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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Liquefied Natural Gas)는 메

탄(CH4)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를 -162℃로 냉각

하여 그 부피를 1/600로 줄인 무색, 투명한 극저온 액체

를 지칭한다. LNG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LNG 운반선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LNG 운반선의 내조 시

스템은 운전 조건에 따라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의 선정

이 중요하다. 내조 시스템은 멤브레인(Membrane) 형식

으로 제작이 되며, 이러한 멤브레인 재료는 성형성이 

뛰어나고 용접성, 내식성, 인장강도 및 피로강도가 우수

해야 한다. 따라서 멤브레인 재료는 STS300계열의 스테

인리스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STS300계열의 

스테인리스강 중, STS304L은 극저온에서 좋은 파괴저

항을 가지며, 연성 취성 천이온도가 나타나지 않고, 온

도가 내려갈수록 인장 및 피로강도가 증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
. 

이러한 STS304L을 사용한 멤브레인 저장탱크는 온

도에 따른 내조의 수축과 팽창을 멤브레인 자체에서 흡

수하도록 고안한 것으로, 저장탱크 내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변형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스테인리스강의 

극저온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다. 박웅섭 

등2)은 선박 및 해양구조물용 극저온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STS 300계열의 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알

루미늄 합금, 니켈 강 합금에 대해 온도 및 변형률 속도

에 의존하는 통합 구성방정식 및 재료상수의 결정법을 

제안하였다. 홍진한 등3)은 STS304에 대한 극저온 거동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하여 실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Watson 등4)은 다양한 냉간압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리스강에 대하여 저온 특성을 보고하였다. 이때 기계적 

특성은 저온에서 형성된 마르텐사이트 변태량에 의존

한다고 하였다. 이는 마르텐사이트의 양이 증가함에 따

라 경도와 인장강도는 비례하여 증가하는 반면 연신율

은 빠르게 감소하다가 특정 값 이상이 되면 서서히 감

소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20년 이상 운용된 STS304L 소재(이

하 ‘사용재’)의 멤브레인에서 직접 채취한 시편을 이용

하여 상온 및 극저온(-162℃)에서 인장 및 고주기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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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용재의 인

장 및 고주기 피로특성은 사용 환경에 따른 STS304L 

소재의 특성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멤브레인 재료로 

사용되는 STS304L 모재(이하 ‘모재)와 비교 평가하였

다. 실제 20년 이상 운용된 멤브레인의 화학조성 및 상

변화에 대하여 EDS 및 XRD 분석을 수행하고, 재료의 

피로수명 예측 및 신뢰도를 보증하기 위한 P-S-N 선도

를 작성하였다. 또한 모재 및 사용재의 상온 및 극저온 

파괴기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험 후 파단면에 대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시험 방법

2.1 재료 및 시험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실제 20년 운용된 멤브

레인에서 직접 채취한 STS304L 소재의 사용재 및 

STS304L 모재이다. Table 1은 STS304L의 모재 및 사

용재에 대한 화학적 성분비를 EDS 분석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모재 및 사용재의 화학적 조성비는 성

분의 차이를 미미하게 나타내고 있으나 유사한 조성을 

지니고 있다. Table 2는 STS304L의 모재 및 사용재에 

대한 XRD 분석을 이용하여 마르텐사이트 변태량 측정

값을 나타낸 것이다. Fig. 1은 모재 및 사용재에 대한 

EDS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재와 사용재의 화학

적 조성비는 성분의 차이를 미미하게 나타내고 있으나 

유사한 조성을 지니고 있다. Fig. 2는 모재 및 사용재에 

대한 XRD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재 및 사용재

의 마르텐사이트 분율은 각각 2.28% 및 6.1%, 오스테

나이트 분율은 각각 97.7% 및 93.9%로 나타나고 있어 

사용재의 마르텐사이트분율이 모재보다 3.28% 더 크

게 나타났다. Fig. 3은 ASTM E85)과 ASTM E4666)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장 및 피로 시험편을 나타낸 것이다.

(a) Base material (b) Used material

Fig. 1. Results of EDS for base and used materials.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used and base STS304L.

STS304L Si Mn Ni Cr Fe

Base material 0.58% 1.22% 9.99% 18.59% 71.2%

Used material 0.39% 1.66% 8.92% 17.73% 71.4%

Table 2. Results of XRD for used and base STS304L.

STS304L Martensite Austenite

Base material 2.28% 97.7%

Used material 6.1% 93.9%

(a) Base material (b) Used material

Fig. 2. Results of XRD for base and used materials.

(a) Tensile specimen

(b) Fatigue specimen

Fig. 3. Configuration and dimension of specimens [unit : mm].

2.2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10 kN 용량의 만능재료 시험기인 MTS 

810을 이용하였다. 시험 속도는 변위제어 방식으로 1 

mm/min으로 수행하였다. 본 시험의 온도 조건은 상온 

및 -162℃이다. 극저온 온도의 환경은 자체설계 제작한 

액체질소 주입용 단열용기 (chamber)를 인장시험에 적

용하였다.

2.3 고주기 피로시험

고주기 피로시험은 MTS 810을 이용하였고, S-N 곡

선에서 107cycle에서의 피로응력 값을 피로한도로 정의

하였다. 시험 하중은 인장시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

반으로 실제 운용조건을 고려하여 최대 인장강도의 

50~9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피로하중의 파형은 정

현파이며, 주파수는 20 Hz, 응력비(R)는 0.1로 일정하

중진폭 하에서 시험하였다. 시험온도 조건은 상온과 

-1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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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S-N 선도 결정

피로시험은 극저온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장기간 시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수적인 피

로수명은 시험 후 작성한 S-N 선도로부터 JSME S0027)

에서 제시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확률론적인 P-S-N 

선도를 작성하여 예측하였다.

식(1)은 P-S-N 선도를 작성하기 위해 JSME S002에

서 제시한 식이다.

log     log ±  log (1)

 log  
 


 log   log (2)

여기서, 식(2)로 표현되는  log은 파단수명의 표

준편차 값을 의미한다. 은 피로시험 횟수, 는 작용

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N선도에서 얻

은 피로수명으로부터 식 (1)을 이용하여 대수 좌표계에

서의 절편() 대수 좌표계에서의 기울기( ) 그리고 

파단 수명의 표준편차 값 log을 산출하였으며, 이 

식을 사용하여 산출한 파괴확률 50%로부터 고주기 피

로수명을 예측하고, 파괴확률 10% 및 90%를 이용하여 

좀 더 보수적인 피로수명을 예측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인장시험 결과

Fig. 4는 모재 및 사용재에 대한 상온 및 -162℃에서 

응력-변위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선도에서 모재의 

인장강도 및 항복강도는 온도가 극저온으로 갈수록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온에서 STS304L의 특

징인 비선형경화 즉, 1차 항복이 나타난 후 임계변위

(threshold displacement)를 거치면서 2차 경화와 함께 

강도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2차 경화현상은 저온에서 항복강도를 초과

하는 과대응력이 발생하면서 재료가 오스테나이트로

부터 마르텐사이트의 부분적인 변태를 일으키는데서 

일어난다. STS304L은 상온에서 준안정적인 오스테나

이트 조직의 면심입장격자의 결정구조를 가진다. 이 

구조는 온도 감소에 따라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체심정

방격자구조로 변하기 때문에 상온 대비 저온에서 높은 

강도를 나타내며 연성이 낮아지고 있다8). Table 3은 모

재 및 사용재에 대한 인장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사용

재의 탄성계수는 모재 대비 약 14.7% 정도 크고, 항복

강도는 모재 대비 약 12.8% 큰 것으로 나타난다. 사용

Fig. 4. Comparison of S-N curves for base and used 

materials at room temperature and -162℃.

Table 3. Results of tensile test for base and used materials at 
room temperature and -162℃

STS304L Temp. Elastic modulus
(GPa)

YS
(MPa)

UTS
(MPa)

E.L.
(%)

Base 
material

R.T. 166.01 266 644 69

-162℃ - 353 1333 40

Used
material

R.T. 190.41 300 733 64

-162℃ - 389 1508 41

Fig. 5. Comparison of S-N curves for base and used 

materials at room temperature and -162℃.

재의 인장강도는 모재 대비 상온에서 약 13.8% 정도 

증가하고, -162℃에서는 대략 13.1% 증가하였다. 이는 

사용재의 마르텐사이트 분율이 모재의 분율에 비해 크

기 때문에 사용재의 강도는 모재의 강도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인다.

3.2 고주기 피로시험 결과

Fig. 5은 상온 및 -162℃에서 모재 및 사용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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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진폭 및 파단수명의 관계를 나타낸 S-N선도이다. 

이 때 온도에 따른 모재 및 사용재를 비교할 때, -16

2℃에서 모재 및 사용재의 피로수명은 상온보다 높은 

피로수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162℃에서 인장강도

가 상온보다 크기 때문에 우수한 피로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저온에서 피로수명은 변형 유

기의 마르텐사이트 변태에 의하여 재료 내에 존재하는 

균열의 성장이 억제되어 수명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

다. 상온 및 -162℃에서 사용재의 피로강도는 모재보다 

약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주기의 장 

수명으로 갈수록 피로강도의 차이는 감소하고 있다.

3.3 피로시험 결과의 통계적 처리

Fig. 6은 상온과 -162℃에서 모재 및 사용재의 P-S-N

선도를 재료 및 온도에 대해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Tables 4-7은 산출한 계수를 이용한 각 온도에서 10%, 

50%, 90%에 대한 P-S-N선도에 대한 식과 무한수명 기

준인 107cycle에서의 피로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107 

cycle에서 파괴 신뢰수준에 따른 피로강도인 피로한도

는 50% 파괴확률 P-S-N선도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 

P-S-N 선도 결과에서, 모재의 상온 피로한도 기준으로 

파손확률 10%, 50%, 90%의 모재 피로강도는 상온에서 

각각 386 MPa, 420 MPa, 456 MPa이며, 극저온에서 각

각 450 MPa, 480 MPa, 511 MPa이다. 이 때 극저온에

서 피로한도는 상온대비 약 12% 정도 크다. 사용재의 

상온 피로한도 기준으로 파손확률 10%, 50%, 90%의 

사용재 피로강도는 상온에서 각각 357 MPa, 407 MPa, 

464 MPa이며, 극저온에서 각각 412 MPa, 447 MPa, 

485 MPa이다. 극저온일 때 피로한도는 상온대비 약 

9% 정도 크다. 또한 상온에서 모재와 사용재의 P-S-N 

선도 분산은 극저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극저

온 환경이 피로수명에 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사료된다. 사용재와 모재의 P-S-N선도를 비교해

본 결과, 상온 및 극저온에서 사용재의 피로한도는 모

(a) (b)

(c) (d)

Fig. 6. P-S-N curves for base and used materials at room temperature and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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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S-N curves of fracture probability for base 

material at room temperature

Fracture
probability P-S-N curves

Endurance 
limit

50 % log N = 62.40 + (-21.12) log S 420 MPa

10 % log N = 63.17 + (-21.12) log S 386 MPa

90 % log N = 61.64 + (-21.12) log S 456 MPa

Table 5. P-S-N curves of fracture probability for base 

material at -162℃

Fracture
probability

P-S-N curves Endurance 
limit

50 % log N = 26.00 + (-7.09) log S 480 MPa

10 % log N = 26.20 + (-7.09) log S 450 MPa

90 % log N = 25.81 + (-7.09) log S 511 MPa

Table 6. P-S-N curves of fracture probability for used 

material at room temperature

Fracture
probability

P-S-N curves Endurance 
limit

50 % log N = 48.09 + (-15.72) log S 407 MPa

10 % log N = 48.92 + (-15.72) log S 357 MPa

90 % log N = 47.14 + (-15.72) log S 464 MPa

Table 7. P-S-N curves of fracture probability for used 

material at -162℃

Fracture
probability P-S-N curves Endurance 

limit

50 % log N = 22.23 + (-5.75) log S 447 MPa

10 % log N = 22.43 + (-5.75) log S 412 MPa

90 % log N = 22.03 + (-5.75) log S 485 MPa

재 대비 각각 약 3% 및 7% 정도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피로시험 결과로부터, 낮은 파

괴확률을 갖는 P-S-N선도는 모재와 사용재에 대한 피

로선도 설계기준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4 파단면 분석

Fig. 7은 상온 및 -162℃에서 STS304L의 모재 및 사

용재의 인장시험을 수행한 후 파단면을 1,000배로 

SEM 관찰한 것이다. 각 온도에 대한 파단면을 분석한 

결과, 모재 및 사용재의 파단면은 일반적인 연성재료

에서 나타나는 딤플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반면, -162℃에서 모재 및 사용재의 파단면은 상온과 

비교할 때, 연신율이 크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딤플

을 동반한 연성 파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딤플의 크기

(a) Base material at R.T. (b) Base material at -162℃

(c) Used material at R.T. (d) Used material at -162℃

Fig. 7. SEM images of fractured specimen after tensile test.

(a) Base material at R.T. (b) Base material at -162℃

(c) Used material at R.T. (d) Used material at -162℃

Fig. 8. SEM images of fractured specimen after fatigue test.

는 상온보다 현저히 작으며 이는 미소공동의 성장 및 

합체에 의하여 파괴가 급격하게 일어났음을 의미하고, 

저온에서 변태유기 마르텐사이트의 생성에 기인한 것

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모재 및 사용재의 상온 및 

저온에서 인장 파단면은 파괴기구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으며, 두 조건 모두 상온 및 고온에서 전형

적인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딤플에 의한 연

성파괴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Fig. 8은 상온 및 -162℃에서 STS304L의 모재 및 사

용재의 피로시험을 수행한 후 파단면을 10,000배로 

SEM 관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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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파단면은 인장시험과는 다르게 반복적인 사이

클에 의해 형성된 균열진전의 피로줄무늬(striation)를 

확인할 수 있다. Fig. 8(a) 및 (c)에서 나타나듯이, 모재 

및 사용재의 상온에서 피로파단면은 재료의 높은 연성

에 의하여 피로줄무늬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Fig. 8(b) 및 (d)에서 모재 및 사용재의 극저온에서 피

로파단면은 반복응력에 의한 피로줄무늬가 뚜렷하게 

발생되었다.

4. 결론 및 고찰

실제 20 년간 운용된 멤브레인에서 채취한 STS304L

의 사용재 및 모재에 대한 극저온 인장 및 고주기 피로

특성변화에 대하여 시험․평가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재 및 모재의 EDS 및 XRD를 통한 재료특성

을 분석한 결과, 모재와 비교하여 사용재의 화학적 조

성비의 Si는 약간 적고, 마르텐사이트의 양은 3.28% 더 

많다. 

(2) 사용재의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는 모재에 비해 

크다. 이는 사용재의 마르텐사이트 분율이 더 높기 때

문에 상온 및 저온에서 사용재의 기계적 특성이 큰 것

으로 판단된다.

(3) 사용재는 모재와 유사한 경향의 피로특성을 나

타내며, 극저온에서 사용재의 피로수명은 상온에서보

다 마르텐사이트 변태에 의해 균열성장이 억제되어 증

가하며, 고주기로 갈수록 상온 대비 피로강도의 증가 

폭이 감소한다. 

(3) 파괴확률 10%, 50% 및 90%에 대한 STS304L의 

모재 및 사용재의 P-S-N 선도는 피로수명 및 설계기준

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4) 파단면 분석 결과, STS304L의 모재 및 사용재의 

인장파단면은 상온 및 극저온에서 딤플을 동반한 연성

파괴를 나타내며 극저온으로 갈수록 딤플의 크기가 작

아진다. 피로파단면은 전형적인 연성 피로줄무늬의 파

괴양상을 나타내며 극저온에서 상온보다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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