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lot단계 시작품 성능평가 

내수소취성 및 소재∙부품 제조 비용절감이 가능한 

고가의 별도 금속 원소(Ni 등)를 추가 사용하지 않고, Low Ni 함량의 저가의 스테인레스강 분말에 간단한 질소 처리를 통해 

내수소취화 특성을 지니는 금속분말을 제조함으로써, 분말야금 또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 등으로부터 제조되는 수소에 대면하는 

금속부품의 소재 및 공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소인프라용 금속부품 제조용 내수소취성 금속분말 

제조 기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스마트소자팀 백승욱 박사 

기술개발 배경 

수소를 안전하게 생산·저장·이송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대면하는 금속부품
(용기, 배관, 밸프 등)의 부식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필수적임 

기술개발 내용 및 차별성 

기술 개발 내용 

- 간단한 질소 처리를 통해 별도의 고가의 금속 원소(Ni등)를 추가 사용하지 

않고 오스테나이트 금속분말을 가스 처리함으로써 내수소취화 특성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향상 

- 저가의 원소재(Low Ni)를 사용하여 내수소취화 특성을 가진 다양한 

수소인프라 구축용 금속부품을 값싸게 제조 가능 

- 본 기술로 제조된 금속분말을 활용하여 수소대면용 금속부품을 분말야금 

또는 금속 3D 프린팅 공정으로 제조시 높은 수소취성 저항 성능을 갖는 

금속부품을 경제적으로 제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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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에 의한 균열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 금속부품의 취성으로 누출 등 심각한 

안전문제 발생 

- 수소인프라용 금속 부품은 수소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수소취성에 대한     

  저항이 특히 우수해야 함 

- 기존 내수소취성 금속재료는 높은 니켈 함량 등에 의해 소재가 비싸 금속부품의 

소재 및 공정 단가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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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술개발 단계 

내수소취성 특성을 획기적이고 경제적으로 향상시킨 금속분말 및 금속
부품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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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구현 내용 

- 일반적인 스테인레스 304L 강재 대비, 가스 처리된 금속분말로부터 제조(분말야금 또는 금속 3D 프린팅 공정 적용)된 스테인레스 304L은 

인장시험 시 낮은 Ni 함량에서도  10MPa의 수소압력 조건에서 취성파괴 없이 연성파괴 거동을 보이며, 가공경화가 매우 적게 발생함으로써 

수소에 의한 취성파괴에 강건하며 우수한 수소취성 저항성을 보임 

시장동향 

No. 특허명 등록현황 특허번호 

1 

가스 처리로부터 개질된 내수소취화 

스테인레스 분말결합체 및 이를 

위한 스테인레스 분말 

등록 10-2202390 

특허현황 

- 세계 수소인프라 시장 규모가 2025년 20조 엔에서 10년 후인 

2035년에는 59조 엔, 25년 후인 2050년에는 160조 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기술동향 및 활용 

- 수소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주요 국가들은 수소에너지의 

활용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등 국가적 수소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며, 수소인프라는 대부분 금속재의 부품이 사용됨 

- 수소에 노출되는 금속부품을 값싸게 제조하고 수소부식을 

크게 억제함으로써 수소인프라 구축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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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기술 수요처 적용분야 

• 금속분말 제조업체 
• 금속부품 제조업체 
• 수소인프라 구축 및 관련 업체 

• 내수소취성 금속분말 
• 내수소취성 금속부품 
• 금속 3D 프린팅 장비 
• 분말야금 

(일반적 Low Ni 함량 스테인레스 강의 인장력이 인가됨에 따라 네킹이 
일어나는 파괴현상 비교, (좌) 대기중 연성파괴 (우) 수소환경 취성파괴) 

(가스 처리된 분말(특허기술)로부터 제조된  
Low Ni 함량 스테인레스 강재의 수소환경 내에서 
인장력 인가 후 수소취성이 발생하지 않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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