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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의 주기관이나 발전기관 등 디젤기관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는 원유를 정제해서 사용하고 있다. 석유화학공업에

서 원유로부터 양질의 고급 휘발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촉매를 사용하는 유동접촉분해(FCC) 방법을 채택하여

원유를 분리하고 있다. 유동접촉분해 시 촉매의 주성분은 Si와 Al이며, 그 외에 Fe, Zn, Ti 등의 기본금속과 알칼리

금속 및 Ce, Nd, Ni, V 등의 희유금속이 함유되어 있다. 만일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에 이러한 성분의 촉매가 많

이 혼입되어 Al, Si, Ni, V이나 Fe 등의 성분이 과다하게 되면 기관 부속품 마모가 아주 심하게 되고, 기관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대형 해양 선박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런 성분이 많이 함유된 연료유를 기관

에 사용하는 경우 연료펌프, 연료분사밸브, 실린더라이너, 피스톤링의 마모가 심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현황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그 사고의 원

인이 자연적인 마모, 경년변화인가 또는 외적인 요인에 의한 사고인가에 따라 보험 보상 대상여부가 판명될 수 있

어, 연료유로 인한 사고 원인규명은 아주 중요한 업무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료유 관련 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대상

으로 사고유형, 사고원인 및 예방법에 대한 검토를 하고 향후 선박의 디젤엔진에서 저질연료유 사용에 따른 문제점

을 개선하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Fuel oil mostly used for a ship is made from crude oil by refining process. In order to produce plenty

of high-quality fuel oil, the Fluid catalytic cracking(FCC) method is widely adopted to many refinery factories

during the decomposition process from high molecule into lower molecule. The major constituents in spent

FCC catalysts are Si, Al, Fe, Ti, alkali metals and some others. The spent catalyst is also composed small

amounts of rare metals such as Ce, Nd, Ni and V. The big problem in FCC oil is mixing the catalyst in the oil.

This reason is unstable separation of FCC catalyst in separator. Such a FCC catalyst will become a reason of

heavy wear down in moving parts of engine. The impurity in oil is ash and deposit compound, such as Al, Si,

Ni, Fe and V, which will accelerate the wear down on fuel pump, fuel injection valve cylinder liner and piston

ring. It is important to find a basic reason of an engine trouble for preventing similar troubles anymore. Insur-

ance compensation will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ason of an engine trouble which might be natural abra-

sion or other external causes. In this study, types and reasons of engine troubles related to fuel oil will be

covered.

Keywords: Fluid catalytic cracking(유동접촉분해, FCC), Engine wear trouble(기관마모), Fuel injection

system(연료분사계통), contact catalyst(분해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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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에 있어서 기관은 인간에 있어서의 심장과 마찬가지로 중요

하며,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선박 전체의 운전 경비 중 대부분

기관에 관련된 것이다. 또한 선박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기관은 아

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항해 중에는 절대로 정지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뜻하지 않게 주기관을 정지하지 않으면 안되

는 경우가 생긴다. Femenia는(1973) 선박의 동력장치의 경제성에

대하여, 임재근은(1988) 선박 주기관의 고장에 대한 분석을 연구하

였다. 최근 디젤엔진은 높은 열효율과 저급의 연료 사용이 가능하

고 오랫동안 검증된 시스템으로 여러 분야에 사용되어 왔다. 그리

고 선박의 주기관이나 발전기관 등 디젤기관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는 원유(Crude Oil)를 정제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때 선박에 공급

하기 전 원유를 채취하여 정유사로 옮긴 후 열분해, 접촉분해 등

기타 여러 과정을 거쳐 고급 휘발유, 경유, 잔사유 등으로 분리한

다. 최근 휘발유의 가격이 잔사유에 비하여 아주 고가이므로 각 정

유사들은 재차 분해 과정을 거쳐 고탄화수소계를 저탄화수소계로

분해한다. 이 분해 과정 중 유동접촉분해(Fluid catalytic cracking,

FCC)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연료유에 직접 촉매

를 투입하여 유동 중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여 원유

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원유값 상승과

환차손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정유사들이 공세적 전략으로 위기

돌파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원유의 분해과정이 끝나면 유

동접촉분해 촉매는 재사용 또는 연료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분리 회수해야하나 회수 장치가 고장이 나면 분해를 위해

사용되었던 유동접촉분해 촉매는 잔사유에 남게 된다. 

유동접촉분해법에서 문제가 되는 점의 하나가 중유에 촉매가 혼

입되는 경우이다. 촉매와 연료유가 중력차에 따라 분리가 일어날

때, 이 원심분리기에서 기계고장 또는 정상 운전 중이더라도 일부

의 촉매는 분해유와 동반되고 종유탑의 저부로 모이며 이런 성분

이 많이 함유된 저부의 중유를 내연기관에 사용하는 경우 연료펌

프, 연료분사밸브, 실린더라이너, 피스톤링의 마모를 일으킬 수 있

다. 따라서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에 Al, Si, Ni, Fe 및 V 등의 성

분이 과다하게 되면 기관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고가 발생하

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고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밝혀

더 이상 같은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

하다. 아울러 그 사고의 원인이 연료유의 취급 부주의 또는 본선의

잘못인 경우인가 또는 연료유 공급자의 잘못인가에 따라서 사고에

대한 보험에서 보상이 적용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이 되지 못 할 수

도 있어 원인 규명은 아주 중요한 업무가 될 수도 있다. 

2. 선박기관 사고 상세

본 논문에서 분석을 위해 연료유 관련 사고 선박의 주기관(Main

Engine)은 Mitsubishi 7UEC37L × 1set이고, 발전기관(Dynamo

Engine)은 Yanmar T206L-ST × 3sets였다. 이 선박에서 운항 중 연

료를 해상에서 수급하고 여러 가지 기관 사고가 주기관과 발전기

관에 비슷한 형태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2.1 연료펌프(Fuel Pump)

연료펌프는 연료가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하여 연료분사밸브에 필

요한 고압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내부에 플런저(Plunger)와 배

럴(Barrel) 및 토출밸브(Delivery valve)로 구성된다. 보통 플런저와

배럴은 각각 1-2 μm 정도로 가공되고 그 사이의 틈은 플런저의 지

름에 따라 7-10 μm의 틈새를 가지나 본선의 경우 너무 마모가 심

하고 마모가 적은 경우가 표준이 약 15 μm이나 계측값은 약 28 μm

로 과대 마모가 발생하였다. Fig. 1(a)는 주기관 연료유 펌프의 플

런저 및 배럴, (b)는 토출밸브이고, Fig. 2는 발전기관의 손상 상태

를 나타낸다. 

2.2 연료분사노즐(Fuel Injection nozzle)

연료분사노즐은 연료펌프의 출구에서 나온 연료를 연소하기에

실린더내부로 연료를 분사하는 장치이다. 보통 연료분사 압력은 약

250 kg/cm2 정도로 고압력을 받아도 누설되지 않아야 하며 노즐 공

(구멍)의 크기도 무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일정해야 하나 본선의 경

Fig. 1. Damaged main engine(M/E) fuel injection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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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모두 마모가 심하여 분사상태가 악화되어 연소 상태가 아주 나

빠졌다. Fig. 3(a)는 주기관, (b)는 발전기관의 연료분사 밸브를 나

타낸다.

2.3 연소실 장치 및 과급기(Turbo Charger)

연소실은 실린더 헤더,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장비로 구성되고,

피스톤(Piston)은 피스톤 크라운(Piston Crown), 피스톤 스커트(Piston

skirt), 피스톤 링(Piston ring)으로 구성된다. 본선의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 링은 연료분사 노즐의 무화 불량에 따른 연소상태 악화

와 연료에 함유되었던 SiO2, Al2O3, Fe, Ni 등의 유동접촉분해 촉

매의 함유량 과다로 심한 마모가 일어났다. 이는 연소를 위하여 필

요한 고온을 얻으려면 적당한 단열 압축을 하여야 하나 실린더 라

이너 및 피스톤 링이 마모되어 이 사이의 틈이 증가되어 압축시 연

소용 소기(Scavenging Air)가 누설하여 압축 압력이 저하되고 연소

상태가 나빠지며 출력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a)는 주기관, (b)는 발전기관의 손상된 피

스톤을 나타낸다. 연소실을 형성하는 피스톤 상부에 백색 침적물

또는 추적물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이 물질들은 연소불량에 따른 불

Fig. 2. Damaged generator engine(D/E) fuel injection pump.

Fig. 3. Damaged fuel injection nozzle.

Fig. 4. Damaged M/E and D/E pi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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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성분, 회분(Ash contents), 및 유동접촉분해 성분 등으로 분석

되었다.

실린더헤더는 연소실을 구성하는 장치로서, 이 실린더헤더에는

배기밸브, 소기밸브, 시동밸브, 연료분사밸브, 안전밸브 등이 설치

된다. Fig. 5(a)는 주기관, (b)는 발전기관의 손상된 실린더헤더를

나타낸다. 실린더라이너는 피스톤의 측면에서 연소실을 구성하며

윤활을 위하여 Lubricator(윤활장치)가 설치된다. Fig. 6(a)는 주기

관, (b)는 발전기관의 손상된 실린더 라이너를 나타낸다. 과급기는

연소용 공기량을 증가시켜 연료를 더 많이 연소시키므로 기관의 출

력을 증대시키는 장비로서 Fig. 7은 손상된 과급기 장비를 나타낸다.

과급기의 터빈 블레이드(Blade)에 다량의 검정물질 및 백색 추

적물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추적물은 연소 불량에 따른 미

연소 성분이 추적한 소위 검댕 종류로서, 백색 추적물은 피스톤 상

부에 추적된 것과 같은 성분으로서 주로 회분 및 유동접촉분해 성

분으로 추정된다. 소기냉각기(Air cooler)는 배기가스 터빈에서 나

온 공기를 연소에 앞서 소기공기를 냉각시키는 장치이며 Fig. 8은

손상된 소기 공기냉각기를 나타낸다.

Fig. 5. Damaged cylinder head.

Fig. 6. Damaged cylinder liner.

Fig. 7. M/E Turbo charger. Fig. 8. M/E Air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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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크로스헤드 베어링(Crosshead bearing)

크로스헤드 베어링도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Fig. 9는 손상된 크

로스헤더 베어링을 나타낸다. 사고선박은 연료유에서 다량의 악취

가 발생하고 기관실 공기가 아주 나빴으며 일부 기관운전자들은 피

부병까지 발생하였으며 Fig. 10은 선원의 피부병 발생상태를 나타

낸다. 이 원인은 발생 증상으로 황화수소로 추정된다. 황화수소는

방향족 성분과 원유에 함유된 황(S)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류사

에서 원유에 수소를 주입시켜 S + H2→ H2S로 반응으로 황을 제

거하나 정유시에 잔류한 황화수소가 연료유에 다량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성분은 주로 석유정제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며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하며, 고농도 가스를 많이 흡입하면 함철 산

화 효소의 파괴로 인하여 세포의 내부 호흡이 정지하여 중추 신경

이 마비되어 실신하거나 호흡 정지 또는 질식 증상을 일으킬 수 있

다. 또한 황화수소는 점막에 산으로 작용, 눈이나 호흡기계의 점막

을 자극하며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3. 기관사고와 연료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

3.1 사고선박 연료유의 정유과정

사고선박에 사용한 연료유는 잔사유(Residual Fuel)와 가스오일

(MGO: Marine Gas Oil)을 혼합한 연료유를 수급하였다. 이 연료

유는 IFO 180에 상당하는 연료로서 국제해사협약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산하 기관의 국제연소회의(The

International Council on Combustion engines)에서 제정한 연료유

규격으로 IFO 180은 RME 25에 상당한다. Table 1은 사고선박이

수급한 연류유와 국제규격을 비교하였다. 바나듐(V) 함량은 규격

RME 25에서 200 mg/kg이나 실제로 분석한 결과는 232, 243 mg/kg

으로서 상당히 규격을 상회하고 있다. 철분(Iron) 함량은 규격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20 및 22 mg/kg이고, 니켈(Ni) 성분을 살펴보면

각각 86 및 91 mg/kg으로 분석되었다. 또 사고선박에 공급할 때 공

급자가 건네준 연료유 샘플(Sample; 2007년 8월 18일자)을 사고 후

분석한 결과는 바나듐이 250 mg/kg으로서 훨씬 규격을 상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바나듐과 철분 및 니켈 성분 및 알루미나와

실리카(Silicon) 등은 유동접촉분해 촉매의 주성분을 구성하는 성

분이다.

접촉분해공정(Catalytic Cracking)은 경유나 중유 등으로 촉매를

써서 가솔린, LPG, 경유, A중유 등을 만드는 반응으로 유동접촉분

해 촉매로 사용하는 것은 주로 제올라이트(Zeolite)계 촉매를 사용

하며, 500~530 oC에서 반응시킨다. 주 성분은 알루미늄, 규소, 철,

니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용 유동접촉분해 촉매의 비활성화에

Fig. 9. Crosshead bearing.

Fig. 10. Skin diseases by fuel.

Table 1. The Comparison of elements between sampled oil from
accident ships and RME 25

 Test result Unit
Sample 

1
Sample 

2
 IFO 180 

('07. 8. 18)
RME 

25

Density@15 oC kg/m3 974.3 982.2 988.2 991.0

Viscosity@50 oC mm2/s 122 186 277.8  -

Water %V/V 0.2 0.2 0 1.0

Micro Carbon Residue %m/m 13 14 14.4 15

Sulfur %m/m 1.75 1.84 1.79 5.0

Total Sediment Existence %m/m 0.07 0.10 0.04 -

Total Sediment Potential %m/m 0.08 0.09 0.10

Ash %m/m 0.09 0.10 0.026 0.10

Vanadium mg/kg 232 243 250 200

Sodium mg/kg 25 26 23

Aluminium mg/kg 14 15 17

Silicon mg/kg 19 21 21

Iron mg/kg 20 22

Nickel mg/kg 86 91

Calcium mg/kg 34 37

Magnesium mg/kg 2 2

Lead mg/kg LT 1 LT 1

Zinc mg/kg 17 18

Phosphorus mg/kg 15 16

Potassium mg/kg 9 10

Pour Point Deg. oC LT 24 LT 24 -15 30

Flash Point Deg. oC GT 70 GT 70 170 60

Net Specific Energy MJ/kg 40.75

CCAI(Ignition quality) 848

Aluminium + Silicon mg/kg 33 38 80



148 나은영·백신영

대한 연구결과 Cyclic Propylene Steaming(CPS)법 도입으로 인하

여 큰 진척을 가져왔다. CPS 프로토콜에서 유동접촉분해 촉매는

환원-산화 사이클에서 쉽게 비활성화를 일으키는 바나듐과 니켈이

함유 되었고, 바나듐이 촉매 비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방법은 수정 및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3.2 유동접촉분해 촉매의 화학적 성분

석유화학공업에서 촉매를 이용한 유동접촉분해반응은 촉매표면

의 고체산점에서 카르보늄이온 중간체를 가볍게 분해, 환원, 이성

화, 탈수소 그리고 탈수소축합 등의 반응이 진행된다. 현재 유동접

촉분해 촉매로 사용하는 것은 주로 제올라이트계로서 주 성분은

Al, Si, Fe, Ni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촉분해법은 기체상에서 촉

매를 사용하여 분해하는데 더 높은 옥탄값이 높은 가솔린을 생산

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촉매를 공정시키는가 이동시키는가에 따라

고정상식, 이동상식, 유상식 등으로 나뉜다. 이 논문에서 유동접촉

분해 촉매의 주성분이 V, Fe, Ni임을 밝혔다(D. Wallenstein 등,

2007). 또한 유동접촉분해 폐촉매에 Fe, Zn, Ti 등의 기본 금속성

분과 알칼리 금속 및 Ce, Nd, Ni, V 등의 희유금속이 많이 함유되

었으며 실험용 유동접촉분해의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전성균,

1997).

E. Tangstad 등은(2006) 유동접촉분해 촉매에서 금속 성분인 V

이나 Ni 등이 분해 작용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Zn 성

분이 촉매의 효과를 감소시키는데 이 V이 있으면 Zn의 저해효과

를 억제 한다고 하였다. Fig. 11은 촉매에서 V의 효과를 나타내며

V가 많을수록 분리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entro de

Catálisis Heterogénea 등은(2008) 산화성 및 건조 상태에서 Y 제올

라이트에 미치는 V의 영향을 실험하였으며 특히 V이 많을수록 탈

수소화가 촉진됨을 Fig. 12와 같이 밝혔다. E. Tangstad 등은(2006)

An Equilibrium FCC(ECAT)에서 시료에 V 2800 ppm, Ni이 2500 ppm

이 있음을 ESR과 ESCA로 분석 및 측정하였다.

Ye-Mon Chen은(2006) 지금까지 개발되고 사용된 유동접촉분해

촉매를 재검토 결과 바나듐이 많았으며, 유동접촉분해 촉매에서 탈

황 효과에 미치는 바나듐의 효과를 시험하며, Diana Vanessa

Cristiano-Torres 등도(2008) 제올라이트 촉매에서 V의 영향을 실험

하였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유동접촉분해 촉매에서 Al, Si

Ni, V, 및 Fe 등이 촉매의 주 성분으로 작용하며 함량이 많을수록

그 분해 효과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3 FCC 촉매가 기관에 미치는 영향

小山正一은(1982) 박용연료유의 저질화는 비중, 점도, 잔류탄소,

아스팔트분, 유황분 등이 증가하며 종래 일본에서는 원유의 약 40%

에 달하는 중유를 사용하여 비교적 저질유 자체로는 문제가 없었

으나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중유에서 경질, 고급유를 많이 생산하

기 위하여 많은 정유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열처리(TCC 분해,

Visbraking법)와 유동접촉분해 열처리를 조합하여 20%이하까지 경

질유를 추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잔사유가 기관 고장을 일으키

는 예를 보고한 바 있다. Hiroya Tamaki는(1982) 일본에서 1980년

대의 연료의 저질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신조선 및 운항선에

대하여 관련기기의 신뢰성, 보전성, 취급, 적합성 및 대책을 조사하

였다. 그 연구 내용 중 기관부품과 유동접촉분해 성분과 관련하여

연료펌프, 연료분사밸브, 실린더라이너, 피스톤링의 마모가 심하다

는 것을 밝혔으며, Al, Si에 따른 마모도 심하며 특히 V과 Na 성

분에 따라서 V이 높을수록 마모가 많다고 보고하였고, 野村宏次는

(1995) 유동접촉분해 촉매 함유량의 의의와 시험법에서 유동접촉

분해를 미량 함유하더라도 입자와 입경 또는 그 마모성에 따라서

피스톤링 스카핑, 분사펌프, 연료 플런저나 분사밸브 손상, 실린더

라이너 마모, 피스톤링의 마모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Table 2. Constituents of spent catalyst(µg/g-solid)

Constituent µg/g Constituent µg/g Constituent µg/g

Al 130000 Ni 130 Ta 110

Ca 640 P 420 Ti 4900

Ce 2500 Pb 190 V 2200

Fe 6000 Pd 200 W 6300

K 490 Pt 220 Zn 1300

Mg 160 Sb 470 Zr 130

Na 2400 Se 330

Nd 1100 Si 340000

Fig. 11. Conversion as a function of the catalyst/oil ration for FCC

samples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V4+.

Fig. 12. Rate of dehydrogenation through reactions with the metal

as a function of vanadium concentration in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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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田哲吾는(1995) 박용대형기관의 사용연료에 따른 과급기 노즐

링의 오손을 조사한 결과 노즐링에 추적하는 부착물은 주로 CaSO4

나 V2O5로서 이런 추적물이 부착되면 과급기의 성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고 보고하였으며, 淸水和夫 등은(1995) 박용연료유의 변

천해설에서 1980년에 비하여 1992년에는 유동접촉분해 기름이 급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북미나 유럽, 중남미에서 사용량이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中野英明 등은(1982) R6V22/

30 Test 기관과 KAWASAKI MAN K9SZ 70/125 기관 선박에서

유동접촉분해 기름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유동접촉분해 기름에

서 방향족 성분이 많으며 방향족 성분이 많을수록 피스톤링의 마

모량은 증가하고 피스톤링의 홈에서 탄소추적물의 량도 증가함을

밝혔다. 出敬朗 등은(1988) 연료유에 유동접촉분해 촉매를 혼합하

여 실험한 결과 유동접촉분해 촉매가 존재하면 현저하게 마모를 증

가시킨다는 것을 실험으로 밝혔다. 

전효중은(2005) 연료에서 일반적으로 마모성 불순물은 회분과

침전화합물이며, Na, Ni, V, Ca 및 Si 와 같은 고체 금속은 연료분

사장치, 실린더라이너, 피스톤링 및 홈 등에 심한 마모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새로운 오염 물질로서 알루미나와 실리카 등

은 매우 경도가 높은 촉매 입자로서 이들은 주로 정유 공장에서 촉

매로 남은 것이며 이러한 촉매 때문에 새로운 연료펌프가 수일동

안에 마모가 심하여 시동에 실패 할 정도의 고장이 있었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본선의 사고결과를

비교검토하면 박용 대형기관의 사용연료에 따라 기관의 동력을 상

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동일업체로부터 같은날(2007년 9월 20

일) 급유를 받은 다른 선박을 조사한 결과 그 선박 역시 기관고장

으로 수리 및 부품을 공급받아 교환하였고, 유류문제를 조기에 경

보하여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4. 결 론

본선에서 발생한 기관 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이 단독 또는 조합

되어 발생 할 수 있어 그 원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고선박이

수급한 연료유는 Table 1과 같이 RME 25(IFO 180 상당)오일 규

격에 비하여 V이 상당히 높은 양(약 20-30%초과)을 가지며 Ni도

규격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한

편 유동접촉분해의 주성분이 되는 Al 및 Si의 함량은 규격 범위내

에 있지만 Al는 Al2O3의 형태로, Si는 SiO2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면 Al2O3의 분자량(101.864)이 Al(53.86)에 비해 약 1.89배, SiO2의

분자량(60.086)이 Si(28.086)에 비해 2.14배 정도 크므로 Al2O3는

약 16×1.89=30.24 mg/g, SiO2는 21×2.14=44.94 mg/g으로 합계 약

85.18 mg/g이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량의 Al 및 Si 성분이 존재함

을 알 수 있다. Fig. 13은 사고선의 연소 상태를 촬영한 것으로 연

소가 아주 나빠 심한 매연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한 바와 같이 디젤엔진 기관손상 사고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1) 본선에 공급한 연료유에는 상당히 많은 Fe, Ni 성분 및 Al, Si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 연료유를 사용했던 발전기관 및 주기관

은 첫째로 유입되는 연료 펌프의 플런저와 배럴, 토출밸브에서 이

Al, Si, Ni, V 등의 성분이 연마제 역할을 하여 단시간에 마모를 일

으켜 그 틈을 크게 함으로써 연료유를 소정 압력 이상으로 압축 할

수 없었다. 연료펌프를 지나 토출된 연료는 연료분사밸브로 들어가

분사하게 되는데 Fe, Ni분 및 Al, Si 성분이 연마제 역할을 하여 정

밀한 분사밸브를 마모시켜 틈이 확장되었다. 둘째, 연료펌프의 낮

은 압력과 분사 밸브의 분사 작용 불량에 따라 무화, 분산, 분포 등

이 불량하게 되어 완전 연소 할 수가 없었다. 이때 연료분사밸브에

서 분사된 연료유가 연소실에서 완전 연소되어야하나 분사 압력 부

족 및 분사밸브의 누설 등으로 불완전 연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불완전연소로 인한 카본 등의 생성량이 많고 고체입자

(Particle matter: particulate)가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의 마모, 피

스톤링의 마모, 실린더 헤더의 배기밸브와 소기밸브 등의 과대 마

모를 발생시켰다. 결국 이 연소실에서 연소한 산화바나듐 알루미나,

실리카 등이 사고를 일으켰다. 

2) 연소실을 지난 배기가스는 과급기를 매연 및 불완전 연소 물

질로 오손시켜 그 성능을 현저히 약화시켰고, 또한 마모로 인한 과

다한 금속성분, 미연소 고체성분이 고속회전을 하는 과급기에 유입

되어 과급기를 파손시켰다. 과급기를 지난 연소 가스는 보일러

(Boiler)로 들어가 절탄기(Economizer)를 가열시키는데 불완전 연

소가스 및 고 부식성의 V2O5 등이 보일러 튜브(Boiler Tube)를 오

손 및 부식시켰다. 기관실에 불완전 연소로 매연이 심하고 또 산화

바나듐 등의 불완전 연소가스가 소기로 들어가 소기 공기냉각기를

사용하지 못 할 정도로 오손시켰다. 이 불완전연소 상황이 Fig. 13

에서 보는 심한 매연의 발생 형태이다.

3) 연소실에서 연소가 불량함에 따라서 각 기통에서 발생하는 출

력의 균형이 무너져 기통(Cylinder) 별로 출력이 틀리게 되었다. 전

체적으로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출력이 감소하여 조속기(Governor)

에서 출력을 증가시키도록 연료유를 증가 방향으로 작동함으로써

더욱 기통별로 출력의 차이가 심해져, 어느 기통은 저출력으로, 어

느 기통은 정상 출력보다 이상(Over)이 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

Fig. 13. The funnel photo of th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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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으며 이때 크로스헤더 베어링이 과출력으로 손상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본선에서 사용하던 연료를 전부 선외로

배출 이송하고 신유로 교환한 후 고장난 부품을 교환 수리하고, 운

전 결과가 정상 상태로 되었다. 따라서 연료유 때문에 선박의 기관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다시말해, 주기관과 발

전기관의 대형사고는 모두 규격 미달의 불량 연료유를 공급받아 사

용함으로써 더 이상 운전 할 수 없는 상태의 치명적인 손상을 받

게 된 것이다. 향후 선박용 주기관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디젤엔진

의 연료유를 사용 할때는 대형 고속 기관이라 하더라도 한정된 단

시간내에 완전연소를 시켜야 하고, 그 연소실내에는 가동 부분이

많으므로 초저질 연료유의 처리는 물론 기관의 설계, 재질, 구조 및

운전 관리면에서 혁신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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