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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스터빈엔진의 고온 부위는 연소기, 고압 터빈

부이며, 이는 해외 선진업체 및 국가에서 수출 규
제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국내 자체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고압터빈 부품인 노즐 및 블레이

드는 1500°C 이상 고온에서 수 천시간의 내구성

이 요구되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일방향 응고 
재료(Directionally solidified material), 단결정 재료

(Single crystal material), 더 나아가 세라믹 복합재료

(Ceramic Matrix composite)를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

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일방향 응고 재료와 
단결정 재료는 재료의 방향성이 존재하며, 일반적

Key Words: High Pressure Turbine Nozzle(고압터빈 노즐), Directionally Solidified Material(일방향 응고재료), 
Crystal Orientation of Grain(결정립 방향), Uncertainty(불확실성), Low Cycle Fatigue Life(저주기 
피로 수명), Critical Plane Approach(임계 평면법) 

초록: 가스터빈엔진의 고온 부품은 초내열 합금 재료를 이용하며, 냉각설계 적용으로 형상이 복잡하여 
정밀 주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터빈 부품에 주로 적용이 되는 일방향 응고 및 단결정 재료는 제조 과
정에서 결정립 성장 방향이 설계와 다르게 섭동을 가지게 되며, 이는 각 방향에 대한 재료 상수의 섭동

을 유발하여 응력 분포의 변화와 함께 피로 수명에 큰 산포를 야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방향 응
고 재료 노즐에 대하여 결정립 성장 방향의 섭동에 대한 구조 건전성의 영향을 저주기 피로 수명을 통
해 확인하여, 향후 제작 허용값에 대한 제안 및 좀 더 정교한 통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복합 열전달 해석을 통해 금속 온도 분포를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 해석 및 저주기 피로 
수명을 계산하였다. 

Abstract: High pressure components of a gas turbine engine are generally made of nickel-base superalloys, using 
precision casting process due to complicated geometries with intricate channels and cooling holes. Turbine components 
manufactured from directionally solidified and single crystal materials have columnar grains; however, it is found that 
the crystals do not grow in its preferred direction, although the orientation can be controlled. This anisotropy can lead to 
the variations of elastic and Hill’s parameters in constitutive equations, and they alter stress distributions and the low 
cycle fatigue life. We aims to evaluate the effects of perturbed crystal orientations on the structural integrity of a 
directionally solidified nozzle using low cycle fatigue life. We also attempt to show the necessity for the control of 
allowed manufacturing errors and stochastic analysis. Our approaches included conjugate heat transfer and structural 
analysis, along with low cycle fatigue lif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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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회전체의 반경 방향에 재료의 결정립 성장 
방향 <001>을 일치시킨다. 이는 해당 방향에 대하

여 저주기 피로, 크립(creep), 부식과 같은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타 방향 대비 매우 우수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실제 제작 과정의 불확실성과 온도 
분포에 따른 열 응력, 압력에 의한 굽힘 하중, 원
심력 등의 다양한 하중에 의한 다축 응력 및 변형

률 조건에 의해 재료 설계의 의도와 다르게 구성

품의 낮은 수명이 나타날 수 있다. 
Moore(1)와 Kupkovits(2)는 일방형 응고 재료인

CM247LC DS 재료의 결정립 성장 방향에 따른 저
주기 피로 및 열-기계 피로 특성 파악을 위해 시
편 시험 및 해석을 수행하였고, Hou 등(3)은 단결정 
재료의 [001] 방향과 그 이외의 방향의 편차가 피
로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냉각 설계가 포함된 터
빈 블레이드에 대해 고찰하였다. Okata와 Sakai(4)는 
2축 피로 하중을 받는 고온의 다결정 재료 및 일
방향 응고 재료에 대해 시편 시험을 수행하고, 피
로 수명이 각각 등가 변형률과 공칭 등가 변형률 
범위(Normal equivalent strain range)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Huh 등(5)은 일방향 응고 재료

로 가정된 고압터빈 1단 노즐에 대하여 입구 온도 
조건과 장착 조건에 따른 노즐의 구조 건전성 영
향성을 저주기 피로 수명을 통해 평가하고 유리한 
조건을 탐구하였다. NASA(6)에서는 터보팬 엔진의 
1단 고온 부품인 노즐 및 블레이드에 대해 공력, 
냉각설계, 구조 및 수명 평가를 2차원 유한요소해

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노즐은 압축 가공을 통해 
일방향 응고 재료와 유사한 결정립계 구조를 가지

게 하였으며, 블레이드는 일방향 응고 재료를 적
용하였다. Shenoy 등(7)은 일방향 응고 재료인 
GTD-111 재료의 응력-변형률, 피로 및 크립(Creep) 
특성을 묘사할 수 있는 모델을 수식화하고, 열-기
계 피로 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Yokoyama와 Sekihar(8)은 시편을 활용하여 고온 
저주기 피로 수명 시험, 결정 방향 분석과 유한

요소해석을 통해 결정립계(Grain boundary) 주변의 
국부 변형률과 균열 생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방향 응고 재료인 CM247LC 
DS 재료로 제작되는 고압터빈 1단 노즐의 결정 
방향(Crystal orientations of grains)의 변동에 따른 노
즐의 취약 부위에 대한 저주기 피로 수명의 영향

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고온, 고압의 연
소 가스에 의한 노즐의 금속 온도 분포 및 압력 
분포는 복합 열전달 해석(Conjugate heat transfer  

 
(a) First stage nozzle 

 

 

(b) Pedestals, rib turbulator, impingement plate and 
cooling holes at the endwall 

Fig. 1 Geometry of the first stage nozzle 
 

analysis)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이 결과를 하중 경
계 조건으로 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고 최종적으

로 저주기 피로 수명을 평가하였다. 일방향 응고 
재료인 CM247LC DS의 재료 물성치는 참고문헌[1, 
2, 5 ]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유한요소해석 

2.1 유한요소모델 
저주기 피로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복합 열

전달 해석, 구조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복합 열
전달 해석은 Kang 등(9)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델링

하고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복합 열전달 해석을 
위한 CM247LC DS재료 상수는 구조 해석을 위한 
상수와 다르게 결정립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

로 한번만 수행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Kang 등(9)

과의 형상 차이는 노즐 끝벽을 냉각하기 위하여 냉
각 구멍이 Fig. 1과 같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구
조 해석을 위한 형상은 Fig. 1(b)에서 알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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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metal temperature 

 
복합 열전달 해석에서 열전달 향상을 위해 배치한 
원형 기둥(Pedestal), 난류 촉진기(Rib turbulator), 충
돌 벽면(Impingement plate)와 끝벽(Endwall) 냉각을 
위해 배치한 냉각 구멍을 제거하였다. 노즐 재료

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CM247LC DS 재료를 적용

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재료 상수는 참고문

헌 [1, 2, 5]을 기초하였다. 구조 해석을 위해 대략 
250만개의 2차원 육면체 요소를 적용하였고, 
ANSYS Workbench를 이용하였다. 노즐 구조 해석

을 위한 하중 경계 조건은 연소기에서 나오는 고
온/고압 가스에 의한 압력과 이로 인한 불균일한 
금속 온도 분포이며, 항공기가 가장 큰 추력을 필
요로 하는 이륙 조건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압력 
및 금속 온도 분포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복합 열
전달 해석의 결과로 얻게 된다. 이와 함께 필요한 
변위 경계조건은 노즐이 엔진 프레임에 장착되는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 
[5]을 참고하여 가정하였다.  

 
2.2 초기 해석 결과 
위와 같은 문제 정의에서 결정립 성장 방향이 

노즐의 반경 방향과 일치한다고 가정을 하고 초기 
해석을 하면 Fig. 2~3과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 먼
저 복합 열전달 해석 결과에 의하면, 200μm의 열
차폐 코팅(Thermal barrier coating)과 전연부(Leading 
edge) 및 압력면(Pressure side)의 냉각 설계에 의하

여 노즐의 금속온도가 평균 1400°C 고온 연소가

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온도를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소 가스와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전연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예측되

며  최대  온도는  전연부의  중간  영역에서  대략 
830°C로 추정된다. 또한,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끝벽 냉각에 의해 후류는 충분히 냉각이 되고 있 

 
(a) Distribution of equivalent strain 

 

  

(b) Principal strains (Left: Min., Right: Max.) 
Fig. 3 Distribution of equivalent and principal strain 

 
으나, 전연부는 이차 유동에 의해 연소기와 체결

되는 부분의 일부는 냉각이 되고 그 나머지 영역

은 상대적으로 고온으로 남게 되어 추가 냉각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 해석 결과, 최대 변형량은 노즐 외벽의 
끝에서 0.641mm로 계산이 되며, 이는 노즐의 크
기와 금속온도 및 열 팽창 계수(~10-5)의 곱과 부
합한다. 저주기 피로 수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변형률을 확인하면, Fig. 3에서 보여지듯 전연

부와 압력면의 일부에서 높은 변형률이 관찰되며 
이는 금속 온도 구배가 주요인이다. 즉, Fig. 2의 
금속온도분포와 비교를 하면, 전연부는 외부의 
고온과 내부 냉각 유량(564°C)이 지나는 냉각유

로의 온도 구배가 주 요인이 되어 외부 면에 최
소 주 변형률 -0.446%가 계산된다. 압력면은 냉
각 구멍과 허브 전방의 고온에 의한 온도 구배에 
의해 냉각 구멍에 최대 주 변형률 +0.374%이 얻
어진다. 즉, 고온 부위는 주위의 냉각된 부분에 
의해 압축 응력을 받게 되고, 저온 부위는 주변 
고온에 의해 인장 응력을 받게 된다. 이 초기 해
석 결과를 기초로 구조적으로 취약 부위 4곳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Fig. 1(a)에 LE1, LE2, PS1, PS2
로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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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립 성장 방향과 구조 건전성 영향 

3.1 구조 건전성 평가 방법 
Huh 등(5)과 NASA보고서(6)에서 언급하였듯이, 

고압터빈 노즐의 주 파손 메커니즘이 저주기 피
로 수명이다. Fig. 4와 같이 일방향 응고 재료는 
결정립 방향에 따라 재료 자체의 저주기 피로 수
명 특성이 바뀌므로 이를 고려한 임계 평면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양한 임계 평면법 중에서 
Moore(1)와 Huh 등(6)에서 활용한 SWT 파라미터를 
이용하고자 하며, 이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SWT 파라미터는 식 (1)의 좌변항으로 정의되며, 
우변은 Basquin 식과 Morrow 선도식의 곱과 같
다.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참고문헌[5, 
10]에 기술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저주기 피로 
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임무 정의 및 단순화, 천
이 구간 반영 등은 Huh 등(5)의 절차를 따랐다. 
Moore(1)에 의하면, 결정립 방향에 따른 수명은 
0°, 45°, 90°의 시편 시험 후 다항식으로 보간

(Interpolation)을 하여 활용하였으며 본 논문도 이
를 준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주기 피로 수명

과 결정 성장 방향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므로, 단순화하여 상대 비교하는 것으로도 충
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

21 (2 ) (2 )
2

'
f b ' ' b c

n f fN N
E
σε

σ σ ε +Δ
= +   (1) 

 
여기서,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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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연성

지수(Fatigue ductility exponent)이다. 또한, Δε1/2은 
최대 변형률 진폭이며, σn은 최대 변형률 평면에 
수직한 방향의 응력성분이다.  

 

Fig. 5 Schematic of a typical DS process(11) 

 

 
Fig. 6 Growth direction of grains(12) 

 
3.2 저주기 피로 수명 영향 평가 
일방향 응고 주조로 제작되는 노즐 혹은 블레이

드는 Fig. 5와 같은 주조 과정을 통해 결정이 성장

하데 된다. 그러나, 실제 제작과정의 다양한 파라

미터의 변화에 의해 그 결정립 성장 방향은 설계 
의도와 다르게 Fig. 6과 같이 반경 방향에서 벗어

나게 되며 이는 구조 해석에서 5개의 탄성 계수와 
비선형 해석에 필요한 Hill’s parameter의 변동을 유
발하여 전체적인 응력 및 변형률의 산포를 야기하

게 된다. 이는 최종적으로 저주기 피로 수명의 산
포를 야기하게 되어 의도하지 않은 제품의 수명 
저하에 의한 조기 파손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방향 응고 부품에서 Fig. 6과 같이 결정립 
성장 방향은 부품 곳곳에서 서로 다르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결정 성
장방향의 불확실성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

Fig. 4 ε-N curve of CM-247LC DS at 850°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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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단순화하여 제작된 노즐

의 결정립 방향 각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각이 0°에서 ±20°까지 변화할 때 구조 건전성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노즐의 구조 해석 문제 정의 및 

결정립 성장 방향의 섭동 단순화를 기초로 각 경
우에 대한 구조 해석을 수행하고, 초기 해석 결과

에 기초한 취약 부위로 식별이 된 4곳에 대하여 
SWT 파라미터와 그에 대응되는 임계 평면각을 
계산하면 그 결과는 Fig. 7 ~ 9와 같다. 전연부 2곳
의 SWT 파라미터는 오목함수와 같은 형상을 가
지며, 0°에서 벗어남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압력

면의 2곳은 서로 상반되는 형태를 가지며 증가 혹
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결정립이 0°인 경우, 노즐의 내부(냉각 공기 통

로)와 외부(고온 가스 통로)의 온도 차에 의해 결
정립의 90° 방향이 주 응력이 될 것이므로 대략 
80° 주변에서 임계 평면이 계산되었다. 90°에서 벗
어난 이유는 다른 방향으로의 온도 구배와 압력에 
의한 하중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결정 성장 방
향의 불확실성으로 -20°~+20° 사이에서 변화를 할 

때, 임계 평면의 각은 0~90° 범위내에서 다양한 
값을 보이며, 이에 대응하여 변형률 - 수명 선도는 
Fig. 4와 같이 큰 편차를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
어, 변형률이 1%인 경우 임계 평면각이 0°와 45° 
일 때 대략 10배 이상의 수명 차가 있음을 Fig. 4
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Fig. 7, 8의 SWT 파라미터와 임계 평면각과 Fig. 
4의 변형률-수명 선도로부터 얻어지는 재료 상수

를 식 (1)에 대입하여 저주기 피로 수명을 평가하

면, Fig. 9와 같은 결과를 최종적으로 얻게 된다. 
식 (1)에서 알 수 있듯이, SWT 파라미터와 저주기 
피로 수명(N)은 서로 반비례 관계이며, 대체적으

로 Fig. 7의 SWT 파라미터 그래프와 반대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섭동량에서 갑자기 
큰 수명 변화를 보이거나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임계 평면 각이 급
격히 변화하는 것과 일치를 하며, 큰 폭으로 상승

한 부분은 임계 평면각이 0°~15° 정도로 저주기 
피로 수명 특성이 매우 우수한 결정립 방향과 일
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임계 
평면각이 35° ~ 55° 범위로 저주기 피로 수명 특성

이 아주 나쁜 결정립 방향과 일치를 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결정립계 방향이 0°에서 벗어남에 

따라 수명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SWT 
파라미터에 대응되는 임계 평면각에 따라 Fig. 4와 
같이 다른 저주기 피로 수명 곡선을 기준으로 수
명이 평가되어 큰 폭의 수명 변화가 발생하는 영
역이 존재함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엔진의 요구 수명 및 임무에 따라 결정되는 노즐

의 저주기 피로 수명 한계를 기준으로 결정립 성
장 방향의 편차를 제시할 수 있다. 만약 저주기 
피로 수명 한계를 3,000사이클로 가정을 하고 Fig. 
9와 같은 결과만을 기준으로 제시한다면, 결정립 

Fig. 7 The variation of SWT parameter at 4 regions due
to the perturbation of grain orientations 

 

Fig. 8 The variation of critical plane angles at 4 regions
due to the perturbation of grain orientations 

Fig. 9 The variation of LCF lives at 4 regions due to the 
perturbation of grain ori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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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방향의 섭동량 제한은 -12° ~ +15°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조 과정에서 유발되는 불
확실성을 좀 더 정교하게 설계 및 해석 단계에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치에서 수많은 결
정립 성장 방향을 반영한 유한요소해석 모델과 신
뢰도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결정립 방향

이 가지는 확률밀도함수가 우선 확정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실제 정밀주조공정을 통해 제작한 노즐 
혹은 블레이드에서 얻어진 결정립 방향의 산포를 
기초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4. 결 론 

가스터빈엔진의 고온 부품은 초내열 합금을 이
용하여 제작을 하며 복잡한 형상으로 인해 주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일방향 응고 및 단결정 재료

는 제조 과정에서 결정립 성장 방향이 설계와 다
르게 섭동을 가지게 된다. 이는 응력 분포의 변화

와 함께 피로 수명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방향 응고 재료 노즐에 대하여 결정

립 성장 방향의 섭동에 대한 구조 건전성의 영향

을 저주기 피로 수명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섭동량의 허용범위 설정이 필요함을 확인하

였다. 허용 범위는 엔진 요구 수명 및 임무에 따
라 다양할 수 있지만, 3,000사이클을 노즐의 저주

기 피로 수명 요구 조건으로 가정한다면 -12°~ 
+15°을 결정립 성장 방향의 한계로 지정할 수 있
다. 향후 보다 정교한 통계적 관점에서의 수명 예
측을 위해 결정립 성장에 대한 확률 모델과 신뢰

도 해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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