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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니켈을 기지로 하는 초합금은 가스터빈 재료처

럼 고온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주로 개발되어 왔

다 특히 산업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러한 재료.

들이 사용되는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으며 열효율

을 높이기 위해 더욱 높은 온도를 요구하고 있

다.
(1)

가스터빈의 성능은 터빈 입구온도의 상승에 따

라 향상되어 왔는데 근래에는 제작사의 주도로

정밀주조 및 코팅 분야 등 신기술 개발이 급속하

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내 기술로 이를 따라 잡

기도 매우 힘든 형편이다 그러나 정확한 수명평.

가에 의한 교체 및 정비주기에 관한 기술은 전력

회사가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될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운영회사 나름대로의 부품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확보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터빈재료는 높은 고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료의 열화가 진행

되고 이를 예측하고 적절한 시기에 보수나 교체

를 해 주어야만 한다 재료 열화의 정확한 예측.

및 정밀하고 계획적인 보수교체는 가스터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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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니켈기 초내열합금은 높은 강도 피로 및 산화 저항성이 우수하여 비행기 엔진 선박 엔진 및 발전: , ,

용 가스터빈 고온 부품 등을 만드는 소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터빈 블레이.

드 소재인 니켈기 초내열합금 에 대하여 실제 운전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설정하여 다양한 변형IN738LC

률 범위와 온도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소재를 및 에서 각각. IN738LC 871 982 1,000 ~ 10,000

시간 동안 열 노출한 시편을 준비하여 기계적 특성 및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였다 기계적 특성 변화는.

열 노출 시간에 따른 의 변화와 관련된 것을 확인하였다' .

Abstract: High-strength nickel-based super alloys have been widely used in aircraft engines, vessel engines, and

turbine blades because of their high strength and excellent fatigue and oxidation resistance. In this study, tests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total strain range and temperature for high-strength nickel-based super alloys.

Prepared specimens of IN738LC were exposed to temperatures of 871°C and 982°C for 1,000 10,000 h. These–
specimens were subjected to tests of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observations. The changes in

mechanical properties were related to changes in  ' according to the thermal expos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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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획기적인 절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가스.

터빈 부품 중 가장 교체빈도가 높고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는 사용온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기

동 정지 시 열적 변형과 함께 기계적 변형을 동,

시에 받고 있어 수명에 대한 검토가 더욱 요구되

고 있다.
(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스터빈용 블레이드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IN738LC

현장 운전 조건과 유사한 환경을 유지하여 재료

의 기계적 특성 평가와 미세조직을 관찰 하고자

한다.

재료 및 실험방법2.

2.1 IN738LC 시편

본 실험에서 사용한 소재는 주로 가스터빈 블

레이드에 사용되고 있는 이다IN738LC . Table 1

은 에 대한 화학적 조성을 나타낸 것이IN738LC

다 시편은 모 합금을 정밀 주조 몰드를 이용하.

여 직경 길이 로 주조한 후 인장13 mm, 150 mm

시편은 에 따라 과 같이 가공하ASTM E 8 Fig. 1

여 제작하였다.

2.2 시험방법

인장실험은 ASTM E 8
(4) 및 E 21

(5)의 규정에

의해 수행하였다 소재의 표준열처리. IN738LC

시편 및 열 노출 시편에(Standard Heat Treatment)

대한 인장시험은 상온 종류의 온, 650 , 900 3℃ ℃

도에서 수행하였다.

는 인장시험에 사용된 시험 장비를 보여Fig. 2

주고 있다 인장 시험기는 용량의. 10 ton MTS810

유압식 만능 재료 시험기이며 가열장치는, 653.02

고온노 를 사용하였다 시(high temperature furnace) .

편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입 열전대를K-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열전대는 끝단을. T/C wel-

대현테크 로 용접한 후 스der( , model: DH-TC 100)

트레인게이지 용접기 를(EATON, model: W1200)

이용하여 시편에 부착하였다.

시편의 정확한 온도는 Microprocessor thermo-

를 사용하여 확인하였meter(Omega, model: HH21)

다.

고온 변형률은 시편 접촉방식의 632.53 F- 11

고온용 익스텐소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

Al Cr Co Ti Mo W Ta Nb Zr Ni

3.4 16 8.5 3.4 1.75 2.6 1.75 0.85 0.12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IN738LC (wt%)

FIg. 1 Shape and dimensions of specimen

험 하중 변형률 및 온도는 사의, MTS TestStar sⅡ

로 제어하였다controller .

고온 인장 실험은 고온노를 이용하여 시편을

가열한 후 시편 표면이 시험온도에 도달했을 대

부터 분 동안 온도를 유지한 후 시작하였고30 ,

시험 속도는 변형률 까지 변형률제어로1.0%

로 하였으며 이후 구간에서는0.0045 mm/mm/min

변위제어로 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0.4 mm/min .

상온 및 고온 항복강도(σys 는 응력 변형률 선) -

도로부터 스트레인을 옵셋하여 구하였다0.2% .

인장강도(σuts 는 응력 변형률 선도의 최대 선도) -

의 응력으로 구하였다 또한 탄성계수는 는 응. , (E)

력 변형률선도의 선형구간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하중 변형률 선도를 구하는 소프트웨. -

어는 를 사용하였다OriginPro 6.1 .

미세조직 관찰은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표준열처리 시편과 열화 시편에 대하여 열처리

온도별로 결정립내 결정립계 공정조직 탄화물, , ,

에 대하여 미세조직을 비교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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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iguration of experimental apparatus,
MTS810

시험결과 및 고찰3.

3.1 인장 시험

는 가스터빈 소재인 을 각각 표Table 2 IN738LC

준열처리 시편 에서 시(SHT) , 871 2,000 ~ 10,000℃

간 및 에서 시간 동안 열 노982 1,000 ~ 10,000℃

출된 소재에 대해 상온 그리고 에, 650 900℃ ℃

서 인장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의 결과 값을 토대로 에 그Table 2 Fig. 3 ~ Fig. 7

래프로 나타내었다.

은 온도에 따른 탄성계수를 나타낸 것이Fig. 3

다 의 열 노출된 소재는 온도가 증가함. IN738LC

에 따라 탄성계수가 감소한다.

와 는 각 소재에 대해 항복강도와Fig. 4 Fig. 5

인장강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항복강도는.

Aging temp.

& time

Temperature

( ) (GPa)


(MPa)


(MPa)

Elongation

(%)

SHT

R.T. 190.71 978.62 1078.03 3.52

650 171.30 860.34 1097.69 5.53

900 140.94 605.39 653.76 9.22

871℃

2,000 hrs

R.T. 158.88 676.35 790.63 6.05

650 121.97 564.01 926.47 5.44

900 115.47 362.70 530.26 13.04

871℃

5,000 hrs

R.T. 176.32 673.34 775.61 5.30

650 148.22 545.14 957.22 9.24

900 125.64 343.44 522.73 13.92

871℃

10,000 hrs

R.T. 214.99 659.58 775.14 1.28

650 168.46 554.94 908.78 2.67

900 130.22 403.78 559.40 18.58

982℃

1,000 hrs

R.T. 179.60 704.76 825.72 3.05

650 164.77 627.82 769.92 2.64

900 130.09 469.61 579.83 8.16

982℃

5,000 hrs

R.T. 179.41 662.52 764.96 1.85

650 184.70 585.16 748.02 2.41

900 139.19 490.39 545.89 3.92

982℃

10,000 hrs

R.T. 184.75 666.07 768.88 0.62

650 161.39 592.09 777.33 4.78

900 143.37 507.26 536.58 3.01

Table 2 Results of tensile tests at room and high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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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young's modulus

Fig. 4 Comparison of yield stress

Fig. 5 Comparison of ultimate stress

Fig. 6 Comparison of elongation

Fig. 7 The effect of yield property with thermal
exposure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그러나 표준열

처리 시편 및 에서 시간(SHT) 871 2,000 ~ 10,000℃

동안 열 노출된 소재의 인장강도는 에서 강650℃

도가 상승 후 감소하는 반면 에서, 982 1,000 ~℃

시간 동안 열 노출된 소재는 인장강도의10,000

증가 없이 온도 상승에 따라 감소한다.

열 노출된 소재는 표준열처리IN738LC (SHT)

시편에 비해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작아지며,

열에 노출된 온도가 같다면 시간에 관계없이 비

슷한 경향을 가진다.

은 온도에 따른 연신율을 나타낸 것이다Fig. 6 .

온도 상승에 따라 연신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 하지만 에서 시간 동안 열 노출. 982 5,000℃

된 소재의 결과 값이 로 작고 또한900 3.92% ,℃

에서 시간 동안 열 노출된 소재의 경우982 1000℃

연신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

재가 취성이 강하여 균열이 발생하면 파단이 급

격히 진행되어 연신율이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에서 와 의 온도 변화에 따라Fig. 7 871 982℃ ℃

열 노출 된 소재가 열 노출 시간이 증IN738LC

가 할수록 항복강도의 결과 값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와 온도의 변화에 따, 871 982℃ ℃

른 항복강도 차이보다 열 노출 시간에 따른 변화

의 폭이 크다.

3.2 미세조직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과 같Fig. 8 Fig. 9

이 표준열처리 시편과 열 노출된 시편에 대(SHT)

하여 열처리 온도별로 결정립내 결정립계 공정, ,

조직 탄화물에 대하여 미세조직을 비교하였다, .

을 구성하는 주요 상으로는 기지인IN738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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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T (b) 871 2,000hr

(c) 871 5,000hr (d) 871 10,000hr

Fig. 8 SEM microstructure ×10,000 of IN738LC
after SHT and thermal exposure at 871℃

(a) SHT (b) 982 1,000hr

(c) 982 5,000hr (d) 982 10,000hr

Fig. 9 SEM microstructure ×10,000 of IN738LC
after SHT and thermal exposure at 982℃

금속간화합물인  탄화물 및 상이다', TCP . Fig. 8

은 이하의 육방체 형태인 금속간 화합물1 ㎛  '

이 균일하게 분포된 의 대표적인 미세IN738LC

조직을 보여준다.

은 독특한 금속간 화합물로서 고온에서 전위'

와의 상호작용으로 강화효과에 상당히 기여한다.

은 및 에서 시간까지Fig. 8 871 982 10,000℃ ℃

열 노출된 시편의 미세조직을 보여준다 열 노출.

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의 형상은 육방체에'

서 구형으로 의 크기는 점차적으로 커짐을 확'

인할 수 있다 대비 에서. 871 982℃ ℃ 의 크기증'

가속도가 큰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의 경우 고온에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IN738LC

식 과 같은 탄화물 분해가 진행된다(1) .

MC (Ta and Ti-rich) +  →

M23C6 (Cr-rich) +  ' (1)

탄화물은 서서히 분해되어Ta, Ti-rich Cr-rich

탄화물과 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 Ta, Ti-rich

탄화물 주위에는 층이 형성되고 이후 노출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층의 두께가 증가하게 된다' .

또한 결정립계 탄화물 분해 과정의 속도가 빨라,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8)

의 경우 에서 시간 열 노출IN738LC 871 5000℃

시킨 시편에서 상이 확인되지 않았다TCP .

에서 열 노출 된 시간에 따른 항복강도Fig. 7

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에서 시간이 늘,

어남에 따라 항복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이유는 미세조직과 관련하여 탄화.

물 주위에 층이 형성되고 노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층의 두께 또한 증가하게 되며 결정립계' ,

에 탄화물 분해과정의 속도가 빠르게 발생하여

이러한 과정이 항복강도 감소의 원인이 된다.

결 론4.

본 연구로부터 가스터빈용 블레이드에 주로 사

용되고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재료의IN738LC

기계적 특성 평가와 미세조직을 관찰하여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탄성계수와 항복강도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1)

감소하지만 표준열처리 시편과 에서, (SHT) 871℃

열 노출 된 소재의 인장강도는 에서 증가650℃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에서 열 노출982℃

된 소재의 인장강도는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한

다.

연신율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2) ,

에서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한편 에900 . 982℃ ℃

서 시간 열 노출된 소재는1000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취성이 강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파단

속도가 빨라 발생되는 현상이다.

열 노출된 소재는 표준열처리(3) IN738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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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에 비해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작아지(SHT)

며 열에 노출된 온도가 같다면 시간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가진다.

열 노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4) 의 형상은'

육방체에서 구형이며, 의 크기는 점차적으로 커'

지고 있다 또한 대비 에서 열 노출된. , 871 982℃ ℃

시편의  증가 속도가 크다' .

열 노출 된 소재는 열 노출 시간(5) IN738LC

이 증가 할수록 항복강도가 감소한다 이것은 탄.

화물 주위에는 층이 형성되고 노출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층의 두께도 증가하며 결정립계에' ,

탄화물 분해과정의 속도가 빠르게 발생하여 열

노출된 시간이 증가 할수록 강도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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