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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기 가스터빈엔진의 고온 부품은 1400 ~ 

1500 °C 가 넘는 고온, 수 십만 RPM 의 회전 속도

와 고압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운용이 되고 있으

며, 친환경 및 고효율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더욱 

가혹한 환경에서 좀 더 긴 수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혹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재료의 

고급화, 열차단 코팅, 냉각 설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온 부품에 대

한 좀 더 정교한 구조 강도, 수명 평가 등을 위해 

재료 모델링, 유한요소해석 기술, 통계적 기법과 

최적화 기술 등의 도입 및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

Key Words: High Pressure Turbine Nozzle(고압터빈 노즐), Directionally Solidified Material(일방향 응고 재료), 

Turbine Inlet Temperature Profile(터빈 입구온도 분포), Installation Condition(장착 조건), Low Cycle 

Fatigue Life(저주기 피로 수명), 임계 평면법(Critical Plane Approach) 

초록: 항공기 및 엔진의 성능 극대화와 운용 유지비 최소화로 인하여 고압터빈 구성품은 점점 더 가혹

한 환경에서 장시간 운용을 요구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냉각 극대화, 재료의 고급화, 코팅 기

술 적용 등과 함께 재료 모델링, 유한요소해석, 통계적 기법 등의 수치적 해석 방법이 광범위하게 활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방향 응고 재료의 1 단 고압터빈 노즐의 운용 환경인 터빈 노즐 입구온도분

포와 장착조건의 변화에 따른 노즐의 구조 건전성을 저주기 피로 수명을 통해 평가하고 가장 유리한 조

건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냉각 설계에 의한 노즐의 금속 온도 분포는 복합 열전달 해석을 통해 

얻으며, 이를 근거로 탄소성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저주기 피로 수명을 평가하였다. 

Abstract: High pressure components of a gas turbine engine must operate for a long life under severe conditions in 

order to maximize the performance and minimize the maintenance cost. Enhanced cooling design, thermal barrier 

coating techniques, and nickel-base superalloys have been applied for overcoming them and furthermore, material 

modeling, finite element analysis, statistical techniques, and etc. in design stage have been utilized widely.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the effects on the low cycle fatigue life of the high pressure turbine nozzle caused by different turbine 

inlet temperature profiles and installation conditions and to investigate the most favorable operating condition to the 

turbine nozzle. To achieve it, the structural analysis, which utilized the results of conjugate heat transfer analysis as 

loading boundary conditions, was performed and its results were the input for the assessment of low cycle fatigue life at 

several critical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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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터보 팬 엔진의 고압터빈 1

단 노즐(Nozzle)의 경우는 연소기 출구 뒤에 위치

하여 가장 높은 온도와 고압의 연소 가스를 견뎌

야 하는 부품이다. NASA(1)에서는 2 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터보팬 엔진의 1 단 고온 부품인 노

즐과 블레이드(Blade)에 대하여 공력, 냉각 설계, 

구조 및 수명 평가를 실시하였다. 노즐의 경우는 

압축 가공(Extrusion)을 한 MA754 의 재료를 활용

하였다. Mazur 등(2)은 70MW 급 발전소에 대략 260

번의 시동 및 정지를 경험한 가스터빈엔진의 고압 

1 단 터빈 노즐을 재료학적으로 분석하고, 유한요

소 해석 결과와 실제 노즐의 균열 생성 위치 및 

크기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해당 노즐은 터빈 

입구 온도가 1100°C정도이며, 코발트 계열의 내열 

합금인 FSX-414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다결정 재

료이다.  Arkhipov 등(3)은 무냉각 터빈 노즐에 대

하여 재료, 운용 온도, 노즐의 온도 경계조건, 제

작 공차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노즐의 저주기 피로 

수명을 확률적으로 접근하였다.  Mazur 등(4)은 앞

의 논문에서 좀 더 발전하여 산업용 가스터빈엔진

의 임무를 기초로 레인플로 사이클 집계(Rainflow 

cycle counting)을 수행하고 이를 기준으로 Manson-

Coffin, Morrow, SWT(Smith-Watson-Topper) 식을 적

용하여 다결정 재료인 FSX-414 로 제작된 노즐에 

대하여 저주기 피로 수명을 평가하고, 실제 운용

된 노즐과 비교를 하였다. Zheng 등(5)은 다결정 재

료인 K417 로 제작되는 고압터빈 노즐의 익형에 

대하여 Coffin-Manson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터

빈 입구 온도에 따른 저주기 피로 수명을 추정하

고 시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Huh 등(6)은 CM247LC 

DS 로 설계된 고압터빈 1 단 노즐에 대하여 형상

변수 고찰을 통해 노즐 전체의 설계 방향을 제시

하였으나, 노즐의 냉각 구멍 및 슬랏(Slot)이 반영

이 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노즐에 대한 냉각 설계

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다양한 복합 열전달 해

석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방향 응고 재료(Directionally 

Solidified material)가 가정된 1 단 고압터빈 노즐에 

대한 탄소성 해석(Elasto-plastic analysis) 및 저주기 

피로 수명(Low cycle fatigue life)을 평가하여, 노즐 

입구온도분포와 장착 조건의 변화에 따른 구조 건

전성의 영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륙 조건의 정상상태에서의 복합 열전달 해석

(Conjugate heat transfer analysis)를 수행하고 그 결과

를 하중 조건으로 하여 탄소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저주기 피로 수명을 평가하기 위해 재료의 비등방

성과 피로의 방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임계 평면

법(Critical plane approach)(7~9)중에서 SWT parameter

법을 적용하였다. 

2. 유한요소해석 

2.1 유한요소모델 

유한요소해석을 위해서는 형상정의, 재료 모델

링, 하중 및 변위 경계조건이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 1 과 같은 형상의 터빈 노즐에 대

하여 복합 열전달 및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단, 

구조 해석에서는 복합 열전달 해석 모델과 상이하

게 열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부 벽면에 단순

히 추가된 원형 기둥(Pedestal)과 난류 촉진기(Rib 

turbulator)를 제거한 노즐 형상을 기초하였다. 그리

고, 노즐은 일방향 응고 재료 중 하나인 

CM247LC DS 로 제작이 가정되었으며, 이는 수학

적으로 횡 등방성 재료(Transversely isotropic 

material)로 모델링이 가능하다.(10) 탄성영역 해석을 

위해 5 개의 탄성계수가 필요하며, 소성 해석은 

Generalized Hill 모델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이 경

우는 2 개의 Hill 파라미터가 필요하다.(10,11)  이에 

필요한 탄성 계수, Hill 파라미터를 위해 필요한 

항복 강도(Yield strength)와 열 팽창 계수는 Table 1

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Moore(10)와 Kupkovits(11)

에 기술되어 있다.  

 

Table 1 Material constants of CM247LC DS(10,11) 

 500°C 750°C 850°C 950°C 

E1(GPa) 152.55 134.52 132.2 119.52 

E3(GPa) 111.28 102.20 92.52 85.82 

ν12 0.175 0.175 0.175 0.175 

ν13 0.561 0.585 0.594 0.601 

ν32 0.409 0.445 0.416 0.431 

G12(GPa) 64.92 57.24 56.26 50.86 

G23(GPa) 110.6 99.7 94.3 87.5 

σY1(MPa) 785.0 758.0 825.0 543.0 

σY3(MPa) 850.0 906.0 858.0 648.0 

σY45°(MPa)  751.0 797.0 757.0 488.0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13.4 

×10-6 

14.1 

×10-6 

14.5 

×10-6 

15.1 

×10-6 

참고) σY: 축 방향의 항복강도이며, 하첨자 45°는 3 축에 대해 

45° 회전한 평면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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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igh pressure turbine nozzle 

 

 

(a) Metal temperature distribution 

 

(b) Pressure distribution 

Fig. 2 Loading conditions calculated from CHT analysis 

 

고압터빈 노즐의 운용 조건은 항공기 엔진이 가

장 큰 추력을 필요로 하는 이륙 조건을 기준으로 

하였다. 노즐에 대한 하중 요소는 연소기에서 생

성된 고온 및 고압 가스가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열 하중 및 압력이고, 이는 복합 열전달 해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Fig. 2 는 이륙 조건에서 복합 

열전달 해석을 통해 얻은 고압터빈 노즐의 금속 

온도 및 압력 분포이며, 이러한 해석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Kang 등(12)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별도로 기술하지 않고자 한다. 익

형(Airfoil)과 허브(Hub)면의 냉각 구멍에 의해 노 

 
Fig. 3 Elasto-plastic analysis: Equivalent strain distribution 

 

즐의 폭넓은 영역에서 700 ~ 800°C 정도로 충분히 

냉각이 되었으나, 전연부(Leading edge)와 후연부

(Trailing edge)의 끝벽 부근에서 높은 금속 온도가 

예측이 되고 있고, 이는 저주기 피로 수명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하중 조건과 함께 변위 경계조건이 

정의되어야 하며, 이는 노즐이 엔진에 장착되는 

조건으로부터 얻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NASA 보고서(1)와 미국 GE 사 엔진의 장착 조건을 

기초로 하여 몇 가지 변형을 하였으며 이는 다음 

절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2.2 초기 해석 결과 

위와 같은 문제 정의를 기초로 CM247LC DS 재

료의 고압터빈 노즐에 대해 대략 240 만개의 2 차

원 육면체 요소와 ANSYS Workbench 를 이용하여 

탄소성 해석을 기본 모델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대 변형량은 허브면의 

전방에서 0.729 mm 가 얻어진다. 최대 등가 응력은 

볼트 영역을 제외하고 약 853 MPa로 계산되며 슬

랏(Slot) 및 전연부의 일부 냉각 구멍(cooling holes)

에서 항복 강도를 초과하는 등가 응력이 얻어진다. 

노즐의 주요 파손 메커니즘이 저주기 피로 수명(1,4)

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응력 보다는 변형률을 기

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볼트 구멍

을 제외하고 전연부와 후연부에서 Fig. 3 과 같은 

높은 등가 변형률(Equivalent mechanical strain)이 계

산된다. 즉, 슬랏의 출구에서 최대 0.709%, 전연부

에서 최대 0.578%, 후연부 하단에서 0.326%가 얻

어진다. 등가 변형률이 아닌 주 변형률(Principal 

strain)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슬랏에서는 인장에 

의한 최대 주변형률이 +0.706%로 예측되고, 전연

부에서는 압축에 의해 최소 주 변형률이 -0.581%

로 계산된다. 전연부의 경우 외부 주 유로의 고온 

가스와 내부의 냉각 공기가 야기하는 150°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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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속 온도 차에 의해 전연부의 외부 표면에서 

압축 응력이 발생하고, 슬랏의 경우는 허브면과 

익형의 온도 차와 고압 가스에 의한 압력차에 의

한 굽힘 하중이 주요 요인이 된다. 최종적으로 구

조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파손 메커니즘인 

저주기 피로 수명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저주기 피로 수명 영향 

3.1 저주기 피로 수명 평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압터빈 노즐의 주요 파손 

메커니즘이 저주기 피로 수명이므로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평가하였다. 

먼저 엔진의 임무는 NASA 보고서(1)에 기술된 전

형적인 상용 항공기 엔진의 임무를 시동-이륙-정

지로 단순화 하였으며, 이는 엔진의 저주기 피로 

수명 시험의 사이클과 유사하다.(13) 이륙 및 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이 구간에서의 전연부의 응

력 및 변형률의 변화는 NASA 보고서(1)와 Mazur(4)

의 변동폭을 기초로 계산된 정상상태의 주 변형률

인 ε3(=-0.692%)에 대해 -1.32×ε3 ~ +0.59×ε3의 변동

폭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천이 구간의 변형률 

이력은 차후 별도 연구를 통해 확인 및 보완이 필

요하다.  

저주기 피로 수명은 임계 평면법의 한 방법인 

SWT parameter(8)를 적용하고자 하며 이는 식 (1)로 

표현된다. 이 식은 저주기 피로 수명의 변형률-수

명 선도식에 Basquin 식을 곱한 식으로 평균 응력

을 고려할 수 있고, 동시에 피로가 가지는 방향성

을 묘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주기 피로 수명

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로는 온도, 변형율이다. 

등방 재료와 다르게 일방향 응고 및 단결정(Single 

Crystal)재료는 재료의 결정립계 방향에 의해 Fig. 

4 와 같이 방향에 따라 저주기 피로 수명이 큰 차

이를 보인다. 일방향 응고 제작시 결정립 성장 방

향인 0° 방향이 저주기 피로 수명특성에서 가장 

우수하며 45° 방향이 가장 짧은 수명을 가지게 된

다. 즉, 계산된 임계 평면 각도는 결정립 방향에 

따른 수명특성을 반영하게 되어 수명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SWT 파라미터에서 임

계 평면 각도는 식 (1)의 좌변 항이 최대가 되는 

평면이며, 피로 균열이 생성되고 진전될 것으로 

추정되는 평면이다.  

 

  (1) 

 

여기서, E 는 탄성계수(Modulus of elasticity), σf
’는 

피로강도계수(Fatigue strength coefficient), εf
’는 피로

연성계수(Fatigue ductility coefficient), b와 c는 각각 

피로강도지수(Fatigue strength exponent)와 피로연수

지수(Fatigue ductility exponent)이다. 또한, ∆ε1/2 은 

최대 변형률 진폭이며, σn 은 최대 변형률 평면에 

수직한 방향의 응력성분이다.  

 

3.2 입구온도분포와 장착조건에 의한 영향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Fig. 5 의 다양한 터

빈 입구온도 조건과 Fig. 6 의 노즐 장착조건들에 

대하여 구조 건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장 우호적인 조건을 탐구하고자 한다. 참고로, 

Fig. 5 의 터빈 입구온도 조건의 변화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장착 조건은 Fig. 6 의 IC1 조건이며, Fig. 

6 의 장착조건에 대한 연구에서 터빈 입구온도 조

건은 Fig. 5의 TC1조건이다. Fig. 5의 온도 분포는 

모두 평균 온도 1400°C 를 기준으로 생성되었으며, 

NASA 보고서(1)를 일부 참고하여 가정하였다. 참

고로, 가로축은 노즐의 허브면을 0%로 하고 쉬라

우드를 100%로 한 노즐 익형 길이의 반경 방향 

상대좌표이다(Fig. 1 참조).  

 

 

Fig. 4 ε-N curve of CM-247LC DS at 850°C(10) 

 

 

Fig. 5 Turbine inlet temperature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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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ow cycle fatigue (LCF) lives at various inlet 
temperature profiles 

 Leading edge Slot (U or L)* 

 
SWT/Critical 

angle (Temp.) 
Life 

SWT/Critical 

angle/(U, or L) 
Life 

TC1 
1.93691×106/15° 

(961.3°C) 
526 

4.68682×106/20° 

(L) 
898 

TC2 
1.98293×106/15° 

(961.2) 
497 

5.46313×106/20° 

(U) 
418 

TC3 
1.4929×106/15° 

(999.0) 
545 

3.49196×106/25° 

(U) 
1510 

TC4 
1.95786×106/15° 

(1011.8) 
247 

9.39112×106/50° 

(U) 
22 

TC5 
1.78009×106/30° 

(996.2) 
269 

5.88384×106/20° 

(U) 
275 

*: Fig. 1 에서 슬랏의 위치 

   
Table 2 에 의하면, 터빈입구온도에 따라 전연부 

및 슬랏의 저주기 피로 수명이 영향을 받고 있으

며, 전연부보다는 슬랏이 상대적으로 좀 더 큰 변

화를 보이고 있다. 전연부에서 본 연구의 기준 모

델인 TC1 모델과 TC2 는 30 ~ 70% 익형 길이 영

역에서 온도 분포가 동일하여 SWT 값과 수명이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TC5 는 TC3 와 

TC4의 중간 값을 가지는 온도 프로파일이며 그로 

인해 SWT 값도 그 중간 값을 가진다. 그러나, 수

명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추정이 되고 있으며 이

는 임계 평면각이 30°로 DS 재료의 피로 특성이 

나쁜 결정립 방향으로 추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사한 최대 온도를 가지는 TC3 ~ TC5 에서 20 ~ 

80% 익형 길이 범위에서 가장 온도 변화가 심한 

TC4 가 가장 큰 SWT 파라미터(최저 수명)를 가지

며, 가장 온도 구배가 없는 TC3 가 작은 SWT 파

라미터(최고 수명)을 보이고 있다. 즉, 반경 방향

으로 최대 온도 주변에서 온도 변화가 적은 것이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저주기 피로 수명만을 

고려한다면 TC3 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나, 

전연부의 경우 고온의 연소가스가 지나가므로 환

경적인 요인인 산화 및 부식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고 TC3 는 이러한 조건에서 불리하므로 TC1 혹

은 TC2 가 더 좋은 조건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근

본적인 수명 증대 방안은 전연부의 냉각 구멍 배

치 및 형상 변경을 통해 전연부의 금속 온도를 낮

게 유지시키기 위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슬랏의 경우는 익형의 후연부 온도와 허브 혹은 

쉬라우드의 온도 차가 작아지는 경우에서 큰 저주 

 

Fig. 6 Installation conditions 

 

기 피로 수명이 확인되었다. 즉, 온도 프로파일에

서 허브와 쉬라우드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가지는 

TC3 가 가장 큰 수명을 보이고 있으며 TC3 의 경

우에서도 추가적인 냉각이 이루어지는 허브면(L)

이 쉬라우드면(U)의 수명(1510 사이클)보다 더 높

은 수명(3705 사이클)이 예측됨을 확인하였다. TC4

의 경우는 냉각이 없는 쉬라우드면에 높은 온도가 

형성되어 가장 낮은 수명을 보여주고 있다. 즉, 허

브면과 쉬라우드 면의 연소 가스 온도를 낮게 유

지하고 그와 함께 허브면과 쉬라우드 면을 적절히 

냉각하는 것이 수명에 유리함을 확인하였다.  

  앞 선 두 경우를 종합하면, 전연부의 저주기 피

로 수명 향상을 위해서는 익형 중간 부위의 온도

를 균일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최고 온도를 낮게 

하여야 하고, 후연부의 슬랏은 양 끝벽(Endwall) 

부근의 금속 온도를 낮게 하여야 한다.  이 두 가

지 경우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엔진 시스템의 성능

을 만족시키기 위한 평균 온도 1400°C 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입구 온도 

분포, 허브 및 쉬라우드 면 냉각, 전연부의 냉각 

구멍 형상 및 배치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입구 온도 분포와 함께 가정된 장착 조건은 Fig. 

6 과 같으며 기본모델인 IC1 의 경우는 후방 내부 

플랜지(D1)의 볼트 구멍 반경 및 회전 방향을 구

속하고, 후방 외부 플랜지(D2)의 축 방향을 고정

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IC2 는 후방 내부 플랜지의 

면(D4)에 대해 축방향 변위를 고정하였으며, IC3

는 전방 플랜지(D3)에 대해 축방향 변위를 제외하

고 구속하는 조건이다(Fig. 7 참조). 즉, 열 팽창에 

의한 축 방향의 변위는 허용을 하지만 그 값은 동

일하게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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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LCF lives at three installation 
conditions 

 Leading edge Slot (U or L)* 

 
SWT/Critical angle 

(Temp.) 
Life SWT/Critical angle Life 

IC1 
1.93691×106/15° 

(961.3°C) 
526 

4.68682×106/20° 

(L) 
898 

IC2 
1.92704×106/15° 

(961.3°C) 
539 

5.28623×106/20° 

(L) 
614 

IC3 
1.98136×106/15° 

(961.3°C) 
505 

4.64521×106/20° 

(L) 
924 

 

 

 

Fig. 7 Example of an installation condition(1) 

 

Table 3에 의하면, 장착조건에 의해서는 입구 온

도 분포의 변화에 비해 수명의 변화가 민감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연부의 경우는 주어진 

장착조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는 

주어진 장착조건이 전연부의 열 팽창에 추가적인 

구속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슬랏의 

경우는 IC2 에서 추가적인 구속 조건이 존재하여 

큰 SWT 파라미터(낮은 수명)가 추정이 되었다. 터

빈 입구 온도분포처럼 다양한 조건에 대한 비교 

연구는 아니지만, Table 3와 Fig. 7을 통해서 열 팽

창에 의한 주 유로를 확보하는 범위에서 열 팽창

에 대한 구속을 최소화는 조건을 찾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터보 팬 엔진의 터빈 입구 온도 

1400°C 인 고압터빈 노즐에 대해 구조 해석 및 저

주기 피로 수명을 평가하였다. 이를 기초로 고압

터빈노즐의 다양한 입구 온도 분포와 장착조건에 

대해 저주기 피로 수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

초로 가장 유리한 운용 조건을 탐구하였다. 즉, 노

즐의 입구 중간 부위의 온도 분포는 균일하게 유

지하면서 양 끝벽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 유로에 간섭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열 

팽창에 대한 추가적인 구속이 최소화되게 하여야 

한다. 향후 위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우므로, 허브 및 쉬라우드의 추가 냉각, 전연

부 냉각 구멍의 최적화 등과 같은 작업이 필요하

고, 최종적으로 운용 조건의 변동성에 따른 신뢰

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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