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 려 드 립 니 다

본 문제집은 해기사시험 관련 전문서적과 정보부족을 호소하는 응시생들을 위해
2015년 정기시험 4회에 준해 출제된 문제를 편집·정리한 것으로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개인의 수준을 확인하고, 시험출제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하는 지침서의 용도
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 년의 해기사 시험 문제 출제는 문제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재정립됨을
양지하시고 출제범위에 대한 관련서적을 함께 학습하며, 시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 본 문제집이 무단 복제 및 영리활동에 이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본 문제집의 내용은 과년도 기출문제를 수록한 것으로 법령의 변화, 기타 기술적 변화에 따라
문제의 정답이 다를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동삼동)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시험문제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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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기사 시험 관련 Q&A
1. 필기시험에서 정기 / 상시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 정기 필기시험 (PBT)
정기시험은 연간 4회 분기별로 시행하며 문제지를 종이 (Paper Based Test)로 인쇄하여
나눠드리고 OMR답안지에 답안을 컴퓨터용 필기구를 이용하여 마킹하는 지면시험입니다.
*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 (공휴일 제외)
◎ 상시 필기시험 (CBT)
승선 및 어로활동 등으로 정기시험 응시가 어려운 분들의 응시편의를 위한 시험으로 분기별
시행 공고를 하며 시험 회차별 장소 및 직종을 달리합니다.
*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4:00
- 시험방법 : 지정된 시험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문제를 푸는 방식
- 채점방법 : 컴퓨터로 통제되어 자동 채점되며, 시험 당일 합격자를 발표
* 시험 장소 부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행정관 2층 CBT 시험장
인천 : 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 : 목포해양대학교 본관 3층 전산실습실
동해 : 강원도립대학 평생교육원
제주 : 제주대학교 정보통신원

상시 필기시험은
☞ 회당 수용가능 인원에 제한이 있으므로 접수기간 중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결제완료까지 진행되어야 접수 승인됩니다.

2. 해기사 시험에서 정기 / 상시의 시험시작 시간은 언제입니까?
◎ 정기필기시험 시작시간은 전 직종 · 등급 오후 2시
◎ 상시필기시험 시작시간은 오전 시험은 10시 , 오후시험은 2시
◎ 면 접 시 험 시작시간은 오전 시험은 10시 , 오후시험은 1시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해당 시험의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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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전 직종‧등급의 시험은 1과목당 25분이 주어지며, 소형선박조종사 진위형(법규) 20문항의
시험시간은 20분입니다.
4. 시험 준비물은 무엇입니까?
1. 신분증 :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발급 확인신청서) 中 하나,
학생의 경우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함)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2. 필기구 : 시험장에서 문제풀이를 위한 용지가 지급됩니다.
(정기 시험의 경우는 컴퓨터용 사인펜 필수 지참)
3. 계산기 : 단순 사칙연산만 계산되는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됩니다.)
5. 시험 당일 반드시 응시표를 지참해야 합니까?
시험접수 후 응시표상의 시험정보(응시번호, 시험장소 및 시간)를 확인하셨다면 시험당일
응시표는 반드시 출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득이 응시정보를 숙지하지 못하였다면,
시험당일 시험관리팀 또는 지역시험 집행본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6. 시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합

격

과목합격

합 격 기 준
과목 당 100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단, 항해사의 법규과목은 필히 60점 이상 득점)
불합격자 중 매 과목 60점 이상 득점 과목이 2과목 이상 발생
(단, 유효기간은 2년)

7. 과목합격이란 무엇입니까?

과목합격이란 시험에는 불합격하였으나, 응시과목 중 60점 이상 득점 과목이 2과목 이상
발생하여 그 일부 과목들에 대한 합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목합격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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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시험을 응시하시는 경우 과목합격을 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응시가 가능
합니다. 과목합격 후 다음 시험 응시 시 과목합격을 무시하고 전 과목도 응시 가능하지만
과목합격을 무시하고 전과목에 응시하게 되면 과목합격 이력은 상실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Ⅱ

해기사 시험 접수

1. 해기사시험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 인터넷 접수
1. 자격검정 홈페이지 (http://lems.seaman.or.kr/) 에서 본인인증 후(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시험 응시자 본인 증명사진 이미지 JPG 파일 100kbyte 이하이며 크기가 가로 126픽셀
× 세로 165픽셀인 jpg 파일을 등록하여 접수를 진행합니다.
3. 빨간 * 표시된 필수기재항목이 모두 기재되어야 다음 화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등록

개인정보(사진포함)를 등록해야 인터넷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내원서 관리’ 메뉴에서 접수기간 이전에도 등록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①

1. 시험일정 선택 :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일(회차)를 확인
2. 직종 및 등급 선택
3. 응시지역 선택 (접수완료 후 지역변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

원서접수
②

4. 면제요건 선택
- 면제요건이 있는 경우(본인에 맞는 사항에 체크)
- 면제요건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에 체크
5. 시험형태 선택
- 필기, 면접 또는 필기와 면접동시(1·2급인 경우에 한함)

⇩
결제하기

휴대폰,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중 원하는 방식 선택

⇩
응시표 출력

접수결과 확인하고 응시표 출력(시험장소, 시험시간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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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종 급수별 접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직종 및 등급

수 수 료

1·2급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15,000원

3·4급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14,000원

5·6급 항해사, 기관사

13,000원

소형선박조종사

10,000원

3. 결제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접수방법

결제방법

방문
∘ 현금 결제
∘ 신용카드 결제

우편

∘ 현금 결제

인터넷
∘
∘
∘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가상계좌)
핸드폰 결제

상시 필기시험의 경우는
☞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인터넷 접수 시 결제완료까지 진행되어야 접수 승인됩니다.
☞ 수수료 결제 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4. 방문 및 우편접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1. 기재부분 작성, 서명완료 된 응시원서 1부, 사진 1매 부착
2. 응시수수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접수담당자 앞으로 송부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정기시험 / 상시면접시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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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험 문제
1. 항해사 등급별 시험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항해사 등급별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항 수는 각 과목당 25문항씩이고,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25분입니다.
직종 및 등급

항해사

어선 항해사

과목 수

시 험 과 목

1급 ~ 4급

5과목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상선전문

5급

4과목

항해, 운용, 법규, 영어

5급 한정

3과목

항해, 운용, 법규

6급

3과목

항해, 운용, 법규

1급 ~ 4급

5과목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어선전문

2. 소형선박조종사 시험은 모두 몇 문제입니까?

소형선박조종사는 총 50문제 이며, 4지선다형 선택형 (항해, 운용, 법규, 기관) 25문제,
OX형 진위형 (항해, 운용, 법규, 기관) 25문제입니다. 단, 소형선박조종사 과목면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경우 법규 20문제로 선택 가능합니다.

Ⅳ

면허발급 및 시험합격 유효기간
1. 시험합격 이후 면허발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합격 후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 구비한 다음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면허발급이 가능합니다.
• 면허발급신청서 1부 (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
• 선원건강진단서 1부 (유효기간 : 일반검사 1년, 특수검사 2년)
•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 촬영한 3.5cm × 4.5cm)
• 교육이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승무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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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에 합격하고 아직 면허발급 받지 않았습니다.
합격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 필기시험합격 유효기간 ]
구 분

유효기간

비 고

1‧2급 합격

4년

-

3급 ~ 6급 합격
소형선박조종사 합격

3년

합격 유효기간에서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제외

[ 면접시험합격 유효기간 ]
구 분

유효기간

1‧2급 합격
3급 ~ 6급 합격
소형선박조종사 합격

3년

비 고
합격 유효기간에서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제외

3.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소형선박조종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합격발표 후 가까운 해양수산청으로 방문하여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선원
건강진단서 1부,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
면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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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기관사

본 문제집이 무단 복제 및 영리활동에 이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관리팀 -

2015년도 문제지 기관사 1급

제
[ 기 관

1

1

회

]

1. 실린더 지름이 100[cm] 피스톤 행정
100[cm] 회전속도 300[rpm] 실린더수
4인 2행정 사이클 디젤기관이 있다.
이 기관을 운전하여 31,400[PS]를
얻었다면 이 기관의 정미 평균유효압력은?
가. 8 [kgf/㎠]
사. 13[kgf/㎠]

나. 10 [kgf/㎠]
아. 15 [kgf/㎠]

2. 디젤기관의 착화늦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급기압력이 높으면 착화늦음이 짧아진다.
나. 세탄가가 높은 연료유는 착화늦음이
짧아진다.
사. 압축비가 높으면 착화늦음이 길어진다.
아. 냉각수 온도가 낮으면 착화늦음이
길어진다.
3. 실린더 라이너의 마멸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연료유에 유황분이
경우
나. 피스톤링의 장력이
사. 피스톤링의 경도가
아. 피스톤과 실린더의
경우

많거나 연소 불량인
작은 경우
높은 경우
중심선이 맞지 않는

4. 디젤기관의 흡배기 밸브에서 로토캡
(rotocap)의 주된 역할은?
가. 밸브와 밸브시트의 접촉을 좋게 한다.
나. 밸브가 밸브시트에 접촉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킨다.
사. 밸브 봉의 고착을 방지하고 분해를 쉽게
한다.
아. 밸브 봉과 부시 간의 윤활을 좋게 한다.
5. 디젤기관에서 피스톤 링으로부터 가스 누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누설은 압축행정 말기부터 팽창행정
초기 사이에 주로 일어난다.
나. 링의 면압이 클수록 누설이 적다.
사. 링의 절구간격, 측면 간격 등은 고착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작은 것이 누설이 적다.
아. 링의 치수는 링과 링 홈의 가공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두터운 것이
누설이 적다.
6. 선박용 디젤기관에 사용되는 배기밸브의
재질에 요구되는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고온에서의 강도와 경도가 높을 것
나. 피로강도가 높고 노치효과(notch effect)에
민감할 것
사. 작동온도에서 자기 경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
아. 비중이 작고 열팽창계수가 작을 것
7.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에 크랙이나 절손이 일
어났을 경우 그 파면의 양상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비틀림진동에 기인하는 것은 45°방향으로,
측면부터 2개 좌우대칭적으로 발생한다.
나. 휨응력에 기인하는 것은 축심과 직각으로
발생한다.
사. 휨응력에 기인하는 것은 주유공 등 응력이
집중하기 쉬운 곳에 발생한다.
아. 비틀림과 휨응력에 기인하는 것은 우선
45°방향으로 크랙이 생기다가 직각으로
절단된다.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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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기통, 2행정 사이클 기관의 고유 진동수가
255[cpm]일 경우 최초의 주 위험회전수는?
가. 765 [rpm]
사. 127.5 [rpm]

나. 85 [rpm]
아. 170 [rpm]

9. 과급기 서징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가. 흡ㆍ배기 계통의 정비가 불량할 때
나. 감통 운전으로 송풍기의 송출량을 줄여
사용할 때
사. 고부하로 배가 선회할 때
아. 흡ㆍ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시간이 길 때
10. 디젤기관의 배기가스 중 NOx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NOx는 기관의 연소온도가 높을 때 많이
발생한다.
나. NOx는 기관에 공급되는 공기가 적을 때
많이 생긴다.
사. NOx는 대부분 NO와 NO₂이다.
아. NOx는 탄화수소와 함께 태양광선을 받아
유해한 광화학 스모그를 발생시킨다.
11. 증기터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증기의 초온, 배압이 일정하면 초압이 높아
져도 이론열효율은 일정하다.
나. 증기의 초온, 초압을 일정히 하고 배압을
낮게 하면 이론열효율은 증가한다.
사. 증기의 초압, 초온을 높게 하고 배압을 낮
게 하면 이론열효율은 증가한다.
아. 증기의 초압이 높아지면 수적에 의한 제동
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12. 보일러 안전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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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해 중 안전밸브가 분출하면 보일러물의
감소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나. 증발량이 일정하면 안전밸브의 크기는 보일
러 압력이 낮은 것이 높은 것보다 밸브 디
스크의 직경이 크다.
사. 과열기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은 보일러 드럼
의 안전 밸브의 조정압력보다 높다.
아. 과열기가 없는 보일러의 안전밸브는 제한기
압의 1.03배 이하에서 자연히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13. 대형 수관보일러의 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직경이 작은 튜브에 비해 직경이 큰 튜브
를 사용하면동일한 단면 대비 열교환
면적이 크게 된다.
나. 튜브의 직경이 작을수록 응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고압에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사. 두께가 얇아질수록 열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증발률이 허용하는 한 직경이
작고 얇은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
아. 두께가 얇은 튜브는 벤딩이나 확장, 증기
드럼이나 헤드에 끼우기 위한 제작공정
등이 용이하다.
14. 증기터빈에서의 증기유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노즐은 증기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킨다.
나. 반동터빈의 회전블레이드는 노즐과 같은
기능을 일부수행한다.
사. 회전블레이드에서는 증기의 절대속도가 감
소한다.
아. 반동터빈의 고정블레이드(안내블레이드)에
서는 증기팽창이 일어나지 않는다.
15. 추진축계에서 일반적으로 지름이 가장 작
은 축은?

2015년도 문제지 기관사 1급

가.
나.
사.
아.

프로펠러축
선미관축
중간축
추력축

16. 추진기 날개의 표면이 거칠 때 일어나는
현상은?
가. 소요 토크의 감소
나. 추력 증대
사. 효율 증가
아. 공동현상 발생
17. 추진기 날개의 스큐백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가. 추진기 날개 사이의 상호 간섭으로 인한 성
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날개의 전연을
깎아 내는 것을 말한다.
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기 날개의
중심선을 후방으로 만곡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 추진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기 날개를
후방으로 10˚~15˚경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아. 추진기 회전수를 상승시키기 위해 추진기
날개의 직경을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18. 추진기 날개의 단면 모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궁형 단면은 날개의 전진연에서 익현 길이
의 1/3정도 되는 부분이 단면 두께가 가장
두껍다.
나. 에어로포일 단면은 단면의 모양이 중심에
대하여 좌·우대칭이다.
사. 에어로포일 단면은 궁형 단면에 비해 추진
기의 성능이 좋다.
아. 에어로포일 단면은 궁형 단면에 비해 날개
의 배면쪽 압력이 높아 공동 현상이 일어
나기 어렵다.

19. 스크루 프로펠러의 propeller for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프로펠러와 선체와의 간격을 크게 하면
surface force가 작아진다.
나. Bearing force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류를
균일화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 하이스큐 프로펠러나 선미 벌브(stern
bulb) 등을 채용하면 surface force가
작아진다.
아. 프로펠러와 축을 거쳐 선체에 전달되는
변동력은 surface force라 하고 유체가
선체로 직접 전달하는 변동력은
bearing force라 한다.
20. 경년에 의한 주기관의 회전수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펠러의 회전
수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가. 직경절단법
사. 경사변경법

나. 피치변경법
아. 에지(edge)가공법

21. 연료의 발화온도를 낮추고 연소온도를 높
일 수 있는 방법은?
가.
나.
사.
아.

발열속도를
발열속도와
발열속도를
발열속도와

낮추고 방열속도를 높인다.
방열속도를 모두 높인다.
높이고 방열속도를 낮춘다.
방열속도를 모두 낮춘다.

22. 저온에서도 잘 펌핑되는 기름은 무엇이 낮
은 기름인가?
가. 주도
사. 점도지수

나. 유동점
아. 유성

23. 두 윤활유를 혼합하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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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점도는 두 기름의 대수평균적으로 변한다.
응고점은 고응고점유 쪽으로 변한다.
인화점은 저인화점유 쪽으로 변한다.
고정탄소량은 저점도유 쪽으로 변한다.

24. 윤활부의 유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기름의 점도가 높을수록 유막이 두껍다.
회전수가 높을수록 유막이 두껍다.
하중이 작을수록 유막이 두껍다.
경계윤활 시에는 유막이 유지되지 않는다.

25. 윤활유의 점도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파라핀계 윤활유가 다른 것보다 점도지수가
크다.
나. 온도변화에 대해 점도가 많이 변하면 점도
지수가 작다.
사. 기관의 베어링용 윤활유는 점도지수가 커야
한다.
아. 나프텐계 윤활유를 100으로 한다.

[ 기 관

2

]

1. 원심식 유청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회전통을 회전시켜 오손된 기름을 분리할
때 원심효과는 회전체의 각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나. 회전통으로 분리된 기름과 물의 분리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물의 출구에 조절판을 설치
한다.
사. 직경이 작은 디스크(disc) 회전통식에서는
경사진 분리판을 다수 설치하여 침강거리
가 짧은 결점을 보완하고 있다.
아. 온도를 올리면 기름의 비중은 감소하고 물
의 비중은 증가하여 비중차가 증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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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효과는 증가한다.
2. 불활성가스장치 중 냉각, 세척된 가스에 남아
있는 물방울이나 미세한 고형물을 원심 분
리법이나 여과기 등으로 제거하는 장치는?
가. scrubber
사. deck water seal

나. demister
아. purging system

3. 유조선에 채용되는 불활성 가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보일러 또는 전용 연소기에서 발생되는 질
소와 이산화탄소를 화물창에 주입하여 폭
발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나. 화물창의 가연성 가스농도나 공기 중 산소
농도를 저하시키는 것이 폭발과 부재의 부
식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지 않고 가스프리를
행할 경우 탱크내의 가스상태는 폭발 범위
를 통과하게 되므로 위험하게 된다.
아.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최고 폭발 한계농도
(UEL) 이상의 상태에서 폭발의 위험도가
제일 높다.
4.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
기준에서 유조선의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중감시기록장치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가. 선박의 속력
나. 선박의 위치(위도와 경도)
사. 유분의 순간배출 농도 및 유성혼합물의
배출률
아. 1해리 당 유분의 순간배출률 및 유분의
배출 총량
5. 15[ppm] 빌지분리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
가. 기름 입자의 지름이 크면 분리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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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과식 빌지분리장치는 큰 기름 입자만을
포착하므로 중력식보다 분리성능이 낮다.
사. 기름 입자의 부상속도는 유수 온도가
낮을수록 크다.
아. 기름 입자의 부상속도는 기름 입자 지름
이 작을수록 크다.

가.
나.
사.
아.

6. 냉동장치의 응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습공기의 절대습도가 1일 때의 온도이다.
나. 습공기 중의 수증기 분압이 그 온도에 상당
하는 수증기의 포화압력과 같게 되는 온도
이다.
사. 습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축하기 시작하는
온도이다.
아. 노점 상태의 공기를 포화습공기라고 한다.

가. 응축기의 냉각수 출구온도는
응축온도보다 높다.
나. 동일한 증발온도에서 응축온도가
저하하면 압축기의 부하가 낮아진다.
사. 냉매가스의 응축온도는 압축기의
송출가스 온도와 같다.
아. 응축기에서 냉매가스가 방출하는 열량은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열량과 동일하다.
7. 냉동기의 액관 중에 플래시 가스(flash gas)
가 발생했을 경우의 운전 상태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팽창밸브 직전의 냉매온도가 매우
높아진다.
나. 팽창밸브에 미세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한다.
사. 냉매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매부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아. 냉매 수액기의 액면에 기포가 발생한다.
8. 냉동장치의 감온식 팽창밸브를 작동시키는
3가지 압력은?
가.
나.
사.
아.

증발기의
증발기의
증발기의
증발기의

압력,
압력,
압력,
압력,

스프링압력, 흡입관의 압력
감온통의 압력, 응축압력
스프링압력, 냉각수의 압력
스프링압력, 감온통의 압력

9. 감온식 팽창밸브는 냉동시스템 중 어느 부
분의 온도를 감지하여 작동하는가?

팽창밸브입구
팽창밸브 출구
증발기 입구
증발기 출구

10. 노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이상기체의 상태식 pV=mRT로부터 가스정
수 R의 SI단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가. J/㎏·K
사. J·㎡/K

나. J/㎏
아. J/㎥·K

12. 다음 중 가역단열과정인 것은?
가. 등엔탈피 과정
사. 등온 과정

나. 정적 과정
아. 등엔트로피 과정

13. 이상기체의 상태변화를 "PVⁿ= 일정"으로
표현할 경우 지수 n 값과 변화의 조건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단, k 는 비열비를 나타낸다)
가.
나.
사.
아.

n
n
n
n

=
=
=
=

0 : 정압변화
1 : 등온변화
k : 단열변화
∞: 폴리트로픽변화

14. 표준 대기압하에서 100[℃], 10[kgf]의 순
수한 물이 증발하여 건포화증기로 변할 경
우 엔트로피의 증가량은 약 몇 [kJ/K]인가?
(단, 물의 증발잠열은 2,257[kJ/kgf]이다.)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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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0[kJ/K]
사. 60.5[kJ/K]

나. 22.6[kJ/K]
아. 225.7[kJ/K]

15. 자연대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유동이 유체 내의 부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
나.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
으로 내려오는 순환 현상
사. 바람이 없는 날 뜨거운 포장도로에서의 공
기의 순환 현상
아. 대기에서 자연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뜨
거운 물체를 냉각시키는 현상
16. 점성 감쇠 자유 진동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진동계의 점성 감쇠계수가 임계 감쇠계수보
다 클 때는 복원력에 의해 물체가 움직이
더라도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 점성 감쇠계수가 '0'이면 복원력에 의한
진동은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
사. 점성 감쇠계수가 임계 감쇠계수와 같으면
진동의 진폭이 점점 작아진다.
아. 점성 감쇠계수가 임계 감쇠계수보다 작으면
진동의 진폭이 점점 작아진다.

클수록 상승 높이가 높다.
사. 부착력과 응집력의 크기에는 관계가 없고
위는 오목한 표면을 갖는다.
아. 부착력과 응집력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한다.
19. 원형의 관내에서 유체가 층류로 흐를 때
유체의 속도 분포는?
가. 포물선 형태로 관벽에서 최대이고 관
중심에서 최소가 된다.
나. 관벽에서 "0" 이고 관 중심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한다.
사. 관 중심에서 최소이고 관벽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한다.
아. 포물선 형태로 관벽에서 "0" 이고 관 중심
에서 최대가 된다.
20. 원형 단면을 갖는 관로내의 난류(turbulent
flo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관로 내에서의 유체에너지 손실은 관벽의
거칠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나. 단면의 유속은 단면중심에서 가장 크다.
사. 관벽 가까운 곳에는 층류막이 형성된다.
아. 단면의 전단응력분포는 선형적으로 볼 수
있고, 전단응력은 관벽에서 가장 크다.

17. 질량 5[kg]인 물체가 일정한 속도
10[m/s]로 운동하고 있을 때 이 물체가
가지는 운동량은?

21. 내경 0.2[m]인 원통형의 압력용기에 내압
20[MPa]이 작용할 경우, 이 용기의 최소
두께는 몇 [mm]인가?
(단, 재료의 허용응력은 400[MPa]이다.)

가. 0.5 [kgㆍm/s]
사. 250 [kgㆍm/s]

가. 2[mm]
사. 10[mm]

나. 50 [kgㆍm/s]
아. 500 [kgㆍm/s]

18. 모세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모세관의 재질은 상승하는 액주의 높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모세관의 직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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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mm]
아. 20[mm]

22. 벨트 전동장치에서 두께 10[mm]의 가죽
벨트에 2[kN]의 인장하중이 작용할 경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벨트의 최소 폭
은 몇 [mm]인가? (단, 벨트의 인장강도는
25[MPa]이고, 안전율은 10이다.)

2015년도 문제지 기관사 1급

가. 25[mm]
사. 80[mm]

나. 50[mm]
아. 100[mm]

23. 철사 40개를 꼬아서 만든 와이어로프가 있
다. 철사의 단면적 합이 200[㎟]이라면,
이 로프에 걸 수 있는 안전하중은 몇
[kgf]인가? (단, 재료의 인장강도가
78[kgf/㎟], 안전율 13이다.)
가. 1,200 [kgf]
사. 1,900 [kgf]

나. 1,600 [kgf]
아. 2,500 [kgf]

24. 20[℃]일 때 길이 1[km]인 레일(rail)이
60[℃]에서는 길이가 몇 [m]로 되는가?
(단, 레일의 선팽창 계수는 1.2×10-5[m
/℃·m]이다.)
가. 1000.12[m]
사. 1000.72[m]

나. 1000.48[m
아. 1001.44[m]

25. 금속의 조직시험을 하는 목적과 관계 없는
것은?
가.
나.
사.
아.

결정입자의 크기
열처리 상태
결정입자의 강도
결정입자의 배열 상태

[ 기 관

3

]

1. 리액턴스 10[Ω]인 코일과 저항 10[Ω]이 연
결된 회로에 100[V]의 교류전원이 공급되고
있다. 이들 코일과 저항을 직렬로 연결할 때
와 병렬로 연결할 때의 경우를 공급전압의
위상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직렬 연결은 병렬 연결일 때와 전류의 위
상이 같다.
나. 직렬 연결은 병렬 연결일 때보다 전류의 위

상이
사. 직렬
상이
아. 직렬
상이

45도 앞선다.
연결은 병렬 연결일 때보다 전류의 위
45도 뒤진다.
연결은 병렬 연결일 때보다 전류의 위
90도 뒤진다.

2. RLC 병렬회로에서 공진이 일어날 경우
회로의 임피던스는 몇 [Ω]이 되는가?
가.
나.
사.
아.

R
2 π √LC
√LC
1/(2 π √LC)

3. 콘덴서 C[F]에 e = Em·sinωt[V]의 전압이
인가될 때 흐르는 전류 i 는?

가.
나.
사.
아.

i
i
i
i

=
=
=
=

(Em/ωC) sin(ωt + π/2) [A]
(ωCEm) sin(ωt + π/2) [A]
(Em/ωC) sin(ωt - π/2) [A]
(ωCEm) sin(ωt - π/2) [A]

4. 전선의 허용전류 I는 전선 직경 d 에 대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5. 1,740[rpm]으로 운전하던 3상 유도전동기
가 1,710[rpm]으로 속도가 낮아졌다면 이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파수는 60[Hz]로 일정함)
가. 토크, 부하전류, 회전자 주파수가 모두
증가하게 된다.
나. 토크는 일정하지만 부하전류와 회전자
주파수가 증가한다.
사. 토크와 부하전류는 증가하지만 회전자
주파수만 감소한다.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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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토크는 일정하고 부하전류가 증가하지만
회전자 주파수는 감소한다.

Q는 직전 Q 논리상태의 반대가 된다.
9. 그림의 논리회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6. 3상 440[V]로 부터 3상 220[V]의 전등용
전원을 얻는 선박용주 변압기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가. 외철형 철심을 사용하고 변압기 1차 권선
이 2차 권선보다 더 굵다.
나. 일체형 3상변압기로 되어 있으며, 상전압은
선간 전압의 √3 배이다.
사. 공냉식 냉각이고 △-△결선으로 되어 있다.
아. 3개의 단상변압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선비가 1/4이다.
7. 27(H)를 10010(B)로 빼면 결과는 10진수로
얼마인가?
(단, H는 16진수를 나타내고, B는 2진수를
나타낸다.)
가. 9
사. 17

나. 12
아. 21

가. 오픈 컬렉터 출력의 NAND 게이트
소자이다.
나. 오픈 컬렉터 출력의 NOR 게이트 소자이다.
사. TTL 출력의 NAND 게이트 소자이다.
아. TTL 출력이 NOR 게이트 소자이다.
10. 그림과 같은 전류 궤환 바이어스 회로에서
hfe(β) = 100 이고 Ic = 2[mA]이면 Ib는
얼마인가?

8. 그림의 JK 플립플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J, K가 모두 '1'인 상태에서 트리거 되면
Q 는 항상 '1'이 된다.
나. J, K가 모두 '1'인 상태에서 트리거 되면
Q는 항상 '0'이 된다.
사. J, K가 모두 '1'인 상태에서 트리거 되면
Q는 직전 Q 논리상태의 반대가 된다.
아. J, K가 모두 '1'인 상태에서 트리거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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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 10[㎂]
사. 약 30[㎂]

나. 약 20[㎂]
아. 약 40[㎂]

11.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Vi가 상용교류 전원
일 때 얻어지는 출력전압 Vo의 파형은?
(단, V는 입력파형의 최대치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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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 [V]
사. -0.5 [V]

나. -2 [V]
아. +0.5 [V]

14. 압력변환기(측정범위 0 ∼ 10[bar])의 출
력신호가 8비트 ADC를 거친 결과 디지털
값이 16진수 40을 나타냈다면 현재 압력은
얼마인가? (단, 0[bar]에서의 ADC결과는
0, 그리고 10[bar]에서는 16진수 FF이다.)
12. 그림 (1)은 SCR을 이용한 제어정류회로로
A, K 단자 간의전압파형이 그림(2)와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2 [bar]
사. 3.2 [bar]

나. 2.5 [bar]
아. 4 [bar]

15. 연료수급을 하고 측심한 결과 1,000[㎘]임
을 확인하였다. 이것을 15[℃]로 보정한
결과 970[㎘]로 영수증에 서명하였다면 수
급한 연료유의 온도를 본선에서는 대략
얼마로 생각하고 계산한 것인가?
(단, 연료유의 온도팽창계수는 0.0007의
값이다.)
가. 46[℃]
사. 58[℃]
가. 전류 도통 구간은 a-b와 d-e 이다.
나. b는 점호점으로 제어회로를 사용하여
시작점을 조절할 수 있다.
사. 소호점 c는 SCR의 G단자로 조정할
수 없다.
아. 점호점을 늦추면 부하저항에서의
소비전력이 작아진다.
13. 다음 연산증폭기 회로의 입력전압이 +1[V]
일 때 출력 전압은?

나. 52[℃]
아. 63[℃]

16. 어느 변압기에서 1차코일의 직류저항을 측
정하였더니 50[℃]에서 12[Ω]으로 계측되
었다. 만일 이 코일을 100[℃]에서 측정한
다면 저항은 몇 [Ω]으로 측정되겠는가?
(단, 1차코일의 저항온도계수는 일정값
0.004로 계산할 것)
가. 약 12.5[Ω]
사. 약 14.0[Ω]

나. 약 13.0[Ω]
아. 약 16.2[Ω]

17. 차압식 유량계의 차압 발생부에서 생긴 차
압의 값을 계측하기 위한 것과 관계가 없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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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가. U자관
사. 디퓨저

나. 벨로스
아. 다이어프램

18. 영구자석 가동코일형 계측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제동력은 지침의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나. 제동력의 대부분은 스프링에 의해
발생된다.
사. 코일의 틀(Frame)은 비자성 도체인 알루미
늄으로 많이 만들어진다.
아. 코일에 생기는 와류는 코일의 움직임에
반대되는 자속을 일으켜 코일의 진동을
억제한다.

사. 2호 발전기 기전력의 위상이 30도 뒤진
순간이다.
아. 2호 발전기 기전력의 위상이 60도 뒤진
순간이다.
21. 다음의 블록선도에서 등가합성 전달함수는?

가.
나.
사.
아.

－10 / 61
10 / 61
-10 / 59
10 / 59

19. 로터리 엔코더(rotary encoder)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 다음의 감쇠율(제동계수) ζ를 갖는 계통 중
가장 큰 오버슈트를 보이는 것은?

가. 일정간격의 구멍이 있는 원판에 빛을 투과
시켜 이 빛을 펄스파형으로 변환한 다음
펄스 수를 계산하여 각도를 측정한다.
나. 일정간격의 홈이 있는 원판에 초음파를 투
과시켜 이 초음파를 펄스파형으로 변환한
다음 펄스 수를 계산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사. 일정간격의 홈이 있는 원판에 초음파를 투
과시켜 이 초음 파가 돌아오는 시간을 계
산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아. 일정간격의 구멍이 있는 원판에 빛을 투과
시켜 반사되는 빛의 밝기로 거리를 측정한다.

가. ζ = 2
사. ζ = 1

20. 운전중인 1호 발전기에 2호기를 병렬시키
기 위해 동기검정기를 켰더니 어느 순간
지침이 10시 방향을 가르킨다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2호 발전기 기전력의 위상이 30도 앞선
순간이다.
나. 2호 발전기 기전력의 위상이 60도 앞선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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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ζ = 5
아. ζ = 0.5

23. 출력이 Y(s) = (5s + 60) / s(s² + 10s +
3)이라면 정상상태일 때의 값은?
가. 5
사. 20

나. 10
아. 60

24. PI제어 온도조절기에서 설정치에 대한 측
정치(PV)의 스텝응답이 시간 t에 대해 그림
과 같이 나타난다면 비례대와 적분시간은
현재보다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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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례대를
한다.
나. 비례대를
한다.
사. 비례대를
한다.
아. 비례대를
한다.

더 크게 하고 적분시간을 더 작게
더 크게 하고 적분시간도 더 크게
더 작게 하고 적분시간도 더 작게
더 작게 하고 적분시간은 더 크게

25. 공기압식 조절기에서 Nozzle flapper 기구
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노즐의 직경이 조리개의 직경보다 크다.
나. 노즐과 조리개의 직경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사. 플래퍼의 움직임은 지극히 작아서
10-²[mm]단위로 나타내는 정도이다.
아. 어느 영역에서나 직선성이 매우 양호하다.

[ 직 무 일 반

]

1. 압축공기로 기관을 시동할 때 충분한
회전력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아닌 것은?
가. 시동밸브의 스핀들과 시트의 접촉면이
불량하다.
나. 시동밸브에 부착된 패킹이 불량하다.
사. 시동 공기의 압력이 너무 낮다.
아. 연료분사밸브가 고착되었거나 누설한다.
2. 선박에서 디젤 발전기의 정전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3. 전기 배전반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Preferential Trip
Overspeed Trip
Over Current Trip
L. O. Low pressure Trip

가. 화재 구역의 전원을 즉시 차단한다.
나. 휴대식 또는 이동식 탄산가스 소화기로
초기소화한다.
사. 소방원은 소방원 장구를 착용하여 절연
물질의 연소 시 발생하는 유독 가스를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 주발전기를 정지시키고 즉시 비상발전기가
운전되도록 한다.
4. 디젤 주기관의 소기실 화재 발생 시 조치사
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관의 회전수를 낮추거나 정지한다.
나. 화재 경보를 울리고 보조송풍기를 즉시
기동한다.
사. 증기 또는 CO₂등을 이용하여 소화한다.
아. 소화 후 과열 부위의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5. 고온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전처리에 의한 Na의 제거
실린더 유 개선
2단 청정 채용
유기금속염 첨가

6. 선박기관기준상 관장치의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가. 동관과 황동관은 최고사용온도가
200[℃]를 초과하는 관장치에 사용할 수
없다.
나. 배관용 탄소강 강관(가스관)은 최고사용압
력이 10 [bar]를 초과하는 관장치에 사용
할 수 없다.
사. 회주철제의 밸브, 콕, 관 부착품의 최고사
용온도가 350[℃]를 초과하는 관장치에서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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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다.
아. 관에 땜납으로 접합한 밸브, 콕 및 관 부착
품은 최고 사용 압력이 7 [bar]를 초과하
는 관장치 또는 최고사용 온도가 93[℃]를
초과하는 관장치에는 사용할 수 없다.
7. 한국선급규정 상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에
대한 연차검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주배전반과 비상배전반, 분전반을 검사하고
각 회로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가 되어 있
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전류 보호장치
와 퓨즈를 검사한다.
나. 데드십 상태에서 외부 도움 없이 기관장
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사. 발전기를 부하 상태에서 단독 또는 병렬
로 운전하여 조속기, 스위치, 회로 차단
기의 효력시험을 한다.
아. 주기관이 내연기관인 경우에는 크랭크
암의 개폐량을 측정한다.
8. 한국선급의 선급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연차검사는 매 검사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에 시행하여야한다.
나. 중간검사는 등록검사 또는 전회 정기검사
완료일로부터 2번째 또는 3번째 검사
기준일의 전후 3월 이내에 시행한다.
사. 첫 번째 정기검사는 최초 등록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아. 제2종 프로펠러축 검사는 전회 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검사 한다.
9. 선박기관기준에서 시동에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1기관이 1축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 내
연기관의 시동장치는 선외로부터 동력이 공
급을 받지 아니하고도 일정한 횟수의 연속
시동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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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역전식 내연기관의 경우 : 12회,
비역전식 내연기관의 경우 : 6회
나. 자기역전식 내연기관의 경우 : 6회,
가변피치 프로펠러를 갖는 내연기관의
경우 : 6회
사. 자기역전식 내연기관의 경우 : 12회,
가변피치 프로펠러를 갖는 내연기관의
경우 : 12회
아. 비역전식 내연기관의 경우 : 6회,
가변피치 프로펠러를 갖는 내연기관의
경우 : 12회
10. 선박기관기준에 의하면 "보일러의 유리수
면계에서 수면을 볼 수 있는 최저위치는
보일러의 안전최저수위보다 적어도
(
) mm이상 높은 위치이어야 한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40
사. 60

나. 50
아. 70

11. 과급기의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과급기 냉각수 입출구 온도차는 약 10[˚C]
내외로 유지한다.
나. 과급기의 베어링은 고속 고부하이므로 높은
점도의 윤활유를 사용한다.
사. 배기가스 온도가 180[˚C] 이하에서는
황산부식을일으키므로 주의한다.
아. 급기압력이 동일 부하상태에서 표준치보다
약 10[%]정도 낮을 경우 각부 소제가
필요하다.
12. 유탱커 이외 선박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IOPP Cert.)추록에 기록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명, 건조일, 총톤수
나. 선주인도일, IMO 번호, 항행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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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적항, 용골거치일, 건조계약일
아. 선저폐수 저장탱크 식별, 늑골위치,
15[PPM] 빌지 분리장치 최대처리능력
13. 선원법상 화물선의 선내 비상훈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선박은
대상선박에서 제외된다.
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 선장은 당해 선박의 해원 3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선내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소화훈련, 퇴선훈련, 기름유출 대처훈련은
매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
14. 선박의 퇴선훈련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내방송 및 다른 통신수단에 의한 훈련
방송에 이어 총 비상 경보장치에 의하여
선원을 소집 장소에 소집하고 퇴선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한다.
나. 매 3개월마다 각 개인이 무선통신
구명설비를 사용하여 조난 신호를
보내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사. 지휘소에 보고하고 비상배치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소집 위치에 집합하여 맡은
임무를 준비하도록 한다.
아. 자유낙하형 구명정을 제외한 각 구명정은
적어도 3개월에 한번 퇴선훈련 시행 중
진수되어 수면 위에서 지정된
작동요원에 의해 조종되어야 한다.
15. SOLAS 74 및 개정 협약에서 모든 선원이
받아야 될 교육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내 비상훈련의 기록방법

나. 팽창식 구명뗏목의 작동과 사용 방법
사. 체온저하의 문제와 이를 위한 구급 처치법
및 적절한 구급절차
아. 황천 및 황천 항해시 선박의 구명설비를 사
용하는데 필요한 특별교육
16. 임시선박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외국 선박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변경된 때
나. 선박이 보안사건으로 외국의 항만당국으로
부터 출항정지 또는 입항거부를 당한 경우
사.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경우
아. 새로 건조된 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 항해에
이용하려는 경우
17. 선박식별번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총톤수 100톤 이상의 여객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나. 선박식별번호는 쉽게 변경되지 않도록
음각 또는 양각 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 선박의 내부에 표시할 경우 기관구역이
끝나는 위치의 횡격벽에 표시해야 한다.
아. 선박의 내부에 표시할 경우 선박식별번호의
글자 높이는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18. 해사안전법 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나.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경력기준과
교육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사. 사업장 소속 선박이 5척 이상인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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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는 3척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아. 사업장 소속 선박이 1척의 외항선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9. SOLAS 74/78협약 및 개정규정상 선박의
조타장치는 출항 전 ( A ) 이내에 승무원
이 점검 및 시험을 행하고 비상시의 조타
장치의 조작을 위하여 ( B )마다 1회 이상
비상조타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나.
사.
아.

A
A
A
A

=
=
=
=

4시간, B = 1개월
12시간, B = 3개월
12시간, B = 1개월
4시간, B = 3개월

20. SOLAS 74/78 협약 및 개정 규정에서 규
정하는 후진수단에 관한 요건의 하나로 적
합한 것은?
가. 선박의 후진력은 최대흘수에서
최대전진력의 30%이상일 것
나. 선박의 후진력은 최대흘수에서
최대전진력의 50% 이상일 것
사. 선박의 후진력은 최대흘수에서
최대전진력의 70%이상일 것
아. 선박은 모든 상태에서 선박의 조종을
확보하기 위하여충분한 후진력을 갖출 것
21. 문제 삭제
22.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가.
나.
사.
아.

23. MARPOL 협약상 유조선에서 슬롭 탱크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50톤 이상의
모든 유조선은 슬롭탱크를 설치해야 한다.
나. 화물중량 70,000톤 이상의 신조유탱커는
적어도 3개의 슬롭 탱크를 설치해야 한다.
사. 슬롭 탱크 용량의 합계는 선박의 기름
적재 용량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아. 탱크배수, 탱크세정수 및 기타 유성
혼합물을 모으기위해 특별히 지정된
탱크를 말한다.
24. STCW 78 협약과 개정 규정 상 당직근무
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가.
나.
사.
아.

제1회

0.03[%]
0.04[%]
0.05[%]
0.08[%]

이하
이하
이하
이하

25. STCW 78 협약과 개정 규정 상
(
)에 알맞은 것은?
"(
)란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사
람으로서 선장에 대해 책임이 있고, 선박
보안계획의 실행, 관리 및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와의 연락업무를 포함하여 선박의
보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회사에 의하
여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가.
나.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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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어

]

diameter.

1. Chemical absorption detectors are
particularly useful for detecting the
presence of specific gases and vapours
at (
) levels.

가.
나.
사.
아.

가.
나.
사.
아.

5. Overhauled and (
) of No.1 sea
water cooling pump with spare which
caused severe vibration while running
and confirmed the result in good
condition.

Threshold Limit Value
Lower Flammable
Higher Flammable
Flammable Range

2. The engine speed is controlled by a self
contained hydraulic governor, which
consists of three essentials: a speed
sensitive element, a power mechanism
for actuating the fuel injector control
racks
on
the
engine,
and
a
compensating mechanism which is the
(
) element.
가. hunting
사. moving

나. stabilizing
아. adjusting

3. The purpose of water drum baffles is
to (
).
가. prevent steam from mixing with
the water
나. direct the path of the feed water
through the drum
사. prevent the water in the drum from
slashing around when the ship
is rolling
아. give added strength to the drum
4. ( 1 ) of a fluid is the measure of its
resistance to flow or internal friction, ( 1 )
of an oil is expressed by the number of
seconds which it takes a certain volume
of oil to flow through a hole of a certain

Viscosity
Pouring
Specific gravity
Stream

가. checked the worn out bearings in
both ends
나. checked rotating shaft and bearings
with coupling flanges removed
사. renewed the worn out mechanical seals
and end rings
아. renewed the damaged impeller and
mouth ring
6. In changing into a gas, the refrigerant
absorbs its ( 1 ) from the space
surrounding the coils and this removal of
heat makes the ice box ( 2 ),
theoretically the gas leaving the coils is
saturated, but owing to additional transfer
of heat after complete evaporation the
gas becomes slightly ( 3 ).
가. (1) sensible heat
(3) superheated
나. (1) latent heat
(3) saturated
사. (1) latent heat
(3) superheated
아. (1) sensible heat
(3) saturated
7. Measurement of (

(2) cold
(2) low
(2) cold
(2) low

) is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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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lished by one of three
methods viz.
1) inside torsion method,
2) outside torsion meter, and
3) strain gauge.
가.
나.
사.
아.

shaft
shaft
shaft
shaft

alignment
torque
weight
revolution

8. A diesel engine crankcase ventilation
system (
).
가. prevents spark generation
나. removes combustible gases
사. determines the level of
combustible gases
아. provides inert gas generation
in crankcase
9. The use of four diodes, in a full-wave
bridge rectifier circuit, will (
).
가. provide unidirectional current from
the load
나. allow a very high leakage current
from the load
사. convert direct current to alternating
current
아. offer high opposition to current in
both directions
10. By which of the following can equal
power factors on paralleled
AC generators be maintained?
가. reverse power relay
나. voltage reg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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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reverse current relay
아. governor control switch
11. After an engine is stopped it is
advisable to keep the cylinder jacket
circulating water pump running to
prevent temporary rise of
temperature in the jacket water,
which may bring about deposit of
the (
) present in sea water.
가. sludge
사. lime

나. oil
아. sand

12. Exhausting the unburned gases from
one end of the cylinder and
admitting the scavenge air from the
other end gives a straight flow of the
scavenge air.
This uniflow scavenging decreases the
tendency to form tubulences and
(
).
가. reduces the mixing of the scavenge
air with vapour of oil mixture
나. reduces the mixing of the scavenge
air with unburned gases
사. induces the mixing of the scavenge
air with vapour of oil mixture
아. induces the mixing of the scavenge
air with unburned gases
13. The main requirements which a (
)
system must fulfill are accurate metering
of fuel oil, proper timing of the fuel
injection, suitable rate of fuel injection,
proper atomization of fuel, and good
distribution of the fuel in the
combustion spaces.
가. fuel injection
사. fuel purification

나. fuel filtering
아. fuel metering

2015년도 문제지 기관사 1급

14. Strength of materials is the branch of
mechanics which treat of (
) and
(
) of elastic solids.
가.
나.
사.
아.

stress, deformation
friction, fluid
machine, mobility
material, structure

15. (
) means that a ship
whose hull, machinery, equipment,
or operational safety, is substantially
below the standards required by the
relevant convention or whose crew is
not in conformance with the safety
manning document.
가.
나.
사.
아.

Substandard ship
Standard ship
Flag ship
Registered ship

16. With stopped engine, blow-by can be
located by inspecting the condition of
the piston rings, through the (
).
Piston and cylinder liner become black
in the area of blow-by.
가.
나.
사.
아.

fuel valve hole
cylinder lubricator hole
scavenge air ports
test cock

17. Work is measured by the product of the
(
) and the (
) moved.
가.
나.
사.
아.

direction, distance
action, force
magnitude, action
force, distance

18. 문제 삭제
19. For direct propulsion marine engines,
the rotating camshaft type of reversing
system is used only on (
).
Meanwhile, the sliding camshaft type of
reversing system is used on
(
).
가. gasoline engines,
gasoline and diesel engines
나. diesel engines,
gasoline and diesel engines
사. two stroke cycle ported engines,
two and four stroke cycle engines
아. two stroke cycle engines with exhaust
valves, two and four stroke engines
20. In accordance with the MARPOL 73/78
Convention as amended, after any
survey of the ship has been completed,
(
) shall be made in structure,
equipment, systems, fittings, arrangements
or material covered by the survey
without the sanction of the Administration.
가.
나.
사.
아.

substantial modification
no change
adequate alteration
an appropriate action

21. 문제 삭제
22. In accordance with the SOLAS 74/78
Convention as amended,
automatic starting, operational and
control systems shall include
provisions for (
) overriding the
automatic controls in general.
가. remotely
나. automatically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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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regulary
아. manually
23. If the PSCO from general impressions
or observations on board has
clear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ship
might be substandard,
the PSCO should proceed to
a(
) taking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into account.
가.
나.
사.
아.

initial inspection
periodical inspection
safety inspection
more detailed inspection

24. Immersion suit can be unpacked and
donned without assistance (
),
taking into account any associated
clothing and a lifejacket if the
immersion suit is to be worn in
conjunction with a lifejacket.
가.
나.
사.
아.

by 2 min.
within 2 min.
by 10 min.
within 10 min.

25. A condition found not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relevant convention means
(
).
가.
나.
사.
아.

clear grounds
detention
inspection
deficiency

제
[ 기 관

1

2

회

]

1. 유니플로 소기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공기의 흐름이 한 방향이다.
나. 대칭 소기형이므로 후급기를 할 수 없다.
사. 소기공을 전주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기공의 높이를 작게 할 수 있다.
아. 공기흐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선회운동을
주어 소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 디젤기관의 밸브 작동장치 중 캠의 경사각
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가.
나.
사.
아.

기관의 가속특성과 토크 특성
기관의 용적효율과 열효율
흡·배기의 개폐 속도와 밸브 봉의 직경
밸브가 열리고 닫힐 때의 가속도

3. 대형 디젤기관에서 정격을 조절(derating)
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평균유효압력 상승
연료소비율 저감
추진효율 향상
부분부하에서의 열효율 증대

4. 다음 중 소기효율의 향상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정압 과급의 채택
고효율 과급기의 채택
장(長)행정화
배기간섭 방지

5. 동압과급에 비해 정압과급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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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터빈효율이 동압과급보다 좋다.
저부하 운전이 가능하며 그 범위가 넓다.
과급기 크기가 동압보다 크다.
서징이 동압과급보다 많이 발생한다.

6. 디젤기관의 연료분사에서 (A) 무화가 나빠지
는 경우의 원인 및 (B)무화가 양호하면
착화 및 연소가 빨라지는 이유를 모두 옳게
설명한 것은?
가. (A) : 분사압력이 높을 때
(B) : 체적에 비해 기름의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나. (A) : 연료유 온도가 높을 때
(B) : 연소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 (A) : 노즐직경이 작을 때
(B) : 연소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 (A) : 분사압력이 낮을 때
(B) : 체적에 비해 기름의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7. 디젤기관의 배기가스 중 유해성분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연료와 공기의 혼합을 좋게하여 완전연소가
이루어지게 한다.
나. 후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배출되는 미립자를
줄인다.
사. 연료분사압력을 낮추어 연료유 입자의지름
을 크게 하여 매연을 감소시킨다.
아. NOx는 연소온도가 매우 높을 때 주로
발생하므로 분사 시기를 조정하거나 물
분사 방법 등을 이용하여 연소 최고 온도를
낮춘다.
8. 디젤기관의 유압 조속기에서 헌팅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조속기 연결 링크에서의 틈새가 커진 경우
나. 조속기의 작동유압이 부족한 경우
사. 조속기가 연결된 기관에서 비틀림 진동이
심한 경우

아. 조속기의 작동유에 공기가 혼입된 경우
9. 선도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열해리에 의한 흡열 현상
불완전 연소 및 후연소
마찰손실에 상당하는 열손실
밸브개폐시기의 빠르고 늦음

10. 디젤기관에서 윤활유의 온도가 과도하게
높게 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공기과잉률이 과도할 때
윤활유의 순환이 불량할 때
과부하 운전일 때
기관 냉각수가 부족할 때

11. 보일러의 안전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증기드럼의 안전밸브가 과열기 출구의
안전 밸브보다 먼저 분출되어야 한다.
나. 과열기가 있는 보일러에서는 안전밸브를
보일러 드럼에 2개, 과열기에 1개 설치해야
한다.
사. 보일러의 안전밸브는 승인된 사용압력의
1.03배 이내 에서 자연 분기되어야 한다.
아. 보일러 안전밸브의 조정나사는 운전자가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12. 보일러수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가성소다 농도가 높아지면 pH도 높아진다.
나. 하이드라진은 보일러수의 용존산소를
제거한다.
사. 고압보일러의 pH, 알칼리도 조정에는
인산염처리를 많이 사용한다.
아. 저압보일러에서 보일러수 외처리로
이온교환수지법을 많이 사용한다.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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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반동터빈에 대한 충동터빈의 장점이 아닌
것은?

16. 선박 추진축계의 배치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가. 고압에서 효율이 좋다.
나. 고압부는 부분급기, 저압부는 전주급기를
한다.
사. 동일마력에 대해 중량과 크기가 작다.
아. 고정블레이드와 회전블레이드만으로
구성되어 검사, 수리가 쉽다.

가. 축계 중심이 일직선 상에 오도록 하는 데
있다.
나. 각 베어링의 하중이 적절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사. 베어링간의 거리가 같아지도록 하는 데
있다.
아. 축계응력이 균일하도록 하는 데 있다.

14. 증기터빈의 회전블레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반동터빈의 회전블레이드는 블레이드
출구의 유로 단면적이 좁아지도록
설치한다.
나. 터빈의 저압부에는 블레이드의 원심력을
줄이기 위하여 구배블레이드(tapered
blade)를 사용한다.
사. 회전블레이드의 상단부에는 구멍을 뚫어
슈라우드링(shroud ring)을 설치하는데
이는 증기 흐름을 좋게 하기위함이다.
아. 터빈의 저압부에는 증기가 외측으로
편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틀림
블레이드(twisted blade)를 사용한다.
15. 한국선급규정상 선박의 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중간축, 추력축의 재료는 연신율이 16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중간축, 추력축의 재료는 규정에 적합한
단강품이어야 한다.
사. 중간축 및 추력축의 지름은 기관의 연속
최대출력 시의 축출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아. 과도운전으로 인해 축이 허용응력에 근접한
진동응력을 접할 수 있는 경우 중간축 및
추력축 재료의 규격최소 인장강도는 500
[N/mm²] 이상이어야 한다.

17. 프로펠러의 캐비테이션이 증대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프로펠러 표면의 오손
프로펠러 전연의 두께 감소
프로펠러의 수면 하 깊이가 얕을 때
날개 끝의 주속도 증대

18. 키(key) 없는 추진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추진기의 키홈
부근에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방지할 수
있다.
나. 필그림 너트(pilgrim nut)를 사용함으로써
균등한 압입력을얻을 수 있으며 조립시간도
짧아진다.
사. 슬리브의 내면에 기름 홈이 가공되어 있어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발출 작업이
용이하다.
아. 구상 흑연 주철제 슬리브를 압입하기
때문에 해수의 온도 변화에 따른 추진기 축
과 슬리브의 팽창계수 차이로 인한 추진기
의 죄임 압력의 증감을 방지하기 위해 필그
림 너트를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19. 특수 프로펠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하이스큐 프로펠러(high skew propeller)
에서 스큐가 주어지면 surface forc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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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프로펠러 단독효율의 감소도
작아진다.
나. 덕트 프로펠러(duct propeller)는 덕트에
의해 프로펠러에 유입하는 흐름이
정류되어 프로펠러 효율의 향상과 함께
후진 성능이 좋아진다.
사. 그림 베인 휠 프로펠러(grim vane wheel
propeller)는 기존 추진 축계
뒷쪽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하며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현상
을 감소시킨다.
아. 2중 반전 프로펠러(contra-rotating
propeller)는 프로펠러 한개당 하중도가
낮고 최적 지름이 작게 되므로 선체와의
간격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20. 프로펠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프로펠러의 직경은 날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작아진다.
나. 전개면적비가 작을수록 프로펠러 효율은
감소한다.
사. 프로펠러의 날개는 공동현상에 의하여 손상
을 받을 수 있다.
아. 가변피치 프로펠러의 경우는 회전수 여유를
주지 않는다.
21. 선박 연료유 내 아스팔트 성분이 많은
경우 디젤 주기관에서의 개선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시운전 시점부터 연료분사시기를 해당 연료
에 적합하게 조정한다.
나. 연료분사노즐 구멍의 직경을 작게 하여 무
화상태를 좋게 한다.
사. 연료분사 펌프와 연료분사 밸브의 고착 방
지를 위해 적절한 점도를 유지한다.
아. 실린더유의 개선 및 청정성을 증가시킨다.
22. 미생물 슬러지를 발생시키는 곰팡이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pH 4∼6 에서 잘 번식한다.
20∼40[℃]에서 잘 번식한다.
A중유보다 C중유에서 잘 번식한다.
90[℃] 이상에서는 번식을 잘 하지 못한다.

23. 비스브레이킹의 목적은?
가.
나.
사.
아.

저질 중유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저질 잔사중유의 점도를 낮추어 준다.
윤활유의 점도지수를 상승시킨다.
가솔린의 옥탄값을 높여 준다.

24. 디젤 주기관에서 노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
이 되지 않는 것은?
가. 착화성이 좋은 연료를 사용한다.
나. 압축비가 더 높도록 조정한다.
사. 실린더 냉각수 압력을 더 높인다.
아. 연료분사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도록 조정
한다.
25. 2행정 사이클 디젤기관에 사용되는 윤활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시스템유의 점도는 사용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저하한다.
나. 시스템유의 알칼리가는 사용시간과 더불어
보통 감소 한다.
사. 불용해성분의 값은 청정법의 적부를 나타내
는 기준이 된다.
아. 유냉각 피스톤을 갖는 기관의 윤활유는
고온에서의 산화 안정성이 요구된다.

[ 기 관

2

]

1. 펌프의 정격운전 중 송출압력계의 읽음이
수두로 40[m], 흡입압력계의 진공수두가
2.5[m] 이었다. 송출측 압력계는 흡입측
압력계 보다 수직거리로 50[cm] 높게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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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다면, 이 펌프의 전양정은
몇 [m]인가?
가. 37 [m]
사. 42.5 [m]

나. 37.5 [m]
아. 43 [m]

2. 원심펌프에서 전양정이 H[m], 유량이 Q
[m³/s], 비중량이 γ [kgf/m³]일 때 펌프의
동력 Lw은 몇 [kgfㆍm/s]인가?
(단, 효율은 100%이다.)
가.
나.
사.
아.

Lw
Lw
Lw
Lw

=
=
=
=

γHQ
γHQ / 75
γHQ / 102
γHQ /(75 ×60)

3. 회전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어펌프는 접촉 부분이 짧고 고압으로 됨
에 따라 접촉압력이 크게 되므로 치면의
마멸이 크다.
나. 동일한 회전 펌프에서는 송출압력이 작을
수록 그리고 회전수가 증가할수록 송출량은
많아진다.
사. 이모펌프는 주동축과 종동축의 접촉부가
길게 되므로 축의 마모가 적고 내구성이
양호하다.
아. 이모펌프는 고속운전과 고온유체 이송에
유리하나 캐비테이션(cavitation)에 의한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
4. Inert gas system의 구성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Scrubber는 flue gas를 탈황, 탈진, 냉각
시키는 작용을 한다.
나. Deck seal unit는 inert gas system 정지
시 화물 탱크 내의 탄화수소 가스가 역류
하여 inert gas room이나 보일러로 침투
하는 것을 방지한다.
사. 탱크 내의 압력이 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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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올라가면 recirculation valve가
개방되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아. Demister는 inert gas system 운전 중
화물 탱크 내의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
시키기 위한 자동 밸브이다.
5. 부상분리식 빌지분리장치에서 기름의 부상
속도는?
가. 기름 입자 직경과
비례
나. 기름 입자 직경의
밀도차에 비례
사. 기름 입자 직경에
밀도차에 반비례
아. 기름 입자 직경의
밀도차에 반비례

물과 기름의 밀도차에
제곱과 물과 기름의
비례 물과 기름의
제곱과 물과 기름의

6. 냉동장치의 냉매 계통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수분이 물방울로 유리되어 냉매 계통을
순환하다가 팽창밸브에서 동결을 일으킬 수
있다.
나. 수분은 냉매 또는 금속과 화학 반응을 일으
켜 냉매관 계통을 부식시키고 윤활유의 열
화 원인이 된다.
사.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으므로 침입한 수분
이 동결하는 장애는 적은 편이다.
아. 응축기 출구에 설치된 리퀴드 아이에 기포
가 발생한다.
7. 냉동장치에 불응축가스가 유입되었을 때 일
어나는 현상과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불응축가스의 분압만큼 응축압력이 높아
지게 된다.
나. 윤활유를 교환할 때 불응축가스가 유입될
수 있다.
사. 불응축가스는 주로 액분리기에 고이기 쉬
우므로 이곳에 가스퍼저(gas purger)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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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제거한다.
아. 냉매 계통에 불응축가스가 유입하면 냉동
능력이 감소한다.
8. 냉동장치에서 감온식 자동팽창밸브에 작용
하는 힘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감온통에 봉입된 가스 압력에 의한 힘
과열도 조절용 스프링의 힘
증발기 내 냉매의 증발압력에 의한 힘
자동팽창밸브 입구 측 냉매 압력에 의한 힘

9. 냉동장치 압축기의 소요동력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이론동력은 축동력보다 더 크다.
나. 축동력은 지시동력을 기계효율로 나눈 값
이다.
사. 지시동력은 이론동력을 압축효율로 나눈 값
이다.
아. 냉매가스의 비체적이 증가하면 압축기의 소
요동력은 증가한다.
10. 냉동효과가 332 [kcal/kgf]인 건압축 냉동
기의 냉동능력이 2[RT]이다. 압축기 입구
에서 냉매의 비체적이 0.50[㎥/kgf]
이고, 체적효율이 75[%]이면 압축기의
이론 피스톤 배출량은 약 몇 [m³/h]인가?
가. 10.3 [m³/h]
사. 12.3 [m³/h]

나. 11.3 [m³/h]
아. 13.3 [m³/h]

11. 등온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변화이다.
나. 온도의 변화가 없으므로 열의 이동이 없다.
사. 등온팽창에는 가해진 열량은 전부 일에
이용된다.
아. 가역 등온과정에서는 일과 이동 열량은 같다.

12. 체적이 일정한 압력용기안에 절대압력 30
기압, 온도 300[K]의 공기가 들어 있다.
이 공기의 온도가 900[K]가 되면 절대
압력은 약 몇 기압으로 상승하는가?
가. 10 기압
사. 90 기압

나. 30 기압
아. 100 기압

13. 정압상태에서 이상기체의 열팽창 계수는
얼마인가?
가. 1/8.314
사. 1/273

나. 1/32
아. 1/427

14. 아보가드로(Avogadro)의 법칙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온도 및 압력이 같을 경우 모든 가스는
단위 용적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가진다.
나. 분자량이 M인 경우 그 가스 M[kg]의 양을
1킬로몰(kmol)이라고 한다.
사. 가스의 종류가 달라도 일반가스상수는
같다.
아. 가스상수는 분자량이 작을수록 작다.
15. 물질의 임계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임계점에서의 증발잠열은 0 [kJ/kgf]이다.
나. 임계점에서는 물질의 상태가 액체 또는
기체로 구분되지 않는다.
사. 임계압력 이하의 습포화증기는 엔탈피를
증가시키면 증기의 건도가 감소한다.
아. 임계온도 이상의 기체는 아무리 높은 압력
을 가해도 액화되지 않는다.
16. 5[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질량 10
[kg]의 물체를 증속하기 위해 20[N]의
힘을 가했다. 물체의 속도가 10[m/s]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초(s)
인가?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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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f/㎠]은?
가. 2.5[s]
사. 10[s]
17. 계산
오는
시켜
옳은

나. 5[s]
아. 20[s]

결과 공진점이 상용회전수 근방에
추진축계에 대해 고유진동수를 증가
공진을 피하고자 할 때 그 방법으로
것은?

가. 크랭크축에 부착되는 질량의 관성모멘트를
크게 한다.
나. 감쇠를 크게 한다.
사. 감쇠를 작게 한다.
아. 추진축계 직경을 크게 한다.
18. 단면적이 아주 큰 용기에 물이 담겨 있다.
수면으로부터 10[m] 아래에 뚫려 있는 직
경 5[cm]의 구멍으로 분출되는 물의 속도
는 약 얼마인가?(단, 중력 가속도는 9.8
[m/s²]이다.)
가. 14[m/s]
사. 15 [m/s]

나. 13 [m/s]
아. 12 [m/s]

19. 원형 단면의 곧은 관을 통하여 흐르는
유체의 흐름이 층류 (laminar flow)일 때
흐름에 따른 유체 에너지의 손실에 영향
을 가장 적게 미치는 것은?
가. 관의 직경
사. 관의 길이

나. 관벽의 거칠기
아. 유체의 속도

20. 관로의 단면 직경이 50[cm]에서 25[cm]
로 좁아지는 수축관의 출구 단면에서의
유속은 입구 단면에서의 유속보다 얼마나
커지는가?
가. 2배
사. 8배

나. 4배
아. 10배

21. 직경 2[cm]의 연강봉을 314[kgf]의 하중
으로 인장할 때, 봉에 생기는 인장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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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0 [kgf/㎠]
사. 200 [kgf/㎠]

나. 150 [kgf/㎠]
아. 250 [kgf/㎠]

22. 문제 삭제
23. 금속재료의 비파괴 시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부식 탐상법
사. 침투 탐상법

나. 자기 탐상법
아. 초음파 탐상법

24. 단조나 주조품의 내부에 생긴 응력을 제거
하거나 결정 조직의 크기를 균일화시키기
위해 가열하여 균일한 오스테나이트 조직
으로 한 다음 공기 중에서 천천히 냉각
하는 열처리법은?
가.
나.
사.
아.

불림(normalizing)
풀림(annealing)
담금질(quenching)
뜨임(tempering)

25. 금속재료의 탄성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소성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최대 한계응력
나. 가한 힘의 제곱에 비례하여 길이가 늘어
나는 한계
사. 탄성계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소성이 일어
나는 최소응력
아. 일정 비율의 소성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대 한계응력

[ 기 관

3

]

1. 60[Hz], 220[V], 10[kW]의 3상유도전동기
가 1,740 [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회
전자에 유기되는 기전력의 주파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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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Hz]인가?
가. 1 [Hz]
사. 3 [Hz]

나. 2 [Hz]
아. 4 [Hz]

2. A종, B종, E종, H종 절연등급에 대해서
허용 최고 온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순서가 맞게 배열된 것은?
가.
나.
사.
아.

A종,
A종,
A종,
A종,

E종,
B종,
H종,
B종,

B종,
E종,
E종,
H종,

H종
H종
B종
E종

3. 그림과 같이 단면적이 균일한 환상철심에
권수 N1인 A 코일과 권수 N2인 B 코일이
있을 때 A, B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H], L2[H]이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M[H]의 식으로 옳은 것은?
(단, 누설자속은 "0"이다.)

5. 3상 유도전동기에서 3개 권선의 끝 단자가
각각 (u1, u2), (v1, v2), (w1, w2)일 때
다음 중 회전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결선은?
가. u1, v1, w1을 중성점으로 연결한 후 u2,
v2, w2에 3상 전원을 공급한다.
나. u2, v2, w2를 중성점으로 연결한 후 u1,
v1, w1에 3상 전원을 공급한다.
사. u1과 v2, v1과 w2, w1과 u2를 서로
연결한 후 각 연결점에 3상 전원을
공급한다.
아. u1과 w1, w2와 v2, v1과 u2를 서로
연결한 후 각 연결점에 3상 전원을
공급한다.
6. IEC의 계열 1과 계열 2의 다음 기호 중
수동복귀 접점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7. 차동 증폭기에서 동위상 신호제거비(CMRR)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동기발전기에서 주파수 변동률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AVR의 댐핑을 조정한다.
AVR의 VR을 조정한다.
거버너의 보상(Compensation)을 조정한다.
거버너의 Speed Droop을 조정한다.

가. 차동이득과
좋다.
나. 차동이득이
좋다.
사. 차동이득이
좋다.
아. 차동이득과
좋다.

동위상이득이 모두 클수록
작고 동위상이득이 클수록
크고 동위상이득은 작을수록
동위상이득이 모두 작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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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러 입력이 서로 같은 논리일 때만 출력이
'1'로 나오는 논리관계는?
가. NOR
사. NAND

나. Exclusive NOR
아. Exclusive OR

9. 그림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소자는?
(단, VGS 는 게이트-소스 간 전압이고 ID는
드레인 전류이다.)
가. R₁

나. R₂

사. R₃

아. R₄

12.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TRIAC이 도통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N채널 JFET
사. N채널 MOSFET

나. P채널 JFET
아. P채널 MOSFET

10. 다음 그림에서 입력 Vi가 정현파 신호
이면 출력 VO의 파형은?
가. PB1 혹은 PB2 두 개중 어느 하나를 누르면
도통된다.
나. PB1만 눌러야 도통된다.
사. PB2만 눌러야 도통된다.
아. PB1 과 PB2 두 개를 동시에 눌러야
도통된다.

11. 그림의 4개 저항 중 입력 Vi 에 따라
출력 Vo가 지연 출력이 되도록 하려면
어느 저항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13. 12비트 ADC (아날로그-디지털변환)로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 전체 측정 범위를
최대 몇 등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 12
사. 1,024

나. 120
아. 4,096

14. 감온통에 의한 온도계에서 실제 온도와
측정치 간의 전달함수가 1차 지연 계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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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1+ Ts)라고 하면 다음 중 가장 이상
적인 경우는?

나. 2차 레버의 길이를 크게 하면 측정 배율이
커진다.
사. 링크의 길이를 길게 하면 측정값이 작아
진다.

가. K = 1, T = 0
나. K = 1, T =1

아. 링크의 길이를 길게 하면 측정 배율이 작아
진다.

사. K = 1, T = √2
아. K = √2, T = 1
15. 다음과 같은 논리회로의 출력 X는?

18. 아날로그 멀티테스터로 정상적인 다이오드
를 점검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저항 측정 상태에서 흑색 리드봉을
애노드에 적색 리드봉을 캐소드에 연결할
때 저항이 낮게 나온다.

가. B(A+C)
사. C(A+B)

나. A(B+C)
아. AㆍBㆍC

16. 그림과 같은 임피던스 브리지 회로가 평형
이 되었을 때 L2 값은 얼마인가?
(단, 전원주파수는 60[Hz] 이고 R₁= 100
[Ω], R₂= 200[Ω], L₁= 2[H]이다.)

나. 저항 측정 상태에서 흑색 리드봉을
캐소드에 적색 리드봉을 애노드에 연결할
때 저항이 낮게 나온다.
사. 저항 측정 상태에서 흑색 리드봉을
애노드에 적색 리드봉을 캐소드에 연결할
때 저항이 높게 나온다.
아. 직류전류 측정 상태에서 흑색 리드봉을
애노드에 적색 리드봉을 캐소드에 연결할
때 전류가 흐른다.
19. 오실로스코프로 리사주 파형을 관찰한 결
과 원이 나타나는 경우 두 측정기 사이의
위상차는 얼마인가?

가. 200[H]

나. 100[H]

사. 2[H]

아. 1[H]

가. 0

나. 45

사. 60

아. 90

20. 전달함수가 2+4s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가. 리셋률 = 2

나. 적분시간 = 1

17. 감온통과 부르동관(Bourdon tube or spiral
tube)에서 생기는 각도변위를 1차 레버 →
링크 → 2차 레버로 구성되는 링크 기구를
통해 지시바늘을 움직이는 온도측정
계통이 있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사. 비례감도 = 2

가. 1차 레버의 길이를 크게 하면 측정 배율이
커진다.

가. 컨트롤러의 감도가 200배이다.
나. 컨트롤러의 정도가 1/200배이다.

아. 미분시간 = 1

21. 컨트롤러의 PB dial이 200%로 되어 있다
면 다음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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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컨트롤러의 감도가 1/2배이다.
아. 컨트롤러의 정도가 1/2배이다.
22. PID제어기의 정동작(Direct Action)과
역동작(Reverse Ac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제어기로 입력되는 측정값이 증가할수록
제어기의 출력이 커지면 정동작이고 그
반대이면 역동작이 된다.
나. 제어기로 입력되는 측정값이 증가할수록
제어기의 출력이 작아지면 정동작이고 그
반대이면 역동작이 된다.
사. 제어기의 비례대 조정이 증가할수록
제어기의 출력이 커지면 정동작이고 그
반대이면 역동작이 된다.
아. 제어기의 비례대 조정이 증가할수록
제어기의 출력이 작아지면 정동작이고 그
반대이면 역동작이 된다.
23. 그림의 회로에서 입력 Vi(t)와 출력 Vo(t)
사이의 전달함수를 옳게 나타낸 것은?

가. 릴레이

나. 타이머

사. 카운터

아. 변압기

[ 직 무 일 반

]

1. 보일러 계통의 손상 및 손상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붕괴(Collapse)는 보일러의 노통이나 연소
실 등 압력 용기의 내통과 같이 외면에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이 내측으로
찌그러져 부서지는 현상을 말한다.
나. 증기의 온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드라이
파이프를 설치한다.
사. 팽출(Bulge)은 보일러의 몸체나 수관 등이
과열되어 그 부분이 강도가 저하됨으로써
내부압력에 의해 외측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아. 보일러의 급격한 온도변화에 대한 부등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수내관을 사용
한다.
2. 보슈식 연료분사펌프에서 Puncture valve의
역할로 옳은 것은?

가. 1/(1+RCs)

나. R/(1+RCs)

사. 1/(R+Cs)

아. R/(R+Cs)

24. 다음 중 스텝응답에서의 평가 용어가 아닌
것은?
가. 정정시간

나. 최대오버슈트

사. 평균시간

아. 지연시간

25. 다음 중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내부 프로그램 상의 회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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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관이 정지할 경우 기관 관제용 압축
공기로 열리는 밸브로서 연료분사밸브로
토출되는 연료유를 바이패스 시켜주는
밸브이다.
나. 연료분사가 끝나고 나면 기계적으로 열리는
밸브로서 연료유를 흡입측으로 바이패스
시켜주는 밸브이다.
사. 연료유 계통에 공기가 흡입되어 있을 경우
연료분사를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공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 밸브이다.
아. 연료분사펌프 플런저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유를 바이패스시켜 플런저의
완충 역할을 하는 밸브이다.

2015년도 문제지 기관사 1급

3. 발전기의 Reverse power trip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가. 정전 후에 예비발전기 또는 비상발전기가
기동되어 Main switchboard에 전원이
공급되면 Sequential start relay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는 전동기는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스위치를 차단하는 기능을
말한다.
나. 발전기의 출력전압이 정격전압의 60~70
[%] 이하로 낮아졌을 때 약 30초가 경과
되면 기중차단기를 차단하는 기능을
말한다.
사. 발전기의 병렬운전 중에 한대의 발전기가
상대편 발전기의 전력을 받아들여 전동기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기중차단기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크랭크실 총용적이 1[㎥] 이상인 기관의
크랭크실에는 내부에서 폭발이 생길 때
일어나는 과압에 대한 도출밸브를 기관의
양현에 각각 1개씩 2개 설치하여야 한다.
사. 실린더의 지름이 230[㎜]를 넘는 기관의
각 실린더에는 연속 최대출력 시의 실린더
내 최대압력의 140[%] 이하의 압력에서
배기할 수 있도록 조정된 도출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아. 크랭크실 및 크랭크실의 개폐문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고 개폐문은 내부
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열리지 않도록
확실히 부착하여야 한다.
6. 보일러에서 진동연소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운전중인 발전기의 3상에 흐르는 각각의
전류 값 차이가 2[%] 이상일 때
기중차단기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나.
사.
아.

4. 한국선급규정 상 선박의 교류배전계통 전압
및 주파수 변동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디젤기관에서 소기온도 관리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것은?

가. 정상상태에서 전압 변동률은 ±10[%],
주파수 변동률은 ±10[%] 이다.

가. 소기온도는 노점보다 높게 유지하되 기관실
온도보다 3~5[℃] 정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용적효율이 가장 좋다.

나. 정상상태에서 전압 변동률은 +6[%],
-10[%], 주파수 변동률은 ±5[%]이다.
사. 정상상태에서 전압 변동률은 +10[%],
-6[%], 주파수 변동률은 ±10[%] 이다.
아. 정상상태에서 전압 변동률은 ±10[%],
주파수 변동률은 ±5[%] 이다.

연료유에 공기가 혼입한 때
연료유의 가열 온도를 너무 높혔을 때
노내에 공기가 적을 때
노내 허용 용적 이상의 연료유를 연소시킬 때

나. 기관실 내의 상대습도와 온도는 소기의
노점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사. 소기온도가 노점 이하이면 수분이 응결하여
실린더 내로 유입되므로 라이너와 피스톤
사이의 유막을 파괴하여 라이너의 마멸이
촉진된다.

5. 한국선급규정 상 내연기관의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정확한 노점을 구하기 위하여 압력-온도
곡선을 이용하고 소기온도가 노점 온도
이상이 되도록 공기냉각기의 냉각수를
조정한다.

가. 주기관에는 조속기를 장비하고 연속
최대회전수의 115[%]를 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나. 실린더 지름이 300[㎜]를 초과하거나

8. 주기관의 안전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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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uto slow down 기능은 기관 운전에 결함
이 발생 시 기관 보호를 위해 기관을
감속시키는 기능이다.
나. Crash reversing 기능은 전속 전진 항해
중 위급 상황이 발생 한 경우 가급적 빨리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회전수에서 제동공기가
들어가서 회전수를 낮추고, 긴급
후진시키는 기능이다.
사. Scavenging air fuel limiter 기능은 연료
조종핸들을 갑자기 올릴 때, 핸들 위치에
따라 연료가 공급이 되지 않고 완전연소에
필요한 소기 압력이 확보된 만큼 연료를
공급하는기능이다.
아. Load up 기능은 축에 발생하는 진동의
주파수와 고유 진동수가 일치할 때 발생
하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 회전수
영역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기능이다.
9. PSC의 inspection action cod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40 code : 다음 항구에 통보
나. 45 code : 출항정지 결함을 다음 항구에서
시정
사. 50 code : 기국/MOU에 통보
아. 55 code : 선급에 통보하여 보고서 작성이
요구됨
10. 한국선급규정 상 선박용 교류발전기의 안
정 종합 전압변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무부하에서 전부하까지의 모든 부하에
있어서 정격 역률하에서 정격 전압의 ±2.5
[%] 이내이어야 한다.
나. 무부하에서 전부하까지의 모든 부하에
있어서 정격 역률하에서 정격 전압의 ±3.5
[%] 이내이어야 한다.
사. 무부하에서 50[%] 부하까지는 정격 역률
하에서 정격 전압의 ±2.5[%], 50[%]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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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부하까지는 정격 전압의 ±3.5[%]
이내이어야 한다.
아. 무부하에서 50[%] 부하까지는 정격 역률
하에서 정격 전압의 ±3.5[%], 50[%]
부하에서 전부하까지는 정격 전압의 ±2.5
[%] 이내이어야 한다.
11. 리더십의 상황이론에서 인간관계적 리더십
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부하들의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다.
나. 직무가 보다 명확하게 구조화 될 수 있다.
사. 리더는 보다 강력한 통속력을 갖게 된다.
아. 리더와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매우 양호
해진다.
12.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에너지효율 관리
계획서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시행에 관한 사항은 자체평가를 위해 문서
로 보존하여야 하며 대책이 시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업무는 기관장 또는
주 추진용 디젤기관의 담당 기관사가 수행
하여야 한다.
사. 모니터링 시스템 수립은 계획단계에서 결정
되어야 하며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할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 개선된 선박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의 개발
을 위해 선박에너지관리에 대한 자체평가
절차를 개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는
모니터링 업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13. 선박기관기준 상의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한기압"이라 함은 보일러 및 그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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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각각의 강도상 허용할 수 있는 보일
러의 최고 사용기압을 말한다.
나. "제한압력"이라 함은 압력용기 및 그 부속
장치의 각각의 강도상 허용할 수 있는 압력
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말한다.
사. "주보일러"라 함은 기관실 내 발전용 증기
터빈을 구동하기 위한 보일러를 말한다.
아. "주기관"이라 함은 선박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원동기를 말한다.
14. 인사고과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상향식 고과

나. 하향식 고과

사. 원격적 고과

아. 자기 고과

15. 선박의 비상배치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비상배치표에는 총비상경보장치 또는 선내
방송장치의 상세와 이런 경보가 울릴 때 선
원이 취하여야할 행동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비상배치표에는 종류가 다른 비상시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공백이 생길지도 모르는 핵심요원의 대행
자를 정해 두어야 한다.
사. 비상배치표는 선박이 출항 한 후 24시간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비상배치표가 작성
된 후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비상배치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비상배치표에는 구명 및 소화설비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느 사관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16.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에서 구명설비의
월간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구명설비의 선내 정비를 위한 지침은 쉽게
볼 수 있도록 선교와 식당에 게시되어야
하고 매월 최신화시켜야 한다.

나. 자유낙하 구명정을 제외한 구명정을 검사할
때는 승선인원없이 적재위치에서
작동상태를 테스트한다.
사. 구명정과 구조정의 모든 기관은 일정 조건
의 상태에서 매월 1회 이상 작동시켜
보아야 한다.
아. 구명정의 의장품을 포함한 구명설비는 점검
표를 사용하여 매주 점검하고 기관의
윤활유 교환 및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의 목록은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17. 선박보안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중간보안심사는 최초보안심사와 갱신보안
심사 사이 또는 갱신보안심사와 갱신보안
심사 사이에 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나. 갱신보안심사는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사. 최초보안심사는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처음
으로 교부 받으려는 때에 행하는 심사를 말
한다.
아. 특별보안심사는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해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히
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18. 선박보안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가. 보안교육 및 훈련
나. 보안등급
사. 내부보안심사의 절차
아. 선박보안평가서의 검토 및 보완
19. SOLAS 74/78 협약 및 개정 규정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는 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구조정의 길이는 3.8[m] 이상 8.5[m] 이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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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 것
나. 구조정은 6노트의 속력으로 최소 4시간 동
안 항해할 수 있을 것
사. 구조정은 당해 선박의 가장 큰 구명뗏목을
만재한 상태에서 최소 4노트의 속력으로
예인할 수 있을 것
아. 구조정 기관은 선외 부착 발동기로 대신할
수 있다.
20. SOLAS 74/78 협약과 개정규정 상 1998년
7월 1일 이후 건조한 신조선의 경우 추진
및 주요장치에 필요한 연료유의 각
종류별로 (
)개의 연료유 서비스 탱크
또는 이와 동등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용량은 최소한의 (
)시간의
추진설비의 연속 최대 출력과 해상에서
발전설비의 정상 작동 부하에 충분한
용량의 것이어야 한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1, 12

나. 2,12

사. 1, 8

아. 2, 8

21.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특별히 요구하는 국가를 제외한
국가의 입항하고자 하는 항만에 입항하기
전(
)시간 이전에 해당 선박의 보안에
관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할
내용 중에는 최근 기항한 (
)개 항만의
보안정보 및 해당 항만에서의 보안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24, 10

나. 24, 12

사. 48, 10

아. 48, 12

22. SOLAS 74/78 및 그 개정규정에서 고정
식화재탐지 및 경보 장치의 설계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과 12.5[%] 이하에서 작동할 것
나. 열탐지기는 섭씨 85도 이하에서 작동할 것
사. 열탐지기는 1도 미만의 비율로 한계 온도
까지 상승할 때 섭씨 54도 이하에서 작동
해서는 안 된다.
아. 열탐지기는 온도 상승이 매분 1도 이상인
경우에는 탐지기가 둔감 또는 과민하게
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인정하는 온도에서 작동할 것
23. MARPOL 73/78 협약에서 형식 승인된 소
각기의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소각기의 연소실 연도가스 출구 온도범위는
850~1,200[˚C]이다.
나. 연도가스 내 일산화탄소의 최대평균은 200
[mg/MJ]이다.
사. 재 잔류물 속에 타지 않는 성분은 무게로
최대 10[%]이다.
아. 소각기의 운전 중 연소실 내의 산소함량은
12~21[%]이다.
24. MARPOL 73/78 협약에서 SOPEP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유해액체물질의 유출사고 발생 시 본선에서
취할 상세 절차
나. 기름오염사고에 대한 선장 또는 다른 본선
책임자가 취할 절차
사. 기름오염사고 발생 시 연락할 당국 또는
사람의 목록
아. 사고에 따른 기름의 유출을 감소시키거나
통제하기 위하여 본선 선원이 신속히 취할
조치에 대한 상세
25. 다음 중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은?
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원양 어선

가. 연기탐지기는 연기밀도가 1미터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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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든 항해선
아. 총톤수 200톤 이상의 군함

[ 영 어

나. Painted

사. Bailed

아. Carried

5. If a small electric motor has been
submerged in salt water for a short
period of time, you should (
).

]

1. The brake horse power of a diesel
engine is (
).
가. the net amount of horse power
available at the crankshaft of the
engine.
나. the amount of horse power developed
by the friction of the engine.
사. the amount of horse power developed
by the heating value of the fuel.
아. the amount of horse power developed
within the engine.
2. Which one of the following is a
tolerance?
가. clearance between a shaft and a
matching hole
나. measurement error
사. total permissible variation from a
specified dimension
아. variation in manufacturing
3. (
) is that the steel is heated to
850~950℃, and is then rapidly cooled in
oil or water. The hardest possible
condition for the particular steel is thus
produced and the tensile strength is
increased.
가. Normalizing
사. Annealing

가. Washed

나. Quenching
아. Tempering

4. (
) out bottom oil and cleaned M/E
sump tank for survey.

가. send it ashore for rewinding
나. rinse it with warm fresh water and
make it dry in an oven
사. soak it in a bucket of commercial
solvent and bake with internal heat
아. clean it with carbon tetrachloride and
blow it out with compressed air
6. Oxygen and acetylene cylinders should
always be stored (
).
가. upright with the cylinder caps screwed
on
나. horizontal with the cylinder caps
screwed on
사. upright with the cylinder caps off
아. horizontal with the cylinder caps off
7. What is the main function of the wearing
rings used in most centrifugal pumps?
가. Absorb erosion of high velocity
discharge stream.
나. Seal pump shaft against entry of air.
사. Isolate the discharge side from the
suction side.
아. Dampen the turbulent discharge flow.
8. Friction horse power increases rapidly
with increased piston speed, but fairly
(
) of load. The (
) of an engine,
therefore, increases with load at constant
speed but decreases with increased
speed at constant throttle and is usually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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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70% and 90% within the
normal operating speed range.
가.
나.
사.
아.

dependent, mechanical efficiency
independent, mechanical efficiency
independent, friction power
dependent, friction power

9. If diesel knock is experienced in an
engine, the cure may be by means that
either (
) the delay period or
(
) the rate of injection during the
delay period.
가. rise, reduce
사. reduce, rise

나. reduce, reduce
아. rise, rise

10. An acceptable method for dealing with
accumulated oil found in the pump
room is to (
).
가.
나.
사.
아.

transfer the oil to fuel oil service tank
pump the oil into the slop tank
transfer the oil to sludge oil tank
pump the oil into fuel oil settling tank

11. In accordance with the SOLAS 74/78
Convention as amended, the inert gas
system shall be capable of maintaining
the atmosphere in any part of any
cargo tank with an oxygen content not
exceeding (
) by volume and at a
positive pressure at all times in port
and at sea.
가. 3 percent
사. 5 percent
12. Two results
the exhaust
significantly
(
requir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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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 percent
아. 12 percent
of supercharging are that
temperature is not
raised and that the
) drops as the fuel
each horsepower produced

is less. Nevertheless, since the
horsepower output is increasing, the
total fuel required increases but the
brake specific fuel requirement
decreases.
가.
나.
사.
아.

brake horsepower
brake mean effective consumption
thermal efficiency
brake specific fuel consumption

13. The number of vibrations per second is
known as the (
) of vibration. If an
elastic body is allowed to vibrate freely,
it does so at a certain rate known as
its natural (
) of vibration, which
depends upon its shape and the
material of which it is made.
가. stability
사. pulse

나. frequency
아. critical speed

14. In accordance with the MARPOL 73/78
Convention as amended, no discharge
into the sea shall contain chemicals
which are hazardous to the marine
environment or chemical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
) the conditions of
discharge of oil specified in the relevant
regulations.
가. circumventing
사. breaching

나. diluting
아. revealing

15. With stopped engine, (
) can be
located by inspecting the condition of
the piston rings, through the scavenge
air ports. Piston and cylinder liner
become black in the area of (
).
가. scuffing

나. ring fluttering

사. blow-by

아. sc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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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In accordance with the SOLAS
Convention as amended, it shall be
possible to control the propulsion
machinery (
), even in case of
failure of in any part of the remote
control system.

either side to (
) on the other
side in not more than (
)
seconds.
가. 35˚, 30˚, 28
나. 15˚, 15˚, 60
사. 30˚, 35˚, 60

가.
나.
사.
아.

on the navigating bridge
locally
in engine control room
in steering gear room

17. In accordance with the SOLAS 74/78
Convention as amended, an engineer's
alarm shall be provided to be operated
from the engine control room or at the
maneuvering platform as appropriate,
and shall be clearly audible in the
engineer's (
).
가. pantry
사. accommodation

나. offices
아. service spaces

18. The PSCO may ensure that
(
) are exhibited in
conspicuous places throughout the ship,
including the navigational bridge, the
engine room and crew accommodation
spaces.
가. crew lists

나. muster lists

사. spare lists

아. provision lists

19. In accordance with the SOLAS 74/78
Convention as amended, the main
steering gear and rudder stock shall be
capable of putting the rudder over from
35˚ on the side to 35˚ on the other side
with the ship at its deepest seagoing
draught and running ahead at maximum
ahead service speed and, under the
same conditions, from (
) on

아. 35˚, 35˚, 28
20. In accordance with the SOLAS 74/78
Convention as amended, exposed metal
parts of electrical machines which are
not intended to be live shall be (
) unless the machines are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double insulation.
가. insulated
사. coated

나. provided
아. earthed

21. (
) is a line drawn at least 76mm
below the upper surface of the
bulkhead deck at si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SOLAS 74
Convention.
가.
나.
사.
아.

Heaving line
Subdivision load line
Moulded base line
Margin line

22. (
) means a group of task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specified in the STCW code, necessary
for ship operation, safety of life at
sea or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가. Work
사. Function

나. Watch
아. Assignment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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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means a coating, paint,
surface treatment or device that is used
on a ship to control or prevent
attachment of unwanted organisms.
가.
나.
사.
아.

Anti-fouling system
Anti-heeling system
Anti-corrosion system
Anti-vibration system

24. (
) level means the level of
responsibility associated with performing
assigned tasks, duties or responsibility
on board a seagoing ship under the
direction of an individual serving in the
operational serving in the operational or
management level.
가. Management
사. Support

나. Operational
아. Assistant

25. (
) means a vessel
capable of engaging in drilling
operations for the exploration or
exploitation of resources beneath the
sea-bed such as liquid or gaseous
hydrocarbons, sulphur or salt.
가.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
나. Bulk carrier
사. Oil tanker
아. Chemical tanker

제
[ 기 관

1

3

회

]

1. 직접 역전식 디젤 주기관의 부하선도에서
출력, 회전수, 평균유효압력이 모두 100[%]
가 되는 운전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 Derating

나. NCR

사. Torque rich

아. MCR

2. 자동연료분사밸브를 사용하는 디젤기관에서
시동이 잘 되지 않을 때의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연료가감핸들을 약간 올린다.
처음부터 공기와 연료를 동시에 분사시킨다.
연료분사밸브의 스프링 장력을 약간 줄인다.
시동공기압력을 높여 공기만으로 충분히 회
전시킨 후 연료운전으로 바꾼다.

3. 디젤기관에서 저질 중유의 연소 시
연소 상태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연료유의 점도
연료유 공급 펌프의 압력
연료분사시기 및 압축압력
연료유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4.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분류하는 API 분류법
의 기준은 무엇 인가?
가. 점도

나. 비중

사. 사용 용도

아. 첨가제 성분

5. 디젤기관의 위험회전수에 의한 고장을 줄이
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연료분사압력을 낮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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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착화순서 변경
사. 축계 유체 커플링 사용
아. 진동 댐퍼 설치

아. 배기가스의 성분 중 CO와 HC의 농도는 공
연비가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6. 디젤기관의 착화늦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저질중유를 사용하는 디젤기관에서 연료분
사밸브 냉각에 특히 유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
나.
사.
아.

가.
나.
사.
아.

분사시기를 빨리 하면 착화늦음은 짧아진다.
연료의 세탄가가 높으면 착화늦음은 짧아진다.
과급을 하면 착화늦음은 짧아진다.
공기와류가 클 때 분사하면 착화늦음은 짧
아진다.

7. 디젤기관의 실린더 내에서 충격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피스톤과 실린더의 중심이 경사되었을 때
피스톤과 라이너의 간극이 클 때
실린더 내의 압력상승률이 낮을 때
최고압력이 너무 높을 때

8. 디젤기관의 연소과정 중 후연소가 길어지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급기온도와 압력이 정상보다 높은 경우
나. 연료분사 상태가 불량한 경우
사. 연료의 온도가 정상보다 낮은 경우
아. 연료분사밸브가 누설될 경우
9. 디젤기관의 배기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배기가스의 성분은 공기과잉률, 연료분사
시기, 분무상태, 연소실 구조 등에 따라
변한다.

연료분사밸브의 진동 방지
노크의 방지
카본 플라워의 발생 억제
연료분사밸브의 누설 방지

11. 보일러에서 프라이밍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 블로다운으로 불순물을 제거한다.
나. 청관제로 보일러물의 불순물을 분해시키기
위해 수위를 높게 유지한다.
사. 적정 수위를 유지하고 주증기밸브의 개도를
70[%] 정도로 유지한다.
아. 보일러의 증기압력을 가능한 설계치보다 낮
게 유지한다.
12. 선박의 대형보일러에 사용되는 3요소식 자
동급수 제어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차압전송기에서 보일러의 수위, 증기유량,
급수유량을 검출하여 수위를 제어한다.
나. 차압전송기에서의 측정치를 4~20[mA]
DC의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보일러
제어반에 신호를 보낸다.
사. 차압전송기로부터 전송받은 전기신호가 직
접 급수제어밸브를 개폐한다.
아. 증기유량과 급수량의 측정은 주로 관에 설
치된 오리피스의 차압으로 측정한다.

나. 배기가스의 성분 중 CO와 HC의 농도는
가솔린기관에 비해 낮다.

13. 반동터빈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사. NOx는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고온 하
에서 반응하는 열 NOx(Thermal NOx)가
가장 많다.

가. 회전블레이드에서 증기가 팽창한다.
나. 저압부에서의 효율이 양호하다.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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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전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운동에너지는 충
동터빈보다 작다.
아. 노즐로 증기를 부분유입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도
아. 날개 후진면의 후연에 대한 침식과 부식의
진행 정도

14. 증기터빈에서 사용 증기의 초압만을 높일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8. 프로펠러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
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가. 날개끝의 속도를 어느 한도 이내로 한다.
나. 날개의 투영면적을 크게 하고 단위면적에
대한 추력을 어느 한도 이내로 한다.
사. 날개끝과 선체사이의 간격을 가능한 한 가
까이 한다.
아. 프로펠러를 될 수 있는 한 수면하 깊은 곳
에서 회전시킨다.

동일 출력에서는 증기소비량이 줄어든다.
마찰 등에 의한 내부손실이 적어진다.
초압상승에 따라 포화온도가 상승한다.
배기의 습도가 증가한다.

15. 시 마진(sea margin)과 항해마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디젤기관을 주기관으로 하는 선박은 비교적
시 마진을 크게 준다.
나. 저속선에 비하여 고속선에서 비교적 큰 시
마진이 요구 된다.
사. 시 마진은 마력으로는 15∼20[%] 정도
이다.
아. 상선은 만재상태 소요마력에 시 마진을
붙인 것을 항해마력이라고 한다.
16. 일반 프로펠러에 비해 스큐 백(skew back)
이 큰 프로펠러가 갖는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프로펠러 효율이 훨씬 높아진다.
나. 선미의 진동을 줄인다.
사. 선체와의 틈이 크게 되므로 1축 선박에서
유리하다.
아. 불규칙한 물 흐름으로 인한 추력의 변동이
작다.
17. 프로펠러 검사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이 아닌 것은?
가. 날개나 보스에 크리프(creep)현상의 발생
여부
나. 날개 끝의 전진면 쪽으로의 굴곡 여부
사. 프로펠러축과 보스의 원추부에 대한 수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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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반류의 불균일성으로 인한 장해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추진기의 추력분포 불균일
추진기에 우력 발생
추진기 날개에 공동현상 발생
추진기 효율의 감소

20. 스크루 프로펠러의 작동이론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순환 이론은 마그너스효과(magnus effect)
에 의해 날개면에 양력이 생기는 원리를 이
용하는 것이다.
나. 날개 이론은 날개가 움직이면 날개와 물의
상대운동에 의해 날개가 작용하는 힘에
의해 추력이 발생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이론이다.
사. 운동량 이론은 추진기가 추진기를 통과하는
유체의 선형 운동량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반력으로 추력이 발생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아. 상대 이론은 추진기가 정지해 있는 물속에
서 작동할 때 선체의 전진운동으로 선체표
면과 점성이 있는 물의 마찰에 의해 선체
주위의 물이 선체 진행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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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저온부식의 방지대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연소부하율을 높인다.
높은 과잉공기율로 완전연소시킨다.
유황이 많은 연료를 사용한다.
배기가스 온도를 높게 유지한다.

22. 대형 저속 디젤기관에서 저질유를 사용함
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비중, 점도가 높아 청정 및 취급이 어렵다.
나. 유황에 의한 저온 부식이 발생되기 쉽다.
사. 바나듐, 나트륨에 의한 고온 부식이 발생되
기 쉽다.
아. 연료 고압관에서의 압력 맥동이 심해진다.
23. 다음 중 연소 퇴적물로서 실린더 벽, 피스
톤 정부 및 노즐팁에 부착하여 유막을
파괴하고 링의 고착, 배기밸브의 손상 및
연료분사밸브 막힘 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가. 잔류탄소

나. 회분

사. 유황분

아. 실리카-알루미나

24. 점도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합성 윤활유는 광물유계 윤활유로서 가혹한
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개발된 윤활유이며,
점도지수가 높고 넓은 온도 범위에
사용되어야 하는 특성이 요구된다.
나. 합성윤활유 중 폴리 글리콜(poly glycol)은
윤활성이 강하고 특히 산화 및 열 안전성이
강한 특성을 가진다.
사. 합성 윤활유 중 실리콘유는 내열성, 저온
유동성은 우수하지만 전기 절연성이 나빠
전기절연유로는 사용이 어렵다.
아. 광물유계 윤활유의 첨가제로 합성윤활유
자체를 첨가하는 경우는 있으나 합성
윤활유 자체를 윤활작용의 목적으로 기기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 기 관

2

]

1. 원심펌프에서 안내날개에 의한 수력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벽면의 마찰에 의한 양정의 손실
나. 임펠러의 회전에 따라 안내날개와 임펠러의
날개가 어긋남으로써 생기는 유동면적의 주
기적 변화에 의한 손실
사. 안내날개의 입구에서 일어나는 충격에 의한
양정의 손실
아. 임펠러의 송출측으로 부터 흡입측으로의 역
류손실

가. 점도 지수가 크다는 것은 온도 변화에 점도
값의 변화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경우이다.
나. 연료유는 점도지수가 크며, 윤활유는 대개
점도지수가 낮은 특성이 있다.
사. 점도지수는 윤활유의 조성과 관계가 있고,
파라핀계 윤활유가 높으며 나프텐계 윤활유
는 낮다.
아. 점도지수는 광유계 윤활유 및 혼성윤활유에
해당되고 합성윤활유에는 별 관계가 없다.

2. 전양정 H = 4[m], 유량 Q =150[㎥/min]인
축류펌프의 수력효율은 85[%] 이다. 이때
펌프의 축동력은 약 얼마인가?

25. 합성 윤활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펌프의 운전 중 공동현상이 일어날 때의
흡입실양정이다.

가. 113.27[PS]
사. 192.37[PS]

나. 156.86[PS]
아. 201.31[PS]

3. 펌프의 유효흡입수두(NPSH)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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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펌프의 운전 중 공동현상이 일어날 때의
흡입실양정과 흡입 관로손실의 합이다.
사. 펌프의 운전 중 공동현상이 일어날 때의
흡입실양정과 송출실양정의 합이다.
아. 운전 중에 있는 펌프 흡입구에서의 전수두
와 그 온도에서 액체의 포화증기압에
상당하는 수두와의 차이다.
4. "불활성 가스장치(IGS)의 운전중 화물유
탱크(cargo tank)에 공급되는 불활성 가스의
산소 농도는 공급 주관에서 (
)
[%] 이하이고, 송풍기의 용량은 최대 양하
용적의 (
) [%] 이상이어야 한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10, 150
사. 8, 150

나. 5, 125
아. 12, 125

5. 자동장력계선장치(auto-tension mooring
win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유압식에서는 계선삭에 걸리는 장력이 증가
하면 전동기가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계선삭
을 풀어준다.
나. 전동식에서 전동기는 계자제어가 가능한 농
형 유도전동기가 많이 사용된다.
사. 유압식은 압력제어밸브에 의하여 구동 회로
내의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방법과
가변용량형 유압펌프를 사용하여
유압모터의 행정용량을 제어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아. 자동장력계선장치는 양묘기와 무어링 윈치
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장치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6. 냉동장치에 사용하는 자동제어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흡입압력 조절밸브는 증발압력이 소정 압력
이상이 되지 않게 조절하는 밸브이다.
나. 감온식 자동팽창밸브는 증발기 중의 냉매
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밸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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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증발기에 증발압력 조절밸브를 설치하면
부하 경감 시 증발압력이 내려가는 것을 방
지한다.
아. 수냉식 응축기에 냉각수 조절밸브를 설치
하면 겨울철에도 냉각수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한다.
7. 냉동기에서 온도식 자동팽창밸브는 무엇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인가?
가.
나.
사.
아.

증발기
증발기
증발기
증발기

입구
입구
출구
출구

냉매의
냉매의
냉매의
냉매의

압력
유량
압력
과열도

8. 3.32[℃]의 물 1[ton]을 시간당 -6.64[℃]
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냉동능력은
약 몇 냉동톤[RT]인가?
(단, 물의 비열은 1[kcal/kgf℃], 얼음의
비열은 0.5[kcal/kgf℃], 물의 응고열은
79.68[kcal/kgf]이며, 열손실은 무시한다.)
가. 26[RT]
사. 79[RT]

나. 33[RT]
아. 85[RT]

9. 실내 취득 열량이 24,000[㎉/h]일 때 실내
온도를 25[℃]로 유지하기 위하여 15[℃]의
공기를 송풍할 경우 필요한 송풍량은 몇
[㎥/h]인가?
(단, 공기의 비열은 0.2[㎉/㎏f℃]이고
공기의 비중량은 1.2[㎏f/㎥]이다.)
가. 5,000 [㎥/h]

나. 10,000 [㎥/h]

사. 12,000 [㎥/h]

아. 24,000[㎥/h]

10. 공기조화설비에서 공기냉각코일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공기와 물의 대수평균온도차는 되도록 작게
한다.
나. 코일 내의 냉수의 유속은 2.3[m/s] 이내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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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냉수의 입구와 출구의 온도차를 5[℃] 정
도로 한다.
아. 출구공기의 온도와 냉수입구의 온도차를
5[℃] 이상으로 한다.
11. 관로 내 가스가 유동할 때의 교축
(throttling)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교축 후 가스의 압력이 떨어진다.
나. 실제 가스는 교축 과정에서 온도가 약간
상승한다.
사. 완전 가스는 교축 과정에서 온도의 변화가
없다.
아. 완전 가스는 교축 과정에서 엔탈피의 변화
가 없다.

15. 뉴턴의 냉각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열전달량은 표면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나. 대류 열플럭스는 물체의 표면온도와 유체
온도와의 차이에 비례한다.
사. 열플럭스는 열전달계수와 온도구배와의 곱
이다.
아. 열플럭스는 표면온도와 주위온도의 2승에
비례한다.
16. 5초 동안에 1[m/s]인 속도가 11[m/s]로
증가했을 때의 평균 가속도는 얼마인가?
가. 4.0[m/s²]
사. 6.0[m/s²]

나. 2.0[m/s²]
아. 2.2[m/s²]

12. 중량이 100 [kg]인 습포화증기의 건도가
0.2인 경우 증기의 중량은 몇 [kg]인가?

17. 각속도 24π[rad/s]인 발전기의 크랭크축은
1분 동안에 몇 회전하는가?

가. 0.2[kg]
사. 50[kg]

가. 120 회전
사. 720 회전

나. 20[kg]
아. 80[kg]

13. 열전도계수가 1.7[W/m·K]인 벽돌로 된
벽의 두께는 0.15[m]이고, 면적은
1.5[㎡]이다. 정상상태에서 벽 안쪽 면의
온도가 1,400[K], 바깥쪽 면의 온도가
1,150[K]이라면 벽면을 통하여 전도되는
열전달률은 얼마인가?
가. 3,250[W]
사. 5,250[W]

나. 4,250[W]
아. 6,250[W]

14. 열교환기의 전열관에 전열핀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전열핀을 설치하면 전열면적이 가하는
효과가 있다.
나. 열관류 값이 커져서 전열량이 증가한다.
사. 열교환기의 효율은 좋아진다.
아. 전열관 내부의 압력이 증가한다.

나. 240 회전
아. 900 회전

18. 저널 베어링의 윤활유 유막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윤활유의 점도가 높을수록 최소 유막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나. 하중이 작을수록 최소 유막의 두께가 얇아
진다.
사. 축의 회전 속도가 작을수록 최소 유막이 얇
아진다.
아. 최소 유막이 두꺼울수록 완전 액체마찰 상
태가 된다.
19. 유속 4.9[m/s]로 흐르는 물 속에 피토관을
유동의 방향으로 세웠을 때 그 수주의
높이는 약 몇 [m]인가?
(단, 수중의 정압은 영으로 간주한다.)
가. 1.76[m]
사. 2.67[m]

나. 1.23[m]
아. 3.69[m]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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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점성이 없고 비압축성인 유체를 이상유체라
한다.
나. 유동하는 유체는 연속적인 물질로 간주한다.
사. 액체와 기체의 점성계수는 온도상승에 따라
감소한다.
아. 표면장력은 액체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감소
한다.
21. 속이 찬 축의 지름이 d, 비틀림 모멘트는
T, 축에 생기는 허용전단응력이 τ일 때
비틀림 모멘트를 구하는 식은?
가.
나.
사.
아.

τㆍπd² /4
τㆍπd³ /16
τㆍπd³ /32
τㆍπd⁴/64

25. 한국선급규정 상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의
수압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선박에서 많이 사용하는 Sch. 40 강관의
수압시험 압력은 12.0[MPa]이다.
나. 동일한 직경의 관에서는 Sch. 번호가 높을
수록 수압시험의 압력은 낮아진다.
사. Sch. 번호가 동일한 관에서는 관 직경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압력으로 수압시험
을 행한다.
아. Sch. 번호가 동일한 관이라도 관의 종류가
다른 경우(제1종관, 제2종관, 제3종관, 제4
종관) 서로 다른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행한다.

[ 기 관

3

]

1. 전하의 크기에 무엇을 곱하면 힘이 되는가?

22. 기계류 부재에서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전속
사. 전류

가.
나.
사.
아.

2. 동기 임피던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료 자체의 내부 결함
설계 잘못으로 인한 응력집중
주위환경에 의한 부식
유기물에 의한 표면피복

23. 선박의 냉각기 등 열교환기 튜브에 동합금
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가.
나.
사.
아.

케이싱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누설 시 확관 등의 보수가 쉽기 때문에
열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튜브의 내부 표면조도가 작아 압력 손실이
작기 때문에

24. 금속재료를 용접했을 때 용접부가 취약해
질 수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가. 성분 변화
사. 열전도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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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변화
아. 전기 저항 변화

나. 전계강도
아. 전속밀도

가. 동기 임피던스는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 전기자 저항 등을 포
함한다.
나. 단자전압에 동기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강하
를 더하면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이 된다.
사. 동기 임피던스는 전기자 저항과 동기 리액
턴스의 합성이다.
아. 동기 임피던스는 부하 전류에 관계 없이 일
정하다.
3. 전기 크레인에서는 기동과 동시에 제동장
치를 풀어주어야 한다. 다음 그림의 제동코일
회로에서 타이머 접점 TL이 붙어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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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같다.

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다.

6. 트랜지스터로 구동하는 직류 릴레이에는
다이오드를 역병렬로 연결해 주어야 한다.
이때 다이오드의 역할은?

가. 제동 코일에 갑자기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것
을 막기 위해서
나. 제동이 풀린 다음에는 큰 전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 천천히 제동을 풀기 위해서

가.
나.
사.
아.

릴레이 여자 시 트랜지스터를
릴레이 소자 시 트랜지스터를
트랜지스터 도통 시 릴레이를
트랜지스터 차단 시 릴레이를

보호한다.
보호한다.
보호한다.
보호한다.

7. 그림의 회로 동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 제동 코일을 소자시킬 때 발생하는 아크를
억제하기 위해서
4. 3상 유도전동기에서 3개 권선의 끝 단자가
각각 (U1, U2), (V1, V2), (W1, W2)일 때
△결선을 위한 단자 접속으로 옳은 것은?
가. U1과 W2, V1과 U2, W1과 V2를 각각
서로 연결시킨다.
나. U1과 U2, V1과 V2, W1과 W2를 각각
서로 연결시킨다.
사. U1과 V1, U2과 V2 , V2와 W2를 각각
서로 연결시킨다.
아. U1과 W1, V2과 W2, V1과 W1을 각각
서로 연결시킨다.
5. 다음 회로에서 출력 전압 Eo의 위상은 입력
교류전압 Ei와 비교하여 어떻게 되는가?

가. 고온 경보회로에 해당하고 Vr의 전압을
높이면 고온경보의 설정 온도가 더
높아진다.
나. 고온 경보회로에 해당하고 Vr의 전압을
높이면 고온경보의 설정 온도가 더
낮아진다.
사. 저온 경보회로에 해당하고 Vr의 전압을
높이면 저온경보의 설정 온도가 더
높아진다.
아. 저온 경보회로에 해당하고 Vr의 전압을
높이면 저온경보의 설정 온도가 더
낮아진다.

가. 앞선다.

나. 뒤진다.

8. 전열기 3개(R1, R2, R3)가 그림과 같이 직렬
로 연결되었을 때 R2에서의 전압 V2와 소비
전력은 얼마인가?
(단, R1= 2[Ω], R2= 4[Ω], R3= 6[Ω] 이고
V = 120[V] 이다.)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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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60[V],
40[V],
60[V],
40[V],

400[W]
400[W]
600[W]
600[W]

9. 다음 회로는 어떤 작용을 하는 회로인가?
12. 회로의 입·출력 전압 Ei와 Eo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가. 정전류 회로
사. 정출력 회로

나. 정저항 회로
아. 정전압 회로

10. 트랜지스터를 활성 영역에서 동작시키기
위해 바이어스를 거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전동기 기동반의 전자식 과부하계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계전기 회로 작동에 필요한 전원을 별도로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11. 그림과 같이 권수비가 2:1인 변압기를
사용하여 전원 회로를 구성하였다. 부하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 전압 Vo의
파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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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동기의 부하전류 검출은 CT를 이용하므
로 비접촉식이다.
사. 열동식 과부하계전기에 비해 소비전력이
작다.
아. 주위온도에 대한 영향을 열동식 과부하계전
기보다 작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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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주기관 재킷 냉각수의 현장 온도와
기관제어실에서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운전중일 때 : 현장온도계 = 80˚,
기관제어실 온도 = 70˚
정박중일 때 : 현장온도계 = 30˚,
기관제어실 온도 = 40˚
만약 현장 온도계가 정확하다면 기관제어실
지시치의 영점 조정과 배율조정은 정상인
경우에 비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가. 영점이 높게 조정되어 있고,
배율도 크게 조정된 상태이다.
나. 영점이 낮게 조정되어 있고,
배율은 크게 조정된 상태이다.
사. 영점이 높게 조정되어 있고,
배율은 작게 조정된 상태이다.
아. 영점이 낮게 조정되어 있고,
배율도 작게 조정된 상태이다.
15. 0~20[bar]의 전기식 압력전송기에서 입력
압력이 1[bar] 변할때 출력 전류는
얼마만큼 변하는가?
(단, 출력 전류의 범위는 4~20[mA]이다.)
가. 0.2[mA]
사. 1.2[mA]

나. 0.8[mA]
아. 1.6[mA]

16. 출력이 5[HP]와 20[HP]인 3상 농형
유도전동기 2대를 분해한 후 고정자
권선의 인덕턴스와 저항을 측정하여 서로
비교할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5[HP] 전동기 코일의 인덕턴스가 더 작고
저항도 더 작다.

17. 어느 유도전동기의 고정자코일 저항을
측정한 결과 온도T1[℃]에서 R1[Ω]이라면
T2[℃]에서의 저항을 나타내는 식은 어느
것인가? (단, 저항온도계수는 일정값
α이다.)
가. R1× (1 + αT2) / (1 + αT1)
나. R1× (1 + αT1) / (1 + αT2)
사. R1× αT2/ (1 + αT1)
아. R1× αT1/ (1 + αT2)
18. △결선되어 있는 3상 유도전동기의 권선
하나가 단선되면 U-V, V-W, W-U 단자
간을 측정한 3개의 저항값 중 최대치는
최소치의 몇 배가 되는가?
가. √3배

나. 1.5배

사. 2.0배

아. 3.0배

19. 배기온도를 측정하는 저항온도계가 30[℃]
일 때 112[Ω]이었다면 배기온도
300[℃]일 때의 저항값은 몇 [Ω]인가?
(단, 0[℃]일 때 저항온도계의 저항은
100[Ω] 이다.)
가. 190[Ω]
사. 240[Ω]

나. 220[Ω]
아. 260[Ω]

20. PID제어기에서 출력신호 u(t)가
u(t)=5e(t)+10∫ e(t)dt+2 de(t)/dt
일 때 적분시간과 미분시간은 순서대로
각각 몇 초인가?
(단, e(t)는 편차신호이다.)
가. 10, 2

나. 2, 10

나. 5[HP] 전동기 코일의 인덕턴스가 더 작고
저항은 더 크다.

사. 1/2, 2/5

아. 2, 5/2

사. 20[HP] 전동기 코일의 인덕턴스가 더
크고 저항은 더 작다.

21. 그림의 블록선도에서 폐루프 전달함수가
나타내는 고유 각주파수는 얼마인가?

아. 20[HP] 전동기 코일의 인덕턴스가 더
작고 저항도 더 작다.
제3회

61

기관사 1급 2015년도 문제지

가. 2 √2
사. 1/(2√2 )

나. 10√2
아. 1/(10√2 )

22. 캐스케이드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주 제어기와
관계이다.
나. 주 제어기와
행한다.
사. 주 제어기와
를 행한다.
아. 주 제어기와
관계이다.

부 제어기는 서로 병렬 연결
부 제어기 모두 정격치 제어를
부 제어기 모두 추종치 제어

가. 적분시간을 매우 크게 하면 PD 조절계에
가까워진다.
나. PID 조절계에서 미분시간을 최소로 하면
거의 PI 조절계가 된다.
사. P동작은 리셋 벨로즈에 1차 지연계통을
삽입한 것이다.
아. D동작은 피드백 벨로즈에 1차 지연계통을
삽입한 것이다.
25. 서보제어계가 아닌 것은?
가. 주기관 원격제어에서 F.O. 핸들의 위치
제어
나. 자동 조타 장치
사. 보일러의 압력 제어
아. 가변피치 프로펠러의 피치 제어

부 제어기는 서로 직렬 연결

23. 다음 그림은 어느 2차계통의 특성근 위치
를 나타내고 있다.
이 2차계의 계단 응답을 옳게 나타낸 것은?

[ 직 무 일 반

]

1. 대형 디젤기관의 한 실린더가 피스톤 및
피스톤로드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피스
톤 및 피스톤로드, 크로스헤드를 기관의
내부에 매달아두고 커넥팅로드를 분해하여
들어낸 후 감통 운전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가. 시동공기 파이프를 분해하여 들어낸다.
나. 크로스헤드로 가는 윤활유를 차단한다.
사. 실린더 주유기의 주유를 차단한다.
아. 배기밸브를 개방상태로 고정한다.
2. 운전 중인 디젤 발전기의 정전 원인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디젤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너무 낮을 때
나. 주배전반의 접지 램프 상 한 선이 심하게
접지되었을 때
사. 여자장치의 결선부 상태가 나쁠 때

24. 공기압식 PID 조절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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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
한 비상조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 주기관 소기실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관
을 즉시 정지시키고 소화장치로 소화한다.
나. 주기관 운전 중 과급기에서 서징이 발생하
면 블로워의 공기 송출량이 많아지므로
완전연소를 위해서 연료유 공급을 늘린다.
사. 정전 후 전원이 복구되면 sequence start
program에 의한 UVR 기동방식 펌프들을
즉시 리셋 시킨 후 재 기동한다.
아. 보일러의 안전밸브가 열리면 즉시 연료를
차단하고 급수를 한다.

나. 내열성, 내식성이 양호하고 기계적으로 튼
튼할 것
사. 고온 측정의 경우에 전기저항 및 온도계
수가 클 것
아. 장기간 사용하여도 발생되는 열기전력이
일정할 것
7. 가스용접의 재해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작업 중에는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한다.
나. 도금한 금속을 용접할 경우에는 유해 가스
가 발생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사. 안전기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4. 기름탱크 내의 화재발생 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가.
나.
사.
아.

휴대용 및 이동식 소화기로 소화한다.
기름을 즉시 다른 탱크로 이송한다.
고정식 가압수 분무 소화장치로 소화한다.
탱크 내로 공급될 수 있는 공기를 모두 차
단한다.

5. 보일러수의 용존산소 제거제로 사용하는
하이드라이진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금속산화물과 산화하여 보일러 수의 슬러지
양과 용해고형물을 증가시켜 용존산소를 제
거한다.
나. 철 및 동의 표면에 보호 산화막을 형성시킨다.
사. 산 및 용존 이산화탄소와 작용하여 염을
생성시킨다.
아. 산소와 산화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촉매 또는 열분해에 의하여 암모니아와
질소를 발생하여 복수 및 급수계통의 pH를
증가시킨다.
6. 다음 중 열전대식 온도계의 열전대 특성으
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 발생되는 열기전력이 높을 것

아. 역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속적인 작업을
피한다.
8. 선박기관기준에서 냉동 및 냉장장치의 예비
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압축기의 주베어링은 1실린더분을 비치하
여야 한다.
나. 압축기의 크랭크 축 기밀장치는 각 압축기
마다 1대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사. 압축기 피스톤 및 피스톤봉 또는 연접봉은
각종 완비품 1실린더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아. 압축기의 흡입 및 토출밸브는 밸브체스트 ,
스프링 등을 완비한 각종 1대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9. 연료유 수급 중 연료유 수급책임자(기관장)
의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가. 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보급선 책임자와 수급량, 수급압력 등을
긴밀히 연락
사. 선박의 경사 및 트림 변화를 확인
아. 수급을 완료한 탱크도 사운딩을 계속하여
추가 공급 확인
10. 선박기관기준에 의하면 "주추진축계용
제3회

63

기관사 1급 2015년도 문제지

4행정 직렬기관의 1절 (n/2)차, (
)차
및 2행정 사이클 직렬기관의 1절 (
)차
의 공진점은 0.8 ≤ r ≤ 1.1 범위 내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로 정하고 있다.
(단, r은 공진시의 회전수와 속최대회전수
와의 비, n은 실린더 수이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n, n/2

나. n, n

사. 2n, n

아. n/2, n

11. 디젤 주기관이 설치된 선박에서 선급법인
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크랭크실 및 폭발안전장치를 개방하여 검사
한다.
나. 안전장치의 경보 기능이 정상인지를 검사
한다.
사. 크랭크암 개폐량을 측정한다.
아. 진동 감쇠장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밸런스
를 검사한다.
12. 해양환경관리법 상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방지설비에
대한 정기검사의 준비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설치한 경우 케미컬
저장 탱크를 개방할 것
나. 선상단순 측정방법을 채택한 경우 질소산화
물 배출시험을 준비할 것
사. 각 디젤기관별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질
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 및 기관 변수 기
록부를 비치할 것
아. 선상기관변수점검방식을 채택한 경우 각
디젤기관별로 임의의 두 개 이상의
실린더를 개방 또는 예비품을 준비할 것

가. 선종과 기계의 형식과 상태
나. 기관당직자의 자격과 경험
사. 선박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계에
관한 적절한 상시감독 능력
아. 갑판기기를 포함한 모든 기계의 안전한 작
동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14. IMO가 정한 기준에 따른 형식 승인된 선
내소각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소각기의 용량은 2,000[kW] 이하 일 것.
나. 연소가스가 출구로부터 2.5[m] 이내에서
350[℃]까지 급속냉각 될 것
사. 배출가스의 산소 함유량이 6[%] 이상 12
[%] 미만일 것
아. 소각기 출구의 연소가스 온도가 850[℃]
이상 1,200[℃] 미만으로 유지될 것
15. SOLAS 협약 및 개정 협약에서 비상훈련
및 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모든 선원은 매달 1회 선상 퇴선훈련과 소
화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나. 총 선원의 25[%]를 초과하는 선원이 그
전월에 당해 선박에서 선상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훈련을 하여야 한다.
사. 훈련은 실제 비상사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 선박이 처음으로 운항하거나 주요 개조가
이루어진 후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선박의 최초 또는 갱신보안심사의 세부내
용이 아닌 것은?
가. 승인된 선박보안계획서의 비치 여부

13. 기관당직의 조직을 결정할 때 특히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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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안관리체제와 선박보안경보장치 등 보안
장비의 정상운용 여부
아. 선박보안책임자의 사무수행 및 보안관리
체제에 대한 숙지 여부
17.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과 설치장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을 것
나. 다른 선박에 보안경보신호가 송신되지 않을 것
사. 작동해제 또는 재설정 시까지 선박보안경보
장치의 작동이 중단되지 않을 것
아. 작동위치는 기관제어실과 그 밖의 1개 이
상의 장소에 설치할 것
18. 선박의 보안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보안책임자는 선박의 승무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보안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육·해상 합동보안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 육·해상 합동보안훈련의 간격은 15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아.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9.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에서 보조 조타
장치는 충분한 강도의 것으로 가항
속력에서 조타 가능하여야 하며 (
)
에서 최대 항해 전진 속력의 (
)에
상당하는 속력 또는 (
) 노트의
속력 중 빠른 쪽의 속력으로 전진중에
타를 한 쪽 현 15도에서 반대현 15도까지
(
)초 이내에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중 (
)에 각각 알맞은 것은?
가. 최저 흘수, 1/2, 6, 28
나. 최대 항해 흘수, 1/3, 7, 28

사. 최저 흘수, 1/3, 7, 60
아. 최대 항해 흘수, 1/2, 7, 60
20.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에 의한 "선교와
기관 구역의 통신" 에 관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통신수단의 하나는 엔진 텔레그래프일 것
나. 선교에서 통상 기관구역에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최소 3개의 통신수단을 구비할 것
사. 엔진 텔레그래프는 선교 및 기관 양쪽에서
명령 및 응답을 볼 수 있을 것
아. 기관을 제어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장소에는
적당한 통신수단을 설치할 것
21.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 상 팽창식 구명
설비의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모든 팽창식 구명뗏목과 팽창식 구명동의는
12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나. 주관청이 인정하면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 정비는 구명뗏목을 정비할 능력 및 적절한
정비시설을 갖추고 적절히 훈련을 받은
정비요원이 있는 정비장소에서 행해져야
한다.
아. 신형 팽창식 구명뗏목의 경우 주관청의
승인을 받아 선상에서 자격을 갖춘
정비요원이 점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비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2. MARPOL 협약 부속서 II에서의 용어 정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액체물질은 37.8[˚C]에서 증기압이 0.28
[MPa](절대값)을 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응고성 물질은 15[˚C] 이상의 용융점을
가지는 물질이 양화 시에 용융점의 5[˚C]
미만의 온도에 있는 경우의 유해액체물질을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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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사. 잔류물은 폐기물로 남은 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
아. 고점성 물질은 양하온도에서 50[mPa.s]
이상의 점성을 가지는 X류 또는 Y류 유해
액체물질을 말한다.
23.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에서 정기적으로
무인이 되는 기관구역의 화재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보일러의 연소공기 케이싱 내 및 연돌 내에
는 화재를 초기에 탐지하고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추진기관의 소기실 내에는 화재를 초기에
탐지하고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실린더 지름이 300[mm]를 초과하는 내연
기관에는 배기온도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에 대한 평가
사. 운항요건에 대한 숙지 평가
아. 해당 사고와 관련된 전문적 역량 평가

[ 영 어

]

1. (
) is a process by which energy is
transferred from one body to another
without the use of molecular movement
or contact.
가. Conduction
사. Flow

나. Convection
아. Radiation

2. The basic function of the centrifugal
pump impeller is to (
).

24. MARPOL 73/78의 부속서 I의 규정에
의하면 15[ppm] 기름여과장치가 고장 난
경우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가. directly decrease the pressure of the
liquid being pumped
나. directly increase the velocity of the
liquid being pumped
사. convert the potential energy of the
liquid to kinetic energy
아. separate air from the liquid being
pumped

가.
나.
사.
아.

3. Tried (
) such as emergency
stopping devices, L.O. low pressure
tripping devices, overspeed tripping
devices, etc. for M/E and all D/Es and
found all in good order.

아. 출력 2,250[kW] 이상의 내연기관에는 크
랭크실의 오일 미스트 탐지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배출정지시간, 고장원인, 정상회복시간
고장시간, 고장원인, 배출정지시간
고장시간, 배출정지시간, 정상회복시간
고장시간, 정상회복시간, 고장원인

25. 충돌, 좌초,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등의
해양사고를 일으킨경우 항만국통제관은
해당 선원이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의 범위는?
가. 지식, 이해 및 기술에 관한 종합적 평가
나. 해기능력의 기준과 당직근무와 관련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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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protection devices
life saving appliances
fire appliances
emergency procedures

4. If the thermal bulb is loose on the
evaporator coils the effect will b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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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improper operation of expansion valve
vibration causing leaks
improper operation of solenoid valve
flooding back of refrigerant

5. One of the points to be observed in the
operation of a boiler is maintaining a low
density of boiler water to prevent
possible accumulations of (
), and to
keep (
) from entering the boiler.
가.
나.
사.
아.

scale, solid particles
hardness, grease
scale, alkalinity
hardness, oil

6. If a refrigeration compressor was short
cycling on the low pressure cut out
switch, the cause might be that the
(
).
가. system was overcharged with
refrigerant
나. system was low on refrigerant
사. suction valves were leaking slightly
아. relief valve was leaking slightly
7. Why are removable sleeves installed on
centrifugal pump shafts?
가. They make it easier to replace the
pump shaft packing.
나. They can be economically replaced as
they wear out.
사. They can be removed when it is
necessary to lighten the weight of the
pump.
아. They increase the strenght of the
shaft.

8. The indicated horse power minus the
friction load, also expressed in horse
power units, gives the (
) horse
power or useful output of the engine.
가. brake
사. effective

나. shaft
아. propeller

9. 문제 삭제
10. In two stroke diesel engines, most
efficient cylinder lubrication is obtained
by injecting the oil into the piston at
the beginning of the (
) stroke, at a
point just above the scavenging air port.
가. compression
사. suction

나. expansion
아. exhaust

11. (
) is to store up energy during
the moments when the energy
developed by the gases in the engine
cylinder is greater than the engine
load and to return it to the crankshaft
during the moments when the gases in
the cylinders do not develop energy.
가.
나.
사.
아.

Flywheel velocity
Flywheel acceleration
The purpose of a vibration damper
The purpose of a flywheel

12. The original compression ratio of an
engine is the volume of space when the
piston is at BDC (
).
가. divided by the compression
pressure when the piston is at TDC
나. divided by the compression
pressure when the piston is at BDC
사. divided by the volume of combustion
space when the piston is at TDC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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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divided by the volume of combustion
space when the piston is at BDC
13. Valve timing and engine breathing are
based on (
).
가.
나.
사.
아.

combustion rate
piston speed
connecting rod side motion
crank shaft rotating angle

14. After the engine room has been
subjected to the discharge of the fixed
CO2 fire-extinguishing system, no one
should be allowed into the engine until
(
).
가. the engine room has been ventilated
for 30 minutes
나. all parts of the engine room has been
sufficiently ventilated
사. the entire area has been washed down
with fresh water
아. a sufficient amount of oxygen has been
released into the space to make it safe
15. In dealing with gases and vapours, it is
usual to express the (
) at constant
pressure or at constant volume.
가. specific volume

17. (
) is the control of temperature and
humidity in a space together with the
circulation, filtering and refreshing of the
air. (
) is the circulation and
refreshing of the air in a space without
change of temperature.
가.
나.
사.
아.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Refrigeration, Ventilation
Air conditoning, Ventilation
Ventilation, Refrigeration

18. As a supplement only, a super decanter
may be installed. This is, in principle, a
"horizontal" clarifier. The aim is to
remove (
) before normal
centrifuging and thus minimize the risk
of blocking of the centrifuges.
가. water

나. carbon

사. sludge

아. sulphur

19. The function of this is to prevent
blockage or seizure of the working parts
of pumps and injectors, and so far as
possible, to prevent abrasive wear. What
is this?
가. relief valve
사. L.O. purifier

나. fuel filter
아. L.O. cooler

나. specific heat
사. weight
아. gravity
16. Adjusted oil clearance of No.2 crank pin
bearing for M/E by putting in 2 sheets
of 1mm brass liner and (
) out 1
sheet of 3 mm brass liner.
가. putting
사. h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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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aking
아. replacing

20.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engineer officer, the engineer officer in
charge of the watch is responsible for
inspection and testing, as required
of (
) under his responsibility.
가.
나.
사.
아.

each machinery and installation
each device and installation
all devices and their safety systems
all machines and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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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 means an observed situation
where objective evidence indicates the
non-fulfilment of a specified
requirement according to ISM code.
가.
나.
사.
아.

Observation
Objective evidence
Non-conformity
Administration

22. According to the SOLAS 74/78
convention as amended, (
) are
those spaces used for public spaces,
corridors, lavatories, cabins, offices,
hospitals, cinemas, game and hobby
rooms, barbershops, pantries containing
no cooking appliances and similar
spaces.
가.
나.
사.
아.

or not treated to render it suitable for
transportation.
가.
나.
사.
아.

product oil
petrochemical oil
petroleum
crude oil

25. Every lifebuoy shall have an outer
diameter of not more than (
)
mm and an inner diameter of not less
than (
) mm according
to SOLAS Convention.
가. 600, 300

나. 800, 400

사. 300, 600

아. 400, 800

accommodation spaces
special spaces
service spaces
upper spaces

23. In accordance with the SOLAS 74/78
Convention as amended, means for
indicating that the motors of
electrohydraulic steering gear are
running shall be installed on (
).
가. the navigating bridge
나. the navigating bridge and at a suitable
main machinery control position
사. the navigating bridge and the deck
office
아. the main machinery control room and
the steering gear room
24. According to the MARPOL 73/78
Convention as amended, (
)
means any liquid hydrocarbon mixture
occurring naturally in the earth whether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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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기 관

1

4

회

]

가. 75 [rpm]
사. 300 [rpm]

나. 100 [rpm]
아. 450 [rpm]

5. 디젤기관의 과급기 블로워의 성능곡선도에
서 서징이 넓게 형성되는 영역은?

1. 직접 분사식 연소실의 이점이 아닌 것은?
가. 연소실의 냉각면적이 작고 공기가 교축되지
않아 와류가 적으므로 시동 보조 장치가 필
요 없다.
나. 열손실 및 와류 손실이 거의 없어 열효율이
높고 연료소비율이 낮다.
사. 실린더 내의 최고압력이 낮아 노킹의 발생
이 어렵다.
아. 배기 온도는 비교적 낮다.
2. 디젤기관의 피스톤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절구틈 부위의 면압이 다른 부위보다 상대
적으로 더 크다.
나. 고온, 고압에서도 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사. 내마멸성을 가지고 열전도가 양호해야 한다.
아. 탄소 성분이 포함되어 윤활 특성이 좋은 주
철을 많이 사용한다.
3. 피스톤링과 가스누설에 대한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가스누설은 압축행정의 끝부터 팽창행정의
초기에 주로 일어난다.
나. 피스톤링의 면압이 클수록 가스 누설이 적다.
사. 고속기관일수록 링의 수는 가스누설에 영향
을 많이 준다.
아. 평균유효압력이 높으면 플러터를 일으키는
회전수는 높아진다.
4. 4행정 6실린더 기관의 1절 고유진동수가
900[cpm]이면 주 위험회전수는 얼마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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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소유량,
소유량,
대유량,
대유량,

고압
저압
고압
저압

토출
토출
토출
토출

영역
영역
영역
영역

6. 디젤 주기관에 사용하는 저질중유의 가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저질중유의 분사 적정점도는 약 20∼25
[cSt]이다.
나. 가열온도를 상승시키면 슬러지 발생은 많아
지지만 가열기에 부착되는 카본은
줄어든다.
사. 관계통에서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
록 규정된 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아. 중유의 점도가 너무 높으면 연소성이 악화
되고 너무 낮으면 연료분사펌프의 마멸이
심해진다.
7. 디젤기관에서 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
책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정압과급의 채택
실린더 직경의 증대
유효행정의 증대
연료분사시기의 조정

8. 저질 중유를 사용하는 디젤기관의 노즐 팁
에 카본 플라워가 생기는 주된 이유는?
가.
나.
사.
아.

노즐의 작동압력이 너무 높을 때
연료유의 점도가 너무 낮을 때
노즐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연료유에 유황분이 많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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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젤기관의 NOx 저감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블레이드 길이가 비교적 길고 양단의 압력
차이가 작다.

가. 배기가스 재순환(EGR)

14. 반동터빈의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동일 분사량에서 고압분사로 분사기간 단축
사. 급기 중의 산소농도 증가
아. 분사시기 지연
10. 원심식 조속기에서 추의 위치는 무엇에 의
해 움직이는가?
가. 회전속도
사. 회전토크

나. 추의 무게
아. 회전 관성 질량

11. 증기 터빈에서의 블레이드 침식과 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블레이드의 부식은 화학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고, 침식은 기계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다.
나. 물방울이 회전하는 블레이드에 부딪혀 침식
이 일어난다.
사. 침식은 블레이드 출구단에서 특히 많이 나
타난다.
아. 침식의 원인은 증기 중의 수분보다도 블레
이드의 고속회전에 있다.
12. 증기터빈의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진동
원인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블레이드가 절손하였을 때
로터 휠의 양측에 압력차가 있을 때
베어링이 과대하게 마멸되었을 때
워밍 부족으로 케이싱 내에 드레인이 많을 때

13. 반동터빈에 대한 충동터빈의 장점은?
가. 고압, 고온의 증기를 사용하기 용이하다.
나. 저압부에서 효율이 좋다.
사. 증기가 케이싱과 로터휠 사이만 통하므로
마찰손실이 작다.

가. 주로 반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터빈이다.
나. 충동터빈과 달리 회전블레이드에서도 증기
의 압력강하가 이루어진다.
사. 회전블레이드에서 증기의 상대속도가 증가
한다.
아. 증기의 부분유입이 가능하므로 한 단락에서
의 압력강하가 적다.
15. 추진기 중량, 횡방향 힘과 편심 추력 모멘
트 등으로 발생하는 굽힘 응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곳은?
가.
나.
사.
아.

추진기의 날개 끝부분
중간축 가운데 부분
플라이 휠 접속부
추진기축 슬리브

16. 선미관 장치의 지면재로 리그넘바이티를
사용할 때의 단점이 아닌 것은?
가. 초기 베어링 틈을 작게 할 수 없다.
나. 적정한 베어링 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없다.
사. 축계 진동의 증대 등 축계손상의 가능성이
크다.
아. 밀봉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17. 어느 선박의 스크루 프로펠러 피치가
7.408[m], 회전수가 100[rpm]으로
항해중일 때 선박의 속력이 21 [knot]라면
겉보기 슬립비는 약 몇 [%]인가?
가. 8.3 [%]
사. 11.0 [%]

나. 9.5 [%]
아. 12.5 [%]

18. 프로펠러의 캐비테이션(공동현상) 방지법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회

71

기관사 1급 2015년도 문제지

가.
나.
사.
아.

배의 흘수를 작게 한다.
날개끝 모서리를 깎는다.
날개끝의 속도를 줄인다.
단위면적에 대한 추력을 줄인다.

19. 선박이 항해할 때 발생되는 반류(伴流)가
프로펠러의 진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가. 선미의 양현 형태가 중심선에서부터 불균형
하기 때문에
나. 프로펠러 부근의 반류가 일정하지 않고, 각
점에 있어서 흐름의 크기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 파 반류(wave wake)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 반류로 인해 추진기 날개에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20.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경사(rake)로 인한
이점이 아닌 것은?
가. 선체와 프로펠러 끝과의 간격을 크게 할 수
있다.
나. 가공 및 설치가 보다 수월해진다.
사. 캐비테이션 방지에 효과가 있다.
아. 선체에 미치는 진동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
21. 중유의 청정법 중에서 유중의 슬러지 함량
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은?
가. 원심분리청정법
사. 정치청정법

나. 초음파청정법
아. 여과청정법

22. 바나듐 침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산화 바나듐에 의하여 발생하며 연료유 중
에 나트륨성분이 있으면 더욱 촉진된다.
나. 산화 바나듐은 융점이 높으므로 연소계통
의 저온부에서 주로 침식이 발생하며 일명
저온부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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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배기가스 계통의 퇴적물이 많은 곳에서는
특히 침식이 많이 발생한다.
아. 암모니아가스 등을 첨가하면 바나듐 침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23. 저질 중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고점도의 저질 중유는 점도가 높으므로
분사압력을 더 낮게 유지한다.
나. 불순물 중 유황분은 저온 부식을, 바나듐분
은 고온부식을 일으킨다.
사. 점도, 유동점 등이 높으므로 연료 이송 및
분사 상태가 불량하다.
아. 분사 시의 동점도는 12~15 [cSt]가 되도
록 가열한다.
24. 디젤 주기관에서 유황 성분이 많은 연료유
의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실린더 냉각수 온도는 출구 온도가 일정하
게 유지되도록 제어한다.
나. 전염기가가 높은 실린더 오일을 사용한다.
사. 전처리를 통하여 연료유 중의 수분을 최대
한 제거한다.
아. 연료유 가열 온도를 올려서 적정치 보다 더
낮은 점도로 분사한다.
25. 윤활유의 점도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윤활유의 압력에 따른 점도의 변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나프텐계 윤활유가 파라
핀계 윤활유보다 점도지수가 더 크다.
나. 윤활유의 압력에 따른 점도의 변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파라핀계 윤활유가 나프
텐계 윤활유보다 점도지수가 더 크다.
사. 윤활유의 온도에 따른 점도의 변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나프텐계 윤활유가 파라
핀계 윤활유보다 점도지수가 더 크다.
아. 윤활유의 온도에 따른 점도의 변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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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것으로서 파라핀계 윤활유가 나프
텐계 윤활유보다 점도지수가 더 크다.

[ 기 관

2

]

1. 원심식 청정기에서 청정된 기름속에 물이
포함되어 청정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통유량이 너무 많은 경우
회전체의 회전수가 저하된 경우
물의 출구가 막혀 있는 경우
기름의 출구가 막혀 있는 경우

2. 송출량이 0.6[m³/min]이고 전양정이 50[m]
인 원심펌프의 축 동력은 약 몇 [kW]인가?
(단, 펌프의 효율은 90[%]이고 유체의 비중
은 1.02이다.)
가. 5.5[kW]
사. 10.5[kW]

나. 7.5[kW]
아. 27.5[kW]

3.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
기준에서 표준배출연결구의 규격으로
알맞은 것은?
가. 바깥지름 － 215[mm], 볼트 원의 지름 －
183[mm], 플랜지의 홈 너비 － 22[mm],
플랜지 두께 － 20[mm], 볼트, 너트의
개수 － 6개
나. 바깥지름 － 215[mm], 볼트 원의 지름 －
185[mm], 플랜지의 홈 너비 － 20[mm],
플랜지 두께 － 20[mm], 볼트, 너트의
개수 － 6개
사. 바깥지름 － 215[mm], 볼트 원의 지름 －
183[mm], 플랜지의 홈 너비 －20[mm],
플랜지 두께 － 20[mm], 볼트, 너트의
개수 － 4개
아. 바깥지름 － 215[mm], 볼트 원의 지름 －
185[mm], 플랜지의 홈 너비 －22[mm],
플랜지 두께 － 20[mm], 트, 너트의 개수
－ 4개

4. 유압펌프의 송출량이 30[ℓ/min]이고 송출압
력이 70[kgf/cm²]이면 이론적인 펌프의
수동력은 약 얼마인가?
(단, 유압유의 비중은 1.0으로 하고 점도는
무시한다.)
가. 0.21 [PS]

나. 3.43 [PS]

사. 4.67[PS]

아. 6.86 [PS]

5. 베인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베인펌프의 베인은 캠링과 접촉하여 운동
하므로 가공이 정밀해야 한다.
나. 베인펌프는 입출구 포트, 로터, 베인, 캠링
등으로 구성된다.
사. 베인펌프는 동일 용량의 다른 유압펌프에
비해 축 토크의 변동이 크다.
아. 베인이 마멸되더라도 베인펌프의 효율은
다소 감소하지만 펌핑능력은 다른 유압
펌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6. 냉동장치의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감온식 자동 팽창밸브는 냉각부하의 변화에
따라 증발기의 냉매공급량을 증감하고 증발
기 출구 냉매증기의 과열도를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한다.
나. 고압측 플로트 밸브는 증발기 내의 냉매 액
면을 일정히 유지하는 밸브로서 응축기의
압력변화에 따라 냉매유량을 변화시킨다.
사. 저압측 플로트 밸브는 수액기 내의 냉매 액
면을 일정히 유지하는 밸브이며 수액기를
겸하기도 한다.
아. 정압팽창밸브는 TB(Thermal Bulb)로부터
의 압력을 이용하여 증발기 내의 압력을 일
정히 유지시킨다.
7. 냉동기 압축기의 과열압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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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냉동부하가 증가할 경우에 발생한다.
나. 동일 압력하에서의 과열증기온도와 건포화
증기온도와의 온도차를 과열도라고 한다.
사. 토출가스의 온도가 높아지면 압축기의 체적
효율이 나빠진다.
아. 과열도가 클수록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더
커진다.
8. 여러 개의 증발실이 있는 냉동장치에서 증
발압력조정밸브의 설치 위치는?
가.
나.
사.
아.

저온
저온
고온
고온

측
측
측
측

증발기의
증발기의
증발기의
증발기의

입구
출구
입구
출구

9. 냉동장치의 고압이 너무 높을 경우의 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응축기의 냉각수 수량이 부족한지를 확인하
여 조치한다.
나. 응축기 내에 불응축 가스를 제거한다.
사. 증발기 코일의 서리를 제상한다.
아. 수액기의 냉매량이 과도하게 충만되어 있는
가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10. 공기조화에서 외기의 혼합비율은 공조기
입구 송풍량의 대략 몇 [%] 정도가
적당한가?
가. 10 [%]

나. 30 [%]

사. 50 [%]

아. 70 [%]

11. 매 시간당 36[kgf]의 휘발유를 소비하는
출력 100[PS]인 기관의 열효율은 약 몇
[%] 인가?
(단, 휘발유의 저위발열량은 10,000[kcal
/kgf]이다.)

가. 12.5 [%]
사. 25.5 [%]

나. 17.6 [%]
아. 36.7 [%]

12. 100[PS]의 선박용 디젤기관에서 기관을
1시간 운전하는 데 상당하는 열량은 약
몇 [kcal]인가?
가. 42,700[kcal]
사. 86,000[kcal]

나. 63,200[kcal]
아. 98,000[kcal]

13. 이상기체의 등온과정에서 압력이 증가하면
엔탈피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가. 감소
사. 불변

나. 증가
아. 감소 후 증가

14. 물의 삼중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삼중점에서는 얼음과 물 및 증기가 공존
한다.
나. 삼중점은 절대온도의 기준눈금으로서 273.
16 [K]이다.
사. 삼중점에서의 압력은 0.1[kgf/cm²]이다.
아. 삼중점에서 온도를 유지한 채 압력을 낮추
면 증기만 존재한다.
15. 선박에서 중유 720[kgf]을 18[℃]에서
70[℃]로 온도를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은
약 몇 [kJ]인가?
(단, 중유의 비열은 2.1[kJ/kgf·K]이다.)
가. 17,828 [kJ]

나. 37,440 [kJ]

사. 78,624 [kJ]

아. 165,110 [kJ]

16. 추진축계에 발생하는 장해로서 종진동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가. 기관 및 선체진동 유발
나. 크랭크 핀과 암, 암과 저널 접속부 크랙 발생
사. 추력 베어링 마멸
아. 선미관 후부 베어링 마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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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어떠한 물체를 로프 2개로 묶어서 각각의
로프에 100[N]의 힘으로 잡아당긴다면 이
물체에 주어지는 힘의 합력은?
(단, 로프 간의 각도는 60도이다.)
가. 133[N]

나. 141[N]

사. 173[N]

아. 193[N]

18. 관로의 유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밸브의 개도가 크면 충돌손실은 작아진다.
나. 곡관 내의 충돌손실이 곧은 관 내의 충돌
손실보다 크다.
사. 난류 유동의 경우 관 내벽의 조도는 압력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
아. 유속은 압력손실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 유속이 5[m/s] 인 물 속에 피토(pitot)
관을 설치했을 때 수주의 높이는 약 몇[m]
인가?
가. 0.69[m]
사. 1.05[m]

나. 0.86[m]
아. 1.28[m]

20. 지름이 각각 10[cm]와 20[cm]로 된 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지름 20[cm]
관에서의 속도가 2[m/sec]일 때 10[cm]
관에서의 속도는 몇 [m/sec]인가?
가. 2 [m/sec]
사. 6 [m/sec]

나. 4 [m/sec]
아. 8 [m/sec]

21. 연강의 인장강도가 400[MPa]인 경우,
직경 20[mm]의 연강봉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인장하중은 약 몇 [kN]인가?
가. 12.7[kN]

나. 20.0[kN]

사. 80.0[kN]

아. 125.6[kN]

22. 내경 2[m] 두께 10[cm]의 얇은 원통에
내압 3[MPa]이 작용할경우, 원주방향으로
발생하는 후프응력은 몇 [MPa]인가?
가. 6[MPa]

나. 20[MPa]

사. 30[MPa]

아. 60[MPa]

23. 선체방식을 위해 사용하는 ICCP
(Impressed Current Cathodic Protection)
시스템의 방식(corrosion control) 원리는?
가. 선체가 음극이 되게 함
나. 선체에 부동태 피막을 만들어 줌
사. 부식을 일으키는 미주전류(stray-current)
를 흡수하게 함
아. 해수 중에 방식 유효 성분이 선체에 잘 부
착하도록 함
24. 금속의 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전면부식은 금속표면이 거의 균일하게
침식되는 보통의 활성 상태에서의 부식을
말하며, 비산화성 환경 중에서의
스테인리스 강의 부식은 이에 해당한다.
나. 수소취화균열은 해수 등의 염화물 환경 중
인장응력 또는 용접 등의 인장잔류응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전면부식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부동태 피막이 국부적으로 파괴되
어 일정시간 경과 후에 균열이 발생하여 취
성파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 입계부식은 금속의 좁은 입계면이 넓은
입내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양극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속의 입계면을 따라서
좁은 폭으로 부식되는 것을 말한다.
아. 금속표면의 부동태 피막이 국부적으로
파괴되어 부식이 특정한 장소에 집중하여
부식 구멍을 만드는 현상을 공식이라 하며,
해양생성물 등의 부착물이 붙어 있는
곳이나 구조상의 간격이 생긴 곳에서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부식을 간격부식이라
한다.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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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선박기관기준상 대형 저속 디젤기관의 각
수압부 수압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최고사용압력[MPa])

나. 전압이 낮고 주파수가 높을 때
사. 전압이 높고 주파수가 낮을 때
아. 전압이 높고 주파수가 높을 때

가. 배기밸브의 냉각측은 0.4[MPa] 또는 1.5
P [MPa]중 작은 값으로 수압시험을
행한다.

4. 전원이 440[V], 60[Hz]이고 출력이 서로
동일한 4극과 6극의 3상 농형 유도전동기를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나. 연료분사관은 1.5P [MPa] 또는 (P + 30)
[MPa] 중 작은 값으로 수압시험을 행한다.
사. 실린더 커버의 냉각측은 0.7[MPa]로 수압
시험을 행한다.
아. 과급기의 공기 냉각기 공기측은 1.5P
[MPa], 냉각수 측은 2P [MPa]로 수압
시험을 행한다.

[ 기 관

3

]

1. 횡축이 속도 N, 종축이 토크 T인 유도
전동기의 토크 속도 특성곡선에서 안정된
운전이 가능하려면 속도에 대한 전동기와
부하의 토크 변화율의 관계식은?
(단, dTM, dTL, dN은 각각 전동기의 토크,
부하의 토크, 속도의 미소변화량이다.)
가.
나.
사.
아.

(dTM/dN) = (dTL/dN) = 0
(dTL/dN) >(dTM/dN)
(dTL/dN) = (dTM/dN)
(dTL/dN) <(dTM/dN)

2. 1[F]의 컨덴서 5개를 직렬로 연결한 합성
정전용량은 병렬로 연결하였을 경우에 비해
몇 배가 되는가?
가. 1/25 배
사. 5 배

나. 1/5 배
아. 25 배

3. AC 릴레이의 여자 코일이 소손되기 쉬운 경
우는?
가. 전압이 낮고 주파수가 낮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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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터의 외형은
때의 회전력은
나. 모터의 외형은
때의 회전력도
사. 모터의 외형은
때의 회전력은
아. 모터의 외형은
때의 회전력도

4극이
6극이
4극이
4극이
6극이
4극이
6극이
6극이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크고 정상
크다.
크고 정상
크다.
크고 정상
크다.
크고 정상
크다.

운전일
운전일
운전일
운전일

5. 그림에서 a, b간의 합성저항은 c, d간의
합성저항의 몇배인가?

가. 1 배

나. 2 배

사. 3 배

아. 4 배

6. 3상 유도전동기에서 무효전력에 해당하는
것은?
가. 히스테리시스 철손
나. 회전자계를 위한 여자 전류
사. 자로에서의 와류(Eddy current)
아. 유전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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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러 개의 입력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
하여 출력하는 회로는?
가. Multiplexer
사. Shift register

나. Latch
아. De-multiplexer

8. 역방향 내전압이 1,000[V], 순방향 정격
전류가 20[A]인 다이오드 2개를 병렬로
연결한 회로에서 각각의 다이오드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이 합성회로의
역방향 내전압과 순방향 소비 전력으로
옳은 것은?
가. 약 1,000[V], 약 3.5[W]
나. 약 1,000[V], 약 7.0[W]
사. 약 2,000[V], 약 3.5[W]
아. 약 2,000[V], 약 7.0[W]
9. 그림과 같은 FF에서 단자 신호가 J=0, K=1,
PR=0, CLR=0, Q=1, Q = 0 인 상태에서
구형파 CLK 신호가 주어진다면 출력 신호
Q는 어떻게 되는가?

가. S 접점이 열려 있다가 닫히는 순간
다이오드 D가 도통되면서 코일 RY를
보호한다.
나. S 접점이 열려 있다가 닫히는 순간
다이오드 D가 도통되면서 트랜지스터를
보호한다.
사. S 접점이 닫혀 있다가 열리는 순간
다이오드 D가 도통되면서 코일 RY를
보호한다.
아. S 접점이 닫혀 있다가 열리는 순간
다이오드 D가 도통되면서 트랜지스터를
보호한다.
11. 그림의 트랜지스터(BJT) 특성곡선에서
40[㎂]는 어떠한 값을 나타내는가?

가. CLK이 상승에지로 되는 순간 Q값은
'0'으로 된다.
나. CLK이 하강에지로 되는 순간 Q값은
'0'으로 된다.
사. CLK이 상승에지로 되는 순간 Q 값은
'0'으로 된다.
아. CLK이 하강에지로 되는 순간 Q 값은
'1'로 된다.
10. 그림의 회로에서 다이오드 D의 동작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이미터 전류
사. 포화 전류

나. 베이스 전류
아. 컬렉터 전류

12. 다음 회로에서 RL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
인가?
(단, Vi = Vm sin ωt [V]이고, RL은 매우
큰 값이다.)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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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날로그 멀티테스터와 디지털 멀티테스터
로 저항을 측정 하는 경우의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테스터 모두 적색
리드봉에 (＋) 전압이 걸린다.
나. 아날로그와 디지털 테스터 모두 적색
리드봉에 (－) 전압이 걸린다.
가. Vm [V]
사. √3Vm [V]

나. √2Vm [V]
아. 2Vm [V]

13. 주기관 디지털 거버너의 경우 플라이휠
치차 가까이에 픽업코일 2개 혹은 근접
릴레이 2개를 설치하여 회전속도와
회전방향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가. 절대치형 로터리 엔코더 (Absolute rotary
encoder)
나. 상대치형 로터리 엔코더 (Incremental
rotary encoder)
사. 리졸버(Resolver)
아. 토크싱크로(Torque synchro)
14. 내부저항이 0.4[Ω]이고 측정범위가 10[A]
까지인 DC 전류계로 30[A]까지
측정하려면 분류기 저항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또한 30[A]를 측정할 때 이 분류기
양단에는 얼마의 전압이 걸리는가?
가. 0.2[Ω] 과 4[V]
나. 0.2[Ω] 과 3[V]
사. 0.3[Ω] 과 3[V]
아. 0.3[Ω] 과 4[V]
15. 다음 중 유전율의 단위는?
가. [F/m]

나. [C/m]

사. [F/m²]

아. [C/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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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아날로그 테스터의 적색 리드봉에는 (＋)
전압이 걸리고 디지털 테스터의 적색
리드봉에는 (－) 전압이 걸린다.
아. 아날로그 테스터의 적색 리드봉에는 (－)
전압이 걸리고 디지털 테스터의 적색
리드봉에는 (＋) 전압이 걸린다.
17.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측정범위가 0~150
[℃]인 백금 저항 온도계(Pt 100[Ω] at
0[℃])로 실린더 냉각수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 저항온도계의 저항값이 20[Ω]
변하였다는 것은 냉각수온도가 몇 [℃]
변한 것에 해당하는가?
(단, 저항온도계수(α0)는 일정값
0.004이다.)
가. 25 [℃]

나. 30 [℃]

사. 50 [℃]

아. 70 [℃]

18. 계측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버니어 캘리퍼스에서 버니어의 역할은 본체
눈금의 끝자리 수를 정확히 읽기 위한
것이다.
나. 마이크로미터의 스핀들 수나사 피치가 0.5
[mm] 일 때 눈금통의 둘레를 50 등분하면
눈금통에 있는 한 눈금은 0.05[mm] 이다.
사. 마이크로미터의 원리는 나사를 이용하여
길이의 직선변화를 회전각과 지름에 의해
확대한 것이다.
아. 다이얼 게이지는 스핀들의 직선 변위를
래크(rack)와 피니언(pinion)에 의해 회전
변위로 바꾸고 피니언과 은 축에 고정된 큰
기어에 의해 신호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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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실효값 200[V] 교류전압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파형에서 피크－피크(peak to
peak)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가. 141 [V]
사. 423 [V]

정치(실선)가 그림과 같을 때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은?

나. 282 [V]
아. 564 [V]

20. 변위평형식 조절기에서 측정치(실선)와
실제치(점선)가 그림과 같을 때 조정하여야
할 것은?
가.
나.
사.
아.

가. Reset dial
사. PB dial

나. 영점 조정나사
아. 배율 조정나사

21. 공기압식 PID제어기의 비례 동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감도가 클수록 비례동작이 커진다.
나. 비례대(proportional band)가 클수록 감도
는 예민하다.
사. 역평형식이나 변위 평형식 모두 감도 조정
방법은 동일하다.
아. 역평형식은 비례대 다이얼(dial)로 정·역
동작을 변화시킨다.
22. 로터리 엔코더가 많이 이용되는 곳은?
가. 발전기의 AVR
나. 주기관의 디지털 거버너
사. 주기관의 점도 제어기
아. 연료유 청정기의 입구온도 제어기
23. 변위 평형식 조절기에서 실제치(점선)와 측

영점 조정나사
배율조정나사
링크길이 조정나사
Reset dial

24. 보일러의 연소제어(A.C.C.)에서 보일러의
부하가 급상승 시 연료유량의 증가에
대응하여 공기량의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어떠한 제어동작이
특히 필요한가?
가. 비례동작
사. 적분동작

나. 미분동작
아. 비례적분동작

25. 기관실의 프로세스제어를 위한 공기압식
조작밸브로 선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량특성의 조작 밸브는?
가.
나.
사.
아.

Equal percentage valve
Linear valve
Quick opening valve
Step valve

[ 직 무 일 반

]

1. 디젤 주기관의 운전 중 어느 한 실린더의
배기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그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연료분사노즐의 결함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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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기온도의 급격한 상승
사. 배기밸브의 누설
아. 실린더에서 블로바이 현상 발생

아. 비상전원장치의 용량은 데드쉽 상태로부터
30분 이내에 선박의 추진과 관련된 기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2. ACB의 차단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실린더 주유기가 없는 트렁크 피스톤형 디
젤기관의 시스템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과전류 차단(over current trip)
나. 부족전압 차단(under voltage trip)
사. 선택 차단(preferential trip)

가. 산중화성, 청정성이 좋아야 한다.

아. 역전력 차단(reverse power trip)

나. C중유를 연료유로 사용하는 디젤기관의 시
스템유 TBN은 약 30~60의 시스템유를
사용한다.

3. 보일러 계통의 손상 및 손상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압괴(Collapse)는 보일러의 노통이나 연소
실 등 압력 용기의 내통과 같이 외면에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이 내측으로
찌그러져 부서지는 현상을 말한다.
나. 증기의 온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드라
이 파이프를 설치한다.
사. 팽출(Bulge)은 보일러의 몸체나 수관 등이
과열되어 그 부분이 강도가 저하됨으로써
내부압력에 의해 외측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아. 보일러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한 부동팽
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수내관을
사용한다.

사. 내열성, 내하중성이 좋아야 한다.
아. 유황성분이 적은 연료유를 사용하는 디젤기
관 일수록 TBN이 높은 시스템유를
사용해야 한다.
6. 선박용 왕복식 공기압축기의 무부하 기동장
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압축기가 정지한 다음 압축 중인 고압공기
를 실린더에서 방출하여 다음 기동 시 부하
를 줄인다.
나. 기동 시 사용하는 실린더 수를 가감하여
공기압축기의 부하를 경감하는 장치이다.
사. 기동 시 압축되는 공기를 중간 또는 후부
냉각기에서 대기중으로 방출시켜 부하를 줄
인다.

4. 한국선급규정상 선박의 비상전원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흡입밸브를 닫거나 죄여서 기동 시 일정회
전수까지 압축기를 공회전시키는 장치이다.

가. 비상전원장치가 축전지인 경우는 재충전하
지 않고 방전하는 동안 전압이 ±12[%]
이내로 유지되면서 비상부하에 급전하여야
한다.

7. 과급기 터빈 날개의 오손 시 대책으로 과급
기 터빈 날개의 청수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 비상발전기는 자동적으로 기동되고, 적절한
비상부하에 대하여 45초 이내에 가능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급전되어야 한다.

가. 기관 출력을 MCR의 약 10% 부근까지
낮추어 따뜻한 청수를 주입하여 세척한다.

사. 비상발전기는 인화점이 60[℃] 이하인
연료유의 독립공급장치를 갖춘 적절한 원동
기에 의해서 구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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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관 출력을 MCR의 약 10% 부근까지
낮추어 차가운 청수를 주입하여 세척한다.
사. 기관 출력을 MCR의 약 50% 부근까지
낮추어 차가운 청수를 주입하여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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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관 출력을 MCR의 약 50% 부근까지
낮추어 따뜻한 청수를 주입하여 세척한다.

가. 고정 배선되는 전열기 및 취사설비의 공급
전압은 500[V]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8. 연료분사밸브의 관리 및 검사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전기추진설비의 공급 전압은 교류 15,000
[V], 직류 3,000[V]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가. 밸브 시트와 밸브의 접촉면은 넓을수록
밸브 성능이 좋게 되며 좁을수록 밸브가
누설될 우려가 높다.

사. 발전기, 동력장치의 공급 전압은 교류
12,000[V], 직류 500[V]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나. 니들밸브는 슬리브 내를 자중으로 서서히
내려갈 정도로 그 틈은 약 3[㎛]이다.

아. 선내 전등, 거주실 또는 식당 등의 전열기
의 공급 전압은 교류 250[V]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사. 니들밸브의 중심도를 검사하기 위해 니들
밸브의 끝에 양초 그을음을 이용하여 접촉
상태를 본다.

12. 선박기관기준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노즐의 길이는 지름의 4~5배일 때 관
통력이 가장 좋다.
9. 연료유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루미나ㆍ
실리카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가. 연료 캠의 마멸
나. 피스톤 링의 마멸
사. 연료분사펌프 플런저의 고착
아. 연료분사밸브 스핀들의 마멸
10. 선박의 입거검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프로펠러를 검사하고, 선미관 베어링 틈새
또는 마멸량을 계측한다.
나. 타, 타 핀틀, 타두재, 커플링 등을 검사한다.
사. 보일러에 부착된 밸브 및 콕을 개방하여
검사하고, 안전밸브를 조정한다.
아. 해수 흡입구 및 격자, 선외로 통하는 모든
개구, 해수흡입밸브, 선외배출밸브 등을
검사한다.

가. "기관"이라 함은 원동기·동력전달장치ㆍ
보일러ㆍ압력용기ㆍ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되는 것을 말한다.
나. "보일러"라 함은 화염ㆍ고온가스 또는 전기
에 의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온수를 다른 곳에 공급하기
위한 온수발생 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 "압력용기"라 함은 보일러를 제외한 기체
또는 액체를 내부에 보유하는 용기 또는
열교환기로서 내부의 상용최대압력이
1[bar]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아. "제한압력"이라 함은 압력용기 및 그
부속장치 각각의 강도상 허용할 수 있는
압력용기의 최고사용 압력을 말한다.
13. 선박에서 시행하는 인사고과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성과 측정 및 보상

나. 위계질서 확립

사. 인력계발

아. 인력배치 및 이동

14. 선박이력기록부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1. 한국선급의 선급 및 강선규칙에서 전기설
비 및 제어시스템의 공급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의 건조 년월일
나. 선적항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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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박이 입급된 선급명
아. 선박의 기국 등록일자
15. 보안등급이 변경될 경우 선박으로 보안
등급 변경을 통보하는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주관청은 선박보안책임자에게 직접 보안등
급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선박보안책임자로 하여금 변경된
보안등급을 선박 보안업무의 수행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최소한 매 3월마다 1회의 보안훈련을 하여
야 한다.
나. 승선인원의 1/4이 교체된 경우에는 선원
교체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보안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육상과 연계한 합동 보안훈련은 최소한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간격은
18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 선박 보안훈련에 관한 기록은 3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본선의 보안등급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청에 서면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선박보안책임자에게
보안등급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변경된 보안등급을 선박 보안
업무의 수행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8.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 상 개인용
구명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 주관청은 선박소유자에게 보안등급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받은 선박소유자는 총괄보안책임자,
선박보안 책임자로 하여금 변경된
보안등급을 선박보안 업무의 수행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Thermal protective aids는 대기온도 –30
[℃] ~ +20[℃] 사이에서 적절히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아. 주관청은 총괄보안책임자에게 직접 보안등
급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괄보안책임자로 하여금 변경된
보안등급을 선박 보안업무의 수행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Anti-exposure suits는 착용자가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한번에 물에 뛰어든 다음
10[℃]의 물에서 적어도 1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6. 선박에서 보안 3등급일 경우 세부 보안조
치 사항으로 옳지않은 것은?
가. 선박에 화물이나 선용품 선적을 중단할 것
나. 선박출입구를 2개소 이하로 제한하고 보안
상 필요한 자에게만 승선을 허락할 것
사. 선박 전체를 수색할 것
아. 미휴대 수화물의 선적을 금지할 것
17. 선박 보안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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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nti-exposure suits는 70[N]이상의 고유
부력을 가지고 외부 도움 없이 2분 이내에
풀어서 입을 수 있어야 한다.

사. Immersion suits는 구명동의와 함께 입은
경우 수직 사다리를 최소한 5[m]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19. SOLAS 74/78 및 그 개정규정에서 총톤수
1,000톤 이상의 화물선에 대하여
비치하여야 할 소화호스의 기준은?
가. 선박의
있어야
나. 선박의
있어야
사. 선박의
있어야
아. 선박의
있어야

길이 20미터당 1개와 예비로 1개가
하며, 합계 3개 이상이어야 한다.
길이 20미터당 2개와 예비로 1개가
하며, 합계 5개 이상이어야 한다.
길이 30미터당 1개와 예비로 1개가
하며, 합계 3개 이상이어야 한다.
길이 30미터당 1개와 예비로 1개가
하며, 합계 5개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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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에서 기관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관이 과회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
해진 과속도 회전수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내압을 받는 주기, 보기 및 압력용기 등에
는 과압을 받을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
방지를 위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 실린더 지름이 200[mm] 이상 또는 크랭크
실 용적이 0.6[㎥] 이상의 내연기관에는 충
분한 배기면적을 가진 적당한 형식의 크랭
크실 도출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실린더 내경이 1[m] 이상이고 연소최고압
력이 120[bar]이상인 디젤 주기관에서는
최소 2개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서 열거한 9가지
사회보장 항목 중 반드시 포함해야 할
3가지 사회보장의 내용이 아닌 것은?
가. 의료관리급여

나. 업무상 부상 급여

사. 질병급여

아. 국민연금 급여

22. SOLAS 협약 및 개정규정에서 압축공기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정된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하는
선박 평형수, 탱크 세정수, 기타 이들
물질의 해양배출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 선박이 자항선일 경우는 4노트 이상, 수면
상에서 배출하며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50해리 이상의 떨어진 해역에서 수심 50미
터 이상의 장소에서 배출할 것
나. 선박이 자항선일 경우는 7노트 이상, 수면
하에서 배출하며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25해리 이상의 떨어진 해역에서 수심
50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배출할 것
사. 선박이 자항선일 경우는 7노트 이상, 수면
하에서 배출하며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 이상의 떨어진 해역에서 수심
25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배출할 것
아. 선박이 자항선일 경우는 4노트 이상, 수면
하에서 배출하며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25해리 이상의 떨어진 해역에서 수심
25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배출할 것
24. MARPOL 73/78 협약의 부속서 I에서
"Major Conversion"을 정의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 공기탱크로부터 주기 또는 보기까지의 시동
공기관은 공기압축기의 토출관 계통과 공통
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가. 신조선 선주에게 현존선 선주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나. 현존선을 개조하여 동 협약의 각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선주에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 현존선을 주요 개조하는 경우 동 협약의
신조선에 상당하는 각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아. 현존선에 대하여 SBT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아. 주추진용 내연기관의 주시동공기 장치는
시동공기관 내에서의 역화 및 내부폭발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되어야한다.

25. MARPOL 73/78협약상 폐기물기록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2007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으로
MARPOL 규정의 범주 X, Y 또는 Z로

가. 총톤수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과 협약
타 당사국의 영해 내에 있는 항구 또는
해상 터미널의 항해에 종사하는 승선인원

가. 모든 압축공기 계통에는 압력 토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압축 공기 중에 윤활유가 혼입하는 것을 최
소화 해야하며 계통으로부터 드레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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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이상의 정원을 가진 모든
선박은 폐기물기록부를 비치해야 한다.
나. 폐기물기록부는 공식 항해일지의 일부 또는
다른 기록부로 될 수 있으며 기구에서 개발
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한다.
사. 쓰레기 배출작업 또는 소각은 폐기물기록
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책임 사관에 의해
기록하고 각 페이지마다 오염방지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기록부는 최소한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기록되어야 한다. 이 기록이
선박의 공식 언어로 기록되는 경우 이러한
기록은 분쟁 또는 불일치 발생 시 우선한다.

[ 영 어

]

1. A relay is an (
) device for remote or
automatic control that is actuated by
variation in conditions of an electric
circuit and that operates in turn other
devices in the same or different circuit.
가. electromagnetic
사. electromotive

나. electric
아. mechanical

2. The purpose of the flywheel is to
(
).
가. provide energy to operate the engine
between power impulses
나. neutralize the primary inertia force of
the crankshaft
사. reduce the shock of starting loads on
the main bearings
아. prevent the engine from operating at
critical speed
3. A strain gauge works on the principle
tha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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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lates of different metals have different
capacitances
나. different metals expand by different
amounts when heated
사. when a wire is stretched, its resistance
increases
아. the resistance of a wire is affected by
its temperature
4. A synchronous motor is one that (

).

가. is synchronized
나. turns in synchronization with the
alternator
사. converts DC to AC
아. converts AC to DC
5. (
) is a device which can operate on
input voltages in a manner similar to
those operations carried out by a
mathematician.
가. Actuator
사. Generator

나. Pneumatic valve
아. OP Amp

6. The machinery, boilers and other
pressure vessels, associated piping
systems and fittings shall be of design
and construction adequate for the service
for which they are intended and shall be
so installed and protected as to reduce
to a minimum any danger to (
) on
boar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SOLAS 74/78 Convention
as amended.
가.
나.
사.
아.

engine plant
persons
engine plant and persons
equipments

7. Assume that steam has formed in a
boiler in which all of the steam stop

2015년도 문제지 기관사 1급

valves are closed, and the water level is
held constant. When there is an increase
in the temperature of the steam and
water in the boiler, which of the
following effects will occur on the
pressure and the specific volume of the
steam?
가. The steam pressure and volume will
remain constant.
나. The pressure will increase and the
volume will remain.
사. The pressure will remain constant and
the volume will increase.
아. The pressure will increase and the
specific volume will decrease.
8. 문제 삭제
9. As a precaution against oil spills when
topping off fuel tanks, you should
(
).
가. close the deck filling valve to reduce
the pumping rate
나. close all tank vents to prevent
overflow
사. fill the tank to the bottom of the
expansion trunk
아. notify the shore pumping station to
reduce the pumping rate
10. The presence of oil or scale on boiler
tubes causes (
).
가. electrolysis
사. galvanic action

나. oxidation
아. overheating

11. If the engine starts firing but does not
come up to normal speeds, one of the
possible causes may be fuel supply is (
) because fuel pump valves stick or

leak or a pump plunger is excessively
worn.
가. sufficient
사. scant

나. short
아. not sufficient

12. A thermoelectric (
) consists of
two wire of dissimilar metal connected
at both ends.
가. pyrometer
사. tachometer

나. manometer
아. dynamometer

13. A hydrometer is used to measure the
(
).
가.
나.
사.
아.

internal temperature of a battery
acid content of a battery
specific gravity of a battery electrolyte
water content of a battery

14. Ventilation of battery rooms is required
to mainly (
).
가. prevent accumulation of hydrogen gas
나. prevent accumulation of hydrogen gas
and SO2 gas
사. supply necessary oxygen for battery
action
아. prevent highly humid condition
15. Should the responsible engineer officer
enter the (
) alone for any
reason, he or she should notify the
bridge duty officer who should arrange
to check on his well-being frequently.
가.
나.
사.
아.

bridge
cargo control room
void space
unattended machinery area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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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r.Jang, KR surveyor, inspected the tail
shaft &stern tube, gave us (
) that
they have to be brought under special
survey (
) a half year.
가.
나.
사.
아.

warning, within
warning, until
notice, within
notice, until

17. Cylinder liners of M/E to be (
and ridges on cylinder walls to be
ground off.
가. calibrated
사. adjusted

가. loading

나. ballasting

사. flooding

아. cleaning

)

나. renewed
아. submitted

18. An important safety consideration is that
(
). Engine cooling
water systems must never be directly
connected to the potable water supply.
Personnel should avoid any contact of
the skin or eyes with chromate-type
inhibitors. If such inhibitors come in
contact with the skin, the affected areas
should be washed with plenty of soap
and water immediately after exposure.
가. some liquid materials include poison
나. some liquid materials are poisonous
사. most corrosion inhibitors include
additives
아. most corrosion inhibitors are poisonous
19. Where is the most suitable place for
making an entry of the postscript in
business letters?

20. The officers may also be asked to
explain about the boundaries of the
watertight compartments, the openings
therein with the means of closure and
position of any controls thereof and the
arrange- ments for correction of any list
due to (
).

21. In accordance with the SOLAS 74/78
Convention as amended, where the total
installed elecrical power of the main
generating sets is in excess of 3 MW,
the (
) shall be subdivided into at
least two parts which shall normally be
connected by removable links or other
approved means.
가.
나.
사.
아.

emergency busbars
main switchboard
emergency switchboard
main busbars

22. (
) means the level for which further
specific protective security measures
shall be maintained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when a security incident is
probable or imminent, although it may
not be possible to identify the specific
target.
가. Security level 4
나. Security level 3
사. Security level 2
아. Security level 1

가.
나.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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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means a voyage
by a ship entitled to fly the flag of one
State to or from a port, shipyar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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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terminal under the jurisdiction
of another State.

매 년의 해기사 시험 문제 출제는 문제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재정립됨을 양지해주시고

가. Coastal voyage
나. Domestic voyage

본 해답에서 답안이 생략된 부분은 문제 정비
중 삭제, 수정되어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 International voyage
아. Ocean going voyage

본 문제집의 내용은 과년도 기출문제를 수록
하였으며 법령의 변화, 기타 기술적 변화에 따라

24. According to the SOLAS 74/78
convention as amended, the thermal
protective aid is a bag or suit made of
waterproof material with (
).
가.
나.
사.
아.

high thermal conductances
low thermal conductances
high thermal convection
low thermal convection

문제의 답안이 다를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출제범위에 대한
관련서적을 함께 학습하여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25. The hand flare shall continue to burn
after having been immersed for a period
of 10 sec. (
) mm of water.
가. under 100

나. above 100

사. under 500

아. above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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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1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아

14

아

2

사

15

사

3

나

16

아

4

가

17

나

5

아

18

사

6

나

19

아

7

아

20

사

8

나

21

사

9

아

22

나

10

나

23

아

11

가

24

아

12

사

25

아

13

가

기관 2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아

14

사

2

나

1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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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6

사

4

나

17

나

번호

정답

번호

정답

5

가

18

아

1

가

14

가

6

나

19

아

2

나

15

가

7

가

20

나

3

사

16

사

8

아

21

나

4

가

17

아

9

아

22

사

5

아

18

가

10

가

23

가

6

사

19

사

11

가

24

나

7

나

20

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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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

8

나

21

13

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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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

10

나

23

아

기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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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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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4

나

1

가

14

나

12

나

25

아

2

가

15

사

13

가

3

나

16

사

4

나

17

사

5

가

18

나

6

사

19

가

7

아

20

아

8

사

21

나

9

가

22

아

10

나

23

사

11

가

24

가

12

가

25

아

1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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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3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아

14

나

2

가

15

가

3

아

16

나

4

나

17

아

5

사

18

아

6

사

19

나

7

나

20

아

8

아

21

9

가

22

사

10

나

23

나

11

나

24

사

12

나

25

사

1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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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1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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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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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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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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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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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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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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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20

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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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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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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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

기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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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정답

1

아

14

아

2

가

15

사

3

아

16

가

4

아

17

아

5

나

18

가

6

아

19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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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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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

나

16

나

8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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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

사

17

사

9

가

22

5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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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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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19

가

11

나

24

가

7

사

2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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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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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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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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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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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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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

10

나

2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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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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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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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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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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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

가

15

가

13

나

3

아

16

아

4

아

17

가

5

아

18

가

6

아

19

아

7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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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8

나

21

사

9

나

2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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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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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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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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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5

아

1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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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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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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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3

사

16

나

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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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5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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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6

사

19

사

7

가

20

아

8

아

21

가

9

아

22

나

10

가

23

아

11

가

24

가

12

나

25

사

1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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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번호

정답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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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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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

3

회

기관 1
번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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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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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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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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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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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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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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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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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

나

17

사

5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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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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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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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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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8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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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9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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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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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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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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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

24

나

7

나

2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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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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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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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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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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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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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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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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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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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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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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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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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6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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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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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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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9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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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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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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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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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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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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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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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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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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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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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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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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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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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5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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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6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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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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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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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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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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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5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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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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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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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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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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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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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4

가

1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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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

가

15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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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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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6

아

4

아

17

사

5

나

18

나

6

나

19

아

7

가

20

나

8

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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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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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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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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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5

가

1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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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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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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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

사

17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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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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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6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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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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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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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8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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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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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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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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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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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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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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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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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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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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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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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제집이 무단 복제 및 영리활동에 이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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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기 관

1

1

회

]

1. 디젤기관의 용적효율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
가.
나.
사.
아.

흡·배기밸브의 개폐시기
흡기의 온도
피스톤링과 밸브 등의 기밀 상태
연료분사밸브의 작동 상태

2. 과급 디젤기관에서 압축비를 내리는
이유는?
가.
나.
사.
아.

연료소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연소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시동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최고압력을 적정수준으로 내리기 위하여

나. 연료유 공급관의 길이
사. 연료유의 성상
아. 연료유 공급관 내의 잔류 압력
6. 2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실린더수 3,
고유동수가 255[cpm]이라면 주 위험회전수
[rpm]는?
가. 510[rpm]
사. 85[rpm]

나. 255[rpm]
아. 51[rpm]

7. 정압과급과 비교하여 동압과급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터빈의 효율이 낮다.
과급기의 크기가 작다.
배기가스의 블로다운 에너지를 이용한다.
과급기의 진동이 심하다.

3. 보수형 연료분사펌프에서 토출량 조절은
어떻게 행하는가?

8. 기관의 매분회전수를 n[rpm], 피스톤행정을
ℓ[m], 실린더의 단면적을 A[㎠], 실린더수를
z, 평균유효압력을 Pm[kgf / ㎠]이라면 2행
정 사이클 디젤기관의 도시마력 Ni를 옳게
표현한 것은?

가.
나.
사.
아.

가.
나.
사.
아.

플런저를 회전하여 분사 끝을 조절한다.
플런저를 회전하여 분사 시작을 조절한다.
펌프배럴을 회전하여 분사 끝을 조절한다.
흡입공의 위치를 조정하여 분사 끝을
조절한다.

4. 고속 내연기관의 흡·배기밸브의
시트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가. 30°
사. 60°

나. 45°
아. 75°

Ni
Ni
Ni
Ni

=
=
=
=

(Pm·ℓ·A·n·z) / 4,500 [PS]
(Pm·ℓ·A·n·z) / (2x4,500) [PS]
(75xPm·ℓ·A·z) / 4,500 [PS]
(Pm·ℓ·A·n) / (4,500·z) [PS]

9. 디젤기관용 지압기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지압기 자신의 고유 진동수가 높을 것
운동부분의 관성이 클 것
스프링은 고압에 견디고 또 충분히 강할 것
피스톤의 면적은 가능한 한 작을 것

5. 연료유의 분사늦음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가. 니들밸브의 개방 압력

10. 대형 선박의 주기관으로 주로 사용되는
장행정 기관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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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냉각손실의
소기효율의
유효행정의
연소효율의

감소
향상
증대
향상

11. 수관식 보일러의 Priming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Baffle plate를 설치한다.
급격한 부하변화를 피한다.
급수내관을 설치한다.
Dry pipe를 설치한다.

12. 보일러 수면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수면계에 연결하는 증기측 도관은
증기정지밸브 근처에 둔다.
나. 보일러 주변의 관이나 조명장치의 위치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사. 자동연소 제어장치를 설치한 보일러에서는
기관실 컨트롤 룸에 원격측정의 수면계를
설치하면 편리하다.
아. 수관보일러의 수면계 2개는 보일러 양측에
서로 대칭이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13. 보일러 물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보일러의 압력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청관제를 투입한다.
나. 약품 보충시에는 청관제를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좋다.
사. 청관제를 투입하게 되면 보일러 수중의
전고형물이 증가한다.
아. 블로우(blow)는 청관제가 소모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4. 반동터빈에 대한 충동터빈의 장점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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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단락에서 하는 일이 많으므로 터빈의
전 길이가 짧아진다.
나. 노즐내에서 증기를 팽창시키므로 고압,
고온의 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사. 동일 마력에 대해 중량과 용적이 적다.
아. 저압부에서 효율이 좋고 구조가 간단하다.
15. 선박 추진축계에서 크로스 마크(Cross
Mark)는 주로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는가?
가.
나.
사.
아.

크랭크축
추력축
중간축
프로펠러축

16. 프로펠러에 스큐 백을 부여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날개 끝과 선체와의 거리를 멀게 함
선미진동의 방지
프로펠러 추력변동 감소
프로펠러의 평형상태 개선

17. 프로펠러 심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D는 프로펠러 직경)
가. 프로펠러 단독시험의 심도는 프로펠러
직경과 같게 한다.
나. 심도가 0.5D 이하에서는 추진효율 및
토크 계수가 상승한다.
사. 심도가 0.8D에서는 심도의 영향은
거의 없다.
아. 프로펠러의 심도는 수면으로부터
프로펠러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18. 프로펠러의 캐비테이션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날개의 단위 면적당 추력을 크게 한다.
나. 프로펠러의 수중 깊이를 증가시킨다.

2015년도 문제지 기관사 2급

사. 날개의 면을 매끈하게 한다.
아. 날개 끝과 선체와의 사이 간격을
넓게 한다.
19. 추진기관에 시마진을 부여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저 및 프로펠러의 오손
나. 선저오손 및 표면조도에 기인하는
반류계수의 증가
사. 조류와 풍랑 등 계절적인 자연 현상에
의한 저항 증가
아. 프로펠러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직경의 축소
20. 다음 중 용어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가. admiralty coefficient :
선박 추진기관에 대한 소요마력을
개략적으로 구할 때 이용
나. skew back : 프로펠러 날개의
중심선을 후방으로 만곡시키는 것
사. wake : 프로펠러 회전 시 프로펠러
뒤쪽에 나타나는 백색소용돌이
아. rake : 프로펠러 날개가 프로펠러
축 중심선에 대해 기울어져 있는 기울기
21. 디젤기관의 노크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착화지연이 짧다.
압축비가 높다.
흡기온도가 높다.
회전수가 높다.

22. 종류가 다른 두가지 윤활유를 혼합하였을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원칙적으로 정제도(精製度)가 같은 것끼리
혼합한다.

나. 인화점은 저인화점유 쪽으로 변한다.
사. 응고점은 고응고점유 쪽으로 변한다.
아. 점도는 두 기름의 산술평균적인 값으로 변
한다.
23. 디젤기관의 고온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중유 중의 바나듐에 의해 일어난다.
나. 중유 중에 Na, K, Mg 등의 염화물이
있으면 고온 부식이 촉진된다.
사. 고온부식의 방지에는 CaO, MgO
및 MgCO3 등의 첨가가 유효하다.
아. 고온부식을 일명 노점부식이라고도 한다.
24. 윤활유의 열화 변질을 알아보는
간이시험에 잘 이용되지 않는 것은?
가. 스폿 테스트에 의한 청정분산성과
오탁도 파악
나. 비색 시험에 의한 산성, 알칼리성 파악
사. 낙구식 점도계에 의한 점도 측정
아. 유화기에 의한 항유화성 측정
25. 실린더 라이너에 스커핑을 일으키는
마멸의 종류는 어느 것인가?
가.
나.
사.
아.

침식
부식
마찰
응착

마멸
마멸
마멸
마멸

[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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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펌프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 펌프의 출구밸브로 유량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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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펌프의 회전수를 증가시킨다.
사. 펌프 흡입관의 손실수두를 크게 한다.
아. 펌프 흡입관의 유속을 크게 한다.
2. 원심펌프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회전차(impeller)는 회전운동을 하면서
유체에 원심력을 발생시켜 유체가
회전차 깃의 입구에서 출구로 흐르는 동안
운동량을 커지게 한다.
나. 안내 깃(guide vane)은 회전차로부터
고속으로 분출하는 유체를 강제적으로
안내 깃을 통하여 흐르게 함으로써
압력수두를 속도수두로 변환시킨다.
사. 회전속도, 유량 등의 변화로 유동상태가
변화하기 쉬운 저양정 펌프에서는
안내 깃을 사용한다.
아. 마우스링(mouth ring)은 고압수가 펌프
흡입측으로 누설하는 것을 막아주는
밀봉장치이며 주로 석면을 사용한다.
3. 분리판형 유청정기에서 비중이 다른 기름을
청정할 경우 무엇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가?
가.
나.
사.
아.

회전통의 회전 속도
조절판의 내경
분리판의 외경
회전통 내의 날개 각도

4. 불활성 가스장치(inert gas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가. 유조선에서 화물유의 적재상태에는 문제가
없지만 화물유가 배출된 빈 공간에 공기를
불어 넣는 장치이다.
나. 보일러 배기가스는 보통 산소 2∼4[%], 이
산화탄소 12~14[%], 이산화황 0.3[%] 질
소 80[%] 정도인데 가스 중의 질소와 유
황성분을 제거한 후 불활성가스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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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불활성 가스장치의 구성은 냉각기, 세척기
(scrubber), 수적분리기(water-separator),
기밀상자(water seal), 송풍기 및
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아. 보일러로부터 빼낸 고온의 배기가스를
냉각기에서 상온 부근까지 냉각시킨 후
세척기로 보내어 가스 중의 산소, 질소
및 유황성분을 제거한다.
5. 조타장치 구성요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조종장치는 조타륜으로부터 조타신호에
따라 타가 움직이도록 하는 원동기를
조정하는 장치이다.
나. 원동기는 동력장치로 전동 유압장치보다
교류전동기에 의한 전동식이 많이
사용된다.
사. 추종장치는 타각이 조타신호와 같아지면
타의 위치를 멈춘 후 타심재를 회전시킨다.
아. 타장치는 타심재에 연결된 타를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장치로
상선에서는 최대 타각이 45°이다.
6. 콜레서형 빌지분리장치(기름여과장치) 운전
중 2차실(2nd chamber)과
3차실(3rd chamber)의 입·출구 압력차가
1.5[kgf/cm²]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본선 담당 기관사로서 취할 행동 중
가장 옳은 것은?
가. 고압 공기를 주입하여 콜레서를 소제한다.
나. 입·출구밸브를 전개하고 해수를 다량
주입한다.
사. 콜레서의 눈막힘 현상이므로 콜레서를
교환한다.
아. 펌프를 정지시키고 1-2시간 지난 후
다시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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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스압축식 냉동기의 압축기가 과열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크랭크실 내의 윤활유 양 부족
나. 팽창밸브의 개도가 부족하여 과열가스 흡입
사. 팽창밸브를 너무 많이 열어 압축기의
일량 증가
아. 급유펌프의 고장 발생
8. 냉동장치의 계통 내에 수분이 혼입되는 원
인이 아닌 것은?
가. 응축기의 냉각관이 누설하고,
가스압력보다 냉각수의 압력이 높을 경우
나. 크랭크실의 압력이 높아서 압축기의
축봉장치에서 누설이 있을 경우
사. 보급 냉매 중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아. 증발기의 압력이 낮아서 증발기로
외부공기가 유입될 경우
9. 냉동장치에서 불응축가스 분리기의 작용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가. 불응축가스와 냉매가스가 혼합된 상태에서
그대로 분리한다.
나. 불응축가스와 냉매가스를 냉각시켜
분리한다.
사. 불응축가스와 냉매가스를 가열하여
분리한다.
아. 분리된 불응축가스는 압축기 흡입측으로
되돌려 보낸다.
10. 냉동장치 운전 중 냉매가스에 혼입된
공기는 주로 어디에 축적되는가?
가.
나.
사.
아.

응축기
유분리기
건조기
액분리기

11. 건압축을 하는 냉동기에서 증발기 입구의
냉매 건도가 0.3이고 증발잠열은 340
[kcal/kg]일 때 냉동효과는 몇[kcal/kg]인가?
가. 195[kcal/kg]
사. 238[kcal/kg]

나. 218[kcal/kg]
아. 272[kcal/kg]

12. 다음 중 기체를 액화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건은?
가.
나.
사.
아.

압력을
온도를
온도와
온도와

높이고
높이고
압력을
압력을

온도를 낮춘다.
압력을 낮춘다.
모두 낮춘다.
모두 높인다.

13. 교축(throttling)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체를 교축시키는 것은 비가역
변화 중의 하나이다.
나. 엔탈피는 교축 전후에 변화하지 않는다.
사. 이상기체는 교축시키면 냉각된다.
아. 이상기체는 교축시켜도
Joule-Thomson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14. 어떤 물체의 온도를 1[℃]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가. 비열
사. 비열비

나. 열용량
아. 엔탈피

15. 다음 중 SI 단위 [N]과 차원이 같은 것은?
가. [kg·m/s²]
사. [J/s]

나. [kg/s]
아. [W/s]

16. 탄성계수 E인 균일 단면봉이 인장하중 P를
받아 탄성한도 내에서 인장응력 σ가 생기
고 이때의 변형률이 ε이라 할 때, 단위 체
적당 탄성에너지(U)를 구하는 식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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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U
U
U
U

=
=
=
=

Eε / 2
E²ε / 2
E² ε² / 2
E ε² / 2

가.
나.
사.
아.

17. 각속도 24π[rad/s]인 발전기의 크랭크축은
1분간 몇 회전하고 있는가?
가. 120 회전
사. 720 회전

나. 240 회전
아. 900 회전

18. 안지름이 50[mm]인 관속을 동점성계수가
1×10-⁴[m²/s]인
기름이
평균유속
2[m/s]로 흐르고 있다. 이 때의 관마찰 계
수는 약 얼마인가?
가. 0.064
사. 0.32

나. 0.12
아. 0.69

19. 파이프의 한 단면에 설치된 압력계의 눈금
이 1.5[kgf/㎠]로 되었을 때 이 파이프 속
을 흐르는 물의 압력 수두는 얼마인가?
가. 약 4.5[m]
사. 약 10.5[m]

나. 약 7.5[m]
아. 약 15.0[m]

아크를 안정시키는 작용
용융금속을 정련하는 작용
아크열을 증가시키는 작용
용착금속의 급랭을 방지하는 작용

23. 열간가공과 냉간가공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은?
가. 풀림온도
사. 재결정온도

나. 변태온도
아. 결정입자의 성장온도

24. 선체와 프로펠러간의 유체역학적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효율은?
가.
나.
사.
아.

선체효율(Hull efficiency)
프로펠러효율(Propeller efficiency)
상대회전효율(Relative rotative efficiency)
전달효율(Transmission efficiency)

25. 실험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는
선체저항은?
가. 조와저항
사. 잉여저항

나. 조파저항
아. 마찰저항

20. 지름 d인 원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가. πd⁴/ 32
사. πd³ / 32

나. πd⁴/ 64
아. πd³ / 64

21. 내압 2[MPa]을 받는 얇은 원통 용기의 두
께는? (단, 안지름은 1,000[mm]이고 용기
재료에는 100[MPa]의 응력이 걸리는 조건
으로 계산할 것)
가. 10[mm]
사. 25[mm]

나. 20[mm]
아. 30[mm]

22. 피복아크 용접봉에서 피복제의 역할이 아
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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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자의 권선저항이 0.5[Ω]인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슬립 20[%]에서 최대 회전력을
내는 경우, 기동 시에 최대 회전력을 내도록
하려면 외부에 연결할 저항 값은?
가. 0.5[Ω]
사. 1.5[Ω]

나. 1.0[Ω]
아. 2.0[Ω]

2. 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결선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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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V 결선
사. T 결선

나. △결선
아. Y 결선

3. 3상 유도전동기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콘덴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전동기 모선과 병렬로 연결한다.
나. 전원이 440[V]인 경우 콘덴서
내전압은 440[V]의 것이 설치된다.
사. 출력이 큰 전동기에는 용량이 더 큰
콘덴서를 설치한다.
아. 전해 콘덴서 대신 무극성의
콘덴서를 설치한다.
4. 자기 인덕턴스 2[H]의 코일에 4[A]의 전류
가 흐를 때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4[H]의
코일에 2[A]가 흐를 때의 축적에너지 보다
몇 배 더 큰가?
가. 1배
사. √2배

나. 2배
아. 4배

7. 용량이 서로 같은 디젤 발전기와 터빈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디젤 발전기는 터빈 발전기 보다
극수가 더 많다.
나. 터빈 발전기는 주로 2~4극이 많다.
사. 회전자의 직경은 터빈발전기가
디젤발전기 보다 크다.
아. 디젤발전기는 터빈발전기 보다 더
큰 플라이휠을 필요로 한다.
8. 맥동률이 0.3[%]인 정류회로에서 평균출력
전압이 100[V]이면 출력전압에 포함된
교류전압의 실효치는?
가. 0.3[V]
사. 1[V]

나. 0.5[V]
아. 3[V]

9. 회로의 베이스에서 20[㎂]의 전류 증가가
있을 때, 컬렉터 저항 Rc 양단에서의 전압
강하가 1.6[V] 더 증가하였다면 트랜지스터
의 전류증폭율 β는 얼마인가?

5. 300[Ω]의 저항 3개를 조합하여 얻어지는
가장 작은 합성저항 값은 몇 [Ω]인가?
가. 10[Ω]
사. 100[Ω]

나. 30[Ω]
아. 300[Ω]

6. 병렬 운전 중인 두 발전기에서 유효전력의
부하 분담을 바꾸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 부하 분담을 증가시키려는 발전기에서 원동
기의 연료공급을 증가시킨다.
나. 부하 분담을 증가시키려는 발전기에서 계자
전류를 증가시킨다.
사. 부하 분담을 증가시키려는 발전기에서 원동
기의 연료공급을 감소시키고 계자전류는 증
가시킨다.
아. 두 발전기의 계자전류를 같이 증가시킨다.

가. 40
사. 80

나. 60
아. 100

10. 2진수의 데이터를 입력시키면 10진수로
출력이 나오는 회로는?
가. 엔코더 회로
사. 멀티플렉서 회로

나. 디코더 회로
아. 디멀티플렉서 회로

11. 도통 상태에 있는 SCR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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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게이트 전류를 차단시킨다.
게이트에 역방향 bias를 인가시킨다.
양극 전압을 음으로 한다.
양극 전압을 더 높인다.

15. 다음은 마이크로미터의 스핀들 수나사 피
치가 0.5[mm] 이고, 눈금통의 둘레를 50
등분한 마이크로미터로 어떤 물체의 치수
를 측정한 것이다. 측정값으로 가장 정확
한 것은?

12. 다음 소자 중 전기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지운 후 다시 write 할 수 있는 비휘발성
기억소자는?
가. EPROM
사. PROM

나. RAM
아. EEPROM

13. 그림의 회로에서 입력전압 Vi를 증가시키
면 컬렉터 전류는 (
)하고, 출력전압
Vo는 (
)한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3.27[mm]
사. 3.57[mm]

나. 3.50[mm]
아. 3.77[mm]

16. 가동철편형 계기의 구동토크는?
(단, I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
가. I 에 비례
사. √I에 비례

나. I²에 비례
아. I³에 비례

17. 어느 주기적인 구형파신호를 오실로스코프
로 측정한 결과 1분 동안에 상승 및 하강
에지가 각각 720회 발생하였다면
이 신호의 주파수는 몇 [Hz]인가?
가. 증가, 감소
사. 감소, 증가

나. 감소, 감소
아. 증가, 증가

14.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Vi와 Vo의 관계를
옳게 표현한 것은?

가. 5 [Hz]
사. 9 [Hz]

나. 6 [Hz]
아. 12 [Hz]

18. 유도형 계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원판에 생긴 와류와 자장 간에 생기는
구동력을 이용
나. 영구자석의 자속과 전류 간에 생기는
구동력을 이용
사. 전류와 전류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기는 구동력을 이용
아. 코일 내 철편의 흡인력과 반발력에 의해
생기는 구동력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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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차압식 유량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벤투리관은 압력손실이 작고 측정의
정밀도가 높다.
나. 벤투리관은 수축 원통과 확대 원통으로
되어 있으며 관이 길어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
사. 오리피스는 압력 손실이 벤투리관에
비해서 작다.
아. 오리피스는 유청정기의 입구측 유량계로
많이 사용된다.

23. 그림과 같은 전기회로에서 입력전압과 출
력전압의 전달 함수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20. 블로선도에서 입력 r에 대한 출력 y로의
전달 함수는?

가.
나.
사.
아.
가.
나.
사.
아.

G1
G1
G2
G2

/
/
/
/

(1
(1
(1
(1

+ G1G2)
－ G1G2)
+ G1G2)
－ G1G2)

비례요소
미분요소
1차 지연요소
2차 지연요소

24. 변위 평형식 조절기에서 측정치와 실제치
의 관계가 그림의실선과 같다면 조정해야
하는 것은?

21. 변위를 압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는?
가.
나.
사.
아.

다이어프램
노즐 플래퍼
용량형 변환기
차동 변압기

22. 다음 밸브기호 중 솔레노이드가 없이
동작하는 것은?

가.
나.
사.
아.

Reset dial
영점 조정나사
PB dial
배율 조정나사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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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압식 양화장치에서 일의 속도를 결정하
는 요소는 어느 것인가?
가.
나.
사.
아.

유량제어밸브
유압제어밸브
방향제어밸브
유압탱크

자동으로 해제하기 위한 기능이다.
사. 텔레그래프의 지시방향과 실제 기관의
회전방향이 반대로 동작할 때 경보를
발생시키기 위한 기능이다.
아. 설정된 센서가 작동되면 기관을
자동적으로 정지하기 위한 기능이다.
4. 기관실에서의 정비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 무 일 반

]

1. 선박의 충돌사고로 침수량이 선박의
배수능력 이상인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
나.
사.
아.

침수상황을 선내에 긴급히 통보한다.
배수펌프를 운전한다.
비상빌지관 계통의 모든 밸브를 연다.
먼저 침수개소를 찾는다.

2. 황천 항해 시 당직기관사의 주의사항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보일러 수위를 약간 낮게 유지하여
프라이밍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나. 사용회전수가 위험회전수 범위 내에
들어갈 때에는 위험 회전수를 약간
낮게 조정한다.
사. 공전이 심해지면 연료핸들을 수동으로
조종한다.
아. 조속기의 작동상태에 유의하고 상황에
따라 그 감도를 낮추어 조정한다.
3. Crash maneuver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전속 전진 항해중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 후진을 하기 위한 기능이다.
나. 황천항해 시 기관의 과속에 의한 트립을

104

제1회

가. 회전기계의 작동 중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면장갑을 착용 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 부서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사. 주기관 윤활유 펌프 기동반을 점검할 때는
'수동' 위치에 서 '자동' 위치로 전환하고
전원 차단기를 내린 후 작업한다.
아. 발전기 기관을 정비할 때는 현장의
제어위치 선택 스위치를 '원격'으로부터
'현장' 쪽으로 돌려 놓는다.
5. 기관실에서 정비작업을 할 경우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전기장치의 보수 시에는 전원을 차단한다.
나. 압력장치의 분해 작업 시에는
압력 배제를 확인한다.
사. 경보장치의 수리 시 전원 차단은
당직자에게 보고한다.
아. 용접작업 시에는 수분무 소화장치의
전원을 차단시킨다.
6. 가스 압축식 냉동기를 운전하는 도중
윤활유를 보충하는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보충용 호스 끝을 윤활유 캔 속에 담근다.
② 보충용 밸브를 열어 윤활유를 원하는
위치까지 보충한다.
③ 보충용 밸브를 잠그고 호스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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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충용 호스를 압축기 보충 라인에
연결한다.
⑤ 압축기를 수동 운전하면서 흡입밸브를
조절하여 흡입게 이지가 대기압보다
낮게 유지한다.
⑥ 보충용 밸브를 열어 압축기 내의 자체
압력으로 윤활유를 역류하게 하여
호스 내의 공기를 배제한다.
가.
나.
사.
아.

④→⑥→①→⑤→②→③
④→①→⑤→⑥→②→③
④→⑥→⑤→①→②→③
④→①→⑥→⑤→②→③

7. 선박기관기준 상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대형 선박에 비치해야 할 디젤 주기관의
예비품 중 그 종류와 수량이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가.
나.
사.
아.

피스톤 링 – 1실린더분
배기밸브 완비품 – 2실린더분
실린더 커버 완비품 – 1개
연료분사밸브 완비품 - 기관 1대분

8. 보일러에서 용존산소 제거제로 사용하는
하이드라이진의 역할이 아닌 것은?
가. 금속산화물과 산화하여 보일러 수의
슬러지 양과 용해 고형물을 증가시켜
용존산소를 제거한다.
나. 산소와 산화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촉매 또는 열분해에 의하여 암모니아와
질소를 발생하여 복수 및 급수계통의
pH를 증가시킨다.
사. 철 및 동의 표면에 산화피막을 형성시킨다.
아. 산 및 용존 이산화탄소와 작용하여
염을 생성시킨다.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장치는?
가. 속도조정장치(speed control mechanism)
나. 보정장치(compensating mechanism)
사. 스피드 드룹 조정장치
(speed droop control mechanism)
아. 플라이 웨이트 장치
(fly weight mechanism)
10. 디젤기관에서 급기압력이 동일 부하상태에
서 표준치보다 높은 경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배기밸브의 누설
착화지연 단축
선체오손 등에 의한 기관 부하 증가
후연소

11. 가스 압축식 냉동기의 Unloader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압축기의 흡입밸브를 닫거나 죄어서
기동 시 일정 회전수까지 압축기를
공회전 시키는 장치이다.
나. 무부하 장치는 냉각수의 압력으로 작동되며
저부하 운전 시 부하를 경감하는 장치이다.
사. 부하에 따라 사용하는 압축기의 실린더
수를 가감하여 압축기의 부하를
경감하는 장치이다.
아. 무부하 기동시 압축기의 부하를
걸어주는 장치이다.
12. 선박안전법상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가. 5년
사. 2년

나. 4년
아. 1년

13. 선내 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디젤기관의 유압식 조속기에서 파일럿
밸브의 운동이 너무 예민하여 헌팅이

가. 쥐는 다양한 질병을 옮겨 식중독이나
무서운 감염증을 일으키며, 물리면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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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증(鼠咬症)에 걸리고 쥐의 배설물로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면 페스트에
걸리기도 한다.
나. 벼룩은 갈색 깃을 통해 대장균을 비롯한
다양한 세균들을 옮겨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등의 전염성 질환을
일으키게 한다.
사. 파리는 썩거나 고여 있는 물에 알을 낳고
번식하는 곤충으로 매개하는 전염병에
따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
아. 모기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균들을 많이
매개할 뿐만 아니라 일사병의 원인이
되므로 그 알까지 박멸하여 그 근원을
없애야 한다.
14. 다음 중 선내 위급사태를 대비하여
조직하는 비상분대의 지휘자는 누구인가?
가.
나.
사.
아.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15. 선원법상 선내 질서유지를 위해 선장이
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나.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날 때
사.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다른 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때
아. 흉기, 유독물,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16. 선박소유자가 근로계약을 예고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원이 하선징계를 받은 경우
나.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
사.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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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7. 기관사로 승선할 때의 업무 인수인계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본선의 청수 및 밸러스트의 현재량
출항 전 예정 작업 및 본선의 항해 일정
주요 기관장치에 대한 기관사의 업무 분장
해당 기관사의 담당 기기에 대한 취급
설명서 및 도면

18. 선박에서 보안 1등급일 경우 세부
보안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의 소지품을 검색하고
무기류는 선내 반입을 금지할 것
나. 선박의 제한구역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상시 순찰할 것
사.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출입구 별로
당직자를 배치하거나 폐쇄하여
무단출입을 방지할 것
아. 선박에 선적되는 화물과 선용품을
검색할 것
19. SOLAS 협약 및 개정규정상 발연부신호는
조용한 수면에 있을 때 몇 분 이상 동안
일정한 비율로 잘 보이는 색깔의 연기를
분출하여야 하는가?
가. 1분이상
사. 5분이상

나. 3분이상
아. 7분이상

20. STCW 협약 및 개정규정상 선상에서
선원에 대한 현장 훈련을 수행하는 자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훈련 목적을 이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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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무적 평가능력을 갖추었을 것
사. 훈련프로그램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을 것
아. 훈련에 관계되는 과업에 관하여
자격을 갖추었을 것

아. 연료밸브의 비상차단장치

21. SOLAS 협약 및 개정규정에 의하면
"구명정 기관은 일반적으로 (
)℃의
주위 온도에서 시동절차 시작
(
) 이내에 시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연료유는 석유정제로부터 추출된
탄화수소의 혼합물이어야 한다.
나. 연료유는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연료유는 연소향상제인
무기산이 함유되어야 한다.
아. 연료유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가. 영하 15, 1분
사. 영상 15, 1분

나. 영하 15, 2분
아. 영상 15, 2분

22. SOLAS 협약 및 개정규정에서 일반화물선
에 장치된 비상전원에 대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관구역 및 주발전장소와 그 제어장소에는
18시간 급전 에 충분해야 한다.
나. 비상전원의 원동기 연료는 인화점이
43[˚C] 이상이어야 한다.
사. 비상전원이 축전지인 경우, 방전만 하는
동안은 정상 전압의 ±1.2[%]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아.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이 접속되어야 한다.

24. MARPOL 73/78 협약의 부속서 Ⅵ에서
선박 연료유의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 "MARPOL 73/78 협약과 개정규정상 고유
황유를 별도로 사용하는 선박은 황산화물
배출통제지역으로 진입하기 전 충분 한 시
간전에 저유황유로 교환하여 연료가 철저
하게 교환 되도록 한다. 각 탱크별 (
),
벙커체인지를 행한 (
)를 주관청이
지정한 로그북에 기록하여야 한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나.
사.
아.

고유황
저유황
고유황
저유황

[ 영 어

연료유의
연료유의
연료유의
연료유의

양,
양,
양,
양,

온도와
온도와
일시와
일시와

일시
일시
선위
선위

]

23. SOLAS 협약 및 개정규정상 출력이
2,250[kW] 이상인 내연 기관이 설치된
선박의 정기적 무인기관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한 부가적 요건에 들지
않는 것은?

1. A quantity called brake mean effective
pressure is obtained by multiplying
the indicated mean effective pressure
of an engine by its (
).

가. 추진기관의 소기실 내 화재탐지장치
나. 내연기관의 크랭크실의
오일 미스트(oil mist)탐지장치
사. 내연기관의 주축베어링 온도감시장치

가.
나.
사.
아.

number of cylinder
mechanical efficiency
sectional area of cylinder
rpm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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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cetane number of a fuel sample is
determined by testing it in a single
cylinder test engine with a (
).
가.
나.
사.
아.

variable compression ratio
spark ignition
variable expansion ratio
fixed compression ratio

3. ( 1 ) governors, typically used on diesel
generator sets wher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 constant engine speed
regardless of load, and ( 2 ) governors,
which maintain a set output speed
at any given load.
가. (1) Constant speed,
(2) constant load
나. (1) Constant load,
(2) variable speed regulating
사. (1) Variable speed,
(2) constant speed
아. (1) Constant speed,
(2) variable speed regulating
4. (
) is the heating of an iron-base
alloy to some 40℃ above the
transformation range with subsequent
cooling to below that range in still air at
room temperature.
The purpose is to produce a uniform
structure.
가.
나.
사.
아.

Quenching
Tempering
Annealing
Normal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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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ubdivision of material into its smallest
parts, particularly applied to liquids
reduced to a fine spray, e.g.
diesel engine injections.
가.
나.
사.
아.

penetration
atomization
dispersion
spraying

6. If the compressor of a refrigerator
runs continually, the cause might be
that (
).
가. the scale trap is clogged
나. the high-pressure cut out
switch is jammed open
사. the low-pressure switch is
jammed shut
아. the thermal bulb is not
operating properly
7. The effectiveness of the charging
process of the four stroke engine is
expressed as (
), defined as the
weight of fresh air induced per cycle as
compared with weight required to fill a
volume equal to the piston displacement
at outside temperature and pressure.
가.
나.
사.
아.

machanical efficiency
volumetric efficiency
scavenging efficiency
scavenging ratio

8. The cylinders and cylinder heads are
cooled by passing fresh water through
the jackets and water spaces. Deposits
of (
) from salts dissolved in the
water and of rust as a result of
corrosion of the jackets can form in the

2015년도 문제지 기관사 2급

water spaces and to inhibit this it is
usual to provide some form of water
(
).
가.
나.
사.
아.

chemicals, injection
compound, cleaning
sludge, chemicals
scale, treatment

가. letter head
사. salutation

9. Under the MARPOL 73/78 as amended,
every oil tanker of 150 gross tonnage
and above, and every ship other than
an oil tanker of 400 gross tonnage and
above shall carry on board (
)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가.
나.
사.
아.

a shipboard bunkering station plan
an engine room fire emergency plan
an international shore connection plan
a shipboard oil pollution
emergency plan

10. ( ) is said to be done when motion is
produced against resistance. The product
of the resistance in terms of units of
forces, and the distance in terms of
length, through which it has acted, is
therefore a measure of the work done on
the resistance.
가. Resistance
사. Energy

나. Work
아. Motion

11. When is the most critical time of
bunkering in regards to oil pollution?
가.
나.
사.
아.

12. Which one of the following is not one
of six basic parts of the business
letters?

lining up system
connecting hoses and joints
changing tanks
topping off

나. signature
아. remarks

13. With stopped engine, blow-by can be
located by inspecting the condition of
the piston rings, through the scavenging
air ports. Piston and cylinder liner
become (
) in the area
of blow-by.
가. black
사. yellow

나. white
아. bright

14. The lead battery is made up of a series
of cells. One cell consists of a lead
peroxide positive plate and a lead
negative plate both immersed in a dilute
sulphuric acid solution. The sulphuric
acid is known as the (
).
가. alkali
사. acidness

나. electrolyte
아. electrode

15. The original (
) of an engine is
the volume of space when the piston is
at B.D.C. divided by the volume of
combustion space when piston is at
T.D.C.. Carbon deposits, which are
incompressible solids, can accumulate
in the combustion chamber and reduce
the volume of space, thereby increasing
the ratio.
가. pressure ratio
사. specific ratio

나. cut-off ratio
아. compression ratio

16. Intermediate surveys are to be carried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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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within (
) before or after the
second or third anniversary date from
the completion date of the initial
classification survey or of the previous
special survey.
가. 2 months
사. 6 months

나. 3 months
아. 12 months

17. When the machinery spaces are in the
periodic unmanned condition, the
designated duty engineer officer in
charge of the watch shall be (
)
available and on call to attend the
machinery spaces.
가. immediately
사. safely

나. appropriately
아. properly

19. In fixed fire detection and ( 1 ), power
supplies and electric circuit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shall be
monitored for loss of power or fault
conditions as appropriate.
Occurrence of a fault condition shall
initiate ( 2 ) fault signal at the
controlpanel which shall be distinct from
a fire signal.
가. (1)- fire alarm systems
(2)- a visual and audible
나. (1)- fire fighting systems
(2)- a visual and audible
사. (1)- fire alarm systems
(2)- a visual indicating
아. (1)- fire fighting systems
(2)- a visual indicating
20. (
) means the level of responsibility
associated with performing as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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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duties or responsibilities on board
a seagoing ship under the direction of
an individual serving in the operational
or management level.
가.
나.
사.
아.

Support level
Operational level
Management level
Performance level

21. The most critical demand for inert gas
is during cargo discharge, when the
supply must at least equal the cargo
discharge rate. Centrifugal cargo pumps
have a rated capacity against a nominal
head, but on some occasions it is
possible to exceed the rated capacity
when discharging against a lower head.
To cater for such variations in discharge
rate, the inert gas system capacity has
been sized on the nominal pumping rate
mulitiplied by at least (
).
가. 0.8
사. 1.6

나. 1.25
아. 2.0

22. (
) means the owner of the ship
or any other organization or person
such as the manager, or the bareboat
charterer, who has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operation of the ship
from the owner of the ship and who on
assuming such responsibility has agreed
to take over all the duties and
responsibility imposed by the ISM Code.
가. Owner
사. Contractor

나. Charterer
아. Company

23. (
) means a ship which is
constructed generally with single deck,
top-side tanks and hopper side tank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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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spaces, and is intended primarily
to carry dry cargo in bulk, and includes
such types as ore carriers and
combination carriers.
가.
나.
사.
아.

Chemical tanker
Oil tanker
Bulk carrier
Gas carrier

24.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the present regulations of the SOLAS
74/78 Convention apply only to (
)
engaged on international voyages.

나. 공기를 압축하면 그 압력과 온도는 상승
한다. 이 열이 외부로 전달되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격히 압축하는 것을
단열압축이라 한다.
사. 연료유의 연소에는 최소로 필요한 공기량이
정해져 있어 공기량에 의해 연료유의 양이
정해지고 마력도 정해진다.
아. 행정이란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또는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이동하는 거리
를 말한다. 따라서 기관이 1회전하면
1행정, 2회전하면 2행정 작동이 된다.
2. 무과급기관에 비해 과급기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관의 기계효율이 좋아진다.

가. general cargo ships
사. special ships

나. tankers
아. ships

25. A main source of electrical power shall
consist of at least (
)
generating sets according to SOLAS
Convention.
가. one
사. three

나. two
아. two or three

제
[ 기 관

1

2

회

]

1. 디젤기관의 작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팽창행정은 연료유가 연소되어 발생한
열에너지가 크랭크축을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는 행정이다.

나. 기관의 출력당 중량이 커지므로 제작비가
비싸진다.
사. 연소성이 좋아지므로 저질연료를 사용하기
쉽다.
아. 기관의 시동성이 낮아진다.
3. 스필밸브식 연료분사펌프와 스필포트(보슈)
식 연료분사 펌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스필포트식 펌프에는 안전밸브가 부착된다.
나. 스필밸브식은 플런저에 경사홈이 없다.
사. 스필포트식 펌프는 래크, 피니언으로 유량
을 조절한다.
아. 스필밸브식 펌프는 편심 레버로 유량을 조
절한다.
4. 흡기밸브에 설치되는 차벽(Shroud)의 역할은?
가. 압축행정의 종말에 스퀴시(Squish)를 발생
한다.
나. 흡입공기에 수평선회운동을 준다.
사. 밸브 스프링의 서징(Surging)을 방지한다.
아. 밸브의 개폐를 확실히 한다.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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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료분사밸브의 노즐 구멍 크기와
분무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노즐구멍이
된다.
나. 노즐구멍이
진다.
사. 노즐구멍이
진다.
아. 노즐구멍이
된다.

마멸·확대되면 분포상태가 좋게
마멸·확대되면 착화늦음이 짧아
마멸·확대되면 관통력이 약해
마멸·확대되면 분사끝이 나쁘게

6. 피스톤 스커트부에 동연 합금의 띠를 설치
하는 이유는?
가.
나.
사.
아.

피스톤
피스톤
피스톤
가스의

스커트부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냉각을 좋게 하기 위하여
활동부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7. 과급기의 이상 발생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과부하운전이나 연소불량에 의한 후연소
로 배기가스 온도가 올라가면 급기압력이
상승한다.
나. 터빈 블레이드의 파손은 흡·배기밸브의 결
함에 의한 파편이 빨려 들어가 2차적으로
발생한다.
사. 서징 현상이 발생하면 압축공기가 역류하여
진동과 커다란 소음을 발생한다.
아. 급기압력 상승은 공기냉각기의 오손 또는
송풍기필터의 오손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8. 지압선도 중에서 압축압력을 알 수 있는
선도는?
가. PV 선도
사. 최고 압력 선도

나. 수인 선도
아. 약 스프링 선도

9. 디젤기관의 착화늦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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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축비가 클수록 착화늦음이 길어진다.
나. 발화점이 높은 연료는 착화늦음이 길어진다.
사. 압축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착화늦음이 짧
아진다.
아. 연료 분사의 분포상태가 좋을수록 착화늦음
은 짧아진다.
10. 디젤기관이 시동공기로는 회전하지만 착화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연료펌프에 공기가 차 있다.
피스톤링이나 라이너의 마멸이 너무 심하다.
연료유의 발화점이 낮다.
연료 분사밸브가 막혀 있다.

11. 선박의 대형보일러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
동급수 제어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보일러의 수위, 증기유량, 급수유량 등을
검출하여 수위를 제어한다.
나. 급수제어방식의 종류는 단요소식, 2요소식,
3요소식으로 나누어진다.
사. 전기식 차압전송기에서의 측정치는 전류신
호의 형태로 보일러 제어반에 보내진다.
아. 수위측정용 차압전송기의 입력신호 배관
2개 중 저압측 배관에는 1.4[kgf/㎠]의
일정 공기압을 공급한다.
12. 대형 수관보일러의 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직경이 큰 튜브에 비해 직경이 작은 튜브를
사용하면 동일한 단면 대비 열교환 면적이
크게 된다.
나. 직경이 작은 튜브를 사용하면 보유수량이나
증기의 양이 적어지므로 직경이 큰 튜브의
보일러에 비해 수위조절장치의 성능이 높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사. 튜브의 직경이 작을수록 열응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고압에 사용하기가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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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직경이 작은 튜브는 직경이 큰 튜브에 비해
스케일 부착에 의한 손상, 폐색이 많으므로
과열을 막기 위해 엄격한 수질이 요구된다.
13. 선박용 보일러에서 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장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저온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공기
과잉률을 작게 한다.
나. 고온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과잉률을
작게 하여 융점이 높은 바나듐산화물을
생성하도록 한다.
사.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연소온도를 높게
유지하고 고온연소영역에서 체류시간을
길게 한다.
아. 저온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유황성분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고 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황산가스의 노점을 낮춘다.
14. 반동터빈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증기공급은 전주 급기한다.
저압부에서 효율이 양호하다.
다이어프램을 갖고 있다.
고정 및 회전블레이드에서 압력이 강하된다.

15. 추진축계의 비틀림 진동을 일으키는 기진
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가.
나.
사.
아.

실린더 내의 가스 폭발 압력
기관의 왕복동 관성력
플라이 휠의 관성 모멘트
프로펠러의 변동 토크

16. 추진축에서 축방향 운동의 원인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축과 선체 사이의 온도 차이
선체의 호깅, 새깅 현상
선체의 진동
프로펠러의 추력

17. 추진기 재료로서 특히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인장파괴 강도
사. 내식성

나. 피로 강도
아. 내마멸성

18. 추진기 슬립의 증가 원인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배의 저항 증가
추진기의 회전수 증가
추진기의 피치 증가
추진기 날개의 면적 증가

19. 스크루 프로펠러에서 캠버 비(Camber
ratio)란?
가. 날개의
의비
나. 날개의
사. 날개의
아. 날개의

단면에서 가장 두꺼운 곳과 날개 폭
평균 두께에 대한 평균 폭의 비
길이에 대한 평균 폭의 비
최대 폭에 대한 평균 폭의 비

20. 대형 선박에서 프로펠러용 재질로 고력황
동보다 알루미늄 청동을 많이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가. 주조가 쉽고 내식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나. 고력황동에 비해 단위 무게당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사. 공식이나 틈새(극간) 부식이 고력황동보다
적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 알루미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고력황동에
비해 중량이 가볍고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1. 원심식 유청정기에서 분리되는 최소 슬러지
입경이 가장 작게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분리판의
분리판의
통유량이
슬러지와

크기가 감소할 때
수가 감소할 때
감소할 때
기름의 밀도차가 감소할 때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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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불완전 연소할 때 흑연을 잘 발생시키는
연료 중의 슬러지는?

2. 원심펌프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가.
나.
사.
아.

미생물질 슬러지
유화물질 슬러지
아스팔텐질 슬러지
파라핀 왁스질 슬러지

23. 연료유의 불순물로서 라이너나 피스톤 링
의 마멸을 일으키고 유황의 황산화
촉매로도 작용하며 유화철이나 비소를
포함하는 것은?
가. 잔류탄소

나. 회분

사. 유황분

아. 실리카 – 알루미나

24. 점도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점도지수가 작으면
나. 압력변화에 대해서
도지수가 작다.
사. 온도변화에 대해서
도지수가 작다.
아. 베어링용 윤활유는

저온시동이 곤란하다.
점도가 적게 변하면 점
점도가 많이 변하면 점
점도지수가 커야 한다.

25. 기관의 길들임 운전(running-in)과 고부하
운전을 할 때 많이 생기는 마멸은?
가. 응착 마멸
사. 미동 마멸

나. 연마 마멸
아. 유동 마멸

송출량은 흡입밸브의 개도로 조절한다.
흡입관의 유속을 크게 한다.
펌프의 회전수를 증가시킨다.
펌프 흡입관의 손실수두를 감소시킨다.

3. 공기압축기에서 2단 압축과 중간냉각을 하
는 가장 큰 이점은?
가.
나.
사.
아.

압축비를 줄일 수 있다.
압축일을 줄일 수 있다.
공기 중의 윤활유 혼입을 막을 수 있다.
용적효율을 낮추어 다음 단의 흡입압력을
내릴 수 있다.

4. 흡입, 송출관의 직경이 같을 경우 청수펌프
의 압력계 수두 H[m]를 옳게 나타낸 것은?
(단, Pd: 송출압력[kgf/cm²], Ps: 흡입압
력[kgf/cm²], γ: 물의 비중량[kgf/m³], y:
송출, 흡입압력계 사이의 수직높이[m]이다.)
가.
나.
사.
아.

H
H
H
H

=
=
=
=

(Pd + Ps) / γ
(Pd － Ps) / γ
10(Pd － Ps) + y
(Pd + Ps) / γ + y

5. 원유를 적재한 탱크를 세정하기 위한 원유
세정(C.O.W.)과 관련된 설비에 포함되지 않
는 것은?
가. 세정기
사. 데크 실 장치

[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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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단 원심펌프에서 평형원판의 역할은?
가.
나.
사.
아.

진동을 크게 한다.
송출압력의 맥동을 방지한다.
주축의 손상을 방지한다.
스러스트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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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트리핑 장치
아. 세정기용 펌프

6. 불활성 가스장치에서 유해성분인 SO2, SO3,
H2S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옳은
것은?
가. Demister을 통과시켜 유해성분을 저감시킨다.
나. Recirculation Valve를 조정하여 유해성분
을 저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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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냉각탑인 스크러버를 통과시켜 유해성분을
저감시킨다.
아. 보일러의 배기가스 온도를 1,500[℃]까지
상승시킨다.
7. 냉동장치 내의 냉매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압축기의 토출압력이 높아진다.
냉동능력이 증가하고 흡입압력이 내려간다.
압축기의 흡입관에 서리가 많이 부착된다.
압축기의 자동 기동 및 정지 간격이 짧아
진다.

8. 다음 중 냉동기에서 압력이 가장 낮은 곳은?
가. 팽창밸브 직전

나. 팽창밸브 직후

사. 응축기 직전

아. 응축기 직후

9. 가스 압축식 냉동장치를 운전할 때 나타나
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냉매액 관 중에 플래시가스(flash gas)가
현저히 발생하면 저압측 압력이 높아진다.
나. 냉동장치 내에 냉매가 부족하면 증발압력이
저하된다.
사. 응축액의 과냉도가 클수록 냉동효과는 증가
한다.
아. 증발기 출구 가스의 과열도가 커지면 압축
기 출구가스의 온도는 높아진다.
10. 비열 0.8[㎉/㎏f℃]인 액체 3,320[kgf]을
1시간에 25[℃]에서 5[℃]로 냉각시키는
냉동능력은 몇 냉동톤인가?
가. 32
사. 8

나. 16
아. 4

11. 냉매 배관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가능하면 곡부를 적게하고 전장은 짧게 한다.
나. 곡률 반지름은 냉매의 압력손실을 줄이기
위해 크게 한다.
사. 배관에 큰 응력 발생의 염려가 있는 곳에는
루프형 배관을 해준다.
아. 일반 배관들과 달리 벽 관통 시 강관 슬리
브의 사용을 피하도록 한다.
12. 어떤 계에 가해진 열량이 모두 팽창 일에
소비되는 기체 변화는?
가. 단열변화
사. 정적변화

나. 등온변화
아. 정압변화

13. 정적 하에서 건포화 증기의 압력을 높이면
다음 중 어느 상태로 변하는가?
가. 포화액
사. 습증기

나. 과냉액
아. 과열증기

14. 0[℃]의 얼음 10[㎏]과 80[℃]의 물 10
[㎏]을 혼합하면 약 몇 [℃]의 물이 되는가?
가. 40 [℃]
사. 0 [℃]

나. 20 [℃]
아. -20 [℃]

15. 온도의 측정에는 물체의 온도가 변할 때
일어나는 물리적인 변화를 이용한다.
다음에 열거한 물리적 현상과 온도
측정기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체적의 변화 : 수은 온도계
전기저항의 변화 : 구리-콘스탄탄 열전쌍
열기전력의 변화 : 크로멜-알루멜 열전쌍
빛의 파장 변화 : 광온도계

16. 3.14[kW]의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기가
1,020[rpm]으로 회전 시 전동기의 토크는?
가. 1[kgfㆍm]
사. 3[kgfㆍm]

나. 2[kgfㆍm]
아. 4[kgfㆍm]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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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진동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자유 진동은 탄성 복원력 또는 중력에 의해
일어난다.
나. 점성 감쇠력의 크기는 물체의 운동속도와
관계가 있다.
사. 감쇠진동이란 정상상태에서 물체의 고유진
동수와 동일한 진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아. 물체의 운동방향이 하나의 축방향으로만
구속되는 진동계를 1 자유도계(one degree
of freedom)라 한다.
18. 유체 마찰 상태에 있는 두 마찰면에서 발
생하는 유체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윤활유의 점성 계수
두 마찰면의 상대운동 속도
유막의 두께
하중

19. 유동하는 물의 속도가 10[m/s] 이다. 속도
수두는 몇 [m]인가?
가. 5.1[m]
사. 2.55[m]

나. 10.2[m]
아. 20.4[m]

20. 다음 중 선박 내에서 쉽게 행할 수 있는
표면경화법은?
가. 침탄경화법
사. 질화법

나. 고주파경화법
아. 화염경화법

21. 어느 재료를 단조시켰더니 경도가 너무 높
아 가공이 어려워졌다. 이때 어떤
열처리를 해야 하는가?
가. 담금질
사. 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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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뜨임
아. 불림

22. 탄소강에 크롬(Cr)을 첨가시키면 기계적
성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가.
나.
사.
아.

취성과 연성이 증가된다.
연성 및 전성이 증가되고 비중이 감소된다.
담금질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경도를 높이므로 내마모성이 증가된다.

23. 내부에 균열이나 결함을 지닌 재료가 인장,
충격하중을 받아 쉽게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어떤 기계적 성질이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가?
가. 높은 경도
사. 높은 항복강도

나. 높은 인장강도
아. 높은 인성

24. 선체 저항에서 잉여저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 마찰저항
사. 공기저항

나. 조와저항
아. 조파저항

25. 모형시험에서 실선과 모형선의 길이를 각
각 L, ℓ, 속도를 각각 V, v 라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V/v =
(V/v)³
V/v =
V/v =

L/ℓ
= L/ℓ
(L/ℓ)²
√L/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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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기발전기가 난조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다음 회로의 역률은?

가.
나.
사.
아.
가. 40[%]
사. 80[%]

나. 60[%]
아. 90[%]

2. 다음 중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가장 작은
것은? (단, 전압은 교류이다.)
가.
나.
사.
아.

220[V],
220[V],
110[V],
220[V],

60[W]의 백열 전구
60[W]의 선풍기
30[W] 의 형광등
1.5[kW]의 단상 유도전동기

3. 3상 유도전동기에서 공급전압의 주파수가 f
[Hz], 슬립(slip )이 s일 때 회전자 주파수는?
가. f/s [Hz]
사. (1-s)f [Hz]

나. sf [Hz]
아. (1+s)f [Hz]

4. 선박에서 전기기기(전동기 또는 일반 전기
장치)의 외함을 접지시키는 주된 목적은?
가.
나.
사.
아.

누전
누전
누전
누전

시 단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 인체의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전류의 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 전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5. 3상 유도전동기 기동 시 기동전압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변압기의 종류는?
가.
나.
사.
아.

potential transformer
current transformer
auto transformer
leakage transformer

회전자의 관성모멘트가 작은 경우
부하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발전기의 전기자 저항이 작은 경우
원동기의 토크에 고조파가 포함되는 경우

7. 직류발전기의 손실 중 자속분포의 일그러짐
(왜곡) 현상으로 발생되는 손실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가. 구리손
사. 철손

나. 표유부하손
아. 기계손

8. 쌍방향성이며 두 개의 단자 사이에 일정
전압 이상을 걸면 도통되어 전류가 흐르는
2단자 소자는?
가. 제너 다이오드
사. SCR

나. DIAC
아. FET

9. 전원측 회로와 부하측 회로를 연결할 때
임피던스 정합(matching)이 필요한 이유는?
가.
나.
사.
아.

최대의
최대의
최대의
최대의

전력
전압
전류
공진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주파수를 얻기 위해서

10. 슈미트 트리거(Schmidt Trigger)회로의 설
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 특정 파형의 입력이 들어올 때 출력을 내는
회로
나. 입력파의 극성을 검출하는 회로
사. 고주파를 증폭하는 회로
아. 어느 입력신호를 구형파로 바꾸는 회로
11. 다이오드에 가한 전압과 흐르는 전류와의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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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그린 특성곡선으로 옳은 것은?
(단, V : 전압, I : 전류)

14. 다음 입력 전압파형의 한 주기에 대한 출
력파형은?

12. 정상인 NPN 트랜지스터를 아날로그 멀티
테스터로 단자를 구별하려고 한다.
테스터를 저항의 위치에 놓고 세 단자 중
임의의 두 단자를 테스터와 연결할 때
저항이 작은 쪽으로 테스터의 바늘이
움직였다면 그 때 테스터의 흑색단자와
연결한 단자는 무엇인가?

15. 링크기구에 의한 검출기의 측정값이 실제와
차이가 많으면 눈금보정(calibration)이 필요
하다. 보정을 위한 3가지 조정과 관련하여
그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이미터
사. 컬렉터

나. 베이스
아. 접지선

13. 다음 그림 중 X와 Y의 동작을 옳게 나타낸
논리식은?

가.
나.
사.
아.

X=A,
X=A+B,
X=A+B+C,
X=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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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
Y=B+C
Y=A+B+C
Y=A+B

가. 스팬조정 → 영점조정 → 직선성조정
나. 영점조정 → 스팬조정 → 직선성조정
사. 직선성조정 → 스팬조정 → 영점조정
아. 직선성조정 → 영점조정 → 스팬조정
16. 배전반에 설치되는 진동편형 주파수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진동편은 알루미늄 재질이고 주파수가 높은
진동편일수록 길이가 길다.
나. 진동편은 강철 재질이고 주파수가 높은 진
동편일수록 길이가 짧다.
사. 진동편은 알루미늄 재질이고 주파수가 높은
진동편일수록 길이가 짧다.
아. 진동편은 강철 재질이고 주파수가 높은 진
동편일수록 길이가 길다.
17. 고전압 대전류의 3상 전력을 측정할 때
전력계와 연결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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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T, 분류기
사. CT, 배율기

나. PT, CT
아. 배율기, 분류기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절연저항측정기가 피측정체에 인가하는
전압은?

가. 차압전송기에 작용하는 저압측 압력을 일정
하게 한다.
나. 차압전송기에 작용하는 고압 및 저압측 압
력을 모두 일정하게 한다.
사. Chamber 내의 액의 레벨은 보일러 수위와
동일하다.
아. Chamber의 입구 밸브는 Check Valve를
사용한다.

가. 고주파전압
사. 직류전압

24. 응답이 최종치의 10[%]에서 90[%]에 도
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8. 교류 적산전력계로 쓰이는 계기는?
가. 정전형 계기
사. 유도형 계기

나. 전류력계형 계기
아. 가동철편형 계기

나. 교류전압
아. 펄스전압

20. 다음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가. 정정시간
사. 시정수

나. 상승시간
아. 응답시간

25. 공기압식 PID Controller의 비례동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유량제어 밸브
사. 셔틀 밸브

나. 방향제어 밸브
아. 릴리프 밸브

21. P제어계에서 발생하는 정상편차(옵셋)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추가 제어동작은?
가. 비례동작

나. 미분동작

사. 적분동작

아. 2위치동작

22. 모든 초기치를 '0' 으로 두었을 때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과 입력신호의
라플라스 변환과의 비를 무엇이라 하는가?
가. 초기함수
사. 계단함수

나. 전달함수
아. 램프함수

23. 공기압식이 채용되고 있는 선박용 보일러
의 Water Level Detector 계통에 있는
Constant Head Chamber에 대한

가. 감도가 클수록 비례동작은 크다.
나. 비례대(proportional band)가 클수록 감도
는 예민하다.
사. 역 평형식이나 변위 평형식 모두 감도조정
의 방법은 동일하다.
아. 역 평형식과 변위 평형식 모두 비례대 dial
로 정·역동작을 변환시킨다.

[ 직 무 일 반

]

1. 황천항해 시 주기관 유압식 조속기의
조정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hunting이 심할 때는 compensating
needle valve를 조정한다.
나. 조종핸들과 함께 load limit 수치를 낮춘다.
사. 조속기의 속도 설정을 낮춘다.
아. speed droop을 더 작게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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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해 중 발전기가 급히 정지되었을 때의 응
급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정지 중인 주 발전기를 신속히 기동하여
전원을 복구시킨다.
나. 비상발전기를 수동 기동하여 주 발전기와
병렬시킨다.
사. 모든 발전기가 기동되지 않으면 축전지의
방전 상황을 점검한다.
아. 선교로 고장 상황을 즉시 보고하고 정전
원인을 조사한다.
3. 침수에 대한 응급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수탱크의 침수는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다른 침수장소에 우선해서 방수작업
을 행한다.
나. 침수부를 확인하여 빌지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확실한 빌지배출작업을
실시한다.
사. 작은 파공에 의한 침수의 경우에는 적당한
쐐기 등을 박고 다시 천을 사용하여 충진
작업을 행한다.
아. 한 구역이 방수 불가능으로 침수하였을 때
는 그의 인접격벽에 판재, 각재, 쐐기 등을
사용하여 보강할 필요가 있다.
4. 과급기 터빈 날개의 오손 시 대책으로 옳은
것은?
가. 기관을 정상출력으로 운전하면서 소제용
분말을 주입하여 세척한다.
나. 기관 출력을 10[%] 부근까지 낮추어 차가
운 청수를 주입하여 세척한다.
사. 기관 출력을 10[%] 부근까지 낮추어 소제
용 분말을 주입하여 세척한다.
아. 기관 출력을 75[%] 부근까지 낮추어 따뜻
한 청수를 주입하여 세척한다.
5. 황천 시의 주기관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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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기관의 공전상태를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등흘수의 트림을 유지한다.
나. 윤활유 탱크의 유면 변동에 따른 펌프로의
공기흡입에 유의한다.
사. 주기관의 운전상태가 토크리치 영역으로 들
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 냉각해수펌프의 흡입 측에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시체스트의 위치를 선택한다.
6. 유전양극법은 보호할 금속보다 저전위이며
방식에 필요한 만큼 분극(分極)시킬 수 있는
금속을 희생양극으로 사용한다. 다음 중
철강재 보호를 위한 희생양극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재료는?
가. Cu합금
사. Zn합금

나. Mg합금
아. Al합금

7. MARPOL 협약 상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선
박용 연료유의 품질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연소 후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함유량이 7
[% m/m]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3.5[% m/m]를 넘어
서는 아니 된다.
사.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아. 연료유는 석유 정제로부터 추출된 탄화수소
의 혼합물 이어야 한다.
8. 납축전지의 충전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충전 시 축전지의 기전력 E[V]와 충전전압
V[V]와의 관계는 V = E + IR이다.(단, I :
충전전류[A], R : 축전지의 내부 저항 [Ω])
나. 축전지를 일정전류로 충전하면 2.4[V] 이
후 충전 말기에는 전해액 중의 물이 전기분
해되어 양극(+)에서 수소가 발생하고 음극
(－)에서 산소가 발생한다.
사. 축전지를 일정전류로 충전하면 2.1[V]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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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서 2.4[V]부근까지는 전해액 비중의
상승에 따라 전압이 서서히 상승한다.
아. 축전지를 일정전류로 충전하면 충전 직후에는
화학작용에 의해 황산이 만들어져 전해액의
비중이 높아지고 축전지의 기전력이 커지기
때문에 충전전압은 갑자기 상승한다.
9.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가성취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과대한 응력의 발생 방지

12. 한국선급의 연차검사 시 기관의 검사사항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주기관의 실린더 내부 및 실린더 커버의 연
도측을 검사한다.
나. 기관구역의 통풍장치 작동을 확인한다.
사. 보일러 및 열유체설비는 외관검사 및 안전
장치에 대한 작동검사를 한다.
아. 기관실로부터의 탈출수단을 확인한다.

아. NaOH 양의 제어

13. 구명정은 잔잔한 수면에서 정원 및 의장품
을 만재하고, 기관으로 구동되는 모든
보조설비가 작동 중일 때 최소한 몇 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가?

10. 한국선급의 검사 중 임시검사의 대상이 아
닌 것은?

가. 2노트
사. 6노트

가. 보일러의 안전밸브를 개방하거나 조정을 다
시 하고자 하려는 경우
나. 운항 상의 이유로 선박 정기검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된 상태에서 다시 항해를 하려는
경우
사. 선체의 강도, 수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변경 공사가 행해진 경우
아. 기관을 교체하거나 기관주요부를 변경함으
로써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한 경우

14. 다음 중 선박이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비상통신기에 의하여 사용되는 주파수
(국제 조난 통신주파수)는?

나. 하이드라이진 첨가
사. 가성취화 방지용 약품 첨가

11. 선내 작업 시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용접, 연삭, 단조 작업을 할 경우 보호안경
을 써야 한다.
나. 선반 또는 드릴 작업 시에는 안전을 위하
여 보호용 면장갑을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 축전지 전해액을 보충할 때는 해당 축전지
의 차단기를 내린 후 작업한다.
아. 위험한 기계부분은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하며 기계의 청소는 정지시킨 후 실시한다.

가. 450[kHz]
사. 550[kHz]

나. 4노트
아. 8노트

나. 500[kHz]
아. 600[kHz]

15. 야간에 시계(視界)가 좋은 상태에서 신호
홍염은 몇 마일까지 식별이 가능한가?
가. 5∼10마일
사. 15∼20마일

나. 10∼15마일
아. 20∼25마일

16. 선박직원법 상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
경력을 증명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훈련기
록부의 기록과 관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실습생 개개인에 대한 지정 감독자가 지정
되어야 한다.
나. 평가자는 실습생이 수행한 실습과제에 대하
여 평가한다.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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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훈련기록부의 실습생 "인적사항" 란은 지정
감독자가 기록한다.
아. 지정 감독자는 주기적으로 훈련기록부를 검
사· 감독하여야 한다.

가.
나.
사.
아.

17.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의
료관리자를 승무시켜야 하는 기준은 몇 톤
이상인가?

21. SOLAS 협약 및 개정규정상 화물 구역에
소화제로 사용되는 탄산가스의 양은
밀폐할 수 있는 최대 화물 구역 총용적의
몇 [%] 이상의 탄산가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가?

가.
나.
사.
아.

총톤수
총톤수
총톤수
총톤수

3,000 톤
5,000 톤
7,000 톤
10,000 톤

A
A
A
A

:
:
:
:

12
9
6
3

가. 10[%]
사. 30[%]

B
B
B
B

:
:
:
:

6
9
12
18

나. 20[%]
아. 40[%]

18. 특별선박보안심사를 받아야 할 경우가 아
닌 것은?

22. SOLAS 협약 및 개정규정상 소방원의 개인
장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신조 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경우

가. 화상으로부터 피부보호를 위한 방수성의 방
호복
나. 절연성 재료로 제조된 장화 및 장갑
사.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견고한 헬멧
아. 공기용적 1,200리터 이상의 자장식 호흡구

나. 외국의 항만당국이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을 지적하여 통보한 경우
사.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사건으로 외국의 항만
당국에 의하여 출항정지를 당한 경우
아.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사건으로 외국의 항만
당국에 의하여 입항거부를 당한 경우
19. "STCW 협약 및 개정 규정상 "추진동력“
이라 함은 선박의 등록증서 또는 기타의
공문서에 기재된 (
)(으)로 표시된
선박의 (
) 주 추진장치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킬로와트, 모든

나. 마력, 모든

사. 킬로와트, 단일

아. 마력, 단일

20. SOLAS 협약 및 개정규정에서 화물선의
비상소집장소(A)와 기관제어실(B)에
공급되는 비상전원의 공급시간은 각각 몇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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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OLAS 협약 및 개정규정상 선원에 의한
현장감시를 하지 않는 기름보일러에 설치
하여야 하는 감시장치가 아닌 것은?
가. 저수위 시 연료 차단장치
나. 급수 정지 시 연료유 차단장치
사. 연소 공기의 공급 정지 시 연료유 차단장치
아. 화염 소실 시 연료유 차단장치
24. "MARPOL 73/78 협약과 개정규정상 고유
황유를 별도로 사용하는 선박은 황산화물
배출통제지역으로 진입하기 전 충분한
시간 전에 저유황유로 교환하여 연료가
철저하게 교환되도록 한다. 각 탱크별 (
), 벙커체인지를 행한 (
)를
주관청이 지정한 로그북에 기록하여야
한다."
(
)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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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유황 연료유의 양,

온도와 일시

나. 저유황 연료유의 양,

온도와 일시

사. 고유황 연료유의 양,

일시와 선위

아. 저유황 연료유의 양,

일시와 선위

25. MARPOL 73/78 협약과 개정규정상 특별
해역 외에서의 항해중 쓰레기 배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Shaft horse power is always ( 1 ) than
indicated horse power because some of
the original power is spent in overcoming
the ( 2 ) of the moving engine parts.
가.
나.
사.
아.

(1)
(1)
(1)
(1)

slower, (2) energy
more,
(2) friction
less,
(2) friction
lower, (2) energy

가. 음식쓰레기 : 분쇄기 또는 연마기(25mm)를
통하여 배출 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이상

4. The use of L.O. with too high viscosity
in a diesel engine will result in (
).

나. 화물잔류물 :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하역방법을 통하여 회수될 수 없는 화물잔
류물은 영해기선에서 12해리

가. increased starting difficulty in cold
weather
나. increased oil consumption
사. increased engine speed
아. decreased starting difficulty in cold
weather

사. 동물사체 : 기구가 개발한 지침서를 고려
하여 가능한 한 가까운 육지로부터 멀리 떨
어진 곳에서 배출할 것
아. 플라스틱 제품의 소각재 : 해양배출이 금지됨

[ 영

어

]

1. If the pitch is greater than the actual
advance per revolution, the slip is ( 1 ); if
the pitch is less than the actual advance
of the ship, slip is said to be ( 2 ).
가.
나.
사.
아.

(1)
(1)
(1)
(1)

-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2) - positive
(2) - negative
(2) - negative
(2) - positive

2. The PN junction can be shown to have
(
) properties.
가. rectification
사. capacitance

나. amplification
아. conduction

5. 문제 삭제
6. Again the steel is heated to around
850-950℃, but it is cooled slowly, either
in the furnace or an insulated space.
A softer, more ductile, steel than that in
the normalized condition, is produced.
This is called (
).
가. annealing
사. tempering

나. quenching
아. normalizing

7. When (
) occurs, hot combustion
gases and sparks which have passed the
piston rings escape from between piston
ring and cylinder running surfaces into
lower cylinder space where they can
ignite any residues which may be lying
there.
가. surging
사. knocking

나. blow-by
아. overload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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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 order to maintain concentration of
impurities in boiler water ( 1
) the
range of control standard values, boiler
water must be blown off without fail.
This is also necessary for (
2
)
accumulated in the bottom of boiler.

valve at the top of the air receiver.
However, when doing this the (
) temperatures will increase and must
not be allowed to exceed the limiting
values.
가. cooling water

가. (1) off,

(2) diluting sludges

나. (1) within,

(2) diluting sludges

사. (1) off,

(2) discharging sludges

아. (1) within,

(2) discharging sludges

9. The auxiliary steering gear shall be of
adequate strength and capable of
steering the ship at (
) and of
being brought speedily into in an
emergency.
가.
나.
사.
아.

maximum ahead service speed
safety speed
navigable speed
constant service speed

10. Every steam boiler and every unfired
steam generator shall be provided with (
1 ) of adequate capacity. However, the
Administration may permit ( 2 ) to be
fitted if it is satisfied that adequate
protection against overpressure is
thereby provided.
가. (1)- not less than two safety valves
(2)- only one relief valve
나. (1)- less than two safety valves
(2)- only one pressure valve
사. (1)- not less than two safety valves
(2)- only one safety valve
아. (1)- less than two safety valves
(2)- only one blow-off valve
11. Continuous surging can be temporarily
counteracted by "blowing-off"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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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ubricating oil
사. scavenge air
아. exhaust gas
12. The electro-pneumatic valve (
) for
boiler feed water control system
converts the current input to a
pneumatic signal in order to control the
valve stroke according to the input
signal.
가. controller
사. positioner

나. regulator
아. indicator

13. (
) means any liquid hydrocarbon
mixture occurring naturally in the earth
whether or not treated to render it
suitable for transportation according to
MARPOL 73/78.
가. Oil
사. Crude oil

나. Oily mixture
아. Product oil

14. (
) is the circulation and refreshing
of the air in a space without necessarily
a change of temperature. (
) is the
control of temperature and humidity in a
space together with the circulation,
filtering and refreshing of the air.
가.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나. Refrigeration,

Ventilation

사. Air conditioning,

Ventilation

아. Air conditioning,

Refrigeration

2015년도 문제지 기관사 2급

15. (
) occurs because the fuel must,
first, vaporize and, second, have its
temperature raised to the ignition point
before combustion can occur.
가.
나.
사.
아.

Ignition delay
Rapid combustion
Controlled combustion
After burning

16. Fuel oil tank vents are fitted with
corrosion resistant screens to prevent
(
).
가.
나.
사.
아.

flames entering the tank vent
escape of flammable vapors
corrosion in the tank vent
damage to ball check

17. If a ship at the time of the special
survey is not in a port in which it is to
be surveyed or if a ship is in transit to
another port to be surveyed, the due
date of special survey may be
postponed within the period of (
)
at the request of the owner through the
approval of the society in accordance
with the KR class Rules.
가. 2 months
사. 6 months

나. 3 months
아. 12 months

18. (
) condition is the condition under
which the main propulsion plant, boilers
and auxiliaries are not in operation due
to the absence of p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SOLAS
74Convention.
가.
나.
사.
아.

Dead ship
Normal operational and habitable
Distress
Emergency

19. Should the responsible officer enter the
(
) alone for any reason,he should
notify the bridge duty officer who
should arrange to check on his
well-being frequently.
가.
나.
사.
아.

bridge
engine control room
unattended machinery spaces
engine room

20. The officers may also be asked to
explain about the boundaries of the
watertight compartments, the openings
therein with the means of closure and
position of any controls thereof and the
arrangements for correction of any list
due to (
).
가. loading
사. flooding

나. ballasting
아. cleaning

21. 문제 삭제
22. The (
) should provide for
specific measures aimed at promoting
the reliability of such equipment or
systems. These measures should
include the regular testing of stand-by
arrangements and equipment or
technical systems that are not in
continuous use.
가. DOC

나. PSC

사. SMS

아. PMS

23. After any survey of the ship under
regulations of the SOLAS convention
has been completed, no change shall
be made in the structural arrangement,
machinery, equipment and other items
covered by the survey, without (
)
the administration.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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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anction of
사. satisfaction of

나. discrimination of
아. informing

24. The charging of a storage battery at too
high rate causes an excessive formation
of gas bubbles which tends to wash
away the active material from the (
)
plate.
가. negative
사. emergency

나. positive
아. top

25. Each free-fall lifeboat shall make
positive headway immediately after water
entry and shall not come into contact
with the ship after a free-fall launching
against a trim of up to (
)
and a list of up to (
) either way
from the certification height.
가. 7.5˚, 20˚
나. 10˚, 20˚
사. 7.5˚, 22.5˚

가. 흡입밸브가 열릴 때 연소실의 압력이 더
낮아지도록 한다.
나. 배기가 흡기 계통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한다.
사. 배기밸브와 흡입밸브의 열림이 겹치게 한다.
아. 압축시작 시의 압력과 온도를 낮추도록 한다.
3. 디젤기관에서 자동연료분사밸브가 열리는
압력이 너무 높을 경우 연료분사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시동성 악화
분사지연 커짐
저부하 시 기관의 맥동 회전 발생
분무상태 불량

4. 보슈형 연료분사펌프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부위와 관계가 없는 것은?
가.
나.
사.
아.

플런저의 마멸 및 고착
플런저 스프링의 절손
스필밸브의 누설
토출밸브(delivery valve)의 누설

5. 디젤기관의 운동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10˚, 22.5˚

가. 압축링은 기밀작용과 열 전달작용을 한다.

제
[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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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나. 연접봉 볼트 및 너트는 균열의 유무를 자기
탐상법에 의해 조사함과 동시에 외관상의
점검으로 이상이 없어도 사용기간이나 일정
분해횟수에 도달한 것은 교환해야 한다.

1. 디젤사이클에서 정압변화는 이론적으로 어
느 때 일어나는가?

사. 댐퍼는 보통 고무, 점성액 등을 진동에너
지의 흡수재로 사용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열화는 피할 수 없으므로 사용시간에 도달
하면 반드시 교환해야 한다.

가. 압축 시
사. 흡입 시

아. 대형 디젤기관의 메인베어링은 이물질의 매
몰성 및 친숙성이 좋은 알루미늄 합금을 많
이 사용한다.

나. 연소 시
아. 배기 시

2. 4행정 사이클 디젤기관의 용적효율을 증가
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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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스톤 링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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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재질이
적당한
경도는
마찰이

균등하여 운전 중 절손되지 않을 것
탄력을 가질 것
라이너보다 약간 낮을 것
적으며 열전도가 양호할 것

가. 증발면적이 불충분할 경우
나. 증기실 용적이 너무 작을 경우
사. 보일러 내부의 구조가 복잡해서 기포의 분
리가 곤란할 경우
아. 보일러의 부하가 갑자기 감소할 경우

7. 피스톤으로부터 가장 많이 전달되는 열량은?
12. 보일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피스톤으로부터 직접 실린더에 전달되는 열량
피스톤 링을 거쳐 실린더로 전달되는 열량
크랭크실의 공기로 전달되는 열량
흡입공기에 전달되는 열량

8. 크랭크축에서 균열(crack)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곳은?
가.
나.
사.
아.

크랭크핀 중앙 윤활유공 부근
크랭크암과 크랭크핀 접속부
크랭크암의 중앙부
크랭크저널 중앙부

9. 디젤기관 시동 시 시동공기에 의하여 회전
은 되지만 점화가 잘 되지 않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시동공기 압력이 너무 낮다.
배기밸브가 누설되고 있다.
연료관계통에 공기가 차 있다.
냉각수 온도가 약간 높다.

10. 디젤기관에서 배기가스로 손실되는 열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압축비가 높아질수록 배기온도는 올라가고
배기가스에 의한 열손실은 커진다.
나. 연소시간이 길면 배기가스 열손실이 커진다.
사. 냉각열손실이 많아지면 배기가스 열손실은
줄어든다.
아. 과부하 시에 배기가스 열손실은 많아진다.
11. 보일러에서 기수 공발(carry over)의 원인
이 아닌 것은?

가. 스테이 튜브(tube)는 다른 튜브(tube)보다
두텁다.
나. 수면계가 깨졌을 때는 수측의 콕을 증기측
의 콕보다 먼저 잠근다.
사. 보일러의 안전 밸브가 과열기의 안전밸브
보다 먼저 열리도록 조정한다.
아. 수냉벽 헤더와 워터 스크린 헤드는 증발중
에 방출해서는 안 된다.
13. 증기터빈에서 더미 피스톤(dummy piston)
의 주 목적은?
가. 고압, 고온의 증기를 팽창시켜 압력에너지
를 얻는다.
나. 증기를 팽창시켜 출력을 얻는다.
사. 고압, 고온의 증기를 팽창시켜 속도를 얻는다.
아. 블레이드에 작동하는 증기의 추력을 평형시
킨다.
14. 증기터빈의 축계 밀봉용으로 사용하는 래
버린스 패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누설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래버린스
편을 많이 만든다.
나. 래버린스 편은 마찰계수가 큰 재질을 사용
한다.
사. 래버린스의 수를 늘이면 베어링 간의 거리
가 증가한다.
아. 래버린스 편과 차축과의 간격은 0.3 ∼ 0.4
[mm]정도이다.
15. 디젤 주기관의 추진 축계에 비틀림 응력이
제3회

127

기관사 2급 2015년도 문제지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작용하면 발생되는
결과는?
가. 추진기 축의 특정 부위에서 크로스마크 모
양의 크랙이 발생한다.
나. 중간축의 가운데 부위에서 크로스마크 손
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사. 중간 축 전체 부위의 표면에 분산되어 크로
스마크 모양의 크랙이 발생한다.
아. 스러스트 베어링 가까운 부위의 중간축에
크로스마크 모양의 크랙이 발생한다.
16. 축계 진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비틀림 진동의 기진력은 프로펠러의 불평
형 중량에 기인하는 불평형력이 일반적으로
가장 크다.
나. 비틀림 진동의 대처방안으로는 주로 비틀림
강성을 변경하여 고유진동수를 조절한다.
사. 종진동은 주기 크랭크 및 추력베어링의
강도 등과 연관을 갖는다.
아. 횡진동은 기름윤활 베어링의 오일 실 장
치에서 누설 등의 영향을 미친다.
17. 프로펠러축의 직접적인 손상 원인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편심 하중
부식과 침식
비틀림 진동 과다
프로펠러 하중 증대

18. 프로펠러의 압력면에 공동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부분은?
(단, R은 추진기의 반경이다.)
가.
나.
사.
아.

0.75R 보다 날개 끝에 가까운 부분
0.75R 보다 날개 뿌리에 가까운 부분
0.9R 보다 보스에 가까운 부분
0.9R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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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추진기 각 단면에서 수류의 입사각에 따른
추진기의 공동현상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날개뿌리부 공동현상
기포 공동현상
전연 공동현상
후연 공동현상

20. 추진기 심도가 작아질 때 일어나는 장해가
아닌 것은?
가. 추진계수 감소
사. 화학적 부식

나. 공동현상 발생
아. 공기흡입

21. 연료유 첨가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슬러지분산제는 연료유 보유 후에 첨가하는
것이 좋다.
나. 수분리제는 많이 첨가 할수록 수분입자가
잘 분리되므로 효과적이다.
사. 연소촉진제는 연소촉매로서의 활성도가 높
으면, 금속산화물의 융점, 경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 슬러지분산제는 슬러지입자를 분산시키고
수분리제는 수분입자들끼리 서로 결합시킨다.
22. 디젤기관에서 착화지연을 단축시키는 방법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냉각수 온도를 높인다.
연료분사시기를 앞당긴다.
연료유의 입구온도를 높인다.
연료유의 무화 상태를 좋게 한다.

23. 윤활유 첨가제가 아닌 것은?
가. 청정 분산제
사. 산화 방지제

나. 점도 향상제
아. 유성 향상제

24. 염기가(알칼리 값)는 주로 어떤 윤활유의
사용 가능 한도를 판정하는 데 사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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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터빈유
사. 유압작동유

나. 냉동기유
아. 내연기관용 윤활유

25. 윤활유의 점도지수가 높다는 것을 옳게
설명한 것은?
가. 온도의 변화에 대해 점도가 많이 변한다는 것
나. 온도의 변화에 대해 점도가 적게 변한다는 것
사. 점도가 높은 것은 마찰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
아. 점도가 높은 것은 쉽게 산화한다는 것

[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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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양환경관리법 상 질소산화물 배출방지를
적용받는 디젤기관에서 성분을 측정, 분석해
야 하는 배기가스 성분이 아닌것은?
가. HC
사. NOx

나. CO2
아. Soot

2. 회전차가 한 개인 원심펌프가 회전수 1,500
[rpm] 에서 양정이 20[m], 송출량이 3.0
[㎥/min], 축동력이 15[PS] 이다.
이 펌프를 2,000[rpm]으로 운전할 때의
송출량은 얼마인가?
가. 4.0[㎥/min]
사. 5.3[㎥/min]

나. 3.6[㎥/min]
아. 7.1[㎥/min]

3. 원심펌프가 송출이 되지 않는 경우의 원인
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흡입관 계통에 공기가 혼입되었을 때
원동기의 회전속도가 낮을 때
펌프로부터 흡입 수면까지의 높이가 낮을 때
임펠러에 오물이 끼었거나 파손되었을 때

4.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압축하여 중간 냉각
하는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압축비를 증가시킨다.
나. 크랭크 배치를 적당히 하면 평형이 양호하
게 된다.
사. 압축일이 감소한다.
아. 압축기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5. 축류펌프의 특성곡선에서 송출량이 증가함
에 따라 펌프의 양정은 어떻게 되는가?
가.
나.
사.
아.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하다 증가한다.
증가하다 감소한다.

6. 베인 펌프의 장점을 열거한 것 중 옳지 않
은 것은?
가. 베인의 숫자가 많고 적당한 압력포트, 캠링
을 사용함으로써 송출압력의 맥동이 작다.
나. 가변용량형의 경우 송출유량은 편심량에
반비례한다.
사. 펌프의 용량에 비하여 형상이 소형이다.
아. 베인의 선단이 마멸해도 압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7. 냉동장치의 압축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냉각수의 온도가 너무 낮다.
흡입가스 중에 냉매액이 섞여 있다.
토출밸브가 누설된다.
냉각수의 양이 너무 적다.

8. 냉동장치의 응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압축기에서 토출한 고온가스를 저온가스로
바꾼다.
나. 압축기에서 토출한 고온가스를 액화시킨다.
사. 불응축가스가 잔류하는 경우가 있다.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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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냉각관의 냉각수측에 스케일이 부착되는 경
우가 있다.
9. 가스압축식 냉동기의 냉매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응축압력이
증발잠열이
응고온도가
임계온도가

높을 것
클것
낮을 것
높을 것

10. 냉동장치의 계통 내에 불응축 가스가 많아
졌을 때 계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응축 압력 감소
응축 능력 감소
소비 동력 증가
압축기의 토출가스 압력 증가

11. 냉동장치의 제상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가. 고온 가스에 의한 방법은 압축기에서 송출
되는 고온냉매가스를 직접 증발관으로 흐르
게 하여 증발관 표면의 얼음을 제거하는 것
으로 반드시 2대 이상의 압축기가
구비되어야 한다.
나. 살수에 의한 방법은 증발관 표면에 물을
살포하여 제상 하는 것으로 가장 손쉬운 방
법이지만 냉동 또는 냉장실 바닥의 물을 제
거하여야 한다.
사. 전열에 의한 방법은 증발관 주위 또는 내
부에 전열코일을 설치하고 전열코일에 전
류를 흘려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제상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직류전원을 사용한다.
아. 냉동기 운전을 정지시키는 제상법은 냉동
창고의 문을 개방하여 대기로 증발관을
제상시키는 것으로 가장 단시간에 제상을
수행할 수 있다.
12. 온도 100[℃]의 철편 10[㎏]을 10[℃]의
물 9[㎏] 중에 넣었을경우 열평형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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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는 몇 [℃]인가?
(단, 철의 비열은 0.1[㎉/㎏℃], 물의
비열은 1.0[㎉/㎏℃]이다.)
가. 13 [℃]
사. 25 [℃]

나. 19 [℃]
아. 36 [℃]

13. 어느 기체가 50[kcal]의 열량을 흡수하여
4,270[kgf·m]의 일을 했다면 기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얼마인가?
가. 30[kcal]
사. 100[kcal]

나. 40[kcal]
아. 170.8[kcal]

14. 크로스헤드가 있는 디젤기관에서 피스톤
냉각을 청수 대신 윤활유로 대체시킬 경우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청수냉각보다 적은 양의 윤활유를 통과시킨다.
청수냉각과 동일한 양의 윤활유를 통과시킨다.
청수냉각보다 많은 양의 윤활유를 통과시킨다.
청수냉각의 경우와 입·출구 온도차가 동일
하도록 윤활유 유량을 통과시킨다.

15. 두께 0.3[m], 단면적 30[㎡]인 벽면의 내
부온도가 25[℃]이고바깥온도가
-15[℃]인 경우 이 벽면을 통해 전달된
열량은 몇 [kW]인가?
(단, 벽면의 열전도계수는 1[W/mK]이다.)
가. 1 [kW]
사. 4 [kW]

나. 2 [kW]
아. 6 [kW]

16. 파이프 속을 흐르는 물의 평균 속도가
10[m/s]일 때 속도 수두는 대략 얼마인가?
가. 5.1[m]
사. 7.4[m]

나. 6.2[m]
아. 8.6[m]

17. 직경 200[mm]인 파이프 내부에 청수가 5
[m/s]의 평균속도로 이송된 경우의 유량은
약 몇 [m³/s]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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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05[m³/s]

나. 0.16[m³/s]

사. 0.3[m³/s]

아. 0.5[m³/s]

18. 밑면적 A[㎡]인 직육면체의 탱크에 비중량
γ인 액체가 채워져 있을 경우 수면으로
부터 깊이 H[m]인 지점의 압력 P는?
가. P = γ / H
사. P = γH

나. P = H / γ
아. P = 1 / γH

19. 유체의 동점성계수(Kinematic viscosity)
ν는 μ/ρ 로 표시된다. 이때 동점성계수의
단위는? (단, μ: 점성계수, ρ: 밀도이다.)
가. m²/s
사. s/m²

나. m/s
아. s²/m

20. 플라이 휠 및 크랭크 축 등이 설치되어
있는 회전축은 항상 비틀림 모멘트 T와
굽힘 모멘트 M을 동시에 받으면서 동력
전달을 하고 있다. 이 축의 상당 비틀림
모멘트(equivalent twisting moment) Te의
크기는?
가. Te = √M² + T²
나. Te = 1/2 (M + √M² + T² )
사. Te = 1/2√M² + T²

23. 단조용 강재에서 유황의 함유량이 많아지
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 인성의 증가
사. 가소성 증가

나. 적열 취성
아. 냉간 취성

24. 선박의 속도에 대하여 선박이 받는 전저항
을 곡선으로 나타내면 볼록부(hump)와
오목부(hollow)가 교대로 일어난다. 그
주요 원인이 되는 저항은?
가. 마찰저항
사. 와류저항

나. 조파저항
아. 공기저항

25. 선박이 어떤 속도로 항해할 때 받는 선체
저항이 850[kN]이고 추력 감소계수가
0.15라면 이 선박의 프로펠러가
발생시키는 추력은 얼마인가?
가. 700[kN]
사. 850[kN]

[ 기 관

나. 722.5[kN]
아. 1,000[kN]

3

]

1. 1차 전압이 3,300[V], 권수비가 30인 단상
변압기의 2차측에 전등부하를 연결하였다.
부하전류가 10[A]이면 소비전력은?

아. Te = M + √M² + T²
21. 켈밋(Kelmet)베어링 메탈의 주성분은?
가. Cu-Pb
사. Pb-Zn

나. Cu-Sn
아. Pb-Sn

22. 기어의 표면을 경화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한 열처리는?

가. 3.3[kW]
사. 5.5[kW]

나. 2.2[kW]
아. 1.1[kW]

2. 3상 유도전동기 회전자의 이론적인 효율은?
가. 슬립 － 1
나. 1 － 슬립
사. 동기속도 × 슬립
아. 회전자속도 × 슬립

가. 고주파 경화법
사. 뜨임

나. 담금질
아. 풀림

3. 동기발전기에 진상역률을 가진 부하가 연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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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는 경우 단자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
나.
사.
아.

계자전류가 더 증가되어야 한다.
계자전류가 더 감소되어야 한다.
주파수가 더 증가되어야 한다.
주파수가 더 감소되어야 한다.

4. 주파수 f, 극수 p, 동기속도 Ns, 전동기속도
N인 3상 유도 전동기가 슬립 s로 운전할 경
우 전동기 속도는?
가.
나.
사.
아.

N
N
N
N

=
=
=
=

(120f/p)×(1－s)
(120f/p)×(s－1)
(120f/p) / (1－s)
(120f/p) / (s－1)

5. 100[HP] 정도의 3상 유도전동기에서 전동
기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계전기 중 설치
필요성이 가장 작은 것은?
가. 결상 계전기
사. 저전압 계전기

나. 과부하 계전기
아. 차동 계전기

6. 60[Hz] 발전기에서 전압은 그대로 유지하
고 주파수만 50[Hz]로 감소시켰을 경우 전
동기에 발생하는 현상은?
가.
나.
사.
아.

전동기의
전동기의
전동기의
전동기의

온도는 상승하고 속도는 감소한다.
온도는 변화없고 속도만 감소한다.
온도는 상승하고 속도도 증가한다.
온도는 변화없고 속도만 증가한다.

7. 동일 용량의 발전기 2대가 같은 역률로 병
렬운전 중 여자 전류를 조정하여 역률이 서
로 달라졌다면 어떠한 전류가 흘렀기
때문인가?
가. 동상전류
사. 무효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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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효횡류
아. 맴돌이전류

8. 아래 그림은 논리 게이트 3개를 이용하여
배타적 논리합 회로를 구현한 것이다.
①(사각형 점선)에 들어가야 할 논리
게이트는?

9. 다음 중 반도체 내부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캐리어의 재결합
캐리어의 확산
캐리어의 이온화
전계에 의한 캐리어의 이동

10. 트랜지스터의 구동 중 가장 파손되기 쉬운
부분은?
가.
나.
사.
아.

컬렉터 이미터 간 접합부
베이스 이미터 간 접합부
베이스 컬렉터 간 접합부
이미터와 이미터 단자 사이의 접합부

11. 유도성 부하인 다음의 교류회로에서 전압
파형(보기의 실선부분)과 전류파형(보기의
점선부분) 사이의 위상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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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C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SCR은 단방향의 전력제어 소자이다.

15. 다음 그림과 같이 CT를 연결하여 교류전류
를 측정할 때 전류계 A의 지시치는
얼마인가?

나. 게이트에 순방향 전류를 흘리면 도통된다.
사. 양극과 음극 간에 역전압을 가하면 주전
류를 차단(off)할 수 있다.
아. SCR 도통상태에서 게이트 전류가 없어지
면 주전류가 차단(off) 된다.
13. 다음 회로의 이름은 무엇인가?

가. 45[A]

나. 30[A]

사. 15[A]

아. 5[A]

16. 다음 중 변위를 출력 신호로 하지 않는
것은?
가. 용수철
사. 액주 압력계
가.
나.
사.
아.

단안정
쌍안정
비안정
슈미트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
트리거 회로

14.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V=30[V],
R=10[Ω], Ez =10[V]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몇 [A] 인가?

나. 바이메탈
아. 서미스터

17. 중량센서로 이용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근접센서
스프링
스트레인 게이지 와이어
로드셀

18. 1[MP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나.
사.
아.

10[kgf/㎠] 보다 조금 큰 압력이다.
1[kgf/㎠] 보다 조금 작은 압력이다.
1[bar] 보다 조금 큰 압력이다.
10[bar] 보다 조금 작은 압력이다.

19. 다음 중 패러데이(Faraday) 법칙을 이용하
는 유량계는 어느 것인가?
가. 1 [A]
사. 3 [A]

나. 2 [A]
아. 4 [A]

가. 차압 유량계
사. 터빈형 유량계

나. 초음파 유량계
아. 전자 유량계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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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어계에서 보통 계단상 목표값에 대해
응답이 최종값의 5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상승시간
사. 응답시간

나. 지연시간
아. 정정시간

21. 다음 회로에서 인디셜 응답의 출력신호
e(t)는?

24. 에어퍼지(air purge)식 액위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유체의 압력은 깊이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한다.
나. 압축공기를 파이프 내로 보내어 공기압과
액체의 압력이 평형을 이루도록 한다.
사. 기관실 내 연료유 서비스 레벨 측정용으
로는 사용될 수 없다.
아. 파이프 내의 압력을 액위로 환산하여 지시
기에서 나타내도록 한다.
25. 다음 그림은 유압식 증폭기이다.
이 그림에서 B의 명칭은?

가. 노즐플래퍼
사. 다이어프램밸브
22. 공정제어계의 보상요소인 조절기의 제어동
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P동작은 정상위치 편차를 없애 준다.
PI동작은 정상특성 개선에 쓰인다.
PD동작은 응답속응성의 개선에 쓰인다.
PID동작은 정상특성과 응답속응성의 개선
에 쓰인다.

23. 공기압식 조절기에서 리셋률과 관련이 가
장 큰 것은?
가. 적분동작
사. 비례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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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분동작
아. 비례대

[ 직 무 일 반

나. 안내밸브
아. 대시밸브

]

1. 보일러에서 대형 역화가 발생한 경우의 올
바른 조치 순서는?
가. 긴급연료폐쇄밸브 차단 → 통보 → 진화
작업 → 주증기 정지밸브 폐쇄 → 급수제어
→ 연소실 내 잔존 유증기 퍼지 → 보일러
검사
나. 긴급연료폐쇄밸브 차단 → 급수제어 → 통
보 → 주증기 정지밸브 폐쇄 → 진화작업
→ 연소실 내 잔존 유증기 퍼지 → 보일러
검사

2015년도 문제지 기관사 2급

사. 통보 → 긴급연료폐쇄밸브 차단 → 진화작
업 → 급수제어 → 주증기 정지밸브 폐쇄
→ 연소실 내 잔존 유증기 퍼지 → 보일러
검사
아. 긴급연료폐쇄밸브 차단 → 통보 → 진화
작업 → 급수제어 → 연소실 내 잔존
유증기 퍼지 → 주증기 정지밸브 폐쇄 →
보일러 검사
2. 대형 디젤 주기관에서 한 실린더의 손상으
로 피스톤을 발출 하지 않고 압축과 연소를
차단하여 비상운전 할 경우의 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연료유 차단
나. 스프링 공기 공급
사. 배기밸브 개방 상태 유지

제시킨다.
아. 유류와 물의 양을 확인하여 선박의 횡경사
를 조정한다.
5. 디젤기관의 부식과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디젤기관의 냉각수에 의해 생기는 장해는
부식발생과 스케일 형성이다.
나. 디젤기관의 냉각수에 의한 부식의
억제제(corrosion inhibitor)로는 주로
크롬산 소다, 아질산 소다 등이 사용된다.
사. 중앙집중식 냉각방식은 냉각수에 대한 물처
리를 특히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아. 실린더라이너의 물측에 생기는 부식은 공식
(孔蝕)보다는 전면부식(全面腐蝕)이 주로 일
어난다.

아. 실린더유 주유
3. 선박의 우선 차단(Preferential trip)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우선차단 기능은 발전기 부하가 커질 때
작동한다.
나. 부하가 큰 경우는 우선 차단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어 차단기에
적색이나 황색밴드를 표시하기도 한다.
사. 발전기 부하전류가 설정된 값에 도달하면
자동 차단되는 차단기의 Shunt coil이 동작
한다.
아. UVP(Under Voltage Protect) 방식 기동
회로의 전동기는 우선 차단 후 전원이 정상
화되면 자동으로 기동된다.
4. 입거수리 시의 준비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육전 연결 박스를 점검하여 둔다.
나.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장치를 점검
한다.
사. 안전을 위하여 주요 압력 용기의 압력을 배

6. 선박기름오염비상계획서(SOPEP)의 비치
대상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총톤수
총톤수
총톤수
총톤수

100톤의
400톤의
500톤의
400톤의

유조선
컨테이너선
광석 운반선
시추선

7. 기관구역 기름기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기름 필터링 장치의 상태
슬롭탱크로부터 물의 배출
연료유 탱크에 평형수 적재
유성 잔유물의 저장, 이송 및 처분

8. 항해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선박에 비치
해야 할 내연 주기관의 예비품을 설명하고
있다. 예비품 종류와 비치해야 할 수량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가. 실린더 커버(밸브 및 기타 부속을 완비한
것) - 1개
나. 연료분사밸브(완비품) - 기관 1/2대분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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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료분사펌프(완비품) - 1개
아. 배기밸브(완비품) - 2실린더분
9. 다음의 패킹류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도
와 압력이 가장 높은 것은?
가.
나.
사.
아.

Graphite metallic packing
Grease cotton packing
Asbestos spiral packing
Graphite asbestos packing

10. MARPOL 협약상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와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를 모두 비치해야 하
는 선박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총톤수
총톤수
총톤수
총톤수

150톤
150톤
400톤
500톤

이상의
이상의
이상의
이상의

모든
모든
모든
모든

선박
유조선
선박
선박

나. 선박의 안전 운항실무 및 안전한 작업환
경의 제공
사. 해적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수립
아. 비상대책을 포함한 육상 및 선박 인원의 지
속적인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14. 인간관계 관리기법으로 활용되는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 기법의 주요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좋다.
나. 양보다는 질이 높은 아이디어가 더 바람직
하다.
사. 개인이 낸 아이디어를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편승하여 자기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11. 보일러에서 생성되는 스케일이 아닌 것은?

15.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에서 소화훈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칼슘

나. 규산염

가. 소방원 장구 및 개인 구조장비 점검

사. 인산나트륨

아. 금속산화물

나. 소화펌프 시동 및 성능 점검
사. 보일러의 비상정지장치 점검

12. 침전탱크에서 슬러지의 분리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슬러지는 기름의 점도가 낮을수록 침강하기
쉽다.

아. 퇴선에 필요한 장치 점검
16.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에서 퇴선훈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슬러지와 기름의 비중차가 클수록 침강하기
쉽다.

가. 구명정 기관의 정비 방법

사. 슬러지의 입자가 클수록 침강하기 쉽다.

사. 퇴선 절차 숙지 여부

아. 슬러지는 기름의 온도가 낮을수록 침강하기
쉽다.

아. 구명정 기관의 시동 및 작동

13.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서 회사의
안전관리 목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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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명뗏목 진수용 대빗 작동

17. 국제항해 선박에서 보안 3등급일 경우 세
부 보안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에 화물이나 선용품 선적을 중단할 것
나. 선박 전체를 수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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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박에 미휴대 수하물의 선적을 금지할 것
아. 선박의 모든 외부 조명장치를 소등할 것
18. 선박보안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
닌 것은?
가. 선박의 보안 시설·장비·인력 및 보안의 취
약요인 확인과 대응 절차의 수립·시행
나. 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에 대한 신분확인 절
차 마련 여부
사. 보안계획서의 시행을 위한 교육·훈련 절차
아. 선박의 통신·보안장비와 정보의 관리
19. STCW 협약 및 개정 규정 상 다음 문장의
(
)에 알맞은 것은?
"(
)라 함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고 또한 그러한 책임인수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사에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선박관리인 또는 나용선자와 같은 기타의
조직 또는 자를 말한다."
가. 운항자

나. 등록선주

사. 용선자

아. 회사

20.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 상 비상용 발전
기의 시동장치의 설비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섭씨 영도(0℃)에서 쉽게 시동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동 시동 방식의 발전기인 경우 최소한 5
회의 연속시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섭씨 영도(0℃)보다 저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동을 확보하기 위한
가열설비를 장치하여야 한다.
아. 수동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2의 에너지
원에 의하여 30분 이내에 추가로 3회
시동이 더 될 수 있어야 한다.

21.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 상 inert 가스
장치에 설치하여야 하는 가시 및 가청의
경보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inert 가스 주관 내 산소 함유량의 규정치
초과
나. inert 가스 블로워장치의 고장
사. inert 가스 주관 내의 가스 온도 저하
아. flue gas scrubber의 고수위
22.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화
물선의 내연기관에서 실린더 지름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 크랭크실 도출밸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가. 150[㎜]
사. 250[㎜]

나. 200[㎜]
아. 300[㎜]

23.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에 의한
구명정의 법정 의장품이 아닌 것은?
가. 일광신호용 거울
사. 로켓 낙하산 화염신호

나. 스펀지
아. 자기점화등

24. 15[ppm] 기름여과장치의 경보장치가
고장난 경우 MARPOL 협약 및 개정
규정의 부속서Ｉ의 규정에 의거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가.
나.
사.
아.

고장시간, 정상회복시간, 고장원인
고장시간, 고장원인, 배출정지시간
고장시간, 배출정지시간, 정상회복시간
배출정지시간, 고장원인, 정상회복시간

25. MARPOL 협약 및 개정 규정의 부속서Ⅰ에서
정의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름은 모든 형태의 석유를 말한다.
나. 유탱커는 화물창에 기름을 그대로 싣도록
건조된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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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제유 운반선은 원유 이외의 기름을 운송
하는 유탱커를 말한다.
아. 드럼통에 적재한 윤활유만 싣도록 된 선박
도 유탱커이다.

[ 영 어

]

1. Most (
) used for bearings contain
considerable amounts of tin or lead, or
both, because these metals impart
excellent anti-frictional properties to the
alloy.
가.
나.
사.
아.

aluminum alloys
copper alloys
titanium alloys
molybdenum alloys

아. reduction in trim
5. Torque should not be confused with
power, since torque is a turning effort,
while power is the rate at which work is
done. It is easy to keep them separated
if you remember that the unit for torque,
[Nm], is just the (
) of that used
for work, [Nm], and that for torque "m"
means the distance at which something
turns, while for work it means the
distance through which something
(
).
가.
나.
사.
아.

reverse, slide
same, works
reverse, moves
same, does

2. "Process of jointing metals by use of a
copper based filler metal, the melting
range of which is below that of either of
the parent metals." This is called (
).

6. A/An (
) is a bundle of tubes
arranged to take the steam from the
steam drum and raise its temperature to
the predetermined amount above the
saturation value.

가. soldering
사. brazing

가. economizer
사. air preheater

나. welding
아. fusing

3. Propeller blades to be polished and
surveyed. Clearance between stern tube
and (
) to be measured.
가. crank shaft

나. intermediate shaft

사. tail shaft

아. thrust shaft

4. Ships are less stable when water or fuel
tanks are partially filled because of the
(
).
가. free-surface effect
나. increase in buoyancy
사. decrease in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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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uperheater
아. evaporator

7. Surging is mainly caused by deposit
build-up in the diffuser where the ducts
are narrowest and the velocities highest.
Deposits on the impeller or inducer have
little influence on (
) but can affect
the balancing. The compressor, and
especially the diffuser can be cleaned
during service by the (
) of the water
into the air stream before the
compressor. The water should be as
pure as possible.
가. diffuser, cleaning
나. turbocharger, supply

2015년도 문제지 기관사 2급

사. surging, injection
아. diffuser, compression
8. Foaming leads to (
) which is the
carry over of water with the steam
leaving the boiler drum.
가. priming
사. pitting

나. water hammer action
아. cavitation

9. In diesel engine supercharging introduces
no fuel or combustion difficulties.
Actually, the higher compression
temperatures and pressures resulting
from supercharging tend to reduce the
(
) period, and thus to improve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with a
given fuel, or to allow the use of fuel of
poorer (
) quality.
가.
나.
사.
아.

firing, caloric
combustion, flow
stress, viscous
ignition-delay, ignition

10. The (
) can be shown to have
rectification properties. If an external
voltage is applied to a junction, the
majority carriers on each side are
forced further away from the junction,
i.e., the barrier layer is thickened.
가.
나.
사.
아.

diode
p type semiconductor
n type semiconductor
UJT

The above is the beginning of (
가. articles order
사. complaint

).

나. repairing order
아. invoice

13. If there is a risk of grit or sand blowing
into the engine room when the ship is
in port, the ventilation should be
stopped and ventilating ducts, (
)
and engine room doors closed.
가. skylight
나. steering gear room
사. battery room
아. pump room
14. An oil mist could also develop as a
result of heat from a scavenge fire
being transmitted down the piston rod
or via the stuffing box. Hot air jets or
flames could also have passed through
the (
) into the crankcase.
가. piston rod

나. cross head

사. scavenge air box

아. stuffing box

15. (
) may be attached at the free end
of the engine, if necessary, so as to
avoid inadmissibly heavy vibrations of
the crankshaft, when passing through
the critical speed ranges.
가.
나.
사.
아.

A thrust shaft
A torsional vibration damper
An axial vibration transducer
An axial actuating buffer

11. 문제 삭제
12. "Herewith I beg to apply you that the
undermentioned will be fully executed
by your hand at your convenience."

16. The overspeed trip device stops the
injection of fuel oil to the combustion
chambers when the engine speed (
)
a predetermined limit.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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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ceeds
사. lowers

나. equals
아. drops

17. The flow of air through a boiler furnace
is known as 'draught'. Marine boilers
are arranged for (
) draught, i.e.
fans which force the air through the
furnace. (
) draught is produced by
a stack and is the difference in weight
between the column of hot gases in the
stack and a column of cold air of the
same height as the stack.
가.
나.
사.
아.

나. nitrogen
아. argon

21. When a ship classed with the society
makes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such an extent as to influence to the
ship's original performances, the plans
have to be submitted for the society's
approval before the work is commenced
and the alteration work has to be
supervised by (
).
가. chief engineer
사. master

forced, Natural
natural, Forced
circulated, Forced
aspirated, Natural

나. surveyor
아. owner

22. 문제 삭제

18. The chief engineer officer shall, in
(
) with the master, determine in
advance the needs of the intended
voyage.
가. conservation
사. construction

가. helium
사. sulfur

나. consultation
아. contribution

23. In accordance with the SOLAS 74/78
Convention as amended, the ship
security alert system shall be capable of
being activated from the (
)
and in at least one other location.
가. captain room
나. crew mess room
사. navigation bridge

19. Pistons for the larger diesel engines are
made in two parts. The head is of ( a )
and the skirt of ( b ). For smaller
engines, many manufacturers use
aluminum alloys instead of ( b ).
가.
나.
사.
아.

(a)
(a)
(a)
(a)

forged steel
cast iron
forged steel
cast iron

(b) cast iron
(b) forged steel
(b) mild steel
(b) mild steel

20. The composition of the crude oil varies
from place to place. The primary
components are carbon, hydrogen a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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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radio office
24. Emergency steering drill is required at
least once in (
) in
accordance with the SOLAS convention.
가. 3 months
사. 2 weeks

나. 1 month
아. 6 months

25. Immersion suit can be unpacked and
donned without assistance within
(
), taking into account any
associated clothing and a lifejacket if
the immersion suit is to be worn in
conjunction with a life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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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 sec

나. 2 min

사. 5 min

아. 10 min

제
[ 기 관

1

4

회

]

1. 기관에 공급된 연료가 가진 열량과 실린더
내에서 이루어진 일에 상당하는 열량과의
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 선도계수
사. 도시 열효율

나. 정미 열효율
아. 제동 열효율

2. 4행정 사이클 디젤기관에서 배기밸브를 상
사점 후에 닫는 주된 이유는?
가.
나.
사.
아.

흡기작용을 돕기 위해서
배기작용을 돕기 위해서
크랭크 회전을 돕기 위해서
착화를 돕기 위해서

3. 디젤기관에 키스톤링을 쓰는 이유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가. 링의 고착 방지에 유효하다.
나. 링의 펌프작용을 방지한다.
사. 링 홈에 퇴적되는 연소물질을 쐐기작용으로
제거한다.
아. 가스의 블로바이(Blow by)를 방지한다.
4. 디젤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연접봉은 피스톤 상면에 작용한 가스압력의
힘을 크랭크축에 전하고 피스톤 왕복운동을
크랭크축의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접봉에는 항상 압축하중이
걸린다.

나. 크랭크축에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은
암과 핀부와의 접속부분, 유공의 주위 등이다.
사. 크랭크축의 균열이 축중심선과 45˚ 방향으
로 발생한 경우는 비틀림진동에 의한
균열이므로 비틀림진동을 계측하여 대책을
세운다.
아. 4행정 사이클 기관의 연접봉 볼트에는 배기
종말의 상사점에서 왕복질량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는 관성력 때문에 인장력이 작용한다.
5. 디젤기관의 축계 진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고유 진동수는 축의 재질, 축의 질량, 형상
등에 의해 정해진다.
나. 진동의 절이 낮을수록 진폭이 작다.
사. 위험 회전수는 고유 진동수를 차수로 나눈
값이다.
아. 강제 진동의 크기는 연소가스 압력, 왕복
질량의 관성력등에 관계한다.
6. 내연기관의 크랭크축에 설치되어 있는
평형추의 역할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진동의 경감
메인 베어링의 부하 경감
크랭크 케이스에 생기는 변형 방지
고유진동수 증가

7. 과급기의 서징 방지에 가장 적합한 것은?
가. 블로워 계통의 저항을 늘린다.
나. 블로워의 서징선을 대유량 쪽으로 이동시
킨다.
사. 토크를 증가시키고 기관 회전수를 내린다.
아. 블로워 송출측 공기를 외부로 방출하여 작
동점을 대유량쪽으로 이동시킨다.
8. 조속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유압식 조속기의 파일럿밸브는 원심력으로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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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된다.
나. 원심식 조속기의 추의 위치는 회전속도에
의해 변화한다.
사. 비상용 조속기는 주로 과속도식 조속기
이며, 발전기 구동용은 주로 정속도식
조속기이다.
아. 조속기 핸들을 고정하고 부하를 증가시키면
기관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서징이라고 한다.

12. 증기터빈기관의 운전 중 베어링 온도의
상승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윤활유 냉각기의 오손
터빈로터와 베어링 중심의 불일치
베어링 간극의 조정 불량
주 복수기 냉각관의 오손

13. 보일러 효율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9. 디젤 주기관 운전중 이상 발생 시의
조치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소기실 드레인 밸브로부터의 드레인 양이
많으면 급기 온도를 낮춘다.
나. 블로바이가 심하면 주기관을 정지한 후
피스톤링 혹은 실린더 라이너를 교환한다.
사. 소기실 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주기를 감속하여 화재를 소화한다.
아. 주기관 베어링에 발열현상이 발견되면 기관
을 서서히 정지시킨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 크랭크 케이스 도어를 열고 원인을
조사한다.
10. 디젤기관에서 후연소 기간이 길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배기색이 좋아진다.
배기온도가 낮아진다.
열효율이 낮아진다.
연료 소모율이 낮아진다.

11. 기수공발의 물리적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보일러 내부의 구조가 복잡하여 기포의 분
리가 곤란할 때
나.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압력이 급격히
강하하여 격렬한 자기증발을 일으킬 때
사. 증발수면적이 불충분할 때
아. 증기실 용적이 과대하든지 보일러 수면이
낮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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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연소효율 × 전열면 효율
연소효율 ÷ 전열면 효율
증발률 × 연소율
증발률 ÷ 연소율

14. 충동터빈에서 압력강하가 주로 발생하는
곳은?
가. 고정블레이드
사. 노즐

나. 회전블레이드
아. 다이어프램

15. 추진기의 진동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프로펠러와 선체 사이의 틈이나 선미형상이
부적당할 때 발생하는 진동
나. 균일한 반류 중의 회전에 의한 진동
사. 프로펠러의 심도 부족으로 발생하는 진동
아. 칼만 와(渦, vortex)의 발생에 의한 진동
16. 축계에 생기는 크로스마크란 무엇인가?
가.
나.
사.
아.

X형으로 크랙이 생기는 것
X형으로 침식이 생기는 것
축계의 표식으로 X를 그린 것
축 제조 시에 생기는 X형의 흠

17. 통상적인 축계(shafting)의 구성 요소가 아
닌 것은?
가. 크랭크축

나. 중간축

사. 추진기축

아. 추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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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추력감소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아
닌 것은?
가.
나.
사.
아.

전진속도
추진기와 선체와의 간격
추진기의 직경
선미관의 종류

19. 추진기의 날개 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
항이 아닌 것은?
가. 추진기 효율
사. 선체진동

나. 추진기축 진동
아. 사용재료

20. "항해마력은 보통 주기관의 부하상태로
(
)을 취하고, 프로펠러의 설계에
있어서는 (
)을 주로 취한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나.
사.
아.

상용출력, 상용출력
연속최대출력, 상용출력
상용출력, 연속최대출력
연속최대출력, 연속최대출력

21. 두 대의 원심식 유청정기로 유중의 슬러지
와 물을 제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가.
나.
사.
아.

두
두
두
두

대
대
대
대

모두
모두
모두
모두

클래리파이어로 직렬 운전
퓨리파이어로 병렬 운전
클래리파이어로 병렬 운전
퓨리파이어로 직렬 운전

23. 연소 퇴적물로서 실린더 벽, 피스톤 정부
및 노즐팁에 부착하여 유막을 파괴하고
링의 고착, 배기밸브의 손상 및 연료
분사밸브 막힘 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가. 잔류탄소

나. 회분

사. 유황분

아. 실리카 – 알루미나

24. 냉동기유나 기계유에 좋은 윤활유 기유는?
가. 파라핀계
사. 올레핀계

나. 나프텐계
아. 방향족계

25. 윤활유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옳게 설명한
것은?
가. 실린더유는 피스톤링과 실린더 라이너와의
밀봉 및 윤활 작용을 하는 것으로
고알칼리성이다.
나. 시스템유는 각 베어링부에 윤활 및 냉각작
용 등을 하는 것으로 산성의 윤활유가 사용
된다.
사. 내연기관용 윤활유는 시스템유와 실린더
유의 양 특성을 모두 가진 것으로 공기압
축기나 냉동기 등의 왕복동 기기에 주로 사
용된다.
아. 시스템유와 실린더유의 구분은 주로 동점
도에 따라 구분하는데, 중화가는 별 차이가
없다.

[ 기 관

2

]

22. 여과기나 분유노즐이 갑자기 폐색해서 기
관의 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슬러지인가?

1. 전양정 50[m], 송출량 0.6[m³/min]로 물을
이송하는 원심펌프의 효율은 대략 얼마인가?
(단, 축동력은 5.5[kW]이다.)

가.
나.
사.
아.

가. 75[%]
사. 90[%]

아스팔텐질 슬러지
파라핀왁스질 슬러지
미생물질 슬러지
유화물질 슬러지

나. 85[%]
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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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통다관식 열교환기의 열팽창 대책이 아닌
것은?

7. 냉동장치에서 응축기 냉각관의 오손이
심하다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열교환기의 외통에 팽창조인트를 설치한다.
나. 유동헤드를 설치하여 한쪽의 관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사. 관의 양끝을 고정하고 U 자형으로 한다.
아. 관의 양끝을 관판에 확관하여 고정시킨다.

가.
나.
사.
아.

3. 헬레쇼 펌프의 송출방향 변경은?

8. 냉동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가. 120[㎏f·m/s]는 1[kW]에 해당된다.
나. 1냉동톤은 0[℃]의 물 1[ton]을 24시간
동안에 0[℃]의 얼음으로 냉동시키는 능력
이다.
사. 증발기에서 냉매액이 증발하고 있을 때
압력, 온도, 엔탈피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아. 냉동장치에 있어 실제 압축기의 압축은
등엔탈피 압축이다.

역류 밸브로 행한다.
펌프의 회전방향을 변경하여 행한다.
부동링의 이동방향에 의해 행한다.
바이패스 밸브로 행한다.

4. 원심식 유청정기에서 비중판(댐링)의 치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가. 통유량
사. 기름의 온도

나. 기름의 비중
아. 수분 함량

5. 원심식 공기압축기와 비교하여 왕복식 공기
압축기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대용량에 적합하다.
고압에 적합하다.
효율이 좋다.
압력이 변화해도 풍량의 변화가 작다.

6. 빌지분리장치의 유수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중력분리방식은 유립이 작아지면 분리 성능
이 저하한다.
나. 여과분리방식은 큰 유립만을 포착하므로
중력분리방식보다 분리 성능이 좋지 않다.
사. 평판식 방식은 콜레서 방식보다 더 작은 유
립을 분리한다.
아. 평판식 유수분리기의 분리 성능은 유립의
크기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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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의 송출압력이 증가한다.
냉동장치의 성적계수가 감소한다.
냉각관의 열통과율이 감소한다.
냉각수의 출입구 온도차가 증가한다.

9. 암모니아 냉동장치에서 팽창밸브 직전의
액온이 25 [℃]이고, 압축기 흡입가스가
－15[℃]의 건포화증기일 때 냉매 순환량
1[kgf] 당의 냉동효과는 332[kcal]이다.
냉동능력 10[RT]가 요구될 때 냉매 순환
량은 몇 [kgf/hr]를 필요로 하는가?
가. 40[kgf/hr]
사. 80[kgf/hr]

나. 60[kgf/hr]
아. 100[kgf/hr]

10. 냉동기 브라인의 구비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응고점이 낮을 것
비열이 작을 것
점도가 을 것
불연성 일 것

11. 표준대기압 하에서 20[˚C]인 공기의 상대
습도가 60[%]일 때 포화도(비교습도)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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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단, 20[˚C]의 포화수증기
압력은 17.53[mmHg]이다.)
가. 49.4[%]

나. 59.4[%]

사. 45.5[%]

아. 55.5[%]

12. 온도 27[℃], 중량 10[kgf]인 공기가 체적
2[m³]의 용기 내에 있을 경우 압력은 약
몇 [kgf/cm² abs]인가? (단, 공기의
기체정수는 29.27 [kgf·m/kgf·K]이다.)
가.
나.
사.
아.

1.7[kgf/cm²
2.2[kgf/cm²
4.4[kgf/cm²
8.8[kgf/cm²

abs]
abs]
abs]
abs]

13. 이상기체의 상태변화에서 공급된 열량이
전부 내부에너지의 증가에 사용되는 기체
변화는?
가. 등온변화
사. 정적변화

나. 정압변화
아. 단열변화

14. 75[℃]의 중유 10[kgf]을 100[℃]까지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은 몇 [kcal]인가?
(단, 중유의 비열은 0.5[kcal/kgf·K] 이다.)
가. 25[kcal]

나. 100[kcal]

사.125[kcal]

아. 250[kcal]

15. 연료 1[kgf]의 완전연소에 필요한 산소량
이 4.2 [Nm³]인 경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약 몇 [Nm³]인가?
가. 10[Nm³]
사. 30[Nm³]

나. 20[Nm³]
아. 40[Nm³]

16. 100[rpm]으로 회전하는 기관에서 축의
토크를 측정한 결과 1,500[kNm] 였다. 이
기관의 축마력은 약 몇 [PS]인가?
(단, 1[PS]는 735.5[W]이다.)

가. 10,678[PS]
사. 21,346[PS]

나. 16,018[PS]
아. 42,714[PS]

17. 피토관(pitot tube)으로 유속을 측정한
결과 수주의 시차(示差)가 20[cm]였다.
이때의 유속은 약 얼마인가?
가. 0.41[m/s]
사. 3.4[m/s]

나. 1.98[m/s]
아. 8.25[m/s]

18. 기름탱크에 비중이 0.85인 기름이 들어
있고, 탱크 내부의 공기압력이
2[kgf/cm²]일 때 기름표면으로부터 5[m]
아래 지점의 압력은 약 몇 [kgf/cm²]인가?
가. 2.4 [kgf/cm²]

나. 3.5 [kgf/cm²]

사. 5.5 [kgf/cm²]

아. 7.4 [kgf/cm²]

19. 유체 정역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유체 내부에서는 상대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전단응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사. 수직응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아. 정지된 상태에 있을 때 힘의 평형만을 고려
한다.
20. 기관실에 지름 1[mm]인 가는 선 42개를
꼬아서 만든 와이어로프가 있다.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최대 하중은 약 몇 [N]인가?
(단, 재료의 인장 강도는 480[MPa],
안전율은 8이다.)
가. 202[N]

나. 1,978[N]

사. 15,826[N]

아. 126,605[N]

21. 피로파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일반적으로 큰 변형을 수반한 취성파괴가
일어난다.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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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괴면은 일련의 원형자국, 흔히 해안자국
(Beach Mark)을 나타낸다.
사. 피로파괴는 주로 노치(Notch)와 같은 응력
집중점에서 시작된다.
아. 파면이 주 인장응력의 방향에 대하여 수직
이다.
22. 금속재료의 열처리 중에서 내부응력을
제거하고 적당한 인성을 주기 위하여 A₁
변태점 이하의 온도에서 열처리 하는
작업은?
가. Quenching
사. Annealing

나. Tempering
아. Normalizing

23. 스프링 재료의 피로한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 재료의 표면에 강철의 작은 입자를
고속분사하여 재료의 표면층을 가공경화
시키는 표면경화법은?
가. 침탄법
사. 크로마이징

나. 캘로라이징
아. 쇼트피닝

24. Bulbous bow를 설치하는 이유는?
가.
나.
사.
아.

마찰저항의
조파저항의
공기저항의
와류저항의

감소를
감소를
감소를
감소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25. 메타센터(metacenter)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행하는 시험은?
가. 경사시험
사. 타력시험

[ 기 관

나. 선회시험
아. 동요시험

3

]

1. 다음 회로에서 3[Ω]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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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A]
사. 3[A]

나. 4[A]
아. 2[A]

2. 10[kVA]의 단상변압기 2대를 V결선한 3상
변압기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전용량은?
가. 20[kVA]
사. 15[kVA]

나. 17.3[kVA]
아. 10[kVA]

3. 발전기의 회전속도가 정격보다 더 빨라지
고 전압은 그대로 이면 선내 3상
유도전동기의 철손은 어떻게 되는가?
가. 증가한다.
사. 부하 전류에 비례한다.

나. 변화없다.
아. 감소한다.

4. 유도전동기의 정상 부하운전 중 온도상승의
주된 원인이 아닌 것은?
가. 과부하
사. 주파수 상승

나. 전압저하
아. 코일의 내부단락

5. 기관의 플라이휠에 근접시켜서 "플라이휠
톱니개수×회전수"에 해당하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전기식 거버너의 구성품은?
가. 스피드 컨트롤러
사. 마그네틱 픽업 코일

나. 로드센서
아. 인버터

6. 발전기에서 축전류에 의한 부작용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가. 축전류 파형에 의한 회전축의 진동 증가
나. 베어링 표면의 유막 파손에 의한 베어링의 과열
사. 축전류에 의한 회전자의 온도 상승 및 절연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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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축전류에 의한 고정자의 온도 상승 및 절연
파괴
7. 무부하로 운전 중이던 어느 3상 유도전동기
에 전자접촉기의 불량으로 3상 전원
대신 단상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라면 이
전동기는 어떻게 되는가?
가.
나.
사.
아.

즉시 정지된다.
소손된다.
계속 운전된다.
큰 진동을 일으킨다.

사. 50[㎃]

아. 51[㎃]

12. 두 자리로 나타낸 다음의 16진수 숫자 중
가장 큰 것은?
가. 99
사. GG

나. FF
아. HH

13. 220[V] 단상 교류의 브리지 정류회로에서
정류용 다이오드 한 개가 단선되면
직류전압은?

8. 10진수의 숫자를 BCD의 숫자로 바꾸는 회
로는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가.
나.
사.
아.

가.
나.
사.
아.

14. 다음 그림과 같은 입력, 출력 관계가 이루
어지는 회로의 이름은?

엔코더(encoder)
디코더(decoder)
멀티플렉서(multiplexer)
디멀티플렉서(de-multiplexer)

1/2로 떨어진다.
1/4로 떨어진다.
1/3로 떨어진다.
직류전압은 그대로이다.

9. Op Amp 소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입력단자 둘, 출력단자 하나이다.
양방향 직류 전압의 전원 공급이 필요하다.
입력단자에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두 입력신호의 크기가 같을 때 큰 출력을
낸다.

10. SC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쌍방향성 사이리스터이다.
3개의 단자를 갖는다.
스위칭 소자이다.
PNPN소자이다.

11.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전류가 1[㎃]이고
β(hfe)가 50이면 이미터 전류는 얼마인가?
가. 0.02[㎃]

가. 발진회로
사. 슈미트트리거회로

나. 펄스회로
아. 차동증폭회로

15. 1호 발전기와 2호 발전기를 병렬운전시키
려 한다. 현재 1호기의 주파수계가 60[Hz]
이고 2호기가 61[Hz]를 가리킨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양 발전기의 극수는 모두 6극이다.)
가. 2호기 엔진이 1호기보다 현재 1[rpm] 느
린 상태이다.
나. 2호기 엔진이 1호기보다 현재 20[rpm] 느
린 상태이다.
사. 2호기 엔진이 1호기보다 현재 1[rpm] 빠
른 상태이다.

나. 1[㎃]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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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호기 엔진이 1호기보다 현재 20[rpm] 빠
른 상태이다.
16. 오실로스코프의 한 눈금을 0.5[ms/div]와
5[v/div]로 지정하여 주파수를 측정했을
때 주기가 수평축 8 눈금을 차지하였다.
이 때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가. 4[Hz]
사. 40[Hz]

나. 25[Hz]
아. 250[Hz]

17. 그림의 분류기 연결에서 전류 측정의 배율
은? ( 단, Ra 와 Rs는 각각 전류계의 내부
저항과 분류기의 저항이다. )

20. P동작 제어기에서 비례대란?
가.
나.
사.
아.

제어기의 이득이다.
제어기의 시정수이다.
제어기의 비례감도이다.
이득과 역수 관계이다.

21. 보일러의 공기식 A.C.C.에서 증기압 전송
기의 출력 라인에 Volume Chamber가
붙어 있다면 이것은 전기회로의 무엇에
해당하는가?
가. 저항
사. 다이오드

나. 코일
아. 콘덴서

22. 다음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 C(s)/R(s)는?

18. 다음 중 온도계에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는?
가. 배리스터
사. 열전대

나. 홀소자
아. 서미스터

19. 전류계를 전압계와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전류계 내부의 도선은 전압계보다 더 굵다.
나. 전류계 내부의 권선 회수는 전압계보다 더
적다.
사. 전류계의 내부저항과 전압계의 내부저항은
큰 차이가 없다.
아. 대전류 측정 시 전류계에는 분류기를 병렬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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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어기에서 맥동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
적인 제어동작은?
가. ON-OFF동작
사. 미분동작

나. 비례동작
아. 적분동작

24. 2차 계통의 주파수 특성에서 감쇠율[ζ]의
값이 커질 때 공진치[Mp]의 값은?
가.
나.
사.
아.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다가 어느 한계를 넘으면 일정해 진다.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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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질량, 속도, 힘을 전기계에 대응시킬 때
관계를 가장 적당하게 나타낸 것은 어느
것인가?

나. 선저의 부식을 막아준다.
사. 기름이나 물의 저장에 이용한다.
아. 선박의 강도를 보강한다.

가.
나.
사.
아.

4. 감전의 염려가 있는 곳에서 작업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량
질량
질량
질량

=
=
=
=

인덕턴스, 속도 = 전류, 힘 = 전압
인덕턴스, 속도 = 전류, 힘 = 저항
저항, 속도 = 전하, 힘 = 전압
용량, 속도 = 전하, 힘 = 전압

[ 직 무 일 반

]

1. 디젤기관 운전 중 모든 실린더의 배기가스
온도가 상승한다면 그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소기온도의 상승
나. 연료분사밸브의 결함
사. 소기 또는 배기 통로의 오손
아. 과급기 터빈의 오손
2. 선체의 파공으로 기관실에 해수가 조금씩
침수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가. 사용이 가능한 배수펌프들을 동원하여 침수
된 물을 선외로 배수시키고 침수되는 양의
변화에 주의한다.
나. 기관실에서 침수되고 있는 파공 위치와 파
공 부위의 크기를 신속히 파악한다.
사. 파공부위의 크기와 모양을 조사한 후 범포
혹은 매트 등을 갖다 대고 필요하면 각주를
세워 지지한다.
아. Bottom Floor에 위치하는 전동기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전동기들의 전원을
우선 차단시킨다.
3. 이중저의 역할이 아닌 것은?
가. 직접적인 침수를 막아준다.

가. 전기드릴이나 작업등은 절연성이 좋은
개장케이블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나. 배전반에서 작업 장소에 통하는 전기회로를
차단하고 작업중임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사. 전기회로의 작업 시 감전사고에 대비한
절연용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아. 배선의 불량개소는 즉시 수리하고 가능하면
작업 시에는 절연성 작업화를 신는다.
5. 연료유 수급 전 유출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연료유 수급 계획에 따른 수급내용을 승무
원들에게 교육시킨다.
나. 수급 계통의 밸브와 파이프의 상태를 점검
한다.
사.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해 개인
별 업무분장에 따라 오염방제훈련을
실시한다.
아. 연료유 수급에 관한 보고체계와 통신장비를
점검한다.
6. 안전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반이나 드릴 작업 시에는 보호용 면장갑
을 착용할 것
나. 유해가스 발생구역 내의 작업 시에는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사. 안전모는 모체와 내피간격을 25[mm]정도
되도록 유지하여 착용하고 턱끈을 졸라 맬 것
아. 안전벨트는 지상에서 실제 체중을 걸어
이상유무 확인하고, 로프의 길이는 1.5[m]
이내의 것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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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연기관 베어링 셸의 강철배면과 베어링
하우징에서 접촉부식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실린더 주유기가 없는 트렁크 피스톤형 디
젤기관의 시스템유에 대한 설명으로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가. 내열성, 내하중성이 좋아야 한다.

볼트 죄임의 불량
베어링 셸 사이즈 불량
베어링 하우징 사이즈 불량
윤활유 청정 상태 불량

나. 알칼리중화성, 청정성, 유화성이 좋아야
한다.

8. MARPOL 73/78 협약 부속서에 의한 선상기
름오염비상계획서를 선내에 비치해야 할 대
상 선박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 총톤수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
나. 총톤수 150톤 이상의 모든 선박
사. 총톤수 150톤 이상의 모든 유조선 및
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모든
아. 총톤수 150톤 이상의 모든 유조선 및
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모든

총톤
선박
총톤
선박

9. 디젤기관의 기관베드로부터 실린더 상부까
지 인장력과 굽힘력에 견디도록 설치되어
있는 타이볼트의 재조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모든 볼트의 죄는 힘은 동일하게 한다.
나. 가능하다면 대각선상의 볼트 2개씩을 동시
에 조인다.
사. 재조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저속운전 중
에 조인다.
아. 설정된 저압으로 죈 후 정상조임 압력으로
2차에 걸쳐 조인다.
10. 입거공사 직전에 행하는 일반적인 준비 및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가. 수리개소의 현장 위치를 확인
나. 육전과 연결 시 3상 회전방향의 확인
사. 선미관 윤활유 중력탱크를 고위 탱크로
전환
아. 냉동기 운전을 위한 냉각수 연결 위치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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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C중유를 사용하는 기관이 A 중유를 사용
하는 기관보다 TBN이 높은 시스템유를 사
용한다.
아. C중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기관에서 시스템
유의 TBN은 약 30~70의 시스템유를
사용한다.
12. "선박기관기준에 의하면 시 체스트(sea
chest)에 있는 스트레이너판의 총 해수 유
통면적은 해수흡입밸브 또는 해수흡입콕의
입구면적의 (
)배 이상이어야
한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1.0

나. 1.3

사. 1.5

아. 2.0

13.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과 설치장
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작동위치는 항해 선교와 그 밖의 1개 이상
의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다른 선박으로 보안경보신호가 송신되지 않
을것
사. 작동해제 또는 재설정 시까지 선박보안경보
장치의 작동이 중단되지 않을 것
아. 경보음은 선박 내의 다른 경보음과 구별될 것
14. 승선중인 선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욕
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에 한 불만으로
인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상급자를 비난하고, 직무수행에 비협조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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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어진 직무에 무관심해지고, 중도하선을
요구할 수 있다.
사. 자신의 열등감에 집착하면서, 오히려 조직
에 대해 불만을 갖는다.
아. 겉으로는 표출하지 않으면서 기관 관련의
업무 및 작업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사. 화재를 진압하도록 지정된 소화분대의 인원 구성

15. 선내 관리자가 하급자의 직무에 대한 효율
적인 감독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연료유는 석유정제로부터 추출된 탄화수소
의 혼합물이어야 한다.

가. 지시한 작업의 진척이 없을 때는 주기적
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나. 지시한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작업을
지시하지 않도록 한다.
사. 작업 도중에 필요없는 농담을 하거나 언쟁
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아. 지시한 작업의 결과가 나쁘더라도 가급적
핀잔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16. 선원법상 "인명사고시 행동요령"과 관련한
해난사고 대응 훈련의 대상자는?
가.
나.
사.
아.

모든 선원
관리자급 사관 이외의 모든 선원
모든 부원선원
선장 이외의 모든 승선선원

17. 선내에서 조직 내부의 관리 기능상 의사소
통의 필요성과 관계 없는 것은?
가.
나.
사.
아.

조직목표의 달성
자발적인 참여 의식 증대
조직의 위계질서 확립
조직 구성원의 동기 부여

아. 생존정의 정비 담당자 인원 구성
19. MARPOL 73/78 협약의 부속서 Ⅵ에서
선박 연료유의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연료유는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연료유는 연소향상제인 무기산이 함유되어
야 한다.
아. 연료유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0. 국제노동기구(ILO)의 "선내선원설비에 관한
협약 제92호 "에서 규정하는 선원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침실
사. 오락설비

나. 병실설비
아. 선교

21. SOLAS 협약 및 개정규정상 화물선의
비상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비상전원은 발전기 또는 축전지로 할 수 있다.
나. 비상발전기의 원동기는 인화점이 섭씨 43
도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비상발전기는 통상적으로 주전원의 급전이
정지한 때에는 최대 30초 이내에 자동 시
동되어야 한다.
아. 자동 시동되는 비상발전기는 자동으로 비상
배전반에 접속되어야 한다.

18. SOLAS 74/78 협약 및 개정규정에서 선내
비상배치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22.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에서 정기적으로
무인이 되는 기관 구역의 경보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생존정의 준비 및 진수

가. 경보장치는 동시에 5개소 이상의 고장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통신장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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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능한 fail-to-safety 원칙에 따라 설계
하여야 한다.

[ 영 어

사. 경보장치는 통상 전력 공급이 정지된 경우
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어야
한다.

1. There is no cracking of the surface, but
the metal is pressed out over the edges
and into the oil grooves. (
) is
caused by too soft metal, or faulty alloy
selection.

아. 경보장치에 통상 전력 공급이 정지한 경우
에는 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23. "SOLAS 협약 및 개정규정에 의하면
고정식 탄산가스소화 장치에서 기관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정된 관장치는 가스의
(
)가 (
)분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
(
)에 알맞은 것은?
가. 85[%], 1
사. 40[%], 2

나. 85[%], 2
아. 40[%], 5

24. MARPOL 73/78 협약 및 규정상, 부속서 I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의
특별해역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 발틱해 해역, 아덴만 해역, 남극 해역, 광역
캐리비안 해역, 북아메리카 해역
나. 지중해 해역, 발틱 해역, 흑해 해역, 북극
해역, 북아메리카해역
사. 홍해 해역, 걸프 해역, 남극 해역, 광역
캐리비안 해역, 북극해역
아. 남극 해역, 아덴만 해역, 걸프 해역, 지중해
해역, 북서유럽수역
25. MARPOL 협약 부속서 Ⅵ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
규제대상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NOx
Ozone defleting substances
NH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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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queezing
사. Cracking

나. Wiping
아. Breaking

2. Stainless steels are iron alloys containing
(
).
가. iron of oxide
사. chromium

나. aluminum
아. silicon

3. To complete a cycle, the piston in each
cylinder makes four strokes, two up and
two down, giving (
) complete
revolutions to the crank shaft.
가. four

나. two

사. three

아. one

4. Choose the most suitable one for the
underlined word. "Disassembled fuel
valves of M/E and cleaned them."
가. Dismantled

나. Reassembled

사. Assembled

아. Constructed

5. A tank which has been sealed for a long
time could be dangerous because (
).
가. steel surfaces consume oxygen by
rusting
나. vacuum usually forms a sealed tank
사. moisture condenses in tank, displacing
the oxygen
아. most tank coatings give off poisonous
vapors in the presence of moi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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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
) change of gas or vapor is
one under such condition of insulation
that no energy in the form of heat is
given up and none received during the
change.
가.
나.
사.
아.

adiabatic
constant temperature
constant pressure
expansion

7. The main steering gear and rudder stock
shall be capable of putting the rudder
over from 35°on one side to 35°on the
other side with the ship at its deepest
seagoing draught and running ahead at
( ① ) and, under the same conditions,
from 35°on either side ( ② ) in not more
than 28 sec according to SOLAS
Convention.
가. ①
②
나. ①
②
사. ①
②
아. ①
②

-

maximum ahead service speed
to 35°on the other side
maximum ahead service speed
to 30°on the other side
constant ahead service speed
to 30°on the other side
constant ahead service speed
to 35°on the other side

8. Shipboard incineration of (
) is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MARPOL 73/78
Convention as amended.
가.
나.
사.
아.

synthetic ropes
ploychlorinated biphenyls
garbage containing rubber material
waste rag from engine room

9. Should the responsible officer enter the
(
) alone for any reason, he should

notify the bridge duty officer who should
arrange to check on his well-being
frequently.
가.
나.
사.
아.

bridge
engine control room
unattended machinery spaces
engine room

10. According to SOLAS Convention as
ammended, in the event of a power
failure to any one of the steering gear
power units, an ( 1 ) alarm shall be
given on ( 2 ).
가. (1) audible and visual,
(2) the accommodation
나. (1) audible and apparent
(2) the navigating bridge
사. (1) audible and visual
(2) the navigating bridge
아. (1) audible and apparent
(2) the accommodation
11. Depending upon the viscosity/
temperature relationship and the
viscosity index of the fuel oil, an outlet
temperature of up to 150℃ will be
necessary. This is illustrated in the
diagram which indicates the expected
preheating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the fuel oil viscosity. Recommended
viscosity meter setting is (
) cSt.
가. 0 – 5
사. 20 - 30

나. 10 – 15
아. 40 – 50

12. When the scuppers are plugged and a
deck oil spill occurs, you shoul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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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keep scuppers in place and wash fuel
overboard with water
나. use absorbent material such as sawdust
to clean
사. remove scuppers to allow the spill to
run on-board and wipe dry with rags
아. remove scuppers, wash fuel overboard
with a solvent
13. The reserve buoyancy of a ship is
considered to consist of ( ).
가. the void portion of the ship below the
waterline which is enclosed and
watertight
나. all cofferdams, double bottoms and
wing tanks that are slack
사. the part of the enclosed and watertight
portion of a vessel above the waterline
아. the percentage of the volume of a
compartment which can be occupied by
water if flooded
14. The purpose of the stern tube is to
provide a support for the tail shaft and
allow for a (
) fitting to prevent
water from coming into the ship.
가. watertight
사. universal joint

나. flexible joint
아. mechanical

15. Before any boiler or pressure vessel is
opened for inspection, any ( 1 )
therein should be released and the
contents cooled down to atmospheric
( 2 ).
가.(1)
나.(1)
사.(1)
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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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ssure
(2) pressure
(2) temperature
(2) temperature

16. A heat engine is a machine for the
conversion of ( 1 ) into ( 2 ) and its
function must be taken the conversion
as efficiently as possible.
가.
나.
사.
아.

(1)
(1)
(1)
(1)

heat energy, (2) mechanical
mechanical energy, (2) heat
kinetic energy, (2) potential
potential energy, (2) kinetic

energy
energy
energy
energy

17.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gloves
should be dry because wet leather is
(
).
가.
나.
사.
아.

a good material
a good conductor
a good insulator
easily damaged

18. The crude oil contains many different
hydrocarbons, some of which are more
valuable than others. By distilling the
fuel, the more valuable hydrocarbons
are evaporated and then collected. The
processes rely on the difference in (
) of the various hydrocarbons.
가. boiling points
사. pour points

나. ignition points
아. melting points

19. The lines used to secure the ship to a
wharf, pier or another ship are called
(
).
가. life lines
사. signal lines

나. mooring lines
아. whipping lines

20. When do you have to make an entry of
the inside address of sender in a
business letter?
가. 회사의 대표자 명으로 서신을 보낼 때
나. 편지의 본문이 짧아 공간이 많이 남았을 때

2015년도 문제지 기관사 2급

사. 편지지에 letter head가 없을 때
아. 수취인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때
21. When main engine is (
) use,
the watch engineer should be present in
engine room.
가. at

나. with

사. in

아. of

22. Under the SOLAS 74 Convention as
amended, every steam boiler and every
unfired steam generator shall be
provided with (
) of adequate
capacity.
가.
나.
사.
아.

not less than two safety valves
more than one safety valve
not less than three safety valves
not more than two safety valves

23. In accordance with the SOLAS 74/78
Convention as amended, the (
),
when activated, shall not raise any
alarm on-board the ship.
가. fire alarm system
나. security alert system
사. abandon ship drill alarm
아. radio installation system
24. 문제 삭제
25. All details of cargo handling, discharge
of dirty ballast, (
) or slop
disposal in oil tanker must be entered
in the oil record book part II.
가.
나.
사.
아.

bunkering of fuel and lub. oil
ballasting or cleaning of fuel tanks
cleaning of fuel tanks
cleaning of cargo tanks

매 년의 해기사 시험 문제 출제는 문제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재정립됨을 양지해주시고
본 해답에서 답안이 생략된 부분은 문제 정비
중 삭제, 수정되어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본 문제집의 내용은 과년도 기출문제를 수록
하였으며 법령의 변화, 기타 기술적 변화에 따라

문제의 답안이 다를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출제범위에 대한
관련서적을 함께 학습하여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제

1

회

기관 1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아

14

아

2

아

15

아

3

가

16

아

4

나

17

나

5

사

18

가

6

사

19

아

7

나

20

사

8

가

21

아

9

나

22

아

10

나

23

아

11

사

24

아

12

가

25

아

13

사

기관 2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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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

가

15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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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제집이 무단 복제 및 영리활동에 이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관리팀 -

2015년도 문제지 기관사 3급

제
[ 기 관

1

1

회

]

1. 실제 가스터빈 기관에 사용되는 기본 사이
클은 어느 것인가?
가.
나.
사.
아.

랭킨(Rankine) 사이클
사바테(Sabathe) 사이클
에릭슨(Ericsson) 사이클
브레이톤(Brayton) 사이클

2. 2행정 사이클 기관과 비교할 때 4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체적효율이 높다.
평균 유효압력이 높다.
저속운전이 원활하다.
회전력의 변화가 작다.

3. 디젤기관에서 연료분사 시 유립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피스톤링이 고착되기 쉽다.
5. 저질중유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료분사밸브의 냉각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가.
나.
사.
아.

노즐부근에 카본 플라워가 생기므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노크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연료분사밸브에 부식이 심하므로

6. 대형 디젤기관에서 피스톤링을 조립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가. 링의 절구틈을 최대한 크게 벌려 조립할 것
나. 모든 링의 절구부가 상하로 일직선상에
오도록 할 것
사. 가장 상부에 있는 링부터 차례로 조립할 것
아. 링의 상·하면의 방향이 바뀌지 않게
조립할 것
7. 디젤기관에서 냉각수 온도가 너무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가. 분사압력이 높아질수록 유립은 작아진다.
나. 실린더 내의 압력이 낮아질수록 유립은
작아진다.
사. 노즐공의 직경이 작아질수록 유립은
작아진다.
아. 연료의 점도가 낮아질수록 유립은
작아진다.

가.
나.
사.
아.

노킹 발생
피스톤 링 고착
실린더 마멸 증가
윤활유 사용량 증가

4. 4행정 사이클 디젤기관에서 실린더
라이너의 마멸이 심한 경우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가. 연료소비량이 증가한다.
나. 디젤노크가 일어나기 쉽다.
사. 윤활유가 오손하기 쉽다.

9. 디젤기관에서 어느 한 실린더가 다른
실린더에 비해 최고 압력이 낮고

8. 디젤기관의 운전 중 윤활유 압력이
저하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윤활유의 점도가 너무 낮아졌을 때
스트레이너가 많이 막혔을 때
윤활유 온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
각종 베어링 간극이 너무 작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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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배기온도가 높아진 경우 그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 열응력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아. 물의 온도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연료분사시기가 빨라짐
배기밸브 누설
후연소 발생
연료분사 밸브의 누설

14. 보일러의 진동 연소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10. 디젤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가. 켈밋(kelmet)이란 주석과 납의 합금이다.
나. 주철 라이너의 경도는 피스톤링보다
작거나 같게 한다.
사. 실린더 라이너의 열응력을 작게 하기
위하여 라이너 두께를 두껍게 한다.
아. 밸브스프링에 서징이 발생하면 응력은
감소한다.

15. 증기터빈에서 회전블레이드에
제동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11. 디젤기관에서 과급기 블로워의 서징현상이란?
가.
나.
사.
아.

블로워 흡입공기의 음향 발생현상
블로워 임펠러의 진동현상
블로워의 유량과 압력의 맥동현상
블로워 회전수의 맥동현상

12. 증기사이클의 관로 도중에 증기트랩
(steam trap)을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가. 습증기를 건증기로 만들기 위해
나. 프라이밍을 방지하기 위해
사. 증기의 유동저항을 감소시켜 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아.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13. 보일러에 급수내관(Internal feed water
pipe)을 설치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가. 급수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나. 급격한 냉각작용에 의한 비틀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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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가열 온도를 너무 높였을 때
연료에 공기가 혼입되었을 때
연료에 수분이 혼입되었을 때
노내의 공기량이 연소에 필요한 양
이하일 때

가. 증기의 유입각이
같을 때
나. 증기의 유입각이
작을 때
사. 증기의 유입각이
클때
아. 증기의 유출각이
클때

블레이드 입구각과
블레이드 입구각보다
블레이드 입구각보다
블레이드 입구각보다

16. 다음 중 선체효율이 가장 큰 것은?
가. 반류계수가 0.1,
0.1인 경우
나. 반류계수가 0.1,
0.2인 경우
사. 반류계수가 0.2,
0.1인 경우
아. 반류계수가 0.2,
0.2인 경우

추력감소 계수가
추력감소 계수가
추력감소 계수가
추력감소 계수가

17. 프로펠러의 부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알루미늄청동 대신에 주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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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화작용을 받지 않도록 한다.
사. 잔류응력을 제거한다.
아. 브러시에 의해 축을 접지시킨다.

아. 고위 발열량은 저위 발열량보다 크다.
22. 연료유의 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반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반류는 유선반류, 마찰반류, 파반류가 있다.
나. 마찰반류는 배의 길이, 선체의 거친 정도
등에 관계하고 선미에 가까워짐에 따라
작아지며, 외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커진다.
사. 반류 중에서 마찰반류의 값이 가장 크다.
아. 파반류는 선미파 중의 유체입자가 갖는
절대속도에 의한 것 이다.

가. 일반적으로 탄소가 많아질수록 점도는
커진다.
나. 일반적으로 탄소가 많아질수록 점도는
작아진다.
사. 점도가 커질수록 완전 연소를 하기 쉽다.
아. 점도가 작아질수록 연료분사량이 증가한다.
23. 연료유를 저장할 때 취급상 주로
고려해야 하는 성질은?

19. 프로펠러의 날개 선단을 에어 로포일로
하는 이유는?

가. 응고점
사. 연소점

가.
나.
사.
아.

24.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점도지수가 가장
높은 탄화수소는?

칼만와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 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력을 크게 하기 위하여

20. 프로펠러의 날개가 끝으로 갈수록 날개의
중심선을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처지게 한 것은?
가. Left Back
사. Skew Back

나. Wash Back
아. Front Back

21. 연료의 발열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발열량 측정 시 수증기의 증발잠열을 포함
시켜 측정한 것을 고위 발열량이라 한다.
나. 발열량 측정 시 수증기의 증발잠열을
포함시키지 않고 측정한 것을
저위발열량이라 한다.
사. 기관의 출력 계산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위 발열량이다.

나. 인화점
아. 착화점

가. 파라핀계
사. 올레핀계

나. 나프텐계
아. 방향족계

25. 윤활유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인화점은 높고 발화점은 낮을 것
나. 적당한 점도를 가지며 유막형성이
양호할 것
사. 유성이 양호할 것
아. 중성이어서 부식성이 없을 것

[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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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레쇼 펌프의 흡·토출은 무엇으로
조절하는가?
가. 펌프의 회전 속도로 조절한다.
나. 흡입밸브로 조절한다.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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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동링으로 조절한다.
아. 토출밸브로 조절한다.
2. 왕복동 공기압축기에 중간 냉각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다음 단의 흡입온도를 내려 용적효율 증가
흡입공기 중의 수분제거
압축기 베어링 보호
피스톤에 작용하는 최대하중 감소

가.
나.
사.
아.

높아야
냉매의
낮아야
높거나

한다.
성질과 관계없다.
한다.
낮거나 관계없다.

8. 냉동장치의 냉매 흐름순으로 볼 때
건조기가 설치되는 위치는?

3. 이모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가.
나.
사.
아.

9. 냉동장치에서 냉매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나사 펌프의 일종이다.
고속 회전이 가능하다.
회전 로터가 2개이다.
흡입측의 난류 유동이 적다.

4. 원심펌프에 사용하는 랜턴링이란?
가.
나.
사.
아.

피스톤링의 일종이다.
마우스링의 일종이다.
축봉장치에 쓰인다.
추력을 방지하는 것이다.

원심펌프
기어펌프
축류펌프
왕복펌프

6. 가스압축식 냉동기의 사이클에서 정압과정은?
가. 압축, 증발
사. 응축, 증발

나. 압축, 팽창
아. 응축, 압축

7. 가스압축식 냉동기에 사용되는 직접냉매의
응축압력에 대한 특성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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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가 기동ㆍ정지를 자주 반복한다.
흡입 압력이 높다.
토출 압력이 낮다.
증발기 코일에 서리가 끼지 않는다.

10. 직접 냉매가 갖추어야 할 조건 중
가장 옳은 것은?

5. 선박용 윤활유 및 연료유 펌프로 많이
사용되는 펌프는?
가.
나.
사.
아.

가.
나.
사.
아.

압축기와 유분리기 사이
수액기와 팽창밸브 사이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
팽창밸브와 증발기 사이

가. 임계온도와 응축압력 및 응고온도가 높고
비용적이 작으며 증발 잠열이 클 것
나. 임계온도와 응축압력이 높고 응고온도가
낮으며 비용적과 증발 잠열이 작을 것
사. 임계온도가 높고 응축압력과 응고온도가
낮으며 비용적이 작고, 증발 잠열이 클 것
아. 임계온도가 낮고 응축압력과 응고온도가
낮으며 비용적이 작고, 증발 잠열이 클 것
11. 손가공으로 쇠톱작업을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가. 톱질은 밀때 절삭이 되므로
잡아 당길 때는 힘을 뺀다.
나. 왕복속도는 1분간에 40~60회 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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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톱날이 새 것일 때 힘을 주어 누르고 날이
닳으면 누르는 힘을 줄인다.
아. 처음 시작하는 위치는 미리 3각줄 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12. 불활성가스 아크용접(inert gas arc
welding)에 사용되는 가스는?
가. H₂
사. Ne

나. Ar
아. N₂

13. 렌치 또는 스패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오픈 엔드 렌치 죠(jaw)의 경사각은
축선에서 15˚ 기울었다.
나. 볼트의 머리나 너트에 끼워서 돌려
조이거나 푸는 공구이다.
사. 잘 풀리거나 조여지지 않을 경우 자루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한다.
아. 박스렌치의 머리는 6포인트와 12포인트로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 490[kgf]

아. 980[kgf]

17. 물체의 운동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할 경우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무엇이라 하
는가?
가. 각속도
사. 각가속도

나. 가속도
아. 등속도

18. "운동량 = 질량 x (
)"로 정의된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모멘트
사. 시간

나. 속도
아. 거리

19. 낙차 150[m], 초당 수량 1[㎥]일 때
이론상 몇 [kW]의 발전이 가능한가?
가.
나.
사.
아.

(1,000×1×150)/75 [kW]
150 [kW]
(1,000×1×150)/102 [kW]
1,000×1×150 [kW]

14. 카르노(Carnot)사이클에서 고온열원으로부
터 열을 공급 받는 과정은?

20. 횡단면에 수직하중(P), 본래의 길이(L),
횡단면적(A), 종탄성계수(E) 일 때
변형량(λ)을 구하는 식은?

가.
나.
사.
아.

가. λ = PL/AE
사. λ = EA/PL

단열팽창과정
단열압축과정
등온팽창과정
등온압축과정

15.다음 중 압력의 SI 단위는?
가. [N]
사. [W]

나. [J]
아. [Pa]

16. 무게 98[kgf]의 물체에 40[㎨]의 가속도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힘은?
가. 245[kgf]

나. 400[kgf]

나. λ = PA/EL
아. λ = AL/PE

21. 다음 중 실린더 커버 및 피스톤 재료로
사용되는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의
주성분은 어느 것인가?
가. Al-Cu
사. Al-Sn

나. Al-Mn
아. Al-Ni

22. 선박의 수선간 길이, 형폭, 형흘수가 각각
100[m], 20[m], 8[m]일 때의 배수용적이
9,600[m³]이면, 이때의 방형계수는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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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인가?

1. 선박에서 사용되는 축전지 충전방식이 아닌
것은?

가. 0.50
사. 0.60

나. 0.55
아. 0.65

23. 최상층 노출갑판에 물이 현측으로 쉽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상갑판의
중앙횡단면에서 양현의 현측보다 선체
중심선 부근이 선폭의 약 2% 정도 높도록
원호를 이루고 있는데 이 수직 거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가.
나.
사.
아.

캠버(camber)
플레어(flare)
텀블 홈 (tumble home)
데드 라이즈(dead rise)

25. 제도용구 중 단독으로 사용하여 수직,
수평 및 빗금을 긋는데 가장 편리한 것은?

[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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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자
아. 만능제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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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동충전
아. 정전류충전

2. 자계 중에 있는 도체가 자속을 자르며
이동할 때 도체에 유기되는 기전력의
방향을 알기 위한 법칙은?
가.
나.
사.
아.

플레밍의
플레밍의
앙페르의
패러데이

왼손법칙
오른손법칙
오른나사 법칙
법칙

3. 선박의 교류발전기로 주로 사용되는
형식은?

24. 부품가공 표면 다듬질 정도가 줄,
플레이너, 선반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가공하였을 때 그 흔적이 남을 정도의
가공면, 즉 다른 부품과 접촉하지 않는
면의 다듬질 정도는?

가. 운형자
사. 컴퍼스

가. 단락충전
사. 균등충전

가. 회전전기자형
사. 유도자형

나. 회전계자형
아. 농형

4. 회로에서 스위치 SW를 닫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흐르는 전류는?

5. 변압기의 2차 권선에 일정 크기의 전압이
발생되는 원리와 관계있는 것은?
가.
나.
사.
아.

패러데이의 전자유도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렌츠의 법칙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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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40/110[V] 선박용 변압기의 2차측에
10[Ω]저항을 연결하였을 때 1차측에서
보면 몇 [Ω]의 저항이 연결된 것과 같은가?
가. 4/20 [Ω]
사. 4/100 [Ω]

나. 40 [Ω]
아. 160 [Ω]

7. 10[μF]의 콘덴서에 100[V]의 직류전압을
가할 때 충전되는 전기량[C]은?
가. 10⁻² [C]

나. 10⁻³ [C]

사. 10⁻⁴ [C]

아. 10⁻⁵ [C]

8. 다음 중 코일의 감은 횟수와 가장
관련있는 단위는?
가. [C]
사. [F]

나. [H]
아. [V/m]

9. 반복주기가 4초이면 주파수는?
가. 0.25 [Hz]
사. 2 [Hz]

나. 0.4 [Hz]
아. 4 [Hz]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입력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전압제어형 소자이다.
낮은 입력 임피던스를 갖는다.
주로 순방향 바이어스 상태로 동작한다.

13. 연산증폭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전압 이득이 크다.
입력 임피던스가 높다.
출력 임피던스가 낮다.
주파수 대역이 좁다.

14. 입력이 정현파일 때 슈미트 트리거 회로의
출력파형은?
가. 구형파
사. 정현파

나. 톱니파
아. 삼각파

15. 다음 회로에서 OP Amp의 비반전
입력단자에 입력신호로 +5[V]를 가하면
출력 E。는?

10. 다음 중 전력소모가 가장 작은 IC의
종류는?
가. TTL IC
사. CMOS IC

나. DTL IC
아. RTL IC

11. 순수 실리콘에 미량 투입되는 5가 불순물
의 목적은 무엇인가?
가.
나.
사.
아.

정공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자유전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실리콘의 전도성을 줄이는 것이다.
공핍층을 늘리는 것이다.

가. +5 [V]
사. +10 [V]

나. +6 [V]
아. +11 [V]

16.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 b간에
80[V]의 직류전압을 가할 때 전류계 A의
지시값은 몇 [A]인가?
(단, 전류계의 내부저항은 무시한다.)

12. BJT와 비교할 때 FET의 특성으로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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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즐-플래퍼
사. 파일럿 릴레이

나. 저항-콘덴서
아. 차압 변압기

22. 시퀀스 제어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 4 [A]
사. 2 [A]

나. 3 [A]
아. 1 [A]

17. 아날로그식 멀티테스터의 눈금판에서
균등눈금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가. 입력에서 출력까지 정해진 순서대로
동작한다.
나. 주로 계전기, PLC를 사용한다.
사. 불연속 제어를 한다.
아. PID 동작을 수행한다.
23. 다음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 E2/E1를
구하면?

직류전압 눈금
교류전압 눈금
직류전류 눈금
저항 눈금

18. 전류계 코일의 내부저항이 99[Ω], 분류기
저항이 1[Ω] 인 경우, 코일에 0.1[mA]의
전류가 흐른다면 계기의 지시값은?
가. 1[mA]
사. 10[mA]

나. 9.9[mA]
아. 99[mA]

19. 전기계기를 구성하는 3요소는?
가.
나.
사.
아.

24. 다음의 진리표에 맞는 논리기호는?

전자장치, 제동장치, 자기장치
눈금판, 침, 가동코일
구동장치, 열, 제동장치
구동장치, 제어장치, 제동장치

20. 3상 유도전동기의 부하전류 측정과
관련하여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가.
나.
사.
아.

변류기
클램프메터
배율기
가동철편형계기

21. 다음 중 변위를 압력으로 변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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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보회로에서는 고장상태일 때 '1'인 입력
신호들을 어떠한 논리로 경보를 울리는가?
가. OR
사. NOT

나. AND
아.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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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무 일 반

]

1. 검사, 수리 목적으로 이중저 연료유 탱크의
내부에 들어갈 때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화학섬유 작업복을 착용한다.
작업자는 구명줄을 휴대한다.
안전등을 휴대한다.
탱크 내의 가스가 배제되도록 환기시킨다.

2. 당직기관사가 당직 중 지켜야 할 당직수칙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통풍과 환기상태에 주의한다.
기관실 빌지상태에 주의한다.
프로펠러의 슬립방지에 주의한다.
기관의 효율 향상과 고장의 예방에
주의한다.

3. 입거공사 중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정비, 수리 작업이 동시에 많이 진행되므로
재해 예방에 주의한다.
나. 주기관을 터닝할 경우 프로펠러 부근을
확인하고 선내와 선외와의 연락을
긴밀히 한다.
사. 연료탱크 및 빌지웰 부근에서 용접공사를
할 경우 특히 화재에 주의한다.
아. 선수측 선저탱크에 저장된 연료유와 청수를
선미탱크로 이송한다.

사. 슬러지의 입자가 클수록 침강하기 쉽다.
아. 슬러지와 기름의 비중차가 클수록
침강하기 쉽다.
5. 디젤기관에서 평균유효압력을 구하기 위해
지압도를 찍을 때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주기관의 각부가 완전히 정상 운전상태로
된 후 찍는다.
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관의 부하를
낮추어 찍는다.
사. 테스트 콕을 열어 통로에 부착된 카본을
불어낸다.
아. 지압기의 스프링을 측정압력에 맞추어
선택한다.
6. 해양환경관리법상 연료유 공급서 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황 함유량
질소산화물의 함유량
연료유 제품명
선박급유업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7. 해양환경관리법상 화물창안의 짐깔개
(dunnage), 라이닝 (lining) 및 포장재료로서
부유성이 있는 것은 영해기선에서 몇 해리
이상의 해역에서 처분할 수 있는가?
가. 5해리
사. 15해리

나. 10해리
아. 25해리

4. 침전탱크에서 연료유와 슬러지의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
(NOx)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은?

가. 슬러지는 기름의 온도가 낮을수록
침강하기 쉽다.
나. 슬러지는 기름의 점도가 낮을수록
침강하기 쉽다.

가.
나.
사.
아.

선택적 촉매 저감법
고유황 연료유 사용
연소 온도를 높게 유지
고부하 운전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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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박이 항구에 입항할 때 PSC 검사관이
승선하여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확인하는
증서는?
가.
나.
사.
아.

ISPS 증서
ILL증서
IOPP 증서
ISS 증서

10. 질식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응급처치는?
가.
나.
사.
아.

강심제를 주사한다.
각성제를 주사한다.
인공호흡을 시킨다.
조용히 눕혀 둔다.

11. 하퇴부 골절환자를 응급처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가. 지혈처치를 해야 한다.
나. 골절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댄다.
사.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찬물로 찜질시킨다.
아. 동통을 방지하기 위해 온찜질을 시킨다.
12. 항해 중 급후진 명령을 받았을 때
당직기관사가 취해야 할 조치로서
옳지 않은 것은?
가. 텔레그래프에 대한 응답을 하고
그 시각을 기록한다.
나. 디젤기관선에서는 주기 시동용 공기밸브 및
중간밸브를 연다.
사. 신속하게 주기를 조작하여 후진명령에
응한다.
아. 급후진을 하기 전에 선교에 연락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13. 항해 중 발전기가 갑자기 정지하여 송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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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 때 당직기관사의 응급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예비 발전기를 즉시 시동한다.
나. 선교에 신속히 연락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게 한다.
사. 전원을 복구하여 송전한다.
아. 비상발전기가 운전되면 주기관을 즉시
시동한다.
14. 항해 중 선박 주기관을 즉시 정지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가. 운동부에 이상한 소리가 날 때
나. 실린더 라이너가 균열되어 냉각수가
누설할 때
사. 윤활유 압력이 갑자기 떨어져 복구하지
못할 때
아. 시동공기분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15. 선박의 격실 내에서 발생한 전선과 플라스
틱류의 화재진화를 위해 진입할 경우,
착용 또는 휴대해야 할 소방원 장구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가. 방화복
사. 구명줄

나. 가스마스크
아. 안전모

16. 수소화장치를 사용할 경우 냉각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가.
나.
사.
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사한다.
안개모양으로 가급적 넓게 분무한다.
가급적 높은 압력으로 분사한다.
대량의 물을 한꺼번에 분사한다.

17.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체적비로 약 몇 [%] 이상 있어야 연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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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
사. 16[%]

나. 11[%]
아. 21[%]

18. 선박안전법령 상 검사기준일이란?
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해마다 1년이 되는 날
나.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해마다 1년이 되는 날
사.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해마다 2년이 되는 날
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해마다 2년이 되는 날

시작일로부터
종료일로부터
시작일로부터
종료일로부터

19.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기록부의 기재 및
보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정비,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등은
누구의 업무내용인가?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사. 기관장

나. 선장
아. 선박소유자

2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징계의 종류는?
가.
나.
사.
아.

면허취소, 업무정지, 견책
훈계, 면허취소, 권고
훈계, 면허취소
업무정지, 훈계, 권고

21. 선원법령상 "선내 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 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 해상인명안
전훈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퇴선훈련
사. 비상조타훈련

나. 구명정강하훈련
아. 단정진수훈련

22. 선원법상 선내 비상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여객선을 제외한 대상 선박에서 매월
1회 지정한 일시에 실시한다.
나. 구명정 훈련 시 구명정은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사. 비상 신호방법은 기적 또는 사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
아. 훈련 내용을 기관일지에 기록한다.
23.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상 선박용
연료로서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름
의 인화점에 대한 기준은?
가. 60[℃] 이상
사. 40[℃] 이상

나. 43[℃] 이상
아. 30[℃] 이상

24. 1974년 SOLAS 협약 및 개정규정상의
구명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영하 15[℃]의 주위온도에서 시동절차 시
작 2분 이내에 기관을 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압축점화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사. 규정된 속력으로 24시간 연속 운전에 충분
한 연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아. 구명정은 만재 상태로 잔잔한 수면에서 전
진속력이 8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할 수 있
어야 한다.
25. MARPOL부속서 Ⅵ(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
염방지를 위한 규칙)에서 선박에 연소를
목적으로 공급되어 사용하는 연료유의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의 연료유는 무기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선박의 연료유는 석유 정제로부터 추출된
탄화수소의 혼합물이어야 한다.
사. 선박의 연료유는 인체에 유해한 어떤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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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된 물질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어
서는 안 된다.
아. 석유 정제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연소를 목적으로 하는 연료유는 규정된 황
함유량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가. manganese bronze.
사. mild steel.

[ 영 어

가. Bailed
사. Discharged

]

1. The part of the crankshaft to which the
connecting rod is attached is called the
(
).
가. journal
사. crank arm

나. throw
아. crank pin

2. The time which it takes to heat the fuel
particles, turn into vapor, and start
combustion is called ignition (
).
가. advance
사. lag

나. time
아. period

6. "(
) the water from the oil in the
settling tank".
(
)에 들어갈 어휘로 옳지 않은 것은?
나. Drained off
아. Replenished

7. We can use grease in low-speed
bearings, but grease offers more (a) to
the turning movement of the shaft.
A lighter oil causes less (b), and so an
oily lubricant is better for high-speed
bearing.
가.
나.
사.
아.

(a)-power,
(a)-power,
(a)-resistance,
(a)-viscosity,

(b)-friction
(b)-output
(b)-friction
(b)-output

8. An insulator is a (
3. The boiler surface blow pipe is used to
(
).
가. lower a high water level
나. blow chemicals into the boiler water
사. remove grease, scum and light solids
from the water
아. supply steam to the drum safety valve
4. " Removed the starting pipes and blinded
off the joints. "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뜻을 가진 것은?
가. cleaned
사. blew off

나. concealed
아. blocked with stopper

5. Most propellers on merchant vessels are
made o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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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ast iron.
아. forged steel.

).

가. substance that offers a high resistance
to current flow
나. substance that offers a low resistance
to current flow
사. substance that absorbs electricity
아. form of a condenser
9. When the water level is at the lower end
of the glass level gauge of boiler drum,
turn the (
) adjustment screw until
the instrument on the panel indicates 0%
(
).
가. span, corresponding to 4 mA
나. span, corresponding for 4 mA
사. zero, corresponding to 4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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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zero, corresponding for 4 mA
10. Switch off electrical power and close
the control air shut off valve to
(
) the valve block (
).
가.
나.
사.
아.

depressurize, before disassembly
depressurize, after disassembly
pressurize, before disassembly
pressurize, after disassembly

11. The (
) limiter defines a
maximum amount of fuel to be injected
according to actual engine speed.
This is to ensure that the engine
(
) does not exceed
recommended levels.
가. torque
사. start

나. overspeed
아. scavenge air pressure

가.
나.
사.
아.

air conditioner
oil filtering equipment
fresh water generator
incinerator

15. Most oil-burning diesel engines are
(
) types whose
thermodynamic cycle is approximated by
the dual combustion cycle.
가.
나.
사.
아.

spark ignition
compression ignition
electric ignition
candle ignition

16. The detector will give alarm and
slow-down at a mist (
)
which is only a fraction of the lower
explosion limit, LEL, to gain time to
stop the engine before ignition of the
oil mist can take place.

12. 문제 삭제
13. The 2 stroke cycle is completed in
( A ) of piston or ( B ) revolution of
the crankshaft. In order to operate this
cycle, the engine requires a number of
special arrangements.
가.
나.
사.
아.

A:
A:
A:
A:

one strokes,
two strokes,
two strokes,
four strokes,

B: two
B: two
B: one
B: four

14. "Cleaned oil level sensor electrode of
separator. Washed coalescer with hot
water for one hour. Cleaned inside of
sample tube for bilge alarm." What is
explained to inspection of the auxiliary
machine?

가. combustion
사. evaporation

나. concentration
아. condensation

17. The (
) is the interval between
injector opening and the start of
ignition. During this period the first
droplets to enter the cylinder are heated
by the surrounding charge of
compressed air, begin to vaporize, and
finally ignite.
가.
나.
사.
아.

rapid combustion period
steady burning period
after burning period
ignition delay period

18. When a/an (
) has been made
in the log book, a black line shall be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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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n through that part.
가. entry
사. record

나. misentry
아. report

19. While on the voyage, the engine must
never be (
) without timely
warning to the captain or officer of
watch, (
) in cases of the most
urgent necessity.
가. started, if
사. stopped, if

나. started, unless
아. stopped, unless

20. Ventilation of battery room is required to
(
).
가. prevent accumulation of clean air
나. supply necessary inert gases for
battery action
사. prevent accumulation of explosive
gases
아. get moisture
21. A "Hydrometer" is used to measure
(
).
가. pressure
사. specific gravity

나. pH
아. temperature

22. 문제 삭제
23. "기관사 호출 장치는 적절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제어실 또는 기관조종대 부근
에 설치되어야 하며, 기관사 거주구역
내에서 명확히 청취 가능해야 한다."를
영문으로 옮길 때
(
)에 알맞은 것은?
An engineer's alarm shall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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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
) from the engine control
room or at the maneuvering platform
as appropriate, and shall be clearly
(
) in the engineer's accommodation.
가.
나.
사.
아.

operate, audible
operate, visible
be operated, audible
be operated, visible

24. Every lifebuoy shall be constructed to
withstand a drop into the water from
the height at which it is stowed above
the waterline in the lightest seagoing
condition or 30 m, whichever is the
greater, without impairing (
) its
operating capability (
) that of its
attached components.
가.
나.
사.
아.

neither, nor
either, or
such, as
from, to

25. According to the SOLAS Convention as
amended, immersion suit is a protective
suit which reduces the (
) of
a person wearing it in cold water.
가.
나.
사.
아.

body humidity
mental consciousness
brilliance of skin
body heat-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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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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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1. 디젤기관의 소기효율을 옳게 나타낸 것은?
가. (실린더 내 새로운 급기량) / (실린더 내 전
가스량)
나. (실린더 내 새로운 급기량) / (소기 중 공급
된 전 급기량)
사. (소기 중 공급된 전 급기량) / (표준대기
상태로 행정용적에 채워진 급기량)
아. (실린더 내 새로운 급기량) / (표준대기
상태로 행정용적에 채워진 급기량)
2. 왕복동 내연기관의 도시 열효율이 이론적
열효율보다 작은 이유는?
가.
나.
사.
아.

마찰 손실 때문이다.
보기구동 때문이다.
기계 손실 때문이다.
열해리에 의한 흡열현상 때문이다.

3. 2행정 사이클 디젤기관에서 실린더 라이너
의 마멸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불완전연소
사. 시동불량

나. 실린더유 오손
아. 시스템유 오손

4. 디젤기관에서 밸브 태핏 간격을 주는 이유
는 무엇인가?
가.
나.
사.
아.

캠의 진동을 줄이기 위해
밸브의 밀착을 확실히 하기 위해
윤활유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
톱 클리어런스를 조정하기 위해

5. 제1번 피스톤 링이 하부의 다른 피스톤 링
보다 마멸이 심한 이유가 아닌 것은?
가. 링의 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나. 링이 배압에 의하여 면압이 크게 되기 때
문이다.
사. 고온의 가스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아. 윤활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이다.
6. 디젤기관의 피스톤 핀을 표면경화하는 주된
이유는?
가.
나.
사.
아.

재료를
마멸을
고열에
가공을

절약하기 위하여
줄이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7. 트렁크 피스톤형 디젤기관에서 연접봉 길
이를 짧게 할 때에 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가.
나.
사.
아.

피스톤의 중량이 작아진다.
피스톤 측압이 커진다.
피스톤의 속도가 증가한다.
기관의 진동이 줄어든다.

8. 피스톤핀 베어링과 크랭크핀 베어링의
평행도 불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 정반, 맨드릴과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한다.
나. 평면자(straight edge), 블록게이지 및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한다.
사. 정반 및 브리지게이지로 측정한다.
아. 정반, 필러게이지 및 센터게이지로
측정한다.
9. 디젤기관에서 크랭크축의 절손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한 주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장시간 저속운전을 피할 것
나. 위험 회전수를 피하여 운전할 것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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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각 실린더의 발생 마력을 균일하게 할 것
아. 양질의 윤활유를 사용할 것

가. 압력시험
사. 진공시험

10. 4행정 사이클 디젤기관에서 메인베어링
캡에 최대하중이 걸리는 것은?

15. 보일러의 저온부식에 대한 대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배기행정 시작
사. 압축행정 시작

가. 저온 전열면의 온도를 황산가스의 노점 이
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첨가제를 사용하여 바나듐의 융점을 높여서
융착을 방지한다.
사. 연소 시 가능한 한 공기과잉률을 작게
한다.
아. 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황산가스의 노점을
낮춘다.

나. 배기행정 종말
아. 압축행정 종말

11. 동압과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전주유입으로 터빈의 효율이 양호하다.
나. 정압과급에 비하여 낮은 소기압력을 기관이
이용할 수 있다.
사. 배기배출 종합 유효에너지 이용률은 정압에
비하여 유리하다.
아. 평균유효압력이 낮은 기관에서 동압이
점유하는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12. 보일러 연돌의 통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연돌의 높이가 높을수록 커진다.
나. 연돌과 보일러의 수평 연도가 길수록
커진다.
사. 연돌 내의 배기가스의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아. 연돌내 가스와 연돌 밖의 공기와의 압력
차가 클수록 커진다.
13. 보일러 장치 중 공기분리 급수가열기
(Deaerating feed water heater)의 기능과
관계 없는 것은?
가. 급수의 저장
사. 증기의 응축

나. 용존산소의 제거
아. 급수의 가열

14. 보일러에서 안전밸브의 방출능력을 알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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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기시험
아. 수압시험

16. 선형이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길이가 증가하면 잉여저항이 감소한다.
폭이 넓어질수록 잉여저항이 증가한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잉여저항이 증가한다.
길이가 증가하면 마찰저항은 증가한다.

17. 추진기(Propeller)의 심도(수면부터 추진기
중심까지의 거리)가 작아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가. 화학적 부식
사. 공동현상 발생

나. 공기흡입
아. 추진계수 감소

18. 슬립(slip)이 증가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선체저항이 클 때
추진기의 회전수가 증가할 때
추진기의 피치가 증가할 때
추진기의 날개 면적이 증가할 때

19. 다음 중 추진기(Propeller)에서 명음이 발
생하는 원인은?
가. 추진기의 심도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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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균일한 반류
사. 칼만 와열과 날개의 공진
아. 공동현상

사. 청정기의 기어유
아. 양묘기의 유압유

20. 시 마진(Sea margin)을 주는 이유가 아
닌 것은?

24. 길들이기 운전이나 고부하 운전 때에 두
접촉면간의 미소 돌기부에 의해 주로 발생
하는 마멸은?

가. 선저 및 프로펠러의 오손

가. 응착마멸

나. 정상마멸

나. 시간에 따른 프로펠러 무게의 증가

사. 연마마멸

아. 유동마멸

사. 선저 및 프로펠러의 표면조도 증대
아. 선체저항 증가와 항해속력 저하 보상

25. 윤활유가 열화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연료유의 비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나.
사.
아.

가. 연료유의 흐름에 대한 저항의 대소를 표
시하는 양을 말한다.
나. 15[˚C] 연료유의 용적과 동일 용적의 4
[˚C] 물의 무게와의 비를 말한다.
사. 비중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비중계는 보
메 비중계이다.
아. 중유의 비중은 약 0.9~0.99이다.
22. 윤활유를 장시간 사용한 후 시행하는 윤활
유 분석의 목적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가. 윤활유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사용 기계의
교환 및 수리 기간을 정한다.
나. 윤활유의 계속적인 사용 가능성 및 신유의
보충시기를 정한다.
사. 윤활유의 계속적인 사용 가능성 및 교환 시
기를 판정 한다.
아. 사용 중인 윤활유가 이상하게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 신유의 보충량을 정한다.
23. 알칼리성 첨가제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
는 윤활유는?
가. 냉동기의 냉동기유
나. 디젤기관의 실린더유

산소에 의한 산화
연소가스에 의한 탄화
수분에 의한 유화
신유에 의한 희석

[ 기 관 2

]

1. 선박용 기름여과장치에서 유수분리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유분과 수분의 비중차에 의해서 유분을
부상 분리시킨다.
나. 수중의 유립의 부상속도는 수온이 높고 유
립이 클수록 크다.
사. 일반적으로 유수의 유속은 빠르게 하고
유로는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미세 유립을 기름 자신의 흡착성에 의해
충돌 결합시켜 흡착 조립화 함으로써 부상
분리한다.
2. 셀프젝터 유청정기의 조정원판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가. 물과 기름의 경계면 위치를 조절한다.
나. 기름 흡입 측에 설치된다.
사. 비중이 큰 기름일수록 조정원판의 내경이
큰 것을 설치해야 한다.
아. 청정할 기름의 온도와는 무관하다.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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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한 원심펌프 2대를 병렬로 연결하였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송출량 및 양정은 모두 변하지 않는다.
송출량은 변하지 않고 양정만 2배로 된다.
송출량 및 양정은 모두 감소한다.
송출량과 양정은 모두 증가한다.

(B)등온팽창, (C)단열압축, (D)등온압축의
4과정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나.
사.
아.

(A)-(B)-(C)-(D)
(A)-(C)-(B)-(D)
(A)-(D)-(B)-(C)
(A)-(C)-(D)-(B)

4. 원심펌프에 마우스(mouth)링을 설치하는
이유는?

9. 냉동장치에서 압축기의 체적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누수방지
사. 진동방지

가. 압축비가 클수록 체적효율은 작다.
나. 회전수가 높을수록 체적효율은 크다.
사. 압축기의 톱클리어런스가 증대할수록
체적효율은 증가 한다.
아. 체적효율이 클수록 냉동능력이 감소한다.

나. 추력방지
아. 역류방지

5. 유청정장치의 취급 시 기름의 비중이 커질
수록 비중판의 치수는?
가.
나.
사.
아.

내경이
내경이
외경이
외경이

큰 것을 쓴다.
작은 것을 쓴다.
큰 것을 쓴다.
작은 것을 쓴다.

6. 비열이 0.8[㎉/kgf℃]인 액체 5,000[kgf]을
24시간에 25[℃]에서 5[℃]로 냉각시키는
데 소요되는 열량은 약 몇 냉동톤인가?
가. 1
사. 3

나. 2
아. 4

7. 가스압축식 냉동기의 운전 중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압축기의 토출밸브 부근까지 서리가 약간
끼도록 운전한다.
나. 크랭크실의 윤활유 양에 유의한다.
사. 운전 중 냉매량은 수액기에 1/2~1/3 정도
고여 있는 상태로 운전한다.
아. 응축기 입구와 출구의 냉각수 온도차는 약
5[℃] 정도로 유지한다.
8. 이론적 냉동 사이클에서 (A)단열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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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스압축식 냉동기에서 직접 냉매가
갖추어야 할 임계 온도의 요건은?
가.
나.
사.
아.

상온보다 높아야 한다.
상온보다 낮아야 한다.
응고점과 거의 같아야 한다.
응고점보다 낮아야 한다.

11. 가스용접에서 용제(flux)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 산화물 생성 저지
사. 성분 보충

나. 탄화물의 생성
아. 응고 속도 저하

12. 평면, 곡면, 홈, 치차 등을 가공하는
기계로서 리머, 드릴등의 공구 제작에도
필수적인 공작기계는?
가.
나.
사.
아.

milling machine
drilling machine
shaper
boring machine

13. Rack와 Pinion을 이용하여 미소 길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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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시하는 기구로 회전축의 흔들림 점검,
공작물의 평행상태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구는?
가. Limit gauge
사. Vernier Calipers

나. Dial gauge
아. Micrometer

14. 엔트로피의 공학 단위는?
가. ㎉/K
사. ㎉/㎏·m

나. ㎉/㎏℃
아. ㎏/㎥

15. 42.7[PS]의 원동기가 1분 동안에 하는 일
이 손실없이 전부 열로 바뀐다면 약
몇[㎉ ]가 되는가?
가. 450[㎉ ]
사. 750[㎉ ]

나. 2,562[㎉ ]
아. 3,203[㎉ ]

사. 압력에너지

아. 위치에너지

20. 문제 삭제
21. 냉간 가공으로 인해 생긴 잔류응력 제거를
위한 열처리는?
가. 담금질
사. 풀림

나. 뜨임
아. 불림

22. 수선간 길이, 형폭, 형흘수의 직육면체와
이에 대한 선체 실제 치수가 차지하는
용적과의 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 선형 계수
사. 방형 계수

나. 형상 계수
아. 주형 계수

23. 물과 선체표면과의 마찰에 기인하는 선체
저항은?

16. 입사된 복사에너지를 모두 흡수하는 물체는?
가. 백체

나. 흑체

사. 회색체

아. 완전 백체

17. 고체의 회전운동에서 토크(torque)는
다음의 식이 된다. (
)에 알맞은
것은?
"토크 = 관성모멘트 × (
)"
가. 중력가속도
사. 각속도

나. 가속도
아. 각가속도

가. 조파저항
사. 조와저항

나. 공기저항
아. 마찰저항

24. 실물을 보는 것과 같은 위치에 각 투상도
가 배열되는 것은?
가. 제1각법
사. 제3각법

나. 제2각법
아. 제4각법

25. 제작도면상 가공치수가 34±0.01/0.01
[mm]으로 기입되어 있을 경우 공차는 몇
[mm]인가?

18. 다음 중 벡터(vector)량이 아닌 것은?
가. 힘
사. 변위

나. 가속도
아. 질량

19. 유동하는 물이 가질수 있는 에너지가 아닌
것은?
가. 운동에너지

가. 0.01[mm]
사. 0.03[mm]

[ 기 관 3

나. 0.02[mm]
아. 0.04[mm]

]

1. "유도 기전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
는 방향으로 생긴다" 는 법칙은?

나. 유체에너지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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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패러데이의 법칙

나. 쿨롱의 법칙

사. 렌츠의 법칙

아. 앙페르의 법칙

2. 정현파 교류의 실효값은 최대값의 몇 배
인가?

3. 병렬 운전 중인 동기발전기의 난조를 억제
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기 회전자에
설치되는 것은?
가. 플라이 휠
사. 횡류 보상 회로

나. 조속기
아. 제동권선

4. 정격 100[V], 100[W]인 백열전구에 교
류전압을 가할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
계는?
가.
나.
사.
아.

전압과
전압이
전압이
전압이

전류가 동상이다.
전류보다 90° 앞선다.
전류보다 90° 뒤진다.
전류를 180° 앞선다.

5. 기관실에 설치된 어느 3상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회전속도가 1,160[rpm]이면 전동기
의 극수는? (단, 주파수는 60[Hz]이다)
가. 4극
사. 8극

나. 6극
아. 12극

6. 직류 발전기에 설치되어 있는 보극은?
가. 주자극의 자력을 증가하기 위한 보조 자극
이다.
나.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
한 것이다.
사. 기전력의 방향을 반대로 할 때 사용하는 것
이다.
아. 전압 변동률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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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도전동기가 아무 이유없이 기동되지 않
을 경우 제일 먼저 확인할 사항은?
가.
나.
사.
아.

정상 전압인지 확인
과부하인지 확인
타이머의 고장 여부 확인
회전부와 고정부가 접촉되고 있는지 확인

8. 변압기에서 무부하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것은?
가. 유전체손
사. 철손

나. 동손
아. 표유부하손

9.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가. DAC
사. GTO

나. ADC
아. RTD

10. NAND의 논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가. Y = AㆍB
사. Y = AㆍB

나. Y = A + B
아. Y = A + B

11. 입력 단자가 하나이고 여기에 펄스가 들
어갈 때마다 출력이 매번 바뀌어 나오는
것은?
가.
나.
사.
아.

R - S Flip – Flop
J - K Flip – Flop
T Flip – Flop
Schmitt trigger

12.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입력신호로 vi = Vm
sin ωt 전압을 가할 때 출력전압 v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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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폭도는 ∞(무한대)이다.
나. 출력 임피던스는 0이다.
사. 주파수 밴드폭은 ∞(무한대)이다.
가.
나.
사.
아.

아. 입력 임피던스는 0이다.

Vm sin ωt
Vm cos ωt
－Vm cos ωt
－Vm sin ωt

16. 다음 중 변위를 압력으로 변환시키는
요소는?

13. 다음 회로에 해당하는 논리게이트는?

가. 벨로즈
사. 노즐과 플래퍼

나. 다이어프램
아. 대시포트

17. 지침을 움직이는 구동력이 전자력이 아닌
것은?
가. 유도형 계기
사. 가동코일형 계기

가. AND 게이트
사. NOR 게이트

나. OR 게이트
아. NOT 게이트

14. SCR의 A, K 양 단자 간에 나타난 전압파
형은 그림과 같다. 다음 중에서 SCR이 차
단된 구간을 나타낸 것은?

나. 전류력계형 계기
아. 정전형 계기

18. 전압계와 전류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전류를 측정할 때는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
와 직렬로 접속해야 한다.
나. 전압을 측정할 때는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
와 병렬로 접속해야 한다.
사. 직류 전류계는 극성에 유의하여 전류계의
(-)단자는 높은 전위점에, (+)단자는 낮은
전위점에 연결해야한다.
아. 미지의 전류를 측정할 때에는 계측기의
손상을 막기 위해 측정범위가 큰 곳에서 측
정을 시작해서 작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하도록 한다.
19. 배전반의 교류 전압계나 전류계의 눈금은
어떤 값을 나타내는가?

가. bc 간
사. ac 간

나. ab 간
아. df 간

15.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실효치
사. 최대치

나. 평균치
아. 순시치

20. 수 [㏁] 이상의 고저항 측정에 적당한
것은?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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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PID동작
가. 메거
사. 휘스톤브리지

나. PQ 브리지
아. 전위차계

21. 다음 중 연료가열기의 가열원이 전열기일
때 사용되는 것은?
가. 다이어프램

나. 노즐 플래퍼

사. 서모스탯

아. 벨로즈

22. 자동제어의 표준기구번호 중 88번은 무엇
을 나타내는가?
가. 교류차단기
사. 전자접촉기

나. 과부하 계전기
아. 자동 기록 장치

23. 다음 중 램프함수(ramp function)는?

아. 2위치 동작

[ 직 무 일 반

]

1. 주기관이 디젤기관인 선박에서 황천항해 중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주기관의 과속도에 주의한다.
나. 회전수가 저하하므로 배기가스 온도의 저하
에 주의한다.
사. 연료유 계통의 필터 막힘에 주의한다.
아. 주기관 윤활유 계통의 압력과 온도에 주의
한다.
2. STCW 협약과 개정 규정에 따라 기관당직을
인계받기 전에 인계를 받는 기관사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여러 시스템에 관련한 기관장의 당직
지침과 특별 지시 사항
나. 선박의 위치 및 흘수
사. 위생장치의 처리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
아. 소화설비의 이용 가능성
3. 선박의 입거수리 중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24. 주기 시동용 공기압축기의 자동제어 장치
에서 제어량은?
가.
나.
사.
아.

공기압축기의 토출압력
압력스위치의 하위 설정압력
공기탱크의 압력
압력스위치의 상위 설정압력

25. 솔레노이드 밸브는 무슨 동작을 하는가?
가. 비례동작

184

제2회

나. D동작

가. 주기관 재킷 청수 냉각기 커버에 부착된
아연봉은 반드시 교환한다.
나. 선저 외판 상태의 점검을 위해 이중저의
연료유를 이송시킨다.
사. 주기관을 터닝하는 경우에는 프로펠러 주위
를 살핀 후 행한다.
아.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오일 실(seal)은 모
두 교환한다.
4. 선내 작업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
하여야 할 보호구로서 잘못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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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전반 MCCB 교체 작업 - 절연용 고무
장갑
나. 피복아크 용접 작업 – 차광보호면
사. 밀폐된 탱크 내부 진입 - 자장식 호흡구
아. 중량물 이동작업 - 방진 마스크
5. 연료유 수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름오염방제를 위한 준비물(톱밥, 걸레, 유
처리제 등)을 비치한 후 수급한다.
나. 야간 수급 시에는 위험물 취급중임을 알리
는 홍등을 켜야 한다.
사. 탱크 내의 잔유와 신유의 성상을 비교하여
가능하면 혼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 기름수급을 담당하는 해당 해운관청에 보고
한 후 수급한다.
6. 유조선에서 화물유 및 평형수에 관한
기름기록부에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원유세정을 포함한 화물탱크의 세정
항해 중 연료유 탱크에 평형수의 적재
혼합물(슬롭)탱크로부터의 혼합물 배출
화물유의 양화

7. 비상빌지관이 설치되어야 하는 곳은?
가. 선미부 선창

나. 선수부 선창

사. 기관실

아. 샤프트 터널

8. 한국 국적 선박에 비치된 기름기록부의 작
성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한국어로 기입하고,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IOPP)가 비치된 선박은 영어로도
기록한다.
나. 선장이 각 페이지마다 서명한다.
사. 선박운항 중 발생한 유성혼합물의 발생원에
서 최종 처리까지 명확하게 기재한다.

아. 기관구역 빌지의 처리는 15[ppm]용 기름
여과장치를 통한 배출만 기재한다.
9.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을 제외한 액체물질
중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아세트산(Acetic
acid)등과 같은 물질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유해액체물질
사. 유해배수물질

나. 유해폐수물질
아. 유해오수물질

10. 환자를 처음 발견하였을 때의 응급처치에
대한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환자의 생사를 판정한다.
나. 침착하고 신속하게 판단하여 가장 급한 응
급처치부터 한다.
사. 출혈유무 및 호흡유무에 따라 적절한 응급
처치를 한다.
아. 구조 보조자를 부른다.
11. 충격(shoc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현상을 말한다.
나. 일반적 증세는 맥박이
색으로 변한다.
사. 정신적 충격도 원인이
아. 일시에 다량의 출혈로

생체의 기능저하
느리고 피부가 붉은
된다.
일어날 수 있다.

12. 선박이 암초에 좌초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 파손 부위 조사
사. 기관장에게 보고

나. 구명정 준비
아. 수밀문 폐쇄

13. 선체 이중저의 역할이 아닌 것은?
가. 직접적인 침수를 막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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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저의 부식을 막아준다.
사. 청수의 저장에 이용한다.
아. 선박의 강도를 보강한다.

사. 탱크에 불꽃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 사고에 의한 기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14.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시설과 관계가
있는 것은?

18. 화물구역의 기름오염방지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빌지펌프
사. 급수펌프

가.
나.
사.
아.

나. 이젝터펌프
아. 청수펌프

15. 휴대식 화학 포말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A급 화재는 화재원을 향하여 사출함
나. B급 화재는 화재부의 벽에 사출함
사. 용기를 뒤집어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서
사출함
아. 사출거리는 3[m] 정도이고, 사출시간이
30초 이내이므로 빨리 소화해야 함
16. 휴대식 분말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약제가 인산암모늄으로 된 것은 A, B, C급
화재에 사용 가능하다.
나. 약제가 중탄산칼륨으로 된 것은 흡열반응을
이용한다.
사. 가압식인 경우 사용 후, 내용량이 규정중
량의 2/3가 넘으면 재충전할 필요가 없다.
아. 소화성능이 우수하고, 소화약제의 수명은
5년 정도이다.
17. 연료유 탱크의 에어벤트 파이프(airvent
pipe)에 방호막(arrested filter)을 설치하는
이유는?
가. 탱크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 벤트로부터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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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평형수 탱크
분리 침전 탱크
화물창 원유세정설비
평형수 배출관 장치

19. 선박안전법상의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검사기준일이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나. 만재흘수선이란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소한도를 나타내는 흘수선을 말한다.
사. 산적화물선이란 주로 젖은 화물을 산적 운
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아. 하역장구란 화물을 적재하거나 내리기 위해
선체에 고정 된 하역 기계를 말한다.
20. 선박법에 의한 임시선박국적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
득지의 대한 민국영사에게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
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교부를 신청한다.
사.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선박도 선박국적증서
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아. 임시선박국적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1. 승·하선하는 전임 기관사와 후임 기관사의
직무 인수· 인계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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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수·인계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인수·인
계한다.
나. 인수·인계 완료 후 상호 서명 날인한다.
사. 후임자는 담당기기에 대하여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들어야 한다.
아. 후임자는 부원들의 선원수첩 및 인적사항
자료 첨부를 확인한다.
22. 선원이 바라는 바람직한 관리자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솔선수범 관리자
자기 과시적인 관리자
선원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관리자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관리자

23.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규정에 의한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관장이라 함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
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를 책임
지는 수석 기관 해기사이다.
나. 1등기관사라 함은 기관장의 유고시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는 기관
해기사이다.
사. 보조기관사라 함은 기관 해기사가 되기 위
해 훈련을 받고 있는 자이다.
아. 부원이라 함은 기관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자이다.
24.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상 구명정과
구조정의 기관에 대한 선내 자체시험과
검사는 (
) 행하여야 하며 주위
온도가 기관의 시동에 요구되는
최저온도를 상회하는 조건에서 (
)
작동하여 보아야 한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나.
사.
아.

매주, 3분 이상
매 2주, 3분 이상
매주, 5분 이상
매 2주, 5분 이상

25. MARPOL 73/78 협약 부속서 I에 의해
사고 또는 예외적인 기름의 배출 시 기름
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배출 또는 유출의 상황
배출 방법
배출 당시의 선박의 장소 및 위치
기름의 추정량 및 종류

[ 영 어

]

1. Found 2 leaky smoke tubes and (
가.
나.
사.
아.

).

raised steam slowly
raised steam quickly
fired on boiler
fired off boiler

2. "주기관의 연료 분사 압력을 300[kgf/㎠]
으로 조정하였다."를 Log Book에 기록할 때
옳은 것은?
가. Adjusted F.O. injection pressure at 300
[kgf/㎠] of M/E.
나. Adjusted F.O. injection temperature at
300 [kgf/㎠] of M/E.
사. Ascertained F.O. injection pressure at
300 [kgf/㎠] of G/E.
아. Adjusted F.O. injection pressure at 300
[kgf/㎠] of G/E.
3. Calibrated No. 5 cylinder liner and (
)
ridges on top and bottom of the cylinder
liner with oil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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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e-metaled
사. filed up

나. cleaned up
아. ground off

4. Engine displacement can not be found
unless the (
) known.
가.
나.
사.
아.

power ratio is
compression ratio is
bore and stroke are
compression space is

5. To ascertain the exact pressure of stroke
of the piston is (
).
가. spring
사. tachometer

나. indicator
아. manometer

6. If the high-pressure switch on the
compressor of a refrigerator opens
frequently, a possible cause could be
(
).
가. a leak in the evaporator coils
나. not enough cooling water going through
the condenser
사. too much cooling water going through
the condenser
아. not enough refrigerant in the system
7. The sequence of an order in which
power impulses occur in an engine is
called the (
).
가. expansion order
사. ignition point

나. crank angle
아. firing order

8. Battery rooms should be well ventilated
because batteries liberate (
).
가. oxygen gas
사. hydrogen f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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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cid fumes
아. nitrogen gas

9. The (
) point of an oil is the
temperature at which inflammable
vapours are given off in sufficient
quantity to flash when brought into
contact with a flame.
가. fire
사. flash

나. ignition
아. pour

10. The disposal of all plastics into the
sea is (
).
가. prohibited

나. praised

사. recommended

아. applauded

11. The (
) limiter defines a
maximum amount of fuel to be injected
based on the actual (
), in order
not to overfuel the engine.
가. cooling F.W. pressure
나. L. O. pressure
사. torque
아. scavenge air pressure
12. If the engine has been stopped for
more than (
), slow-turning
should always be effected, just before
starting in order to safeguard free
rotation of the engine.
가. 30 seconds

나. 3 minutes

사. 30 minutes

아. 60 minutes

13. In accordance with the SOLAS
Convention as amended, (
) means
the qualification of the degree of risk
that a security incident will be
attempted or will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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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ecurity level
나. ship/port interface
사. ship to ship activity
아. declaration of security
14. This paragraph is some descriptions of
docking indent for tank inspection.
Inspect following tanks for (
) and
deformation, and submit report to the
master. For inspection open and close
manhole cover and renew (
) if
necessary. Provide safety wire net for
opening ballast tank manhole. Provide
notice board "on working" during
inspection.
가. crack, oil
사. survey, gaskets

나. crack, gaskets
아. survey, oil

15. All the occurrences arising during the
watch are to be entered engine log
book by (
).

assigned tasks, duties or responsibility
on board a seagoing ship under the
direction of an individual serving in the
operational serving in the operational or
management level.
가. Management
사. Support

나. Operational
아. Assistant

18. There are increased risks of electric
shock to the welder if welding is done
in hot or (
) conditions.
가. dry
사. cold

나. warm
아. humid

19. If the PSCO from general impressions
or observations on board has clear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ship
might be substandard, the PSCO should
proceed to a (
) taking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into account.
가. initial inspection

가.
나.
사.
아.

chief engineer
first engineer
the engineer on watch
third engineer

16. When the frequency of the power stroke
impulses is the same as the natural rate
of (
) of the crankshaft, the shaft is
then said to be rotating at a critical
speed.
가.
나.
사.
아.

bending vibrations
tensile vibrations
combined vibrations
torsional vibrations

17. (
) level means the level of
responsibility associated with performing

나. periodical inspection
사. general inspection
아. more detailed inspection
20. The PSCO may ensure that (
are exhibited in conspicuous places
throughout the ship, including the
navigational bridge, the engine room
and crew accommodation spaces.
가. crew lists

나. muster lists

사. spare lists

아. provision lists

)

21. In a centrifugal pump liquid enters the
center or eye of the (
) and flows
radially out between the vanes, its
velocity being increased by the impeller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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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 A diffuser or (
) is then
used to convert most of the kinetic
energy in the liquid into pressure.
가. shaft, impeller
사. gear, volute

나. impeller, volute
아. vane, impeller

if the pitch is less than the actual
advance
of the ship, this is said to be negative.
가. slip
사. gain

22. Every lifebuoy shall be capable of
supporting not less than 14.5[kgf] of
iron in fresh water for a period of
(
) hours.
가. 12

나. 24

사. 48

아. 72

23. In the arc welding proces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gloves should
be dry because wet leather is (
).
가.
나.
사.
아.

a good material
a good conductor
hard
fragile

24. In accordance with the MARPOL 73/78
Convention as amended, the oil filtering
system shall be equipped with (
)
which will ensure that the discharge is
automatically stopped when the oil
content of the effluent exceeds 15 parts
per million.
가.
나.
사.
아.

a
a
a
a

discharge monitor
by-pass device
stopping device
recording device

25. The difference between the pitch of the
propeller and the actual advance of the
ship in one revolution is called (
).
If the pitch is greater than the actual
advance per revolution, this is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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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avitation
아. speed

제
[ 기 관

1

3

회

]

1. 고속 디젤기관에 4행정 사이클 기관이 많이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
나.
사.
아.

용적효율이 좋기 때문에
열응력이 작기 때문에
토크 변화가 작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2. 디젤기관에서 연료소비율이란?
가. 기관이 1시간당 소비하는 연료량
나. 연료의 시간당 발열량
사. 기관이 1시간당 1마력을 얻기 위해 소비하
는 연료량
아. 기관이 1실린더당 1시간에 소비하는
연료량
3. 선박에서 축발전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가.
나.
사.
아.

증기 터빈에 의한 발전
주기관 구동 축계에 의한 발전
배기가스 터빈에 의한 발전
디젤기관에 의한 발전

4. 내연기관에서 오토 사이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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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일정한
일정한
일정한
일정한

체적에서 연소가
압력에서 연소가
온도에서 연소가
압력과 체적에서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연소가 일어난다.

5. 보슈식 연료분사펌프에서 플런저가 기름을
압축하기 시작한다음 니들밸브를
열기까지의 시간적인 늦음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착화 지연
사. 밸브 개폐 지연

나. 분사 지연
아. 후연소

6. 연료유의 연소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연료유를 미세화시킨다.
연료유를 가열시킨다.
분포상대를 좋게 한다.
냉각수 온도를 낮춘다.

7. 디젤기관의 실린더 라이너 재료로 주철이
많이 사용되는 주된 이유는?
가.
나.
사.
아.

팽창률이 크므로
윤활성이 좋으므로
인장강도가 크므로
단면수축률이 크므로

8. 디젤기관의 밸브 구동장치에서 롤러 간극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 운전 중 흡·배기밸브가 완전히 닫히게 하기
위하여
나. 캠에 의한 마멸을 적게 하기 위하여
사. 마찰을 작게 하기 위하여
아. 기관의 시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9. 메인베어링의 발열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베어링 간격 조정이 부적당하고 축과 메탈
의 다듬질이 불량할 때
나. 크랭크 축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 공급되는 윤활유량이 과다할 때
아. 과부하, 노킹, 급회전 등으로 베어링의 하
중이 과대할 때
10. 과급기 블로워의 서징이란?
가.
나.
사.
아.

블로워
블로워
블로워
블로워

흡입부의 맥동현상
유량과 압력의 맥동현상
임펠러 공진상태
흡입공기의 음향발생현상

11. 왕복동 내연기관에서 평균 유효압력 Pi
[㎏f/㎠], 피스톤면적 A[㎠], 피스톤행정
L[m], 기관의 매분회전수 N[rpm], 실린더
수를 Z 라 하면 2행정 사이클 기관의 도시
마력은?
가.
나.
사.
아.

(Pi·A·L·N·Z)/(2 ×75×60) [kW]
(Pi·A·L·N·Z)/(75×60) [kW]
(Pi·A·L·N·Z)/(2×102×60) [kW]
(Pi·A·L·N·Z)/(102×60) [kW]

12. 보일러 과열증기의 온도 조절법이 아닌
것은?
가. 과열기를 가열하는 연소가스량을 조절하는
방법
나. 과열증기에 포화 증기를 혼합하는 방법
사. 과열저감기를 사용하는 방법
아. 급수 온도를 조정하는 방법
13. 보일러의 안전운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가. 수위 확인
사. 수질 확인

나. 완전연소
아. 스케일 부착방지

14. 반동 터빈에서 반동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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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전날개에서의 열강하) / (한 단락에서의
열강하)
나. (회전날개에서의 열강하) / (전체 단락에서
의 열강하)
사. (한 단락에서의 열강하) / (회전날개에서의
열강하)
아. (회전날개에서의 열강하) / (고정날개에서의
열강하)
15. 래버린스 패킹의 누설 증기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누설량을 줄이려면 반경방향의 틈을 작게
한다.
나. 누설량은 누설면적과 비례한다.
사. 누설량은 래버린스 수를 많게 하면
적어진다.
아. 누설량은 항상 일정하다.
16. 시 마진(Sea margin)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8. 다른 종류의 클러치와 비교할 때 유체클
러치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소마력에 적합하다.
신뢰도와 내구성이 크다.
큰 충격에 잘 견딘다.
비틀림 진동을 흡수한다.

19. 프로펠러에서 저항을 R, 스러스트를 T라고
할 때 (T-R)/T는?
가. 추력감소계수
사. 반류계수

나. 반류
아. 추진계수

20. 피치 계측기 없이 프로펠러의 대표 피치를
계측할 경우 프로펠러 반지름(R)은 어느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가?
가. 0.2 R
사. 0.7 R

나. 0.5 R
아. 0.9 R

가. 시 마진은 기관에 여유를 주는 것으로 마력
은 약 0.5~2[%], 회전수는 약 15~20[%]
이다.

21. 연소실 내로 분사된 연료유의 착화온도는
압축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나. 시 마진은 클수록 기관의 연료소모율은 적
어진다.

가.
나.
사.
아.

사. 기관에서 마력 또는 회전수에 대하여 적당
한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아. 시 마진은 선저의 오손이 심할수록 적다.
17. 선체저항의 증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굴, 패류, 해조류 등이 선체에 부착되면 마
찰저항이 증가한다.
나. 선박이 수심이 얕은 곳을 항해할 때 천수영
향으로 속도가 감소될 수 있다.
사. 천수영향이 발생하면 흘수가 감소한다.
아. 폭이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는 측벽의 반사
파로 저항이 증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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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다.
높아진다.
변화가 없다.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22. 저발열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물의 기화잠열을 포함하지 않은 발열량
나. 물의 기화잠열을 포함한 발열량
사. 탄소 1[kg]이 연소되었을 때 발생한
발열량
아. 유황 1[kg]이 연소되었을 때 발생한
발열량
23. 디젤기관의 윤활유가 열화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도 문제지 기관사 3급

가. 불완전 연소에 의해 생긴 연소 생성물의
혼입
나. 연료유가 혼입되었을 때
사. 첨가제 사용으로 중성이 되었을 때
아. 불 용해성 물질이 혼입되었을 때
24. 유성(Oiliness)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윤활유의
금속면에
윤활유의
경계윤활

점성이다.
대한 부착성이다.
유막 구성력이다.
시에 필요한 성질이다.

25. 윤활제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응착 방지 작용
사. 방식 작용

[ 기 관

2

나. 소포 작용
아. 냉각 작용

]

1. 축류펌프의 특성곡선에서 송출량이 증가
할수록 축마력과 양정은 어떻게 되는가?
가.
나.
사.
아.

축마력은
축마력은
축마력은
축마력은

증가하고,
감소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양정은
양정도
양정은
양정도

감소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

2. 윌리엄 재니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나.
사.
아.

운전 중에 토출량의 변경이 가능하다.
운전 중에 토출방향의 변경이 가능하다.
운전 중에 회전수의 변경이 가능하다.
운전 중에 플런저는 축 방향으로 왕복운동
이 가능하다.

3. 저압 증발식 조수기에서 생산된 청수에 염

분이 많이 함유 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조수용량이 과도하게 많다.
진공도가 너무 높다.
증발기의 액면이 너무 낮다.
챔버 내의 증발온도가 너무 낮다.

4. 유량이 1[㎥/min], 전양정이 20[m]인 양수
펌프를 설계하고자한다. 펌프 전효율이 0.8
이라면 펌프의 축 동력은 얼마인가?
(단, 물의 비중량은 1,000[kg/㎥],
중력가속도는 9.8[㎨]이다.)
가. 2.5[kW]
사. 6.5[kW]

나. 4.1[kW]
아. 8.4[kW]

5. IMO MEPC RES.107(49)에서 15[ppm]
기름여과장치의 성능과 기준을 표시한 것으
로 옳은 것은?
가. 배출액의 유분농도가 100만분의 15 이상
이고, 수평면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10˚
경사한 상태에서도 그 성능에 지장이 없고,
운전 시의 유분농도 기록은 12개월간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배출액의 유분농도가 100만분의 5 이하이
고, 수평면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22.5˚
경사한 상태에서도 그 성능에 지장이 없고,
운전 시의 유분농도 기록은 18개월간 보관
되어야 한다.
사. 배출액의 유분농도가 100만분의 15 이하이
고, 수평면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12.5˚
경사한 상태에서도 그 성능에 지장이 없고,
운전 시의 유분농도 기록은 12개월간 보관
되어야 한다.
아. 배출액 중의 유분농도가 100만분의 15 이
하이고, 운전 시의 유분농도 기록은 18개월
간 보관되어야 한다.
6. 냉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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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냉동효과는 증발온도가 낮으면 크다.
나. 냉동효과는 냉매의 증발잠열이 크면
상승한다.
사. 냉동효과는 냉매의 응축온도를 저하시키면
상승한다.
아. 냉동효과는 팽창밸브 직전의 액냉매의 온도
가 낮을수록 크다.

가. 68[㎉/㎏]
사. 132[㎉/㎏]

7. 가스압축식 냉동기에서 압축기 입구의 과열
도가 크게 될 경우의 영향은?
감소하여

12. 선박에서 실시하는 용접 중 강관으로 만든
해수 배관의 보수용접에서 초층 용접에
사용하는 가장 적합한 용접봉 또는 용접
재료는?

감소하여

가. 스테인리스강 용접봉

가. 용적효율이
성적계수가
나. 흡입압력이
성적계수가
사. 용적효율이
성적계수가
아. 용적효율이
성적계수가

저하하고 냉동능력이
작아진다.
증가하고 냉동능력이
작아진다.
저하하고 냉동능력이
커진다.
증가하고 냉동능력이
커진다.

증가하여

나. 탭
아. 드릴

사. 황동 납
아. 철분 산화철계 용접봉

9. 선박의 식품보관용 냉동장치에서 감온자동
팽창밸브의 설치 위치는?
솔레노이드 밸브와 증발기 코일 사이
충전밸브와 솔레노이드 밸브 사이
수액기와 압축기 사이
수액기와 솔레노이드 밸브 사이

10. 팽창밸브에서 팽창 후 냉매의 건도가 0.2
이고 냉매의 증발잠열이 340[㎉/㎏]일 때
냉동효과는 몇 [㎉/㎏]인가?

제3회

가. 리머
사. 센터 펀치

증가하여

가. 증발온도 또는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
나. 증발압력을 일정히 유지하고 흡입압력을
조절하는 방법
사. 용량조절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아. 압축기의 회전수를 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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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절삭공구가 아닌 것은?

나. 고셀룰로오스계 피복 아크 용접봉

8. 고속 다기통 냉동기에서 부하의 변동에
따라 압축기의 능력을 제한하는 방법은?

가.
나.
사.
아.

나. 272[㎉/㎏]
아. 340[㎉/㎏]

13. 선내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관의 수축과 팽창을 고려하여 신축이음을
한다.
나. 구리관은 내식성이 좋고 열전도성이 우수
하여 210[℃] 이상의 고온에
주로 사용된다.
사. 강관에는 이음매 없는 강관과 이음매 강관
두 종류가 많이 사용된다.
아. Sch. No.가 높을수록 고압용으로 사용한다.
14. 카르노(carnot) 사이클에 해당하는 것은?
가. 정적압축
단열압축
나. 단열압축
정적압축
사. 단열압축
정압압축
아. 등온팽창
단열압축

→ 정적팽창 → 단열팽창 →
→ 정압팽창 → 단열팽창 →
→ 정압팽창 → 단열팽창 →
→ 단열팽창 → 등온압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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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피스톤이 하사점에 있을 때의 실린더 용적
을 Vp,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의
간극용적을 Vc라 하면 압축비는?
가. Vc/Vp
사. (Vp+Vc)/Vc

나. Vp/Vc
아. (Vp-Vc)/Vc

16. 1[PS·h]는 약 몇 [kcal]에 해당되는가?
가. 860[kcal]
사. 632[kcal]

나. 550[kcal]
아. 427[kcal]

17. 회전수가 n [rpm]인 물체의 각속도는?
가.
나.
사.
아.

(2πn)/60[rad/s]
(2πn)/30[rad/s]
(πn)/60[rad/s]
(4πn)/30[rad/s]

1[m],
1[m],
10[m],
10[m],

0.736[m]
7.36[m]
0.736[m]
7.36[m]

22. 선박이 파도를 만났을 때 예비 부력을 확
보하기 위한 것은?
나. 선저경사
아. 건현

23. 선체의 심한 횡동요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
되는 장치가 아닌 것은?
가. bow thruster
사. fin stabilizer

나. anti-rolling tank
아. bilge keel

24. 비틀림모멘트 T[N·m]를 전달하는 직경
d[mm]인 축에 발생하는 비틀림
응력(τ)은?

19. 유체역학의 유량방정식 또는 연속방정식에
서 사용되는 체적유량을 옳게 나타낸
것은?
가. 단면적 ×속도
사. 단면적 ×높이

가. 열전도율이 작을수록 좋으며, 셸과의 열팽
창계수 차이는 클수록 좋다.
나. 고온상태의 하중에 대하여 높은 압축강도를
가지며 내구성이 높고 반복충격 하중에 잘
견딜수록 좋다.
사. 내식성과 내마멸성이 클수록 좋다.
아. 편접촉을 피하기 위해 소성변형을 할 수 있
어야 하며 축에 길들기 쉬울수록 좋다.

가. 트림
사. 선수경사

18. 압력 1[㎏f /㎠]에 상당하는 물(4[℃])의
높이 및 수은주(0[℃])의 높이는 각각 약
몇 [m] 인가?
가.
나.
사.
아.

21. 베어링 메탈의 재료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단면적 ×길이
아. 단면적 ×밀도

20. 발전기 및 변압기용의 철심은 어느 강을
사용하는가?

가.
나.
사.
아.

τ
τ
τ
τ

=
=
=
=

(16 x T x 1,000)/ (
(32 x T x 1,000)/ (
(64 x T x 1,000)/ (
(128 x T x 1,000)/(

π
π
π
π

x
x
x
x

d³
d³
d³
d³

)[MPa]
)[MPa]
)[MPa]
)[MPa]

25. 도면의 척도란에 2:1로 기입되어 있을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도면의 그림이 실물의 2배 크기이다.
나. 크기와 관계 없다.

가. 스테인레스강
사. 규소강

나. 니켈강
아. 몰리브덴강

사. 실물이 그림보다 2배 크다.
아. 도면과 실물의 크기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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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3

]

1. 유효전력이 90[kW]이고 역률이 0.5일 때
피상전력은 얼마 인가?
가. 45[kVA]

나. 120[kVA]

사. 180[kVA]

아. 150[kVA]

2. 동선의 길이를 2배가 되도록 가늘게 잡아
늘리면 전선의 전기저항은 처음에 비해
어떻게 되는가?
가. 변화가 없다.
사. 4배로 된다.

나. 2배로 된다.
아. 8배로 된다.

3. 저항 8[Ω]과 유도 리액턴스 6[Ω]이 직렬
로 접속된 회로에 60[Hz],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면 몇 [A]의 전류가 흐르는가?
가. 2 [A]
사. 6 [A]

나. 4 [A]
아. 10 [A]

4. 다음 회로에서 SW를 닫고 충분히 긴
시간이 경과하면 콘덴서 C에 흐르는 전류
ic는 얼마가 되는가?
(단, Xc는 콘덴서의 리액턴스)

6. 220[V]의 단상 유도전동기에 전류가 20[A]
흐를 때 소비전력이 4[kW]이면 이
유도전동기의 역률은 약 얼마인가?
가. 86[%]
사. 81[%]

나. 96[%]
아. 91[%]

7. 발전기의 병렬운전 중 발전기가 전동기로
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계전기는?
가. 역전력 계전기
사. 과전류 계전기

나. 차동 계전기
아. 과전압 계전기

8. 두 대의 교류발전기를 병렬운전하는 경우
무효횡류가 흐르는 경우는?
가.
나.
사.
아.

양발전기의
양발전기의
양발전기의
양발전기의

주파수가 다를 때
회전 속도가 다를 때
기전력 위상이 다를 때
기전력 크기가 다를 때

9. 입력단자가 2개인 AND 논리 게이트에 0과
1을 입력하면 출력은 얼마인가?
가. 0
사. 01

나. 1
아. 10

10. SCR의 동작특성을 옳게 설명한 것은?

5. 200[V], 40[kVA] 3상 교류발전기의 정격전
류는 대략 몇 [A]가되는가?
가. 115 [A]
사. 20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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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60 [A]
아. 215 [A]

가. 도통된 상태에서
차단된다.
나. 도통된 상태에서
면 차단된다.
사. 도통된 상태에서
차단된다.
아. 도통된 상태에서
제어할 수 있다.

게이트 전압을 감소시키면
애노드 전압을 반대로 하
게이트 전류가 없어지면
게이트 전류로 출력전류를

11. P형 또는 N형 반도체를 4층 이상으로 접
합하고 2개의 안정된 상태를 가진 소자를
통칭하여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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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이리스터
사. 다이오드

나. 트랜지스터
아. 연산 증폭기

16. 최대눈금이 1[A], 내부저항이 9[Ω]인
전류계와 분류기를 그림과 같이 연결하고
10[A]를 측정할 때 분류기의 저항은?

12. A + A · B 를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 A + B
사. B

나. A
아. 1 + B

13. 반도체 소자의 모체(母體)로서 가장 적합한
원소는?
가. 안티몬(Sb)
사. 실리콘(Si)

나. 탄소(C)
아. 인듐(In)

14. 그림의 브리지 정류회로에서 교류 입력은
어디인가?

가. B - D 점
사. C - D 점

나. A - C 점
아. A - B 점

가. 0.1[Ω]
사. 1[Ω]

나. 0.5[Ω]
아. 5[Ω]

17. 도플러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특수한 물질에 가시광선을 쪼이면 그 빛의
세기에 비례한 기전력이 발생되는 현상
나. 서로 다른 두 금속의 양단을 연결하여 폐
회로를 구성하고 두 접점 간에 온도차를 주
면 기전력이 발생되는 현상
사. 파동원과 관측자가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주파수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
아. 어떤 특수한 소자에 자력선이 지나고 있고
이 자력선과 직각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이 소자에 자력선 및 전류와 직각방향으로
기전력이 일어나는 현상
18. 유도전동기의 회전수나 슬립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 계기는?

15. 다음 진리표의 논리회로는?
가. 싱크로스코프
사. 동기검정기

나. 스트로보스코프
아. 오실로스코프

19. 일반적인 아날로그 멀티테스터의 눈금판
에서 눈금의 대소배치 방향이 다른
것과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은?

가. AND회로
사. NOT회로

나. NOR회로
아. NAND회로

가. 직류전류 눈금
사. 교류전압 눈금

나. 직류전압 눈금
아. 저항 눈금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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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앙에 원형의 구멍이 있는 판을 관로의
중간에 삽입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는?
가. 벤투리관
사. 피토관

릴레이의 기호는?

나. 노즐
아. 오리피스

21. 다음 블록선도에서 X3 / X1을 구하면?

[ 직 무 일 반

]

1. 연료유 탱크 내부의 일반적인 점검사항으로
옳은 것은?
가. 탱크 내 슬러지의 성분을 분석한 후에 인
화성 성분 유무에 따라 출입을 결정한다.

22. "Feedback 제어란 제어대상의 (
)을
계측해서 목표치와 비교하고, 그 차이인
편차가 (
)이 되도록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제어량, 1
사. 제어량, 0

나. 조작량, 0
아. 조작량, 1

23. PID 제어 동작 중 적분(I) 동작의 장점은?
가.
나.
사.
아.

사이클링을 없앨 수 있다.
편차를 없앨 수 있다.
출력이 빠르게 나온다.
속응성이 좋아진다.

나. 화재예방을 위해 흡입관 및 송출관 내의 기
름을 제거한 후에 배관 내부의 부식상태를
점검한다.
사. 탱크 측벽, 천장의 녹 등을 제거한 후 탱크
내부의 부식 상태를 점검한다.
아. 탱크 내부를 가스프리한 후 각종 배관, 가
열코일 및 각 벽의 부식상태 등을 점검한다.
2. STCW 협약과 개정 규정에 따라 항내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기관장이 당직 조직을
결정할 때 당직 기관사를 배치하여야 할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가. 추진동력 750킬로와트 이상의 모든 선박
나. 추진동력 1,500킬로와트 이상의 모든 선박
사. 추진동력 3,000킬로와트 이상의 모든 선박
아. 추진동력 5,000킬로와트 이상의 모든선박

24. 제어기의 비례동작에서 비례대(PB)는?
가.
나.
사.
아.

비례감도에
비례감도에
적분시간에
적분시간에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25. 입력신호가 주어지면 미리 정해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접점을 온(On)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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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화성 가스가 축적되기 쉬운 장소에서 전
기수리 작업이나 전구 교환작업을 할 때의
조치사항으로 부적합한 것은?
가.
나.
사.
아.

불활성가스를 주입할 것
외부에 설치된 스위치로 전원을 차단할 것
환기를 시킬 것
절연용 고무장갑을 착용할 것

2015년도 문제지 기관사 3급

4. 한국선급에 등록한 선박이 선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선급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연차 검사
입거 검사
계속 검사
제2종 중간 검사

5. ISM Code 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에는 DOC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는 SMC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사. DOC를 발급 받지 않고 SMC만을 발급
받아서는 운항할 수 없다.
아. SMC의 갱신심사 유효기간은 5년이다.
6. 15[ppm] 기름여과장치의 분해 소제 후
물을 채우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슬러지 출구 밸브와 드레인 밸브를 닫고
테스트 콕과 15[ppm] 기름여과장치 입구
밸브를 연다.
나. 액면 검출기의 전원을 켜고 청수를 통과
시켜 유분농도계의 영점 조정을 확인한다.
사. 수위가 액면 검출기에 이르면 그 신호에
의해 전자밸브는 닫히게 된다.
아. 테스트 콕에서 물이 나오면 콕을 잠그고
압축공기관을 통해 압축공기를 공급하여
장치 내 수위를 액면 검출기 위치까지
낮춘다.
7. 선박에서 연료유 수급 전 연료유 수급업무
담당 기관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지정된 신호기(B기)를 강하거나 등화
(홍등)의 소등
8.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 및 준수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
나.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사.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
아.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점검
9. 해양환경관리법 규정에 의한 분리평형수 및
맑은평형수(클린밸러스트)의 배출방법이
아닌 것은?
가. 배출하기 전에 그 표면을 검사하여 기름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은 경우는 해당
선박의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수 있다.
나. 원칙적으로 해당선박의 흘수선 위쪽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사. 평형수탱크의 저장량이 80[%] 이상인 경우,
전용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아.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하는 경우에 항만
및 해양터미널외의 해역에서는 중력을 이용
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0.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물집이 생기면 깨끗해지도록 전부 터트린다.
환자가 잠이 들지 못하도록 운동을 시킨다.
탈지면을 환부에 대고 압박붕대로 감싸준다.
통증을 완화시키고 감염과 쇼크 예방을 해
야 한다.

11. 일반적으로 피부 봉합 시에 사용하는
바늘은?

가. 본선 갑판의 스커퍼 폐쇄
나. 오염방제 자재 및 휴대식 소화기 비치
사. 수급 시 직무분담표에 의한 업무 분장 확인

가. 적침
사. 각침

나. 환침
아. 약침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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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박의 기관실에 비상빌지흡입관이
연결되어 있는 펌프는?
가.
나.
사.
아.

주냉각해수 펌프
윤활유 펌프
조수기 이젝터 펌프
청수 펌프

가.
나.
사.
아.

4염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한다.
탄산가스 소화기를 사용한다.
물을 분무 형태로 화재구역에 뿌린다.
분말 소화기를 사용한다.

17. 격실 화재 시 진화를 위해 사람이 진입
하려고 할 때의 필수적 조건이 아닌 것은?

13. 항해 중에 선교로부터 주기관의 급정지
또는 후진 명령이 내려올 때 당직기관사는
신속히 주기를 조작하여 명령에 응한 후
누구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하는가?

가.
나.
사.
아.

가. 선장
사. 일등항해사

18. 선박안전법령에서 규정하는 선박검사증서
의 유효기간 시작일(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기관장
아. 당직항해사

14. 침수하여 선박이 침몰할 우려가 있을
경우의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관일지 등 중요 반출 물건 등의 반출
준비를 한다.
나. 주기관 시동계통의 드레인 밸브를 열어
압력을 낮춘다.
사.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 등을 준비한다.
아. 수밀문을 작동시켜 침수구역을 최대한
줄인다.
15. 선박의 소방원 장구 중 안전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3시간 이상 계속하여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빛의 발사각도가 40도 이상이어야 한다.
사. 높이 1.5[m]에서 철판위에 3번 떨어뜨려서
이상이 없어야한다.
아. 위험구역에 사용하는 것은 방폭형이어야
한다.
16. A급 화재의 소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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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들어간다.
안전등을 가지고 들어간다.
방화복을 입고 들어간다.
구명줄(Life line)을 가지고 들어간다.

가.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나.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
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에는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사.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
월이 되는 날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에는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19.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
"오염물질의 방제·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선박은 총톤수
( 1 )톤 이상의 유조선과 총톤수
( 2 )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이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나.
사.
아.

(1)
(1)
(1)
(1)

50,
50,
100,
100,

(2)
(2)
(2)
(2)

1,000
10,000
1,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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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상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심판에 부칠 해양사고의 관할권은 해양사고
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안전
심판원에 속한다.
나. 동일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해양안전심판
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한다.
사.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할권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속한다.
아. 동일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은 이를
병합하여 심판한다.
21.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 상 "선상훈련과
소화훈련은 25[%] 이상의 선원이 당해
선박에서 전월의 훈련에 불참한 경우 출항
후(
)시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12
사. 36

나. 12시간
아. 24시간

24.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 상 "생존정의
의장품을 포함한 선박 구명설비의 사용에
관한 훈련은 선원이 승선한 후 가능한
빨리 그러나 늦어도 (
)이내에는
실시되어야 한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1주일
사. 3주일

나. 2주일
아. 1개월

25. MARPOL 부속서 Ⅵ(선박으로부터의 대기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에서 규정한 슬러지
오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은?
가. 빌지계통으로 유입되는 모든 액체
나. 주기 또는 보기로부터 발생되는 폐 윤활유
사. 연료유 및 윤활유 청정기로부터 나오는
슬러지
아. 기름필터링장치 또는 기름받이로부터
발생되는 폐유

나. 24
아. 48

22. 선원법 상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에서 비상
시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박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선박은?
가. 평수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700톤 이상의 선박
나.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500톤 이상의 선박
사. 근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300톤 이상의 선박
아. 원양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300톤 이상의 선박

가. 6시간
사. 18시간

하는 총톤수
하는 총톤수
하는 총톤수
하는 총톤수

23.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에 의하면 비상
소화펌프용 연료의 총량은 최대부하에서
몇 시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가?

[ 영 어

]

1. "주기관의 연료 분사 펌프를 개방 점검할
것"을 영문으로 기재할 때 (
)에
알맞은 것은?
Fuel injection pumps of main engine
(
).
가. overhauled

나. to overhauled

사. to be overhauled

아. being overhaul

2. Drew out No.3 piston of main engine,
examined every part, and measured
(
) of cylinder liner.
가. wear in

나. wear on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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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wear off

아. wear down

3. If a boiler is found to run short of water,
what action should be taken first?
가.
나.
사.
아.

Close the uptake dampers.
Put out the fires.
Shut down the main steam stop valve.
Regulate the steam pressure by the
hand lifting lever on the safety valve.

4. In six cylinder and four stroke cycle
engine, there are six power strokes for
every (
) revolution of the crank
shaft.
가. three
사. six

나. two
아. four

5. The percentage of cetane in the blended
fuel that gives the same ignition quality
as the tested fuel is termed (
) for
the fuel.
가. octane ratio
사. cetane number

나. octane number
아. cetane ratio

6. The lime, if deposited as scale, acts as
nonconductor of heat and (
)
considerably the transfer of heat through
the walls of the cylinder liner.

8. (
) is a property of fluids and is a
measure of resistance to flow. It is
determined in a practical sense by
measuring the time it takes for a given
quantity acted on by gravity to pass
through an orifice.
가. Specific gravity
사. Viscosity

나. Pour point
아. Oiliness

9. A (
) is a speed sensitive device
used to control or limit the engine
speed.
가. speed log
사. load limit

나. echo sounder
아. governor

10. Seafarers required to work in machinery
spaces which have high noise levels
should (
) suitable hearing
protection.
가. discard
사. wear

나. take off
아. remove

11. All engineer officers and engine room
(
) shall be aware of the serious
effects of operational or accidental (
) of the marine environment.
가. ratings, pollution
나. mates, condition

가. reduces
사. increases

7. A prony brake is used to (
가.
나.
사.
아.

measure
measure
stop th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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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wipers, responsibility

나. occurs
아. allows

아. oilers, circumstance
).

brake horsepower
friction horsepower
engine
indicated horsepower

12. 문제 삭제
13. 문제 삭제
14. The source of heat which is used to
produce steam in a boiler 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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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uel oil or exhaust gas
나. feed water or exhaust gas

19. The engine room log book is to be kept
and all the occurrences arising during
the watch are to be entered by (
).

사. water tube and smoke tube
아. burner and combustion chamber
15. (
) is the difference in tonnes
between the displacement of a ship in
water of a specific gravity of 1.025 at
the load waterline corresponding to the
assigned summer freeboard and the
lightweight of the ship.
가. Deadweight
사. Net tonnage

나. Gross tonnage
아. Displacement weight

16. Which one of the following is not
included in the letter head of business
letter?
가. Company name
사. Address

나. Salutation
아. Fax number

가.
나.
사.
아.

engineer on watch
officer in duty
an engineer in engine room
first engineer

20. As a watch officer when bunkering,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require
his individual attention?
가.
나.
사.
아.

Quantity of ballast water.
Rate of delivery.
Communication with terminal personnel.
Observation of manifold valves.

21. (
) is characterized by a
large diameter exhaust manifold running
the length of the engine, into which the
cylinders exhaust through short branches.
가. Pulse pressure turbocharging

17. Checked crosshead, crankpin, main
bearing and bearing clearance with a
(
), and noted down the
values.

나. Blow-down turbocharging

가. depth gauge

22. Pointed out (
) by PSC officer as
follows;
1) Annual survey not conducted for
safety construction cert.
2) The incinerator not working.

나. pitch gauge
사. pressure gauge
아. feeler gauge
18. The engineer officer on watch shall
notify (
) immediately in the event of
fire.
가. the fire station
사. the bridge

나. administration
아. chief engineer

사. Impulse turbocharging
아. Constant pressure turbocharging

가. the deficiency
사. the results

나. the flaw
아. the efficiency

23. All liferafts to be opened and inspected,
and replace the items whose term of
validity are (
).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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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egun
사. exploded

나. reserved
아. expired

24. (
) means an observed situation
where objective evidence indicates the
non-fulfilment of a specified
requirement.
가. Observation
나. Objective evidence
사. Non-conformity
아. Administration
25. In accordance with the SOLAS
Convention, the (
) shall be
capable of putting the rudder over from
35˚on one side to 35˚ on the other side
with ship at its deepest seagoing draft
and running ahead at maximum ahead
service speed.
가.
나.
사.
아.

main and auxiliary steering gears
main steering gear
auxiliary steering gear
emergency steering gear

제

4

회

[ 기관 1 ]
1. 내연기관의 기계효율을 나타내는 것은?
가.
나.
사.
아.

지시마력 / 제동마력
제동마력 / 축마력
제동마력 / 지시마력
축마력 / 제동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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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젤기관의 연료 분무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관통력
사. 분사

나. 분포
아. 무화

3. 디젤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시동밸브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흡기밸브와
배기밸브가 닫혀 있다.
나. 연소행정 중에는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이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일정하다.
사. 동일한 기관에서는 열효율이 높을수록
연료소비율은 감소한다.
아. 연료소비율은 보통 상용출력 시보다
연속최대출력 시가 더 크다.
4. 디젤기관의 용적효율이 저하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흡입공기가 냉각되어 공기밀도가 클 때
흡입밸브의 열림이 부족할 때
실린더 내에 배기가 남아 있을 때
배기밸브의 닫는 시기가 맞지 않을 때

5. 디젤기관에서 착화지연은 어느 때 길어지
는가?
가.
나.
사.
아.

무화유립이 작을 때
연료유의 착화온도가 낮을 때
공기와 유립의 상대속도가 클 때
냉각수 온도가 낮을 때

6. 디젤기관의 피스톤링에서 가스 누설이 많은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피스톤링과 실린더 내면과의 접촉이 불량할 때
나. 피스톤링의 장력이 크고 경도가 실린더
라이너보다 클 때
사. 피스톤링이 마멸되어 절구틈이 클 때
아. 피스톤링과 피스톤링 홈과의 간극이 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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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인베어링의 메탈이 과열되었을 때 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기관회전수를 내린다.
즉시 기관을 정지한다.
윤활유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가능하면 서서히 감속하여 상온까지 내리도
록 한다.

8.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에 설치하는 평형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비틀림 고유진동수가 증가한다.
나. 크랭크 케이스의 굽힘응력과 변형을 방지
한다.
사. 메인 베어링의 마찰을 감소시킨다.
아. 크랭크축의 관성모멘트를 증가시킨다.
9. 2행정 사이클 디젤기관을 압축공기로 시동
하는 경우 크랭크의 모든 위치에서 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실린더
수는?
가. 2 실린더
사. 6 실린더

나. 4 실린더
아. 8 실린더

10. 디젤기관에서 과급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기관의 시동성이 좋아진다.
기관의 출력이 증가한다.
마력당 중량은 감소한다.
기계효율이 좋아진다.

11. 디젤기관의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 사이
의 간격이 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
나.
사.
아.

연료소비량이 감소한다.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
냉각상태가 양호하게 된다.
기관 회전수가 증가한다.

12. 과열증기를 포화증기로 바꾸는 장치는?
가.
나.
사.
아.

절탄기(economizer)
과열저감기(desuperheater)
과열기(superheater)
재열기(reheater)

13. 보일러 청관제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보일러 물 중의 침전물을 제거한다.
나. 전열면상에 스케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한다.
사. 보일러 물의 [pH]를 적당히 조절하여 부식
을 방지한다.
아. 스케일 생성을 억제시킨다.
14. 증기터빈에서 증기의 습도 혹은 수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수적은 회전 깃(blade)의 회전에 제동작
용을 한다.
나. 수적은 회전 깃(blade)의 입구 배면에 침
식을 일으킨다.
사. 습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과열증기를 이용
한다.
아. 고압증기를 사용하면 저압단에서 증기의 습
도는 감소한다.
15. 반동터빈에서 한 단락 내의 열강하에 대한
회전 블레이드 에서의 열강하 비를
무엇이라 하는가?
가. 반동도
사. 강하계수

나. 속도 계수
아. 평형도

16. 다음 운전모드 중 추진기관 및 축계장치에
동적 부하변동이 가장 큰 것은?
(단, 프로펠러 피치가 일정하고, 동일한
속도로 엔진의 회전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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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잔사 연료유에 속하는 것은?
가.
나.
사.
아.

선박이
선박이
선박이
선박이

전진하면서
전진하면서
후진하면서
후진하면서

엔진속도
엔진속도
엔진속도
엔진속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시
시
시
시

17. 추진축계에서 스러스트 베어링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
나.
사.
아.

축의 중심을 잡는다.
축의 진동을 방지한다.
클러치의 진동을 방지한다.
추진기의 추력을 받아 선체에 전한다.

18. 프로펠러의 스큐 백(skew bac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스큐 백은 프로펠러 날개의 중심선을 후방
으로 만곡 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스큐 백을 주면 프로펠러 날개 끝과 선체와
의 거리가 멀게 되어 프로펠러 효율이 좋아
진다.
사. 스큐 백을 주면 프로펠러의 기진력과 공기
흡입을 감소 시킬 수 있어 진동을
방지한다.
아. 스큐 백을 주면 프로펠러 주위의 수류의
흐름이 난류가되어 추력변동이 크게 된다.
19. 프로펠러 날개면 상의 두 점사이 중심각
도가 60°일 때 부분피치가 30[cm]라면
이 프로펠러의 피치는 얼마인가?
가. 1.8 [m]
사. 1.2 [m]

나. 1.5 [m]
아. 0.9 [m]

20. 추진기가 선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은?
가. 마찰 계수
사. 애드미럴티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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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류 계수
아. 추력감소 계수

가. 경유

나. 중유

사. 휘발유

아. 등유

22. 저온에서도 펌핑이 잘 되는 기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유동점이 낮다.
사. 점도가 높다.

나. 밀도가 높다.
아. 유성이 좋다.

23. 선박의 실린더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실린더유는 산 중화성 향상을 위해서는
TBN이 낮은 것이 좋다.
나. 실린더유는 습동부에서의 열안정성, 내하중
성 등이 좋아야 한다.
사. 고 TBN 실린더유는 연소실 및 배기밸브에
퇴적물을 증가시킨다.
아. 실린더유는 연소가스중의 유산의 중화성,
유막의 확대성 등이 좋아야 한다.
24. 디젤 주기관의 윤활유 계통 순환과정으로
옳은 것은?
가. 섬프탱크 → 펌프 → L.O. 필터 → L.O.
쿨러 → 주기관
나. 섬프탱크 → L.O. 쿨러 → L.O. 필터 →
펌프 → 주기관
사. 섬프탱크 → L.O. 쿨러 → 펌프 → L.O.
필터 → 주기관
아. 섬프탱크 → 펌프 → L.O. 쿨러 → L.O.
필터 → 주기관
25. 윤활유의 원심분리식 주수 청정에서 수용
성 이물질이나 이멀전을 만드는 불순물
등의 분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입하는
청수의 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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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유온과 같은 온도
유온보다 10°높은 온도
유온보다 10°낮은 온도
온도에 관계 없다.

[ 기 관

2

]

1. 셀프젝터 유청정기에서 메인 실린더의
개폐는?
가.
나.
사.
아.

봉수에 의해 작동된다.
저압 및 고압의 작동수에 의해 작동된다.
저압의 윤활유에 의해 작동된다.
고압의 윤활유에 의해 작동된다.

2. 킹스톤밸브(kingston valve)가 주로 사용
되는 곳은?
가.
나.
사.
아.

진공 펌프에 설치되는 진공밸브
냉동장치에 설치되는 온도조절밸브
기관실 선저부에 설치되는 주해수밸브
기관실 빌지웰에 설치되는 빌지밸브

3. 원심펌프의 캐비테이션(Cavitation)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펌프의 흡입양정을 가능한 작게 한다.
나. 흡입관의 직경을 크게 하고, 흡입측의
압력손실을 작게 한다.
사. 펌프의 회전속도를 높게 한다.
아. 회전차 내의 유속을 낮게 한다.
4. 원심펌프의 송출이 원활하지 않는 원인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흡입수두가 너무 클 때
임펠러의 회전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원동기의 회전속도가 너무 낮을 때
송출밸브를 완전히 열어 놓았을 때

5. 유압윈치 계통 내에 공기가 많이 유입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이상음 발생
윈치의 작동 속도 증가
감아 올리는 능력 감소
팽창탱크 유면계에서의 작동유 양 증가

6. 가스 압축식 냉동장치에서 압축기의 흡입측
에 공기가 침입한 경우에 생기는 현상은?
가.
나.
사.
아.

압축기 출구 압력이 상승한다.
압축기 출구 온도가 저하한다.
냉각 효과가 상승한다.
동력의 손실이 감소한다.

7. 가스압축식 냉동기의 각 요소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압축기는 냉매가스의 압력 및 온도를 증가
시킨다.
나. 응축기는 소요동력에 해당하는 열량을 냉각
수를 통하여 버린다.
사. 팽창밸브는 액체냉매를 감압시킴으로써 증
발이 용이하도록 한다.
아. 증발기는 냉매의 기화열에 의하여 냉동실의
온도를 낮춘다.
8. 이론적 냉동사이클에서 증발온도가 –20
[℃], 응축온도가 30[℃]이면, 성적계수는
약 얼마인가?
가. 0.6
사. 5.1

나. 3.0
아. 6.2

9. 냉동기에서 압축압력이 너무 높은 경우의
원인이 아닌 것은?
가. 불응축 가스가 존재한다.
나. 응축기의 냉각수량이 너무 많다.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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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냉매가 너무 많다.
아. 응축기의 냉각관이 액화 냉매에 잠겨 있다.
10. 팽창밸브 직전의 냉매액 온도를 30[℃],
증발기 내의 온도를 －15[℃]라 하면
냉매의 이용가능 열량은 1[㎏f]당 몇
[kcal] 인가? (단, 30[℃]와 －15[℃]인
냉매액의 엔탈피는 각각134[kcal/㎏f]와
84[kcal/㎏f]이고, 증발기 출구에서
냉매가스의 엔탈피는 397[kcal/㎏f]이다.)
가. 132[kcal]
사. 383[kcal]

나. 263[kcal]
아. 492[kcal]

11. 주철의 보수 용접에 사용되는 가장 적합한
피복아크 용접봉의 심선 재료는?
가.
나.
사.
아.

순 Ni계 합금 또는 Ni-Fe계 합금
스테인리스강
일미나이트계
저수소계

12. 태핑(tapping)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탭은 연속적으로 계속 돌려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나. 탭이 부러지면 가열하여도 좋은 부분일 때
는 아세틸렌가스로 탭을 가열하여 풀림을
한 후 플라이어(펜치)로 빼낸다.
사. 탭을 구멍에 수직으로 세울 때는 탭이 정확
히 만들어져 있으므로 특별히 신경을 쓸 필
요는 없다.
아. 태핑을 쉽게 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큰
핸들을 사용하여 큰 힘으로 작업한다.
13. 과대한 용접전류로 인하여 모재 용접부의
일부가 지나치게 용해되어 오목한 부분이
생기는 용접결함은?
가. 언더컷
사. 용입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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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버랩
아. 융합부족

14. 정지 유체에 대한 에너지방정식 중 옳은
것은?( 단, Q : 열량, U₁: 처음 상태의
내부에너지, W : 일량, U₂: 끝 상태의
내부에너지)
가.
나.
사.
아.

Q
Q
Q
Q

=
=
=
=

(
(
(
(

U₂＋
U₂＋
U₂－
U₁－

U₁)ㆍ(1 / 427)ㆍW
U₁) ＋ 427ㆍW
U₁) ＋ (1 / 427)ㆍW
U₂) ＋ 427ㆍW

15. 카르노(Carnot)사이클이란?
가. 두 개의 등엔탈피 변화와 두
화로 이루어져 있다.
나. 두 개의 등온변화와 두 개의
이루어져 있다.
사. 두 개의 등압변화와 두 개의
이루어져 있다.
아. 두 개의 등적변화와 두 개의
이루어져 있다.

개의 단열변
단열변화로
단열변화로
단열변화로

16. 비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물은 압력이 변하여도 100[℃]에서 비등
한다.
나. 포화액이란 포화온도 상태의 액체를
말한다.
사. 과열증기란 포화온도 이상의 증기를
말한다.
아. 물의 경우 임계온도에서 액체와 증기의
비용적은 같다.
17. 질량 1,000[㎏]의 물체를 10초간에 12[m]
올리기 위해서는 약 몇 마력[PS]이 필요한
가?(단, g = 9.8[m/sec²])
가. 16[PS]
사. 157[PS]

나. 115[PS]
아. 1,200[PS]

18. 각도 θ인 마찰이 없는 비탈을 따라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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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의 물체를 거리 ℓ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일을 수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가. ㎎·ℓ· tanθ
사. ㎎·ℓ· cosθ

나. ㎎·cosθ
아. ㎎·ℓ· sinθ

19. 1[PS]은 약 몇 와트[W]에 해당하는가?
가. 735[W]
사. 427[W]

나. 102[W]
아. 980[W]

20. 피스톤, 크랭크축, 실린더 라이너 및 실린
더 헤드 등에서 컬러 체크로 발견된
균열은 대부분 어떤 특징을 갖는가?
가. 기관의 사용과 더불어 서서히 성장하는
피로균열이다.
나. 부식에 의해서 성장하는 응력부식 균열
이다.
사. 고온이 되었을 때 성장하는 크리프 균열
이다.
아. 인성이 부족하여 성장하는 취성균열이다.
21. 연강의 인장시험에서 하중을 증가시킴에
따라 차례로 나타나는 기계적 성질을
순서대로 옳게 표시한 것은?
가. 비례한도－극한강도－(상·하)항복점－파괴
강도
나. (상·하)항복점－비례한도－파괴강도－극한
강도
사. 비례한도－(상·하)항복점－극한강도－파괴
강도
아. (상·하)항복점－극한강도－비례한도－파괴
강도
22. 선박의 방형계수(CB)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나. 일반적으로 속력이 작은 배일수록 방형
계수가 작다.
사. 물 속에 잠긴 선체의 비만도를 나타낸다.
아. CB가 작으면 선체저항이 작다.
23. Rf = f·S·Vⁿ의 수식으로 계산되는 저항
Rf는 다음 중 어느 것 인가?
(여기서, S : 침수표면적, V : 선박의
속도, f와 n : 상수)
가. 와류저항
사. 잉여저항

나. 조파저항
아. 마찰저항

24. 굽힘 모멘트 M [N.m]를 받는 직경 d
[mm]인 축에 발생하는 굽힘응력 ( σ b)은
몇 [MPa] 인가?
가.
나.
사.
아.

σ b = (M x 1,000 x 32)/( π x d³) [MPa]
σ b = (M x 100 x 32)/( π x d³) [MPa]
σ b = (M x 32)/( π x d³) [MPa]
σ b = (M x 1,000 x 32)/( π x d²) [MPa]

25. 볼 베어링(ball bearing)의 수명과 동등가
하중과의 관계를 가장 적당하게 표현한
것은?
가.
나.
사.
아.

수명은
수명은
수명은
수명은

[ 기 관

동등가
동등가
동등가
동등가

3

하중의
하중의
하중의
하중의

3승에
3승에
3배에
3배에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

1. RL 회로에서 스위치 SW를 닫을 경우 코
일에 흐르는 전류i[A]의 변화를 시간 t에 대
해 옳게 표시한 것은?

가. 형배수용적을 선체를 감싸는 직육면체의
용적으로 나눈 값이다.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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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N·△t·△Φ
－(△t·△Φ)/N
－N·(△t/△Φ)
－N·(△Φ/△t)

6. 주파수가 50[Hz]인 전압파형의 주기는 몇
초인가?
가. 0.001[s]
사. 0.02[s]

나. 0.01[s]
아. 0.2[s]

7. 동기발전기의 운전 중 전기자 전류와
유기전압이 동상일 경우 발생되는 현상은?

2. 100[Ω] 저항이 10개가 있다. 합성저항값이
가장 크도록 연결한 경우의 값은 합성저항
값이 가장 작도록 연결한 경우의 값보다 몇
배 더 큰가?
가. 10배

나. 100배

사. 200배

아. 1,000배

3. 변압기의 1차 및 2차 전압, 권수, 전류를
각각 V1과 V2, N1과 N2, I1과 I2라 할 때
관계식이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V1/V2
V2/V1
V1/V2
V1/V2

=
=
=
=

I2/I1
I2/I1
I1/I2
I2/I1

=
=
=
=

N1/N2
N1/N2
N1/N2
N2/N1

가.
나.
사.
아.

주 자계의 편자작용이 발생한다.
감자작용으로 단자전압이 강하한다.
증자작용으로 단자전압이 증가한다.
운전 역률이 낮아진다.

8. 정현파 교류전압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최대값은 평균값의 √2배이다.
실효값은 최대값의 1/√2배이다.
배전반에서는 항상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평균값은 1주기 동안의 평균이다.

9. 다음 중 FET의 단자 이름이 아닌 것은?
가. S(Source)
사. E(Emitter)

4. 6극 60[Hz]인 동기 발전기의 회전수는?

10. BCD 코드의 의미는?

가. 900 [rpm]
사. 1,800 [rpm]

가. 2진화 10진 코드
사. 착오검출 코드

나. 720 [rpm]
아. 1,200 [rpm]

5.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나타내는 식은?
(단, t:시간[s], Φ:자속[Wb], N:코일의 감은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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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Gate)
아. D(Drain)

나. 그레이코드
아. 8 bit 코드

11. PNP형 트랜지스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컬렉터에는 베이스보다 높은 전압을 인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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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베이스에는 이미터보다 낮은 전압을 인가
한다.
사. 이미터 전극은 N형 반도체이다.
아. 베이스 전극은 P형 반도체이다.

가.
나.
사.
아.

0.2
1.2
2.2
4.2

－
－
－
－

1.0[kgf/cm²]
2.0[kgf/cm²]
4.0[kgf/cm²]
8.0[kgf/cm²]

12. Schmitt trigger 회로의 기능은?

17. 다음 그림은 오실로스코프 상에 나타난
정현파 전압이다. 주파수는 얼마인가?

가. 입력이 어느 기준치 이상 또는 이하에서 출
력이 나오는 회로
나. 입력파의 극성을 검출하는 회로
사. 고주파의 극성을 검출하는 회로
아. 입력이 일정 크기 이상일 때만 출력이 나오
는 회로
13. 다음 기호 중 Buffer 게이트는 어느
것인가?
가. 500 [Hz]
사. 8 [Hz]

나. 60 [Hz]
아. 4 [Hz]

18. 가동코일형 계기의 눈금은?
가. 균등눈금
사. 불균등눈금

나. 대수눈금
아. 연형눈금

14.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회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19. 다음 계측기 중 영구자석이 들어 있는 직
류용 계기는?

가.
나.
사.
아.

가. 가동철편형 계기
사. 전류력계형 계기

엔코더(encoder)
디코더(decoder)
멀티플렉서(multiplexer)
디멀티플렉서(de-multiplexer)

15. 이상적인 OP - Amp의 특성으로 영(0)이
되어야 하는 것은?
가. 개루프 이득
사. 출력 저항

나. 동상신호 제거비
아. 주파수 대역폭

16. 공기압식 차압전송기의 출력신호 범위를
옳게 나타낸 것은?

나. 가동코일형 계기
아. 정류형 계기

20. 디지털로 측정된 값을 아날로그 출력신호
로 바꾸어 주는 것은?
가. DAC
사. Encoder

나. ADC
아. Decoder

21. 논리식 A ＋ B 와 같은 것은?
가. A · B
사. A + B

나. A · B
아. A + B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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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의 검출요소 중에서 힘을 변위로
변환시키는 것은?
가. 바이메탈
사. 스프링

나. 피토관
아. 오리피스

23. 다음 기호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 직 무 일 반

]

1. 기관일지의 취급과 기재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한 후 서명한다.
나. 기사는 발생한 사실을 반드시 영어로만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사. 선박 사고로 퇴선하게 될 경우는 최근
기관일지를 지참해야 한다.
아. 일어난 일을 사후에 기록하므로 원칙적으로
문체는 과거형으로 한다.

가. 시퀀스 밸브
사. 체크 밸브

나. 릴리프 밸브
아. 감압 밸브

24. 유압제어 장치에 사용되는 도면기호 중에
서 역지 밸브는?

2. 황천 항해 중 기관실에서 주의해야 할 사
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움직일 우려가 있는 중량물은 고정시킨다.
보일러의 수위를 약간 높게 유지한다.
주기관의 과부하 운전에 주의한다.
프로펠러 공회전에 주의한다.

3. 연료유를 선박의 이중저 탱크에 수급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 선박용 보일러의 공기압식 Water level
detector 계통에 있는 Constant head
chamb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차압전송기의 저압측에 작용하는 압력을
일정히 하기 위해 사용한다.
나. Chamber 내에는 열팽창에 민감한 액체를
채운다.
사. Chamber 내의 액 Level이 감소하면 원격
지시기가 지시 하는 보일러수 Level은
낮아진다.
아. Chamber의 연결 밸브는 Check
valve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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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중저 탱크 연료유의 잔량을 정확히 파악
한다.
나. 공기방출관(air vent) 부근에서 화기의 사
용을 금한다.
사. 수급 초기에 송유압력을 높게 하여 연결관
계통의 접속부에서 누유 여부를 확인한다.
아. 해양 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갑판상의 배수
구(scupper)를 폐쇄한다.
4. 기관당직 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기관장은 당직 해기사에게 기관실의 작업중
인 사항에 대하여 알려줄 의무는 없다.
나. 기관 당직 해기사는 담당기기 이외의 기계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은 없다.
사. 기관 당직 해기사는 선교의 모든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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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관장 허락을 득한 후 이행하여야
한다.
아. 기관 당직 해기사는 주기관의 정지 또는
속도조정 사항을 반드시 기관일지에 기록
해야 한다.
5. 입거수리 중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선저 시체스트 검사
선미관 베어링의 검사
중간축 베어링의 검사
선체의 방식아연판 검사

9.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는 물질의 질량(kg)
단위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수리나
정비 내용도 기록하여야 한다.
사. 고의적인 배출이나 고의적이지 아닌
오존층파괴물질의 대기 배출은 모두 기록
하여야 한다.
아.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는 한글로 기록하여야
하며 IOPP증서를 소지하는 선박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기록하거나 병기하여
야 한다.

6. 소각기의 운전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배기가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댐퍼를 충
분히 연다.
나. 소각기를 점화하기 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사. 연소를 잘 시키기 위하여 슬러지의 온도를
200[℃]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한다.
아. 운전하기 전 점화버너를 이용하여 노내의
온도를 상승 시킨다.
7. 기관구역 선저폐수의 배출을 위한 기름오염
방지 설비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평형수 배출감시제어장치
배출관 장치
기름여과장치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8. 소각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에서 정박중
유성찌꺼기탱크의 저장량이 유성찌꺼지
탱크 용량의 몇 [%]를 초과할때 출항 전에
저장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인도하도록 해양
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가?
가. 75[%]
사. 85[%]

나. 80[%]
아. 90[%]

10.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켰을 때의 응급
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환자를 환기가
옮긴다.
나. 호흡이 중지된
실시한다.
사. 생리 식염수를
보급한다.
아. 환자를 눕혀서

충분히 잘 되는 곳으로
경우는 즉시 심폐소생법을
주사하거나 염분을
보온하고 안정시킨다.

11. 안정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인의 1분간
호흡수로 적합한 것은?
가. 12 ~ 18 회
사. 25 ~ 30 회

나. 8 ~ 10 회
아. 30 ~ 35 회

12. 항해 중 갑자기 선교로부터 주기관의 정지
혹은 후진 명령이 전달되었을 때
당직기관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가. 기관장, 일등기관사에게 보고하여 명령을
기다린다.
나. 텔레그래프 회신 후 조속히 주기관을 조작
하여 지시에 응하고 시각을 기록한다.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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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교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주기관
을 조작한다.
아. 전 기관부원을 기관실에 비상 소집한다.
13. 선박의 방수 및 배수설비 중 배의 안정
성을 유지하기 위한 탱크가 아닌 것은?

17. 선박의 소화전에 비치하여야 할 장비가
아닌 것은?
가. 만능노즐
사. 애플리케이터

나. 방화복
아. 호스

18. 선박직원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가. 이중저
사. 선미 탱크

나. 선수 탱크
아. 빌지 탱크

14. 기관실 침수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배수관 계통도를 숙지하여 비상 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모든 기관실 선외밸브를 폐쇄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빌지 경보장치의 작동을 확인하여 빌지량의
증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아. 기관실 수밀문의 정비 및 작동시험을 한다.
15. 선내 기관실의 화재 시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장치의 방출 요건은?
가.
나.
사.
아.

1분
1분
2분
2분

이내에
이내에
이내에
이내에

전용량의
전용량의
전용량의
전용량의

100%
85%
100%
85%

16.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서로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은 적재 시
격리할 것
나.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의 적재 시에는 충
분히 건조시킬 것
사. 기름걸레는 뚜껑이 있는 금속제 통에 버리
고 수시로 비울 것
아. 자연발화를 일으키기 쉬운 물질을 보관할
때에는 단열재로 잘 싸서 열의 출입을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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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승무기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유급휴가
선박직원의 직무

19. 선박법상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선박 등기
를 한 후 누구에게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가.
나.
사.
아.

선박소유자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장
해양수산부장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서장

20. 선박안전법 규정에 의한 제1종 중간검사에
대비한 프로펠러 축계의 검사
준비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프로펠러를 분해한 후 프로펠러 축을 뽑아
낼것
나. 축과 지면재와의 틈을 계측할 수 있도록 할 것
사. 동력전달장치를 분해할 것
아. 감속장치의 기어 톱니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21. 퇴선이 불가피한 경우에 퇴선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퇴선을 위한 탈출경로를 확인한다.
나. 비상부서 배치표에 의한 휴대물품을
준비한다.
사. 가급적 옷을 적게 입고 구명동의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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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무선통신 구명설비를 준비한다.
22.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을 통한 효과적인
선내 부원선원 관리 를 위하여
선박직원들이 취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관리자의 시대에 부응하는 확고한 가치관
확립
나. 상대방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
사. 희망적 대화 유도
아. 권위와 힘에 의한 책임 추궁

사. 유성혼합물이 유조선의 화물펌프실로부터
생성되지 않아야 한다.
아. 선박이 항행 중에 배출하여야 한다.

[ 영 어

]

1. 다음 문장에서 밑줄친 부분의 뜻은?
"Found No.1 plummer block working hot. "
가. intermediate shaft bearing
나. thrust shaft bearing

23.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상 비상발전기용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의 인화점에
대한 기준은?

사. propeller shaft bearing

가. 60[℃] 이상
사. 30[℃] 이상

2. The crankshaft is of alloyed steel forging.
To give better dynamic balancing, each
(
) is fitted with a
counter-weight.

나. 43[℃] 이상
아. 10[℃] 이상

24. "SOLAS 협약 및 개정 규정상 모든
생존정과 구조정 및 진수 설비가 사용준비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육안 검사는
(
) 행하여야 하며, 주위 온도가
기관의 시동에 요구되는 최저온도를
상회하는 조건에서 (
) 작동하여
보아야 한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나.
사.
아.

매주, 3분 이상
매 2주, 3분 이상
매주, 5분 이상
매 2주, 5분 이상

아. stern tube bearing

가. lever
사. journal

나. web
아. crankpin

3. The turning effort produced by the
engine is called a(an) (
).
가. torque
사. twist

나. power ratio
아. axial force

4. A synchroscope is used to (

).

25. MARPOL 73/78 협약 및 개정규정상 선박
의 기관실로부터 유성 혼합물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parallel AC generators
나. to adjust the exciting current
사. synchronize propulsion motor and
generator
아. to trip generator breakers

가. 해역에 관계없이 유출액 중의 유분농도는
15[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육지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5. A distiller condenses (
the evaporator.

) produced by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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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ondensate
사. vapor

나. sea water
아. drain

6. In a diesel engine, blowby (
가.
나.
사.
아.

).

increases exhaust back pressure
increases liner and piston ring wear
decreases fuel consumption
increases engine output

7. The tool used to check external pipe
diameter is called a (
).
가. plug gauge
사. thread gauge

나. pitch gauge
아. ring gauge

8. The bulb for the thermal expansion valve
in the refrigerating system is located
(
).
가.
나.
사.
아.

near the evaporator coil outlet
in the middle of evaporator coils
near the evaporator coil inlet
on the bottom row of evaporator coils

9. The jacket cooling water should be
heated slowly, by circulating fresh water
from the auxiliary generator discharge
through M/E system. Where such a
connection is not provided, (
) may
be arranged to percolate into the cooling
water.
가. steam
사. hydraulic

나. hot gas
아. stream

10. No alarm system should be isolated
without (
) of the chief engineer.
가. contradiction

나. reputation

사. rejection

아.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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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n order to change M/E F.O. from 'A'
to 'C', by means of the thermostatic
valve in the steam system, or by
manual control of the viscosity
regulator, the diesel oil is heated to
maximum 60-80℃. Regulate the
preheating so as to give a temperature
rise of about (
)℃ per
minute.
가. 2

나. 5

사. 8

아. 11

12. All (
) disturbed in the
accomplishment of work items shall be
restored to original condition.
가.
나.
사.
아.

workmen
pollution materials
interferences
electric current

13.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in
docking order?
①Arrived at the dry dock entrance and
proceeded to haul into the dock.
②Commenced to let water into the dry
dock and vessel floated. ③A dockmaster
came on board and the ship was towed
by two tugs toward the dock.
④Commenced to pump out water of the
dock.
가. ①②③④
사. ①④②③

나. ①③④②
아. ①②④③

14. To avoid excessive surge pressure when
bunkering, you should (
).
가. shut valves before topping off
나. close valves to anothe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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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close valves slowly
아. spill bunker overboard

가. protecting
사. projecting

15. 문제 삭제

21. According to the MARPOL 73/78
Convention as amended, product carrier
means an oil tanker engaged in the
trade of carrying oil (
) crude oil.

16. Oil tanks should be certified free of
(
) gases before any hot work is
begun on them.
가. flammable
사. nitrogen

나. oxygen
아. halon

17. The space between the piston at T.D.C.
and the cylinder head is the (
).
가.
나.
사.
아.

clearance volume
combustion volume
stroke volume
total volume

가. including
사. for instance

나. penetrating
아. preventing

나. such as
아. other than

22. (
) means a vessel capable of
engaging in drilling operations for the
exploration or exploitation of resources
beneath the sea-bed such as liquid or
gaseous hydrocarbons, sulphur or salt.
가.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
나. Bulk carrier
사. Oil tanker

18. All (
lagged.

) pipes should be adequately

아. Chemical tanker

19. What does the following mean?
"A condition found not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relevant convention."

23. (
) means the Government
of the State under whose authority the
ship is operating. With respect to a ship
entitled to fly a flag of a State, the
(
) is the Government of
that State according to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

가. clear grounds

나. detention

가. Administration

사. inspection

아. deficiency

나. Committee

가. marine diesel oil
사. control air

나. fresh water
아. steam

사. Organization
20. In accordance with the SOLAS 74/78
convention as amended, 'A' class
divisions shall be so constructed as to
be capable of (
) the
passage of smoke and flame to the end
of the one-hour standard fire test.

아. Party
24. Free-fall (
) is the rate of
change of velocity experienced by the
occupants during launching of a
free-fall life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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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eight

나. weight

사. acceleration

아. velocity

매 년의 해기사 시험 문제 출제는 문제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재정립됨을 양지해주시고

25. Immersion suit can be unpacked and
donned without assistance within
(
), taking into account any
associated clothing and a lifejacket if
the immersion suit is to be worn in
conjunction with a lifejacket according
to SOLAS 74/78 Convention as
amended.
가. 30 sec.

나. 2 min.

사. 5 min.

아. 10 min.

본 해답에서 답안이 생략된 부분은 문제 정비
중 삭제, 수정되어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본 문제집의 내용은 과년도 기출문제를 수록
하였으며 법령의 변화, 기타 기술적 변화에 따라

문제의 답안이 다를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출제범위에 대한
관련서적을 함께 학습하여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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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기관 1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아

14

아

2

아

15

사

3

나

16

사

4

나

17

가

5

가

18

나

6

아

19

아

7

가

20

사

8

아

21

사

9

가

22

가

10

나

23

나

11

사

24

가

12

아

25

가

13

가

기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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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사

14

사

2

사

1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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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3

사

16

나

4

사

17

나

번호

정답

번호

정답

5

나

18

나

1

아

14

나

6

사

19

사

2

사

15

나

7

사

20

가

3

사

16

나

8

나

21

가

4

아

17

아

9

나

22

사

5

가

18

나

10

사

23

가

6

아

19

아

11

사

24

나

7

사

20

사

12

나

25

아

8

가

21

사

13

사

9

사

22

10

가

23

사

가

24

나

25

아

기관 3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1

1

가

14

가

12

2

나

15

사

13

3

나

16

사

4

가

17

아

5

가

18

사

6

아

19

아

7

나

20

사

8

나

21

가

9

가

22

아

10

사

23

나

11

나

24

아

12

나

25

가

13

아

직무일반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가

14

아

2

사

15

나

3

아

16

나

4

가

17

사

5

나

18

가

6

나

19

가

7

아

20

가

8

가

21

사

9

사

22

아

10

사

23

가

11

나

24

아

12

아

25

가

13

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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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관 1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가

14

나

2

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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