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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T와 Burner Rig Test Unit  01TH
EM

E

배   경

항공용이나 발전용 가스터빈은 높은 열효율을 얻

기 위해 터빈입구온도 1,000℃ 이상의 연소환경에서 

운전된다. 이러한 운전환경에서 화염코어 또는 고온

가스와 직접 접촉하는 부품은 내열성이 우수한 니켈

계 초합금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고온 환경에서 소재

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정화지르코니아(YSZ) 등의 열

차폐(TBC) 코팅을 하여 블레이드, 베인, 연소 캔 등

의 고온부품 손상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가스터빈의 고온 부품은 고온에서 장시

간(≥36k EOH) 운전과 기동정지 반복으로 인한 

주기적인 열피로 환경에 있기 때문에 TBC의 손

상은 가속화된다. 특히 고온부품은 열성장산화물

(TGO)에서부터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TGO에서 개시된 균열은 본드코팅 내부로 성장

하고 일부 균열은 TBC를 박리시키는 역할을 한

다. TBC의 박리와 균열에 의해서 소지 금속이 외

부의 연소 환경에 노출되면 수명은 더욱 단축된

다. 또한 대부분의 YSZ는 연소가스 중의 산소를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가 TBC 내부로 확

산하여 본드코팅을 산화시키고 박리를 촉진한다. 

코팅이 박리되면 부품의 모재가 고온의 가스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부품의 열화 및 손상을 야기시

켜, 궁극적으로 가스터빈 시스템 전체의 파손으로 이

어지게 된다. 특히, 중동지역과 같이, 원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에서 고온부식 촉진 원소인 V2O5 

등의 저융점 바나듐산화물에 대한 TBC 손상은 심각

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가스터빈의 안정적 운영을 위

해서는 다양한 가스터빈 운전 환경에서 소지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TBC의 수명 또는 신뢰성을 적절히 평

가할 수 있는 장치 및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

전 전력연구원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가스터빈의 연

이 글에서는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보유한 열충격 시험설비 ACRT(Automatic Combustion Rig Tester)와 

Burner Rig Test Unit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고온부식에 의한 가스터빈 고온부품 손상: (a) 가스터빈 내부구조, 

(b) 손상된 고온부품, (c) (b)의 고배율 확대사진



2017. 11., Vol. 57, No. 11  ●  31

THEME 0
1

소환경과 고온 바나듐부식 환경에서 고온부품의 내

구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ACRT와 

Burner Rig Test Unit를 개발하였다.

ACRT와 Burner Rig Test Unit 소개 및 사양

○ACRT

한전 전력연구원에서는 회전체 가공 및 정밀제어 

기술, HW/SW 연동기술, 열센싱 측정기술을 융복합

하여, 기존에 NASA, GE, 지멘스 등에서 사용 중인 

열충격 시험기보다 진보한 ACRT를 디자인, 상세설

계, 제작, 설치하여 2대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열충격 시험장치는 대부분 대당 1개의 시편

만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착 가능한 시편 수량의 

한계뿐 아니라 시험기 정비,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도 

제한요소가 많다. 

그러나 이 설비는 최대 20개(/대)의 시편을 동시에 

장착하고, 제어프로그램 설정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24시간 열충격 시험을 수행하며, 다양한 설정조건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화된 온도제어 시스템을 통해 화

염온도 및 시편온도를 정밀하고 민감하게 측정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실험조건을 실시간으로 설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편리한 실험이 가능하다.

ACRT는 연료와 산소의 비율 조절을 통해서, 10분 

내에 600∼1,600℃ 범위에서 설정한 온도의 화염을 안

정적으로 만든다. 연료 및 조연성 가스는 ACRT 내에 

설치된 10개의 버너에 개별로 공급되기 때문에 독립적

으로 화염온도를 능

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버너는 설

정온도 또는 화염온

도를 유지하기 위해

서 파이로미터의 측

정값에 따라서 자동

으로 위치를 제어 및 

조정해가며 열충격 시험을 정밀하게 수행한다.

열충격 시험의 다양한 계측값과 설정값은 제어화

면을 통해서 화염온도, 연료소비량, 시편의 자전/공

전 조건 등의 설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특히, 편

의성 향상을 위해서 간단한 조작, 설정 및 모니터링 

기능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전 전력연구원에서는 ACRT를 2대 보유하고 있

으며, 다양한 소재 및 TBC시편을 대상으로 40개의 

시편을 동시에 장착하여 다양한 온도조건에서 열충

격 시험이 가능하다. 단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다종 

시편에 대한 열충격 시험을 24시간 수행하기 때문에 

효율성, 효용성 및 경제성이 매우 높다.

Burner Rig Test Unit은 가스터빈의 연소환경을 

모사한 시뮬레이터로서 40kW급 가스터빈 조건으로 

설계되었다.

전력연구원에서 개발된 Burner Rig Test Unit은 

진보적이고 정교한 시험기이다. NASA (미국), NRC  

(캐나다), 지맨스(독일), MHPS(일본) 등 해외의 몇 안

되는 버너리그 시험장치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설비는 

국내외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이며 실용적인 

그림 2    ACRT 장치 사진

표 1    ACRT 기본사양

온도
화염온도 : 600∼1600℃
승온속도 : 10∼400℃/min
화염유속 : Mach : 0.5

시편
최대 20개의 시편 동시에 장착 및 열화 시험 가능
회전 : 자전/공전 선택 가능

순환주기 1cycle : 1∼5940sec 사이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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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시험설비는 시편회전 및 이동장치(SCU)와 고압

버너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SCU는 핀형태의 시편을 

화염코어로 이동시키고, 시편들에 화염이 균일하게 

조사되도록 회전을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냉강공기 

유로와 시편온도 측정&전송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

문에, 시험 중에 시편 내부를 냉각할 수 있고, 회전하

고 있는 시편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전송할 

수 있다.

SCU에는 핀시편을 8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8개의 

시편은 공전을 할 수 있으며, x-y축 이동 및 열충격 

시험조건 설정을 통해서 자동제어가 가능하다. 

고온고압버너장치는 연공비 조절을 통해서 유속 

0.2 ∼ 0.7Mach, 1,500℃ 화염을 만들 수 있다. 이 장

치는 고온고압 화염 내에서 공전하는 시편의 내/외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이를 위해 열전대(TC)가 내장된 스마트 시험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시편을 통해서 열구배 매핑이 가

능하다. 또한 이 장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화

염온도, 연소실압력, 연료 및 공기 유량, 화염 유속 등 

다양한 변수를 감시 및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이 

간편하고 다양한 조건하에서 열충격 시험이 가능한 

것을 특징한다.

맺음말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스터빈 연소

환경을 모사한 열충격 시험설비 ‘ACRT(Automatic 

Combustion Rig Tester)’와 ‘Burner Rig Test Unit’

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설비들은 HW, 

SW, IT 및 열측정 기술의 집적을 통해서 열충격 시험 

및 평가를 자동화하였으며,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최적의 시험환경을 제공한다. ACRT는 자동제어 열충

격시험기로서, 24시간 다종의 시편(≤20개, Coin 

type)을 대상으로 동시에 600∼1,600℃ 범위에서 시

험이 가능하다. Burner Rig Test Unit은 40kW가스

터빈 연소환경을 모사한 시험기로서, 0.2∼0.7 Mach, 

1,500℃ 화염 조건에서 열분포(Thermal survey),  열

충격 및 내산화 특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전력연구원에서는 ACRT 2대, Burner Rig 

Test Unit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산학연과 차

세대 가스터빈 고온부품 공동개발에 참여를 희망하

고 있다. 

THEME 01 ACRT와 Burner Rig Test Unit  

그림 3    Burner Rig Test Unit 사진

표 2    Burner Rig Test Unit 사양

화염
온도 : 1500℃ 이상
길이 : 100mm 
유속 : 0.2 ∼0.7 Mach

실행 가능 

실험 유형
Thermal survey, shock and oxidation

시편

종류 : 핀시편
수량 : 최대 8개
회전 : 가능
속도 : 최대 400r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