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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최근 고유가 사태와 기후 변화협약 및 이산화

탄소 저감에 관한 교토 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현

재의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녹색성장형 에너지 체

계로 변천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

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바이, ,

오매스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제안되어 국,

내외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

동차 등 운송수단 적용을 고려하면 무공해이면서

무한 에너지인 수소가 그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

다 특히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자동.

차 의 경우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고압수소(FCV)

사용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 이 경우 차량탑.

재용 및 수소저장소용 용기의 안전성 확보와 신

뢰성 보장이 필요하다 수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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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수소가스하 in-situ 시험법을 사용한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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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해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 중 수소연료는 친환경 저장의 용이 손쉬운 제조 등과 같은 장점에 반해 가연범위가 넓고 폭. , , ,

발의 위험성이 단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편한 시험법을 이용하여 고압수소가스 분. SP

위기 하에서 수소취화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기법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 적용성을 평가하기in-situ .

위해서 수소저장용기 재료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 을 사용하여 대기압 고압 헬륨 및 수소가(SUS316L) ,

스 분위기에서 시험하였다 실험결과 고압 수소가스 분위기에서는 수소 침투로 인해 대기압 및 헬륨가. , ,

스 분위기하에서와 달리 시험편 표면에 미세균열 발생과 하중 변위 선도상 소성불안정 변형 영역에서, -

연신율 감소를 가져왔고 파면관찰 결과 수소취화 균열이 관찰되어 시험법의 유효성을 나타내었다, SP .

Abstract: Recently, alternative and novel energy resources have been developed for use in the future because of the

current environmental problems and exhaustion of fossil energy resources. Hydrogen energy has many merits, such as

its environmental friendliness, easy storage, and easy production, but it also has disadvantages, in that it is highly

combustible and explosive. In this study, a test procedure using a simple SP test under highly pressurized hydrogen gas

conditions was established. In order to evaluate its applicability, SP tests were carried out using a stainless steel

(SUS316L) sample under atmospheric, pressurized helium, and pressurized hydrogen gas conditions. The results under

the pressurized hydrogen gas condition showed fissuring and produced a reduction of the elongation in the plastic

instability region due to hydrogen embrittlement, show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in-situ S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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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그에 맞는 사용자의

안전의식 고양이 수소에너지 사회로의 진입을 촉

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한편 수소 생산저장수송에 관련된 설비의 안, / /

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고압수소 분위기하에서 구

조재료의 특성평가가 필요하고 특히 수소환경취

화 수소유기(hydrogen environment embrittlement),

균열 저온균열(hydrogen induced cracking), (cold

등과 같은 수소손상에 대한 평가가 필수cracks)

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소환경.

생성을 위한 장치 구축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오토클레이브 와 같은 고압 수소용기내(autoclave)

에 시험편을 두고 인장시험 등 다양한 재료시험

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그러나 이 경우

방폭 설비와 복잡한 시험장치의 도입과 실시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적이며 제. ,

한된 압력용기내에서 효과적인 간편 시험기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

기 화학적 물분해에 의한 수소챠 지법을 사용한- -

시험법과 중공인장 시험편에 수소가스를 장입하

는 것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4~7)

한편 그간 소형시험편을 사용한 재료특성 평가,

법으로 원자력 발전설비의 중성자 조사취화 및

화력 발전설비의 경년열화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소형펀치 시험법(small punch :SP)

을 들 수 있다 시험법은 얇은 두께의 시험편. SP

에 강구와 같은 볼을 중앙에 위치시킨 후 하중을

부가하면서 시험편이 파단에 이를 때까지 압입하

여 얻어진 재료의 하중 변위 선도로부터 파단시-

까지 흡수에너지를 계산하여 상대적인 취화여부

를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최근 분극법으로 재료.

에 직접 수소를 장입한 시험편에 대하여 종래의

시험법을 이용한 수소취화거동 평가가 시도되SP

었다.
(4,5) 이 방법은 전류밀도 시험편의 두께 장, ,

입시간에 따라 수소를 장입시킨 후 상온 대기중,

에서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다SP .

그러나 실제 천연가스 배관이나 수소스테이션

에서 발생하는 수소취화 거동은 고압수소가스 분

위기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소챠 지후 대기중-

평가시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압수소가스 분위기하에서

시험이 가능한 시험 장치를 개발하여in-situ SP ,

그 적용성을 수소취화에 둔감하다고 알려진 스테

인리스강 을 사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SUS316L) .

실험방법2.

시험편2.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험재료는 스테인리스강

으로 시험편의 크기는(SUS316L) 10×10×t0.5 mm

이다 과 는 강의 화학적 조성과. Table 1 2 SUS316L

기계적 특성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시험편은.

가공으로 압연방향에 평행하게 시험편을wire-cut

채취하였고 가공시 생성된 표면 가공 경, wire-cut

질층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연마지로 연#600

마 후 초음파 세정기를 사용하여 분 동안 세정10

후 시험에 사용하였다SP .

고압 수소가스 분위기하 시험 치구2.2 SP

은 고안된 고압수소가스 분위기하Fig. 1 in-situ

시험용 치구의 모식도 및 사진을 나타내고 있SP

다 수소는 그 자체가 안전한 물질이 아님은 물.

론 고압으로 가압할 경우 수소 자체의 폭발 위,

험도와 더불어 고압력이 발생시키는 위험도 고려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안한 치구는.

수소가스 폭발의 위험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

여 시험치구 하부 다이의 수소가스 충전부 챔버

체적을 최소화하여 고압가스 제조법에서 규정하

는 범위내로 하였다 또한 수소가스가 설정 목표.

압력까지 가압 여부 수소가스 가압후 유지시 수,

소 누출여부 시험도중 하중의 증가에 따라서, SP

시험편에 균열발생에 기인하여 가스누출 개시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에 보인 바와, Fig. 1(b)

Fe C Si Mn P S Cr Ni Mo N

Bal. 0.017 0.48 0.85 0.03 0.00116.1710.08 2.07 0.071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US316L stainless
steel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259.2 572.9 65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SUS316L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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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s of system for in-situ SP test

(b) Setup of in-situ SP test

(c) Assembly of hydrogen gas charge cartridges
including four SP test apparatuses

Fig. 1 Newly devised apparatus for in-situ SP test
under pressurized hydrogen condition.

같이 하부다이에 급의 압력게이지를 장착40 MPa

하였다 또한 시험편의 안착부에 수소가스의 누. ,

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편과 하부다이 사이에

오링을 삽입하였다 상하부 다이 재질은 압력용. ·

기용 재료인 구조용합금강 를 사용하였다(SCM4) .

수소충전용 카트리지는 에 보인 바와Fig. 1(c)

같이 독립적인 시험치구 개를 병렬로 연결할SP 4

Fig. 2 Overview of facility at KRISS for hydrogen
gas charge to cartridge for SP test up to 20
MPa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개별 시험치구와 카트. SP

리지 사이는 에 보인바와 같이 하부 다Fig. 1(b)

이에 손쉬운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원터치 커넥터

와 각 시험치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SP

차단 밸브를 도입설치하였다 카트리지에도 압력· .

게이지를 설치하여 카트리지 전체에 걸리는 충전

압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충전 후 카트리지 내,

부의 수소가스 배출을 위한 밸브를 설치하였다.

본 시험용 카트리지에 수소가스 충전은 한국SP

표준과학연구원 에서 구축한 급 수(KRISS) 20 MPa

소가스 충전시스템을 사용하였다.
(8) 는Fig. 2

에서 구축한 수소가스 충전시스템을 보여KRISS

주고 있는데 고압 수소가스 용기 고압 질소가스, ,

용기와 진공펌프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가스 충,

전용 챔버내 수소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압력계

진공계와 차단밸브로 이루어져 있다/ .

시험치구에 수소가스의 충전은 카트리지를SP

충전시스템에 체결한 후 모든 개폐구 밸브를 열

어 진공을 뽑은 후 질소가스로 퍼징을 하게 된

다 즉 퍼징 단계에서 배관 및 시험용 충전 챔. , SP

버내 잔류가스와 수분을 질소가스로 불어낸다.

이후 진공 펌프를 분 이상 작동시켜 진공을 뽑30

은 후 수소가스를 충전하게 된다 수소가스로 충.

전된 개별 시험치구를 충전시스템에서 분리한SP

후 유압식 만능재료시험기 에(Instron 8516; 5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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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후 시험을 수행하였다 압축하중이 펀치.

를 통하여 직경 강구에 작용하여 시험편3.2 mm

에 압입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수소취화 거동의 평가에 앞서 먼저 대기압하,

와 참고가스인 고압 가스를 사용한 분위기에서He

시험을 실시하였다 가스를 참고가스로 선정SP . He

한 이유는 수소가스와 마찬가지로 분자 크기가

작아 비슷한 시험환경을 제공한다는 점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는 소정의 고압으로 가압후 유지.

시간 없이 바로 소정의 변위속도 램 속도 에서 시( )

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3.

대기 및 고압가스 분위기에서 시험 결과3.1 SP

은 본 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대기 및Fig. 3 SP

참조가스 분위기하에서 얻어진 하중 변위 선도의-

전형적인 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하중 변위 선도. -

에서 시험편의 거동은 탄성굽힘 영역 영역 소(I ),

성굽힘 영역 영역 소성막 신장 영역 영역(II ), (III ),

소성불안정 영역 영역 의 단계로 구분할 수(IV ) 4

있다 영역에서 파단이 발생하면 취성파괴. I~II

영역에서는 연성 취성 천이파(brittle fracture), III -

괴 영역에서는(ductile-brittle transition fracture), IV

연성파괴 로 특징 지울 수 있다(ductile fracture)
(9)
.

는 대기압 및 고압가스 분위기하에서 하중Fig. 4

부가시 램속도 으로 시험(ram speed) 1 mm/min SP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에. Fig. 3

나타낸 전형적인 시험 결과와 유사한 거동을SP

보이고 있다 가스 및 수소가스 등 고압가스. He

분위기하 시험편은 영역을 지나 영역에 이르기I II

까지 대기압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하중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모든 시험편이. III

영역에서 거의 선형적인 하중증가를 나타낸 후

영역에서 약 의 최대하중과 약 의IV 3 kN 2.5 mm

신장 후 파단에 이르게 된다.

대기압 및 가스의 경우는 약 의 최대하He , 3 kN

중에 도달 후 파단에 이르기 전까지 다소 완만하

게 신장한 후 파단에 이르지만 고압 수소가스분,

위기하의 경우는 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 최IV ,

대하중에 도달한 직후 수소원자의 침투 및 확산

에 의한 수소취화를 나타나 하중이 급격히 저하

하는 거동을 보였고 대기압 및 가스 분위기하, He

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신장율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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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illustration of representative load-
displacement curve obtained by S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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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oad-displacement curves for SUS316L stainless
steel at 1 m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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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이때 급격한 하중저하시 수소가스 누출.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부터 강. SUS316L

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소취화에 강한 재료이지

만 고압 수소가스에 의한 영향이 영역에서 겨, IV

우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대기압 및 고압가스 분위기하에서Fig. 5 0.1

램속도로 시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mm/min .

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램Fig. 4 1 mm/min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험결과는 거의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 모든 시험편이 영역에서 파괴를, IV

일으킨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

이 스테인리스강이 전형적인 연성파괴SUS316L

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다만 램속도. 0.1 mm/min

에서는 의 의 경우보다 고압수소Fig. 4 1 mm/min ,

가스 분위기하의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즉. ,

영역에서 최대하중 도달직후 파단을 나타내IV ,

대기압 및 가스 분위기하의 경우보다 낮은 연He

신율을 나타내어 변위속도가 다소 현저하게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시험시. SP

램속도의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

후 수소가스 분위기하 유지시간의 영향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앞선 연구에서 및 은Fujii et al. Michler et al.

강의 함유량이 이상 함유SUS316L Ni 11.5 mass%

한 성분계에서는 수소환경취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10,11) 은. Michler et al. Ni

함유량이 인 의 인장시험에서10 mass% SUS316L

수소환경 취화를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연구에서도 의 을 함유한10 mass% Ni

시험편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수소취화의 영향

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파면 관찰3.2

은 대기압 분위기하에서 실험한Fig. 6 SUS316L

강의 파면을 나타내고 있다 대기압 및 가스. He

분위기하에서는 구와의 접촉계면상에서 최대전단

응력(max 을 나타내어 원주방향으로 주균열이) ,

발생한 후 구의 압입과 더불어 진전하였다 균열.

부 외의 다른 영역에서는 소성변형으로 인해 시

험편 표면에 전단띠의 발생형성에 의한 원주방·

향의 잔주름과 두께방향으로 넥킹 이 발(thinning)

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은 수소가스를. Fig. 7 20

로 가압후 시험한 시험편의 수소가스 노출측MPa

파면을 나타내고 있다 수소가스를 장입한 경우.

도 대기압 분위기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주방향,

의 주균열이 발생한 후 진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강이 수소취화하기 쉬운 마르텐SUS316L

사이트상을 생성하지 않고 모상인 오스테나이트,

상도 수소취화하기 어려운 형태의 미끄럼 변형

을 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그(slip deformation) .

a

b

(a) Overall view

a

(b) Magnified view

b

(c) Magnified view

Fig. 6 SEM fractography of SUS316L stainless steel after SP test under atmosphere condition

a
b

(a) Overall view

a

(b) Magnified view

b

(c) Magnified view

Fig. 7 SEM fractography of SUS316L stainless steel under high pressurized hydrogen condition at 2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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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한가지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험편의 경우 에서 볼 수 있듯이 함, Table 1 Ni

유량이 로 낮기 때문에 수소취화의 영10 mass% ,

향이 나타나서 에서 보듯이 시험편 표면Fig. 7(a)

에 미세균열 이 영역의 파단직전에 발(fissuring) IV

생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시험의 특성상 시. SP

험편에 작용하는 최대 전단응력은 시험편이 파괴

된 주균열의 위치이고 미세균열이 발생한 영역,

은 상대적으로 작은 전단응력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대기압 분위기와는 다른 파면양상을 나타,

내었는데 이것은 시험시 영역에서 고, in-situ SP IV

압 수소가스 취화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시험법은 수소에너지 저장in-situ SP

및 수송용 구조재료의 수소취화거동 평가에 유효

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 론4.

본 연구는 에너지 재료의 수소취화 특성을 평

가하기 위해 기존 시험법을 개량하여 고압수소SP

가스 분위기하에서 시험이 가능한 시험in-situ SP

용 치구 개발 및 시험기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소저장 용기 재료인 강을SUS316L

사용하여 대기압 고압 헬륨가스 및 수소가스 분,

위기하에서 충전 압력 및 램속도를 달리한 시SP

험을 통해 그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

을 함유하는 강의 경우mass% Ni SUS316L , in-situ

시험법을 사용하여 하중 변위선도의 영역에SP - IV

서 수소취화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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