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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대기오염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버스의 주 연료원으로 천연가스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주요 도심 대다수에 천연가스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천연가스버스는 압축된 천연가스인 압축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를 사용하며, 그에 따라 CNG 버스

라고도 한다. 천연가스버스의 대기오염 발생량이 일반 

경유버스에 비해 10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장점

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된 천연가스버스의 압력용기 

폭발사고는 천연가스버스의 장점을 무색하게 한다1). 천

연가스버스에 사용되는 압력용기는 복합재 적용 등 압력

용기 성능 개선과 관련하여 총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금속 용기 자체는 열처리 공정의 수행 여부 및 열처

리 온도에 따라 압력용기의 기계적 특성 및 파열 특성이 

크게 달라진다. 이렇듯 열처리가 압력 용기의 특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CNG용기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용기 설계 및 제조공정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고 용기의 경우는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손상 분석에 

연구가 국한되어 일부 수행된 상태로 실제 파열 시험을 

통해 파열 형태 및 파열 조건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열처리가 파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2,9). 용기의 파열 특성 평가는 해석 등을 이용한 

결과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파열 시험에 관한 결과가 사고 분석 및 대책 수립에 반드

시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고가 발생한 열처

리 조건에서의 용기 파열 및 폭발 특성을 실제 파열 시험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음매 없는 D.D.I. 

(Deep Drawing and Ironing) 공정으로 제조된 CNG 압력용

기에 대하여 열처리별 조건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파열 

시험 후, 기계적 물성 측정, 파단면 검사, 금속 조직 분석 

등의 실험적 법공학적 기법들을 통해 열처리별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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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rensic Engineering is the art and science of professionals qualified to serve as engineering experts in courts of law or in 
arbitration proceedings. Buses using compressed natural gas (CNG) trend to be extended in use internationally as optimal counterplan for 
reducing discharge gas of light oil due to high concern about environment. However, CNG buses is equipped with composite pressure 
vessels (CPVs); since the CPVs contain compressed natural gas, the risks in the case of accident is very high. In this study, the bursting 
test for the pressure vessel depending on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of the vessel in which the actual ruptured accident occurred, after 
the bursting test, the fracture pattern analysis had performed. The mechanical materials properties test using Instrumented Indentation 
Test had performed to confirm the mechanical properties for each heat treatment cases. Also, the fractography analysis and 
metallographic analysis had perform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each heat treatment case. By comparing normal vessel with abnormal 
vessel which have defect of heat treatment conditions in term of the bursting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containers using various 
forensic engineering methods, especially,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how important the heat treatment process is in the high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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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열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압력용기 폭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열처리 불량의 동일 형태 안전사

고 분석 및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6).

2. 열처리 불량 사고 사례

Fig. 1, Fig. 2에 나타낸 일례에서 보듯 국내 CNG 버스

의 경우 여러 차례 용기 파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모두 열처리 작업 불량으로 인해 CNG 용기 인장강도 

및 경도 등의 기계적 특성 값이 정상 제작된 용기 보다 

높아 소성변형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취성 파괴를 유발한 

사례로 사고 사례에 적용된 열처리 조건을 실제 파열 시

험을 위한 시료의 열처리 조건으로 선정하였다3,4). 

1) 사례1: 2005. 8월경 한국의 한 CNG가스 충전소 

내에서 CNG차량이 가스충전을 완료한 후 주입기를 제

거하기 위해 이동하는 순간 시내버스에 설치된 CNG 

용기가 폭발하면서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 발생.

Fig. 1. Sample #1 of bursting accident.

2) 사례2: CNG 충전소에서 버스에 장착된 CNG 용

기가 폭발하여 라이너의 상부돔과 본체가 하부돔과 분

리된 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의 상부를 관통하

고 약 500 m를 날아가 낙하된 사고 발생.

Fig. 2. Sample #2 of bursting accident.

3. 파열 특성 평가

3.1 압력용기 열처리 공정 

천연가스버스에 사용되는 압력용기는 금속 재질의 

34CrMo4 강이다. 이와 같은 금속의 경우 열처리 공정

Fig. 3. Manufacturing Process of CNG pressure vessel.

의 수행 여부 및 열처리 온도에 따라 압력용기의 기계

적 특성이 크게 달라지며, 그에 따라 파열 특성 또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Fig. 3에 나타낸 압력

용기의 제작공정도에서 알 수 있듯이, 압력용기 제작

에 적용되는 열처리는 퀜칭, 템퍼링, 어닐링 등으로 첫

째, 원형의 철판을 압력용기의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드로잉(drawing) 및 아이어닝(ironing) 작업을 수행하는

데, 이 후 재료 내부 구조 속에 남아있는 열 이력 및 

가공에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어닐링 열처리를 수

행하며, 둘째, 압력용기의 규격에 맞는 강도값을 지닐 

수 있도록 퀜칭 열처리를 수행하고, 셋째, 압력용기 제

작 후 남아있을 잔류응력의 제거 및 재료의 균질화를 

위해 템퍼링 열처리를 수행한다.

3.2 시료 제작

본 연구에서는 압력용기 제작 시 적용되는 여러 가

지 열처리 중 실제 사고 사례 용기에 적용된 열처리 조

건을 고려하여 정상 용기와의 파열 특성 등을 비교, 분

석하기 위해 압력용기의 주요 기계적 특성을 결정하는 

퀜칭과 템퍼링 공정의 온도 및 수행여부를 달리하여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5가지 경우에 대해 파

열 시험용 압력용기 시료를 제작하였으며, 제작 완료

된 열처리 조건별 용기 시료를 Fig. 4에 나타내었다.

3.3 파열 시험 규정

자동차용 고압 천연 가스 압력용기에 대한 파열 시

Table 1. Test specimens according to heat treatment condition

Case No. Heat treatment condition

1 Quenching skip(Tempering 570℃)

2 Tempering skip(Quenching 910℃)

3 Normal heat treatment
(Quenching 910℃, Tempering 570℃)

4 Quenching temperature change
(Quenching 810℃, Tempering 570℃)

5 Tempering temperature change
(Quenching 910℃, Tempering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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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duced pressure vessel specimens.

험 규정은 ‘KS B ISO 11439’의 부속서 1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압을 이

용하여 파열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압 속도는 설계 파열 압력의 80%를 초

과하는 압력에서 초당 14 bar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 파열 압력의 80%를 초과하는 압력에서의 가압 

속도가 초당 3.5 bar를 초과하는 경우, 용기는 압력 발

생 장치와 압력 측정 장치 사이에 도식적으로 위치되

거나 최소 설계 파열 압력에서 5초간 유지되어야 한다. 

최소 요구되는(계산된) 파열 압력은 최소 450 bar이어

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요구되는 응력비에 적합하도

록 필요한 값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실제 파열 압력은 

기록되어야 한다. 파열은 용기의 원통형 부분 또는 어

깨부(돔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

3.4 파열 시험

파열 시험은 용기 및 기계구조물 전문 제조 및 시험 

평가 업체에서 용기 파열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험 장비는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파열 시험 방법은 3.3 항의 파열 시험 규정을 

근거로 하여 Table 1에 나타낸 열처리 조건별로 제작된 

시편에 대해 수행하였다. 열처리별 파열 형상 및 파열 

압력 곡선은 Fig. 6와 Fig. 7에 각각 나타내었으며 파열 

시험 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Fig. 5. Pressure vessel bursting tester.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e) Case #6

Fig. 6. Configuration results of each case after burst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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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ursting pressure curve of each case.

3.5 기계적 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압력용기 기계적 물성 측정 시험법으

로는 계장화 압입 시험법(Instrumented Indentation Tec- 

hnique)을 적용하였다. 계장화 압입 시험법은 비파괴적

으로 인장강도, 항복강도, 탄성계수, 경도 등의 기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최신 기술로 재료에 하중 인가 및 제

거 과정 중 하중과 변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획득

된 압입하중-변위 곡선의 분석을 통해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5). 계장화 압입 시험법의 인장물

성 시험 규정은 ISO/TR29381 및 KS B0950에 명시되어 

있다. 계장화 압입 시험 장비로 측정한 열처리별 압력

용기 기계적 물성 측정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여 나

타내었다.

Case No. Heat treatment condition Results of bursting test 

1 Quenching Skip
- Tempering 570℃

Fracture geometry ‘Y’ shape fracture in longitudinal direction of the vessel, 
Expansion deformation

Max. length of the fracture region(cm) about 45

Max. width of the fracture region(mm) about 70

Expansion diameter(cm) about 34

Bursting pressure(bar) about 275

Bursting time(min) about 10

2 Tempering Skip
- Quenching 910℃

Fracture geometry Fragmentation fracture

Bursting pressure(bar) about 500

Bursting time(min) about 9

3
Normal heat treatment
- Quenching 910℃, 
- Tempering 570℃

Fracture geometry
‘━’ shape fracture in longitudinal direction of the vessel,

Expansion deformation

Max. length of the fracture region(cm) about 60

Max. width of the fracture region(mm) about 85

Expansion diameter(cm) about 32

Bursting pressure(bar) about 340

Bursting time(min) about 15

4

Quenching temperature 
change

- Quenching 810℃, 
- Tempering 570℃

Fracture geometry ‘━’ shape fracture in longitudinal direction of the vessel,
Expansion deformation

Max. length of the fracture region(cm) about 64

Max. width of the fracture region(mm) about 90

Expansion diameter(cm) about 34

Bursting pressure(bar) about 340

Bursting time(min) about 18

5

Tempering temperature
change

- Quenching 910℃, 
- Tempering 470℃

Fracture geometry ‘∪’ shape fracture in longitudinal direction of the vessel,
Expansion deformation

Max. length of the fracture region(cm) about 58

Max. width of the fracture region(mm) about 85

Expansion diameter(cm) about 31

Bursting pressure(bar) about 425

Bursting time(min) about 14

Table 2. Fracture geometry according to each case after burst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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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파면 분석

고체 재료의 파단면을 광학적 현미경 및 주사형이나 

투과형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파괴 기구나 원인을 

조사하는 분야를 프랙토그래피(Fractography)라 하며, 

전자 현미경을 사용할 때는 일렉트론 마이크로프랙토

그래피(Electron Micro Fractography)라고 한다. 연성파괴

는 균열이 전파될 때 파단면 상에 상당한 소성 변형이 

발생되는 파괴 형태로서 파단면은 찢어지는 느낌의 형

상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는 큰 단면 감소율을 갖는

다. 간혹 눈으로 보기에 취성파괴와 같은 평평한 파단

면도 연성파괴로 판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파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딤플(dimple)이라고하는 

미세한 소성 변형된 구멍의 존재로 연성적인 파괴에 기

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취성파괴는 파단면이 평

평하고 벽개(cleavage) 및 강물결 무늬(river pattern)를 

갖는 평활한 특징을 지닌다6,7). 압력용기의 열처리별 파

열 시험 수행 후 압력용기 파면을 관찰한 결과를 Fig. 8

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대체로 연성파괴에서 확인될 

수 있는 딤플 파면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템퍼링 

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성 파괴의 영향을 받은 

흐트러진 딤플 파면이 확인됨을 알 수 있다.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each case.

Case No. Mechanical Properties
(the average of 6 times test)

1

Yield strength(MPa) 419.5

Tensile strength(MPa) 868.7

Young’s modulus(GPa) 115.2

2

Yield strength(MPa) 896.0

Tensile strength(MPa) 1691.7

Young’s modulus(GPa) 128.5

3

Yield strength(MPa) 500.4

Tensile strength(MPa) 982.4

Young’s modulus(GPa) 112.5

4

Yield strength(MPa) 492.9

Tensile strength(MPa) 953.3

Young’s modulus(GPa) 119.5

5

Yield strength(MPa) 606.9

Tensile strength(MPa) 1171.0

Young’s modulus(GPa) 112.9

3.7 금속 조직 분석

금속 조직 검사는 재료의 종류 및 그 재료가 요구하

는 금속학적 미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검

사 대상 재료의 조직학적 적절성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분석 장비로는 광학현미경(OM)을 통해 수행되며, 기존

(a)

(b)

(c)

(d)

(e)

Fig. 8. Fractography results according to each case.



김의수

J. Korean Soc. Saf., Vol. 32, No. 5, 20176

(a)

(b)

(c)

(d)

(e)

Fig. 9. Metallography results according to each case.

의 소재의 기본 조직과 비교하여 조직 상태의 적절성

을 확인한다. 압력용기의 열처리별 시료에 대해 금속 

조직 분석한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열처리별 압력용기 시료에서 압력용

기의 가공 공정에 따른 라미네이션(적층)이 확인된다8). 

퀜칭 열처리를 생략한 경우, 구상화된 펄라이트 조직 

및 페라이트 조직이 확인되며, 가장 낮은 경도값(262.1 

HV)을 지니고, 템퍼링 열처리를 생략한 경우, 마르텐

사이트 조직과 잔류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함께 확인되

며, 가장 높은 경도값(457.8 HV)을 지님을 알 수 있다. 

그 외 퀜칭 열처리 및 템퍼링 열처리를 모두 수행한 경

우,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갖는 특성을 보인다. 

4. 결과 및 고찰

4.1 파열 시험

압력용기의 열처리별 파열 시험 결과들을 비교 검토

함에 따라 각 열처리별 용기의 파열 형태, 팽창 정도, 

파열 압력, 파열 시간 등 파열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퀜칭 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장 낮은 

파열 압력을 지녀 내부 압축 허용 압력이 가장 낮을 것

으로 판단되며, 템퍼링 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장 

높은 파열 압력을 지녀 내부 압축 허용 압력이 가장 높

으며, 파열 시간이 가장 짧고, 파편화 파열 형태를 지

니는 것으로 보아 용기 파열시 파편 비산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 열처리의 

경우와 퀜칭 열처리 온도 조절의 경우 용기 파열 형태 

및 파열 압력은 유사하며 퀜칭 열처리 온도 조절의 경

우가 파열 시간 면에서 더 길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더 우수한 경우로 볼 수 있을 수 있으나 파열부 최대 

길이 및 폭, 팽창 직경 등이 정상 열처리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용기 파열 시 정상 열처리의 경우 보

다는 위험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템퍼링 열처리 

온도 조절의 경우 파열 압력이 정상 열처리의 경우 보

다 높게 나타나며, 파열 형태가 더 크게 나타나므로 정

상 열처리의 경우 보다 용기 파열시 위험성이 높을 것

으로 판단된다. 

 

4.2 기계적 특성 평가

전체적인 기계적 물성값은 템퍼링 열처리를 하지 않

은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템퍼링 

열처리 온도 조절의 경우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기계적 물성값을 지니는 경우는 퀜칭 열처

리를 하지 않은 경우이며, 정상 열처리의 경우와 퀜칭 

열처리 온도 조절의 경우는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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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기계적 물성값은 템퍼링 열처리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템퍼링 열

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바이다. 템퍼링 열처

리는 퀜칭 열처리에 의해 변화된 강재의 취성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퀜칭 열처리 후에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4.3 파면 및 조직 분석

열처리별 압력용기의 파면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연성파괴 시 확인될 수 있는 딤플 파면이 확인되었으

며, 이로부터 34CrMo4 강의 기본 성질이 연성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퀜칭 열처리 후 템퍼링 열

처리에 의해 딤플 크기가 작게 형성되는 등의 딤플 파

면이 치밀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템퍼링 열처리를 하

지 않은 경우에는 취성 파괴의 영향을 받은 흐트러진 

딤플 파면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템퍼링 열처리를 하

지 않을 시에 재질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연성 특성을 

지닐 지라도 취성 특성 또한 함께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처리별 압력용기의 금속 조직을 분석한 결

과, 모든 압력용기에서는 압력용기의 가공 공정에 따

른 라미네이션(적층)이 확인되며, 정상 열처리의 경우 

및 퀜칭과 템퍼링 열처리 온도 조절의 경우에는 퀜칭 

열처리에 의해 생성된 동일한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확

인되었다. 퀜칭 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퀜칭 열

처리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확

인되지 않고, 구상화된 펄라이트 조직 및 페라이트 조

직이 확인되는 바 가장 낮은 경도와 강도를 지님을 알 

수 있다. 템퍼링 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퀜칭 열

처리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확

인되며, 템퍼링 열처리 생략에 따른 가장 높은 경도값

을 지님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압력용기 폭발 사고 발생 시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하는 열처리에 대한 영향 및 중요성을 파

악하고자 압력용기의 열처리별 파열 특성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압력용기의 열처리별 시료를 제작하여 

각각의 시료에 대해서 파열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에 따라 파열 형상 및 파열 압력 등에 대한 결과를 얻

었다. 또한 열처리별 기계적 물성값을 비교하기 위해 

계장화 압입 시험법을 이용하여 항복강도, 인장강도 

등의 결과를 얻었으며, 파면 분석 및 금속 조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열처리별 파면 및 금속 조직 특성을 확

인하였다. 그 결과, 압력용기의 열처리별 파열 특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으며, 열처리의 수

행 유무 및 열처리 온도에 따라 파열 특성 차이를 비

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압력용기 제조 공정에 

있어서 압력용기의 기계적 특성 및 파열 특성을 결정

하는 열처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열처리 불량으

로 인한 압력용기 폭발 사고 및 유사재해의 발생 최소

화를 위해서는 열처리 단계별로 비파괴 검사 등을 통

해 기계적 특성 및 결함 등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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