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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발전설비 규모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가스 터

빈발전은 더 높은 효율과 환경 친화성, 그리고 전력의 부
하조절용으로 1990 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특
히 국내 가스터빈설비에서 150MW 이상의 대용량 설비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이 GE 의 7F-Class 가스터빈발전소이다. 7F-Class
의 국내 도입은 1992 년 11 월 7F 8 기가 서인천 복합화력에 
완공된 이래 신인천 복합에 8 기, 부산 복합 8 기 등 한전 
발전자회사에 24 기와 광양 POSCO 에 2 기, 광양 K-Power
에 2 기 등 민자발전회사에 4 기 등 총 28 기가 상업 운전

되고 있다. 
7F-Class 은 7F→7FA→7FA+→7FA+e 로 모델의 변천을 

가져왔으며, 이것은 가스터빈의 효율 증가를 위해 
TIT(Turbine Inlet Temperature) 온도가 7F 가 1,260℃에서 
7FA+e 는 1,327℃로 상승을 가져왔다. 이러한 온도 상승은 
부품 손상변화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터빈 모델 개선을 가
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GE 7F-Class 가스터빈 1 단 버켓의 형상

변경에 따른 손상유형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버켓 손상원인 및 데이터 취득 
 

2.1 버켓 손상원인 
대형 가스터빈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기계적 성질이나 

부식에 관련되거나 두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손상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깨끗한 연
료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가스터빈의 경우에는 부식에 의한 
손상이 적고, 기저부하용(Base Load)으로 사용되는 가스터빈

의 경우에는 첫 번째 단의 버켓은 크리프에 의한 손상이 
많은 반면에 첨두부하용(Pick Load)으로 사용되는 가스터빈

의 경우에는 TMF(Thermal Mechanical Fatigue)의 손상이 많
다. 가스터빈의 부품의 재료는 운전중 미세조직이 열화되

는데, 이러한 미세조직의 열화는 재료의 Creep, Fatigue, 취
성 파괴 등을 가속시킬 수 있다.1 

고온, 고압에서 동작되는 가스터빈 부품의 손상에는 크
리프, 피로, 열피로 등과 같은 기계적 손상, 고온부식, 재질

의 경년열화 및 이물질(FOD : Foreign Object Damage)의 타격

에 의한 손상 등이 있다. 
 
2.2 데이터 취득 

부위별 손상 유형분석은 지난 10 년간 GT 정비기술센터

에 정비 수리차 입고되는 버켓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버
켓은 약 1 주기운전 조건인 24,000 시간 후 정기검사를 수
행하게 되어있는데 정비시 정비절차에 따라 입고검사, 스
트리핑(Stripping) 및 비파괴 검사 등과 같은 순으로 정비하

게 된다.2 이와 같은 1 주기는 제작사 관련문서(GER-3620K)
에서 권고하는 정비주기(HGPI : Hot Gas Pass Inspection 
Interval)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등가운전시간(EOH : 
Equivalent Operation Hour)을 말하고 있다. 본 자료 분석을 
위하여 GE F-Class 7FA, 7FA+, 7FA+e 모델의 버켓을 사용하

였으며, 검사방법은 정비절차상에 규정되어 있는 육안검사

(Visual Inspection)와 FPI(Fluorescent Penetrant Inspection)를 병
행 수행하였다 

 
3. 모델변천 

 
국내에서 운전중인 GE 의 7F-Class 가스터빈 모델은 7F

→7FA→7FA+→7FA+e 와 같이 변천하였다. 이러한 모델의 
변천 과정에서 제작사에서는 다결정 구조인 GTD 111EA 에

서 크리프 강도 등이 개선된 일방향 주조 조직인 GTD 
111DS 로 재질을 변경하였으며, 운전중에 버켓에 발생하는 
손상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버켓 형상, 냉각 홀 및 코팅 등
의 기계적 요소들을 변경하였다. 

 
4. 모델별 손상분포 분석  

 
Table 1 은 비파괴 검사를 통하여 가스터빈 버켓 손상 

유형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데이터를 통하여 버켓은 
1 주기(EOH : 24,000hr) 운전 후 손상형태가 모델의 변천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의 7FA 모
델은 Airfoil 부와 Platform 부가 많은 손상을 가지고 있는 반
면에 7FA+ 모델은 Leading Edge 부가 조금 많으나, 전체적

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최신의 모델인 7FA+e 는 대부분의 
손상이 버켓 팁(Tip)에서 발생하고 있다. 팁(Tip) 부분의 손
상은 전체 손상에 대하여 7FA+ 모델은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7FA+e 모델은 약 91.6%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 건
수는 모델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전체 손
상에서의 버켓 팁 부분의 손상율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

다.  
EPRI 의 연구보고서 TR-1004345, TR-113748 에 따르면 

버켓 에어포일 팁 부위가 가스터빈 운전 중 응력집중을 제
일 작게 받으며,3 대부분의 제작사에서도 팁 부분의 정비만

을 고려하여 권고하고 있다. 특히, 7FA+e 모델과 같이 버켓

의 손상을 팁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대부분의 
손상이 팁 부분에서 발생하며, 폐기(Scrap) 처리하지 않고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Fig. 1 은 이와 같은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로서, 외국의 대표적 가스터

빈 제작사의 모델별 손상분포의 변화추세를 알 수 있다. 
초기의 모델인 7FA 는 정비를 수행할 수 없는 에어포일부

가 손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모델이 바뀌면서 
팁 부분의 점차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가스터빈의 연소 온도 상승에 따른 손상의 변화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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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진다. 외국 제작사는 손상의 방지, 각국의 국산화 개
발에 따르는 제작사의 Know-how 보호차원 및 수익보호 차
원에서 제품의 형상, 재질 및 냉각방법 등을 개선하여 버
켓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발하고 있다. 가스터빈 버켓의 손
상분석에서 보여 주듯이 가장 많이 손상 발생하는 곳은 버
켓 팁이다. 따라서 버켓의 정비에서 버켓 팁정비(형상 복원 
용접)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1,300℃급 가스터빈 1 단 버켓 손상 분석을 위하여 주로 

1 주기 운전된 버켓의 비파괴 검사자료, 자체 수행한 정비

경험 및 외국의 자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손상유형 및 
손상분석에 대한 결론을 얻었다.  

1. 가스터빈 버켓의 모델별 손상 유형 및 위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제작사에서 새로운 버켓을 제작, 사용하
는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써, 변경된 버켓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자사의 기술

보호와 수익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모델별로 
외부 형상이 조금씩 변경되어가는 것은 비용 부담이 작으

면서 기존의 모델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주로 냉각

공이나 팁부분의 형상과 같은 요소부품의 가공을 개선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GE 7F-Class 기종의 1 주기를 운전한 버켓의 손상유형

을 분석한 결과, 초기 모델은 버켓 손상이 특정부분에 국
한되지 않고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EPRI 자료에서와 같이, 최신의 모델에서는 응력을 제일 작
게 받는 팁부분의 손상이 약 91.6%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모델이 변천해 가면서 팁부분의 손상

이 주가 되어 응력을 가장 적게 받는 부분의 재정비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외부 형상이 변천되어져 가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Damage distribution according to position of bucke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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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mage distribution data of gas turbine bucket by NDE 
                                                                                  [Unit : EA] 

 

Model 7FA 7FA 7FA+ 7FA+ 7FA+ 7FA+e 7FA+e 7FA+e 

EOH 22,320 21,488 13,138 17,271 24,691 24,114 19,420 19,478 

기동횟수 674 652 313 404 521 420 336 313 

운전시간 8,840 8,448 6,878 9,191 14,271 15,714 12,700 13,218 
운전 
이력 

코   팅 
GT33 In-

plus 
GT33 In-

plus 
GT33 In-

plus 
GT33 In-

plus 
GT33 In-

plus 
DVC-TBC DVC-TBC DVC-TBC

Tip 손상 148 152 88 184 341 288 208 201 

T/E 손상 60 204 179 184 88 50 19 4 

L/E 손상 4 0 270 260 92 0 0 0 

Airfoil 손상 276 368 188 248 8 0 0 0 

Platform 손상 155 338 135 51 121 2 0 0 

Tip 손상/총손상[%] 23.0 14.3 10.2 19.8 52.5 85.1 91.6 98.0 

평균 Tip 손상율[%] 18.65 27.5 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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