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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내열소재의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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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고온내열소재는 우주항공, 발전, 교통분야를 비롯한 각종 열기관의 핵심소재로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

의 발전과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으로 인해 열효율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하지만 대표적 고온내열소재인 Ni기 초내열 합금의 경우에는 제조 공정의 개선을 통해 큰 폭의 기계적 특성 향상

을 이루었으나 재료 자체의 열적 특성의 한계로 인해 차세대 초내열 합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고융점 금속을 이용한 초내열 합금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세라믹스 또는 세라믹스 복합체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Keywords: High temperature material, Superalloy, Refractory metal, Ceramic, Composite

1. 서  론

1)

최근 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환경적으로 건전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기존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효율 향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각종 열기관 등의 주요 재

료로 사용되고 있는 고온내열소재(high temper-

ature materials)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는 추세

이다. 현재 고온내열소재는 적용분야에 따라 금속 

및 세라믹스가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또

는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 등에는 초내열 합금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내열 합금이란 

약 700 ℃ 이상의 온도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계적 특성과 내산화성 등을 유지할 수 있는 합

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온도 영역에서 대부분의 

금속은 필연적으로 기계적 특성의 저하 또는 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약 1000 ℃ 이상에서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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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심각한 저하로 인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

게 된다. 그러므로 초내열 합금은 고온 기계적 특

성을 필요로 하는 우주항공 분야나 발전용 가스터

빈 엔진, 각종 군사 무기의 부품, 선박 및 자동차

용 엔진, 그리고 절삭공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 발

전에 대한 각국의 정책이 폐지 또는 감축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천연가스를 이용한 

복합 화력발전과 차세대 화력발전 기술인 석탄가

스화 복합 화력발전(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

와 같은 복합 화력발전의 효율 향상을 위한 각고

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효율 향

상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CO2 및 NOX/SOX 

등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환경에도 매우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화석연료가 최적비율로 연소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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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volution of the high-temperature capability and 

mechanical property of the various alloys[1].

Figure 2. Progress of Ni-base superalloy for turbine blade[4].

연소온도는 약 1640 ℃에 달한다. 그러나 대표적 

초내열 합금인 Ni기 초내열 합금의 가용온도는 약 

1150 ℃에 불과하며, 이는 기지(matrix) 금속인 Ni

의 융점이 1455 ℃, Ni기 합금의 융점이 약 1300

∼1400 ℃임을 고려했을 때 한계에 근사한 수치이

다. 참고로 초내열 합금의 가용온도는 약 140 

MPa의 응력에서 1000 h을 견딜 수 있는 온도로 

나타내며, Ni기 초내열 합금의 경우 가용온도의 

한계는 통상적으로 용융온도의 약 85∼90% 수준

이다. 따라서 Ni기 초내열 합금을 가스터빈 엔진 

등과 같은 열기관에 적용하게 될 경우 차가운 압

축공기를 유입시켜 내부 온도를 조절하거나 별도

의 냉각장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은 열효율의 심각한 손실을 불러오므로 기존의 초

내열 합금을 보완 또는 대체하기 위해 Mo, Nb 등

의 고융점 금속(refractory metal)을 적용하거나 고

온 세라믹스 또는 복합재료를 적용하기 위한 다양

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Figure 1은 각 소재 별 

가용온도 범위와 강도, 내산화성을 나타낸 그래프

이다[1].

따라서 본 고에서는 대표적 고온내열소재인 Ni기 

초내열 합금의 발전과정과 연구동향 등을 살펴보

고 차세대 초내열 합금의 유력 후보군 중 하나인 

고융점 금속 기반의 초내열 합금과 고온 세라믹스

의 국내⋅외 연구동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Ni 기지 초내열 합금

Ni기 초내열 합금은 1900년대 초반에 개발된 

Ni-Cr 합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80 wt.%의 Ni과 

20 wt.%의 Cr으로 구성된 Ni-Cr 합금은 우수한 

고온 내산화 특성 이외에도 전기 저항이 크기 때

문에 개발 초기에는 주로 발열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가스터빈 엔진의 

개발과 맞물려 고온재료로써 그 가치를 주목 받기 

시작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의 

군비경쟁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1937년 영국의 F. Whittle에 의해 가스터빈 엔진

이 개발된 이래 초기에는 단순히 Ni과 Cr으로 구

성된 합금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크리프 파단

(creep rupture) 특성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향상

된 기계적 특성을 갖는 초내열 합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결과 Al이나 Ti 등의 

원소를 소량 첨가하여 Ni3Al 또는 Ni3Ti 등의 석

출상(γ´)을 형성함으로써 기계적 성질이 개선된 

석출경화형 Ni기 초내열 합금이 새로이 개발되었

다[2-3].

Figure 2는 Ni기 초내열 합금의 발전 과정이며, 

시대별 제조방법과 각각의 대표적인 합금을 표기

하였다. 1940년대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

조법(casting)을 통해 제조된 석출경화형 합금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기계적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조(forging)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부터는 진공용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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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ppearance and microstructures of single crystal,

directionally solidified, conventionally cast turbine blades[7].

원소 첨가의 자유도가 한층 넓어진 주조용 합금이 

개발되었다[4-5]. 따라서 이후의 합금개발은 주요 

상의 특성과 분율, 형상 등 재료과학적인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었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방향 응고법(directionally solidified 

method)이 개발되어 제조공정에 획기적인 발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결정성장 시 방출되는 응

고잠열을 수랭식 구리 냉각판으로 제거하는 방식

인 Brigeman법이 개발되어 높은 수준의 고온 기

계적 특성이 요구되는 터빈 블레이드 등을 제조할 

경우 원심력 방향에 수직인 성분의 결정립계를 제

거하거나 최소화시켜 고온 크리프 특성을 비약적

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6].

일방향 응고법이 개발됨에 따라 일방향 응고

(DS) 합금과 단결정(SX) 초내열 합금들이 개발되

기에 이르렀다. 다결정 초내열 합금과 구분되는 

단결정 초내열 합금의 조성상 특징은 입계강화 원

소인 C, B, Zr 등의 첨가를 억제함과 동시에 기계

적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W, Mo 등의 고융점 

금속을 다량 첨가하여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합금

의 가용온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Re을 

첨가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단결정 초내열 합금은 

Re이 첨가되지 않은 1세대, Re이 약 3 wt.% 첨가

된 2세대, Re이 약 6 wt.% 첨가된 3세대 단결정 

초내열 합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Re의 과다 첨

가는 오히려 고온 특성을 저해하는 TCP 

(Topologically Close-Packed) 상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2000년대 이후에는 Re 외에 Ru을 추

가로 첨가하여 조직 안정성 및 크리프 강도를 향

상시킨 4세대 단결정 초내열 합금과 Ir 등을 첨가

한 5세대 단결정 초내열 합금이 개발되었다. 

Figure 3은 단결정 성장법, 일방향 응고법 및 일반

적인 주조법으로 제조된 터빈 블레이드와 각각의 

미세구조이다[7].

1966년 J. S. Benjamin 등에 의해 고에너지 볼

밀링을 이용한 기계적 합금화법(MA, Mechanical 

Alloying)이 고안됨에 따라 1970년대부터는 다양

한 방식의 주조법 이외에도 분말야금법(powder 

metallurgy)이 도입되었다. 주조법을 통해 제조된 

석출경화형 초내열 합금의 경우 석출상인 γ´의 융

점이 약 1050 ℃이므로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고

온 강도의 저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따

라서 분말야금법을 이용한 산화물 분산강화(ODS,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초내열 합금이 개

발되었으며[8-10], 이는 Ni기 초내열 합금의 주요 

강화기구인 석출경화, 고용경화 이외에도 분산강

화 즉, 금속 기지 내에 Y2O3와 같은 산화물 입자

를 분산시킴으로써 전위(dislocation)의 이동을 효

과적으로 억제하여 고온 기계적 특성을 제고하였

다[11-14]. 일반적으로 ODS 초내열 합금은 MA법

을 이용하여 미세한 산화물이 균일 분산된 합금 

분말을 제조하고, 이러한 합금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된 소결체를 열간압연이나 압출, 고온정수압

성형(HIP, Hot Isostatic Pressing) 등 조밀화

(consolidation) 공정을 실시하며, 이와 같은 공정

을 통해 약 1200 ℃ 이상에서도 우수한 기계적 특

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ODS 초내열 합금의 고

온 기계적 특성은 산화물의 입도 및 분산도와 밀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화물의 미세화 및 균

일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Qingxin Tang 등[15]은 Ni기 ODS 초내열 합금의 

첨가원소 및 각 원소별 첨가량을 달리하여 미세구

조와 산화물 입자의 크기 그리고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Figure 4와 같이 첨가원소에 

따라 산화물의 입도가 상이하였으며, 그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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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EM images of (a) PM1000, (b) PM1000-0.5 wt.% Hf and (c) Oxide particle separation and hardness of the base 

alloy and its various Hf additions[15].

Hf 첨가 시 가장 미세한 산화물이 형성되었다. 또

한 이러한 결과를 상용 ODS 초내열 합금인 

PM1000에 적용했을 경우에도 Hf을 첨가함에 따

라 산화물의 미세화가 발생하였으며, 기계적 특성 

또한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산화물의 단순 첨가가 아닌 MA 공정 

중 Y2Ti2O7, Y2Hf2O7와 같이 더욱 미세하고 균일

한 다원계 복합 산화물을 형성함으로써 더 높은 

온도에서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기술의 발전

에 의해 나노 사이즈의 원료 분말 제조가 용이하

며,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SPS, Spark Plasma 

Sintering)과 같은 새로운 소결법이 개발됨에 따라 

ODS 초내열 합금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고융점 금속 기지 초내열 합금

고융점 금속이란 W, Mo, Nb, Ta 등의 금속을 

칭하며, 약 2000 ℃ 이상의 높은 융점과 우수한 고

온 기계적 특성 및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고온재

료로써 적합한 특징을 가진다[16]. 이 중에서도 

Mo과 Nb은 융점이 각각 2617 ℃, 2468 ℃에 달하

며, 밀도 또한 10.28 g/cm
3
와 8.57 g/cm

3
로 고융점 

금속 중에서는 가장 낮기 때문에 초내열 합금의 

주요 응용분야인 항공 또는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고온 

내산화 특성이 취약한 단점을 지니므로 실제 사용

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며, 주로 Si 등과 합금화

하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Mo, Nb 등의 고융점 금속에 Si을 

첨가하게 되면 고온 산화 시 표면에 치밀한 SiO2

층을 형성시킴으로써 내산화 특성 측면에서 큰 폭

의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금

속간화합물의 특성상 취성이 크기 때문에 가공성

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진다[17]. 따라서 최근에는 

고온 내산화 특성 이외에도 가공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Si 이외에도 B이 첨가된 RM-Si-B (RM: 

Refractory Metals)합금이 Ni기 초내열 합금을 대

체할 후보재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Mo기 

초내열 합금의 경우 Moss-Mo3Si(A15)-Mo5SiB2 

(T2)의 3상으로 이루어진 조성에서 기계적 특성 

및 내산화 특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Figure 5는 Mo-Si-B 합금의 고온 내산화 기구

(mechanism)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Moss, Mo3Si, 

Mo5SiB2상으로 이루어진 Mo-Si-B 합금을 고온에

서 노출시켰을 경우, Moss상이 산화되어 MoO3가 

되며, 이러한 MoO3는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휘발

되기 때문에 모재를 보호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산

화가 진행되게 된다. 또한 Mo3Si는 표면에 SiO2층

이 형성되기 때문에 내산화 특성을 향상시키는 역

할을 하지만, SiO2의 유동성이 낮으므로 MoO3의 

휘발에 의해 노출된 부분을 신속히 채우지 못하는 

반면에 Mo5SiB2의 경우에는 SiO2 이외에도 유동

성이 높은 borosilicate (SiO2-B2O3)층이 형성되므

로 MoO3가 휘발되어 노출된 부분까지 신속하게 

채움으로써 전체적인 합금의 내산화 특성을 향상



기획특집: 초고온 내열소재

30  공업화학 전망, 제17권 제4호, 2014

Figure 5. The schematic of Transient oxidation in an α

-Mo-Mo3Si-Mo5SiB2 alloy at 1300 ℃[19].

Figure 6. Optical images of Mo-20Si-10B(at.%) alloy 

fabricated by using surface-modified Mo-Si-B alloy 

powder[20].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9].

따라서 RM-Si-B 합금의 경우에도 금속간화합

물의 분율에 따라 기계적 특성 및 내산화 특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두 특성간의 적절한 조

절이 필요하며, 이를 모두 만족하는 초내열 합금

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열적 특성과 연성 등이 뛰

어난 Moss 또는 Nbss상이 합금의 기지를 이루고 

내산화 특성과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금속간화합

물 상이 기지 내에 균일하게 분산된 합금의 개발

이 요구된다. 이러한 미세구조를 지닌 합금은 향

상된 파괴인성으로 인해 RM-Si-B 합금의 단점인 

취성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우수한 고온 열적 특성

과 내산화 특성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초창기 국외 Mo-Si-B 합

금 연구는 주조법을 적용하여 진행되었으나 미세

조직의 제어가 용이하지 않고, 이로 인해 기계적 

특성 또한 목표치를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압출 

등의 조밀화 공정을 실시하여 합금의 기계적 특성

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또한 미

세조직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분말야금법을 이용한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이는 

MA법, 급속응고법, 반응합성법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합금 분말을 제조하고, 이를 통

해 Mo-Si-B 합금을 제조하였으며, 주조법에 비해 

향상된 기계적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최근 연구

동향은 주로 분말야금법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J. J. Kruzic 외 연구진[20]은 Mo-Si-B 합금 분말

의 표면개질 및 소결을 실시하여 Figure 6과 같이 

연속적인 α-Mo 기지 상을 가진 Mo-Si-B 합금을 

제조하였다. 표면개질된 Mo-Si-B 합금 분말은 아

크 용해(arc melting)를 통해 Mo-20Si-10B(at.%) 

조성의 잉곳(ingot)을 제조하고 이를 분쇄한 후, 

진공(10
-3
 Pa) 분위기에서 1600 ℃, 16 h 동안 어닐

링(annealing)을 실시하여 제조하였다. 해당 온도

와 산소 분압 하에서 Si은 휘발성을 가진 SiOx를 

형성하게 되므로 표면에는 α-Mo만이 존재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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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icrostructures of (a) atomized powder, (b) hot-isostatically pressed material, and (c) 6:1 extruded 

material(Mo-8.9Si-7.7B)[21].

다. 또한 표면개질된 Mo-Si-B 합금 분말을 성형 

및 HIP 공정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는 α-Mo 상이 

연속적인 기지를 형성하고 기지 내에 Mo5SiB2와 

Mo3Si가 분산된 Mo-Si-B 합금을 제조하였다.

P. Jéhanno 등[21]은 급속응고법 중 하나인 가

스분사법(gas atomization)을 실시하여 α-Mo, 

Mo3Si, Mo5SiB2상으로 구성된 Mo-Si-B 합금 분

말을 제조하였으며(Figure 7 (a)), 제조된 Mo-Si-B 

합금 분말을 HIP 및 열간압출하여 Figure 7 (b), 

(c)와 같이 α-Mo 상이 연속적인 기지를 이루고 

Mo5SiB2와 Mo3Si 상이 분산된 형태의 Mo-Si-B 

합금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Mo-Si-B 합금

은 조밀화 효과로 연성-취성 천이온도(ductile-brit-

tle transition temperature)가 약 200 ℃ 감소하였

으며, 1000 ℃ 이상의 온도에서는 Ni기 단결정 초

내열 합금인 CMSX 4보다 향상된 인장강도를 갖

는다고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분말야금법을 이용하여 Mo-Si-B 합

금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취약점 중 하나인 파괴인

성 등은 여전히 상용화를 위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이상적인 미세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과 

제조공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는 Nb-Si-B 합금과 관련

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는 주로 조성 

별 미세구조에 대한 기초연구와 내산화 특성을 규

명하기 위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어 2010년 이후 

매년 약 15∼20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기계적 특성을 비롯하여 고온재료로 적용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물성 연구는 여전

히 미비한 실정이다.

4. 고온 세라믹스 및 복합재료

세라믹스는 열적 특성이 우수하며, 높은 강도와 

더불어 내마모성과 화학적인 안정성을 가진다. 그

러나 파괴인성이 낮고 취성파괴(brittle fracture)에 

취약하며, 가공성이 떨어지므로 적용범위가 비교

적 제한적이다. 따라서 주로 연소기 라이너, 접속 

덕트, 노즐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정적인 부품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터보 차저나 소

형 터빈의 블레이드와 같이 소형 열기관에 한해 

구동부에도 일부 적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고온 세라믹스로는 Si3N4, 

SiC, 사이알론(sialon) 등의 비산화물계 세라믹스

와 ZrO2, Al2O3 등의 산화물계 세라믹스가 있다. 

산화물계 세라믹스의 경우에는 상온 강도가 뛰어

나지만 500∼1000 ℃에서 급격한 강도 저하가 발

생하므로 1000 ℃ 이상의 고온에서는 비산화물계 

세라믹스인 Si3N4, SiC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

지만 비산화물계 세라믹스 역시 뛰어난 고온 특성

에 비해 파괴인성이 낮은 한계를 지니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Y, 

Yb와 같은 희토류 금속 산화물을 첨가할 경우 파

괴인성의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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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원인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

로 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었으며, 지난 

2008년 미국 UC 버클리대 R.O. Ritchie 교수 연구

팀과 한국과학기술원의 김도경 교수 연구팀이 세

라믹스 내에 나노 단위의 균열을 만든 후 계면에

서의 균열 전파를 예측함으로써 세라믹 소재의 인

성에 대한 근본 원인을 밝혀냈다[22].

또한 고온 세라믹스 이외에도 C 섬유나 SiC 섬

유를 이용한 SiC/SiC 또는 C/C 또는 C/SiC 복합

재료 등이 우주항공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

한 세라믹 복합재료는 뛰어난 고온 특성 이외에도 

특정 세라믹 복잡재료의 경우에는 금속과 유사한 

수준인 30 MPa  이상의 파괴인성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고온 세라믹스 및 복합재료의 경우 

소형 부품에서는 기계적 특성 및 신뢰성을 일부 

확보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기존의 금속 재료에 비

해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대중화되지 못한 상

태이며, 중⋅대형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 

기술의 확보와 내구성 및 신뢰성, 경제성 등의 확

보가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5. 맺음말

고온내열소재는 관련 산업 및 기술의 발전과 

CO2 배출규제 등 녹색성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에 따라 그 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높

은 부가가치와 함께 산업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소재이다. 그러나 초내열 합금을 비롯하여 현재까

지 상용화된 대부분의 고온내열소재가 미국과 

EU, 일본 등 일부 기술 선진국 위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국가간 기술격차가 상당하고, 철저한 기술

보호와 시장선점, 턴키(turn-key) 형식의 수주 방

식 등으로 인해 후발주자의 진입장벽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미국은 이미 1980년대

서부터 정부 주도 하에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국립 연구소와 군수업체, 그리고 GE, P&W와 같

은 민간기업 등이 현재에도 활발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EU

의 경우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인 

Framework Program(FP)를 바탕으로 프랑스, 영

국, 독일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ULTMAT 

(Ultra High Temperature Materials for Turbines), 

HYSOP(Hybrid Silicide-Based Lightweight 

Components for Turbine and Energy Applications) 

등의 고융점 금속 또는 세라믹스를 이용한 초내열 

합금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실용화 초기 단계

에 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1979년부터 Moon 

Light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세라믹스 등을 적용한 

고효율의 가스터빈 엔진과 차세대 초내열 합금 등

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에 비해 국내 연구는 소수의 기업, 연구소 등

에서 일부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초내열 

합금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더욱 미비한 상황이

다. 따라서 관련 산⋅학⋅연을 중심으로 연구 활

성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연구 인프라 구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원천기술의 확보와 부품소

재의 국산화라는 정부 정책과도 일치하며, 국내 

소재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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