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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실온에서 인코넬 718의 UNSM(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처리재, 수소취화재(100 bar, 
300℃에서 120 h) 및 수소취화재의 UNSM처리재의 회전굽힘피로시험에 의해 얻어진 결과, 수소취화재는 

미처리재의 S-N곡선보다 피로수명이 약 10~20 % 감소하며 부식피로나 비철재료처럼 피로한도 없이 점진적

으로 감소하였다. 표면균열수는 수소취화의 영향으로 평균입경(13 μm)보다 작은 균열의 비율이 약 80 %를 

차지하였다. 결정입계, 표면 흠 등에 수소침투에 의한 취화현상으로 티어링(tearing)하면서 복수로 발생한 작

은 표면균열은 불규칙적으로 분포하며 티어링하면서 성장, 합체되어 피로수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처리재에 비해서 UNSM처리재의 피로수명은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수소취화된 시험편을 UNSM
처리한 후 피로시험을 실시하면 700 MPa에서 10배 이상, 600 MPa에서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hydrogen attack and UNSM on fatigue behaviors of the 
Inconel 718 alloy. The decrease of the fatigue life between the untreated and the hydrogen attacked material is 
10-20％. The fatigue lives of hydrogen attacked specimen decreased without a fatigue limit, similar to those of 
nonferrous materials. Due to hydrogen embrittlement, about 80％ of the surface cracks were smaller than the 
average grain size of 13 μm. Many small surface cracks caused by the embrittling effect of hydrogen attack 
were initiated at the grain boundaries and surface scratches. Cracks were irregularly distributed, grew, and then 
coalesced through tearing, leading to a reduction of fatigue life. Results revealed that the fatigue lives of 
UNSM-treated specimens were longer than those of the untreat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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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소는 기름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고갈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대두되었다. 또 디젤차의 

환경오염이 기준을 초과하여 심각한 상태로 됨에 

따라 수소차에 관한 많은 정보 확보가 더욱 필요

하게 되었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생산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생기면서, 독일, 일본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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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an Inconel 718 
alloy(wt, %)

C Mn Si  P S Cr Ni
0.08 0.35 0.35 0.015 0.015 19 52.5 
Mo Cb+Ta Ti Al Cu Fe
3.0  4.9 0.95 0.4 0.3 Bal

(a) Configuration of test specimen(unit; mm)

(b) Cantilever type fatigue testing machine

Fig. 1 Specimen and fatigue testing machine

국은 정부의 수소 연료전지 산업에 대한 전폭적

인 지원을 받아 수소충전소 등 수소관련 인프라 

형성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수소의 공

급과 보관을 위해 금속 침투 및 투과와 관련된 

측정기술과 이에 관련된 노하우와 자료축적이 절

실히 요구되고 있다.(1~7)

이와같이 국내외적으로 수소에너지 안전이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수소가스에 대한 신속 

대응과 안전사고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수소경제의 실현을 위한 안전한 

기술은 수소 가스의 안전한 저장, 수송, 분배와 

신뢰성 있는 수소 재료의 확보와 적용 가능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당면한 에

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소에너지의 확대

는 불가피하며, 향후 급증할 수소관련 인프라의 

안전문제를 대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험축

적이 필수적이다.
스테인리스강을 포함한 인코넬 718의 수소침투

와 압력변화하의 초장수명 피로강도, 표면균열발생

거동, 피로거동 등과 같은 피로자료축적에 관한 연

구는 고성능화 및 경량화시대에 따른 주요 연구대

상이 되고 있고, 초장수명피로의 강도 및 수명의 자

료가 새로운 설계기준의 변경과 더불어 새로운 에

너지원인 수소시대에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8~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소경제의 실현을 위한 

안전기술 확보용으로 고온, 고압으로 수소취화

(hydrogen embrittlement)시킨 인코넬 718 모사시험

편(simulated specimen)으로 새로운 설계기준이 되

는 VHCF(Very High Cycle Fatigue)의 피로특성을 

구하고 파괴역학기법과 파면해석적으로 연구, 분
석하였다. 또한 수소관련 인프라 시설의 내구성 

향상, 리사이클링과 보수차원에서 새로운 UNSM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표면처

리기술(9~15) 도입의 유효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고
속화시대의 신 연구분야인 VHCF의 기가사이클 

피로에서는 다시 피로한도가 떨어지며 파단면의 

특징도 표면균열에 의한 파단형태에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균열형태인 어안균열(fish-eye crack)에 

의한 피로파단이 생겨 이에 대한 연구기법과 자

료의 축적, 노하우의 축적도 실시하였다. 

2. 실험내용

본 연구는 인코넬 718에 100 bar, 300 ℃에서 시

간을 달리하며 수소취화시킨 3가지 모사시험편

(72 h, 85 h 및 120 h)과 미처리재로 연구, 분석하

면서 학술적으로 연구자료가 없는 53 Hz하의 

VHCF특성의 정량적인 자료획득, 피로균열의 발

생기구의 특징, 성장특성 및 파괴원인을 파괴역

학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또한 수소취화에 의

한 표면손상과 내구성 감소를 보수, 수리 및 리

사이클링하기 위하여 UNSM처리에 의한 표면처

리 효과를 피로시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정량

적인 데이터를 구하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ig. 1(a)와 같은 직경 3 mm의 

어닐링된 합금강 인코넬 718을 사용하였다. 화학 

조성 및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은 각각 Table 1 
및 Table 2에 정리하였다. 시험편은 954 ℃에서 

30 분간 유지한 후 공냉하였다. UNSM 처리에 앞

서, 시험편은 100번에서 2,000번까지 연마지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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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annealed 
Inconel 718 alloy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

Reduction 
of area

(%)

Hardness
(Hv)

 1,117   829  31  12  260

Fig. 2 Hydrogen embrittlement equipment

(a) UNSM equipment

(b) Illustriation of UNSM process
Fig. 3 UNSM equipment and micro forging traces 

Fig. 4 Cross-sectional EBSD analysis of (a) 
untreated of the annealed Inconel 718 alloy 
and (b) UNSM treated of it

실온에서 인코넬 718의 피로수명과 UNSM 처
리의 영향은 Fig. 1(b)와 같은 4개의 시편을 동시

에 사용하는 신형 Cantilever식 회전굽힘피로시험

기(YRB200, 야마모토, 일본)를 사용하여 시험하

였다. 주파수 53 Hz 및 응력비 R = －1의 조건하

에서 실시하였다. Fig. 2는 피로시험편을 고온, 고
압반응기에서 수소취화시킨 장비(KIST, 한국)를 

나타내었다. 이 장비를 사용하여 100 bar, 300 ℃
에서 72 h, 85 h 및 120 h 동안 수소취화 처리된 

모사시험편은 액체 질소중에 보관한 후 대기중에

서 회전굽힘피로시험을 실시하였다. 
UNSM처리재는 미처리재와 수소취화재를 각각 

최적조건(하중 15 N, 주파수 20 kHz, 회전수 30 
rpm)으로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Fig. 3(a)는 본 연

구에 사용된 UNSM장치(DesignMecha. Co. 한국)
를 나타내었고, Fig. 3(b)는 UNSM처리 후 표면상

에 나타난 미소단조(micro-forging)의 흔적을 관찰

한 것이며, 포징의 회수는 60,661 strikes/mm2이다. 
UNSM처리중에 발생하는 열의 영향을 피하기 위

하여 볼과 처리 시험편에 기계유를 분무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검토

3.1 UNSM처리의 조직, 경도 및 잔류응력

Fig. 4는 UNSM처리 전과 후의 인코넬 718의 

단면의 EBSD(electron back scatter diffraction)을 도

시한 것이다. Fig.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처

리된 미세조직은 약 13μm의 평균입자 크기이다. 
Fig. 4(b)는 UNSM처리 후 시험편 표면근방에서 

결정입계의 크기가 미세화 혹은 나노결정(nano 
crystal)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입자 크기는 감소하였고 입자의 결정수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UNSM처리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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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micro-Vickers hardness from 
surface to depth 

Fig. 6 Compressive residual stress of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treated 
Inconel 718 alloy

Fig. 7 S–N curves of RFT of the annealed Inconel 
718 alloy before and after UNSM treatment 
and the hydrogen attack simulated specimens 
(under 72 h, 85 h & 120 h at 100 bar and 
300 ℃)

처리의 영향을 받는 나노 입자 표면층의 두께는 

약 50 ㎛이다. 이와 같은 결정입의 크기가 감소하

면서 UNSM의 영향을 받는 표면층의 두께가 증

가하는 것은 Fig. 6의 압축잔류응력의 크기변화에

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Ti-6Al-4V의 합금강에서

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되어있다.(16)

Fig. 5는 미처리재와 UNSM처리재의 깊이 방향

에 따른 경도치(Hv)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UNSM 처리재의 표면경도는 미처리재보다 최대 

34 %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도치의 변화에서 

UNSM 기술은 시험편 표면상의 경도를 크게 상

승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높은 경도치는 표면

에서 내부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면상의 경도치의 증가는 내

구성 향상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다.(9~16) 이러한 

표면처리기술은 상당한 표면내부 압축잔류응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다.(16) 일반적으로, 
상부 표면에서는 매우 높은 압축잔류응력이 형성

되고 있지만, 상면으로부터의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응력값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인코넬 718의 최대압축잔류응력은 Fig. 6에서 

250 μm 두께까지 깊게 형성되었고, 표면에서는 

약 1,860 MPa 및 1,570 MPa의 매우 큰 압축잔류

응력이 형성되었다. 이 압축잔류응력의 깊이에 

따른 변화는 x-ray회절법으로 측정되었다.(9) 즉 시

편의 UNSM처리에 의한 최대압축잔류응력은 표

면상에서 형성되었고 서서히 감소하지만 유효깊

이가 매우 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큰 압축잔

류응력의 형성과 유효깊이가 큰 것이 피로한도의 

증가와 피로수명이 연장되는 피로특성과 깊은 연

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압축잔류응력은 피로

수명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

로 다른 보고서에서 발표되고 있다.(9~16) 압축잔류

응력의 값은 UNSM처리조건의 총 충격하중이 증

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증가하였다.

3.2 S-N 곡선과 피로특성

Fig. 7은 인코넬 718의 여러조건에서 실시된 피

로시험의 S-N곡선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즉 

실온에서 미처리재의 회전굽힘피로시험에 의해 

얻어진 S-N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고 약 475 MPa
에서 피로한도가 나타났다. 
또 이 그림에는 UNSM처리된 인코넬 718 시험

편의 회전굽힘피로시험에 의해 얻어진 S-N 데이

터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미처리

재에 비해서 UNSM처리재의 피로수명은 전영역

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장수명 영역에서 피

로수명의 증가는 명백하게 나타났다. 즉 700 MPa
에서 100배, 600 MPa에서 1000배 이상 피로수명

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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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fractography of small surface crack 
initiation site of untreated specimen (RFT, 
Max. bending stress;700 MPa, Nf =8.76×104); 
magnification of ×100

(a) The fractography of small surface crack 
initiation site, growth and coalescence of the 
hydrogen attack simulated specimen

(b) The fractography of high magnification of 
×100 of (a), shows a lot of small surface 
crack initiation, growth and coalescence of 
the hydrogen attack simulated specimen 

Fig. 9 The fractography of surface crack under 120 
h at 100 bar and 300 ℃. (RFT, Max. 
bending stress: 400 MPa, Nf = 3.23×106); 
magnification of ×100

이와 같은 UNSM표면처리 효과가 피로수명과 

내구성을 향상시킨다는 경향은 조직의 미세화, 
표면경도 상승 및 압축잔류응력에 의한 것으로 

다른 재료에서도 비숫한 특성이 나타났다.(9,10,16)

Fig. 7에는 실온에서의 미처리재의 3가지 수소

취화재(100 bar, 300 ℃에서 72 h, 85 h 및 120 h) 및 

120 h의 수소취화재의 UNSM처리된 인코넬 718 
시험편의 회전굽힘피로시험에 의해 얻어진 S-N 
데이터를 각각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

서 3가지 수소취화재(즉 72 h, 85 h 및 120 h) 사이

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기존의 미처리재의 S-N곡

선보다 피로수명이 약 10~20 %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 그림에서 수소취화재의 피

로수명은 미처리재의 절점(knee point)이 생기는 

475 MPa 이하에서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그 

원인으로 표면층이 수소침투에 의하여 인성이 줄

어 취화되었기 때문에 수소유기(hydrogen induced)
에 의한 작은 표면균열이 티어링(tearing)하면서 

발생, 성장 및 합체하기 때문이다. 
문헌(6,7)에서는 인코넬 718로 수소환경하에서 

push-pull mode의 피로시험을 실시하였고, 본 연

구는 수소취화 후 대기 중에서 회전굽힘피로시험

을 하였지만 미처리재보다 피로수명이 감소하는 

경향은 서로 같았다. 이러한 피로한도의 감소의 

원인은 다음 절의 피로표면관찰에서 다시 검토하

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소된 수소취화재의 피로수명

의 향상을 위하여 120 h 수소취화된 시험편을 

UNSM처리한 후 피로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

의 결과를 Fig. 7에서 ■표시로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UNSM표면처리 방법이 수소저장용기의 

보수, 수리에서 내구성 향상에 얼마나 유익한가

를 알 수 있다. 즉 700 MPa에서 10배 이상, 600 
MPa에서 20배 이상의 피로수명이 증가하였다.

3.3 피로파단면 및 표면의 작은 균열의 거동

 3.3.1 피로파단면에서의 관찰

 1) 미처리재의 피로파단면에서의 관찰

Fig. 8은 미처리된 인코넬 718의 파단면상에서 

발생, 성장된 작은 표면균열(700 MPa, Nf = 8.76×

)의 특징을 100배로 나타내고 있다. Fig. 8상
의 파단면상에는 화살표로 나타낸 표면균열은 피

로파단을 유도한 주균열(main crack)이며, 복수의 

표면균열이 발생, 성장, 합체하면서 피로파면을 

형성하였고, 다른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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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fractography of high magnification of
×350, shows small surface cracks behaviors 
of the hydrogen attack simulated specimen 
under 120 h at 100 bar and 300 ℃. (RFT, 
Max. bending stress: 600 MPa, Nf =2.35×105)

Fig. 11 A typical example of the randomly distributed
small cracks. The images were duplicated by 
tracing in the photo of A’ area of Fig. 9(b)

 2) 수소취화재의 피로파단면 관찰

Fig. 9는 120 h 취화재의 피로파단면과 표면을 응

력레벨의 종류(400 MPa 및 600 MPa)에 따라 주사

형 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으로 관찰한 경우를 각각 정리하였다.

Fig. 9(a)은 120 h 수소취화재의 400 MPa(Nf= 
3.23x106)의 파단면을 100배의 배율로 관찰한 경

우이다. 그림상에 A를 중심으로 점선과 화살표로 

표시한 것은 작은 표면균열의 발생, 성장, 합체과

정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작은 반원/반타원형 형

태로 성장하다가 인근의 작은 표면균열과 합체하

므로 형상이 변하는 경우를 여러개의 화살표와 

점선의 종류에 따라 각각 나타내었다. A의 왼쪽

에 형성된 작은 화살표로 표시된 초기의 미소한 

3개의 표면균열(50~110 ㎛)과 합체하기 위하여 왼

쪽으로 성장하다가, 오른쪽으로 성장 합체하는 

작은 표면균열의 특성(17~19)의 관찰이 가능하다. 
그림 상에서 초기표면균열의 관찰면에서 90도 직

각인 시험편 표면상 A’를 관찰한 경우가 Fig. 
9(b)이다. 

Fig. 9(b)는 Fig. 9(a)의 시험편의 표면상의 초기

미소균열의 발생지점을 500배로 확대하면서 미소

균열의 발생을 관찰한 SEM사진이다. 이 그림상

의 A’영역은 많은 복수표면균열이 티어링하면서 

발생, 성장, 합체하므로 이 작은 표면균열의 정량

적인 분석과 균열밀도는 Fig. 11에서 다시 설명하

기로 한다.
Fig. 10은 120 h 수소취화재의 600 MPa (Nf = 

2.35×105)의 초기미소균열의 발생지점을 350배의 

배율로 관찰한 경우이다. 이 그림상의 파단면상

에는 화살표로 나타낸 표면균열은 피로파단을 유

도한 균열이며, 그림과 같이 복수의 표면균열이 

발생, 성장, 합체하면서 피로파면을 형성함을 관

찰할 수 있었다. 이 사진에서 미소균열의 발생은 

13μm 이하의 표면균열이 수소취화부에서 발생

하여 인접의 작은 미소균열들과 여러 단계로 합

체하면서 성장, 파단됨을 나타내는 SEM사진의 

예이다. 본 파단면의 SEM사진 관찰에서 수소취

화재에는 VHCF에서 널리 관찰되는 어안균열은 

관찰되지 않았다.(9,15,16)

3.3.2 수소취화재의 표면균열의 발생, 성장, 합체

과정

Fig. 11은 Fig. 9(b)상의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

분 A’ 영역을 확대하여 스케치한 그림이다. 즉 수

소취화재에서 티어링하면서 발생, 성장, 합체, 파
단되는 작은 표면균열의 특성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스케치한 자료이다. 
Table 3은 Fig. 11의 그림상에서 관찰된 작은 

표면균열의 균열길이별 균열갯수를 셈하여 길이

별의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에서 대부분

의 작은 표면균열은 수소취화의 영향으로 평균입

경(13μm)보다 작은 균열의 비율이 약 80 %를 차

지하였다. 또 Fig. 11에서 82개의 작은 표면균열

이 발생, 성장, 합체, 티어링되면서 파단되므로, 
균열의 밀도는 약 0.012개/mm2이다.

Fig. 12는 120 h 수소취화재의 600 MPa(Nf= 
2.35×105)의 파단면을 1000배의 배율로 관찰한 

SEM 사진이다. Fig. 12의 스케치한 그림과 같이 

많은 표면균열의 관찰이 가능하다. 이 그림에서 

수소취화재의 피로수명 및 피로한도의 감소는 수

소취화에 의해 생긴 결정입 크기, 또는 이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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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crack lengths at crack number
and cumulative probability of fracture at the
images of Fig. 11

Crack length
(μm)

Crack number
(ea)

Percent 
(%)

Cumulative 
freq. (%)

below 3.56 28 34.1 34.1
7.13 19 23.2 57.3

10.69 15 18.3 75.6
14.26 7 8.5 84.1
17.82 0 0 84.1
21.39 1 1.2 85.3
24.95 4 4.9 90.2
28.51 1 1.2 91.4
32.08 2 2.4 93.8
35.64 1 1.2 95.0
39.21 3 3.7 98.7

more than 
42.77 1 1.2 99.9

Table 4 Distribution of crack lengths at crack number
and cumulative probability of fracture at the
microphoto of Fig. 12

Crack length
(μm)

Crack 
number(ea)

Percent 
(%)

Cumulative 
freq. (%)

below 3.93 15 20.27 20.27
7.87 24 32.43 52.70
11.8 8 10.81 63.51

15.74 3 4.05 67.56
19.67 5 6.76 74.32
23.61 3 4.05 78.37
27.54 2 2.7 81.07
31.48 2 2.7 83.77
35.41 1 1.35 85.12
39.34 0 0 85.12
43.28 2 2.7 87.82
47.21 1 1.35 89.17
51.15 1 1.35 90.52
55.08 2 2.7 93.22
60.98 1 1.35 94.57
64.92 1 1.35 95.92
71.8 1 1.35 97.27

more than 80 1 1.35 98.62

Fig. 12 The fractography of high magnification of 
×1,000, shows a lot of small surface crack 
of the hydrogen attack simulated specimen 
(600 MPa, Nf=2.35×105)

작은 많은 표면균열이 티어링하면서 발생, 성장, 
합체 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작은 표면균열

의 발생, 성장, 합체 거동은 탄소강의 고응력 레

벨에서 관찰된 보고와 유사한 현상이다.(17~19,21) 그
러나 이 수소취화재에서는 합체된 균열의 폭이 

크게 갈라지면서 생기는 수소유기에 의한 티어링

현상이 동시에 생기면서 표면균열의 발생, 성장, 
합체가 진행되었다. 보통 피로한도가 생기지 않

는 부식피로는 부식공(corrosion pit)(20)이 다수 발

생하고 이 부식공에서 피로균열이 발생하여 성

장, 합체하면서 파괴되는 경우인데 본 연구의 결

과는 이것과는 다른 현상이다.
Table 4는 Fig. 12의 그림상에서 관찰된 작은 

표면균열의 균열길이별 균열갯수를 셈하여 길이

별의 비율로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에서 대부분

의 작은 표면균열은 수소취화의 영향으로 평균입

경(13 μm)보다 작은 균열의 비율이 약 65 %를 

차지하고 있다. 작은 표면균열의 비율이 Table 3
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높은 응력(600 MPa)에서

는 400 MPa보다 합체 및 티어링을 많이 하여 작

은 균열개수가 감소한 것이 그 원인이다. 또 Fig. 
12의 관찰된 SEM사진에서 74개의 작은 표면균열

이 티어링하면서 발생, 성장, 합체하므로 균열의 

밀도는 약 0.0073개/mm2이다.
R.O. Ritchie 등(4)은 수소환경중의 인장시험에서 

입계파괴(IG, intergradular fracture)모드가 명백하

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

소취화후 대기중에서 회전굽힘피로시험을 실시하

므로 뚜렷한 IG형의 파면은 관찰할 수 없었지만, 
표면상에서 많은 작은 표면균열이 티어링하면서 

생기고, 성장하면서 합체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티어링되는 원인은 이 IG형 파단모드가 티어링과

정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것에 관한 추

가의 연구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복수로 발생한 많은 수소유기형 작은 

표면균열은 Fig. 9(b)와 Fig. 12와 같이 불규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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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Normal distribution of the cumulative
probability of fracture to crack lengths by 
the data of Table 3 and Table 4

Fig. 14 The fractography of high magnification of 
×10,000, shows the depth of hydrogen
attack at a simulated specimen

      (a)         (b)            (c)
Fig. 15 Schematic diagram of initiation, growth, 

coalescence and tearing of a major small 
surface cracks at the hydrogen attacked 
Inconel 718

으로 분포하며 이 작은 표면균열이 티어링하면서 

발생, 성장, 합체하면서 티어링하는 현상은 균열

선단에서 응력확대계수 K가 큰 쪽으로 성장, 합
체하므로 가속되어 피로수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7~19)

Fig. 13은 Table 3과 Table 4의 자료를 정규확률

지상에 작은 표면균열의 길이와 응력레벨에 따라 

누적상대도수로 정리한 것으로 절점이 있는 두 개

의 선형으로 표시되는 성질은 탄소강의 자료(18,19)

와 고장력강의 부식피로(20)와 비숫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Fig. 14는 티어링하면서 발생하는 수소유기형 

표면균열의 깊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10,000배로 

확대 관찰한 SEM 사진이다. 사진과 같이 수소침

투로 인한 수소유기형에 의한 표면균열의 발생은 

약 0.9 ㎛의 깊이로 갈라지면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3.3.3 수소유기 표면균열의 발생 및 성장 모델

수소는 금속 내부로의 침투와 투과가 가장 원

활한 원소이며, 침투한 수소원자는 금속 내의 격

자결함 및 천이원소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수소손

상을 유발한다.(1,2) 특히 수소로 인한 재질손상은 

금속의 연성을 저하시켜 응력이 작용하면 작은 

표면균열의 발생이 Fig. 15의 모델처럼 인장성분

에 수직한 결정경계면에서 티어링하면서 쉽게 형

성되었다.
Fig. 15(a)는 피로시험 전에 수소취화된 결정입

계의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즉 수소침투로 인한 

수소손상을 받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Fig. 15(b)는 수소손상 상태로 피로하중이 작용하

면 인장성분에 의하여 표면균열이 약 10 ㎛의 길

이와 약 0.9 ㎛의 깊이로 갈라지면서 발생함을 나

타내고 있다.
이렇게 티어링에 의하여 발생된 수소유기형 표

면균열은 Fig. 15(c)와 같이 응력확대계수 K가 큰 

쪽으로 티어링하면서 성장, 합체과정을 통하여 

능(cliffs)를 형성하면서 표면상에서 진전되고 또 

인성이 큰 내부방향으로도 진전하게 된다. 
즉 미처리재상의 피로과정은 다음과 같다; Slip 

band ⇨ Persistant Slip Band(PSB) ⇨ Small surface 
crack initiation ⇨ Growth ⇨ Coalescence ⇨ Fracture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수소취화재상의 피로과정은 티어링하면

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Hydrogen induced 
small surface crack initiation ⇨ Growth ⇨Coalescence 
⇨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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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실온에서 미처리재와 미처리재의 UNSM처리재, 
미처리재의 3가지 수소취화재(100 bar, 300 ℃에서 

72 h, 85 h 및 120 h) 및 120 h 수소취화재의 

UNSM처리재, 즉 총 6종의 인코넬 718 시험편의 

회전굽힘피로시험에 의해 얻어진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3가지 수소취화재(72 h, 85 h 및 120 h)의 취

화시간에는 피로수명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기존

의 미처리재의 S-N곡선보다 피로수명이 약 10~ 
20 %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수소취

화재는 미처리재에 비하여 부식피로나 비철재료

처럼 피로한도 없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2) 시험편상에서 발생하는 표면균열은 수소취

화의 영향으로 평균입경(13μm)보다 작은 균열의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였다. 또 균열의 밀도는 

400 MPa에서 약 0.012개/mm2, 600 MPa에서 약 

0.0073개/mm2이였다. 이렇게 결정입계, 표면 흠 

등에 수소침투에 의한 취화현상으로 복수로 발생

한 많은 작은 표면균열은 불규칙적으로 분포하며 

균열선단에서 응력확대계수 K가 큰 쪽으로 티어

링하면서 성장, 합체, 가속되어 피로수명이 감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미처리재에 비해서 UNSM처리재의 피로수

명은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장수명 

영역에서 피로수명이 명백하게 증가하였다. 수소

취화된 시험편을 UNSM조건으로 처리한 후 피로

시험을 실시하면 700 MPa에서 10배 이상, 600 
MPa에서 20배 이상의 피로수명이 증가하였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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