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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d : 소형펀치 볼의 직경 

a : 소형펀치 하부다이 내경 

R : 소형펀치 시험기 모서리 곡률반경 

∆ω : 손상 증가량 

σm  : 정수압 응력 

σe : 미세스 응력 

E : 탄성계수 

ε : 변형률 

εy : 항복이 발생할 때의 변형률 

εp : 소성변형률 

εf : 파괴변형률 

∆εp : 소성변형률 증분 

k, n : 소성경화지수 

C(T) : Compact tension 

µ : Friction coefficient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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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속 재료의 수소취화 현상에 대한 분석은 수소플랜트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수

소환경하 취화된 재료의 기계적 물성과 파괴인성은 구조 건전성 평가에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자료이

다. 본 논문은 최근에 개발된 유한요소 해석 기반 현상학적 손상해석을 소형펀치 실험에 적용하고 

Inconel 617 재료의 대기 중 소형펀치 실험결과와 비교 함으로써 손상해석 기법의 적용 타당성을 보였다. 

또한 역변환 기법을 사용하여 소형펀치 실험으로부터 인장물성을 예측하고 인장실험으로부터 구한 재료

물성과 비교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수소취화된 시편에 대한 소형펀치 

실험결과에 역변환 기법과 손상해석을 적용하여 수소취화 된 재료의 기계적물성과 파괴인성을 예측하였

다.  

Abstract: The hydrogen embrittlement of metallic materials is an important issue from the viewpoint of structural 

integrity. In this regard, the estim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and fracture toughness under hydrogen conditions 

provides very important data. This study provides an experimental validation of the approach for simulating the small 

punch of Inconel 617 using finite element damage analysis, as recently proposed by the authors, and applies an inverse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constitutive tensile behavior of materials. The mechanical properties obtained from 

the inverse method are compared with those obtained from the tensile test and validated.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fracture toughness are predicted by using the inverse method and finite element dama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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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corrosion crack) 에 의해 손상을 입게 된다. 따

라서 균열이 시설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는 것은 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점에서 매우 중요

하다. 실제 시설물은 형상이 복잡하고 하중이 다양

하기 때문에 전통적 유한요소 방법을 이용한 균열평

가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GTN (Gurson-Tvergaard-Needleman) 방법과(1~4) 

cohesive zone 방법(5,6) 등 손상해석 기법을 이용한 연

성파괴 모사 기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개

발된 이러한 기법들은 이론적으로 복잡하고 재료상

수 등 변수가 많아 실제 구조물에 적용하기 어렵고 

한계가 있다. 최근에 이러한 기존의 연성파괴 모사

기법을 대체 할만 한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었다.(7,8) 

이 현상학적 연성파괴 모사 기법은 이론이 간단하고 

재료에 따른 변수가 적어 여러 형상과 다양한 하중

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대기 중 Inconel 617

에 대한 손상해석은 C(T)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

교함으로써 이미 검증을 완료하였다.(8) 

실제 가동중인 시설물의 재료물성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 정보이다. 가동

중인 시설물의 재료물성을 알기 위해서는 매우 작

은 부피의 시편을 이용한 실험이 수행되어야 하고 

이에 적합한 실험이 소형펀치 실험이다. 그러나 

소형펀치 실험으로부터 재료의 인장물성을 직접직

접적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

여 소형펀치 실험으로부터 인장물성을 얻는 기법

은 앞선 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었다.(9~12) 

본 논문에서는 소형펀치 실험결과와 손상해석결

과를 비교함으로써 손상해석이 소형펀치 실험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앞선 연구에서 

발표된 역 해석기법을 변형하여 소형펀치 실험으로

부터 재료의 인장물성을 얻고 이를 인장실험인장부

터 구한 재료물성과 비교하여 역 해석기법을 검증

하였다.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소취화된 재료

의 소형펀치 실험정보를 이용하여 수소취화에 따른 

재료물성 및 파괴인성 변화를 예측하였다. 

Inconel 617재료는 고온에서 강도 및 부식저항이 우

수한 재료이기 때문에 주로 고온환경에서 사용되기는 

하나 고온 수소실험은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상온에서의 물성 정보는 구조 건전

성 평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상

온에서의 수소취화된 Inconel 617재료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2. 실험 방법 및 결과 

Inconel 617 재료에 대한 대기 중 에서의 실험은 

 

Fig. 1 True stress-strain curve for Inconel617 under air 
condition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small punch test 

 
 

 

Fig. 3 Hydrogen charging system by electrochemical 
polarization method 

 

인장, 노치인장, C(T) 그리고 소형펀치가 수행되었

다. 수소취화된 재료를 이용한 실험은 소형펀치 

실험만 수행되었다. 소형펀치를 제외한 실험결과 

및 재료물성 정보는 참고문헌(8)에 정리되어 있으

며 진 응력-변형률은 Fig. 1에 나타내었다. 

 

2.1 미취화재의 소형펀치 실험 방법 

소형펀치 실험은 최대하중 5000 N 의 MTS 810 

시험기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소형펀치 실험시

편은 와이어 절단에 의해 10x10x0.7 mm로 가공한 

후에 연마지를 사용하여 두께 0.5 mm 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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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erimental test data of small pumch tests 

 

 
Fig. 5 Variation of maximum load and displacement at 

maximum load depend on charging time 
 

 
Fig. 6 The stress-modified fracture strain for Inconel 617 

 

가공하였다. 시험기구의 단면 형상은 Fig. 2 에 나

타내었다. 하중을 가한 볼의 직경 d 는 2.4 mm, 하

부다이의 내경 a 는 4 mm, 모서리 곡률반경 R 은 

0.2 mm 이다. 시험속도는 2 mm/min 으로 하였으며 

하중 및 변위를 실시간으로 저장하였다. 

 

2.2 수소 취화 방법 

취화된 시편을 만들기 위하여 Fig. 3 과 같은 수

소발생장치를 구성하였다. 분극 시험법(Electrochemical 

Polarization Method)을 통하여 자연전위 이하의 전

위를 유지함으로써 음극반응이 일어나도록 인위적

으로 조절하여 재료의 표면에 수소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발생된 수소의 양은 패러데이 법칙

(Faraday’s Law)에 의해 가해진 전류랑과 비례한다. 

전해질용액은 0.5M H2SO4 를 사용하였다. 양극에 

백금선을 장착하여 분극셀을 구성하였으며 상온환

경과 전류밀도 100mA/cm2 의 정전류 조건에서 장

입시간을 다르게 하였다. 정전류 조건 을 형성하

기 위해 potentiostat 를 사용하였으며 기준전극은 

SCE saturated calomel (saturated KCI, 0.242V)을 사용

하였다. 또한 86 초 마다 한번씩 전류상태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램 상에서 기록하여 수소장입 수행 

간 전류의 변화여부를 확인하여 수소장입에 있어 

민감한 변수인 전류가 일정한지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된 취화재를 이용하여 

취화재의 소형펀치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실험 조

건은 미취와재와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2.3 소형펀치 실험 결과 

미취와재와 취화재의 소형펀치 실험결과를 Fig. 

4 에, 장입 시간에 따른 최대하중과 최대하중 발생

변위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수소장입 시간이 길

어짐에 따라 최대하중과 최대하중이 발생하는 변

위가 모두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가장 긴 장입시

간(t=168 시간)의 경우 대기 중 실험결과에 비해 

최대하중은 약 26%, 최대하중 변위값은 약 12% 

감소하였다.  

3. 손상 해석 

3.1 현상학적 손상해석 기법 

현상학적 손상해석 기법은 수정된 응력과 파괴변

형률을 사용한다. Inconel 617 재료의 삼축응력에 

따른 파괴변형률, εf 는 아래 식으로 주어지며(8) 이

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이 식은 본질적으로 Rice 와 

Tracey가 제시한 연성파괴 모델과 같다.(13) 

1.013exp 1.434 0.166m
f

e

 
= − + 

 

σ
ε

σ
  (1) 

위 식에서 σm 은 정수압 응력, σe 는 미세스 응력

이다.  

손상 증가량 ∆ω는  각 적분점에서 계산되며 그 

식은 아래와 같다.(7) 

p

f

∆ε
∆ω

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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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E mesh for elastic-plastic FE damage analysis to 

simulate small punch test 

 

Fig. 8 Sensitivity analysis for determination of friction 
coefficient 

 
(a) 

 
(b) 

Fig. 9 Comparison of simulated results with experimental 
small punch tests : (a) Load displacement curve 
and (b) failed position 

∆εp 는  소성 변형률증가랑이고 εf 는 삼축응력에 따

른 파괴변형률 변화 식 (1)에 의해 결정된다. 손상 

증가량을 누적하여 그 값이 1 이 되면 파괴된다고 

가정하고 각 적분점의 응력값을 0 에 가까운 매우 

작은 값으로 내려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ABAQUS(14)의 User-subroutine 인 UHARD 와 USDFLD

를 사용한다. 

더 자세한 손상해석 기법에 대한 설명은 참고문 

헌(7)에 기술되어 있다.  

 
3.2 소형펀치 해석 결과 

소형펀치 실험의 유한요소해석은 탄-소성 해석

으로 수행되었으며 대변형 옵션을 사용하였다. 참

고문헌(8)과 동일한 재료물성을 사용하였으며, 요

소는 3 차원 1 차요소 (C3D8)를 사용하였고 요소 

형상을 Fig. 7 에 나타내었다. 14247 개의 절점과 

12271 개의 요소를 사용하였다. 모든 면에서 마찰

계수는 민감도 분석 후 0.2 를 적용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는 Fig. 8 에 나타내었다. 실험과 해석결

과 비교를 Fig. 9(a)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유한

요소 해석(without damage)은 요소의 파괴모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시편의 네킹에 의하여 최대하

중이 발생하며 그 값이 실험에 비해 높다. 손상해

석(with damage)은 네킹 이전에 발생하는 시편의 

파손을 모사할 수 있으며, 이 파손에 의해 최대하

중이 발생하여 실제 현상의 모사가 가능하다. 실

험결과와 손상해석 결과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Fig. 9(b)에 실험에서 손상된 위치와 해석에서

의 손상된 위치를 비교하였다. 하중-변위 곡선 뿐 

아니라 손상이 발생한 위치도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 

4. 역변환 기법 

3 장에서 재료의 인장물성을 알고 있을 경우 소형

펀치 손상해석이 실험을 잘 모사할 수 있음을 보

였다. 이번 장에서는 인장물성을 알지 못하는 상

태에서 소형펀치 실험결과만을 이용하여 인장물성

을 얻을 수 있는 역변환 기법을 소개하겠다. 

 

4.1 역변환 기법 소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역변환 기법은 재료의  

응력-변형률 구성방정식을 가정하고 구성방정식의 

변수를 수정하여 가정된 재료물성으로 해석을 수

행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변수를 다시 수정하

는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통하여 적절한 재료물성

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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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Determination of (a) yield stress and (b) hardening 
parameter from small punch test 

 

재료의 응력-변형률 구성방정식은 Ramberg-

Osgood 구성방정식이 대표적이지만, 이 경우 탄성

영역과 소성영역의 구분이 모호하고 상수를 조정

하여도 실재 재료의 거동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성과 소성을 나누어 

아래와 같은 재료 구성방정식을 사용하였다.  

                           

( )             

y

n

y p y

E for

k for

σ = ε ε < ε

σ = σ + ε ε ≥ ε
  (4) 

 

여기서 E는 탄성계수, ε는 변형률, εy는 항복이 발

생할 때의 변형률, εp는 소성변형률, σy는 항복강도, 

k 와 n 은 소성경화상수 이다. 위 구성방정식에서 

재료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변수는 항복응력 σy, 
소성경화 상수 k와 n 총 3개 이다.  

 

4.2 미취화재에 대한 역변환 기법 적용 및 검증 

역변환 기법에서 재료의 인장물성을 찾는 첫 번

째 과정은 항복응력의 결정이다. 항복응력을 결정  

 
Fig. 11 Comparison of experimental small punch data 

with simulated result based on inverse method 

 

 
Fig. 12 Comparison of stress-strain curve based on smooth 

tensile test with stress-strain curve based on inverse 
method 

 

하기 위하여 소형펀치 실험의 초기 결과와 탄성-

완전소성을 가정한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항복응력을 결정한다. 해석과 실험의 비교결과를 

Fig. 10(a)에 타나 내었다. 적절한 항복응력은 300 

MPa 임을 알 수 있다. 인장실험에서 구한 항복응

력은 382 MPa 이지만(8) 이 값은 0.2% 오프셋 항복

응력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역변환 기법에서 재료의 인장물성을 찾는 두 번

째 과정은 소성경화상수의 결정이다. 이를 위해서

는 k 와 n 을 일정한 간격으로 변화하면서 여러 번

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 k 는 25, 

n 은 0.05 의 간격으로 조정하여 적절한 값을 찾았

다. 그 과정 중 일부를 Fig. 10(b)에 나타내었다.  

최종 결정된 재료상수를 적용한 소형펀치 해석결

과와 실험결과 비교를 Fig. 11 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대기 중 에서 Inconel 617의 적절

한 항복응력은 300 MPa, 소성경화지수 k 와 n 은 

각각 1550 과 0.65 이다. 인장실험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인장물성과 소형펀치 실험으로부터 역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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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3 Comparison of experimental test data under 
hydrogen condition with simulation results: (a) 
t=25h, (b) t=48h, (c)t=96h and (d)t=168h 

 
Fig. 14 Comparison of experimental maximum loads 

with damage simulation results 

 

기법을 이용하여 구한 인장물성 비교를 Fig. 12 에 

나타내었다. 두 커브의 경향이 비교적 일치하였으

며 역변환 기법으로 예측된 재료물성이 실재 재료

물성과 상당히 유사함을 검증하였다. 

 

4.3 수소취화재의 물성 및 파괴인성 예측 

수소취화된 Inconel 617 재료의 소형펀치 실험결과

와 앞서 검증한 역변환 기법을 이용하여 수소취화 

인장물성을 예측하였다. 예측된 물성으로 수행된 

소형펀치 해석결과를 Fig. 13 에 나타내었다. 흰색 

기호는 일반적인 유한요소 해석 결과이며 검정색 

기호는 손상해석 결과이다. 일반적인 유한요소 해

석은 재료의 손상을 모사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

하중을 실험보다 높게 예측하였으나 실험에서 최

대하중 발생 전까지는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한 거

동을 보인다. 손상해석은 재료의 파손을 모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에서의 최대하중도 상당히 유

사하게 모사 하였다. 실험과 손상해석의 최대하중

을 비교하여 Fig. 14 에 나타내었다. 손상해석에서 

삼축응력에 따른 파괴변형률은 수소농도 혹은 수

소장입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식 

(1)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실험

과 손상해석의 최대하중 차이는 약 6% 미만이었

다. 역변환 기법에 의해 예측된 진응력-진변형률 

선도를 미취화재 물성과 같이 Fig. 15(a)에 나타내

었다. 수소장입 시간이 길어질 수록 소성경화지수 

k와 n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손상해석을 적용한 가상의 

인장실험을 모사하였고 이를 Fig. 15(b)에 나타내었

다. 인장시험 형상은 참고문헌(8)과 동일하게 하였

다. 장입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와 연신율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이미 알려진 

수소취화 재료의 거동과 유사하다.(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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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5 Stress-strain curve for Inconel 617 under air and 
hydrogen condition : (a) true and (b) Engineering 

 

 

Fig. 16 J-resistance curves under air and hydrogen 
condition 

 

예측된 수소취화재의 물성을 이용하여 파괴인성

을 예측하였다. C(T)시험 시편형상과 요소크기는 

참고문헌(8)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재료물성은 각

각의 수소장입시간에 대해 역변환 기법을 이용하

여 예측한 Fig. 15(a)의 재료물성을 사용하였다. 소

형펀치 모사와 마찬가지로 삼축응력에 따른 파괴

변형률은 수소장입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예측된 J-R 선도를 Fig. 16 에 나타내

었다. 수소장입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J-R 선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재료에 취성이 나

타날수록 J-R 선도가 낮아지는 경향과 유사하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앞선 연구(7)에서 제시한 손상해

석 기법을 Inconel 617 재료의 대기 중 소형펀치 

실험에 대해 적용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역변환 기법을 

이용하여 소형펀치 실험으로부터 인장물성을 유추

하였고 이 물성이 실제 인장물성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여 역변환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검

증된 역변환 기법을 수소취화재에 적용하여 수소

취화된 재료의 인장물성 및 파괴인성을 예측하였

다. 예측결과 수소취화재료는 인장강도, 연신율과 

J-R 선도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일

반적인 수소취화된 재료의 거동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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