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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ydrogen embrittlement of high strength steel for automobiles was evaluated by small punch (SP) test. The

test specimens were fabricated to be 5 series, having various chemical compositions according to the processes of heat treatment

and working. Hydrogen charging was electrochemically conducted for each specimen with varying of current density and

charging time. It was shown that the SP energy and the maximum load decreased with increasing hydrogen charging time in

every specimen. SEM investigation results for the hydrogen containing samples showed that the fracture behavior was a mixed

fracture mode having 50% dimples and 50% cleavages. However, the fracture mode of specimens with charging hydrogen

changed gradually to the brittle fracture mode, compared to the mode of other materials. All sizes and numbers of dimples

decreased with increasing hydrogen charging tim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ydrogen embrittlement is the major cause of

fracture for high strength steels for automobiles; also, it is shown that the small punch test is a valuable test method for hydrogen

embrittlement of high strength sheet steels for automob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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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용 고강도 강판재로 이상조직강(Dual Phase

Steel, DP강)이 환경문제, 에너지 자원문제 및 안전성 향

상에 우수한 강재로 부각되어, 이들 DP강에 관한 연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DP강은 조직적으로 우수한 연

성의 페라이트 기지 내에 약 5~20% 정도의 경질의 마

르텐사이트 입자가 페라이트의 경계부에 미세하게 분산되

어 있는 이상조직강으로서, A1과 A3의 이상온도영역으로

가열 후 급랭을 통하여 오스테나이트를 마르텐사이트로

변태시킴으로서 얻게 된다. 또한 항복점 강하 현상이 없

는 연속항복거동을 보이며, 가공경화가 크고 열경화성이

우수하여 우수한 가공성과 높은 강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DP강은 이상의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지만, 열처리

과정이나 제품 제조공정 중 강재 내부로 침투된 수소가

대개 전위코어에 트랩되어 유동응력 감소에 그 인자로

작용을 하게 된다.1,2) 더욱이 수소는 균열의 생성원이 되

어 균열성장을 촉진하게 되고, 인장강도 및 연신율의 감

소를 유발하게 된다. 즉 수소는 재료내 전위코어에 쉽게

이끌리는 경향으로 소성변형 중 전위의 이동과 함께 변

형하게 되어, 전위에 포획된 수소는 국부적으로 과포화

상태를 이루며 압력을 증가시켜 수소에 기인한 파괴를 조

장하는 취성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3,4) 특히 수

분환경에 노출된 강판재의 경우, 수분이 모재인 철(Fe)로

부터 방출되는 전자들의 이동에 의해 2H++ 2e−→ H2의

환원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H2)는 저온에서도 입계를 통해 빠른 속도로 모재 내

부로 침투·확산되어 원자간 결합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에는 파괴에 이르게 된다. 더욱이 수소취성파괴는 강의

강도가 높을수록 수소취성 파괴에 민감하여, 고강도 강

판재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수소취성 파괴에 대하여 Liu 등은 충격시험을 통해 Ti-

Al-Zr 합금의 수소취성 연구에서 수소농도와 충격흡수에

너지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수소농도 증가에 따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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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흡수에너지가 감소함을 보고하였다.6) Barnoush와 Vehoff

는 전기화학적 나노인덴테이션을 이용하여 니켈과 구리

의 수소취성을 평가하였고,7) Lelièvre 등은 지르코늄합금

에 미치는 수소취성의 영향을 중성자회절을 이용하여 평

가하였다.8) 또한 Yang과 Huang은 음향현미경을 이용한

지르코늄합금의 수소농도 연구에 관하여 발표하였다.9) 그

러나 현재까지 수소취성에 관한 재료물성평가는 지속적

으로 연구,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주입량과 조

직과의 상관관계와 수소취성 파괴거동 현상 및 수소취성

에 미치는 조직 인자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590 MPa급 자동차용 강판재의 수소주입

에 따른 개발강판재의 수소취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는 경량화·고강도화에 따른 자동차의 안정성

이 개발강판재의 수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재료의

수소취성 파괴거동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예측 및 평가

할 수 있는 시험기술과 정성적 수소취성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발 중인 590 MPa급 DP강에 전

기화학적 방법으로 수소를 강제 장입시키고, 수소장입된

DP강재의 수소취성 거동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자 수소

취성 평가시험으로 ASTM E 643 규격의 소형펀치(Small

Punch, SP)시험하여 수소가 재료의 기계적 강도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SP시험 후, 소성변형된 가

공면을 SEM으로 비교·관찰하여, 수소장입조건에 따른

DP강의 수소취성 파괴거동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시험편은 590 MPa급 DP강재로서,

DP강의 합금 조성은 기본합금(No.1) 조성을 기준으로 하

여 5 종의 시편을 합금 설계하였다. 각각의 합금은 Mo,

Cr, B 그리고 Al을 변수로 하여 합금 설계하였다. 먼저

용해주조한 두께 50 mm의 잉곳을 1200oC에서 2 h 유지

후, 두께 2.6 mm로 열간압연하고 두께 0.75 mm로 냉간

압연하였다. 그리고 800oC에서 용체화처리 후 480oC에서

소둔처리하여 최종 시편을 제작하였다. 각각의 시험편에

대해 상온 인장시험을 통해 인장특성을 평가하였고, 800oC

에서의 오스테나이트 부피분율을 590DP 강의 화학적 조

성, 기계적 특성과 함께 Table 1에 나타내었다. 불순물

원소를 첨가한 합금에서 더 높은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를 나타내었고 연신율은 감소하였다. 특히, 0.3 wt% Al

인 No. 5 시험편은 가장 높은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로 조

사되었지만 가장 낮은 연신율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800oC에서의 오스테나이트 부피분율에서 보듯이 No. 5에

서 가장 높은 오스테나이트 부피분율을 나타내는 것과 관

련이 있다. 이상조직강의 강화는 미세조직적으로 여러 인

자가 복잡하게 작용하게 된다. 즉, 마르텐사이트의 부피

분율 및 분포양상, 잔류오스테나이트의 변태, 페라이트 내

의 전위 그리고 페라이트 결정립의 크기 등이 기여하게

된다.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항복거동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상온도영역(A1~A3)으로 가열 후, 급랭을 통

하여 오스테나이트를 마르텐사이트로 변태시킴으로서 얻

게 되므로 DP강의 특성상 초기 오스테나이트의 분율이

높은 No. 5 시험편이 열처리 후 가장 많은 마르텐사이

트로 변태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강도가 가장 높

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편은 와이어 절단으로 가로 10 mm, 세로 10 mm,

그리고 두께 1 mm의 박판으로 기계가공하여 준비하였

다. 절단, 가공된 시험편은 연마지를 이용하여 0.5 mm 두

께로 표면을 연마하여 최종 시험편으로 제작하였다. 제작

한 시험편에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Potentiostat/ Galvanostat

263A (EGANDG) 장비를 이용하여 수소가 재료 내부로

침투되도록 하였다. 이때 전해액으로는 0.5 mol의 황산용

액(H2SO4)을 사용하였으며, 양극에는 백금망(Pt)을, 음극

에는 시험편을 연결하였다. 수소장입조건은 전류밀도 150

mA/cm2의 일정한 전류밀도 조건하, 상온에서 각각 5시

간, 10시간, 25시간, 50시간의 주입시간으로 설정하여 실

험하였다. 이때 금속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다음 식

(1)과 같다.

2H2O + 2e−→ 2OH − + 2H+
ad or H2↑ (1)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and mechanical properties and austenite volume fractions of 590DP steels at 800
o

C.

Chemical compositions (wt.%) Mechanical properties  Austenite volume 

fraction at 800
o

C 

(vol.%)C Si Mn P Al Cr Mo
B

(ppm)

T.S.

(MPa)

Y.S.

(MPa)

EL.

(%)

No.1 0.06 0.03 2.0 0.01 0.03 - - - 475 329 30.9 35

No.2 0.06 0.03 2.0 0.01 0.03 - 0.2 - 563 323 30 48

No.3 0.06 0.03 2.0 0.01 0.03 0.3 0.2 - 603 376 26.9 46

No.4 0.06 0.03 2.0 0.01 0.03 - 0.2 10 624 405 27.1 49

No.5 0.06 0.03 2.0 0.01 0.3 - 0.2 - 681 405 23.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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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와 같이 작동전극에서 발생된 수소는 기포

형태로 용액에서 대기중으로 빠져 나가기도 하고 일부는

시험편 표면으로 침투하게 된다. 재료 내부로 침투·확

산된 수소는 재료의 결정입계나 전위 등의 결함부위에 집

적되어 재료의 기계적 물성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0)

수소장입시킨 각각의 DP강 시험편의 수소장입조건에 따

른 수소취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SP시험을 본 실

험에 도입하였다. SP시험은 소형시험편의 물성평가 기술

로서, 소형판상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해 하중-변위 곡선

을 얻고, 이를 해석하여 재료의 물성치를 얻는 시험법이

다. SP시험에 사용된 지그(jig)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험편을 지지하는 상부다이(upper die)와 하부다이

(lower die), 시험편에 하중을 부과하는 펀치(punch)와 강

구(steel ball)로 구성되어 있다. SP시험은 ASTM E 643

규격에 준해 Instron 8516 만능재료시험기로서 실험하였

다. 먼저 10 × 10 × 0.5 mm 크기의 시험편을 상부다이와

하부다이 사이에 위치시키고, 그 위에 HRC 62~67의 경

도를 갖는 직경 2.4 mm의 강구를 놓은 뒤, 0.5 mm/min

의 일정 부하속도로 하중을 가해 압입하중의 변화에 따

른 압입깊이 변화를 측정하였다. SP시험은 최대펀치하중

Pmax가 나타난 직후 실험을 종료하였고, SP시험 이후 시

험편 파단면의 변형 및 파손 형태 관찰을 통해 DP강의

수소취화 특성을 보다 명확히 평가하고자 하였다.

Fig. 2는 SP시험에 의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하중-변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Py는 SP시험 하중-변위 곡

선의 초기 비선형 발생 시 하중이며, Pmax는 최대 펀치

하중이다. 하중-변위 곡선상에서 재료의 변형특성은 시험

편의 변형단계에 따라서 정성적으로 4단계, 즉 탄성굽힘

영역 (I영역), 소성굽힘영역 (II영역), 소성막신장영역 (III

영역), 소성불안정영역 (IV영역)으로 구분된다. 파괴거동

역시 I과 II의 영역에서 취성파괴, III영역에서 연성-취성

천이파괴, 그리고 IV단계에서 연성파괴로 구분되며 3단

계의 파괴거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하중-변위 곡선으로부

터 파괴특성에 관계되는 두 가지 기계적 물성값을 얻게

된다. 하나는 하중-변위 곡선의 면적 즉, 변형과 파괴에

소모되는 에너지인 SP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

해 온도 의존곡선을 작성하고, 이로부터 연성-취성 천이

온도를 구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최대변위로부터 파괴

등가변형율을 측정하고 이로부터 탄소성파괴특성치인 JIC

를 구하게 된다.11) 본 연구에서는 SP에너지를 측정하여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SP시험은 작은 크기의 금속재료에 대해 연성취성 천

이온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시험법으로 최근에는 일

축인장물성 및 크리프 파단 수명 평가에 다양하게 응용

된다. Mao 등은 SP시험으로부터 측정한 하중-변위 곡선

으로부터 항복 및 인장강도에 관한 예측식을 제안하였

고,12) 유럽공동연구에서는 인장강도 값을 평가하기 위해

서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동일한 탄성-완전소성 재료에

대해 수치해석적으로 강도 예측식을 제안하였다.13) Mao 등

에 따라서 대부분의 금속의 구성방정식이 멱급수의 형태

로 가정하여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수식화하였다. 즉, 항

복강도는 σy ∝ Py 이고 인장강도는 σuts ∝ Pmax로 나타낼

수 있다.

Fig. 3에 수소장입시간을 달리하여 수소장입시킨 DP강

시험편의 SP시험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a)

에 나타낸 하중-변위 곡선에서 곡선의 아래 면적으로 계

산한 SP에너지는 기준합금인 No. 1보다는 인장강도와 항

복강도가 가장 높았던 No. 5 시험편에서 SP에너지 역

시 높았다. 그리고 다른 시험편에서도 기본합금보다 높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load versus deflection curve

obtained from SP test indicating the four deformation regimes.

Fig. 1. Small punch testing specimens and testing apparatus; (a)

Schematic diagram of SP test jig and specimen and (b) SP test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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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P에너지로 조사되었다. 이는 초기 상온 인장 물성

치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c)는 장입

시간 50시간에 대한 결과로 Fig. 3(b)의 장입시간 25시

간과 매우 유사한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장입시

간이 25시간에서 50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은

수소가 재료 내부로 침투확산되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50시간의 장입시간에서 전체적으로 Pmax가 감소함

을 관찰하였다. 이는 수소장입시간의 증가로 인해 수소

장입량이 증가하고, 따라서 수소취화현상에 의한 인장강

도의 저하가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SP에너지 역

시 시편 전체에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수소장입의 증가로 인한 재료의 수소취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입시간에 따른 각각의 시편에서 구한

SP에너지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수소를 장입하지 않

은 0h의 경우, SP에너지는 인장강도와 유사하게 나타나

이는 초기 기계적 물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5h,

50h으로 수소장입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SP에너지는 모

든 시험편에서 감소하였다. 이미 Fig. 3의 결과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수소장입시간의 증가로 인해 수소장입

량이 증가하여 수소취화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라 판단된다. 

Table 3은 SP시험 결과에 따른 시험편별 장입시간에

서의 최대변위와 최대하중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모든 시편에서 최대하중 역시 SP에너지

의 변화와 유사하게 수소장입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

Fig. 3. Load-displacement diagram of small punch test for 590DP

steel: (a) 0h, (b) 150 mA/cm
2
, 25h and (c) 150 mA/cm

2
, 50h.

Table 2. SP energy (kgf-mm) at each specimen on 0h, 25h and 50h.

Charging 

time
No. 1 No. 2 No. 3 No. 4 No. 5

0 h 297 348 378 412 394

25 h 110 179 328 349 380

50 h 106 161 233 248 291

Table 3. Maximum load and displacement at each specimen.

Displacement(mm), Loadmax(kgf)

0 h 25 h 50 h

No. 1 1.87, 191.0 1.56, 115.0 1.55, 104.1

No. 2 1.77, 230.0 1.87, 135.0 1.67, 131.9

No. 3 1.73, 246.8 1.87, 216.0 1.89, 163.6

No. 4 1.86, 265.2 1.93, 233.5 1.86, 172.0

No. 5 1.85, 262.1 1.73, 247.7 1.87, 196.5

Fig. 4. Variation in maximum load as a function of hydrogen charging

time at each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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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최대하중

점에서의 변위는 시험편 혹은 장입시간과는 밀접한 관

계를 보이지 않았다. Fig. 4는 수소장입시간에 따른 최

대하중의 변화를 각각의 시편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전

술한 바와 같이 장입시간에 따라 최대하중은 감소를 하

였다. 특히, No. 1과 No. 2는 25h 장입시간동안 최대하

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후 장입시간의 증가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외의 시험편은 장입시

간에 대해서 최대하중은 서서히 감소하였다. 

Fig. 5와 Fig. 6은 SP시험한 여러 시험편중 대표적인

시험편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전자현미경 관찰사진을 나

타낸 것이다. Fig. 5는 No. 1, No. 2, No. 4 시험편에

대한 거시적인 모습으로 이들 시험편에 모두 거시적 균

열을 관찰하였다. 또한, 이들 균열은 수소장입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서 균열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고, 파단이 관

찰되었다. 각각의 시험편에서의 파괴는 No. 1에서 현저

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 수소장입전 기계적 물성과

크게 관련된다. Fig. 6은 대표적으로 No. 3 시험편에 대

한 미시적 파단면을 나타내었다. 파단면의 관찰은 시편

스테이지를 틸팅하므로써 관찰하였다. 25h의 장입시간 시

험편은 균열사이가 크지 않아 파면의 관찰이 제한적이었

지만, 50h 시험편은 파단이 많이 진전되어 틸팅으로도 파

단면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25h의 경우 많은 딤

플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50h의 경우 25h의 시험편 보

다 딤플의 수가 상당히 적어지며, 그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계면으로부터 트랩되는 수소에 의

해 생성된 수소화물이 재료의 취화를 일으키고, 단면의

감소를 보이며, 수소장입에 의해 재료의 파면이 취성파

면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된 Zhang 등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함을 보였다.14) 이러한 이유는 장입시간의 증가

에 따라서 수소에 의해 생성된 수소화물의 증가가 미소

void의 생성과 증가에 기인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용 고강도 박강판재로 개발 중인

Fig. 5. SEM macrographs with hydrogen charging time at each specimen: (a) No. 1, 25h, (b) No. 2, 25h, (c) No. 4, 25h, (d) No. 1, 50h,

(e) No. 2, 50h and (f) No. 4, 50h.

Fig. 6. SEM micrographs of No. 3 for 25h and 50h charging time: (a) 25h and (b) 5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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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MPa급 DP강에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수소를 강제 장

입시켜 수소장입에 따른 수소취화 거동을 소형펀치시험

을 통해 평가하였다. 장입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입

되어진 수소가 재료 내에 트랩되어 SP에너지와 최대하

중이 각각 412 kgf-mm에서 248 kgf-mm으로, 265.2 kgf에

서 172.0 kgf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M

으로 관찰된 파단면에서 전반에 걸쳐 딤플파면으로 조사

되었고, 수소장입시간이 증가할수록 딤플의 수가 감소되

고, 그 크기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료 내에

트랩된 수소에 의한 수소화물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SP시험을 통한 고강도강재의 수소취성 평가는 정

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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