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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엔진용 고온부품의 열차폐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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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가스터빈을 주축으로 하는 복합발전은 일반 화력발전에 비해 효율이 높고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계속적인 설비 증대 및 효율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의 고온부는 작동온도가 모재인 초내열합금

의 허용한계를 넘는 가혹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므로, 모재의 열부하 경감, 산화 저항성 확보 등을 위해 열차폐 코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스터빈의 핵심 요소인 열차폐 코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이의 기술개발

현황을 요약하였다. 국내의 열차폐 코팅은 가스터빈 OEM의 면허생산에 종속되어 있으며 연구개발도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실제 응용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대형가스터빈 국산화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여기에

새로운 조성과 성능을 갖는 열차폐 코팅 개발이 개발이 포함되어 있어, 머지않아 기술 자립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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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가스터빈 엔진은 열역학적 사이클에 의해 작동

하는 기계장치로서, 가스 상태의 작동유체(working 

fluid)를 압축 및 팽창하는 과정에서 동력을 연속

적으로 얻어내는 엔진을 말한다. 연속적인 동력이

라는 조건은 가스터빈 엔진이 왕복기계나 등용적

연소(等容積燃燒)사이클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하며, 회전식 부품이 주요 구성요소가 되

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1]. 주요 구성부품에 왕복

운동이 없기 때문에 피스톤, 실린더와 같은 상호 

마찰부분이 없어서 윤활유의 소비가 극히 적으며, 

왕복운동 기계의 특징인 진동이 대폭 감소되고, 

따라서 회전운동이기 때문에 고속운전이 가능하

다. 또한 터빈은 압축된 가스의 팽창에 의해서 작

동하기 때문에 부하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빠르

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가스터빈 엔진은 항공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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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기관으로 아주 적합하며, 선박용 엔진과 발전

을 비롯한 산업용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1,2].

이 중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의 hot section은 가

스터빈의 터빈 입구온도(TIT)가 통상 1100∼1300 

℃ 범위이며 최신 기종은 1500 ℃에 달하는 등 가

혹한 고온 환경과 함께 매우 큰 회전응력 상황에 

노출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천～수만 hr 동

안 원래의 기계적 성질과 표면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3]. 터빈용 고온부품 재료로는 내열성이 우수

한 니켈기 초내열 합금이 주로 사용되는데 보통 

주조재, 일방향응고재, 단결정재의 조직제어나 신

합금조성이 개발되고 있으며, 단결정재는 Re, Ru 

등의 귀금속을 첨가하여 내열온도 1100 ℃급이 개

발되고 있다. 

따라서 TIT 1300∼1500 ℃에서 작동하는 부품

의 안정성 및 수명향상을 위하여서는 내산화, 열

차폐 등의 특수한 표면처리는 필수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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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초내열합금 소재, 냉각기술 및 열차폐 코팅의 가

스터빈 TIT 향상 기여정도.

본고에서는 육상용 가스터빈의 고온부품에 적

용되고 있는 열차폐 보호코팅의 기술현황을 소개

하고자 한다.

2. 가스터빈과 발전 효율향상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은 고도의 기술, 경험, 자

금이 소요되는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 국가전

략 산업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기술보유 선진

국에 의해 기술 및 시장이 독과점화 양상을 띠고 

있다. 2000∼2009년 100 MW 이상 가스터빈 판매

량은 약 430 GW로 연평균 43 GW 수준이며, GE 

(43%), Siemens (15%), Alstom (10%) 등이 시장

을 점유하고 있고, 최근 MHI (10%)가 대형 가스

터빈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향후 가스터빈 

시장은 120∼ 250 MW급과 250 MW 이상급 등 

초대형 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며, 특히 250 

MW 이상급에서 MHI의 활발한 시장 진입이 예상

된다[4].

가스터빈이 주축인 복합화력발전은 현재 국내 

발전용량의 약 25%를 담당하고 있으며 2035년까

지 신설 및 증설되는 발전용량의 60%를 가스터빈

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기존 

화력발전 및 원자력 발전 효율이 각각 31% 및 

35%인 반면에 55% 이상의 고효율 발전을 할 수 

있으며 연료 사용의 자유도가 높고 냉각설비와 폐

수처리 설비의 규모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5].

이와 같이 타 내열기관에 비해 월등히 열효율이 

높은 가스터빈은 압축기의 효율이 높을수록 좋으

며, 터빈으로 들어가는 연소가스의 온도를 높게 

하면 열효율이 좋아지게 된다. TIT가 100 ℃ 높아

지면 출력이 약 15% 증대되고 약 4～6%의 연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스터빈 시스템 개발추

세는 신뢰성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한 고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더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터빈 재료들이 필요해졌다[5].

하지만 부품의 표면온도가 소재의 허용한계를 

넘게 되면서 재료공학적인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는데, 첫째는 보다 

높은 creep 강도를 가지는 합금의 설계개발이었

고, 둘째는 복잡한 냉각유로를 포함하는 일방향 

응고 또는 단결정 초내열 합금 블레이드를 제조할 

수 있는 정밀주조 기술의 발전이었으며, 세 번째

는 열차폐 코팅(Thermal Barrier Coating, TBC)을 

포함하는 진보된 코팅기술이라 하겠다. 

Figure 1에 가스터빈의 고온부품의 TIT 발달과

정과 전망을 상세히 도시하였다[6,9].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20～30년 동안 합금의 개선, 일방

향 및 단결정 합금의 개발에 의해 상당한 TIT 상

승을 가져왔지만, 150 ℃ 이상의 온도 증가를 달

성한 열차폐 코팅의 공헌이 결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7]. 더욱이 현재에 있어서는 가스터빈에 사용

되는 코팅의 역할은 초내열합금 모재의 열부하 경

감, 산화 저항성 확보는 물론 공차의 조절, 내마모

성 확보나 기계적 성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3. 열차폐 코팅

열차폐 코팅(TBC)은 가스터빈 핵심 부품을 고

온 화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부품의 표면온도를 낮

추기 위해 적용되는데, 현재까지 산업용 가스터빈

에 적용되고 있는 열차폐 코팅은 금속 합금층으로 

이루어진 본드 코팅과 이트리아 안정화 지르코니

아(Yttria Stabilized Zriconia, YSZ)로 이루어진 

top 코팅의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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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가스터빈 1단 블레이드에 적용되는 TBC와 온도

분포 모식도.

Figure 3. MCrAlY 코팅의 산화와 부식저항성에 미치는 합

금원소의 영향.

위 그림은 TBC 시스템의 구조 및 열차단 효과

의 개념을 실제 코팅층의 단면과 함께 나타낸 것

으로서, TBC 적용으로 인한 온도 감소 효과는 

100 ℃∼170 ℃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7]. 온도 감

소는 세라믹 top 코팅층에서 크게 발생하지만, 모

재 위에 세라믹 코팅을 바로 적용하게 되면 접착

강도가 낮아서 쉽게 떨어질 수 있으며, 모재와 세

라믹 간의 열팽창계수의 차이에 의해 열피로를 받

는 경우 더욱 쉽게 파괴될 수 있으므로, 모재와 

top 코팅 사이에 본드 코팅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드 코팅은 top 코팅의 접착력을 높여주고, 

모재와 세라믹 top 코팅 재료와의 열팽창계수 차

이에 따른 열응력을 완화시켜주며, 고온에서 내산화

성 및 내부식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8].

3.1. MCrAlY 본드 코팅

가스터빈 1단 블레이드의 경우 표면온도가 약 

800 ℃ 이상이 되면 초내열합금 모재의 산화 및 

부식이 매우 활발해지며, 800∼950 ℃ 구간에서는 

열간 부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950 ℃ 이

상이 되면 산화가 급속히 일어나게 된다[10]. 따라

서 블레이드의 산화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MCrAlY를 이용한 코팅을 적용하게 되는데, 

MCrAlY는 고온에서 내산화성 및 내부식성을 갖

는 합금원소들을 조합한 것으로서, 분말의 성분 

중 Cr과 Al은 결합력이 매우 강한 보호 산화막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Y는 이러한 산화막의 형성

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원소이다[11]. 

기본 성분인 M은 metal을 의미하는 것으로 Co, 

Ni 또는 이 두 개 성분의 조합(CoNi 또는 NiCo)이 

모두 사용 가능하며, 사용되는 기본 성분에 따른 

산화 및 부식에 대한 저항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달라지므로, 사용하는 분위기가 산화 또는 부식 

분위기인가를 감안하여 선정하게 된다[12].

본드 코팅은 진공 중에서 열플라즈마에 의해 

MCrAlY 합금분말을 코팅하는 진공 플라즈마 용사 

방법과 대기 중에서 산소와 연료의 폭발적 화염을 

이용하는 고속화염용사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3.2. Top 코팅

 열차폐 코팅은 초내열합금 모재상에 본드 코

팅을 0.1-0.2 mm 용사 코팅하고, 그 위에 열전도

율이 작고 기공이 많은 세라믹층을 0.2-0.6 mm 코

팅을 하여 형성한다. Top 코팅에는 낮은 열전도에

서 비교적 열팽창이 모재에 가까운 6∼8% Y2O3 

세라믹을 대기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용사한 부분

안정화지르코니아(ZrO2)가 사용되고 있다[13].

ZrO2는 낮은 열전도도와 터빈 블레이드의 모재

와 유사한 열팽창계수를 가진다는 장점으로 인해 

열차폐 코팅의 top 코팅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

다. 순수한 ZrO2는 온도 변화에 따라 단사정계

(monoclinic: m), 정방정계(tetragonal: t), 입방정계

(cubic: c)의 3가지 상이 존재하는데, 정방정계에서 

단사정계로의 상변태는 변태과정에서 약 3∼5%의 

부피 변화가 수반되며 이러한 부피 변화가 열차폐 

코팅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4]

ZrO2의 t → m 상변태를 억제하기 위해 Y2O3, 

CeO2 및 MgO 등의 다양한 산화물들이 첨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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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tmospheric Plasma Spraying에 의한 터빈블레

이드에 YSZ를 코팅장면[15].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르코니아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Y2O3를 첨가한 것을 일컬어 YSZ 

(Yttria Stabilized Zirconia)라고 부른다[13]. 

Figure 4는 대기 플라즈마 용사방법을 이용하여 

터빈 블레이드에 YSZ를 코팅하고 있는 사진이다.

4. 열차폐 코팅 기술개발 동향

현재의 열차폐 코팅은 1970년 중반에 NASA-Lewis

에서 개발된 MCrAlY 본드 코팅상에 ZrO2-Y2O3 

세라믹 코팅을 대기 plasma 용사법으로 제조하는 

것으로서, J-75 가스터빈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에 

적용하여 그 우수성이 입증된 이래로 꾸준한 연구

개발이 지속되어 왔다.

유럽의 경우, High Insulation Thermal Barrier 

Coating System European Project를 결성하여 연

구소, 기업 및 대학이 1997년부터 5년간 공동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연구 및 개발에 투자

를 하고 있다[16].

일본의 경우, NEDO를 중심으로 오사카대, 특

수무기재료연구소, 초고온재료연구소, 동경대, 쿄

토미스비시 중공업, 가와사끼 중공업 등에서 각각

의 업무 분담을 통해 각 참여기관이 요소기술을 

분담하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

개발기구(NEDO)에서는 Nano Coating Project를 

발족하여 2001년부터 Fine Ceramic Center가 총

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 설비가 설치되면서 열차폐 코팅 기술개발/생

산이 시작되었다. 1100 ℃급의 경우 General 

Electric사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한전KPS(주)가 

국내 가스터빈 고온부품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

다. 이외 서머텍과 삼성테크윈 합작회사인 서머텍

코리아에서도 열차폐 코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가스터빈 건설이 대부분 해외 제작

사에 의존하고 있고 운영만 국내 발전사가 담당하는 

형식이며, 부품의 유지보수도 GE, 웨스팅하우스, 

지멘스, ABB, MHI 등의 OEM 면허생산 방식이

므로(한전은 GE, 두산중공업은 MHI, 삼성은 카와사

키, 한라중공업은 지멘스, 현대는 웨스팅하우스 등

과 기술제휴로 가스터빈을 면허 생산), 열차폐 코

팅에 관한 국내 연구개발은 대부분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응용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가스터빈 기술 국산화에 청신호가 켜졌

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990년대 GE와 라이센스 

체결을 통해 중형 가스터빈 8기의 조립시험 수행

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MHI와 사업과 기술협력

을 통해 대형 가스터빈 4개 모델의 기술을 확보하

였고[17], 2014년부터 이탈리아의 안살도 에네르

기사와 기술협력을 통해 250 MW급 대형 가스터

빈 국산화 모델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부가 5년간 896억원

을 민간투자 2228억원 등 총 3100억원이 투입되

는 세계 최정상급 복합 화력발전 가스터빈 국산화 

개발 작업에는 대기업 3, 중소⋅중견기업 18, 연구

소 2개 기관 및 22개의 대학 연구진이 참여해 

2018년 평택화력에 실제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되

고 있다[18]. 이 사업에는 고온부품 설계 및 새로

운 조성과 성능을 갖는 본드 코팅 및 top 코팅이 

개발이 포함되어 있어, 명실상부한 가스터빈 고온

부품 기술 자립화가 기대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가스터빈 개요, 발전효율과의 관계, 

가스터빈의 핵심 요소인 열차폐 코팅에 대해 간략



기획특집: 초고온 내열소재

38  공업화학 전망, 제17권 제4호, 2014

변 응 선

1988 강원대학교 재료공학과 학사

1990 강원대학교 재료공학과 석사

2001 日本 東北大學校 工学研究科 

金属工学専攻 박사

1991∼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책임연구원

히 알아보았으며 이의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다.

열차폐 코팅기술은 기존 가스터빈의 유지보수

는 물론 향후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절대

적으로 필요한 고부가가치 기술이다. 현재는 국내

에서 외국기술을 일부 도입하여 제한된 가스터빈 

핵심부품의 코팅과 보수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

지만, 이 과정에서 축적된 요소기술 노하우와 현

재 진행 중인 전력산업 융합 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결과가 접목된다면, 머지않아 독창적이

고 우수한 성능의 열차폐 코팅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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