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선박용 대형저속 디젤엔진용 화이트메탈 본딩력 검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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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엔진의 베어링은 종래에는 베어링 메탈과   하우징을 일체로 주조하여 제작되는 후판형 베어링을 많이 사용하

여 왔으나  연료유의 저질화, 기통당 출력증가, 저속화 추세에 따라 베어링의 내구성과  정비유지를 크게 개선시키기 

위해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대형엔진에서는  박판형을 채용하고 있다. 각 베어링 제조사는 중력 주조 및 원심 주조법 

외에 용접으로 화이트 메탈을 접합 시키는 방법이 개발 되어 주조법에서 요구되는 라이닝 공정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특수공정인 용접법에 따른 예상되는 결함 및 접착력의 보증을 위한 파괴 

검사 및 비파괴 검사의 개선 방안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 용접법의 도입으로 인해 용접방법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각

종 결함 및 본딩력의 보증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의 검증방법이 요구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추가된 공정으로 기존 접착(bonding)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ISO 4386/2에 따른 

Chalmer test를 통해 물리적 요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박리 현상 및 층간 기공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엔진 탑재 후 발생할 수 있는 배빗 메탈의 박리 현상 및 화이트 메탈 파손 등에 대

한 품질을 미연에 보증하고자 기존의 엔진 메이커에서 요구하는 방식인 기본 초음파 탐상 기법 중 Straight beam외

에 Dual Probe를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베어링 배빗 메탈의 접착력 상태에 대한  더욱 확실한 건전성 확보 방법

을 설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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