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http://dx.doi.org/10.3740/MRSK.2016.26.7.353
Korean J. Mater. Res.
Vol. 26, No. 7 (2016)

353

고압 수소 가스 하 인장 시험을 이용한 두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강의 수소취화 특성 평가

이승용
1
·백운봉

2
·남승훈

2
·황병철

1†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산업측정표준본부

Hydrogen Embrittlement of Two Austenitic High-Manganese Steels

Using Tensile Testing under High-Pressure Gaseous Hydrogen

Seung-Yong Lee1, Un-Bong Baek2, Seung Hoon Nam2 and Byoungchul Hwang1†

1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01811, Republic of Korea
2Division of Industrial Metrolog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Daejeon 34113, Republic of Korea

(Received April 25, 2016 : Revised May 15, 2016 : Accepted May 16, 2016)

Abstract The hydrogen embrittlement of two austenitic high-manganese steels was investigated using tensile testing under

high-pressure gaseous hydrogen. The test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different kinds of austenitic alloys containing

Ni, Mn, and N in terms of stress and ductility. It was found that the ultimate tensile stress and ductility were more remarkably

decreased under high-pressure gaseous hydrogen than under high-pressure gaseous argon, unlike the yield stress. In the

specimens tested under high-pressure gaseous hydrogen, transgranular fractures were usually observed together with

intergranular cracking near the fracture surface, whereas in those samples tested under high-pressure gaseous argon, ductile

fractures mostly occurred. The austenitic high-manganese steels showed a relatively lower resistance to hydrogen embrittlement

than did those with larger amounts of Ni because the formation of deformation twins or microbands in austenitic high-

manganese steels probably promoted planar slip, which is associated with localized deformation due to gaseous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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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수소연료 자동차에 장착되는 고압 수소 저장탱크

의 압력 범위는 20~875 bar 정도로 오스테나이트계 316

스테인리스강은 이들 환경에서 강도와 인성, 내수소성 등

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용 소재로 잘 알려져 있다.1) 이

소재는 70 MPa 고압 수소 가스 하에서도 기계적 특성

의 저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합금조성이

나 시험 조건에 따라 수소취화(hydrogen embrittlement)

현상이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2-5) 특히 오스테

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서 Ni 함량이 낮은 경우 오스

테나이트 안정도(austenite stability)가 감소하여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deformation-induced martensite) 변태가 일

어나 수소취화 저항성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3-5)

실제로 관련 연구자들은 다양한 오스테나이트 안정도 지

표(Nieq, Md30, Ms식 등)를 이용하여 오스테나이트계 합

금의 내수소취화 기준을 Ni 함량 12.5 wt% 이상으로 보

고한 바 있다.6)

한편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Ni을 Mn, N와 C

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한 오스테나이트계 합금의 개발

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7-9) 이들은 오스테나이트계 스

테인리스강과 비슷한 오스테나이트 안정도와 우수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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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인성 등을 가지며,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높은 장

점을 가지고 있어 고압 수소 저장탱크용 후보소재로 고

려될 수 있다.10,11) 이들 중 다량의 Mn을 첨가한 고망

간강(high-manganese steel)은 상온 및 극저온에서 적절

한 적층결함 에너지(stacking fault energy, SFE)를 갖도록

설계되어 고강도와 고연성 및 인성을 동시에 가지며, 또

한 비자성, 내마모성 등의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어 자

동차, LNG 저장용기 및 배관, 라인파이프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12,13) 따라서 강도적인 측면에서 고

려해볼 때 상용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보다 상온

에서 약 1.5~2배 높은 항복 및 인장강도를 가지기 때문

에 고압 수소 저장탱크용 소재로 적합하지만, 고압 수

소 가스 하 수소취화 특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실제로 몇몇 후보소재들은 기존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유사한 오스테나이트 안정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수소취화 현상이 발생되는 문

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

의 고망간강을 상온 고압 수소 가스 하 인장 시험을 이

용하여 기계적 특성을 평가한 후 기존 상용 오스테나이

트계 합금들과 비교하여 고망간강의 수소취화 특성을 고

찰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합금은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 ‘A 강(Steel A)’, ‘B 강(Steel B)’로 각각의 화학조성

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두 합금의 화학조성을 비교해

보면, Fe-Mn-C계를 기본으로 각각의 시편에 Cr과 Al이

4.5 wt%, 1.5 wt%씩 첨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Fe-Mn-

C계 고망간강의 변형기구는 합금원소에 의존하는 적층결

함 에너지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Mn과 Al, C의 첨가

는 적층결함 에너지를 증가시키며, Cr의 첨가는 이를 감

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B 강은 A 강보다 적층결함 에너지가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고망간강은 상온에서 오스테

나이트 단상을 얻기 위해 900 oC 이상의 온도에서 열간

압연한 후 급랭되었다. 제조된 시편의 미세조직은 압연

판재의 T-S(transverse-short transverse) 면을 연마하고 3

% 나이탈 용액으로 에칭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

고, 미세조직의 결정립 크기는 ASTM E 112 표준 시험

법에 따라 일정 길이의 선 내 입계 수를 세어 평균 결

정립 크기를 계산하였다.

인장 시편은 ASTM G14216)에 준하여 표점거리 28.6

mm, 지름 6.0 mm의 봉상 형태로 인장 방향이 압연 수

직 방향과 평행하도록 가공하였다. 인장 시험은 한국표

준과학연구원에 있는 고압 수소 가스 하 in-situ 역학 특

성 측정장비(MTS Criterion Model 45)를 이용하였으며,

두 강의 압력 환경은 각각 10 MPa, 70 MPa이고, 변형

률 속도는 6.67 × 10−5 s−1, 3.33 × 10−4 s−1로 상온 고압 수

소 및 아르곤 가스 하에서 실시되었다. 인장 시험 후 시

편의 파단된 부근을 실체현미경으로, 파면을 주사전자현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이하 SEM)으로 각각

관찰하였다.

 

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조된 두 고망간강의 변형 전 미세조직

사진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두 시편 모두 이차상이 없

는 오스테나이트 단상 조직을 가지며, 미세조직이 압연

방향으로 연신된 형태를 나타낸다. 이들의 결정립 크기

는 25.9 µm와 16.6 µm로 측정되었으며, 열역학 데이터를

이용한 적층결함 에너지 계산결과 23.9 mJ/m2, 31.7 mJ/

m2로 나타났다(Table 1). 두 고망간강의 적층결함 에너

지는 모두 변형 쌍정이 주로 발생하는 범위에 속하는데

Mn과 Al 함량이 높은 B 강이 A 강보다 상대적으로 높

은 적층결함 에너지를 가졌다.17)

고압 수소 및 아르곤 가스 하에서 인장 시험한 응력

-변형률 곡선과 그 결과 값을 각각 Fig. 2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아르곤 가스 하에서 시험된 두 고망간강의

결과 값을 대기 중에서 시험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강

도는 큰 차이가 없고 연성은 다소 감소한 반면, 수소 가

스 하에서는 두 강의 인장강도와 연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아르곤 가스 하 대비 수소 가스 하에서 연성의 저하

를 쉽게 이해하고자 상대적 연성 감소율(relative ductility

reduction)을 계산하였다(Table 2). 그 결과 연신율과 단

면적 감소율은 수소 가스 하에서 아르곤 가스 하 대비

약 25~40 %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파단된 시

편의 표면부를 관찰한 Fig. 3을 통해서 볼 때 수소 가

스 하 시편 표면에서 발생된 균열들이 시편 내부로 전

파하여 연성을 크게 저하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grain size and stacking fault energy(SFE) of steel A and steel B specimens.

Specimen
Chemical composition (wt%) Grain size 

(µm)
SFE (mJ/m2)

Mn Cr Al C Fe

Steel A 24.5 4 - 0.45
Bal.

25.9 23.9

Steel B 30 - 1.5 0.2 16.6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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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ptical micrographs of undeformed (a) steel A and (b) steel B.

Fig. 2.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of (a) steel A and (b) steel B under high-pressure gaseous argon(Ar) and hydrogen(H2).

Table 2. Tensile properties of steel A and steel B specimens under atmospheric and under high-pressure gaseous Ar and H2. 

Specimen Condition
Elastic 

modulus (GPa)

Yield stress 

(MPa)

Ultimate tensile 

stress (MPa)

Elongation 

(%)

Reduction of 

area (%)

Steel A

Atmospheric - 393 875 72.1 58.0

10 MPa Ar 168 379 910 60.9 49.7

10 MPa H2 164 380 685 20.8 19.2

Relative ductility reduction* - - - 65.8 61.4

Steel B

Atmospheric - 416 671 42.7 -

70 MPa Ar 191 418 680 36.2 64.7

70 MPa H2 174 426 582 10.8 15.7

Relative ductility reduction* - - - 70.2 75.7

*Relative ductility reduction (%) = (ductility in Ar − ductility in H2) / ductility in Ar × 100 

Fig. 3. Fracture appearances of tensile specimens deformed under high-pressure gaseous (a) 10 MPa H2, (b) 70 MPa H2 and (c) 70 MPa

Ar for high-manganese steels.



356 이승용·백운봉·남승훈·황병철

면 아르곤 가스 하에서 파단된 시편은 표면부에서 뚜렷

한 균열이 관찰되지 않고 충분한 소성변형에 의한 네킹

이 나타났다. 따라서 고압 수소 가스는 시편 표면에 균

열 발생을 유도하고, 균열 첨단부에서 원자간 결합에너

지를 약화 또는 전위의 이동도를 증가시켜 연성을 감소

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18,19)

고망간강 시편들의 파면을 표면부와 중심부로 나누어

SEM으로 관찰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고압 수

소 가스 하에서 두 강은 파면 위치와 관계없이 입계를

따라 전파된 균열들과 입내파괴(transgranular fracture)가

Fig. 4. SEM fractographs showing the surface and center regions of tensile specimens deformed under high-pressure gaseous (a) and (d)

10 MPa H2, (b) and (e) 70 MPa H2 and (c) and (f) 70 MPa Ar for high-manganese steels.

Fig. 6. Comparison of the (a) elongation and (b) reduction of area for high-manganese steels and other austenitic alloys tested under high-

pressure gaseous H2 and Ar/Air.
10,21)

Fig. 5. Comparison of the (a) yield stress and (b) tensile stress for high-manganese steels and other austenitic alloys tested under high-

pressure gaseous H2 and Ar/Air.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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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균열들의 수는 표면부에서

높은 빈도로 관찰되는데, 이는 상온에서 오스테나이트 내

수소의 느린 확산속도로 인해 시편 표면의 수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4,20) 이에 반해 아르곤 가스 하

에서 파단된 고망간강 시편들은 미소 공동(microvoid)의

형성과 합체에 의해 크고 작은 딤플들(dimples)이 복합

적으로 형성되는 연성파괴가 주로 발생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시험된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강과 상용

오스테나이트계 합금들의 10 MPa 아르곤 및 수소 가스

하 기계적 특성을 비교하여 Fig. 5와 Fig. 6에 나타내었

고 가스 압력이 다른 경우 별도로 기입하였다.10,21) 항복

및 인장 강도를 살펴 보면(Fig. 5), 모든 오스테나이트

계 합금들은 수소 및 아르곤 가스 하에서 항복 강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인장 강도는 수소 가스 하에서

일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n이 다량 첨가

된 합금들의 경우 아르곤 가스 하 대비 수소 가스 하

에서 인장 강도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경향은 수소 가스와 아르곤 가스 하에서의 연성을

나타낸 Fig. 6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수소 가스 하

인장 시험 시 나타난 이러한 강도와 연성의 감소는 수

소취화의 전형적인 특징이다.1-6,10,11) 한편 다량의 Ni을 함

유한 316 스테인리스 강은 수소취화에 의한 기계적 특

성의 저하가 크지 않았다. 이를 통해 316 스테인리스 강

과 같이 Ni 함량이 높거나 오스테나이트 안정도가 높을

수록 수소취화 저항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면 준안정 304 스테인리스강의

경우에는 Ni 함량 차이로 오스테나이트 안정도가 변화

하여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일어나 수소취화 저

항성이 달라지기도 한다.3,4,6,21) 최근 문헌에 의하면 Mn

을 다량 첨가한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강의 경우 오스

테나이트 안정도가 높고 변형 중에 마르텐사이트 변태

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소취화가 일어나기도

한다.10) 이는 수소취화 여부와 그 저항성을 오스테나이

트 안정도 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외부 시험 조건과

함께 다른 인자들의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최근 T. Michler 등10)은 고망간강을 포함한 다양한 오

스테나이트 합금의 수소 가스 하인장 특성을 평가하고,

그 합금들의 본질적인 변형기구를 토대로 수소취화 저

항성을 해석하였다. 그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소가 재료

내부에 존재하면 적층결함 에너지 감소와 평면 슬립

(planar slip)을 활성화시켜 국부적인 변형을 유발시키는

데 Fe-Cr-Ni 합금계에서 Ni은 오스테나이트 안정도와 적

층결함 에너지를 증가시키며, 나선 전위에 의한 교차슬

립(cross-slip)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Ni 함

량의 경우에는 높은 수소취화 저항성을 나타낸다고 설

명하였다. 반면 Fe-Cr-Mn-N계 고질소강은 질소의 다량

첨가에 의한 단범위 규칙도(short range ordering, SRO)

가 발생되고, Fe-Mn-C계 고망간강은 기계적 쌍정 또는

미세밴드(microband)가 형성되기 때문에 평면 슬립(planar

slip)이 더욱 활성화된다. 따라서 이들 소재는 수소에 의

한 국부적인 변형과 결정립계 또는 쌍정입계에 전위 집

적이 심하게 일어나 낮은 수소취화 저항성을 갖는 것으

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Gavriljuk 등22)은 고체물리 해석

을 토대로 수소 주입 고망간강 시편들의 내부마찰을 측

정한 결과 보다 낮은 응력에서 높은 전위속도와 전위 움

직임 활성화가 나타난 이유를 페르미 준위(Fermi level)

에 국부적으로 증가된 자유전자 밀도에 의한 국부적 전

단계수(local shear modulus)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고하

였다. 이 주장에 따르면 페르미 준위에서 높은 자유전자

밀도를 갖는 Ni, Cu, Al는 낮은 자유전자 밀도를 갖는

Cr, Mn, Mo 보다 수소취화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성이 다른 2종류의 고망간강에 대하

여 고압 수소 및 아르곤 가스 하에서 인장 시험을 실

시한 후 인장 특성 및 파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고압 아르곤 가스 하 대비 고압 수소 가

스 하에서 고망간강의 항복 강도는 큰 영향을 받지 않

는 반면, 인장 강도와 연성은 감소되어 수소취화 현상이

나타났다. 파면 분석 결과 입계를 따라 전진된 균열들이

관찰되며, 입내 파괴 양상도 나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시험된 고망간강과 상용 오스테나이트계 합금들의

인장 특성을 비교한 결과 고망간강은 상대적으로 높은

오스테나이트 안정도와 적층결함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일어나지 않는 소재임에도 불구하

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소취화 저항성을 나타내었다. 이

는 Mn 첨가에 따른 평면 슬립의 활성화로 수소에 의한

국부적인 변형이 더욱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

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조건에서의 시험과 분석 방법을

통해 수소취화 기구를 설명하고 있으나 분석된 소재에

따라 각자 주장하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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