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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

(주)성일터빈은

·  연소실 고온부품

·  Hot Gas Casing, Combustion Liner, 

 Support Cyliner, Shielding Cone, 

 Finned Segment

·  Combustion Liner, Transition Piece

·  Cap Assembly

·  EV Burner, SEV Burner, SEV Lance

·  EV/SEV Liners

·  터빈고온부품

·  Turbine Blade & Vane, Ring

·  Shroud Block, Seals

·  Compressor Blade & Vane

·  진공정밀주조

·  용사코팅(TBC, 고온내마모, 고온내부식 등)

·  Welding
·  Forging/Forming
·  Machining
·  Heat Treating
·  EDM

제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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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이후 지속적인 가스터빈 고온부품 연구개발 및 투자

·  연소실과 터빈 고온부품 국산화 성공에 따른 사업화

·  국내 가스터빈 발전소에 고온부품 공급 및 재생정비공사 수행

·  최근 중동에서 Blade/Vane, Ring 등 가스터빈 고온부품 수주

·  향후 한국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에서 사업영역을 넓혀 

 가스터빈 고온부품 전문기업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

Limay power plant

미래를 향한 힘찬 발전, 
성일터빈이 이끌어 갑니다!

(주)성일터빈  
대표이사  우 타 관 배상  

 (주)성일터빈은 1978년 창립한 (주)성일에스아이엠의 발전용 가스터빈 사업분야를 분리하여 새롭게 출발하게 된 

가스터빈 고온부품 전문기업입니다.

 1997년 연소실 고온부품 개발을 시작으로, 블레이드와 베인 등의 터빈 고온부품과 압축기 부품의 개발에 이르기

까지 가스터빈의 모든 고온부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5여년 동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저희

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기업의 글로벌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산업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더욱 전문화된 가스터빈 고온부품 전문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보여주신 고객 분들의 크나 큰 지원과 관심이 지속되기를 기원하면서,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하는 저희 

(주)성일터빈 임직원 모두는 투철한 기업정신과 성의, 신의, 창의를 기업이념으로 하여 국내 가스터빈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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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력

Hot Gas Casing 

Support Cylinder

Inner Liner

Shielding Cone 

Cloth Seal

SEV Burner

 GT11NM 연소실/터빈 고온부품 11종 국산화 개발 및 상용화

 GT24 연소실 고온부품 6종 국산화 개발 및 상용화

 7FA+e 연소실/터빈 고온부품 6종 국산화 개발

 501F, W501D5 터빈고온부품 2종 국산화

 V84.2 터빈 고온부품 1종 국산화

 M501G 터빈 고온부품 1종 국산화

2011.7

CL & TP, Blade & Vane (한국형 대형 GT)

Blade & Vane (GT11NM)

HSS

2013.7



신의를 심어주는 기술
Research & Development Activity

성일터빈은 가스터빈고온부품 제작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스톱으로 발전용 가스터빈 연소실 및 터빈고온부품 제작이 가능합니다.  
내구성은 높이고 열전도율은 낮추는 용사코팅기술

계면안정성 확보 & 

공정변수 제어

계면 미세구조 및 

기계적 특성 평가

시작품 vs OEM 열피로 

비교 시험

GLOBAL TOP을 만드는
성일터빈만의    가지 동력3

SINCERITY1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스톱 연소실 고온부품 제작기술

 역설계/측정  성형/가공  용접  열처리/가공 용사코팅/장착

 진공정밀주조라인을 통해 24시간 연속 자동 운전되는 진공정밀주조기술

용사 로봇 Ceramic Cone

EV/SEV Liner

3MBTD spray gun 11MB spray gun

Hot Gas Casing Combustion Liner (실증 후)Inner Liner

Transition Piece

Metal Die

Inspection

Casting

Machining & TBC

진공정밀주조라인           24시간 연속 자동 운전

 몰드사이드: 800ø x 720mm

 용해중량 : 200kg/ch

용사코팅 공정변수 제어 & 확립 및 안정화 기술 개발

용사코팅 미세구조 및 균열 제어기술 개발

용사코팅 적용 공정기술 선정

성일 용사코팅 미세구조 변화 및 기계적 특성 평가

용사코팅 공정 기술 확립

용사코팅 실적용

FAITH2

CREATIVITY3

GT 고온부품 제작기술 - 용사코팅 적용사례



성의를 다해 만들어진 제품
Product Introduction

성일터빈은 축적된 기술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연소실 및 터빈파트 부품의 국산화 개발과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력으로 성의를 다해 가스터빈 고온 부품을 생산합니다.

GT Combustor Parts GT Turbine Parts

CL / TP

GT11NM
연소실 부품

- Hot Gas Casing, Inner Liner, Burner, Support 
   Cylinder, Combustion Liner, Transition Piece
- In617, Ni263, In738, H-X, etc.

- Combustion Chamber Parts
- Turbine Blade & Vane

- Blade, Vane, Shroud Block, 
   Heat Shield Segment
- In939, In738, etc. 

Component Repair Gas Turbine Maintenance

SEV
Lance

SEV
Burner

Cap
Assembly

3rd

Vane(501F)
Shroud
Block

Cloth SealGas Turbine
Total Service

Provider

HSS

Blade Vane 

창의를 실현시키는 장비
Foundry & Facilities

성일터빈은 최신 정밀주조, 코팅 및 시험, 분석 장비를 통해

최고의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밀주조 장비(SX/DS 주조용 최신형 자동화 설비) 

시험/분석장비

APS장비

MPI Wax Injection DeWaxingRobot Shell Coating

TBC CoatingVIM Furnace소성발열체

열차폐 (TBC) 코팅 장비 GT 제작 설비 

HVOF장비

Air Flow Test 장비

CS분석기 브리넬경도기 성분분석기

3차원 측정기

UTM

X-ray 검사장비

시험/분석 장비명 비고 (용도) 

광학 현미경  GX51 소재/제품 분석(조직검사) 

로크웰 경도기  FR-1AN 소재/제품 분석(경도측정) 

마이크로비커스 경도기  HM-122 소재/제품 분석(경도측정) 

만능재료시험기  DTU-900MH 열차폐코팅층 결합력 테스트/기계적 특성평가 

폴리싱머신  DUALPREP PH-3™ 소재/제품 분석(시편연마) 

고정용 PMI  PMI-MASTER Pro 소재/제품 분석(화학성분 분석) 

브리넬 경도기  SB-600 소재/제품 분석(경도측정) 

CS분석기  CS 800 소재/제품 분석(화학성분 분석) 

마운팅프레스 STD-AM32 소재/제품 분석(시편제작) 

초음파두께 게이지 주조품 두께 측정 

열화상카메라  R300 주조품 온도분포 측정 

Air Flow Test 장비 제품 유량 측정

주조 장비명 비고 (용도) 

MPI 사출기 _ 25톤  
Wax Injection M/C_25ton 

정밀주조용 주형 제작(패턴 사출) 

MPI 사출기 _ 50톤  
Wax Injection M/C_50ton  

정밀주조용 주형 제작(런너 사출) 

MPI 사출기 _ 150톤  
Wax Injection M/C_150ton 

정밀주조용 주형 제작(패턴 사출) 

주형 자동 이송 장치  
Conveyor System

정밀주조용 주형 코팅 
(쉘 코팅 공정 사용 - 주형 자동 이송 장치) 

주형 코팅용 로봇  
Coating Robot System

정밀주조용 주형 코팅 
(쉘 코팅 공정 사용 - 주형 자동 코팅) 

주형 디왁싱 장치  
BOILERCLAVE 

정밀주조용 주형 디왁싱 - 왁스 제거 

소성/예열로  
Furnace

정밀주조용 주형 소성 열처리 &  
용해 전 Pre Heating(예열) 

진공 용해로 
 Vacuum Melting Furnace

정밀주조용 진공용해로 - 주조품 제작 

열처리 Furnace

진공 열처리 Furnace

전기 열처리 Furnace

EDM Super Drilling 

대형 유압 Press 

(Max 2,000 ton)

대형 가공 설비 

후로아 보링

Turing &  Milling

성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