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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04L stainless steel sheets are used as a primary barrier for the insulation of membrane-type liquefied natural gas(LNG) carrier 

cargo containment system. 304L stainless steel is a transformation-induced-plasticity(TRIP) steel that exhibits complex material 

behavior, because it undergoes phase transformation during plastic deformation. Since the TRIP behavior is very important 

mechanical characteristics in a low-temperature environment, significant amounts of data are available in the literature. In the present 

study, a uniaxial tensile test for 304L stainless steel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nonlinear mechanic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a 

viscoplastic model and damage model is proposed to predict material fractures under arbitrary loads. The verification was conducted 

not only by a material-based comparative study involving experimental investigations, but also by a structural application to the 

LNG membrane of a Mark-III-type cargo contai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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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는 천연가

스를 110K 이하의 극 온 환경에서 액화시켜 부피를 1/600

로 인 것으로 장⋅운송이 용이한 특성을 지닌 천연자원

이다(Kim et al., 2012). LNG는 원유⋅석탄과 같은 석유

자원에 비해 공해물질을 약 30% 덜 생산하고 온실효과를 약 

7% 감소시킨다는 장 으로 인해  더 그 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셰일가스의 수출 본격화와 원  가동

을 단하는 국가의 증가로 인해  세계 LNG 수요는 매년 

4~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Ruester et al., 2008).

이러한 LNG의 경우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곳과 소비되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LNG 수출⋅수입은 특수한 

구조의 방열시스템을 가지는 LNG선이 담당하며 이들 LNG 

선은 화물을 장하는 방법에 따라 멤 인 타입과 독립형 

타입으로 나  수 있다(Choi et al., 2011; Kim et al., 

2013). 최근에는 큰 용 성과 경제성을 인정받아 멤 인 

타입의 탱크 시스템이 활발하게 건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멤 인 타입의 탱크 시스템은 탱크 방열시스템의 구조

에 따라 Mark-III타입과 NO96타입으로 구분되며 재에는 

두 가지 구조 형태의 방열시스템이 동시에 채택되어 건조되

고 있다.

이들  Mark-III 타입의 방열시스템은 Fig. 1과 같은 

다층구조로 제작되어 LNG를 극 온 액체상태로 유지시켜주

는 기능을 하게 된다. 방열시스템의 표면은 스테인리스 강

으로 제작된 주름이 있는 멤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라이우드(plywood), 강화 폴리우 탄폼(R-PUF: 

Reinforced Poly Urethane Foam)이 치하게 된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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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emperature(K) Strain-rate(s
-1
)

1
293

10
-4

2 10
-2

3
223

10
-4

4 10
-2

5
153

10
-4

6 10
-2

7
133

10
-4

8 10
-2

9
110

10
-4

10 10
-2

Table 1 Experimental scenario

리 엑스(triplex)는 LNG선의 2차 방벽으로 R-PUF사이에 

치하여 가스가 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복합소재

이다. 한 마스틱(mastic)은 선박의 내부 탱크와 방열시스

템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온도의 달을 여주는 

역할을 하는 착소재이다.

이들 , Fig. 2에 보이는 것과 같이 LNG와 직  하

게 되는 멤 인은 LNG 방열시스템의 1차 방벽으로 LNG

의 선 /하역 시 발생하는 반복 인 열 변형에 쉽게 응하

기 해 주름이 있는 구조로 제작되며, 이는 LNG의 선  시 

쉽게 수축하고 하역 시 팽창이 용이하도록 하기 함이다. 1

차 방벽의 경우 온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304L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되는데, 이는 

변태유기소성(transformation-induced plasticity) 상으

로 인해 온 환경에서 강도  연신율이 증가하는 우수한 

재료  특성 때문이다.

Fig. 1 The Mark-III type LNGC insulation system

(a) (b)

Fig. 2 (a) Mark-III type LNG cargo tank and (b) LNG 

membrane

이러한 우수성으로 인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304L 스

테인리스강의 인장거동, 압축거동, 피로거동과 같은 실험  

규명을 비롯하여 Johnson-Cook 모델, Zerilli-Armstrong

모델을 용한 구성모델 제안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Lee et al., 2002; 2010; Qu et al., 2008; 

Abed et al., 2005; Samantaray et al., 2009; Gupta 

et al., 2013). 하지만, 304L 스테인리스강의 온특성에 

있어서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극 온 환경에서 수행한 실험

 연구는 상 으로 많지 않으며, 특히 LNG액화온도인 

110K 근방의 환경에서의 재료성능평가  이들 재료거동을 

반 한 멤 인에 한 실험, 해석  연구를 수행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304L 스테인리스강의 극 온 재료실험을 

바탕으로 재료의 소성구간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재료모

델을 제안하여 상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과 연계한 재료 

서 루틴을 개발하 다. 실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의 재료단

 검증을 수행하 으며 검증이 완료된 재료 모델을 멤 인

에 용시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후 랩 단 (lab scale) 극

온 구조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용성을 검토하 다.

2. 재료시험

2.1 장비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극 온 환경에서 재료거동을 악하기 해 

73K까지 사용이 가능한 극 온용 챔버(chamber)를 만능시

험기에 설치한 후 액체질소를 분사시켜 극 온 온도 환경을 

설정하 다. 챔버 내부에 있는 3개의 온도계와 온도 컨트롤

러를 통해 극 온 온도를 제어하 으며 시편 내부의 열 평형

상태를 고려하기 해 30분 동안 냉을 실시하 다.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한국산업규격(KS B 0801 10)에 따라 제작

되었으며, 시험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해 재료시편에 극

온용 신율계를 장착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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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f uniaxial tension test at 10
-4
s

-1

304L 스테인리스강의 온도  변형률속도에 따른 재료거

동을 분석하기 해 5개의 온도  2개의 변형률 속도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하 으며 Table 1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

험 시나리오를 정리하 다. 반복성을 검증하기 해 각각의 

시험 이스에 해 3번의 반복시험을 수행하 으며 이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과를 정리하 다.

2.2 시험 결과

Fig. 3은 변형률속도 10
-4
s
-1
 조건에서 온도에 따른 304L 

스테인리스강의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 거시

인 에서 온도가 상온에서 온으로  감소함에 따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온특성인 비선형 경화 상

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모두 증가하 으나 상 으로 

항복강도에 비해 인장강도가 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단변형률은 반 으로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

으나, 223K 환경에서는 상온에서의 값보다 오히려 증가하

는데, 이는 향후 재료의 미시  에서 추가 으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변형률 속도 10
-2
s
-1
 조건에서의 응력-변형률 거동

을 보이며 10
-4
s
-1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온에서 극 온으로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비선형 경화 상, 항복  인장강도의 

증가, 단변형률의 감소와 같은 유사한 경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변형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복강도가 증가하

지만 인장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 과거 연구에 의

해 이는 단열효과에 의한 상 때문이며, 한 온도가 감소

함에 따라 변형률 속도에 한 의존성은 더욱 뚜렷이 나타난

다고 보고된 바 있다(Talonen et al., 2005).

3. 이론모델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구성-손상모델은 자의 과거 연구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  보완

하여 아래에 간략히 나타내었다(Kim et al., 2012).

3.1 소성 모델

일반 으로 변형률속도는 탄성 역과 소성 역으로 분리 

가능하며 변형률 분리 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탄성 변형률속도, 

는 비탄성 변형률속도이

다. 탄성 변형률속도는 일반화된 Hooke 법칙에 의해 시간미

분 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소성 변형률은 Prandtle-Reuss

의 유동법칙을 따르며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소성승수(plastic multiplier)이며, 는 편차

응력텐서를 나타낸다. 식 (2)를 제곱하면 다음과 같다.


  (3)





 



 (4)

여기서, 
 



 
이고   이며 각각 편차 

소성 변형률의 2차 불변량, 편차응력의 2차 불변량이다. 식 

(4)에서 와 은 재료정수이고, 각각 최  변형률속도를 

제한하는 변수  변형률 속도 민감도를 조정하는 변수를 의

미한다. 일반 으로 정  문제에 있어서 는 104를 사용하

고, 은 온도에 의존한 재료정수로 결정된다. 변수 는 소성 

유동에 한 재료의 체 인 항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태

변수로 하  이력과 계가 있다. 식 (4)을 식 (2)와 (3)에 

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된다.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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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Quarter FE model and its boundary conditions

Fig. 5 Numerical verification of experimental results 

at 10
-4
s

-1

여기서, 열 회복을 무시할 수 있다면 변수 는 식 (6)과 같

이 표  할 수 있으며 와 는 각각 항복응력, 포화응력을 

의미하는 재료정수로 온도  변형률속도에 의존한다. 한 

는 축 소성일을 의미하며 식 (7)와 같이 정의된다. 

3.2 손상모델

Bodner-Chan은 등방 손상발 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8)

여기서, 는 재료 내부의 강성 하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소성모델과 연계하여 재료의 연화 상을 효과

으로 모사하 다. 본 연구에서 재료의 손상변수인 (0

1)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9)

 
  

  (10)

3.3 모델 검증

상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ABAQUS는 로그램 자체

에서 제공하지 않는 비선형 상을 사용자가 직  FORTRAN

언어로 코딩하여, 시뮬 이션 수행 시 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304L 스테인리스강은 온 역에서 이차경화와 

같은 비선형 거동을 보이나 ABAQUS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재료의 비선형 특성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지정 재료 

서 루틴을 개발하여 제안 모델을 용시켜 보았다. Fig. 4

는 재료단  수치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한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하 , 경계조건을 보인다. 요소의 크기에 따른 최

 해석시간을 선정하기 해 mesh study를 수행하 으며,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3차원 C3D8I요소 3960개가 이용되

었다.

Fig. 5는 제안 모델을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에 용시킨 

후 재료실험 결과와 비교한 그래 이다. 먼 , 오스테나이트

계 스테인리스강의 온 특성인 비선형 경화 상을 잘 모사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항복강도, 인장강도와 같은 

재료의 기계  거동에 해서도 측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셋째로 손상모델이 구성모델과 연계되어 재료의 강

성 하 상을 잘 모사했기에 임의 온도에 해 재료의 단

을 비교  잘 측할 수 있었다. 즉, 구성방정식과 재료정수 

결정기법을 활용하여 재료의 거동을 성공 으로 모사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수치해석 결과는 304L 스테인리스강으

로 제작된 구조물의 건 성평가 혹은 구조해석 수행 시 재료

의 거동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material card)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구조시험

4.1 유한요소해석

본 연구에서는 제안 구성-손상모델을 탑재한 304L 스테

인리스강의 재료 서 루틴에 한 구조 용 가능성을 검증하

고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 LNG 멤 인에 용시켜 유한

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Fig. 6은 Mark-III 타입 LNG선의 

1차 방벽인 멤 인의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하 조건을 

보여 다.

구조 용을 수행하기 해 인장하 을 채택하 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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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oading condition of the membrane specimen

Fig. 7 Experiment of membrane specimen at 110K 

temperature condition

(a) (b)

Fig. 8 Comparative study between (a) cryogenic 

experimental and (b) simulated results

멤 인이 LNG탱크 내부에서 반복 인 열 하 에 의해 수

축, 팽창하여 인장과 압축을 반복해서 받게 된다. 다시 말해, 

LNG가 장탱크 내부에 채워져 있을 경우 극 온 이라는 

특성상 멤 인은 수축하며, LNG를 하역하게 되면 상온의 

온도로 인해 1차 방벽은 팽창하면서 인장과 압축 하 을 반

복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인장하 이 균열이나 손상

과 같은 결함을 발생시키는데 가장 지배 인 하 으로 알려

져 있기 때문에 LNG 탱크 안 설계를 해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하는 요한 하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와 련해서는 

과거 자의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Lee et al., 2014; 

Kim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계요구조건을 

반 하여 손상문제에 있어서 가장 지배 인 인장 하 에 

을 맞추어 구조해석  구조실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멤 인을 해석 모델로 선정하 으며 총 

37,321개의 3차원 솔리드 요소를 이용하 다. 인장 하 조

건을 부여하기 해 멤 인의 한쪽을 고정시키고 다른 한 

쪽에 해 200mm 변 제어를 수행하 다.

4.2 멤 인의 구조인장시험

LNG 멤 인 유한요소해석의 유효성  용성을 검증

하기 해 유한요소해석에 이용되었던 크기의 멤 인 시편

을 제작하여 구조인장실험을 수행하 다. 시편의 크기  형

상은 Fig. 7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해석에서 수행했던 조건과 

동일하며 극 온(110K) 온도 조건에서 30mm/min의 하

속도로 구조실험을 수행하 다. 멤 인의 구조실험에 사용

된 장비는 304L 스테인리스강의 재료시험에 사용되었던 장

비와 동일하나, 특수 지그를 추가로 제작하여 만능재료시험

기에 구조시편을 고정하 다. 실험을 수행하면서 만능재료시

험기로부터 하 -변  데이터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에 따른 변형

형상에 한 정보도 획득하 다. 

4.3 결과분석  검증

제안 모델  해석 로시 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구조 

용가능성을 검토하기 해 멤 인의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시간에 따른 유한요소해석 결

과와 구조시험의 결과를 비교하기 해 Fig. 8과 같이 이들 

두 거동을 비교 분석하여 나타내었으며 해석결과와 실험결과

의 체 인 거동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한, Fig. 9은 극 온(110K) 온도 환경에서 실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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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force-displacement relationship 

at cryogenic(-163°C) temperature

한요소해석 해석의 하 -변 곡선을 나타낸 그래 이다. 본 

연구에서는 약 70mm의 변 가 발생하는 동안의 하 -변  

그래 를 비교하 으며 제안 해석기법이 304L 스테인리스강

으로 제작된 LNG멤 인의 구조거동을 성공 으로 모사함

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ark-III 타입의 LNG선 1차 방벽으로 채

택되는 멤 인에 해 인장시험을 수행하 으며, 재료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소성-손상모델을 제안하 고, ABAQUS 

사용자지정 재료 서 루틴인 UMAT에 탑재하여 수치해석 

결과와 재료시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

다. 한, 검증된 재료 서 루틴을 멤 인에 용시켜 유

한요소해석  구조인장시험을 통해 검증작업 한 수행하

다. 이로써 개발 재료모델  재료 서 루틴이 구조단 의 

건 성평가  구조해석 시에도 히 이용될 수 있다는 사

실을 증명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물  해석기법은 LNG 멤 인

과 같이 복잡한 형상으로 인해 구조의 안 성  건 성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물에 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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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304L 스테인리스강 은 멤 인타입 LNG선 단열시스템의 1차 방벽으로 이용된다. 304L 스테인리스강은 변태유기소성

(TRIP)강으로 복잡한 재료거동을 보이는데, 이는 소성변형이 발생하는 동안 상변태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304L 스테인리스 강의 비선형 기계  거동분석을 한 온도의존 일축인장시험을 수행하 으며 재료의 단이나 비선형 거

동을 측하기 한 소성모델을 제안하 다. 수치해석의 결과와 시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유효성을 검증하 으며 LNG 

멤 인에 한 용성을 검토하기 멤 인 구조시편을 제작하여 구조해석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재료모델은 개

발 서 루틴을 이용하 으며 ABAQUS 사용자지정 재료 서 루틴을 탑재한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극 온 구조인장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하여 구조 용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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