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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가스터빈엔진 블레이드용 EB-PVD 열차폐코팅 기술
(EBPVD_TBCs Technology for Blades of Aircraft Gas Turbine Engine)

 

우수성

● 국내 최대급 EB-PVD 장치 보유 - 준양산 대응가능

● one-step EB-PVD process를 개발하여 [Metal bond 

    coat +YSZ top coat] 일원화 공정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이원화 공정(bondcoat 형성공정 + EBPVD 

    topcoat) 대비 제조단가 저감화

● Bondcoat 조성 제어 및 경사기능성 제공 가능

2 주요내용 및 우수성

<표면 OH형성 FT-IR 확인> <silane기를 이용한  밀착력 증대>

기술 주요내용

● 준양산급 EB-PVD 장치 운용기술 : 

   - 3 crucible, 5 X 50kW e-beam gun, 

   - One Load-lock chamber, 

   - Sub. Heating & ingot melting by e-beam

● [Metal bond coat + YSZ top coat] 

    일원화 공정 기술 

    (one-stage EB-PVD process) 

● YSZ 미세조직 제어기술;

    YSZ Columnar 구조 제어

    블레이드 시제 코팅기술

● Standard VPS/APS coating
   - coating structure -typically lamellar

   - typical porosity of 10-20%

   - considered a low-cost TBC

   - bonding mechanism-mechanical

   - Aircraft engine ~125um typical

● EB-PVD coating
   - coating structure -typically columnar

   - individual columns of this columnar prevent build-up of any tensile stresses and match

      the CTE differences between TBCs and the base metal

   - Pratt & Whitney 4000-family

      General Electric/SNECMA's CFM56-7-version and a great variety of other aero-engine types

3 시장성 및 사업성

● 두산중공업 : 150MW급 이상의 대형 가스터빈 생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STX엔진: 30~64MW급의 중형급 생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GE와 기술제휴를 통해 22MW급의 소형 

   가스터빈을 조립·생산 (방산용)

● 민간용/군수용 항공기 엔진 After Market

<Land-base Gas turbine 세계 시장규모> <기업별 제품 시장 점유율>

항공용 가스터빈 시장 자료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지상용 가스터빈 시장자료로 대체하였음.

1 기술개요

● 열차폐 코팅(TBCs)은 가스터빈 고온부품의 열부하 경감, 산화 

    저항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초내열합금 표면에 적용하는 첨단 

    재료 시스템으로서, 이트리아 부분 안정화 지르코니아 같은 

    내화성 산화물 세라믹 top 코팅이 열차단 효과를 담당하고, 

    초내열합금 모재와 코팅을 서로 결합시키며 동시에 내산화, 

    내부식을 담당하는 금속 bond 코팅(Aluminide MCrAlY 등)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열차폐 코팅에는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용사(PS)법과 EB-PVD 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코팅용 분말의 

    용융-충돌에 의해 적층형 층상구조를 갖는 PS법에 비해 

    EB-PVD 법의 경우 수직으로 성장된 주상정 (columnar) 구조를 

    가지고 있어 PS법과 비교하여 열적 사이클에서의 수축 팽창

    으로 인한 손상이 작다는 특징이 있음.

Turbine Blade Temperature Capability
Source : Chromalloy UK Ltd.; Materials World Marc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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