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복합 화력 발전분야에서 가스터빈의 핵심 부품중 하

나인 터빈 블레이드는 고온에서 빠른 회전에 의해 발

생하는 원심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고온강도가 우수

해야 하며, 연소가스에 의해 부식환경이 조성되므로 

내산화성 또한 우수해야한다1). 위와 같이 고온에서 요

구되는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 터빈 블레이드의 모재로 

니켈기 초내열 합금이 사용되고 있다2). 하지만, 최근 

발전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터빈입구 온도를(Turbine 

Inlet Temperature: TIT) 상승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터빈 블레이드가 더욱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기에 터빈 

블레이드 소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3). 그 중 단결정 초내열 합금은 

고온에서 열역학적으로 안정적이며 높은 기계적 물성

을 보유한 ′ (Gamma Prime)상의 비율을 증대시킨 소

재이다. 일방향 주조법(Directionally Solidified Method) 

및 타 주조방식으로 제작된 다결정 초내열 합금과 달

리, 단결정 초내열합금은 결정입계를 형성하지 않아 

보다 높은 온도에서 크리프 저항성, 항복강도 등 우수

한 물성을 나타낸다4). 위와 같은 이유로, 최근 가스터

빈 발전분야에서 고온물성 및 내구성능을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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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field of combined cycle power generation, thermal barrier coating(TBC) 
protects the super-heat-resistant alloy, which forms the core component of the gas turbine, 
from high temperature exposure. As the turbine inlet temperature(TIT) increases, TBC is more 
important and durability performance is also important when considering maintenance cost 
and safety. Therefore, studies have been made on the fabrication method of TBC and 
super-heat-resistant alloy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TBC. In recent years, 
due to excellent properties such as high temperature creep resistance and high temperature 
strength, turbine blade material have been replaced by a single crystal superalloy,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BC applied to single crystal superalloy. In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isothermal degradation performance of the TBC applied to the single crystal 
superalloy, isothermal exposure test was conducted at various temperature to derive the 
delamination life. The growth curve of thermally grown oxide(TGO) layer was predicted to 
evaluate the isothermal degradation performance. Also, microstructural analysis was 
perform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and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to determine the effect of mixed oxide formation on the delamination life.

Key Words : thermal barrier coating, thermally grown oxide, isothermal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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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결정 초내열 합금에서 단결정 초내열 합금으로 

소재를 변경하고 있으나, 이에 적용된 열차폐코팅

(Thermal Barrier Coating: TBC)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열차폐코팅은 초내열합금 표면에 적용되어 소재가 

외부 고온화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하여 부품의 온도를 낮추어 초내

열합금 소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5). 열차폐코팅은 

일반적으로 금속 본드코팅(MCrAlY) 층과, 세라믹 재질

인 탑코팅(7-8% Yttria Stabilized Zirconia: YSZ)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차폐코팅이 고온에서 장시간 노출됨

에 따라 본드코팅에 존재하는 알루미늄 성분의 확산이 

발생하게 되며, 본드코팅과 탑코팅의 층간 계면에서 

열생성산화물(Thermally Grown Oxide: TGO) 및 복합산

화물(Mixed Oxide)을 형성한다. 이는 외부 고온 부식 

환경으로부터 모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6) 과도한 

TGO의 성장은 열차폐코팅의 박리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7). 또한 발전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빈번한 열차폐코팅의 

교체는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므로8) 열차폐코팅의 산화

물형성 거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적절한 유지보수 기

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결정 초내열합금 소재인 CMSX-4

에 적용된 열차폐코팅의 산화물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등온열화 시험을 수행하였다. 온도 및 시간에 따른 등

온열화 시험을 진행하여 열차폐코팅의 박리수명을 평

가하였으며,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EDS) 분석을 통해 열화시

간에 따른 TGO성장 곡선을 도출하고 온도에 따른 복

합산화물 거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등온열화 시험

단결정 초내열합금 소재에 적용된 열차폐코팅의 등

온열화 성능평가를 위해 Fig. 1과 같이 지름 25 mm, 두

께 3 mm의 코인형태의 시편을 설계하였다. 열차폐코팅

Fig. 1. Coin-type TBC specimen.

Table 1. Materials and thickness of TBC specimen

Materials Thickness

Top coat 7-8 wt% Y2O3-ZrO2 350 μm

Bond coat MCrAlY (M=Ni,Co) 100 μm

Substrate CMSX-4 3 mm

에 사용된 소재 및 두께를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본

드 코팅은 LVPS(Low Vacuum Plasma Spray), 탑코팅은 

APS(Air Plasma Spray) 방식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등온열화 시험은 시편을 가열한 뒤 일정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1,600℃용량의 머플 퍼니스를 사용하

여 수행하였다. 시험 온도는 발전용 가스터빈의 가동

조건 하 열차폐코팅 표면 온도를 고려하여 1,100℃, 

1,150℃, 1,200℃로 설정하였으며9), 열피로에 의한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도조건에 따라 각 50 h, 50 h, 25 

h 간격으로 박리유무를 확인하였다. 또한 등온열화 시

간에 따른 TGO 성장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각 온도조

건에서 열화단계별 등온열화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간

에 따른 등온열화 시험은 시편 간 편차를 고려하여 2

회씩 진행하였으며, SEM분석을 통해 열화된 시험편에 

대한 TGO 이미지를 획득하고 TGO의 면적 및 경로 길

이를 계산하여 평균 TGO 두께를 도출하였다.

3. TGO 성장예측

등온열화 시간에 따른 TGO 형상을 Fig. 2에 나타내

었다. 탑코팅과 본드코팅 사이의 계면에서 TGO가 형

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열화시간이 증가 할수록 

두께가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등온열화 시험

이 진행된 시편의 SEM이미지로부터 시간에 따른 TGO 

두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

었다. 모든 온도조건에서 열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TGO의 두께가 급격히 증가하다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

으며, 최종적으로 박리가 발생하였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열화초기의 TGO 성장이 더욱 급

격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초기구간 이

후 TGO 성장 기울기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   ∙ 
 (1)

℃  ∙ 
 (2)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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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rowth curves of TGO with different time and temperature.

Fig. 4. Variation of constant(a and b) depending on temperature.

   ∙ (4)

   ∙ (5)

온도가 증가할수록 열화초기의 TGO 성장이 더욱 급

격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초기구간 이

후 TGO 성장 기울기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TGO 성장거동은 시간(t)과 상수(a, b)에 관한 멱급

수의 형태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으며10,11), 이를 바탕으

로 각 온도별 TGO 성장곡선을 이용하여 식 (1)-(3)을 

도출하였다. 또한 김용석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a, b

(a) isothermally exposed for 150 h at 1,100℃

(b) isothermally exposed for 50 h at 1,150℃

(c) isothermally exposed for 40 h at 1,200℃

Fig. 5. Mixed oxide formation depending on exposure temperature.

Fig. 2. TGO images isothermally exposed at 1,100℃ (a)50 h, (b)300 h, (c)600 h, (d)75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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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lamination time and predicted TGO thickness

Delamination time TGO thickness (Predicted)

1,100℃ 1,200-1,250 h 8.31 μm

1,150℃ 350-400 h 7.93 μm

1,200℃ 125-150 h 6.88 μm

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 인자이며, 온도(T)에 관련된 식

으로 정리할 수 있다12). 온도에 따른 상수 a, b의 변화

를 Fig. 5에 나타내었으며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상수 

a, b를 T에 관한 식 (5)-(6)으로 도출하였다. 1,100℃에

서 1,200℃까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수 a, b가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TGO의 초기 성장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인 a의 변화가 열화 후기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인 b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 위의 

식을 통해 등온열화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의의 

온도영역에서 상수 a, b값을 도출할 수 있으며 온도변

화에 따른 TGO 성장곡선을 획득할 수 있다.

도출한 TGO 성장곡선을 사용하여 각 온도조건에서 

등온열화에 의해 열차폐코팅이 박리될 때의 TGO 두께

를 예측하였다. 열차폐코팅의 박리가 발생하였을 것으

로 예상되는 구간을 Table 2에 표기하였으며, 식 (1)-(3)

에 박리시간을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박리수명은 

1,100℃에서 1,200-1,250 h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예

상 TGO 두께 또한 8.31 μm로 가장 두껍게 나타났다. 반

면, 1,200℃에서는 125-150 h에서 박리가 발생하여 TGO 

Fig. 6. Composition analysis of oxide by EDS mapping.

두께는 6.88 μm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온도조건에 

따라 박리시점의 TGO 두께가 다르게 평가되었다.

4. 복합산화물 거동

열차폐코팅 박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TGO

와 탑코팅 사이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응력을 발생하는 요인은 소재 간 열팽창계수 차이, 

TGO의 만곡도, 복합산화물 형성 등으로 알려져 있다. 

등온열화 조건에 따른 복합산화물 생성거동을 확인하

기 위해, TGO 부근에 형성된 산화물을 분석하였다. 분

석시편은 TGO 두께가 유사하게 형성된 서로 다른 온

도조건의 등온열화 시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면 

SEM 이미지를 Fig. 5에 나타내었다. 흰색화살표로 표

기된 바와 같이 산화물이 2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TGO는 진한 회색으로, 복합산화물은 

TGO보다 옅은 회색으로 나타났다. TGO 및 복합산화

물을 구성하는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EDS Mapping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TGO의 

경우 산소와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산화물(Al2O3)로 나

타났으며 Mixed Oxide의 경우 알루미늄 이외에 코발트, 

니켈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산화물로 나타났다. 복

합산화물은 TGO 상단부인 탑코팅 층에 형성되었으며 

탑코팅 방향으로 돌출된 언덕부분에 형성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본드코팅의 돌출된 부분에 존재하는 

알루미늄 성분이 우선적으로 고갈되어 해당 부분에 복

합산화물이 형성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13). 또한 복합산화물은 TGO와 달리 산화층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산화 환경을 조성하며, TGO와 탑코

팅 사이에 큰 응력을 유발시키므로 박리수명을 저하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결론적으로, 등온열화 온

도가 상승할수록 알루미늄 성분의 산화속도가 증가되

어 국부적인 고갈이 발생되며, 이로 인하여 복합 산화

물층의 성장이 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내열합금 CMSX-4에 적용된 열차

폐코팅의 산화물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3가지 온도조

건에서 등온열화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TGO 성장곡선 

및 박리수명을 도출하고 온도에 따른 복합산화물 거동

을 분석하였다. 등온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열차폐코팅

과 본드코팅 계면에서 형성된 TGO의 두께가 급격히 

성장하다가 완만해지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TGO 성장속도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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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각 온도별 TGO 성장곡선을 시간과 두께, 상수 a, 

b에 관한 멱급수 형태의 식으로 나타내었으며 온도에 

따른 상수 a, b 변화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TGO 성장곡선을 온도와 시간의 함수로 나

타낼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임의의 온도 영역에서 시

간에 따른 TGO의 두께를 예측할 수 있다. 등온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TGO와 탑코팅 사이에서 복합산화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생성

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합산화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등으로 복합적인 산화

물로 나타났으며, 등온열화 온도가 증가할수록 본드코

팅의 알루미늄 성분 확산 및 고갈속도가 증가하여 두

껍게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등온열화 박리수명

은 1,200℃에서 박리시간 및 TGO 두께가 가장 낮게 평

가되었으며 온도가 낮을수록 박리시간 및 TGO 두께가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등온열화 온도가 증가할수록 

모재와 열차폐코팅에서 발생하는 열팽창의 차이가 증

가하였고 복합산화물 생성량 또한 증가하였기 때문에 

TGO 계면에서 더욱 큰 응력이 발생하여 박리수명이 

짧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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