소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산업기기를 공급하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고객의 만족이 곧 당사의
발전임을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시품목: 오비탈자동용접머신, 튜브-파이프 컷팅/베벨머신, 용접주변기기

Booth NO

전국용접협회 홍보물 출품
대한용접협회

W-

•Tel: 052-288-1808 •Fax: 052-288-1809 •http://cafe.daum.net/nwa12

국내 용접기능인으로 구성돼있는 본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상
호간 친목을 통해 정보교류 및 일자리 나눔, 그리고 나아가 본 협회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국내 용접기술의 향상과 용접기술 연구개발, 보급, 인재양성
등 용접과 관련한 사회, 경제, 문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형 보수용 레이저 용접기, 마이크로 용접기 등 출품
지산무역

Booth NO

W-

•Tel: 031-310-8717 •Fax: 031-310-8723 •www.jisantrade.com

지산무역은 레이저용접기 및 플라즈마 절단기, 각종 용접보조 시스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지산무역은 그동안 쌓아올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새로운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해 드리고자 늘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전시품목: 레이저 용접기,스캔레이저 용접기, 마이크로스포트,
터닝롤,포지셔너, E.Z.AR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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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파이프용접장치,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 출품
(주)피에스텍

Booth NO

M-

•Tel: 031-451-5103 •Fax:031-451-5106 •www.pstek.co.kr

1998년 11월 설립 돼 전력전자 영역의 특수전원장치분야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로, 우수한 인력과 독자적 설계이론, 풍부한 현장 경험, 자성부품의 설계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를 제품에 적극반응 하면서 수주에
서 시운전까지 최단기간에 최고의 품질로 공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당사는 유
도가열전원장치, 플라즈마전원장치, 연료전지용 DC/DC컨버터, 초 고압 수은등용
전원장치 등이 주력제품으로, 응용기술과 SMPS개발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확보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전시품목: 고주파유도가열전원장치(가열.열처리.용접.용햐.접합 설비)

레이저/용접기용 자동냉각기(AUTO CHILLER) 등 출품
(주)현대이엔지

Booth NO

W-

•Tel: 02-2635-9988 •Fax: 02-2636-7280 •www.chiller.co.kr

(주)현대이엔지는 지난 20여년간 풍부한 경험과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신
기술이 집약된 고기능의 완벽한 무결점 자동냉각기 생산에 주력하여 고객
감동 실형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용접전에는 공냉식, 수냉식, 냉.온수 겸용 냉각기, 레이저 냉각기, 에
어용 냉각기, 오일 냉각기, 유기용매 회수 냉각기, 금형온도조절기 등을
출품한다.
전시품목: 자동냉각기(AUTO CHILLER) - 공냉식, 수냉식, 냉.온수 겸용
냉각기, 레이저 냉각기, 에어용 냉각기, 오일 냉각기, 유기용매 회수 냉각
기, 금형온도조절기

용접면, 보안경, 용접용 마스크 등 출품
한국쓰리엠(주)

W-

•Tel: 02-3771-4206 •Fax: 02-785-7588 •www.3m.co.kr

3M은 자랑스런 한국의 기업이다. 한국쓰리엠은 총 1000여명의 직원과 생산공장,
연구소 그리고 지역 영업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25년간 한국경제의 발전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이다. 안전, 보건 그리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험 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제조설비에 대한
투자에도 힘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시품목: 자동용접면, 보안경, 용접용 마스크, 청력보호구 등 용접작업 시 필
요한 개인안전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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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월간 해양과조선 정기간행물 출품
월간 해양과조선

W-

•02-3281-5037 •02-3281-0280 •www.shipbuilding.or.kr

월간 해양과조선는 조선, 해양, 항만, 물류, 조선기자재, 항법장치, 분산제어시스템, 유체제어기
기, 유체제어계측시스템, 수중초음파탐사시스템, 해양로봇, 해양계측제어시스템 등 조선.해양관
련측정장비, DCS(분산제어시스템), PLC, 스카다시스템, 제어계측솔루션, 필드버스, 중앙감시반,
계장시스템, 산업용컨트롤러, 제어기기 분야의 취재기사 내용과 기술자료, 업체정보, 업계동정,
신제품.신기술, news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조선 및 해양분야의 전문 매체입니다. 월간 해양과
조선(Marine and Shipbuilding Monthly: 등록번호 서울 라-11897)은 조선 및 해양 산업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의 정보를 제공 합니다.
전시품목: 월간 해양과조선

Booth NO

용접분야 전문지 월간 용접저널 정기간행물 출품
월간 용접저널

W-

•02-3281-5037 •02-3281-0280 •www.WELDER.or.kr

월간 용접저널은①용접분야: 용접기, 용접재료, 주변기기, 용접자동화, 관련설비
등 ②절단분야: 프리즈마절단기, 기계식절단기, 워터젯, 토치 등 ③레이저분야:
레이저용접, 레이저절단, 레이저마킹, 레이저관련 주변기기 등 ④조선.해양.항만
관련 용접정보 ⑤금속소재, 금속재료 ⑥용접.절단관련 기계.공구 등 관련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과 신제품.신기술, 업계동정 &
NEWS 부문을 대폭 증판하여 독자에게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전시품목: 용접분야 전문지 월간 용접저널 정기간행물 출품

레이저 관련 분야 전문매체 출품
레이저기술

Boo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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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868-0211 •Fax: 02-868-0860 •www.dienmold.com

(주)한국산업정보센터 KIIC(Korea Industrial Information Center)
는 1991년 3월 20일에 설립, 그간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과 금형정
보센터에서 발행하던 월간 금형저널을 인수하고 1993년에는 월간
레이저기술을 창간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기초산업과 첨단산업
의 정보센터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월간 레이저기술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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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인천국제용접절단레이저설비산업전 개최
iWELDEX 2016(The 4th Welding Incheon Korea 2016)

월간 로봇기술, 연간 엔지니어링 총람 등 출품
(주)한국종합기술

Boo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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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26-6900 •Fax: 02-2026-6889•www. Engnews.co.kr

(주)한국종합기술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및 연간지는 자동화, 제어계측, 기계, 전기
전자, 화공, 로봇, 등 간 산업분야의 전문지로서 신기술과 제품홍보는 물론 경제 전
반에 관련된 정보를 수록하여 배포되고 있으며, 산업포탈사이트 -여기에-를 통한
기업간의 직간접적 거래와 엔지니어, 경영인, 그리고 산업계의 모든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유치하여 온라인 산업정보의 공유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시품목: 월간 로봇기술, 무인화기술, 엔지니어링 종합정보, 엔지니어링 플러스,
연간 엔지니어링 길잡이 / 연간 엔지니어링 총람

Booth NO

월간 21C FA VISION 정기간행물 출품
(주)제네드

W-

•Tel: 02-855-3803 •Fax: 02-855-3809 •www.favision.co.kr

제내드는 산업자동화 전문지 월간 21C FA VISION을 통해 국내외 자
동화 산업의 발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서 발행되는 월간 기계산업의 광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월간 21C FA VISION, 월간 기계산업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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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접저널은 용접기, 용접설비, 용접자동화 및 절단설비, 레이저 관련설비, 용접재
료, 용접기자재, 용접주변기기 등 용접산업 관련분야 전문잡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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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국제주조.단조.열처리및내화물.공업로설비산업전
The 9th International Heat Treatment Technology & Refractory, Furnace and Surface Finishing Industry Equipment Exhibition Korea

Metal+Metallurgy & Thermoprocess Expo 2016
2016년 5월 25일 - 27일(3일간) 인천.송도컨벤시아

http://www.thermotec.co.kr

Metal Exhibition 2002

Metal Exhibition 2006

Metal Exhibition 2011

■참가&참관문의: Metal Network Korea Company

Tel: 02-3281-5037 Fax: 02-3281-0280

Metal Network Korea Company

디지털초음파 두께측정기
Ultrasonic Digital Thickness Measurement Gages

조선•해양•용접•판재•철강•강관•튜브•파이프두께측정용

DC-2000C(0.01mm/0.001Inch)
마이크로 디지털 초음파 두께측정기

DC-2020B(0.01mm/0.001Inch)
마이크로 디지털 초음파 두께측정기

선박 선체.블럭 용접 구조물 소재 두께측정기

■공급원: 메탈넷코리아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 3동 212-26 E-space 310
Tel:02-3281-5037
Fax:02-3281-0280

http://www.metalkorea.biz

DC-2000B(0.01mm/0.001Inch)
마이크로 디지털 초음파 두께측정기

World Newslette of Monthly

World News of Welding Journal for Monthly
"Welding Journal Korea for Monthly"
Korea is the only welding and cutting and laser-related magazines.
"Welding Journal Korea for Monthly" is leading the "Welding and Cutting
and Laser" field future.
"Welding Journal Korea for Monthly" is a welder, welding equipment, welding automation and cutting
equipment, plasma cutting equipment, laser cutting and related equipment, welding electrodes and
wires, Tungsten Electrodes, Silver Brazing Alloys, soldering and welding industry field specialized magazines.
welding industry sectors, such as soldering wire is a specialized magazine. Monthly Welding Journal ① Welded
areas: welding, welding materials, accessories, welding, automation, and related equipment, etc. ② Cut
Interest: Freeze Matthew cutters, mechanical cutters, water jet cutting machines, torches, etc. ③ laser fields:
laser welding, laser cutting, laser marking and laser-related peripherals, such as shipbuilding ④. Ocean. Portrelated ⑤ metal material, metal material welding ⑥. cutting. Laser Equipment Industrial Machinery. 09. facility
covering such articles, and technical resources, company information, industry identification, new product.
technology , NEWS magazine and is published with the contents.

Press release is Please send to "E-mail: Weldingkr@hanmail.net".
"Welding Journal Korea for Monthly" is Domestic and international welding. Cutting Laser 6,000 workers
are receiving the EDM(webzine)
Press Releases provided in the "Welding Journal Korea for Monthly" is available at the same time
"International English version and domestic Korean version website " and SNS(Social Network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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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bilee with best ratings for Asia's most important fair for
welding, cutting and coating technology
Impressive record results for the 20th BEIJING ESSEN
WELDING & CUTTING: 989 exhibitors presented their
products and services at Asia's most important trade fair for
welding, cutting and coating technology. 23,873 trade visitors
informed themselves and placed orders on this significant trade
platform - which was also a new best result.
Exhibitors from 28 countries took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innovations in the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 This included both plants and equipment, together
with measurement technology and systems for computersupported production. On over 80,000 square metres of
exhibition floor space the trade visitors were able to gain an
overview of the new products and services in the trade.
At numerous shared international stands companies provided
compact information about their services. On the shared stand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hich was once again
supported by the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31
manufacturers presented their 'Made in Germany' product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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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of experiences between experts was emphasised at
the BEIJING ESSEN WELDING & CUTTING. Experts
passed on their knowledge in numerous conferences and
presentations - including the topics of 'highly efficient welding
technology' and 'welding patents.'
The next BEIJING ESSEN WELDING & CUTTING will
take place from 14 to 17 July 2016 in Beijing.

World Newslette of Monthly

Torch cleaning: purely electrically powered - eReam
sets new standards
In automated arc welding, torch cleaning affects both the cost
and productivity of the whole process. To positively influence
both factors, the eReam innovative torch cleaning system of
SKS Welding Systems offers striking benefits. Its all-electric
drives save considerable amounts of energy compared to
pneumatic drives, are easier to control, comply with the
applicable safety regulations and offer good monitoring
capabilities.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results gained from
tests performed with pilot customers, SKS could further
optimize eReam. Currently, the company seated in
Kaiserslautern, Germany, manufactures the system in two
standard versions.
An easy-to-handle cleaning of the gas nozzles, reliable
ope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are among the basic features
of eReam. Low energy costs are another asset of the system.
Compared with pneumatically driven torch cleaning devices,

the cost of energy is much lower: for 50 (1,000) cleaning
cycles per day, for instance, they are only 11% (1.5%)! The
same ratios apply to the CO2 emissions in connection with the
system's operation.
The fact that the milling unit, the spraying unit, and the
optional wire cutter are electrically driven also means that
there are measurable and controllable electrical values. This
allows for the monitoring of the safety-relevant functions,
rendering the safety devices and precautions redundant that
are required in the welding cell for operation with compressed
air. These are sometimes more expensive than the torch
cleaning station itself. Also the costs and the complexity of the
supply of compressed air are no longer required. As the
functions of eReam are digitally/electronically controlled without
any additional components or software, they are easy to
integrate into common welding robot controllers and PLCs of
automation systems.
The cleaning process is program-controlled. First, the robot
moves the torch to the eReam unit. Centric clamping avoids
damage to the gas nozzle. The material removal during milling
is dependent on force using the mill torque as a control
variable. Compared to the travel-dependent and often offcenter milling with air-driven tools, this saves material, time
and energy - and avoids errors. While a pneumatic system
provides no feedback if a milling unit is jammed and stops,
eReam is able to identify this status. It moves the milling
head back and restarts the process.
The electronically controlled pump ensures that only the
amount of anti-spatter liquid needed is sprayed on the torch.
Instead of manually refilling the anti-spatter liquid, the operator
changes only an externally-mounted container. This is another
step towards a clean welding cell. For users, who desire an
electrically driven wire cutter, this version is optionally available.
With both versions, SKS is setting new standards in the field
of torch cleaning with the proven milling method.
2015. 08 Welding Journal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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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FIN Introduces New Dedicated Laser Solutions for
Polymer Welding - MPS Family

Munich/Germany, July 30, 2015: ROFIN continues the MPS
laser workstation success. Its wide range of applications is
extended by fusing of polymers. The system is based on the
market-leading MPS laser workstation and the DILAS Compact
Evolution laser sources and comes with application-specific control
software.
The recent years have seen a continuously increasing demand for
light-weight components made of polymers. For this reason
fusing of polymers in complete system solutions with diode lasers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ROFIN already covers a
considerable share of this expanding market with its DILAS
diode lasers. However, more and more customers are asking for
complete laser polymer welding solutions.
Goal-driven development
The polymer welding system is either sold as a turnkey machine
or as a functional kit consisting of laser, clamping unit and
software for process control. Within less than a year the new
polymer welding solutions are already turning out to be a great
success.
HMI and clamping specifically designed for polymer welding
The systems are equipped with a special human machine
interface for polymer welding and a work piece clamp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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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with either a pneumatic or a servo clamping drive,
manufactured to the customer’
s specific requirements. The control
software for the joining process has been specially developed for
polymer welding applications e.g. to deliver a setting signal and
level for process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 Data can be logged
for process statistics and quality management.
Based on state-of-the-art components
The polymer welding solution is based on ROFIN’
s MPS, a
production proven, multi-purpose laser workstation with a
multitude of installations worldwide. It houses a DILAS Compact
Evolution laser, operating with 980 nm or 880 nm wavelength
and a cw power of 150 - 500W. A pyrometric process control
allows for a constant welding temperature and hence optimized
results.
The most flexible platform for challenging applications
With the recently extended MPS family, consisting now of the
MPS Compact, MPS Flexible, MPS Rotary and MPS
Advanced, ROFIN looks forward to creating truly outstanding
solutions for challenging polymer laser welding application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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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therm Receives Communitas Award for Leadership
in Community Servi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ypertherm, a U.S. based manufacturer of plasma, laser, and
waterjet cutting systems, today announced its selection as a
Communitas Award winner for 2015. Hypertherm was selected
for leadership excellence in the combined areas of community
servi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Communitas Awards recognize business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at are unselfishly giving of themselves and their
resources, and those that are changing how they do business to
benefit their communities. Judges found Hypertherm clearly
demonstrated the spirit of communitas, a Latin word that means
people coming together for the good of a community, with work
spanning multiple categories. Demonstrated categories covered
volunteerism, philanthropy, and ethical, 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For volunteerism, judges considered Hypertherm’
s Community
Service Time program which provides Associates around the
world with 24 hours of paid time off each year to volunteer.
Philanthropic work was demonstrated by financial support
through the HOPE (Hypertherm Owners’Philanthropic
Endeavors) Foundation which last year awarded nearly 90 grants
to nonprofit organizations. Finally, ethical, 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were underscored by Hypertherm’
s environmental work

and corresponding goals, its safety program, continued investment
in Associates, and culture of ethics and transparency.
“Hypertherm is humbled to receive the Communitas Award and
what it represents,”said Jenny Levy, Vice Presiden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Hypertherm. “As an Associate-owned
company, we are committed toward a triple bottom line
approach that places equal emphasis on people, planet, and profit.”
Hypertherm designs and manufactures advanced cutting products
for use in a variety of industries such as shipbuilding,
manufacturing, and automotive repair. Its product line includes
plasma, laser and waterjet cutting systems, in addition to CNC
motion and height controls, CAM nesting software, and
consumables. Hypertherm systems are trusted for performance
and reliability that result in increased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businesses. The New Hampshire
based company’
s reputation for cutting innovation dates back
nearly 50 years to 1968, with Hypertherm’
s invention of water
injection plasma cutting. The 100 percent associate owned
company, consistently named one of the best places to work in
America, has more than 1,400 associates along with operations
and partner representation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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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핵협상타결에따른이란건설시장진출전략’세미나개최
이란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이란 진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건섧협회에서는 이란 진출전략
수립 및 진출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핵협상 타결에 따른 이란 건설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팀장이 이란 경제현황동향 및 핵협상 타결 이후 경제전망을, 신동찬 법무법인 율
촌 변호사가 핵협상 타결이후 주요 과제 및 이란 건설시장 진출상 정치ㆍ제도적 유의사항을. 권명광 해외건설협회 팀장이 이란
건설시장 진출현황 및 진출전략을, 김영기 수출입은행 부장이 이란 경제제재 해제 대비 금융지원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미나 자료를 살펴보면, 이란의 건설시장규모는 2014년 646억불에서 2015년에는 681억불, 2016년 679억불,
2017년 741억불이 될 것으로, 건설, 오일&가스, 석유화학, 발전, 교통인프라 등이 주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출환경을 살펴보면, 투자유치 정책으로 수입대체 사업 및 석유화학, 석유ㆍ가스개발, 사회간접시설에 외국인 투자장려로
1996년 Buyback 방식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으나,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는 전체산업부분 25%, 개별 분야당 35%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우대정책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대와 경제특구지역 운영, 관세면제, 15년간 내국세 면제, 투자지분
100%보장, 100년간 부지 임대 허용, 무비자 출입국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 비즈니스 환경은 대학 진학률 55%에 이르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내수시장으로 경제제재 여파로 현지
기업의 역량이 배가되어 산업다각화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나, 입찰시 투명성 부족, 클레임시 법적대응 절차 부재, 높은 금융거래
비용 등의 단점이 있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란 건설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국내외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외건설
기업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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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관련 동정 2015.08

Ⅰ. 토건ㆍ플랜트 관련 업계 동정 및 이모저모
1.SK건설, 동반성장지수평가서 건설사 최초로‘최우수
등급’선정!
SK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14년 동반성장지
수 평가에서 건설부문 최초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SK건설이 국내 건설업계를 통틀어 동반성장
지수 평가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초의 건설사가된 것
이다. SK건설은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처음 실시된 2011년
이후 2년 연속으로 건설분야 중 최고 등급인 양호 등급을
받았고, 2013년에도 역시 건설업계 최고인 우수 등급을 받
았다. 평가등급은 2012년까지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급
으로 구분되었으며, 2013년부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급의 4단계로 구분된다.

건설업계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실천해왔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조기 도입, 비즈파트너 직
원 해외현장 파견, 공정거래이행 협약식 개최, 하도급 상
벌제도 정비 등 활동도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데 힘이 됐다.
이 밖에 SK건설은 매년 CEO가 비즈파트너사를 직접 방
문해 간담회를 갖고 경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
고, 한마음 걷기대회를 통한 소통을 장을 가지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현장 안전점검을 공동으로 진행해 임직원들
의 현장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기행 SK건설 사장은“이번 최우수 등급 선정은 SK건
설 구성원 모두가 지난 몇 년 동안 비즈파트너의 경쟁력
이 곧 SK건설의 경쟁력이란 생각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라며“앞으로도 비즈파트너와
의 적극적인 소통과 전략적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협력 방
안을 마련해 실천해 나감으로써 동반성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2. 남광토건, 68주년 창립기념식 가져
남광토건㈜ (001260, 대표이사 최장식(崔長植)은 6일 서울
강동구 길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본사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8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29명의 장기근속
자를 격려하고 시상했다.
SK건설은 그 동안 비즈파트너와 장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SK건설은 지난 2011년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우수 비즈
파트너 협의체인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해 비즈파트너와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 금융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교육훈련 실시 등

최장식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자강불식(스스로를 강하
게 하는 쉼 없는 노력)의 자세로 힘을 모은다면 현재의
위기를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최 대표이사는 특히“구태의연한 매너리즘과 수동적인
마인드를 버리고, 기본과 원칙 중심의 혁신적인 마인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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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시행 착오가 반
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남광 100년사 창조를
위해 서로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자”
고강
조했다. 남광토건은 지난 1947년‘남광토건사’
로 창립해
1954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으며 올해로 창립68주년을
맞이했다.

3. 대우건설 동정
(1) 대우건설,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최초 전원가압’성공!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지난 6월 29일, 대우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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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이 건설중인‘요르단 연구 및 교육용
원자로(JRTR: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의
‘최초 전원가압(First Energization)’행사를 개최했다고 밝
혔다. 지난 2009년 12월, 대우건설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컨
소시엄이 수주한‘요르단 연구 및 교육용 원자로’건설사
업은,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북쪽으로 70㎞ 떨어진 이르
비드(Irbid)에 위치한 요르단과학기술대학교에 5MW급 연
구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1959년 원자력 연구개발을 시작한 지 50
년 만에 이뤄낸 원자력 플랜트의 첫 해외 수출 사업으로,
대우건설이 EPC사업자로써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원
자력시설의 설계/구매/시공/시운전분야를 일괄로 수행하
는 최초의 사업이다.
이날 진행된‘최초 전원가압(First Energization)’공정은
이 사업의 주요 마일스톤 중의 하나로, 원자로의 본격적
인 시운전 착수를 의미한다. 행사에는 발주처인 요르단원
자력위원회의 Dr. Toukan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이 참석해 대우건설의 우수한 기술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 대우건설은 원자력 설계능력을 갖춘 국내
유일 종합건설사로 다양한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가동원전 설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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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등급) 유자격업체로 등록되었으며 이를 통해 같은 해
10월 가동원전 일반설계(전기) 용역, 12월에는 가동원전
일반종합설계 용역 수주하며 가동원전 종합설계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1월 KEPIC 기계(MN) 및 구조(SN)분야 원
자력 설계 분야 인증심사를 통과함으로써 가동중 원전뿐
아니라 원전 건설분야에 대한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자
격을 구비하였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ASME Stamp
인증심사도 2014년 8월 갱신하였다.
대우건설은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점진적인 원자력 설계
능력을 확보하고 향후 남아공 및 네덜란드 연구로 EPC사
업 수주와 가동원전 설계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
자력 EPC 전문회사로 발돋움 할 계획이다.
(2) 대우건설 비전 2025 선포
“For the People & Better
Tomorrow”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지난 24일‘대우건설 비전
2025’선포식을 개최하고 대우건설 10년 후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대우건설이 발표한 신비전은“For the People &
Better Tomorrow”
로‘인류와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기
업’
으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날 대우건설은 2025년까지‘Global Infra & Energy
Developer’
로 성장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 달성 방향도 함
께 제시했다. 또한 2025년까지 매출 25조, 연간 영업이익 2
조원대를 달성하여 세계 15대 건설사로 발전하겠다는 구
체적인 목표도 밝혔다. ▶ 비전과 중장기 전략 달성을 위
한 구체적인 핵심 방안 수립
이번에 발표된 비전과 중장기 전략의 달성을 위해 대우
건설은 핵심 기술 및 노하우를 체계화시키고 기존의 단
순 시공에서“기획 및 제안형”사업을 확대해 에너지 인

프라 분야의 세계적인 개발ㆍ시공ㆍ운영 회사로 성장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해외 거점 시장에
서 현지합작회사 설립 등 지역 내 경쟁력을 갖춘 자회사
를 육성시켜 지역 시장점유율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우건설은 현재 세계적인 기술경쟁력과 시공경험
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Process
와 핵심기술을 더욱 혁신하고 침매터널, 초장대교량, 초고
층/친환경 빌딩, SMART원전 등 기획제안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는 기존
민자발전사업(IPP; Independent Power Plant)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기획ㆍ투자ㆍ매니지먼트를 포괄하는 부동
산 개발사업, 운영(O&M)사업, 융복합 기술 사업 등 고부
가가치 영역에 적극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이와 같은 변신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에
대한 금융 능력과 고도의 사업수행 능력이 요구되기 때
문에 국책은행, 대규모 펀드 등과 제휴 또는 협업을 통한
금융조달 능력을 강화하고, Engineering 및 Procurement 능
력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은“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대우건설이 지속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 할
것”
이라고 밝혔다.

4. 현대건설,‘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복합화력발전소’준공
현대자동차그룹 주력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인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아지토 복합
화력발전소 확장 공사를 최근 성공적으로 완공하고 지난
달 30일 현지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알라산
와타라(Alassane Ouattara) 코트디부아르 대통령과 다니엘
카블란 던컨(Daniel Kablan Duncan) 코트디부아르 총리가
직접 참석하였으며, 인접국가인 베냉, 말리, 토고 정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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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현대건설의 기술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지토 복합화력발전소는 민자발전소(IPP;
Independent Power Provider) 전문 개발업체인 영국 글로벨
레그(Globeleq)社가 대주주인 아지토 에너지(Azito Energie)
에서 발주한 공사로 미화 약 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900억원) 규모다. 특히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진출한 사
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진출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
로, 향후 이 지역에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
미가 있다.
현대건설은 2011년 현대자동차그룹 편입 이후 중동, 동남
아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시장에 해
외 영업지사를 확대하며 수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네트워크와 글로벌 인지도를 적
극 활용해 수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며 시장 확대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신흥시장 진출 노력의
결과 현대건설은 과거 중동ㆍ동남아 일변도에서 범위를
넓혀 중남미, CIS, 유럽 지역 등에서 10개국에 새롭게 진
출하며 글로벌 건설 지형을 확대했다.
신시장 개척의 첫 산물인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복합화력
발전소는 행정, 경제 중심지인 아비장(Abidjan)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하며, 기존
가스터빈 발전소(Simple Cycle 144MW 2기) 현장에
139MW 스팀터빈 1기를 추가하여 기존 발전소를 복합화
력발전소(Combined Cycle)로 증설한 공사다.
현대건설이 준공한 아지토 복합화력발전소는 430MW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코트디부아르 국가 전체 전력
공급량의 약 25%에 해당한다. 특히 발주처인 영국 글로
벨레그(Globeleq)社에서는 현대건설의 공기 준수 및 탁월
한 공사 수행 능력에 감탄을 보이며 앞으로도 아프리카
지역의 전력사업 개발에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
다. 현대건설 관계자는“이 공사는 현대건설이 사하라 사
막을 넘어 아프리카 신시장을 개척한 첫 현장으로, 서부
아프리카에서 현대건설의 위상을 높였다”
며,“향후 발주
예정인 아프리카 지역의 전력 및 인프라 건설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 선점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Ⅱ. 용접 업계 소식
1. SKS, 전기 구동 방식의 지능형 토치 클리닝 시스템
자동 아크 용접에서 토치 클리닝은 전체 공정의 생산성
과 비용 양쪽 모두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두 요인에 긍
적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SKS 시스템에서는 확실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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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차세대 클리닝 시스템 eReam을 선보였다. 모든
구동이 전기로 이루어지는 eReam은 공압 구동의 기존 방
식 대비 에너지 절감과 보다 정교하고 쉬운 컷팅 제어,
안전규격 충족 및 모니터링 능력을 제공한다.
유럽 내 주요 고객과의 충분한 파일로트 테스트를 통해
현장에 최적화 시킨 차세대 커팅 시스템 eReam은 두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쉬운 조작, 작업과 시스템 통합의 높
은 신뢰도는 eReam의 기본 특징들 중 하나다. 그 외 낮은
에너지 비용- 하루 50회 클리닝 사이클을 예로 들면 에너
지 비용은 기존 공압 제품 대비 단 11%이며 같은 비율로
Co2 배출 가스량도 절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즐 클리닝, 스프레이, 와이어 컷터(옵션 사항) 유니트
들이 전기 구동 방식이라는 것은 전기값에 의한 측정과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안
전과 관련된 기능들을 모니터링 할 수있도록 하며 공압
식 장비에서 사용되었던 부가 안전 및 사전 사고 예방 장
비들 (때로는 클리닝 스테이션 자체 가격보다 높은 비용
이 필요한) 을 제거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공압
공급에 따른 비용 및 복잡성도 제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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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eam의 기능은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추가 장치없이 디
지털/전기적으로 제어되기에 일반 상용 용접 로봇 콘트
롤러와 자동화 기기 PLC에 쉽게 연결 할 수 있다.
클리닝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으로 제어된다. 첫째, 로봇이
eReam으로 토치를 이동 후 중심 클램프가 개스 노즐에
데미지를 주지 않게 잡아준다.
스팻터는 부하에 따른 토크 가변제어 방식의 리머 밀링
에 의해 제거된다. 일반 공압 방식이 갖는 로봇 이동 거
리 의존에 따른 노즐 중심부 이탈 등의 에러율을 줄임으

로 시간과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시스템의 리머가 클리닝 도중 과도한 스패터 량등에 의
해 끼이거나 멈추는 상황에 대해 피드백처리를 못하는
것과는 달리 eReam은 상황을 파악 분석 후 관련된 적정
움직임 (일정 구간 앞뒤로 회전 후 재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스프레이 펌프 역시 전기적으로 제어하기에 토치에
필요한 양만큼의 안티 스패터액을 분사 가능하도록 한다.
안티 스패터액을 보충하는 경우도 기존의 수동적인 보충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장착 콘테이너만 교체하도록 설계
되어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은 안티 스패터액 사용 시 문
제되었던 용접 셀 오염에서 벗어나 깨끗한 환경을 유지
하도록 도와 준다. 전기 구동 와이어 컷터를 원하는 고객
을 위해 옵션 항목으로 선택이 가능하게도 되어있다.

3. 내쇼날시스템 동정
(1) 내쇼날시스템, 인버터 AC/DC TIG 용접기 NSTAC/DC 300A 신제품 출시
내쇼날시스템(대표이사: 김영호)은 인버터 AC/DC TIG
용접기 시리즈로 초경량의 NST-AC/DC 300 신제품을 출
시하였다. NST-AC/DC 300은 철, 스텐레스, 알루미늄을
겸용으로 용접할 수 있으며, 초경량으로 출장용으로도 사
용 가능하며, 충분한 용량의 트랜스포머 내장으로 연속적
인 알루미늄 용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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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속의 용접이 가능하며, 220V 단상으로 어느 현장
에서나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전류계를
통한 실시간 용접전류 확인이 용이하며, 유선 리모콘 사
용으로 용접전류 조절이 간편하다.
용접전류, 펄스전류, 스타트전류, 크레이타전류를 각각 독
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펄스기능 내장으로 특수 용
접 및 모든 작업에 사용 가능하다.

하였다. Pules MIG-500은 최첨단 디지털 제어방식으로 최
적의 용접조건을 설정할수 있어 최고의 용접성을 실현한
제품으로 핫 스타트 기능(초기 전압, 전류 상승 예열효
과)과 최첨단 디지털 제어시스템(IGBT 인버터)으로 번백
기능 탑재(자유로운 조정 가능)와 최적의 용접조건 설정
가능(인공지능형)하며 최저 스패드(더블 펄스구현 완벽
고급기술 채택)를 구현할 수 있다.

(2) 내쇼날시스템, 인버터 더블펄스 미그 용접기Pules
MIG-500 신제품 출시
부산 사상구 소재 내쇼날시스템(대표이사: 김영호)은 인
버터 더블펄스 미그 용접기 Pules MIG-500 신제품을 출시

또한, 모재 및 소재별 최적용접조건 셋팅 값 100개 메모리
가 가능하며 각종 금속소재별(AL, FE, SUS, CU 기타
등) 평선을 채택하여 최적의 용접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웨이브 펄스(자동위빙기능)으로 초보자도 쉽게 미려한
물결 무늬 형성과 4 ROLL 미그전용 4 GEAR 및 U
GRADE ROLLER를 채택 하였다.

Ⅲ. 용접ㆍ중소기업 관련 기관 소식
1. 국토교통부 동정
(1)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간 적
절한 용역대가 산출 및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
이 없어 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상황에 맞추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기관에
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발주청 입장에서도 대가에 대
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
에 예측하기 힘들어 예산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금번에『건
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을 개정하여 실비정액가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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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신설하였다. 실비정
액가산방식은 선진외국에서 용역대가 산정에 있어 국제
적인 표준(글로벌스탠다드)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다.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수행에 요구되는 업무량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수를
제시하고, 시설물의 종류, 공사규모(사업연장 및 면적) 및
발주유형(단독발주, 통합발주) 등을 반영하여 소요인원수
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금번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으로 업계는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에서는 원활
한 사후평가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2) 중소기업 해외건설, 정부 지원받아 손쉽게 시장개척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을 7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외건설 시장
개척자금 지원사업”
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비, 현지교섭비 중 일
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 51개사 44건 22억
원의 지원사업을 1차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도 최대 40억
원까지 지원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
를 하고 미 진출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
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
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
원 이내이며(타당성조사 3억 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
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장을
대폭 확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의
신시장 기준에 대기업 실적이 포함되어 대기업 진출이
활발한 시장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중소기
업에 대해서는 신시장 기준에 중소기업 실적만을 적용하
여 보다 많은 국가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
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는 신청서를 오는 7월
24일(금)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8월 말에 지원
사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최근 해외건설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

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많은 업체들이 시장
개척자금을 통해 해외진출의 부담감을 줄이고 진출시장
다변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3) 해외건설 거대시장, 인도, 필리핀에 수주지원단 파견
국토교통부 김경욱 건설정책국장은 7월 26일(일)부터 31
일(금)까지 민관합동으로 인도, 필리핀을 방문하여 교통
인프라, 플랜트 분야 발주처 차관 등 고위급 면담을 진행
하고 인도와 필리핀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개발사업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에 나선다.
이번 수주지원은 아시아권 거대시장이면서도 그동안 우
리기업의 진출 취약 국가인 인도에서 사업발굴을 통한
신시장을 개척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빠른 속도로 경제성
장(연평균 6%)을 지속하고 있는 필리핀에는 정부 주도의
활발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G2B 협력을 통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여 해외건설의 텃밭인 중동을 벗어나 해외건설 시
장의 다변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에서는 지난 5월 인도 모디 총리의 방한시 박
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인도 정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100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하여 우
리나라 도시개발사업의 전문 공기업인 LH와 민간 엔지
니어링 업체 등과 함께 우리기업의 참여방안을 적극 모
색하고, 철도 준고속화 프로젝트, 산업 및 거점도시를 연
결하는 초대형 공간 벨트 개발인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DMIC)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부, 철도부
고위급, 산업회랑공사 CEO 등과 잇달아 면담을 가질 예
정이다.
또한, 인도인프라금융공사(IIFCL)와 국토부 글로벌인프라
펀드(GIF) 운용사인 KDB산업은행과 인프라사업 공동투
자를 위한 MOU 체결을 통하여 거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모색할 계획이다.
필리핀에서는 경기호조세로 발주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우리기업 수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발
전소 등 플랜트 위주에서 탈피하기 위해, 수출효자 종목
이면서“도서국
“의 도로교통망으로 적합한“초장대교량
건설기술
“을 집중홍보하고, 만다나오 팡일만 교량(1.2억
불), 라구나호안 고속도로(30억불) 등 도로분야와 필리핀
정부 관심사항인 통합물관리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
안하며, 철도분야 마닐라MRT7호선(10억불), LRT-1 연장
선, Cebu BRT(2억불) 등을 타겟 수주하기 위해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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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 교통통신부, 에너지부 고위급과 면담을 가질 예정
이다. 또한, 현지에서 땀 흘리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건설현장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인도, 필리핀에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
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수주활동으로 인도와는 양국
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분위기에 편승하
여 실질적인 협력을 도출해 해외진출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필리핀에서도 발주 증가가 예상되는
WB, ADB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수익성이 높은
PPP 사업에 대하여 현지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모
색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토부는 국내 건설시
장의 위축에 대한 돌파구로 동ㆍ서남아시아 뿐만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수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하반기 제22회 도로대회와 동
시 개최되는 대규모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인 글로벌 인
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15, 11월)를 활용하여 해외발
주처-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산업통상자원부 동정
(1) 66개“첨단뿌리기술”중 19개 기술을 국내 23개 기업
이 보유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조ㆍ금형ㆍ소성가공ㆍ용접ㆍ표면처
리ㆍ열처리등 6대 뿌리산업에서 도출된 혁신적인 66개 첨
단뿌리기술을 국내 어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66개 기술중 19개의 기술을 국내 23개의 뿌리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7개 기술은 아직 미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ㆍ조선ㆍ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의료ㆍ에너
지신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내기업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혁신적 뿌리기
술을 선별하여 육성하기 위해,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
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6개의 첨단뿌리기술을 지난 2
월 선정ㆍ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그 후속조치로 23
개 보유기업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개 기업이 중견
기업이고, 나머지 22개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이다. 23개
보유기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9개로 가장 많은
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대전ㆍ충남과 부산ㆍ울산ㆍ경남에
각각 4개, 인천에 3개, 대구ㆍ경북에 2개, 전북에 1개의 기
업의 소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6개 첨단뿌리기술 중 미보유 기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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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대해서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15년 12개
기술, 2016년11개 기술개발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확인된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23개에 대해
서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의 연결사업을 통해서 해외시
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이번에
확인된 23개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들은 우리 주력제조
업의 주요 제품인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선박 등과 의
료·에너지산업의 제품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뿌리기술
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해외의 글로벌 수요기업들
도 함께 협력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다.”
라고 소개하며,
“첨단뿌리기술은 뿌리기업에게는 지속적인 경쟁우위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아직 미보유 첨단뿌리기술은 우리기업이 선
도자(first mover)로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주력산업의 글
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바,
정부는 첨단뿌리기술의 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니 국내 뿌리기업들도 기술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2) 중소기업 R&D 지원 효율화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
화)은 정부R&D 혁신방안(
‘15.5월)의 후속조치로써, 양 부
처의 중소기업 R&D 지원전략을 차별화하고 역할을 분담
하여 중소기업 R&D지원을 효율화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업종 육성 등 산업전략 추진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중장기·중대형 과제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
고, 중소기업청은‘창업→중소→중견기업’성장단계별 지
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정개선 지도, 현장애로 해소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이슈 해결을 위한 저변
확대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역할분담 기
준에 근거하여 양 부처는 소관별 사업 기간 조정, 사업
차별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
년부터 중장기기술개발 성격이 강하나 지원기간이 현재
2년인 15개 사업은 3년으로 지원기간을 조정하고(644억원
규모), 7개 사업은 종료한다.(230억원 규모) 중소기업청은
단기 현장 중심 R&D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사
업기간이 3년인 3개 사업(611억원 규모)은 2년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기로 하였다.(※예산은‘15년 기준)
특히, 중소기업청은 보다 많은 창업기업, R&D초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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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하여, 저변확대 사
업의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65% 이상 수준까지 단
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성장단계별로 지원조건과 방
식은 달리할 예정이다.
창업 초기기업(3년 미만)은 재무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인적 능력, 기술개발 아이템 등 기업 역량을 중심으로 평
가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병행하며, R&D 초보기업은 지
원 횟수를 제한하여 기업이 독자적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현장 밀착형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
공모 과제 비중을 80% 수준(현 62%)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이번 협력안을
계기로 중소기업R&D지원에 있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
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
신을 통한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육로 가로막힌 세네갈 남북, EDCF(대외경제협력기
금)가 바닷길로 뚫었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은 23일(현지시각) 세네갈 중부 다콩가
(Ndakhonga)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지원한
‘다콩가 여객부두 및 터미널’준공식을 열었다고 24일 밝
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덕훈 수은 행장과 마키 살(Macky

Sall) 세네갈 대통령, 세네갈 정부 주요 관계자 등 약 500
여 명이 참석했다. 다콩가 여객부두 및 터미널’
은 세네갈
정부가 EDCF 차관을 지원받아 추진한‘해상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의 마지막 사업이다.
세네갈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수도 다카르와 주요 중남부도시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망
확충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 세네갈 수도 다카르
(Dakar)와 남부 지겐쇼(Ziguinchor)지역을 오고가는 카페
리선 2척이 출항하고, 지겐쇼에 냉동 물류창고가 완공된
데 이어 이날 세네갈 중부 다콩가지역에 여객부두와 터
미널이 구축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수은을 통해 이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 6100
만 달러 중 4879만 달러를 EDCF 차관으로 지원했다.
세네갈은 지리적으로 감비아(The Gambia)가 세네갈 중부
지역의 서쪽해안부터 중동부 내륙까지 가로막아 육로를
이용한 주민과 물류 이동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다.
이번 여객부두 및 터미널 완공으로 세네갈의‘해상인프
라 구축 프로젝트’
가 최종 완료돼 세네갈 북부와 남부를
왕래하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활동 참여가 대
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훈 수은행장은 이날 준
공식에서“삼성물산과 동일조선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이번 사업은 극심한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조선사와 대기업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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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진출이라는 점에서 상생협력의 모범적인 사례평가가
될 것이다”
면서“앞으로도 수은은 우리 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시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기념사를 통해“수
도 다카르와 주요 중남부도시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망
확충을 통해 인적·물적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해지고, 국
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24일(현지시각) 세네갈 다카르에서 이 행장
과 임성혁 경협본부장, 수은 아프리카 사무소장 3명이 참
석한 가운데‘아프리카 지역전략회의’
를 개최했다.
아프리카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
에서 수은은 아프리카의 인프라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
고, 한국 기업에 대한 권역별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수은이 아프리카에서 지역전략회의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은은 올해 탄자니아, 모잠비크, 가나에 사무
소를 개소하는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내수 성장세를 바
탕으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 중인 아프리카에 네트워크
를 확대하고 있다.

4.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제38대 총학회, 경남사
회복지공동모금회방문, 네팔대지진 피해복구 지원성
금 1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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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학장 박희옥, 이하 창원캠퍼
스) 제38대 총학생회(회장 김병현)는 30일(화) 오후 4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를 찾아 네팔대지
진 피해복구지원 성금으로 100만원을 기부하였다.
창원캠퍼스 제38대 총학생회는 지난 5월 20일부터 2일간
진행하였던 성산대동제예산을 절약하여 100만원을 마련
하였다. 총학생회 임원진들의 결정에 따라 네팔 대지진
피해복구지원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달식에는 창원캠퍼스 제38대 총학생회 김병현 회장(29,
자동차과 2학년), 부회장 최민철(24, 산업설비자동화과 2
학년), 학생처장 김기주 교수, 학생처 이진호 교수, 그리고
대학홍보실장 오동수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김병현 회장은“총학생회는 학기 중에도 학생회비 일부
금액을 기부하고 있으며 총학생회 임원진들의 뜻 깊은
기부를 통해 교내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되길 바란다.”
고 전하며,“네팔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박은덕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학생들이
즐기는 축제를 맞이하여 축제비용을 절감하여 네팔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를 결정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교내 학
생들에게 즐기는 축제에 걸맞게 기부의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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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 전동공구사용법및생활소품만들기특강개최
대한민국 국가대표 전동공구 계양전기㈜(대표 이정훈)는
지난 10일(금) 오전 국내 목공 DIY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을지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하여 홈DIY 특강‘전동
공구 사용법 및 생활소품 만들기’특강을 진행했다.
금번 특강은 지난 3월말 신규 개설 공지와 함께 하루 만
에 모집인원이 마감될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1회
특강에 이은 두번째 시간으로, 총 11명이 참가하여 전동
공구 사용법 관련 강의를 청취하고 실습해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오전 10시부터 30분간은 목공 DIY에 필요한 유선임팩트
드릴(DMV-13K), 10.8V 충전햄머드릴(DDH-1802L-2C), 충
전드릴(DD-1202L-2C) 등 전동공구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는 목재 쟁반을 직접 제작해보는 실
습이 이어졌다.
목재 쟁반 제작에는 유선드릴을 이용한 목재 천공,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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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을 이용한 피스 체결 작업, 페인트칠, 전기열풍기를
활용한 말리기 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

은 교육기간 내내 즐거워하며 실습에 참여했다.
한편, 계양전기는 전동공구의 메카인 청계천 공구 특화
거리에 국내최초의 전동공구 플래그쉽 스토어‘청계 고
객지원센터’
를 오픈 운영하며 해당 지역내 명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최근 전원생활, 홈 DIY 문화 확대에 따라 전동공구 사용
이나 보관이 익숙하지 않아 많은 고객들의 문의가 늘어
나고 있는 추세로 청계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발
전에 공헌하고 주민과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사회
공헌 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금번 강좌는 오는 24일(금)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25일
(토) 가족단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가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문의는 계양전동공구 청계고객지원센터 (☎ 022261-0909), 을지로동 주민자치위원회 (☎ 02-3396-6683)로
하면 된다.

■ 계양전기 080-023-8204 / 1588-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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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더욱가까이다가가는계양전동공구체험관오픈
대한민국 국가대표 전동공구 계양전기㈜(대표 이정훈)는
전동공구 실질체험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기 위해 국내 최초의 신개념 전동공구 체험관‘광주/부산
고객지원센터’
를 새롭게 오픈한다.
광주, 부산 고객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공구
업계의 메카로 불리는 청계천에 오픈한 청계 고객지원센
터의 뒤를 잇는 계양전기만의 특화된 플래그쉽 스토어로,
자사에서 취급하는 수많은 제품이 일목요연하게 전시되
어 있어 영남권, 호남권 방문 고객의 호평이 이어질 것으
로 기대된다.
광주/부산 고객지원센터에는 현재 계양전기에서 취급 중
인 공구 제품 130여기종과 액세서리 130여 품목이 전시
중이다. 충전드릴 및 그라인더 등 전동공구 70여 기종과,
컴프레서, 용접기 등 산업용 공구류 30여 기종, 예초기 등
의 엔진응용제품 30여 기종이 품목군별로 전시되어, 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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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품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또한, 출시
이후 꾸준히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히트 제품과
BLDC 충전공구를 비롯해 새롭게 출시된 신제품 섹션을

별도로 마련해 고객 관람의 편의를 더했다.
또한, 공구상가내의 천편일륜적인 인테리어를 벗어난 내/
외관 인테리어 덕택에 입소문을 통해 공식 오픈 전부터
고객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점차 해당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양전기 국내영업담당 박현종 이사는“지난해 청계 고
객지원센터 오픈을 시작으로 금번에 광주와 부산 지역에
새로운 체험관 두곳을 추가로 오픈하게 되었다”
며“앞으
로도 계양은 고객과의 접점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런 활동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제품을 지
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다.
* 광주 고객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광주
산업용재 9-118, 062-603-4908
* 부산 고객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37 산업
용품유통상가, 051-319-0981
■ 계양전기 080-023-8204 / 1588-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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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핵협상타결’국내건설ㆍ철강업계수혜예상
22일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이란 핵 협상 타결을 계기로 살표본 사업진출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핵 협상 완전 타
결로 국내 건설 및 철강, 자동차 부품업계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란은 핵 협상 타결에 따른 석유수출 확대와 투자유입 증대를 통해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계에도 부진한 해외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의 철강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이란은 2,200만 톤 이상의 조강생산 능력을 지니고 있는 중동 최대 철강생산국이다.
소비량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 수요량의 3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자동차
강판 등 주요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경제제재 이전에는 한국 철강사의 이란 자동차용 강판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정도로 시
장을 지배하였지만, 제재로 인해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다.
이란은 철강산업 도약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란의 2020~2025년 강재수요는 4,000만
~5,000만 톤이 예상된다.
이렇게 낙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란시장 재진입 및 신규 진출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금융해제는 연
말까지 진행될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 결과 이후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실제 제재 해제는 내년초부터 가
능할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란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정치변동성과 문화적 차이 등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에 대비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철강재는 2014년 기준으로 이란 수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 자동차 강판 등과 에너지관련 철강재 수출이 대부분 차
지했다. 따라서 에너지 및 자동차 시장 신규 투자 동향 등 지속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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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 금속 관련기관-정부 등 소식
1. TCC동양 창립 56주년 기념식 개최
TCC동양이 창립 56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TCC센터와 포
항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7월 15일 오후에 있었던
이날 기념식에서 손봉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준 임직원 여
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영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전익현 부회장과 조석희 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
해 '56년 역사의 저력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합심하고,
새로운 생각과 도전을 실천해나가며 '좋은 회사, TCC동양
'의 밝고 힘찬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역설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근속상, 칭찬경영상을 포함한
사내시상식 또한 진행되어 임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
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포스코 포
항제철소 냉연부 냉연기술개발팀 김종찬 품질파트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하며, 소재품질 향상에 힘써준 공로
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2, 2개 회사 통합(동국제강+유니온스틸)한 동국제강,
노조도 통합 선언
동국제강의 2개 노동조합이 1개의 노조로 통합을 선언했
다. 동국제강이 지난 1월 1일 계열사 유니온스틸 흡수 합
병하면서, 노동조합은 이날까지 동국제강 노조와 유니온
스틸 노조 등 2개 노조가 유지되어 왔다. 동국제강 창립
61주년을 맞이한 7일, 두 노조가‘노동조합 대통합 선언
서명식’
을 열고 노조 통합을 선포했다. 기존의 유니온스
틸 노조는 동국제강 노조 부산지부로 변경됐다. 양 노조

의 통합은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의 화학적 결합까지 완
료되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 아래에서는 임
직원의 단합된 힘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노동조
합이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결단으로 의미 깊다.
노조는 통합 선포에 이어 곧바로‘노사상생협력 공동선
언식’
을 열고, 회사 통합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위기극복
과 재도약을 위해 올해 임금 및 특별단체협약을 회사에
위임하기로 했다.

회사는 노사공동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임금체계 등
을 통합해 나가고, 조합원의 권익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노조의 결단으로 동
국제강은 경영 혁신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동국제강은 철강사업 불황이 지속되며 경영상황이 악화
되자 지난 1월 1일 유니온스틸을 흡수 합병해 철강 사업
을 통합 바 있다. 최근에는 사옥 매각, 후판 사업 재편, 대
규모 조직 개편 등 고강도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의
대대적인 경영 혁신 조치에 대해 노조도 지지하고 선두
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동국제강 통합 노조의 박상규 위원장은“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100% 승계하고, 소통, 나눔, 상생의 빛나는 노사
관계의 전통을 계승할 것이다”
고 말하고,“위기 상황에서
회사를 지키고, 철강사업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는데
노조가 앞장 서겠다”
고 강조했다. 유니온스틸 노조를 대
표했던 박성균 전임 위원장은 이번 결단에 대해 “조합원
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가 우선되도록 기득권을 내려놓
았다”
며“양 노동조합의 통 큰 결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
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고 강조했다.
동국제강 장세욱 부회장과 경영진은 7일 오전 창립 6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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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념식를 마치고 노조의 행사에 곧바로 참석해서 노
조의 결단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장세욱 부회장은“회사
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경영진에게 신뢰를 보내 주신
노조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고 말
했다. 또 이날 오전 열린 창립 기념식에서“통합된 동국
제강의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해 달라”
며,“풍
부한 기업문화가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
다. 한편 동국제강 노조는 1994년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하
며 산업계에 평화적 노사 관계 문화를 확산시킨 장본인
이다. 동국제강 계열사로서 유니온스틸의 노조 역시 22년
째 무분쟁 임금협상 위임이라는 이정표를 세우고 신노사
문화를 실천해온 노조다.

3. 포스코P&S, 가공유통사업군 안전활동 강화
포스코P&S(사장 신영권)은 지난 3일 가공유통사업군 출
자사를 대상으로 안전워크숍을 열고 상반기 안전활동 성
과공유 및 선진적인 안전기법 교육을 실시했다.
여름철이 시작됨에 따라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공장의
안전활동에 대해 포스코P&S는 안전모 착용 등 현장의
작은 실천사항도 꼼꼼하게 준수하고 생활화하기 위해 안
전관리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출자사의 현장을 순회하며 주기적인 정보교류회를 실시
하고 있는데, 2분기에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포스코AST,
포스코TMC, SPFC, SRDC 4개 출자사의 포항, 광양, 천안,
안산 등 7개 현장의 안전전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
TMC 포항공장에서 진행됐다.
올해 각 회사들은 사람, 설비, 시스템 등 3가지 관점에서
안전활동 및 SSS활동 (자기주도의 안전활동 확산, Selfdirected Safety Spread)를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이 자리
에서는 10대 안전철칙 정립, 기초 안전설비 보완, 375개소
에 대한 지적확인 장소 선정 및 방법 정립 등 상반기 성
과를 공유하고, 출자사별로 무재해 현장 달성을 위해 추
진해온 맞춤형 개선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포스코TMC의 제품제조 현장에서 안전활동
실천 우수사례에 대한 실무자의 노하우 및 실행전략을
공유하며 각사의 안전활동 상향 평준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또한 하반기 체계적인 안전활동을 위해 포스코
글로벌 안전보건그룹의 지원을 받아 안전행동관찰 (S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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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ction Observation) 및 설비 ILS (Isolation Locking
System) 구축 등 선진 안전활동 기법에 대한 교육 및 각
사 현장 적용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진행됐다.
포스코P&S는 장기적인 안전관리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
는 동시에, 하반기 실행계획을 점검하여 출자사의 안전활
동 상향 평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4. 현대제철,‘종합소재 기반의 가치창출 기업’향한
비전 선포
현대제철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며 '종합소
재 기반의 가치창출 기업'을 향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
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14일 서울 본사에서 우유철 부회
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 1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
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
(Engineering the Future beyond Steel)」
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보였다.
새로운 비전은 국내 최초의 철강회사로 60 여 년간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현대제철의 기업정체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향후 철강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소
재 기반의 가치창출 기업'을 완성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
다. 이는 고객의 기대수준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가치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사 · 협력사 ·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 가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우유철 부회장은 기념사에서 "새로운 비전은 지금껏 누
구도 만들지 못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우리
의지의 반영"이라고 밝히며 "비전을 달성하고 미래를 담
보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이 날 행사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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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20년 26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2025년 매출 31조
원 규모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미래상을 선보였
다. 2020년까지 특수강 분야에서 1조5천억 원, 해외 생산설
비 증대 및 해외 SSC 분야에서 2조5천억 원, 차량경량화
분야에서 1조 원, 신규제품 및 시장 확대를 통해 1조5천억
원, 이밖에 강관제품 다변화와 단조사업 효율화로 총 26
조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개념을 엔지니어링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확장함으로써 유뮤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5년까지 매출 31조 원 규모의 글로벌기업으로 성
장하기 위해 현재 철강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소재개념을
비철 및 비금속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은 이날 선포식에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방향을 ▶사업전략과 ▶정보기술 및 경영인프
라 분야로 나누어 제시했다.
먼저 'Application Engineering'으로 대변되는 사업전략은 고
객사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설계 단계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차별화된 가치
를 만들어 제공한다는 사업전략이다. 이는 현대제철이 기
존에 자동차 분야에서 구축한 고객과의 협업모델을 건설,

조선, 에너지 등 제반 산업분야로 확장·발전시킨 개념이
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기술 기반인 '지능형 플랫폼(Smart Platform)'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과 상생의 기업문화를 지향
하는 '개방형 시스템(Open System)'으로 선진화된 경영 인
프라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새롭게 창출
할 소재와 서비스의 가치를 근간으로「철, 그 이상의 가
치 창조」
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짧은 기간
동안 세계 철강업계의 총아로 떠오른 현대제철이 그려
나아갈 제 2의 도약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3월 초 각 사업장에서 선발된 직원들로
'비전경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약 4개
월에 걸친 비전수립 작업을 진행해왔다.

5. 한국철강협회 동정
(1) 철강산업 위기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철강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
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ㆍ울릉)은 7월 2일 오전 10
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철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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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정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철강산
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했다. 한국철강
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정책 토론회는 최근 빈번한
건설 안전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건설 분야 등에서
저급 수입 자재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심각하
게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 차원에서 개최된 것이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국내 철강업계
는 중국의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 속에 질 낮은 저급 수입
철강 자재의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국내 철강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
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부적합 철강재가 국내 수요 산업과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철강협회 권오준 회장은 오일환 상근 부회장이 대독
한 인사말을 통해“국내 철강수요는 건설, 조선 등 전방
산업의 경기부진으로7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중국
등에서 밀려온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1%(2014년말
기준)나 잠식하면서 시장가격의 붕괴, 공장가동 중단, 불
량 수입산의 국산 둔갑 등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철강산업이 현재 당
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국내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관, 유통, 사용
단계별로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장치가 빈틈없이 마련되
어야 하며, 불량 철강재를 처음부터 차단하도록 관련법규
를 강화하여 국내 시장을 안정화 하고, 해외수요 전환을
통해 내수기반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
강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수출여건의 약화,
중국의 수요둔화와 수출확대, 내수정체와 저가 철강재 대
량 수입, 온실가스 규제 부담 가시화 등 4중고에 처해 있
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 철강업계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
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
화하고, 국내 철강 및 유통업체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내수시장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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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 및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효율성 향상에 앞장서
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포스코경영연구원
유승록 상무는『Global Buy National 정책 동향과 시사점』
이라는 발표를 통해“국내 제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재정비하고, 실행방안의 하나로 Buy
National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유승록 상무는“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조달법 등에서 자
국산 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어 관련법규 개정을 통
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는 일정 비율의
자국산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원산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재료의 추적 프로그
램을 도입하고, 유통 및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해야 하며, 안전 및 친환경 인증제품 의무사용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국강구조학회 경갑수 교수(한국해양대 건설공학과)는
「건설용강재 제도개선 필요성과 정책제안」이라는 발표
를 통해“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 자재ㆍ부재를 생산 또
는 수입,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등은 적
합한 건설 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할 의무가 있으
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강교, 철골의 기둥ㆍ보 등
건설물의 주요 부분(뼈대)을 제작하는 철강구조물 제작
업자도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경갑수 교수는“품질이 불량한 수입 철강재 유입이
확대 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강구조물의 품질 저하
및 인명 손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철근, H형
강, 두께 6mm 이상 건설용 강판의 건설자재ㆍ부재의 범
위를, 철근, 형강 및 건설용 강판, 고장력 볼트 및 볼트, 용
접재료, 구조용 케이블 등 주요 철강제품으로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김종락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김종철 과장, 한국건
축구조기술사회 서규석 회장,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편집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저급 철강 수입 제품의 무분
별한 사용 방지에 대해 토론했다.
(2) 제20회 한ㆍ중 철강 분야 민관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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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 협회는 7월 3일 오전 서울 그랜드
컨티넨털 호텔에서 중국 상무부와 '제20회 한·중 철강분
야 민관협의회'를 열고 한중 양측의 철강산업 동향 정보
를 공유하고, 양국간 철강교역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정부가 보론강 부가가치세 환급을 폐지했음에도 불
구하고 열연강판의 보론강 수출 증치세 환급이 유지되고
있으며, 후판ㆍ선재ㆍ철근 등은 크롬강으로 대체 수입되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중국산 수입제품 가운데 규격 미달이나 원산
지 위ㆍ변조 사례가 잦아 국내 건설 안전에 우려가 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KS 품질관리와 함께 국내
유통단계에 조사도 진행 중이므로, 중국정부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 철
강화학과장을 대표로 철강협회 오일환 부회장, 포스코, 현
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대한제강 등 관계자 24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창후이 상무부 대외무역사 처장

을 비롯해 공업신식화부, 주한 중국대사관, 중국강철공업
협회, 바오산강철, 안산강철 등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
산업부 김종철 철강화학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한·중
간 철강 교역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양국
철강산업 전반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01년부터 매년 1~2차례 열리는 한·중 철강분야 민관
협의회는 두 나라 철강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
고 철강 교역 확대와 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채널 역
할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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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의 열처리에 있어서 용어 해설
1.철강열처리 용어해설(JIG G 0201규격에 의함)
철강의 열처리용어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는 JES서 제정되었
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유명 무실하게 되어 오랫동안 공백
기에 있었다. 최근에는 열처리가 공업계에 중요한 위치를 점
하게 되므로서 용어의 통일이 요망되고 있다. 특히 열처리가
공기술에 관한 JIS (소준 및 소려, 고주파소입, 소둔, 소입, 소
둔, 질화소입, 소둔) 가 제정됨으로써, 그 요구는 높아졌으
리라 생각된다.
열처리 용어는 1969년 9월 (일본의 경우)에 제정되었다.(JIS
G 0201) 이 규격은 철강의 열처리에 관한 공업기술 용어를
주로 하여 학술용어로도 고려하고 있다. 용어의 의미는 물
리적인 정의보다도 오히려 공업적이 면에서 해설되고 있다.
용어는 ASM
「Metals Handbook Vol1」
과 일본철강 협회
「강의
열처리」
의 용어집을 참고한다. 열처리용어에 관한 규격은
과거에 BS와 DIN의 두가지가 있었다.

(1) 일본(JIS)열처리용어의 원칙
JIS열처리용어(전체 171용어)는 다음 5가지 원칙에 준하여
규정되고 있다.
①철강의 열처리용어와 철과 비철의 공통용어를 채택하였으
며 비철관계만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②설비나 계측기 등에 관한 용어는 제외하였다.
③열간가공용어, 소성가공용어는 대상 외로 하였다.
④대응하는 영어는 영국어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⑤용어는 조건, 현상, 시험의 3가지로 구별하여 해설
(2) JIS 열처리용어의 분류 및 배열
용어의 분류, 배열은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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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열처리용어의 분류 및 배열

(3) 문제점 및 양해사항
① 소입: 영어로 quench hardening 또는 quenching 으로 통일
하였다. 소입을 hardening 이라 하는 수도 있으나 이는 경화
의 뜻으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입, 소둔을
영어로는 hardening and tempening 이 된다.
② 등온변태: 종전의 항온변태는 등온변태로 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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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온은 등온의 표현이 되며 등온소입, 등온소둔, 등온
유지, 등온열처리, 등온금속으로 표현한다.
③) Sorbite: 종래의 sorbite에는 1차 sorbite(또는 소려 sorbite)
의 두 종료가 있는데, 이를 2차 sorbite (더만 sorbite라함)로
통일하였다.
그러나 sorbite란 용어가 현재 점차 사라져감으로, 현재는 그
대로 사용하되, 3년 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④ Troostite; 종래의 troostite에는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1차 troostite(또는 소입 troostite 또는 결절상 troost)이다. 규격
에서는 1차 troostite(또는 결절상 troostite)는 없어지고, 모두
2차 troostite(다만 troostite라 함)를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troostite란 용어는 현재 차츰 사용되고 있지 않아 삭
제안도 있었으나 (sorbite와 같음) 현재단계에서는 현장용어
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하되 3년 후에 재검토하
기로 하였다.
⑤ 소려 martensite: 소려의 제3단계 직전(약 20°
C)까지 소
려처리된 martensite조직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martensite의 소려조직을 총칭한다.
⑥ Pearlite: pearlite의 냉각에 있어서 Arl변태에서 생성된
pearlite와 oementite의 층상조직을 말한다.
냉각속도의 대소에 따라 층상조직에는 조밀조직이 생긴다.
광학현미경으로도 식별이 곤란할 정도의 조밀한 경우는 fine
pearlite(미세 pearlite)라 한다.
⑦ Martempering: martemper라고 말하고 있으나, 원영어로
서는 martempering이다.
⑧ 침탄침실: 과거 침탄질화라고 불리던 용어로 질화는 질화
물의 생성을 동반하는 경우이며, 단순히 질소가 침투할 정도
라면 침질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채택하였다.
⑨ 응력제거소둔: 변형(strain)이란 영구변형량을 만한다. 이
소둔처리는 실은 strain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stress,
즉 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소둔이다. 그러므로 영어로는 stress
relieving이지 strain relieving은 아니다. stress(응력)와 strain(변
형)을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이런 뜻에서 응력제거소둔으로
통일하였다.
⑩ 고용화열처리: 현장에서 쓰이는 말로서는 용제화열처리
이지만, stainless 및 내열가의 규격에서도 고용화열처리를 쓰
고 있으므로 고용화열처리로 하였다.
⑪ 조질: 소입후 비교적 높은 온도(약 400°
C이상)에서 소려
처리하여 troostite 또는 sorbite 조직으로 만드는 조작을 조질
이라 하며, 저온소려는 조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⑫ 표면경화처리: 철강의 표면층을 경화시키기 위해 하는 침

탄소입, 질화 고주파소입, 화염소입 등의 조작을 말한다.
침탄소입에 의한 것은 표면강화(case hardening)라 하는 수가
있다.

(4) 열처리기호(JIS G 0201에 의함) 표 2. 참조)
비고 : 다른 가공방법의 기호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
는 첫째자리의 기호(H)를생략하여도 좋다.

표2. 열처리기호(JIS G 0201에 의함)

2. 경화층 및 탈탄층의 측정방법
(1) 강의 침탄경화층 깊이 측정방법 (KSD 0215)
이 규격은 강의 경화층 중에서 특히 침탄소입 또는 침탄침
질 소입처리한 경우의 경화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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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강종: 침탄표면경화강(SM9CK, SM15CK, SM20CK,
SNC21, SNCM22, 23, 25, 26, SCr21, 22, 23, 24, SMn21,SMnC21)
② 침탄처리: 가스침탄, 고체침탄, 액체침탄처리
③ 경화층 깊이 측정방법: 경도시험, 마크로조직시험, 화학분
석시험, 현미경조직시험 등에의한 방법이 있으나, 규격에서
는 경도 및 마크로조직시험에 의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1) 용어의 의미
① 유효경화층 깊이(Effective): 침탄(침질)후 소입처리상태
그대로, 또는 200˚C를 넘지 않는 온도에서 소려처리한 경화
층표면에서 vickers 경도 550(rockwell C 경도 50)점까지의 거
리를 말한다(ISO-2639-1973, Hv550,1Kg).
② 전체경화층 깊이 (Total): 침탄(침질)소입, 혹은 200°
C를
넘지 않는 온도에서 소려한 경화층의 표면에서 경화층과 소
지의 화학적 성질(마크로조직), 또는 물리적 성질(경도)의
차가 구별되지 않는 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③ 경도추이곡선: 경화층표면에서의 수직거리와 그점의 경
도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곡선을 말한다.

4) 표 시
침탄경화 깊이는 mm로 나타내며, 소숫점 이하 한자리까지
로 한다.
(2) 강의 화염소입 및 고주파 소입경화층 깊이 측정방법
(JIS G 0599에 의함)
이 규격은 강의 경화층 중 특히 화학성분의 변화가 없는 화
염소입 및 고주파소입을 한 경우의 경화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1) 용어의의미
① 유효경화층 깊이 (Effective): 소입상태 그대로 또는 소입
소려(일반적으로 200°
C이하)처리한 경화층의 표면에서 (표
2)에 규정하는 한계경도점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또한
용도에 따라서는 높은 온도에서 소려처리하는 것도 있으므
로 (표3) 이외의 경도를 지정 또는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비 고: 강의 탄소함유량은 측정하고자 하는 강의 규격에 규
정된 탄소함유량 범위의 중앙장치로 한다.

2) 시험품
① 원칙적으로 침탄품 자체의 것.
② 침탄품과 동일강종, 동일조건에서 처리된 것.
③ 전항에서 동일형상 치수의 것이 입수하기 곤란한 경우는
적당한 형상치수의 공시품을 채용한다(측정결과에 형상치수
의 부기함이 좋다)
④ 침탄후 소입하는 경우 탈탄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표3. 유효 경화층의 한계 경도

3) 측정방법
ⓛ 경도시험에 의한 측정방법: 시험품 절단면의 경도를 측
정하여 경도추이곡선을 작성하고 그 곡선에서 유효경화층
깊이 또는 전체경화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측정에는 vickers 경도시험기(microvickers)를 사용하며 시험하
중은 원칙적으로 0.3Kg(필요에 따라서는 0.1~10Kg을 사용하
여도 좋다)으로 하여 유효경화층 깊이를 측정한다.
② 마이크로조직시험에 의한 측정방법: 시험품의 절단면을
저배율의 확대경으로서 경화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대단히 간편한 방법이다.
유효경화층 깊이는 vickers경도 550에 상당하는 착색부분까지
의 표면에서의 수직거리를, 전체하층깊이는 소지와 차이나는
부분전체 표면에서의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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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체경화층 깊이(Total): 경화층의 표면에서 경화층과 소
지의 물리적 성질 또는 화학적 성질(마크로조직)의 차이가
구별할 수 없는 점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③ 경도추이곡선: 경화층 표면부터의 수직거리와 그 점의
경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말한다.

2) 시험품
① 원칙적으로 화염소입 또는 고주파소입처리한 제품 자체
를 사용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는 제품과 동일치수, 동일강종을 동일조건
에서 소입처리한 것을 사용하여도 된다.
3) 측정방법
ⓛ 경도시험에 의한 측정방법: 시험품 절단면의 경도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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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경화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경도는 vickers
경도시험(microvickers를 포함, 시험하중 0.1~10Kg), 또는
rockwell C 경도로 한다.
경도추이곡선을 작성하여 그 곡선에서 유효경화층 깊이 또
는 전체경화층 깊이를 측정한다. roll 등의 경우는 외주를 연
삭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이때 표면에서 경도추이
곡선을 작성하면 더욱 좋다.
② 마이크로 조직시험에 의한 측정방법: 시험품의 절단면을
저배율(20배 이하)의 확대경으로 경화 깊이를 결정하는 방
법으로 대단히 간편한 방법이다.

4) 표시: 소입경화 깊이는 mm로 표시하고 소숫점 이하 한
자리까지 한다.
(3) 철강의 질화경화층 깊이의 측정방법
(일본 열처리기술협회규격 JSHS1001에 의함)
이 규격은 철강의 질화강공에 의한 경화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1) 용어의 의미
① 전체경화층 깊이(Total): 경화층의 표면에서 경화층과 소
지의 물리적 성질, 또는 화학적 성질(현미경 조직)의 차가
구별되지 않는 점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백색종).
② 실용경화층 깊이(Practical): 경화의 표면에서 소지의
vickers 경도보다 50높은 경도점까지, 또는 소지의 knoop 경도
치보다 50높은 점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③ 경도추이곡선: 경화경 표면에서의 수직거리와 경도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곡선을 말한다.
2) 시험품
① 원칙적으로 제품 그대로 사용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는 제품과 동일재료, 동일표면사상 및 동일
조건으로 처리한 철강재를 사용하여도 좋다.
3) 측정방법
① 경도시험에 의한 측정방법: 시험품 절단면의 경도를 측
정하여 경화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경도는 vickers 경
도시험 [시험 하중 0.3㎏(2.942N)이하]에 의하는 것이 보편
적이며, knoop 경도시험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② 현미경조직시험에 의한 측정방법: 피험면을 3%nital로 부
식하여 그 착색상황을 확대경 또는 현미경으로 조사한다.

4) 표시: 질화경화 깊이는 ㎜로 표시하고, 소수점 이하 두 자
리까지로 한다. 질화경화층이 얇은 경우는 ㎛로 표시해도 된
다. 이때는 수치말미에 단위기호를 표시한다.
(4) 강의 질화층표면경도 측정방법
(일본 열처리기술협회규격 JSHS 1002에 의함)
이 규격은 강의 질화가공에 의한 경화층의 표면경도를 측정
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1) 용어의 의미
① vickers표면경도: 질화경화층의 표면에서 측정한 vickers
경도를 말한다.
② knoop표면경도: 질화경화층의 표면에서 측정한 knoop경
도를 말한다.
③ rockwell 15N 표면경도: 질화경화층의 표면에서 측정한
rockwell15N경도를 말한다.
④ shore 표면경도: 질화경화층의 표면에서 측정한 shore경
도를 말한다.
⑤ 전체경화층 깊이: 질화경화층의 표면에서 경층과 소지의
경도 혹은 조직의 차위가 구별되지 않는 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시험품
① 원칙으로 제품 그대로 사용한다.
② 제품과 동일재료, 동일표면 피니싱 및 동일조건으로 처리
한 lot를 대표하는 것.
3) 표면경도 측정방법
① Vickers표면경도; 전체경화층 깊이가 약 0.5㎜이상의 시험
품에 적용한다.
②knoop표면경도: 전체경화층 깊이가 약 0.05㎜이상의 시험
품에 적용한다.
③ Rockwell 15N 표면경도: 전체경화 깊이가 약 0.1㎜이상의
시험품에 적용한다.
④vockwell C 표면경도: 전체경화층 깊이가 약 0.03㎜이상의
시험품에 적용한다.
⑤ Shore표면경도: 전체경화층 깊이가 약 0.03㎜이상의 시험
품에 적용한다.
(5) 강의 탈탄층 깊이 측정방법(KS D0216)
강의 탈탄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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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조직시험, 경도시험, 화학분석시험, 불꽃시험, 줄시험,
파면시험, 부식시험 등에 의하는 방법이 잇다. 이들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이 현미경조직시험 및 경도시험에 의한 측
정방법이다. 따라서 이 규격에서도 이 두가지 방법을 채택하
고 있다.

1) 용어의 의미
① 탈탄층: 강의 열간가공 또는 열처리에 의해 강표면층의
탄소농도가 감소된 부분.
② 전체탈탄층 깊이(total): 탈탄층의 표면에서 탈탄층과 소
지의 화학적(현미경 조직) 또는 물리적 성질(결도)의 차이
가 구별되지 않는 점까지의 수직거리.
③ ferrite탈탄층 깊이(Ferrite): 강의 표면부에 있어서 탈탄으
로 ferrite만으로 된 층표면에서의 수직거리.
④ 특정잔탄율탈탄층 깊이(Specified): 어느 일정한 잔탄율
[소지의 탄소농도에 대해 잔존하고 있는 탄소농도의 비, 즉,
소지탄소량-탈탄소량/소지탄소량=잔존탄소량/소지탄소량]
를 가지는 부분에서 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때의
잔탄율은 조직에서 판단한다.
⑤ 실용탈탄량 깊이(Pratical): 실용상 필요 이하의 경도가
얻어지는 점에서 표면까지의 수직거리.
2) 측정방법
① 현미경조직시험에 의한 측정방법
시험품의 절단면을 부식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탈탄층
깊이를 특정하는 방법이다. 시험품의 표면에 수직하게 절단
한 면을 연마하여 피검면으로 한다.
㉠ 현미경에 의한 측정방법은 주조, 단조, 압연 그대로 수준
또는 소둔상태의 것에 적용한다.
아공근장에서는 ferrite 와 pearlite, 과공근강에서는 pearlite와
초근탄화물의 표준조직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시험품은 원
칙적으로 제품자체를 사용한다.
㉡ 공식상태에서 표준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대로 현
미경으로 측정한다. 표준조직 이외의 조직에서 탈탄층이 명
백히 판단되지 않을 때는, 그 탈탄층 깊이에 변화를 주지 않
도록 적당한 분위기 (진공 또는 연욕중 등) 에서 소둔처리
하여 판정하면 좋다. 공시재를 열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시재
의 일부를 연삭해서 평면으로 하여 열처리를 한 후, 이 면
에 대해 탈탄여부를 시험하고, 피검면의 탈탄층에 대한 영향
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는 수급양사 간의 협정에
의해 부득이 sorbite, troostite, bainite 등의 조직으로서 판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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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그 탄소농도보다 높이 판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점을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소입 소려후의 조직 상태에서는 탄소농도의 판정이 대단
히 어려우므로, 상술한 부위기 중에서 소입 또는 소둔처리하
여 표준조직의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좋다.
㉣ 구상화 수둔처리 강종 (베어링강, 공구강 등의 경우)에
서는 보통 구상화 소둔상태에서 측정하나 만약 이 상태에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기 분위기 중에서 소둔 또는 소
입처리하여 표준조직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좋다. BS(1965
년)에 의하면 구상화상태의 것은 760~9001°
C에서 소둔하도
록 권장하고 있다.
㉤ 현미경에 의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 (예로 stainless강, 내
열강, 고Mn강, 고합금공구강 등)는 원칙적으로 경도시험에
의하는 것이 요망되며, 또한 필요에 따라서 화학분석에 의
한 방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 공시재의 지름 또는 1변의 길이가 약 15㎜이하의 단면이
면 전단면을, 또한 이 보다 큰 것은 외주 약 20㎜를 포함하
도록 절단하여 피검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 피검면을 연마할 때 평면이 유지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합성수지 등에 매몰하여 연마하는 것이 좋다.
㉧ 부식액은 강종에 따라 편리하도록 선택하여도 좋으나, 보
통의 강종에는 2~5%의 피크린산 알코올용액 또는 1~5％초
산 알코올용액을 사용한다.
㉨ 탈탄층 깊이는 조직의 면적율부터 판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point counting 또는 linear analysis로 측정하면 확실한 결
과가 얻어지나, 실제면에서는 많은 시간을 요하므로, 탄소농
도의 변화를 표시하는 현미경조직 사진과 비교 대조하여, 눈
어림으로 판정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현미경측정의 배율은 수급양도간의 협정에 의해 결정되
나, 보통 표준조직 상태에서는 100배로 하는 것이 좋으며,
100배로서 판정이 어려운 조직(구상화소둔조직 등)에서는
100배 또는 500배로 판정하는 것이 좋다.
㉪ 현미경에는 눈금이 들어 잇는 접안경을 사용하여 측정하
는 것이 편리하다. 또는 screen glass에 투영하여 측정하거나
사진상으로 측정하여도 좋다.
② 경도시험에 의한 측정방법
시험품의 절단면에 대해 경도시험(Hv 또는 HrC)을 탈탄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시험품의 표면에 수직하게 절단
한 면을 연마하여 피검면으로 한다.
㉠ 강의 탈탄층 깊이를 경도시험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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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도추이곡선에 의한 측정방법과 실용탈탄층 깊이의
경도 측정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강종 및 공시상태의 공시재에 따라 측정방법을 규정하
는 것이 필요하여, 이들 각 점에 대해서는 구급 양도간의 협
정에 따르도록 한다.
㉡ 경도시험에 의한 측정방법은 원칙적으로 소입상태 또는
소입소둔상태의 송시재에 적용하며 그 외의 상태에서 탈탄
층 깊이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소입처리를 해야 한다.
시험품은 원칙적으로 제품자체를 사용하며, 공시재의 지름
또는 1변의 길이가 약15㎜이하의 단면이면 전단면을 또한
이보다 큰 것은 외주 약 20㎜를 포함하도록 절단하여 피검
면으로 해야한다. 이 때 네 모서리의 귀부분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소입처리한 후 시험편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주위
를 하여야 한다. 질량초과가 예상되는 시험재에 대해서는
시험의 필요한 장소를 절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입가열에서는 탈탄층깊이에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는 조
건에서 소입처리를 한다. 이 때문에 무산화분위기에 의한
가열이 필요하다. 가열시간은 탄소의 확산을 방지하는 뜻에
서 극히 짧아야 한다.
㉣ 정확한 탈탄층 깊이를 구하기 위해서 조작상 다음 주의
가 필요하다.
•공시재의 절단 및 연마시 피검면의 경도에 영향이 없도록
주의한다.
•피검면은 연마 중 평면이 유지되도록 주의한다.
•경도시험기 및 시험하중은 측정방법, 강도, 경도, 탈탄층
깊이의 정도에 따라 적당히 선정할 것.
•경도추이곡선을 작성하여, 이 곡선부터 전탈탄층 깊이를
결정한다. 경도추이곡선을 구하는, vickers정소경도시험기(하
중 0.1~1㎏의 범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단면경도를 측정하는 데는, 표면에서의 거래측정현미경 또
는 micrometer vice, 기타 적당한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측정한다.
•과공시강의 경우는 표면층이 공시성분까지 탈탄되어도 소
지의 경도가 거의 변환하지 않으므로 경도시험에 의한 측
정방법보다는 현미경조직에 의한 방법이 더욱 좋다.
•실용탈탄층 깊이의 측정방법은 규격 이외에 실용탈탄층
깊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효한 간편법이다.
그 요령은 통상 공시재를 소입한 후 협정에 의한 일정한 깊
이까지 연소한 후 소입처리하여, 이 면의 경도를 측정하여

협정한 경도규격에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이 방법을 적용하
는 경우에는 수급양자간에 사전 협정이 필요하다.
•다시 간편한 방법으로서, 경도시험기의 하중의 차에 의한
측정방법(예 MIL-S-18728참조)등이 있다.
③ 화학분석에 의한 측정방법
㉠ 화학분석에 의한 방법은 탈탄부분의 탄소농도변화를 넓
은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탈탄층 깊이의 연
구만이 아니라, 실용면에서도 이용되고 있으나, 국부적인
탈탄층 깊이의 측정은 곤란하다.
㉡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강표면부에 부착되어 잇는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해 측정
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산세를 한다.
•강표면부터 일정 깊이마다 bite로 절삭하여 분석시료를 채
취한다. 이때 절삭분시료의 탄소농도의 영향이 없도록 bite끝
의 현저한 마모나 탈락에 주의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절 삭
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강이 경하여 절삭하기 어려울 때는 탈탄층 깊이에 변화를
주지 않는 분위기를 사용하여 적당한 온도로 소둔하여 절삭
한다.

표4. 경화 및 탈탄층의 표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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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표면에서의 전절삭 깊이는 예상되는 탈탄층의 깊이보
다 약간 많이 취할 필요가 있으나, 시료는 표면에서 내부로
향해 가능한 한 얇게 등간격(예로 0.1mm미만)으로 채취하여
야 한다
•각 채취시료마다 탄소량을 분석하여 탈탄층에서 소지의
탄소량이 나올 때까지, 탄소상추이곡선을 작성하여 탈탄층
깊이를 측정한다.

3) 표시
탈탄층 깊이는 ㎜로 표시하며, 현미경에 의한 측정방법의 경
우는 소숫점 이하 두자리, 경도시험은 수숫점 이하 한 자리
까지로 한다.

2. 철강열처리 용어
1) 열처리 일반
•열처리(heat treatment): 철강에 소요의 성질을 부여할 목
적으로 행하는 가열과 냉각의 여러 가지 조합
•광휘처리(bright heat treatment): 철강을 조호분위기 또는
진공중에서 열처리함으로써 표면의 고온산화 및 탈탄을 방
지하고, 표면광휘상태를 유지하는 열처리, 광휘풀림, 광휘불
림, 광휘담금질, 광휘뜨임 등이 있다.
•분위기조절열처리(controlled atmosphere heat treatment):
노내의 분위기가스를 목적에 따라서 각각 조절하여 하는 열
처리, 분위기가스에는 산화성, 환원성, 부활성, 침탄성, 질화
성 등의 종류가 있다.
•가공열처리(thermomechanical treatment): 소성가공과 열처
리를 유기적으로 조합함으로써 강의 기계적 성질 등을 향상
시키는 조작. 준안정오스테아니트의 온도범위에서 소성가공
한 후 마르텐사이트변태를 하게 하는 오스포옴이 그 대표적
인 것이고, 온간가공(warm working) 등도 포함한다.
•안정화처리(stabilizing treatment): 조직을 안정화하고 또는
부품의 형상, 치수의 경년변화를 막기 위하여 하는 열처리.
티탄 또는 니오브를 포함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텐레스강은
850~900°
C의 온도범위로 적당한 시간동안 가열하여 티탄 또
는 니오브의 탄화물을 석출시켜 안정된 조직으로 하는 열처
리. 이것으로 임계부식은 일어나기 어렵게 된다.
•소우킹(soaking): 재료의 내외온도차를 이어지게 할 목적
으로 적당한 시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것, 균열이라고도
한다.
•오스테나이트화(austenitizing): 철강을 변태역이상의 온도
로 가열하여 오스테나이트로 하는 조작을 완전오스테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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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complete austenitizing), 또는 변태온도역내의 온도로 가열
하는 것을 부분오스케나이트화(partial austenitizing)라 한다.
•경화(hardening): 적당한 가온 냉각처리로 경고를 더하는
조작. 시효경화, 석출경화, 급냉경화, 표면경화 등의 종류가
있다.
•시이즈닝(seasoning): 주물의 주조내부응력을 제거하기 위
해 오랜 시일 방치하는 조작.
•확산(diffusion): 물체 내부에서 장소에 따라 농도차가 있을
때 농도가 큰부분에서 작은부분으로 원자가 이동하는 현상.
•과열(overheat): 재료의 여러성질 손상되는 만큼의 고온도
까지 금속 또는 합금이 가열되는 것 뒤의 열처리나 기계가
공 또는 가공과 열처리의 조합작업인데, 원래 갖고 있던 여
러 성질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열은 버어닝
(burning)이라 한다.
•재결정(recrystallization): 냉각가공 등으로 소성왜곡을 받은
결정이 가열될 때 내부응력이 감소하는 과정에 이어서 왜곡
이 남아 있는 원결정립에서 내부왜곡이 없는 새로운 결정의
핵이 발생하여 그수가 더해지는 동시에 각각의 핵은 점차
성장하여 원결정립과 바뀌어 가는 현상. 재결정을 일으키는
온도를 재결정온도라 한다. 이 온도는 금속 및 합금의 순도
또는 조성, 결정내의 소성왜곡의 정도, 가열시간에 따라 현
저한 영향을 받는다.
•결정립조대화(grain growth coarsening): 다결정재를 고온으
로 가열함으로 결정립이 커지는 현상
•엔릿치가스(enriched gas): 침탄성 분위기의 카아본포텐샬
을 증가하기 위해 첨가하는 탄화수소등의 가스
•카아본포텐샬(carbon pontential): 강을 가영하는 분위기의
침탄능력의 표시어로 그 온도로 가의 탄소량과 평생시킬 대
의 강표면의 탄소농도를 표시한다.
•노점(dew pioint): 분위기중의 수분이 응축하기 시작하는
온도, 가스침탄의 경우는 노점으로 카아본포펜텐샬을 조절할
수 있다.
•탈탄(decarbornization): 탄소와 반응하는 분위기속에서 철
강을 가열할 때 표면에서 탄소가 상실되는 현상, 탈탄하고
있는 층을 탈탄층이라고 하며 이것에는 전탈탄층심도, 페라
이트탈탄층심도, 특정잔탄률탈탄층심도 실용탈탄회심도 등
이 있다.
•백점(flake): 강재피면에 나타나는 백색광택을 갖는 변점.
저합금의 대형단강품 등에 자주 인정된다. 열간가공준의 냉
각과정에서 생기는 변태응력, 수소석출에 따를 내부왜곡 등
으로 유발되는 내부균열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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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취성(hydrogen embrittlement): 수소흉상로 금속 및 합
금의 취성이 저하되는 현상.
•색열취성(red shortness): 열간가공의 온도범위에서 일어나
는 취화현상
•청열취성(blue shortness): 강이 200~300°
C부근에서 상온에
서 보다 연장강도가 경도가 커지고 연신교축이 낮고 여리게
되는 현상.
•σ
취화( embrittlement): σ
상의 석출분이에 의해 생기는 취
화현상. σ
상이란 20%이상 크롬을 함유하는 고크롬강이나 고
크롬니켈강 등에 나타나는 중간상, 오방정으로 단입취에 30
원자를 함유, 비자성으로 너무 굳어서 무르게 한다.
•경년변형(secular distortion): 실온에서 긴시일동안에 재료의
치수, 형상이 변화하는것.
•변태점(transformation temperation): 온도를 상승 또는 하
강시켰을 경우 등에 어떤상이 다른 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변태라 하며 변태가 생기는 온도를 변태점이라 한다. 철강에
는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Accm점: 과공석강에 있어서, 가열시 시멘타이트가 오스
테나이트로 용입이 완료하는 온도.
·Ac₁
점: 아공석강에 있어서, 가열시 철에서 철로, 또는 페
라이트에서 오스테나이트에의 변태가 완료하는 온도.
·Ac₄
점: 가열시 γ
철에서 σ
철로,또는 오스테나이트에서 δ
페
아리트로 변태하는 온도.
·Arcm점: 과공석강에 있어 냉각시 시멘다이트가 오스테나
이트에서 석출하기 시작하는 온도
·Ar'점: 냉각시 오스테나이트에서 체라이트+시멘타이트에
의 변태가 개시하는 온도.
·Ar₃
점: 냉각시 γ
철에서 α
철로, 또는 오스테나이트에서 페
라이트로변태를 시작하는 온도.
·Ar₄
점: 냉각시 δ
철에서 γ
철로, 또는 δ
페라이트에서 오스테
나이트에 변태하는 온도.
·Aoam점: Ao₁
점, Ao₃
점, Ao₄
점 : 평형상태에서 상기 각
변태온도.
·Ms점: 오스테아니트에서 마르텐사이트가 생기기 시작하
는 온도, 냉각속도에 거의 무관계
한데 오스테나이트의 화학조성으로 결정되는 일정온도에 있
다,Ar'점이라고도 한다.
·Mf점: 오스테나이트에서, 마르텐사이트에의 변태가 완료
되는 온도. Mf점에서는 반드시 오스테아니트가 전혀 소실한
다고는 할 수 없다.
•자기변태(magnetic transformation): 강자성체에서 상자성체

에 또는 상자성체에서 강자성체로의 변화, 결정구조의 변화
는 따르지 않는다.
•α철(αiron): 911°
C이하 온도에서 안정한 체심입방정순철
•δ철( δiron): 1392°
C에서 용융점까지의 온도범위에서 안
정한 체심입방정순철
•페라이트(ferrite): α
철 고용체 및 δ
철 고용체에 붙인 조직
상의 명칭, δ
철의 고용체를 δ
페라이트라고 한다.
•초석페라이트(pro-eutectoid ferrite): 아공석강을 고온에서
냉각할 대 공석변태에 앞서 오스테나이트에서 석출하는 석
출하는 페라이트.
•실리코페라이트(silico ferrite): 주철 및 하단주철과 같이 다
량의 규소를 함유하는 페라이트.
•철(iron): 911°
C부터 1392°
C의 온도범위에서 안정한 면심입
방정의 순철.
•오스테나이트(autenite): γ
철의 고용체에 붙인 조직상 명칭
•고용체(solid solution): 한 고체에 다른 원소가 균일히 용입
되어 생긴 단이고체
•공정(eutectic): 냉각과정에서 한 용액에서 두 개 이상의
고상이 고루 혼합한 조직에의 변화 또는 그 반응으로 생긴
조직.
•공석(eutectoid): 냉각고정에서 한 용액에 두 개 이상의 고
상이 고루 혼합한 조직에의 변태 또는 그 변태로 생긴 조직.
평행상태에서도 공석 성분보다 합금원소농도가 적을 때에
는 아공석, 많을때에는 과공석이라 한다.
•석출(precipitation): 고용체에서 이상의 결정이 분리성장하
는 현상.
•편석(segregation): 합금원소나 불순물의 불균일분포.
•띠장조직(banded struture): 압연 또는 단신방향으로, 평형
으로 늘어선 편석조직.
•탄화물(carbide): 탄소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금속원소와
화합물. 특히 둘 이상의 금속
원소를 필요성분으로 하는 것을 복탄화물(double carbide)라
한다.
•시멘타이트(cementite): 철과 탄소의 화합물인데 화학식
은 근사적으로 Fe₃
C로 표시한다.
•초석 시멘타이트(pro-eutectoid cementite): 과공석강을 고온
에서 냉각할 때 공석변태에 앞서 오스테나이트에서 석출하
는 시멘타이트.
•퍼얼라이트(pearlite): 오스테나이트의 냉각시 Ar1변태에서
생긴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층상조직, 냉각속도의 대소에
따라 층상조직에는 소밀(疏密)이 생긴다. 광학현미경으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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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곤란할 만큼 빈틈이 없을 경우는 미세 퍼얼라이트(fine
pearlite)라 한다.
•결정립도(grain size number): 다결정체의 단위면적 또는
단위 체적당 립수로 표시한 결정립의 크기 단위.
•오스테나이트결정립도(austenite grain size):오스테나이트상
태에서의 결정립의 크기를 말하며 보통립도번호로 표시한다.
•페라이트결정립도(ferrite grain size): 페라이트조직의 결정
립의 크기를 말하며 보통립도번호로 표시한다.
•위드맨스타텐조직(widmanstatten structure): 원래의 γ
고용
내부 특성이 결정에 다른 기하학적 모양을 나타내는 냉각변
태조직.
•쌍정(twin): 한 결정립속에 결정격자의 구조는 같으나 어
느 일정면(쌍정면이라 함)을 경계로 원래의 결정격자에 대
해 경명대칭이 되어 있는 결정, 일반적인 금속에 볼 수 있
는 쌍정의 종류는 변형쌍정, 변태쌍정 및 풀림쌍이 있다.
•풀림쌍정(annealing twin): 오스테나이트강을 풀림하여 재
결정시킬 때 자주 나타나는 쌍정.
•공정흑연(eutectic graphite): 기단주철이 풀림이전에 이미
백주철(백철) 속에 존재하는 흑연(모틀)
•편장흑연(graphite flake): 쥐색주철중에 생기는 편장의 흑
연으로 장미장 흑연, 공장흑연도 이것에 합한다.
•구장흑연(spheroidal graphite): 마그네슘 등으로 처리하여
제조한 구장흑연주철에 생기는 치밀한 구장의 흑연인데, 평
골한 윤곽을 가지고 있다.

2) 불림 및 풀림
•불림(normalizing): 철강의 전가공의 영향을 제거하고, 결정
립을 미세화하여 기계적 성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Ac₃
점또
는 Accam점 이상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후 , 보통은 공
기중에서 냉각하는 조작.
•풀림(annealing): 철강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고 그온도
로 유지한 후 서냉하는 조작. 그 목적 내부 응력의 제거, 경
도의 저하, 피삭성의 향상. 냉각가공성의 개선, 경도의 저하,
피삭성의 향상, 냉각가공성의 개선, 결정조직의 조정, 또는
소요의 기계적, 물리적 또는 기타의 성질을 얻는 것 등이다.
•완전풀림(full annealing): 철강을 Ac₃
점(亞共新鋼) 또는
Ac₁
(過共新鋼)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고 그 온도에 충분한
시간유지를 한 후 극히 서서히 냉각하여 이것을 연화하는
풀림.
•연화풀림(softening): 경도를 균일하게 저하하고 뒤의 소성
가공 또는 절삭가공을 용역케 하기 위해 Ac₁
점의 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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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온도로 가열하여 하는 풀림.
•응력제법풀림(stress relieving): 철강을 변태점이하의 적당
한 온도로 가열 유지하여 단조, 주조, 기계가공, 용접 등으
로 생긴 잔류응력을 제법하는 풀림.
•저온풀림(low temperature annealing): 내부응력의 저감 또
는 연화를 목적으로 Ac₁
점이하에서 하는 풀림, 재결정온도
이하에서 할 때도 있다.
•확산풀림(homegenizing): 강을 확산으로 균질화하기 위해
Ac₃
점 또는 Accm점 이상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행하는
풀림.
•구장화풀림(spheroridzing): 소성가공, 절삭가공을 용이하게
하고 또는 기계적 성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철강중의 탄화물
을 구상화하는 풀림
•등온풀림(isothermal annealing) 철강을 Ac₃
점 (亞共新鋼)
또는 Ac₁
(過共新鋼) 이상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후 Ac₃
점
이하의 비교적 급속히 퍼얼라이트변태가 진행하는 오스테나
이트를 페라이트와 탄화물로 변태시켜 비교적 단시간에 연
화하는 풀림. 사이클 어니얼링이라고도 한다.
•중간풀림(process annealing):
·냉각가공으로 경화한 강을 연화하고, 이어서 행하는 냉각
가공을 쉽게 할 목적으로, 재결정온도이하 Ac₃
점이하 적당
한 온도로 행하는풀림.
·단강정의 제조공정 중 최종열처리에 1회 내지 수회로 나
누어 행하는 풀림 처리로 인터메디어트 어니얼링(intemediate
annealing)라고도 한다.
•상형풀림(box annealing): 풀림시의 표면산화를 막기 위하
여 철강을 밀폐한 용기속에 넣어서 해하는 풀림.
•가단화풀림(malleablizing): 자주철(백철)의 화합탄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장시간 가열에 의해 흑연화하고 또는 표면
에서 탈탄시켜 끈적한 주철을 얻기 위해 행하는 풀림.
•흑연화풀림(graphitizing): 철강의 탄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흑연으로 변화케 하기 위한 풀림.
•제1단풀림(first stage annealing): 제1단 흑연화를 위한 풀림.
•제2단풀림(second stage annealing): 제2단 흑연화를 위한
풀림.
•자비풀림(pro-baking): 백주철(백철)의 흑연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리 Ac₃
점이하의 적당한 온도로 행하는 풀림.
•탈탄풀림(decarburizing annealing): 철강의 표면에서 탄소를
제거하여 연성을 주기 위한 풀림.
•제 1단흑연화(first stage graphitization): 가단주철을 제소시
공석시멘타이트가 뜨임탄소(템퍼카아본)와 페라이트로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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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상.
•제 2단흑연화(second stage graphitization): 가단주철을 제조
시, 공석시멘타이트가 뜨임탄소(템퍼카아본)와 페라이트로
분해하는 현상.
•회복(recovery): 냉간의 소성변형에 의해 생긴 내부응력이
저온풀림의 결과로 제거하는것.
•구장탄화물(globular carbide): 탄화물이 구장으로 된것.
•구장시멘타이트(globular cementite): 시멘타이트가 구상으
로 된것.
•뜨임탄소(temper carbon): 백주철(백철)의 흑연화 풀림에
의해 석출한 흑연.
•흑연화(graphitization): 시멘타이트가 고온에서 분해하여
시멘타이트주의 탄소가 흑연이
되는 것. 흑연화에는 제 1단흑연화와 제 2단흑연화가 있다.

3) 담금질 뜨임 및 시효
•담금질(quenching):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에서 급냉하여 경
화하는 조작. 또 급속히 냉각하는 조작을 말할 때도 있다.
•물담금질(water hardening): 냉각제에 물을 사용하여 하는
담금질.
•기름담금질(oil quenching): 냉각제에 기름을 사용하여 하
는 담금질.
•열욕담금질(hot quenching): 냉각제에 적당한 온도로 유지
한 열욕(용융금속, 용융염, 기름 등)을 사용하여 이 열욕에
적당한 시간을 유지한 후 들어 올려서 공냉하는 담금질.

•속욕담금질(salt bath quenching): 용융점을 사용하는 열욕
담금질.
•공기담금질(air hardening): 공기중에서 냉각하는 담금질.
•분사담금질(spray quenching): 냉각제를 분사하여 행하는
담금질.
•분무담금질(fog quenching): 무상의 냉각액 중에서 행하는
담금질.
•계단담금질(interrupted quenching): 강을 담금질할 때에 왜
곡의 발생이나 담금질균열을 막고 또한 담금질 후의 성질을
적당히 조절하기 위해 페라이트 및 퍼얼러이트 생성 온도
이하로 급냉하고, 또한 마르텐사이트 생성온도보다 높은 온
도에 있는 사이에 냉각제에서 끌어 올려 그대로 대기 중에
방냉하든가, 또는 적당한 매제중에서 냉각하는 조작.
•시간담금질(time quenching): 냉각제중에 적당한 시간을
유지한 후 담금질의 재료를 끌어 올리는 방법에 의한 계단
담금질.
•프레스담금질(press quenching): 프레스 한 상태에서 행하
는 담금질.
•부분담금질(selective quenching): 부품의 각부에 소요의 성
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담금질.
•베이나이트담금질(bainite quenching): 베이나이트를 얻게
하는 담금질.
•경화담금질(slack quenching):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에서 담
금질하여 강을 경화하는 과정으로 각각의 강의 임계냉각속
도보다 좀 늦은 속도로 냉각하는 담금질. 이때 강은 완전 경
화되지 않고 마르텐사이트 외에 또는 마르텐사이트로 변하
여 1종 또는 그 이상의 변태생성물이 생긴다.
•단조담금질(ausforging): 오스테나이트 상태로 담금질하고,
그대로 즉시 하는 담금질. 단조담금질에는 안정오스테아니트
상태에서 행하는 것과 준안정오스테아니트상태에서 행하는
두 종류가 있다.
•마르템퍼(martempering): 철강을 담금질할 때 왜곡발생과
담금질균열을 막고 또한 적당한 담금질 조직을 얻기 위하여
마르텐사이트 생성온도역의 상부 또는 그것보다 좀 놓은 온
도로 유지한 냉각재 중에 담금질하여 각부가 같이 그 온도
가 되기까지 유지한 후 서냉하는 조작. 마르켄칭
(marquenching)이라고도 한다.
•서브제로처리(subzero cooling): 철강을 0°
C이하의 저온도로
냉각하는 조작.
•오스텐퍼(austempering): 철강에 강도와 점도를 주고 또는
왜곡발생 및 열처리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Ac₃
점 또는 Ac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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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이상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 그 온도로 안정한 오스테나
이트조직으로 한 것을 변태저지하여 그대로 페라이트 및 퍼
얼라이트 생성온도 이하, 마르텐사이트 생성온도 이사의 적
당한 온도범위로 유지한 냉각제 중에 급냉, 그 온도로 변태
를 완료시킨 후 실온까지 적당히 냉각하는 조작.
•패텐팅(patenting): 중탄소강 또는 고탄소강의 강선의 제조
공정중에 인발가공을 쉽게 하는 동시 가공에 의해 우수한
성질을 주기 위해 적당한 조직을 얻는 조작. 즉 오스텐나이
트화한 후 미리 Ac₁
점 이하의 적당한 온도 (주로 약 500°
C)
로 유지한 용융점 또는 용융염욕중에서 급냉하고 다시 상온
까지 저공냉하는 조작이다. 때로는 오스테아니트화한 후 공
냉하기도하고, 이 경우는 특히 공기패턴팅이라 한다. 이 공
기 패턴팅에 대해 연중에서 행하는 경우 연패텐팅(lead
patenting)이라 한다.
•뜨임(tempering): 담금질로 생긴 조직을 변태 또는 석출을
진행시켜 안정한 조직에 접근시켜, 소요성질 및 상태를 주기
위하여 Ac₁
점 이하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 냉각하는 조작.
불림 후에 사용할 때도 있다.
•반복뜨임(repeated tempering): 고합금강, 고속도공구강과
같이 1회의 뜨임으로 효과가 충분히 오르지 않을 때 뜨임을
2~3회 반복하는 조작.
•조질(thermal refining): 담금질 후 비교적 높은 온도(대략
400°
C이하)로 뜨임하여 트루스타이트 또는 솔바이트 조직으
로 하는 조작.
•시효(ageing): 급냉 또는 냉간가공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강의 성질(예컨대 경도)등이 변화하는 현상. 시효조작에 사
용할 때도 있다. 담금질시효, 왜곡시효 등이 있다. 또 실온에
서 진행하는 시효를 자연시효(natural ageing), 실온이상의 적
당한 온도로 가열할 때의 시효를 인공시효(artifical ageing)라
고 한다.
•담금질시효(quench ageing): 고온에서 급냉한 철강을 실온
또는 보다 조금 놓은 온도로 유지하였을 때 생기는 시효.
•과시효(overageing): 경도 등 성질이 최고로 되는 온도와
시간보다 높은 온도 또는 긴 시간에서 일어나는 시효.
•고용화열처리(solution treatment): 강의 합금성분을 고용체
에 용해하는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충분한 시간을 고용체
에 용해하는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충분한 시간 유지하고,
급냉하여 그 석출을 저지하는 조작.
•과냉(supercooling): 변태나 석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지
하여 변태점 이하 또는 용해도선 이하의 온도로 냉각하는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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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water toughening): 고망간강 등을 고용화온도에서 수
중 급냉하여 완전한 오스테아니트조직을 얻는 조작.
•예민화열처리(sensitization): 오스테이트계 스텐레스강의 입
계부식시험을 하기 위하여 450~850°
C의 온도범위로 가열하
여 입계부식에 민감한 조직상태로 하는 열처리.
•오스에이징(austenageing): 과냉오스테나이트를 Ms점 이상
의 온도로 시효하는 처리. 예컨대 어떤 종류의 석출경화형스
텐레스강(17~7pH)에 대해 Ms점의 조정 등의 목적으로 행
한다.
•마르에이징(marageing): 저탄소 합금마르텐사이트를 시효
에 의해 경화하는 조작.
•블루잉(blueing): 강의 외관 및 내식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당한 온도의 공기, 수증기, 또는 화학약품에 바래서 그 표
면에 철의 산화물피막을 생기게 하는 조작, 또는 냉간가공으
로 스프링형성후의 내부응력을 감소하고 탄성을 높일 목적
으로 행하는 저온가열. 표면은 가열온도로 황색 또는 청색으
로 변환한다.
•담금질성(hardenabulity): 철강을 담금질 경화시킨 경우의
담금질의 용역도, 즉 담금질의 심도와 경도분포를 지배하는
성능, 담금질성은 보통 담금질심도의 대소로 비교하나 그것
에는 담금질성 시험방법(일단담금질법)을 사용하는 것이 편
리하다. 그 밖에도 쉐파드 P-F시험, SAC 담금질성시험 등이
있다.
•담금질성밴드(hardenability band): 동일 강종의 화학성분
및 결정입도의 편석에 의한 담금질성곡선의 편석범위를 밴
드로 표시한 것. 이것을 H밴드(hardenability band)라고 한다.
H밴드가 정해진 강을 H강이라 한다.
•담금질성배수(multiplyong factor): 합금원소를 첨가할 때의
임계직경과 첨가하지 않을 때의 임계직경과의 비. 담금질성
배수는 대체로 합금원소의 첨가량과 함께 증가한다.
•질량효과(mass effect): 질량 및 단면치수의 대소로 열처리
효과가 다른 비율. 재료의 크기에 의한 열처리효과의 차이
가 큰 것을 질량효과가 크다고 한다.
•자경성(self hardening property): 담금질 온도로 공기 중에
서 냉각하는 정도라도 쉽게 마르텐사이트가 생겨 경화하는
성질.
•냉각능(cocling power): 담금질에 사용되는 냉각제의 냉각
능력. H의 값으로 나타낼수 있다
•임계냉각속도(critical cooling rate): 철강의 담금질시, 마르텐
사이트변태가 생기기에 필요한 최소의 냉각속도, 마르텐사이
트가 비로서 생기는 최소의 냉각속도를 하부임계냉각속도라

Technology Feature

하며, 마르텐사이트만 되는 최소의 냉각속도를 상부임계냉각
속라 한다.
•임계직경(critical diameter): 주어진 냉각속도에 대해, 중심
부가 특정의 마르텐사이트량이 되는 강재의 직경(기호 :Dc),
통상 50%마르텐사이트가 사용된다.
•이상임계직경(idea critical diameter): 이상담금질(담금질재
의 냉각능을 최대라고 가상한 경우의 담금질)한 때 중심부
가 50%마르텐사이트로 되는 임계직경, 통상 D₁
로 표시. 담
금질성의 비교기준이 됨.
•등온변태(isothermal transforamtion): 철강을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점이하의 임의 온도까지 급냉하여 그 온도로 유
지한 경우에 생기는 변태
•등온변태곡선(isothermal transforamtion diagram): 철강의 등
온변태의 양성을 종축에 온도, 횡축에 시간에 대수 눈금으로
표시한 것. IT곡선, TTT곡선 또는 S곡선이라고 함.
•연속냉각변태곡선(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 diafram):
철강을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냉각한 경우에
생기는 변태양성을 종축에 온도, 횡축에 시간(대수눈금)으로
표시한 것. CCT곡선이라고도 함.
•오스테나이트의 안정화(stabilization of austenite): 오스테나이트
가 안정화되어 마르텐사이트에의 변태가 생기기 어렵게 하
는 현상.
•잔류응력(resrdual stress): 외력 또는 열구배가 없는 상태에
서 금속내부에 남아 있는 응력
열처리시에 재료의 내외부에서 냉각속도의 차에 의한 열응
력 또는 변태응력이 생기고, 이것이 합성되어 내부에 응력이
잔류한다. 또 냉간가공에 의해서도 잔류응력이 생긴다.
•담금질응력(quenching stress): 담금질에서 생기는 잔류응
력. 담금질응력에는 내외부의 온도차에 기인하는 열응력과
변태응력이 있고 대체로 양자가 조합되어 생긴다.
•담금질변형(quenching distortion): 담금질에 의해 생기는 현
상 또는 치수의 빗나감.
•담금질균열(quenching cracking): 담금질시에 담금질시에
담금질응력에 생기는 균열.
•시이즌균열(season cracking): 담금질 또는 담금질 뜨임한
철강이 방치중에 생기는 균열, 자연균열이라고도 함.
•연점(soft spot): 담금질에서 국부적으로 완전하게 경화하
지 않는 부분.
•뜨임경화(temper hardening): 뜨임에서 경화하는 현상.
•이차경화(secondary hardening): 합금강이 어느 정도에서
뜨임함으로 얻게 되는 경도인데, 그 강을 그것보다 저온에서

뜨임했을 대 얻는 경도보다 높아지는 현상.
•뜨임취성(temper brittleness): 담금질한 강을 어느 정도 뜨
임온도로 유지한 경우, 또는 뜨임온도에서 서냉한 경우, 취
성파괴가 생기기 쉽게 되는 현상. 500°
C전후의 뜨임에서 생
기는 1차 뜨임취성 및 더욱 높은 온도의 뜨임후의 서냉에서
생기는 2차 뜨임취성을 고온뜨임취성이라 하며 300°
C전후의
온도로 드임한 경우에 볼 수 있는 뜨임 취성을 저온취성이
라 한다.
•뜨임균열(tempering crack): 담금질의 철강을 뜨임 할 때
급열, 또는 조직변화 때문에 생기는 균열.
•뜨임색깔(temper color): 뜨임시에 강의 표면에 나타나는
산화막의 색.
•시효경화(age hardening): 급냉 또는 냉간 가공한 철강이
시효로 경화하는 현상.
•석출경화(precipitation hardening): 과포화고용체에서, 탄화
물이나 금속간 화합물 등 이상이 석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복원(reversion): 시효경화한 후에, 시효온도보다 좀 높은
온도로 단시간 가열하므로써 거의 시효전의 성질에 되돌아
가서 연화하는 현상.
•준안정오스테나이트(metastable austenite): 철강의 Ao₁
점보
다 낮은 온도범위에서 존재하는 미변태의 오스테나이트, 과
냉오스테나이트라고도 한다.
•잔류오스테나이트(retained austenite): 담금질된 철강중에
서, 오스테나이트의 1부가 변태하지 않고 남은 것.
•마르텐사이트(martensite): 오스테나이트를 급냉한 경우에
Ms점이하의 온도에서 변태하여 생기는 침장조직. 원래의 오
스테나이트와 같은 화학조성을 갖는 체심정방정 또는 체심
정방정의 고용체(또는 м라 약기 하는 일이 있다.) 마르텐사
이트는 오스테나이트의 조정변형에 의해 생기는 일도 있다.
•뜨임마르텐사이트(tempered martensite): 뜨임의 제3단계
직전( 및 250℃)까지 뜨임된 마르텐사이트 조직. 광의로는,
마르텐사이트의 뜨임조직을 말한다.
•트루스타이트(troostite): 마르텐사이트를 뜨임한 때 생기는
조직인데, 광학현미경으로 식별이 안될 만큼 미세한 페라이
트와 탄화물로 되는 극히 부식하기 쉬운 조직.
•솔바이트(sorbite): 오스테나이트를 좀 고온도로 뜨임하여
탄화물이 입상으로 석출성장한 페라이트와 탄화물의 혼합조
직, 이때의 탄화물은 약 400배의 광학현미경 아래에서 인정.
•베이나이트(bainite): 오스테나이트의 냉각 변태생물의 하
나로, 퍼얼라이트 생성온도와 마르텐사이트 생성온도(Ms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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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중간의 온도범위에서 생긴 것. 현미경적으로는 퍼얼라
이트 생성온도 가까이에서 생성된 것은 침장을 표시할 때가
많다. 전자를 상부베이나이트(upper bainite), 후자의 하부베이
나이트(lower bainite)라 한다.
•과포화고용체(supersaturated solid solution): 어느 온도에서,
그 상태도가 표시하는 비율이상으로 용질이 용해된 고용체,
보통 고온에서 급냉으로 얻게 된다.
•담금질성곡선(hardenability curve): 담금질성 시험방법(일
단담금질법)으로 구한 수냉단에서의 거리와 경도관계를 표
시한 곡선.
•U곡선(U curve): 철강의 원계시료를 만들고, 이것을 담금
질하여 횡단명의 경도분포를 직경에 대해 표시할 때 얻는 U
자상곡선.

4)표면경화처리 및 표면처리
•표면경화처리(surface hardening): 철강의 표면층을 경화하
기 위하여 행하는 침탄담금질, 질화, 고주파 담금질, 염단금
질 등의 조작.
•고주파 담금질(inductions hardening): 고주파전류에 의한
유도가열작용으로 하는 담금질, 주로 철강의 임의의 표면 또
는 부분을 담금질 할 때에 사용한다.
•염담금질(flame hardening): 염으로 직접 가열하여 행하는
담금질. 주로 철강의 임의의 표면을 담금질시에 사용한다.
•침탄(cardurizing): 강의 표면층 탄소량을 증가키 위해, 침
탄재 중에서 가열처리하는 조작. 침탄재종류에 의해 고체침
탄, 액체침탄 및 가스침탄으로 나눈다. 또한 침탄한 강은 담
금질.뜨임하여 사용한다. 이 처리를 표면강화(case hardening)
라고도 한다.
•완화침탄(mild carburizing): 과잉침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탄성이 의한 침탄재 중에서 행하는 침탄.
•부탄(recaburization): 강의 탈탄층의 탄소량을 원래의 탄소
량에 회복하기 위하여 행하는 침탄처리.
•침탄침질(carbonitriding): 강 표면층에 탄소 및 질소를 동
시에 확산시키는 조작, 침탄질화라고도 한다. 처리방법에는,
침탄성가스에 암모니아를 첨가하여 하는 가스침탄침질 및
청산염을 향유하는 염욕중에서 행하는 액체침탄 침질이 있
다. 또한 침탄침질한 강은 담금질·뜨임을 하여 사용한다.
•질화(nitriding): 철강의 표면층에 질소를 확산시켜 표면층
을 경화하는 조작 처리방법에는 암모니아분해가스에 의한
가스질화 및 청산염에 의한 액체질화 .
•직접담금질(direct quenching): 강을 침탄처리후, 그대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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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질온도까지 냉각하여 즉시 행하는 담금질.
•일차담금질(qrimary quenching): 침탄한 강을 심부의 조직
을 미세화하기 위해, 심부의 Ac1점이상의 적당한 침도로 가
열한 후, 행하는 담금질.
•이차담금질(secondary quenching): 침탄한 강의 침탄층을
경화할 목적으로 일차담금질후 침탄층의 Ac1점이상의 적당
한 온도로 가열하여 행하는 담금질.
•시멘테이션(cementation): 금속재료의 표면층의 경도 또는
내열내직성의 향상을 위해, 고온도의 각종 매제중에서 다른
원소를 표면에 확산시키는 조작.
•알루미나이징(aluminzing): 강의 내열성 및 내식성을 증가
하기 위하여, 용융알루미늄욕에 침지하여, 강의 표면을 알루
미늄으로 피복하는 조작.
•갈바나이징(galvanizing): 강의 내식성을 증가하기 위하여,
용융아연욕에 침지하여, 강의 표면을 아연으로 피복하는 조
작. 또 유산연용액중에서 전기도금으로 아연을 피복하는 경
우도 있다.
•칼로라이징(calorizing): 강의 내열성 및 내식성을 증가하기
위하여, 분말알루미늄 또는 이것을 함유하는 혼합분말중에서
강을 가열하여, 그 표면에 알루미늄을 확산시키는 조작.
•크로마이징(chromizing): 철강의 내식성을 증가하기 위하
여, 고온에서 철강표면에 크롬을 확산시키는 조작.
•침유(sulphurizing): 철강을 함유황 용중에서 가열하여, 그
표면에 유황을 확산시키는 조작. 이것에 의해 마찰계수가 저
하한다.
•침규(siliconizing): 규소를 강의 표면에 확산시켜, 내식성피
막을 만드는 조작.
•쉐라다이징(sheradizing): 분말아연 또는 이것을 함유한 혼
합분말중에서 철강을 가열하여, 그 표면에 아연을 확산시켜
내식성피막을 만드는 조작.
•수증기처리(steam treatment): 담금질. 뜨임을 행한 고합금
공구강을 550℃부근에서 증기처리하고 표면에 사삼산화철을
생성하는 처리, 이 처리에 의해 윤활능력을 높힌다.
•과잉침탄(excess carburizing): 침탄층탄소량이 목표치이상
의 되는 현상.
•담금질 경화중심도(hardenign depth): 담금질로 경화하는
심도, 고주파담금질 또는 화염담금질로 강화하는 심도에 대
해서는 유효경화층심도 및 전경화심도가 규정되어 있다.
•침탄경화층심도(case depth): 강을 침탄하여 담금질·뜨임
하여 강화시킨 침탄층심도를 말하며 유효경화층 심도 및 전
경화층심도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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