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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개에 앞서 한화테크윈의 엔진 사업 이력 및 개발 

제품군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화

테크윈은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엔진 OEM 사 

부품 면허생산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업 결과로 

항공용 엔진부품 제조장비 및 

엔진 시운전실을 구축하였고 이

러한 기반으로 독자엔진 개발, 

국제공동개발 및 RSP(Risk and 

Revenue Sharing Program) 부

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

다. 한화테크윈은 ’90년대 초 소

형 산업용 및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 착수를 시작으로 다

수의 독자엔진개발을 수행하였

으며 수리온 과제의 주 엔진

(701K)을 국제 공동개발 형태로 개발한 바가 있다. 

APU(Auxiliary Power Unit, 보조동력장치) 용도의 

엔진을 지상용 및 항공용으로 개발하였고 현재 KFX 

용 엔진을 신규로 개발하고 있다. 한화테크윈은 창정

비/부품생산 사업을 통한 제조 및 시운전 설비구축과 

수천 마력 혹은 수천 파운드 이하인 소형급 독자개발

항공용 가스터빈엔진 개발은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많은 요소기술과 시험설비, 그리고 상당한 개발기간과 세부 

단계별 검증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고온/고압 및 고속 회전 등 매우 가혹한 조건에서 

운용되는 제품 특성 때문에 장납기 및 고가의 내열/고강도 소재 혹은 주단조 개발, 정밀한 제작 치수 및 공정관리, 

코팅/브레이징/용접 등 고 난이도의 특수공정관리, 정교한 조립 및 다양한 종류의 엔진 검증 시험 등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이유로 상세설계 이후의 조립/시험 단계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개발일정 및 비용 관점에서 

제품개발에 큰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공력/이차유로/열전달/구조/동특성/시스템 설계 등 개발 단계별 다양한 

기법의 시뮬레이션 및 사전 검증시험 등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다. 이 글에서는 한화테크윈(혹은 HTW 로 

표기)의 엔진개발 경험에 기반한 단계별 개발 시험의 종류, 필요 시험 설비 및 한화테크윈의 설비 운용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 시험 사례 소개
(한화테크윈 경험 사례 소개)04TH

EM
E

그림 1     한화테크윈 엔진 개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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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0
4엔진 특징에 맞게 시험 대상 구성품 및 시험리그 개발

은 자체 개발하고 시험 설비는 개발 상황에 맞춰 사내

외 설비를 적절히 활용하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시험 사례 및 관련 시험설비 소개

본 장에서는 엔진 개발시 필요한 주요 시험 종류를 

한화테크윈이 수행한 개발시험 중 일부 사례를 중심

으로 분류 및 소개하고자 한다. 부품별, 개발 단계별 

그리고 인증을 위한 모든 시험 항목이 언급된 것은 아

니며 사례 및 설비 소개를 위한 일부 시험 항목으로 

시험 종류 또한 설명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였다. 공력

성능 시험 중심의 구성품 시험, 구조적 안정성 확인을 

위한 구조시험, 기구적 작동성 및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시험, 소재의 특성 파악 및 고장탐구 분석을 

위한 소재시험, 엔진 시험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구성품 성능 시험

엔진은 압축기/연소기/터빈이라는 주요 구성품으

로 구성되며 각 구성품의 성능 및 구성품 간 조합

(matching)은 엔진 전체 성능을 좌우하게 된다. 구성

품의 요구 성능 만족 및 원활한 작동성 확인은 엔진 

개발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대용량 구동 및 

부하장비, 가열 및 열교환 장비, 대형 배관 및 각종 조

절 밸브, 계측 및 분석장비 등으로 구성되는 구성품 

시험설비는 고비용과 별도의 고정시설이 요구되기에 

Full Load 시험이 가능한 구성품 설비를 모두 구축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유사 구성품 형식일 경

우 기존 시험결과를 활용하거나, 신규 형상일 경우에

도 상사시험 기법이나 부분 부하시험을 통하여 구성

품 성능을 검증하기도 한다. 시험장비 구축 외 시험 

구성품 설계/개발 및 시험리그 설계/개발 기술이 매

우 중요한 이유이다. 한화테크윈은 다양한 형식의 압

축기(축류형/원심형/사류형), 연소기(직류형, 역류형, 

표 1    주요 개발시험의 종류 및 한화테크윈 수행 사례

* HTW : 한화테크윈

시험종류 세부 시험 종류 한화테크윈의 시험 사례(설비 운용 관점)

구성품 시험
(성능/특성)

 •모듈(압축기/연소기/터빈) 시험

•시험 구성품 및 리그(HTW 자체개발)
•HTW 및 외부 설비 활용

 •Cascade 풍동 시험
 •EFA 시험
 •Blade/vane 냉각유량 시험
 •Seal 성능 시험 등

구조시험

 •Overspeed/burst/LCF test

 •Ping test / bladeHCF test

 •Rotordynamic test

 •정하중 시험 및 내압시험 등

•구동장비/계측장비(HTW)+외부 설비 활용
•별도 리그 및 장비 구성(HTW)

기능시험

 •기어박스 MRT
 •가변 베인 작동 및 내구시험
 •베어링 내구성 시험
 •시동시스템 시험 등

•제품/구성품 특성에 맞춰 시험장치 구성
  (HTW)

소재시험
 •소재 물성 DB
 •파손 분석

•시험 및 분석장비(HTW)+외부 설비 활용

엔진시험
(인증시험)

 •지상 시험
 •고도 시험
 •환경 시험

•HTW 사내 시운전 설비
•외부 시운전 설비 활용
•HTW 및 외부 시험 설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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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형, 슬리거형), 터빈(축류형/반경형) 구성품 개발 

및 시험용 리그를 개발한 바가 있으며 사내 시험 설비 

구축을 하거나 국내외 전문기관 시험 설비를 활용하

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요소 부품 단위의 특성 파악을 위한 시험

이 있으며 이차유로부 주요 구성품인 seal 성능, 연료

노즐의 분무 특성, 냉각 채녈의 특성, 설계 공력품 형

상의 유동 특성, 노즐의 EFA 시험 등이 대표적인 사

례이다.

○ 구조시험 및 소재 시험

가스터빈엔진 부품은 1,000℃ 이상의 고온, 수만 

rpm 이상의 회전속도(소형급 엔진) 및 고속의 유동 

조건하에서 요구수명 만족과 안정성/신뢰성을 가지

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복잡한 냉각 및 이차유로 

채널 구현, 손실 최소화를 위한 회전체와 비회전체 사

이의 작은 운전틈새, 큰 온도 편차에 의한 열변형 완

화 및 흡수 등을 만족하는 형상을 구현함과 동시에 안

정성 확보를 위해, 매우 정교한 공력/이차유로 및 열

해석, 구조해석/평가와 함께 시험을 통한 안정성 확

THEME 04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 시험 사례 소개(한화테크윈 경험 사례 소개)

그림 2    압축기 구성품 시험 사례(HTW 사내 설비 및 외부 설비 활용 사례)

그림 3    터빈 구성품 시험사례(HTW 사내 설비 구축 사례)

  (a)   (b)

그림 4    주요 단품 성능 시험 사례(연료 분무/seal 성능시험/냉각유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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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0
4

인이 꼭 필요하다. 회전 조립체(로터)의 경우 Ping 

test를 통한 로터 고유 특성 확인 및 실 회전조건(필요

시) 상태의 거동 특성 확인이 필요하며, 고온, 고속 회

전의 하중을 동시에 받는 디스크와 같은 회전품은 순

간적 파단(Bursrt) 및 과속(overspeed)에 대한 마진 

확인 및 정지-운전(on-off) 혹은 부분 부하 변동에 

의한 저주기 피로 수명(LCF 수명) 확인이 필요하며, 

블레이드와 같은 고속 유동조건에 노출 되는 회전품

은 유동력 가진에 의한 강건성 확인을 위해 고유 특성 

확인과 고주기 피로수명(HCF 수명) 및 크리프수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연소기 케이스와 같

은 내압부품의 내압시험, 터빈 노즐 내구성 시험, 로

터지지부의 특성 확인 등의 시험이 필요하다. 설계된 

제품의 구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용하중에 

대한 강건한 형상설계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소재 선

정과 정확한 소재 물성치(DB) 확보도 매우 중요한 항

목이다. 소재 물성치(DB) 가 설계단계에서 매우 중요

하다면 파면의 분석, 파손의 메카니즘 규명 등은 운용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 부품의 기능시험

압축기/연소기/터빈 등 주요 구성품 외에도 엔진을 

구성하는 구성품 혹은 부품으로는 기어박스, 베어링, 

가변베인 구동 시스템, 시동시스템, 보기시스템(연

그림 5    구조/소재 시험 사례(Spin Test/블레이드 HCF/로터동특성/소재 DB 및 결함분석)

그림 6    기능시험 사례(가변 노즐 작동 및 내구시험/기어박스 MRT/베어링 내구시험)



48  ●  기계저널

료/윤활/전기 시스템 등) 등이 있으며 엔진 조립 및 

시험 전 작동성 혹은 기능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시험

을 수행하게 된다. 가변베인 부의 기구적 거동 특성 

및 내구성 확인, 기어박스의 작동성 및 내구성 확인, 

베어링의 내구성 검증, 시동시스템의 내구성 혹은 성

능시험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보기시스템 구성품은 

별도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능/성능/환경/통합 시

험 등을 수행하며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 엔진 시험

최종 제작/조립된 엔진 조립체는 품질확인 시험

(QT) 및 사전 비행 적합성 시험(PFRT)을 통해 성능 

요구도, 환경 시험 요구도, 내구성 요구도, 작동 조건

별 안정성 요구도 등의 엔진요구도 만족 여부를 시험

을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엔진 시험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시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시험설비가 필

요하다. 한화테크윈은 엔진 형식별(Fan/Jet/shaft), 

기종별(사업별), 용도별(양산/개발)로 6개의 지상 시

운전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흡-배기 및 공조 설비, 엔

진룸, 연료공급 설비, 제어실 등을 각 시운전실 별 특

징에 맞도록 구성하여 성능시험, 내구성시험, 비정상 

작동 안정성 시험 및 환경 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항공용 엔진은 지상 시운전 설비 외에도 비행조건(고

도 대기 조건 및 비행 속도)을 모사한 고도 시운전실 

THEME 04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 시험 사례 소개(한화테크윈 경험 사례 소개)

그림 7     엔진 Qualification Test 사례(한화테크윈 독자개발 APU 엔진 사례)

그림 8     지상 시운전실 구성 대표 사례 및 시험 장면(한화테크윈 지상 시운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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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0
4설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고도 시험은 외부 전문기관

의 설비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한화테크윈의 시

운전 설비는 현재 최대 5,000마력(Shaft) 및 33,000 

파운드(Jet/fan)까지 엔진 시험이 가능하며(엔진룸 장

비 개조를 통해 최대 용량 증가 가능), 시운전실별 특

징에 맞게 Test Bed 및 마운터, 측정 채널 및 데이터

저장/분석 장비(DAS), 제어실을 구비하였고 필요시 

엔진  Room 온도(엔진 입구온도) 조절 및 서로 다른 

연료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구성하였

다.

맺음말

한화테크윈이 수행한 개발시험의 일부 사례 중심

으로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 시 필요한 개발 단계

별, 시험 종류별 특징 및 필요 시험 설비를 간단히 살

펴보았다. 가스터빈 엔진 개발은 앞서 언급과 같이 다

양한 분야의 전문화된 기술 및 인력뿐만이 아니라 제

조 및 시험 분야에서의 다양한 설비 구축과 오랜 경험

을 필요로 한다. 특히 시험설비의 경우 시험 종류별 

구축 설비도 다양하지만 엔진 용량급에 따라서 단일 

시험 설비 구축에만 수백억 원씩 소요되기도 하며 이

러한 설비 구축 하에 수행된 시험 경험 또한 오랜 기

간 축적이 되어 데이터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체

계적으로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DB)화가 되어야 한

다. 가스터빈 엔진 사업(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소재 

및 제조기술의 산업 전반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시험설비 구축 및 운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관련 산학연 연계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