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기관사 면접(2014년12월)|=기관사 1/2급☆면접
공통질문
1.최근승선했던선박 주기관 제원및 최종승선경력은 얼마인가?
2.노점부식에대하여. 설명하세요(개인질문임)
3.주기관 TRIP종류를 말하세요(4가지)
4.각트립의 한계치를 말하세요4가지
(예:괴속도트립→KR규정은?)
쓰기질문
1.IAPP에서 대기중에배출규제 항목4가지를써라→냉매,질소산화물,황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
2.황산화물규제치(일반해역,특별해역)를 써라
3.발전기 ACB TRIP3가지를 써라
4.보일러외형도 그려놓고 2번이무엇인가?→DPT(차압전송기)

2015년 2급 기관 상시면접 7회|=기관사 1/2급☆면접
1.영작 1문제..이건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것중 하나였고..주기관4번 피스톤을 발출하여 링과
그루브계측....
2.발전기 수동 병렬 요령....수동으로 병렬 붙이는 순서 적으시면됩니다.
3.발전기에 정류기가 2개있습니다.차이점을 쓰시오....이건 좀 ㅋㅋ
4.기관실안에서 기름기록부에 써야 될 항목 아는데로 쓰시오.....유수분리기 운전 등등
5.대기에 배출해서는 안되는 가스종류 아는데로.
6.냉동기 냉동사이클을 쓰시오.거기서 유분리기,제습기,솔레노이드가 들어가는 곳을 쓰시오...
7.냉동기 펌핑다운을 하는 이유.펌핑다운하는 방법.

2007년 제 9회 2급기관사 면접후기..|=기관사 1/2급☆면접
*TBN이란 무엇인가?
*VIT란 무엇인가?
*전류란 무엇인가?
*1A란 무엇인가?
*청정기 댐링에 관해 아는대로 말하시오.
*유수분리기 필터의 유효기간이 있나? 없나?
*PID제어란 무엇인가?
*기관실내 화재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곳은?
*기름오염(?)방지증서의 유효기간은?
*주기관의 배기온도계로 쓰이는 센서의 특징과 원리는?
*기관실내에 사용되는 온도계의 종류는?
*발전기 가바나와 주기관 가바나의 차이점은?
*주기관 Trip의 원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윤활유의 여러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하시오.
*저온부식과 고온부식에 관해서 말하시오.

[2급기관사면접]

2급 기관사 면접 기출문제[2013년 상시3회]|=기관사 1/2급☆면접

1. 도면 해석입니다 밸브종류, 센서와 알람, 무슨라인인지
2. 평형수처리장치가 없는 선박에서 평형수를 처리하는 방법 3가지쓰고 그 중 하나 설명
3. 보일러에 피드펌프가 돌아가는데도 급수가 되지 않을때 점검해야되는것
4. 황천항해로 주기의 RPM을 75RPM으로 줄이고 셤프탱크에 윤활유를 1000리터 보충하였다
를 영작
5. 인디케이터를 찍어보았는지 물어보고 각종선도의 이름과 연료소비율설명

기관사2급 면접 문제 일부(2011년10월15일-부산해양수산청 )|=기관사 1/2급☆면접
1.주기관(M/E)

과급기(T/C)

서징(surging)현상과 조치 사항을 설명하시요.

-엔진과부하 등의 원인으로 브로와(Blower) 출구측 공기맥동현상으로~
-우선 조치 사항으로 엔진 회전수를 내리고~
2.발전기 P-MAX 촬취 목적과 이상시 점검조치사항은?
3.냉동기 압축기 기동과 정지 과정을 설명하시요
4.저온부식이란 무엇인가?
5.발전기 AVR이란 무엇인가?
6.시린더오일(CYL. OIL)과

시스템오일(SYS. OIL) 의 구분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요.

7.OMD( Oil mist detector)의 원리를 설명하시요.
8.영작(주기관용 모든 테스터 콕을 열었다)
9.전기시퀜스 회로 기본 접점 종류 명칭?
10.트랜지스터 PNP형, NPN형 구분하여 그려보세요.
11.PSC(항만국 통제) 검사시 관련증서와 1기사가 준비할 사항은?
2008.9회 문제
공통
1. 냉동기 사이클... 연속 문제 팽창밸브쪽에 서리가 꼇을 때 서리를 없애기 위해 하는 조치
2. 시퀜스 제어... 접점 종류 그림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접점이냐고 물어보드라구요..
3. 기계효율 관련 공식
4. 냉동기 압축기 압력이 높아져서 응축기를 소제했다.. (이걸 일지에 적는 방식으로 영어로
쓰라 하더라구요.)
5. 청정기에 온도가 높을때 낮을때 언제 오버플로워를 하는가?
개별
1. 메인 엔진 타입 (MC와 ME의 차이점)-

6L60MC

2. 브릿지서 핸들을 사용하여 이동시 핸들과 조타기까지 가는 동력회로에 대해서 설명..
3. 윤활유의 노화 판단법

4. depressure 장치 설명
5. 기수공발에 대한 설명
6. T.B.N이란?
7. 발전기 배전반에 무엇이 달려있는가?
8. 병렬의 운전 조건..
9. 다른 반에서 했던 거지만.. 발전기 봇슈 펌프를 분해해서 기부속의 기능을 물어 봤다 하네
요

2008년도 5회 2급 기관사 면접문제|=기관사 1/2급☆면접
1. 기본적인 단위 문제(예, bar, 헥토, 기가, 테라 등등)
2. 디젤 엔진 메인엔진 L.O에 해수 섞였을 경우 조치 방법
3. 발전기 병렬운전 및 비상 발전기 기동을 영어로 말하기
4. 컨트롤 룸 배전반에서 역률계, 전압계, 전류계, 유효전력, 피상전력이 있을 경우, 이 중 몇
가지가 고장 났을 경우 피상 전력 구하는 방법 및 유효 전력 구하는 방법 등등...위 사항에 대
한 개념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 메인 엔진 관련 영어로 읽고, 해석하기
6. 메인엔진에 관련된 국제 사회에서의 환경 문제 내용
(예, CO2, NOX, SOX. 쓰레기 배출 방법)
7. 선박 검사 종류 및 내용(정기, 중간, 제조, 임시. 특별 등)
8. 메인엔진 점도에 관한 내용
9. VIT, T/C 서징 내용, 디젤기관에서의 안전 관련 내용(무슨 질문인지 정확히 몰라 답변을
못했습니다.)

2008년 04월 28일 2급 기관사 면접 기출문제|=기관사 1/2급☆면접
<첫번째 면접관>
1. 메인 엔진 녹크의 원인과 방지법
2. 메인 엔진 냉각수 관리방법
3. 케스케이드 탱크 적정 유지 온도
4. 에코노마이저 역할 및 일반적 사항(급수관계를 물어보는 의도였던것 같음)
5. 조수기의 기본원리와 진공을 형성하는 이유
6. 청동과 황동의 구성물질
7. 메인엔진 운전중 셧다운 될수 있는 원인
<두번째 면접관>
1. 역률의 정의 (거의 매번 당골문제라고 함)
2. 유효/무효/피상 전력의 정의 및 상관관계
3. 메인엔진 급정지 및 슬로우 다운시 당직 기관사가 취해야 할 조치
4. 기관실 컨트롤룸의 배전반 화재시 조치 요령
5. 보일러 물관리시 물의 관리 방법및 PH 적정 농도
6. 선박에서 스테인레스를 많이 쓰는 이유와 스테인레스가 부식에 강한이유...(크롬성분과 관

련해서 이야기하세요)

2007년 11월 12일 2급 기관사 면접문제|=기관사 1/2급☆면접
1. ISM code 시행 목적?
2. crash astern이란? 작동 원리를 설명하세요.
3. SOLAS 9장의 내용은??
4. SOPEP은 무엇의 약자인가?? 본선에서 어디에 보관?? 그 내용은 무엇인가??
5. tension bolt는 무엇인가?
6. 선급 검사의 종류와 검사 주기는??
7. boiler back fire가 발생하는 이유? oil mist란??
8. ballast water의 한국 표기는?? ---> 평형수...

기관2급면접|=기관사 1/2급☆면접
1. bunkering전 delivery note 확인사항
2. 저속일때 실린더오일을 많이 주유하는 이유
3. 실린더오일 선택시 주의사항
4. 청정기 운전시 운전상태확인 및 기름의 청정상태확인 방법 및 통유량 조절 경험
5. 저온부식의 매카니즘
6. 저질유 사용과 엔진냉각수 온도와의 상관관계

2006년 5회 기관 면접자료|=기관사 1/2급☆면접
1.접지저항과 절연저항에 차이를 설명하시요.
2.발전기 무부하 운전은 무엇인가?
3.발전기 각 전력게, 역률계, 전압,전류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시요.
4.cofferdam은 무엇인가?
5.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역률에 대해서 설명하시요.
6.영작문제
오늘은 무슨요일입니까?
오늘은 몇일입니까?
나는 내일 청정기를 수리할것입니다.
내일까지 청정기를 수리 해 놓으세요.
7. 분사시기와 배기가스 최고압력에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요.
8.VIT란 무었인가?
9,터빈선에서 증기 과열도란?
10.냉동기 과열도란 무엇인가?
11.디젤노크는 무엇인가?
12.밸브 노킹에 대해서 설명하시요?
13.과급기 서징이 일어나는 원인가 일어날때 현상은 어떤가?

14.냉동기의 스트레너가 하나 있다면 어디에 위치하겠는가?

2006년 2회 2급기관사|=기관사 1/2급☆면접
01. 공통질문으로 최근 승선했던 선박의 총톤수,선종,M/E TYPE 및 출력.
02. VIT 의 정의및 사용시 이점.
03. 전기 작업시 준비사항.
04. C/R Control 에서 Bridge Control로 전환시 주의사항.
05. L.O 유막 파괴의 원인.(저속에서 유막형성이 좋으냐? 고속에서 좋으냐?)
06. I.S.M, I.S.P.S 정의.
07. Bunkering 절차.
08. T.B.N (Total Basic Number) 이란?
09. B.D.N (Bunker Delivery Note) 에서 15/4 의 의미?
10. 용접작업시 주의사항.
11. 연료유에 포함된 주요 원소및 연소과정.
12. 윤활유의 노화 판단법.
13. Derating 이란?
14. 역률의 정의및 역률계 바늘은 몇시 방향을 가리키는가?
15. K.V.A 를 사용하는이유?
16. Piston O/H 후 피스톤링 길들이기 판단법.
17. A.C.B 의 정의및 Air의 역할.
18. Torque rich 란? (Critical speed 와 구별해야됨.)
19. Eng' Shut down 되는 요인및 L.O 압력저하시 정상운전과 Shut down 되는 범위.
20. 가버너 조정요령.
21. 높은 곳에서 작업시 안전규정은? (높은곳의 기준은 2m 이상임.)
2005년 기관사 2급면접|=기관사 1/2급☆면접
1. 통항분리대내에서 횡단선과 항행선과의 피항관계(여기서는 일반 규칙적용으로 홍등보는쪽
이 피항, 전 항로항행선 우선이라고 해서.. ㅠ ㅠ)
2. 선박 상호간의 충돌위험의 판단 ( 베어링은 변하지 않고 거리가 가까워 짐, ㅋㅋㅋ)
3. 몇가지 더 물어보셨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1. ISPS, ISM, PSC, FOC, Hague-Visby Rule에 대해서..
- 앞의 분들은 각각의 의미(영어로 풀 네임) 과 역할에 물어보고서는 갑자기 저한텐 헤이그
큐칙을 물어와서 난감.. ㅠ ㅠ
2. 레이다 플로팅 시트를 주시면서 이 선박과의 상호관계, 피항관계에 대해 설명(설정은 상대
모드)
- 각각 따로 받았습니다..
3. 해사 영어(라기보다는 무역영어) 몇 문장을 주시면서 독해를 하라고..

2004년-기관사 2급면접|=기관사 1/2급☆면접
1.발전기의 발전원리
2.엔진 shut down되는 요인들/기타 기기의 안전장치
3.플리커회로의 원리와 목적
4.무효전력과 유효전력의 차이와 역률의 정의 발전기 출력표시법
5.선박 톤수의 정의와 종류
6. 입출항전 엔진 ahead/astern자동제어가 되지않을때의 대처요령
7.연료유화재의 대처요령
8.선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내연기관담당 면접관
<공동질문>
승선했던 선박의 엔진 타입/선종/출력
<개인질문>
1.발전기가바나의 속도조절 감도조절 (레드우드타입)등등 각 제어장치의 종류와 정의
2.엔진 트립장치(위 해양대교수님의 질문과동일)과 알람장치
3.청정기 댐링의 정의와 결정방법
4.ISM전반에관한 지식과 이때의 발급되는 증서의 종류
5.메거테스트의 방법
6.발전기에서 발전되어 선내생활전기까지로 쓰기까지의 전반적인 계통경로
기관사 면접기출자료|=기관사 1/2급☆면접
1.발전기의 발전원리
2.엔진 shut down되는 요인들/기타 기기의 안전장치
3.플리커회로의 원리와 목적
4.무효전력과 유효전력의 차이와 역률의 정의 발전기 출력표시법
5.선박 톤수의 정의와 종류
6. 입출항전 엔진 ahead/astern자동제어가 되지않을때의 대처요령
7.연료유화재의 대처요령8.선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내연기관담당 면접관
<공동질문>
승선했던 선박의 엔진 타입/선종/출력
<개인질문>
1.발전기가바나의 속도조절 감도조절 (레드우드타입)등등 각 제어장치의 종류와 정의
2.엔진 트립장치(위 해양대교수님의 질문과동일)과 알람장치
3.청정기 댐링의 정의와 결정방법
4.ISM전반에관한 지식과 이때의 발급되는 증서의 종류
5.메거테스트의 방법
6.발전기에서 발전되어 선내생활전기까지로 쓰기까지의 전반적인 계통경로

2010 1회 2급 기관사 면접후기 (2010.03.06 실시) ^^"|=기관사 1/2급☆면접
1. 절대압력이란?
2. 추력펌프에 관해서 설명해보아라
3. 냉동기의 저압측은 어디에서 신호를 받는가?? (질문의 의도가 뭐였는지 잘 몰랐어요.)
여기서 부터는 제가 받은 질문은 아니고 제 옆에 같이 면접보신 분들의 질문입니다.
4.냉동기가 알람이 와서 현장이 가보닌까 트립이 되어있더라 주로 원인이 되는 경우는?
5. 공동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방지책은??
6. 펌프의 마우스링이 하는일은??
7. p.i.d 제어 설명
8. 랭킨사이클에 관해서
9. 보일러 운전 과정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해봐라.

2급 기관사 면접 질문..(2009년 8월3일)|=기관사 1/2급☆면접
면접관1>
질문1) 기관실 화재시 CO2방사시 본선 기관장으로서 조치사항은?
질문2) VAPOR LOCK이란?
질문3) 연료분사시점이 빠를 때와 늦을 때 현상...
질문4) 시퀜스 회로 그림 보여 주면서 설명하라...
면접관2>
질문1) 최근 승선 선박의 제원, 연료펌프 형식....
질문2) IOPP, IAPP란?
질문3) 기관실내 온도 압력 등이 브릿지에 디지털로 표시되는 원리
질문4) CAMLESS 기관이란?

1. M/E TYPE/SPEC/회전수/마력
2. 중간냉각기 터빈의 역할
3. STAY BOLT점검방법
4. 디플렉션목적
- 크랭크 암 간의 거리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작용을 말하며 개폐도가 커지면 축이 부러
지는 원인이 된다
5. 지압도에 관한질문?
6.AVR?
- 동기발전기의 전압을 검출해서 이것이 기준전압과의 차가 있으면 그 차가 없어

지도

록 동기 발전기의 계자전류를 조정한다.
7.배전반에서 KW계기 고장시 다른계기를 보고 할수 있는사항?
- 전압. 전류. 역률로 계산하면 전력을 알 수 있음.
P=VI.COS∮
8.역률?
-역률이란 유효전력(kW) 과 피상전력의 비를 말한다. 그런데 역률은 부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전기기기에 실제로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얼마나 유효하게 일을 하는가 하는 비율. 역률
이 낮다(나쁘다)는 것은 전기가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고 낭비되는 무효전력이 크다는
말이다.
9.조수기에 관한 질문(스케일낄때 조치법)
-사이트 글라스 오픈 후 약품 소제 실시한다.
10.원심펌프에서 케비테이션?
-프로펠러의 회전이 빨라짐에 따라서 날개의 배면에 저압부가 생겨 진공에 가까워지면 그
부분의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공기와 더불어 날개면의 일부에
물이 접하지 않는 공동을 형성하는 현상을 말한다.
11.전력이란?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량
12.임피던스? 저항,코일,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된 교류 회로의 합성저항
13.전동기에서 슬립이란?
- 이론적 회전수와 실제 회선수와의 차이
14.소기실 화재 발생시 미치는 영향과 조치방법은?
- 대형 화재로 이어질 발생 위험이 있으며 즉시 연료 공급을 중단후 CO2 나 스팀을 분사
하여 진화 작업을 시행한다.
15.엔진 크랭크 챔버 오픈후 무엇을 어떻게?
-가스 농도 검지기로 잔류 가스량을 측정한다.
16. MGPS란?
- 구리와 알루미늄 양 전극봉에 전류를 전달하여 생선된 작은 입자들이 해수와 더불어 표
류함으로써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홍합과 바닷말의 유충을 살균하는 장치.
17. 연료유 A에서 C로 벙커 체인지영작?
- CHANGED BUNKER A TO C OF M/E.
18. 메인엔진뉴메틱시스템에서 입출구 에어압력? 입구 7kg/cm₂출구 0.2~1.0kg/cm₂
19.M/E CYL'HEAD 유압 NUT 잠그는법 2가지? 유압잭을 이용, 토크렌치이용
20.M/E CYL'HEAD 유압 NUT토크렌치없을때 잠그는방법? 유압잭을 이용해서
21.보일러 용존산소 제거방법2가지?
- 기계적 탈기 및 하이드라진 주입.
22.국제협약을 기술하시오.그 중 해양오염협약은어떤것인가?
-해양오염 방지협약, 밸러스트수 관리협약, STCW 협약, ISM CODE, SOLAS, TEU

2016년 7월 16일 2급 오후 A반

8. 보일러의 물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유니플로우 소기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 발전기 한 기통만 온도가 높을 시 어떻게 조

2. 지압선도를 3가지 이상 그리시오

치를 할 것가?

3. 장행정기관의 장점과 단점

10. ICCP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 연료유 온도팩터를 구하라. (0.9898 /35℃)

11. 기관실에서 비상시 빌지를 석션하여 선외로

5. Main Engine 의 Shutdown/Slowdown조건

배출 시킬 수 있는 펌프를 나열하시오.

6. 고온부식현상은 무엇인가

12. 냉동기를 펌프다운 하는 방법과 이유에 대

7. 위험회전수의 원인과 대책을 설명하시오

해 설명하시오.

8. Air Running 시 Test Cock을 통해 알수 있

13. Crash Astern의 작동 메카니즘을 설명하시오.

는것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4. Main Engine의 Starting Air 계통에 이상

9. UPS/VFD에 대해 아는대로 설명하시오.

이 있을시 그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 보일러의 기수공발 프라이밍 포밍에 대하여

2016년 7월 16일 2급 오전 C반

설명하시오.

1. 냉동기 팽창밸브의 위치와 원리를 설명하시오

16. 보일러의 가성취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냉동기가 냉각이 안되는 원인을 설명하시오

17. TBN은 무엇이며 본선에서 사용하는 윤활유

3. 냉동기 자동 On/Off 되게 하는 장치

의 TBN은 얼마인가?

4. 냉동기 언로더장치 및 Sol.V/V의 역할

18. Fire Pump로 사용할수 있는 기관실 펌프는

5. 2행정기관과 4행정기관의 배기밸브가 열리는

19. PSC 검사시 소화수 두줄기 살수시 도달거

메카니즘에 대해 설명하시오

리는 ?

6. Tappet Clearance는 어떻게 측정하는지와
왜 측정하는지 설명하시오.

2016년 6월 25일 2급 오후 B반

7. Crank Deflection은 어떻게 츨정하는지와

1. Turbocharger 서징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왜 측정하는 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배전반을 보호하는 장치를 적으시오

8. 부하곡선 상에서의 Torque Rich란 무엇이며

3. 냉동기의 고압이 상승하는 원인을 나열하시오.

어떻게 정상운전을 하는지 설명하시오.

4. VIT에 대해 설명하시오

9. OMD 알람의 발생원인과 조치사항
10. 보일러수위를 검출하는 방법

2016년 6월 25일 2급 오후 A반

11. 보일러 물테스트의 종류 및 설명

1. 육기통 엔진의 점화순서를 기술하시오

12. Boiler Trip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메인엔진/발전기)
2. 메인엔진과 발전기의 소기방식에 대하여 설

2016년 7월 16일 2급 오후 B반

명하시오

1. 소기챔버의 화재시에 어떻게 조치하 것인가?

3. Crash Astern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소기온도를 조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선
에서의 소기온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2016년 5월 28일 2급 오전 B반

3. 냉동기의 불응축 가스에 대한 설명과 증상에

1. 청정기 비중판이 클 때와 작을 때 일어나는

대해 설명하시오

현상을 설명하시오.

4. Shaft Ground 는 무엇인가 설명하시오.
5. Purifier Room 화재시 어떻게 진압방법

2016년 5월 28일 2급 오후 B반

6. 저온부식에 대해 설명하고 대처방안을 설명

1. 조수기 살리노미터 알람이 계속 오는데 원인

하시오.

과 해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 MGPS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원심펌프의 토출량을 조절하는 방법과 그 방

법의 결과 중 가장 알맞은 거의 이유와 그 외

5. 그림의 펌프의 종류와 펌프의 어떤 부속이

방버븨 이유 및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고장나면 입구측으로 유체가 역류하는지 설명하

3. 냉장고 온도가 높은 압축기가 돌아가기 까지

시오.

계통을 설명하시오.

6. Y-Δ 기동을 왜 하는 것인지 설명하시오.

4, 주기 시동공기로 스타트가 되지 않는데

시

7. 발전기가 자동으로 ACB 가 투입되지 않을

동공기계통의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때 어떤 과정으로 투입할 것인가?

5. KR검사를 아는대로 적으시오.

8.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의 단위는 무엇인가?
9. 화재에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016년 3월 26일 1급 오전 B반
2016년 3월 26일 오후 B반

1. 선도에 나타난 각 선의 명칭이 무엇인지 설
명하시오.

1. 선도에 나타난 각 선의 명칭이 무엇인지 설

2. 프로펠러 커브 선과 토크리치선이 왜 평행하

명하시오.

지 않은지 설명하시오.

2. 프로펠러 커브 선과 토크리치선이 왜 평행하

3. 부하가 90 % 일 때 RPM은 얼마이고 왜 그

지 않은지 설명하시오.

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3. 부하가 90 % 일 때 RPM은 얼마이고 왜 그

4. Speed Droop과 Compensator를 설명하시

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오.

4. 발전기의 주파수가 심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5. 유압회로에 릴리프밸브의 목적은 무엇인가?
6. Speed Droop과 Compensator를 설명하시
오.
7. 형광등 고장시 원인은?
8. IOPP 증서의 검사항목은
9. ISPS/SSO/CSO 의 약자
2016년 3월 26일 1급 오후 A반
1. 자신이 가장 최근에 승선했던 Engine Type
을 쓰시오

2. 수인선도를 그리고 가로축과 세로축이 의미

마인가?

하는바를 적고 연료분사 시기를 빠르게 할 경우

3. IHP가 15000PS 일 때 BHP는 얼마인가?

수인선도가 어게
 변화할지 점선으로 그리시오.

(기계효율 0.8)

2

3. 4 bar/ 4Mpa을 kgf/cm 으로 변환하시오.

4. 주기에 분사되는 FO의 점도는 얼마인가?

4. 저온부식에 대해서 쓰시고 방지법에 대하여

5. 청수팽창탱크의 역할을 5가지 이상 쓰시오.

기술하시오.

6. 냉동기 고압의 압력이 정상인지 판별하는 방

5. 정압과급방식과 유니플로우 소기 방식에 대

법의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하여 설명하시오.

7. 주기의 Scv. Limit와 Torque Limit의 방법

6. Shaft Alignment를 맞추는 방법에 대하여

과 목적은?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Shaft Alignment의 간극

8. PID 공기압 제어기에서 출력압력의 범위와

은 몇에 허용이 되는가? 차이가 많은 경우 어떻

전기 제어기의 출력은?

게 되는가?

9. FO 계통도 그리기

7. Crank Case 내에 이상소음이 발생했을 때
조치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2015년 11월 28일 1급

9. 특별해역 황함유량 배출 제한은 몇 %인가?

1. BHP가 3600일 때 IHP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시오.

2016년 1월 30일 2급

2. 시간당 1000 ltr/h 온도보정계수 0.0007 비
중 0.97 온도가 85도일 때 하루 기름소모량은
얼마인가?
3. 최고압력이 높을 때 분사기는 빠르냐 느리냐
그 이유는 뭇엇인지 설명하시오.
4. Scav. Limilt Load Program에 대해 설명하
시오.
5. 주기의 서징의 이유를 3가지 이상 설명하시

1. 펌프의 종류는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오.

있는가?

6. PI 제어의 목적은 무엇이며 PID제어에 대하

2. 릴리프밸브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 설명하시오.

3. 운동부 Shaft와 다른 두나사의 차이점?

7. 청정기 모터의 종류와 배전반상 기능이 일반

4. 위험회전수란 무엇인가?

모터와 무엇이 다른 것이가

5. Emergenct Stop Switch의 용도를 설명하시

8. 비중이 큰 기름을 청정할 경우에 내경이 작

오. (ES-A/ES-B/ES-C)

은 비중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 Preference Trip이란 무엇인가?
7. 피상전력/유효전력/무효전력에 대해 설명하

2014년 7월 26일 1급

고 각각의 단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메인엔진의 선도와 종류를 설명하고 밸브개
폐시기는 알 수 있는 방식의 선도와 그 선도를
통해서 밸브개폐시기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하

2016년 1월 30일 1급 A반

시오.

1 최근승선한 선박의 연료소비율, 실린더 오일

2. 메인엔진의 라이너가 과도하게 마모가 되는

소비율을 단위와 함께 쓰시오.

이유와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2.

3. 프로펠러 축의 크랙을 확인 할 수 있는 위치

FO Serv.

Tank 의 온도가 85도이고

1000ltr를 소모하였을 경우 기름의 소모량은 얼

와 크랙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 메인에어 컴프레셔 축 정렬방법 및 그 한계
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 브릿지에서 크래쉬애스턴 명령이 내려왔을
때 당신의 취할 조치를 순서대로 설명하시오.
6. 메인엔진의 인터쿨러의 존재이유와 적정온도
유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7. 밀폐구역 작업 허가절차에 대해서 설명해라.
8. 빨간색과 노란색/파란색 Tag가 붙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라.
9. 토크렌치에 써있는 단위를 아는대로 기술하
시오
10. 냉동기의 압축기 입구 서리가 끼어있을 때
조치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 공기압식 PID제어기에서 빨간색 눈금과 검
은색 눈금 Air의 압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서술하시오.
12. PID 제어기에서 헌팅을 할 경우 어떻게 조
치하겠는지 설명하시오.

1-1 마력당연료소비율/마력당실린더오일소비유
1-2 연료소모량의 계산 (온도팩터식)
1-3 P-V선도와 수인선도의 각 선의 명칭
1-4 수인선도에서 최고압력을 상승하기 위한 방법
1-5 FO 공급계통도
2-1/2/3/4 영작
3. OCR/MC/CT의 명칭과 기호
4. 터보차져 서징의 원인과 엔지니어로서의 대책
5. 원심펌프에서 랜턴링이란 무엇인가?
6. Shaft Ground Meter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은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제외한 선박의 통상적 운영상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3.EMCY STOP SWITCH 와 PREFERENCE TRIP?
24.ACB 차단되는 이유 3가지? 과부하, 누전, 합선, 단선
25.SHAFT GROUNDING SYSTEM설치이유?
-추진축계와 선체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전위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 입니다.
전위차가 발생하면 Spark Erosion 이 발생하여 주기관의 베어링이 손상될 수 있기에 전위
차가 50 mV 이하로 유지되도록 추진축을 선체에 접지하는 것 입니다.
26.냉동기 팽창밸브에 얼음이 많이얼때 팽창 밸브 어떻게조절? 기준점 표시하고 서서히개방
냉동기가 정지되고 재가동을 관장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전자 과전류 계전기
27.고온부식,저온부식 어떻게 발생하는가?
1)저온부식: 기관의 냉각수 온도가 너무 낮으면 실린더 안이 매우 차가워져 실린더내 수증
기가 응결되어 수분이 되면서 배기가스 중의 아황산가스와 결합하여 황산이
되어 실린더 내면을 부식시킨다. 화학작용에 의한 마모라고도 한다.
2)고온부식: 고온에서의 부식은 상온보다도 심하게 빠르게 진행한다.
또 장시간 고온으로 가열하면 재료의 조직 그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경우가 있
으며 이럴 경우 재료의 강도는 현저하게 열화한다. 고온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고온부식에 대한 내식성과 열안전성을 가져야한다. 고온부식에는 산화, 황화,
침탄 및 카아보닐화, 질화, 수소취화, 바나듐어택 등이 있다.
28.언로더란?
- COMPRESSOR의 기동 시는 유압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UNLOADING PISTON의 흡입
가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운전이 되어 냉매의 압축이 불가능하므로 기동 시

VALVE
MOTOR의

부하가 줄어들게 하는 시스템.
29.PID제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
-PID제어는 비례, 적분, 미분제어의 결함이다. 세가지의 계수 P, I, D를 조정하여 최고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다. P제어에 의해서 어떠한 헌팅도 없이 부드러운 운전을 달성할 수
있으며, I제어에 의해서 정상상태 오차를 보정할 수 있고, D제어에 의해서 피드백값에 영
향을 미치는 외란에 대한 빠른 응답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P:부드러운운전 I:오차보정 D:빠른응답
30.피스톤링과 라이너 계측시 각각 어떻게 검사하고 마모의 원인은?
내외경 마이크로미터, 윤활유부족, 먼지 및 이물질, 소기공기수분침투
31.SOPEP풀네임과 정의?
- Shipboard Oil Pollution Emergency response Plan
- 선상 기름 오염 비상계획서
32.퓨리파이어 청정된 연료와 물이 섞여서 배출될시 원인은?
33.발전기 한 CYL'에서만 출력이 저하될시 알수있는 원인?
연료노즐이 막힘, 연료펌프 비정상, 과급공기 부족
34.발전기 인디케이터 레포트에서 적는것
35.냉동기 흡입압력 저하 즉 냉매 부족으로 냉동기가 꺼졌다 켜졌다가 반복되는 원리
-냉매 부족시 저압측 압력이 낮아져 저압 스위치 작동하여 냉동기가 정지 되었다가 압력
이 일정 이상 올라간 후 다시 작동함.
36.각종 접점이 무엇을 뜻하는지
-AND GATE : 두 개의 접점 A.B가 모두 동작해야 출력되는 회로
-OR GATE : 두 개의 접점 A.B 중 하나만 동작해도 출력되는 회로
-NAND GATE : AND GATE에 NOT을 취한 것
-NOR GATE : OR GATE에 NOT을 취한 것

-A 접점 : 평상시 접점이 떨어져 있다가 외부 동작에 의해 접점이 붙는 것.
-B 접점 : 평상시 접점이 붙어 있다가 외부 동작에 의해 접점이 떨어지는 것.
-C 접점 : A접점 B접점 합친 것.
37.빌지 배출 조건 및 빌지 배출 기록은 얼마동안 보관?
- 가장 가까운 육지와 12해리 이상 떨어져 있을때
- 3노트 이상 항해중
- 15 PPM 이하로 배출
- 특별해역이 아닐것
- 기름기록부는 3년 , 프린트는 1년
38.보일러 수위조절 장치 DPT에 관하여?
-보일러 드럼의 고수위측과 저수위측의 차압을 측정하여 수위로 환산한다
39.F.O LINE에서 VAPOR LOCK현상?
-엔진의 기화기나 연료분사장치 등의 연료장치에 연료에서 나온 증기나 공기 등이 괴어
연료의 공급을 저해하는 현상.
40.주기의 소기온도를 적정하게 조절 해야 하는이유?
-습기가 높을때는 소기공기의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당한 양의
응축수가 소기공기와 더불어 실린더로 들어 갈 수 있고, 이 경우 실린더 마모가 과도하게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막이 씻겨나가거나 혹은 대량의 부식성 산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소기 온도가 높으면 배기 가스 온도가 올라감. 또 한 출력저하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음.
41.VIT
- variable injection timing : 가변 분사시기 연료분사장치
- 분사시작과 사 끝을 동시에 제어, 분사량 조절
- 엔진효율 증가
42.전기회로의 접점 기호 맞추는 문제(다이오드,제너다이오드,SCR)
43.배에서 사용하는 지압도를 아는데로 그려보고,사용하는 목적,연료소모량 공식?
- 열량 / 발열량 * 효율
44.항해중 메인엔진1번 실린더 배기밸브 스프링이 절손되어 배를 정지하고 교환하였다영작?
- EXCHAGNED EXHAUST VALVE SPRING FOR NO.1 CYL ' OF M/E DUE TO

CRACK ON SAILING.

45.빌지의 배출조건과 원리 그리고 분리방법?
- 가장 가까운 육지와 12해리 이상 떨어져 있을때
- 3노트 이상 항해중
- 15 PPM 이하로 배출
- 특별해역이 아닐것
- 비중차이를 이용한 방법 , 미세한 FILTER에 의한 여과 방식 , COALESCER를 통하여
미세한 유립자를 서로 응집시켜 크게하는 방법
46.전기문제 OCR B접점,릴레이 A접점 리미트스위치A접점한시동작 A접점 무엇의 기기명
접점인지 적으시오
47.IHP를 구하기 위해 촬취해야 하는 선도이름
-실린더의 압력과 피스톤의 변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압선도(指歷線圖)에서 지압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피스톤의 각 행정(行程) 순서대로 적분한 것은 1사이클을 이루는 일을 나
타내며, 여기서 구해지는 것이 도시마력이다
48.그선도의 그래프 그리기
49.BHP산정방법
-회전속도와 회전력(토크)으로 산출한다.
50.보일러 BACK FIRE일어나는 원인과 대책?
-보일러 점화 시 연소실내 잔류 가스나 연료가 고여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착화하여 생성
된 대량의 배기가스가 연소실 밖으로 나오는 현상으로 원인으로는, 연소실 환기불량, 점화
시에 연료량이 과대할 때 또는 착화가 지연되어 연소실로 연료가 고일 때 등이다.

-충분한 사전 배기, 양질 연료유 사용, 적절한 댐퍼 조절
51.SOPEP의 훈련방법 훈련주기?
- 실제상황에 맞춘 시나리오대로 각자의 임무와 소지품 숙지 훈련을 합니다.
52.순신동작 한시복귀 A접점 동작 특성 기술?
-입력이 주어지면 A접점이 순시 동작하여 폐로가(ON) 되고 입력이 없어지면 타이머의 설
정 시간 경과 후에 개로가(OFF)되는 접접이다.
53.소펩에 기재되는 오염방제자제의 종류 7가지?
- 모래,톱밥,흡착재,깡통,유처리제,오일펜스,삽,웨이스,웰던펌프
54.배에서 사용하는 지압도 종류 3가지 그래프 그려주시오?
- 수인선도 , 연속 지압선도 , 약 스프링선도
55.유수 분리기의 유,수 분리방법 3가지
- 비중차이를 이용한 방법 , 미세한 FILTER에 의한 여과 방식 , COALESCER를 통한 흡
착작용에 의한 분리 방법
56.전기접점 5가지 각각 어떤 접점
57.벙커링시 영수증을 받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기름의 성상에 관한것 6가지 쓰기
- DENSITY , SULFUR CONTENT, FLASH POINT , VISCOCITY , WATER

CONTENT ,

POUR POINT 점도, 비중, 밀도, 수분함량, 발화점, 유동점, 바나듐, 잔류탄소, 세탄가
58.터빈엔진(랭킨 사이클)의 효율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가지쓰시오
- 증기를 응축, 등엔트로피 압축, 정압가열
59.M/E 자동제어 8가지
- 디젤엔진 시동,정지 전진,후진 증,감축 이상운전시 자동감속 및 자동정지
위험진동대자동회비
60.냉동기 팽창 밸브에 서리가 많이 끼었을때 조치와 팽창밸브 전과 후에는 무슨 기기들이
달려있나
- 팽창밸브 스핀들을 조절하여 조금씩 열어주어 상태를 보면서 스핀들을 조절하면 됩니다.
압축기 , 응축기 , 유 분리기, 액분리기 , 증발기입니다.
61.자동콘트롤 밸브 그림보고 감압 밸브 압력 감압 밸브 지나서 압력 그리고 컨트롤러 보면
조정하는데 바늘 두 개의 각각 역할
62.벙커링전 본선시 해야할일 적으시오
-연료 보급 신청(보급 연료유량 결정)
-정확한 계측에 의해 Bunker plan을 작성 한다.
-bunker plan에 의한 모든 작업자를 집합시켜 모임을 갖는다.
(bunkering 작업 통신관계, 일반 안전관계)
-SOPEP상에 기재되어 있는 유류 오염시의 비상연락망을 준비한다.
-유류오염방지 자재들을 설치하고 bunker line manifold에 기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연료유 공급 절차
.제품의 품질, 등급 증명서 교부
.선박이 요구하는 시간당 최대/최소 공급율 알림.
.위 사항 변경시 어떻게,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가 확인.
.공급 중단할 필요가 있을 시 선원이 공급 중단할 수 있는 방법.
.bunker barge 연료유 탱크 sounding 실시.
.bunkering 시작 및 도중 bunkering sample 채취.
.bunkering 끝나면 계측량 확인 및 영수증 보관.
63.P-V선도 / IHP를 BHP로 바꾸는 수식 IHP = BHP - FHP
64.냉동기 팽창밸브를 지나 서리가 낄때 팽창밸브 개도량을 어찌해야하나?
- 처음 위치를 마킹해놓고 팽창밸브 스핀들을 조절하여 조금씩 열어주어 상태를 보면서
스핀들을 조절하면 됩니다.

65.ISM/PSC/OIL MAJOR 주관청 및 내용설명 ?
1) ISM: 해운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 조직. 절차 등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에 관한 규
약(선박 회사)
2) PSC (각 나라의 항만국)
- 선박시설의 안전기준과 선원의 자격,훈련 및 근로조건 등의 기준이 국제협약의 규정에
미달하는 소위 기준 미달선을 규제하여 해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3) OIL MAJOR( BP , SHELL )
- TANKER선이나 케미칼 선이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는데 있어 적합한지 검사하는
제도
66.선박의 기름을 무엇을 사용했나? IFO 380CST
67.IFO 380은 무엇을 말하는가? 저질연료유
68.F.O PURIFIER비중판을 교환할 때 설명서에 무엇을 봐야하는가?
- 처리온도와 처리량의 그래프를 봐야 합니다.
69.전기도면에 88이란?기동스위치 2X는?
- MC 동그라미표시 : MC 접점표시 : OCR 큰네모모양 : NFB
70.PSC 검사시 본선에서 준비해야 할 검사증서?
- IAPP , IOPP , OMD 칼리브레이션 , 오염방지 관리 임명장
71.6기통중 1기통의 배기가스가 높을 때 그이유?
- 연료 과다 분사 , 배기밸브 누설 및 빨리 열릴시, T/C 오손 및 소기 불량
72.검사의 종류와 주기는?
- 정기검사 : 최초로 항해할 때 , 5년
- 중간검사 : 정기검사후 3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행하는검사,2년 반
- 연차검사 : 1년
- 입거검사 : 5년 이내에 2회 실시하는 조건으로 전회 입거검사 완료일로부터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급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연기 가능.
- 임시검사 : 선박의 요목 , 항행구역, 만재흘수선,무선 통신전화시설등에 변경이 있을겨
우

또는 해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로 행하는 검사

73.장행정기관의 잇점은?
- 냉각손실 감소 , 연소시간 단축, 효율증대
74.주기관 자동 셧다운 사항은?
- TRIP장치 : L.O LOW PRESS TRIP, F.W HIGH TEMP. TRIP, OVERSPEED TRIP
75.ISM에 대해 말하고 그에 대한 증서나 선박에서 ISM관련된 것들은 어떤것이 있는가?
- ISM: 해운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 조직. 절차 등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에 관한
규약(선박 회사)
- PMS, INVENTORY, 안전작업 허가서 , BUNKERING 관련 문서
76.벙커 스토로지 탱크부터 주기나 발전기의 노즐까지의 과정?
- F.O STORAGE TANK, F.O TRANS' PUMP, F.O SETT' TANK, F.O PURIFIER
F.O PURIFIER, F.O SERV' TANK, F.O SUPPLY PUMP, M/E F.O

HEATER,
HEATER, F.O CIRC'

PUMP, F.O NOZZLE
77.F.O CIRC' PUMP는 왜 필요한가?
- 사용되지 않고 리턴되는 F.O를 다시 히팅하여 엔진에 보내기 위해
78.주기에 분사되는 연료의 점도는? 11~15 CST
79.PSC승선시 본선 준비?
- 주기적인 선내 교육 시행으로 전 승조원이 PSC관련 국제 협약, 국내 법규 및 주요
해운국의 국내 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

DETENTION

CHECK

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LIST’를

참조하여

모든

점검

시

DETENTION항목

위주

80.타기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타기에는 어떤것이 있나?타기에 주타기와 보
타기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 주 조타기는 1호기 2호기가 있으며 보타기는 따로 없었으며 주로 2호기에 주전원과 비
상전원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비상시에 쓸수 있습니다.
81.케비테이션이란 ?
- 프로펠러의 회전이 빨라짐에 따라서 날개의 배면에 저압부가 생겨 진공에 가까워지면
그 부분의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공기와 더불어 날개면의
일부에 물이 접하지 않는 공동을 형성하는 현상을 말한다.
82.절대온도란?
- 물질의 특이성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온도를 가리킨다
83.엔진 트립 어떤종류?
- L.O LOW TRIP , F.W HIGH TEMP. TRIP ,OVERSPEED TRIP
- OMD(OIL MIST DECTECTOR) ARARM, SCAV.AIR HIGH TEMP 및 각종 high temp. alarm시 등.
84.IAPP란?
- NOX,SOX,CO2,냉매등의 배출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
85.냉동기 액백 현상의 원인과 증상,해결방법은? ?
- 압축기로 필요이상의 액냉매가 흘러들어오는 것
- 팽창변의 개도 부적합 , 냉매 과잉 충전 , 액분리기 문제 등이 있습니다.
- 이상음 발생(리퀴드 햄머링)및,흡입 압력이 높다.크랭크 케이스내의 오일에 기포발생
- 냉매량을 최소 적정수준으로 유지, 크랭크 케이스네 HEATER설치
압축기의 유면을 적정선으로 유지할것.
86.유압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유압유탱크 → 유압유펌프 → 제어밸브 → 엑츄에이터
87.토크리치란 무엇인가?
- 선체저항 증가시 같은 출력에서 회전수 감소하면 회전력이 증가되므로 추진기와
실린더에 과부하 상태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을 torque rich라 한다.
88.연료소비율,최대성능을 위한 부하와 RPM은어떻게 되는지 분석해보시오.
- 연료소비량 / 제동마력
89.입거검사에 대해 설명하시오.
- 5년 이내에 2회 실시하는 조건으로 전회 입거검사 완료일로부터 36개월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선급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연기 가능.
90.연료분사노즐의 압력이 낮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 불완전 연소 및 연료 소모량이 많아진다. 노크 현상 발생, 진동 발생.
91.냉동기의 최고압력 트립이 일어난 이유와 조치법
- 응축기 입출구 온도차가 심할 때 , 냉매 과다 , 냉매 LINE내에 불응축 가스 함유
- 응축기 소제 , 불응축 가스 PURGE
92.산소 용접기 사용시 주의점및 사용법
- 실린더 가스 밸브 서서히 연다
- 아세틸렌 압력은 1KG/CM2이하유지
- 기름 및 그리스는 고압의 산소와 접촉시 발화 하므로 주위에 접근 엄금
- 작업중 용접용 안경 반드시 착용
93.냉동기의 팽창밸브의 조절기준과 정상운전 상태유지의 기준점?
94.비열이란 무엇인가?
- 어떤 물질 1g의 온도 1℃를 또는 1K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95.줄은 무슨단위이며 무엇이냐?
- 에너지와 일의 SI 단위이며 , 1J은 1N(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 만큼

움직이는 동안 하는 일
96.배전반전기 수리때 주의점과 점검방법?
- 작업전 안전 작업 허가서를 득한 후 전원 차단 상태에서 TAG를 붙인후에 작업에 임한
다.
97.자켓펌프 오버홀을 위해 펌프를 정지해놓은 상태라 가정한상태에서 14미터의 관에는 물
이 가득차 있을때 입,출구 게이지의 압력은 몇키로?
- 1미터당 0.1이므로 1.4KG/CM2
98.냉동기에서 팽창밸브에 서리가 가득끼어 있을때?
- 처음 위치를 표시해두고, ADJ. SCREW를 조금씩 열어주어 상태를 봐가며 조절해준다.
99. 급기,소기 SYS.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행정시작시에 흡기밸브는 열려있고 배기밸브는 닫힌 상태로 피스톤이 최고점에 있
습니다. 피스톤이 최고점에서 흡기밸브가 열려진 상태로 최저점까지 내려가면서 동시에 피
스톤 및 커넥팅로드와 연결된 크랭크 축이 180˚회전합니다. 물론, 혼합기(공기+연료)는 피
스톤이 내려감에 따라 빨대로 빨듯이 실린더실로 빨려들어옵니다.
100.자신이 승선한 배의 연료 소모율을 말하시오 ?
-24.2 ~ 24.4 M/T,
-N.C.R : 42.5M/T(OCEAN KOREA)
101.발전기의 PRE.TRIP?
- 발전기가 과부하로 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하부터 회로에서 차단하는 일.
102.발전기의 SPEED DROOP이란?
-부하의 증,감시 변화된 만큼 속도를 증,감하기 때문에 제어계의 안정이 빠르게 됩니다.
103.T.B.N이란?
-윤활유의 알칼리도를 나타내는 척도.
실린더유 TBN70 : 70mg[KOH]/g
시스탬유 TBN30 : 30mg[KOH]/g
104.IAPP와 IOPP 서트의 정의와 용도등을 설명하시오?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칙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오염 방지를 위한 규칙
105.SECA 지역이란?
- 황함유량 1 % 미만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는 지역
106.노킹/서징/블로우 다운?
-노킹: 착화 늦음 기간이 길어지면 연소실에 축적된 연료량이 많아져 이것들이 착화하면 연
소초기에 많은 연료가 한꺼번에 연소 하므로 그 압력이 급상승하여 실린더 내에 큰
소리가 나게 되고 진동이 발생하고, 회전력의 변화가 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서징: (블루워의 송출량에 비해 기관에 필요한 공기량이 적은 경우, 송풍량과 공기압력이
맥동하고 소음과 진동을

발생하여 운전이 불안전하고 연속운전을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으로,) 원인으로는, 고부하로 배가 선회할 때, 흡,배기밸브, 소,배기공, 에어쿨러,
에코노마이져, 배기매니폴드등의 오손이 심하여 저항이 증가한 경우,
프로펠러가 공전하거나 흘수가 적은경우, 선체 오손등으로 추진저항이 증가하여 주
기의 회전이 감소한 경우, 터빈노즐 차실에 이물질이 들어가 터빈노즐이 손상되어
면적이 축소되고 저항이 증가한 경우 등이다.
취급상 방지방법으로, 배기공 및 공기냉각기의 소제를 자주해주거나, 연료분사밸브
의 정비를 충분히 하여 각 실린더의 출력을 고르게 해주는 방법, 프로펠러가 공전
하지 않도록 적당한 흘수를 유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
-블로우 다운 :

보일러에 유입된 고형물에 의한 보일러수의 농축과 슬러지의 퇴적을 방지
하기 위해 시행

블로우 다운 방법

1) 표면 블로우 다운(Surface Blow Down)
표층 부분에서 행하는 블로우 다운이며 농축 보일러수,경질 부유물, 유지 등의 배출을 주목
적 연속 블로우 다운과 간헐 블로우 다운
2) 바닥 블로우 다운(Bottom Blow Down)
보일러 밑부분에 퇴적되어 있는 슬러지의 배출을 주목적
간헐 블로우의 일종으로 보일러 밑부분으로부터 맣은 유량을 단 시간에 배출
-블로우 바이: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로 폭발가스나 공기가 크랭크실로 누설되는 현상을
말하며, 폭발가스가 누설되면 크랭크실 윤활유가 변질된다
107.선미관의 종류 윤활장치?
- 해수식 윤활장치
- 유 윤활식 윤활장치
108.비상발전기 운전요령?
- BLACK OUT시 자동으로 운전되는 방법과 LOCAL측에서 시행하는 수동 운전 방법에는
가지가 있습니다. LOCAL PANEL상의 BUTTON을 눌러 운전하는 방법과, 유압이나

2
기어에

의한 수동 운전 방법이 있습니다.
109.언로드장치의 원리?
- COMPRESSOR의 기동 시는 유압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UNLOADING PISTON의 흡입
가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운전이 되어 냉매의 압축이 불가능하므로 기동 시

VALVE
MOTOR의

부하가 줄어들게 하는 시스템.
110.보일러 급수처리?
- 해수가 급수 중에 새들어가지 않도록 복수기 기타의 취급에 주의 한다.
- 급수를 보일러내에 보내기전에 적당한 처리를 해서 유해물질을 제게 한다.
(cascade tank water filter 소제)
- 보일러물에 대해 청관제 주입 및 기타 적당한 처리를 실시하여 유해물 제거한다.
- 보일러물의 수면방출(surface blower) 을 가끔 실시하여 수면에 떠 있는 유분 기타 부
유점을 제게 한다.
- 보일러물을 수저방출(botteom blower) 하여 밑면에 고여 있는 침전물을 제게 한다.
- 정기적으로 보일러 물의 농도(ph, 염분, 알칼리성)를 축정하여 소정의 한도 이하로 유지
하도록 주의 한다.( water test 후 결과에 따라 청관제 주입 및 bottom blower 실시)
- 보일러물은 항상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한다.
- 정기적으로 보일러소제를 실시하여 부식개소난 부식상태를 검사하여 구 원인을 규명하
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111.과급?
-동일한 실린더내에 급기밀도를 증가시켜 연료의 완전연소를 유도함으로써 최대압력,온도
는 거의 비슷배기압력이 증가되며 결과적으로 평균유효압력을 증가시켜 기관의 출력을 증
가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며 마력당 중량이 감소하고 기계효율도 좋아진다
- 선박용 과급 디젤기관은 연소 결과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가스터빈으로 평창시켜
터빈에 직결되어 종동되는 블로워(blower : air compressor)를 구동하여 주위 공기를
압축시켜 실린더 내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112.엔진시동에 실패했을때 조치사항?
- 프리퍼지해야한다
113.발화늦음에 대하여?
-흡입된 연료와 공기를 흡입하여 압축하는 과정에서 압축착화 하는 과정이 지연되는
현상
114.펌프작용과 플러터작용은?
1) 플러터 작용 : 기관의 회전수가 높아지면 가스압력에 비해 링의 관성력이 커져서 링이

홈내에서 뜨게 되고 가스가 누설되는 현상.
2) 펌프 작용 : 링이 홈 내에 떠 있게 될 때 윤활유가 연소실로 들어가는 현상
115.냉동기에서 고압스위치가 작동하는 이유?
응축기 냉각 불량, 불응축 가스 과다 혼입
116.비상조타요령?
1.조타실과 브릿지 통신 수단 확보
2. 비상 조타 핸들과 조타기 장치 연결키를 삽입해 연결
117.공동현상?
-프로펠러의 회전이 빨라짐에 따라서 날개의 배면에 저압부가 생겨 진공에 가까워지면 그
부분의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공기와 더불어 날개면의 일부에
물이 접하지 않는 공동을 형성하는 현상을 말한다.
118.프로펠러의 레이크가 무엇인지?
-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 , 10~15도 정도 경사 시키며 보통 후방경사를 합니다.
119.레이크 부위의 이상이 있을시 도크혹은 운항중에는 할수 있는것은?
- 도크에서는 프로펠러를 가공,연마하는 것이고 운항중에는 흘수를 깊게 하거나 발라스트
로 조정하는것이라함
120. 화재의 종류 및 화재시 쓰이는 소화기의 종류
-A급:고체화재 / B급:유류화재 / C급:전기화재/ D급:금속
121.전기화재시 조치사항?
- 우선 전기화재 발생한곳에 전원을 차단후, CO2 소화기를 이용해 소화해야 합니다.
122. 피스톤링의 종류와 역할?
- 압축링과 오일링이 있고 배기가스 차단역활과 실린더 내부 윤활유를 균일하게 보내는
역할
123.플라이 휠이 쓰이는 이유?
- 회전속도를 균일하는게 가장 큰 이유이고 시동을 용이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음
124.냉동 사이클의 4가지 과정?
- 압축(고온고압의 기체),응축(저온고압의 액체),팽창(저온저압액체),증발(저온저압의 기
체)
125.모터와 펌프 오버홀 후 샤프트 얼라이먼트맞추는법?
- 다이얼게이지로 조정하고, 맞지 않을시 구리심으로 모터높이 조절
126.원심펌프에서 마우스링이란? 역류손실방지
127.배기색깔
- 흑색:과부하 / 백색:연료유 수분혼입 / 청색:L.O 탈 때 / 아지랑이:완전연소시
128. 높은 곳에서 작업시 안전규정은? (높은곳의 기준은 2m 이상임.)
- 2m 이상 높은 곳에서 작업시 반드시 안전밸트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한다.
129. OIL MIST DETECTOR ?
- 크랭크챔버내의 유증기를 감지하여 엔진 챔버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
130. 탱커에 대하여 다음 경우 외는 배출 금한다.
-특별해역이 아닐 것
-육지로부터 50해리 이상일 것
-항해 중일 것
-수분의 순간배출율이 1해리당 60리터 이내 일 것.
-기름배출감시장치 통제시스템 설비를 작동하고 있을 것.

2010년 ~2011년 2급기관사 면접시험 자료
2011년 3회 2급 면접 시험
1. 펌프 성능 곡선 : 토출밸브를 조절하여 토출량을 적게하면 토출압력 증가하고 토출량을 크게하면
토출압력이 떨어진다
2. 다단 펌프의 이점 : 높은양정 및 고압수팰요한곳 사용
3. 전기 관련 51번, 52번, 88번 회로의 명칭 및 사용용도
4. 오일 레코드북 기재 사항
5. IOPP 증서에 기재된 내용 : 탱크용량, 처리시설구조 및 기능과용량, 슬러지 발생량
6. 빌지 배출 방법
7. 영어 작문 - 냉각수 펌프의 메카니칼씰을 교환했다.
8. SOPEP 관련
9. MARPOL 관련해서 기관실에서 비치하고 기재하는 서류들
10. 조수기 운전 법 : 기압을 낮추면 물이 낮은온도에서 증발하는 원리이용
11. 펌프가 한 쪽으로 기울이는 현상에 대해서
12. 역률의 조정 방법과 정상일 시 위치
13. 주기의 위험 회전수와 방지 방법
14. 발전기 병렬 요령

2011년 2회 2급 면접 시험
1. 각종 시퀜스 기호의 명칭
2. 면접관이 불러주는 내용 영작
3. 원심펌프의 캐비테이션 관련 : 유체가 넓은유로에서 좁은곳으로 고속으로 유입될 때 벽면을 흐을
때 만곡부있으면 직선적으로 안되며 압력이 낮아져 증기발생 수중
에 용해된 공기가 물과 분리되며 기포를 나타내는 현상
- 방지법 : 흡입양정 짧게, 흡입속도 감소, 양흡입펌프 사용, 병열사용, 손실수도줄임
4. black out 시 조치사항 : 전원상실→비상전원연결(수동,자동)→발전기구동등 보기운전→
예비발전기운전→전원복구→ black out원인파악
5. 윤활유의 작용들 : 윤활, 냉각, 청정, 방식, 응력감소
6. pv

선도의 촬취 목적 : 압력을 측정하여 도시마력을 산출하기 위해서

추가
1. 본인이 승선했던 선박의 Engine Type, 출력, 회전수, 2기사 승선기간 (공통질문)
2. 냉동기 관련
2-1. Solenoid Valve의 작동원리 및 특성에 대해 구술하시오.
[코일에 전원 인가시 전자석이 되어 밸브의 유로가 개방되고 전원 Off시 스프링에 의해 다시 폐쇄,
완전개폐만 가능하다 등]
2-2. 압축기 내로 불활성 기체가 유입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구술하시오.
[압축압력이 증대되어 압축기 과부하 및 온도 상승(과열) 등]
3. PID 제어 관련
3-1. 본인이 승선하였던 Sulzer 엔진 윤활유 계통의 제어에는 어떤 제어가 사용되는가?
[P &I 제어 사용]
3-2. I; 적분제어에 대해 구술하시오.
[비례제어로 인해 발생하는 잔류편차(미세한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며, 실제 목표값에 가깝
게 한다]
3-3. D; 미분제어에 대해 구술하시오.
[PI 제어로 실제 목표값에 가깝게 할 수 있지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제어 응답의 속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함.
급격히 일어나는 외란에 대한 편차를 보고, 전회 편차와의 차가 큰 경우에는 조작량을 많이 하여
기민하게 반응하도록 한다.
요약하자면 속응성 개선]
4. MARPOL 관련
4-1. 전 해상에서 공통적으로 배출이 금지되는 폐기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합성로프, 합성어망, 플라스틱 류의 모든 폐기물]
4-2. 대기오염 관련하여 배출이 금지되는 배기가스의 성분은?
[질소산화물; NOx 관련 구술]
4-3. Oil Record Book에 기재되어야 하는 작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유류 탱크 세정, 유류 탱크에서 탱크로의 이송, Bilge 배출, 유수분리기 Filter 교환작업 등]
5. '부산에 입항하기 위해 엔진을 스탠바이 하였다.'를 영작하시오.
[S/B ENG' for arrival at Busan.]
추가2
1. 자신이 마지막으로 승선했던 선박의 제원을 말해 보시오.
2. 엔진 최고 폭발압력 압축 압력 물어 봤습니다.
2. IAPP, ISPP 증서가 무슨 증서인지 물어봤습니다.
3. DOC.SMC 등이 무엇인지?? DOC : 보안선언서 SMC : 통신수단 미디어센터
4. 3명에게 종이를 나누어주면서 종이에 그려지 FO P/P 명칭 말하기 (바렐, 플런저, 래크등등등 5가
지)
P/P 정비후 에프오 P/P 조립시 래크와 GEAR RIM의 표시 부분을 맞춰서 조립해야 하는데 그때
GEAR RIM을 도면에서 찾기
5. 모터 기동 시퀜스 주명서 이 모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빠진 곳에 어떤 기호가 들어가야
되는가??( 쉬운 문제 입니다)
6. 항해중 갑자기 불이 났을경우 대처법, 기관실 파이프가 파공이나서 기관실에 물이 넘칠경우 대처
법
7. SECA지역이란? (황 함유량1% 미만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는 해역)
9. 기름기록부에 들어가는 항목, 내용 ( FO 수급, LO수급 , 기관실내 빌지 이동, 배출등등등등)
10. 영어 작문 ( 항해중 배기 밸브가 문제가 생겨 분해후 수리및 랩핑후 다시 조립하였다등 )
11. 발전기 TAPPET 간격이 적거나, 클경우의 문제점

2011년 1회 2급 기관사 시험 면접 문제.
. 마지막 승선했던 선박의 메인 주기와 보기의 약력 그리고 3기사, 2기사 승선했던
개월 수를 말하시오.
2. S.F.O.C 에 관련하여 말해 보시오.
(이것은 도면을 보여주고 도면을 보라구 해서 가장 연료소비율이 적은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해 물어보고 그리고 P comp'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SFOC 는 연료소비율을 말
하는 것으로서 75%에서 가장 좋습니다.
3. 노점이 무엇인지? (이슬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고 온도와 습고 온도에 따라 생기는 것입니다.
4. 엔진에서 SCAV Temp' Limit에 관련하여 말해보시오.
5. 보기(발전기)에서 가바너에 관련하여 제한 방법을 말하라고 합니다.
- 공운전속도, 최고속도, 감도조절, 속도조절, 최저속도
6. SOLAS &MARPOL에 관련하여 물어보고 이것들에 대한 부속서와 부속서
내용에 관련하여 물어보고 2기사 관련하여 무엇이 해당되는지 물어보더군요.
7. 부산에서의 출항 & 입항을 영작하시오.
이것은 입항시엔 동명사로 들어가니 at을 작성하면 안되고 출항시엔 at 을 붙여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도 이거 가지구 몇개 틀렷네 하면서 무쟈게 깝니다. ㅋ 조심하세요.
8. SOLAS의 부속서 중에 SC, SE, SR이 있습니다. 뭐에 해당하는지 알고 가셔야 합니다.

9. 블랙아웃시 대처법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으면 다른 보기를 돌려 주전원 공급 후 .....)
말하시면 되욤.ㅋ
10. 용접 작업시 주의사항 (소화기 와 견시자는 꼭 빼먹지 말고 말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부원수준
밖에 안되는 군요. 라면서 쪽 줍니다.)
11. 프리퍼런스 트립 및 왜? 프리퍼런스 트립이 걸리는가?
12. 발전기의 병렬조건 중 1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13. 비상스위치가 있는데 이것들 작용은 무엇인지? (ES1, ES2, ES3 등등..)
14. 기름 오염방지 증서에 작성하는 것은?
15. 과급기에 관련하여 설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물어 보았습니다.
16. 보일러의 구성 3요소 : 본체, 연소장치, 부속장치
17. 1마력에 대하여 마력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관에서 발생하는 동역을 나타내는 단위
18. Speed Droop에 관련하여 오전반은 이걸로 작살 냈습니다.
19. y & delta 기동 연결에 관련하여 질문? 소용량 3상모터에 쓰이며 기동전류를 줄이려고.....
20. 연속 동작 P,I,D에 관련하여 질문?
21. 원심펌프의 서징에 관련하여 질문? (추력방향하고는 다르니 주의하시길..)
원심펌프 운전시 임펠러에 진공이 형성되는데 그곳에 물방울이 맺히면서 기포가 발생하고
그 기포가 임펠러에 부딪히면서 공동현상이

생기는 것임.

22. 기관실 침수시 조치사항을 열거하시오.
23. 유수분리기가 무엇인지?
24. 고온부식과 저온부식에 관련하여 물어보았으며 저온 부식을 제일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25. M/E Trip 장치와 Stop에 관련하여 질문
26. V.I.T에 관련하여 질문 및 어떻게 조절 할 수 있는지 방법에 관련하여 질문
추가
1번발전기를 운전하여 2번발전기와 병렬운전 하였다

<- 영어로 서술

보쉬 인젝션 펌프그림 주고 각 부분 명칭 적기
기관실 기름기록부에 적는 항목 5가지 이상 대시오.
비상훈련은 언제 행하여 지는가.
서징이란 무엇인가.
전기도면 주고 3문제 풀기...졸 어려웠습니다.;;;;;;
1. LOG BOOK에 영작하라는 내용입니다.
"주기관의 모든 테스트콕을 열고, AIR RUNNING을 실시하였다"
2. 최근 들어 PSC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기준미달선에 해당되는 5가지 포괄적인 항목에 대해 구술
하시오.: 안전과리결함, 소방설비결함, 복원성결함, 항해안전결함, 구명설비결함
3. 냉동기 액해머링에 대한 설명과 원인/언로더/ 냉동고의 온도가 상승함에도 냉동기가 작동하지 않
는 원인 등
4. 입항 전 기관부에서 해야 할 일 7가지
: 제일 강조하는데 입항 전 TELEGRAPH로 AHEAD와 ASTERN 테스트 한걸 꼽더라고요.
그리고 발전기 병렬, 벙커체인치 하는 선박의 경우 벙커체인지와 DO 청정기 가동, AIR TANK
DRAIN 제거 등
5. 3상 유도전동기의 회로도를 보여주고 51, 52, 88에 해당되는 명칭을 적으시오.
: OCR, NFB, MAGNETIC CONTACTOR고요. 이전 면접자료와 다르게 냅니다. 무조건 외우시면 곤란하
요.
동그라미 표시는 MAGNETIC CONTACTOR, 접점 비슷하게 생긴 건 OCR, 그리고 큰 네모모양은 NFB
6. 4가지 선도를 보여주고 거기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

여튼 수인선도, 약스프링선도, 연속 지압선도 적었고, 나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marpol 에 관해., solas 에 관해, 프리퍼런스 트립에 관해
주기성능곡선, 비상정지스위치, 밀폐작업시 주의사항과 산소농도, 용접작업시준비해야할것들
빌지배출시 유의사항 (몇 ppm 및 몇해리 이상 등)
추가2
1. 공통
주기 터스터콕을 열고 에어 러닝을 하였다를 영작하시요..

2 공통
주기 지압선도를 보여주고 어떤 지압선도인지를 적는거임.
- 내연기관책을 참고하여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약간 다른게 나왔으나.. 하선한지 얼마 안된 분이
라면 본선에서
여러번 본 지압선도임.. (전 내린지 1년정도 되어.. 가물가물하드라고.. 이건 망했음.. 아.. 꼬였어
요...ㅋ)
3. 개인질문
냉동기 육고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기가 돌아가지 때.. 문제점과 대처방안?
다른분들께는 unloader의 의미와 원리, 액해머링인가?? 기억이 가물가물.. 물어 봤던것 같네요.
4. psc 공통 &개인
psc수검시 1기사로서 준비해야 하는 것:비상장비, 안전장비,기관실오일레코드북, 기관실,오엽방지기
- 공통이지만 각 개인에게.. 앞에 사람이 대답한거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것을
전부 말하라고 함..
유수분리기, 소화펌프 등등 앞에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세부적인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5가지
를
말하라고 했어요.. 유분리기 소화펌프는 1가지(기기 정비에 속하는거죠..)임.. 4가지 이상 말하면
통과..;;
전 딱 4개 말하고.. 또 한개 더 ?? 했는데.. 걍 모른다 했어요 ㄷㄷ;;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까봐
요;; 잘 통과된듯..
5. 입항 s/b 공통 &개인
늘 하던 입 출항 s/b 입니다. 하시던거.. 말씀하시면 됨.
6. 공통
51,52, 88 이 무엇인지 물어봄..
1.M/E 부하 특성곡선을 보고 최대 효율을 낼수있는 %를 적어라
>> VIT가 작동하는 PMAX 최대값이 85%이길래 85%라고 적었음
2. 펌프 캐비테이션/원심펌프 송출량조절법/추력발생이유 <개인질문
>>공동현상은 다들 아실테고 송출량은 출구 밸브 조절 추력발생은 임펠러 양간에 압력차이라고 대답
함
3. IOPP증서에 적힌 내용설명/폐기물 재출규제 항목/MAPOL에 따른 유성혼합물 배출기준 <개인질문
>>빌지 세퍼레이터와 소각기의 스펙 및 각종 슬러지 빌지 탱크 의 용량 및 탱크 이름
4. 발전기 병렬 운전중 역률이 다를때 조정방법 <공통질문
>> 유효전력/피상전력 이라고 말했고 발전기 제너레이터 내의 계자전류로 역률이 좋은 발전기의 전
류를 증가시켜줌
5. 부산을 출항하였다 영작
>> S/B ENG FOR LEAVING PORT OF BUSAN
6. 자신이 3기사 2기사로 탄 배의 개월수 /주기관 마력및 사용RPM/
6L50MC/ 6500KW(8310HP)/ 110.4라고 했음

2010 8회 면접..
서술
1. 영작문제(주기 2번 실린더 라이너에 균열을 발견하여 새 것으로 교환하였다)
2. TC, PC 무엇의 약자인가?
3. NOR회로 그림 주고 무슨 회로인지와

A(1), B(0) 일때 결과값은?

서술은 만점 받았습니다ㅎ
몇분은 당황하셨는지 틀리셨더라구요;;ㅎ
- 구술
1. cavitation의 정의(손들고 대답하래서 제가 대답했죠ㅋㅋ)
2. 펌프에 추력이 생기는 원인과 대책 : 발란스홀설치, 스러스터베어링설치, 양흡입임펠러사용
3. 펌프 특성곡선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 전양정, 효율, 축동력, 토출량
4. 폐기물 처리 절차에서 각각의 배출 거리
5. 유수분리기 배출기록장치 기록의 본선 보관 기간은? 18개월
(2006년부터인가 발효됐다드라구요 ㅎㅎ 구식은 이런 장치가 없어서 몰랐네요^^;;)

[출처] 8회 2급 면접 후기 (해기사공부방) |작성자 간디스키

1)소기 온도가 높을때나 낮을때의 기관의 영향은?
처음들어 가자마자 이질문을 받자 너무 광범위해서 조금 당황했고 긴장해서 생각이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두서 없이 떠들었습니다. ㅜ.,ㅜ
2)코퍼댐 탱크의 역활및 정의
이건 쉽게 대답했구여
3)비중판 정할때 무엇을 보고 정하나 3가지.
이것두 가열 온도, 연료 비중. 통유량 이라고 대답하였구여
중간에 다른 질문 하나 있었던것 같은데 분명히 맞게 대답했던것 같은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그문
제가 기억이 안나네여..
4) 5) 6) 전기 문제 였구여 적어 내는 거였음.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npn트렌지스트 기호를 보고
적어내는 거였고 사람들마다
다르게 문제 내는것 같더라구여..
마지막 영어 문제는 부산을 출항하기 위해 엔진을 준비하였다인데
departure로 적었는데 감독관님이 이거 틀렸다고 하더라구여..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네여..
다른분한테 질문했던거는
오일 미스트의 원리, 퓨리파이어에서 연료에 비해 비중판이 클경우와 작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
용골과 프레임 이란?
총톤수와 재화 중량 톤수 정의? 총톤수 : 선박의 전체용적 재화중량톤수 : 선박의 적재능력나타냄
기관 1 IHP가 크냐 BHP가 크냐 : IHP, IHP = BHP - FHP
위험회전수가 뭐냐
보일러 순환 사이클을 말해보아라 : 급수→증기발생→증기팽창→응축
기관 2 펌프의 흡입양정의 대해...추력이 왜 발생 하느냐
기관 3 PC
영어

TC

이것이 무엇이냐

라이너의 크랙을 발견했다 , M/E3번 피스톤을 분해점검했다 영어로 말하시오

대기 오염방지 관련 협약에 대해서...
주기 피스톤 발출하여 크랙 검사 영문작성
발전기 speed drop 설명
발전기 보상조절 설명: 진상콘덴서 붙여서
보일러 자동급수 제어 시스템 설명:보일러 내부의 수위증감에 따라 플루터의 상하 이동으로 인해
상,하측 증기관을 번갈아 개폐시킬수 있도록 한 시스템
선미관에 대해서 설명
프로펠러 곡선 설명 :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공기를 위로 보내는 현상
super vit 설명.
부산항를출항한다및부산입항했다.....영문작성
대기오염관련. 주기의실린더 liner leaky and Renewed 의영문작성 .PT 의 전자회로 그림그리기 등 다
음번에기대해야........
죄송합니다...황비홍님
1.항해중에 소기chamber에서 화재가 났을시 대처방안은? (화재 인지후 스피드를 천천히 내리면서 소
화되길 기다리거나..소기실로 연결된 스팀 밸브를 열어 소화한다..머 그런식의 대답을 옆에 분이
함)
2.cavitaion의 발생원인과 해결책 (쉬웠으나 손을 늦게들어 대답을 못한..)
3.조타기의 유압의 흐름이 어떻게 타장치까지 가는지 설명해보시오(이건 급한맘에 제가 손들고 대답
했는데 정답은 아니였따고 생각함..급한맘에 한거라 ㅋ)
4.원심펌프에서 축방향 추력이 발생하는 이유와 대책( 이건 쉬워서 제가 바로 대답함)
5.선박에서 소각기로 태워서는 안되는 것들은?(뭐 합성로프...플라스틱 등등 대답함)
6.계통도에서 tc/pc 는 무슨 약자인가?( temperature/pressure controller a4에 쓰는거였음)
7.테스트 콕을 열고 에어러닝을 하였다 영작(한분이 틀렸는데 그분에게 다른 영작을 요구하셨음 아마
점수를 주시려는듯?)

8.pump의 특성곡선에서 나타낼수 있는 것들은?
9.psc는 무슨 약자인가? (이건뭐;) Port State Control

추가
1,보쉬 펌프에 기름을 공급 하는 장치 (본인) : 플런저
2.냉동기 솔로노이드발브역활,센서는 어디에있는가 :고내온도조절기 재상타이머에 의해 작동하며
냉각기입구의 냉매를 차단한다 팽창변직전설치됨
3.냉동기 증발기 다음 무었이 하나 있는가 : 액분리기
4.팽창 밸브 는 무슨 역활을 하는가,(본인) : 증발기로 보내는 냉매액량 제어
5.제네 다이오드.UJT,SCR 3가지(본인)알고는 있어는데 적질 못했내요 ,,미쳐지요,,
6.부산을 출항하여다,,

추가2
1.PC , TC 가 무엇인지?
PRESSURE CONTROLLER
TEMPERATURE CONTROLLER
2.CAVITATION (펌프 측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방지법
3.기관실 각종 SLUDGE TANK 기록 되어 있는 증서:IOPP 증서
4.기관실 빌지 기록 유지 기간
5.원심 펌프 토출측 압력이 1.5Kg/cm2 일때 흡입측 압력은? 0.5kg/cm2
6.보일러 CARRY OVER 종류 및 의미
7.메커니컬 씰의 스펠링은?Mechanical seal
: 한면이 회전축과 회전하며 스프링의 장력또는 유체의
압력에 의해 회전부의 밀봉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활
8. 논리회로 를 보여주며 어떠한 회로 이며 최종값을 물어봅니다.
그림은 NOR 회로 였으며 0,1을 대입하였을때 값은 0이였습니다.
추가3
1문 : 각자 자기가 타던 배 엔진 사양과 마력 rpm 말할것.
2문 : ISM 에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문서와 배에서 가지고 있는 문서 명칭
3문 : SOPEP
4문 : CRANK CHAMBER 점검 포인트
5문 : 부산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엔진을 스탠바이 하였다. 영작
DEPARTURE 가 아닌 DEPART 가 들어가야 하는 듯 .....

2010년 07회 2급 기관사 면접 후기..
1.최근 탔던 선박의 명세를 물어보셔서 현대 MAN B&W 6S70MC 라고 대답하니
메인엔진 P-max값 물어보셔서 모른다고 하니까 발전기 P-max값 물어보심. 면접관님께서 제가 배의
발전기타입(HIMSEN ENG')을 미리 알고 계셨던걸로 유추해볼때 최근탔던 선박 명세를 알고계신듯
2. 원심펌프에서 펌프가 운전시 축방향으로 추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것?
이건 잘모르겠다고 대답했음 : 양흡입 임펠러사용, 밸런스홀 설치, 임펠러조합을 서로역으로.
추력베어링설치등
3. 토크리치란???
선체 외력(저항)에 의해서 메인엔진의 Load가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대답하니 토크리치 측정밥법에
대해서 또다시 물어보심. 계산법은 모르겠으나 엔진 RPM에 따른 연료 소모량의 비 로 계산한다고 대
답함;;
4. 전기 도면을 보여주시면서 88번이 무엇이냐고 물어봄
Magnetic contactor 라고 대답함~
5. 종이 한장 주시면서 영작하라고 하심 -> 메인엔진 기름을 DO에서 FO로 바꾸었다
Changed bunker MDo to HFO of M/E이라고 적음.
6. ISPS 란 ?

먼저 International Ship &port Facility Security code로 풀네임을 말하고
911테러 이후 각 나라 및 항구의 상황에따라 보안등급을 나누어서 선박의 보안을 높이기 위해 생긴
코드라고 대답함
.
추가
1. 발전기 배전반에 있는 게이지의 종류는?
2. kw게이지는 어떤 전력을 나타내는가?
3. 무효전력이란?
4. f/o serv' tank에서 주기까지의 계통도 설명하라
5. 보일러의 물의 흐름순
6. 가바나에 있는 4가지 조정다이얼 이름은?
7. 발전기 헌팅시 가바나의 무엇으로 조정하는가? 스로틀밸브
8. 기관실 에어가 사용되는곳은?
9. 소기온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10. 영작문제--주기 3번실린더 배기발브를 교환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지막 승선한 배의 주기관의 스펙을 질문합니다.

2010년 제6회 2급 면접시험을 마치며
1.선종. 주기관 spec.=엔진 type.출력,rpm. 등등
2.높은 곳에 올라가기전 작업 할 때의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고소 작업시의 위험 기준 높이는 몇 미터 인가요.
3.밀페구역에 들어가기전 주의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아는대로 ...
4. AVR의 정의와 역할
5. 전동기 슬립이 클 때와 작을 때의 전류의 크기는 어느 쪽이 큰가 인가 아니면 작은가.
6. 원심 펌프의 토출밸밸브를 잠그고 운전할때와 열고 운전할때의 전류의 크기는 어느쪽이 큰가.
7.PREFERENCE TRIP 이란.
8.영문적기. 부산을 출항하기우해 엔진을 준비했다.
9. PID 제어기의 출력범위를 적으시오.그래프를 그리던지 적으시오.
10 등등
추가
1. 마지막 승선한 배에 관련된 메인엔진 사양은 기본으로 물어본는거 같아요
2. 이건 옆사람이 대답을 못해서 넘어왔어요 마지막 승선 선박의 동경비를 묻더군요.
--- 저는 동경이 뭔지 애매했었는데요 실린더의 직경과 행정의 비를 묻는거같아서요 370mm(지름),
880mm(행정)
약 2대1이 조금넘는다고 대답했는데 맞는대답이었던거 같아요
3. 전기 문제는 51번이 뜻하는것은 무었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묻더군요
--- 저는 열동형 계전기 라고 대답하고 온도에 반응하여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로 모터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대답했습니다.
4. ISPS는 무었이며 훈련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 ISPS는 님들이 모두 잘알듯이 대답했구요 훈련주기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5. 가지고 계시던 자료를 주시면서 표를 보고 가장 연료소모량이 적은 상태의 운전은 어디인지 찾으
라고 하더군요
6. 영어문제는 "3셑트의 배기밸브를 분해하고 삭정후 조립하였다" 영작문제이구요
다른건 기억이 없는데요 옆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추가
1. 토크리치란 무었인가.
2. 위험회전수는 무었인가.
3. 블로우 바이는 무었인가.
4. SE 장비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5. 가지고 계시던 자료주시며 전기 도면을 완성하시요 한가지가 빠져있거든요 (얼핏 옆에서 보니까
기본적인것이었습니다.)
6. 88번은 무었인가.
추가
1.얼마나 승선 하였느냐? 직책은?
2.주기 타입.스펙.회전수.마력
3.중간냉각기.터빈의 역활 : 진동적고 중량가볍고 효율이 좋아진다
4.Stay bolt 점검 방법
5.디플렉션의목적
6.지압도에관한질문(연속 지압도.수인선도.약스프링선도.P-V선도)
전기에 관한것
추가2
1.AVR이란? 출력전압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하기위한 장치
2.배전반에서 KW계기 고장시 다른계기를 보고 할수있는 사항
3.역률이란?
4.조수기에 관한질문(스케일이 낄때조치법)
5.원심펌프에서 케비테이션이란?
질문을 받은 문제입니다.여러분들의 자료와격려의 글이 힘이데어 합격하였읍니다.정말감사합니다.
카페 매니저이신 황비홍님.진시황님의 깊은베려에 감사합니다.
열공하시는 해기사님 자신있게 도전 하시면 좋은 결과과옵니다
다음면접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즐거운 한가위 데세요

2010년 6회 2급 면접 후기
1. 전력이란 무었인가?
2. 임피던스란 무었인가?
3. 역률이란 무었인가?
4. 전동기에서 슬립이란 무었인가?
기기관련은
5. 소기실 화재 발생시 미치는 영향과 조치방법은?
6. 엔진 crank chamber open후 무었을 어떻게 해야하나?
7. MGPS란 무었인가?
8. 또 여러개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고요
종이 주면서 다같이 써내는거 있었는데요
9. 메인엔진 연료유를 A오일에서 C오일로 벙커채인지 했다 를 영어 기사로 쓰고요
10. 메인엔진 뉴메틱 시스템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에어 압력 써 내라고 하더군요

2010년 5회 2급 면접
1. M/E CYL' HEAD 유압 NUT 잠그는법 2가지(단답형 기술요함... 서술형으로 적고 있는데 면접관 지적
함)
2. M/E CYL' HEAD NUT를 잠글때 TORQUE WRENCH가 없을때 잠그는 방법
3. NO.2 CYL HEAD를 OVERHAUL 한후 MAKER측에서 요구하는 200N.m로 CYL' HEAD NUT를 잠그고 OVERHAUL
완료하였다.를 영작하시오.
4. 보일러의 용존산소 제거 방법 2가지
5. 국제협약을 기술하시오 그리고 그중에 해양오염협약은 어떤것인가 표시하시오(단답형 기술요함)
6. A4 용지에 그림 보여주면서 EMERGENCY STOP SWITCH 와 PREFERENCE TRIP에 관하여 한줄씩 기술 하
시오.
7. ACB가 차단되는 이유 3가지 : UVT트립, UVR트립, OCR트립 누전 과전부하 부족전압등
.
추가

1. 크랭크 디플렉션을 계측하는 이유는?
2. 고온부식, 저온부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3. 크랭크케이스 커버 오픈 시 무엇을 검사해야 하는가?
4. 언로더란?
5. pid 제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6. 영문작성(부산출항, 부산입항)
7. 피스톤링과 라이너 계측 시 각각 어떻게 검사하고 마모의 원인은 무엇인지?
- 실린더게이지, 내외측 마이크로미터, 헬레스코핑 게이지
추가2
1. 소펩 풀네임 &정의
2. 퓨리파이어 청정된 연료와 물이 섞여서 배출될시 원인은?
3. 발전기 한 CYL.에서만 출력이 저하될시 알수있는 원인?
4. 발전기 인디케이터 레포트에서 적는것?
5. 부산입항 S/BY, 부산 출항 S/BY 영작
6. 최근 승선 선박 M/E TYPE, 출력, G/T
7. 발전기 디플렉션 계측 이유? 방법.
추가3
1. 냉동기 흡입압력 저하 즉 냉매 부족으로 냉동기가 꺼졌다 켜졌다가 반복되는 원리
- 추가 : 냉동기 흡입압력 저하를 인지하고 콘덴서를 소제하였다를 영작하시오.
2. 메인 엔진 디플렉션 측정 방법및 이유와 허용한도
3. 각 종 접점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지도 못했고 몰랐음

적지 못함. ㅠㅠ)

- 추가 : PID 컨트롤의 약자 및 I 조정 방법
4. 빌지배출 조건 및 빌지 배출 기록은 어떻게 얼마동안 보관하여야 하는가??

2010 4회 2급면접 후기
1. 보일러 수위조절 장치 DPT 에 관하여..
2. F.O 라인에서 VAPOR LOCK 현상이란?
3. 주기의 소기온도를 적정하게 조절 해야하는 이유?
4. 스팀 PIPE가 똑바로 곧지 않고 굴곡져서 있는 이유?
5. VIT 에 관하여
6. 영작은 주기 3번 실린더의 배기밸브를 교환하였다.
7. 전기회로의 접점 기호 맞추는 문제 (다이오드,제너다이오드, SCR 등)
추가
1. 배에서 사용하는 지압도를 아는데로 그려보시고 사용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연료 소모량 공식은 !
2. 디플렉션 계측 방법과 왜 하는가 그리고 허용한도는!
3. 항해중 메인엔진 1번 실린더 배기밸브 스프링이 절손되어 배릉 정지하고 교환하였다를 영작하시
요.
4. 빌지의 배출조건과 원리 그리고 분리 방법을 아는데로 적으시요!
5. 전기문제인데 OCR b접점, 릴레이 a접점, 리미트스위치 a접점, 한시동작 a접점을 그려놓은 것을 보
여주며
무엇의 기기명 접점인지 적으시요 !

2010 3회 기관2급 면접 합격 후기
1. 배에서 사용하는 지압도 종류 3가지와 그래프를 그려주시오...(그래프를 못그림..ㅠ.ㅠ)
2. 유수분리기의 유,수 분리방법을 3가지 적어주시오..

3. 빌지펌프의 모터에서 이상소음을 발견하여 확인한 결과 모터 베어링이 나간것을 확인하여 교체 수
리하였다.
를 영어로 영작하시오.
4. 전기 접점 그림 5가지를 보여주고 각 각 어떤 접점인지 쓰시오.
5. 벙커링시 영수증을 받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기름의성상에 관한것을 6가지 쓰시오..(MSDS인지 모르
겠음)
6. 터빈엔진(랭킨사이클)의 효율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가지 쓰시오..

추가
- 윤활유 청정기에서 오버플루 발견하여 25번 댐링으로 교환하고 흡입측온도를 80도로 유지했다 ~ 를
영작하는거
- 쇼팹에 기재되는 오염방제자제의 종류를 7가지 쓰라고 했는데..
저는 모래, 톱밥, 흡착재, 깡통, 유처리제, 하고 오일팬스 이렇게 6가지 썻는데...
오일팬스는 긴가민가해서 그냥쓴거고 7가지나 있었나 싶네요....^^
-4명씩들어가서 A4에다가 받아쓰기 했거든요...
꼭나온다는 전에 승선한선박 주기와 보기 스펙에대한건 안물어봐서 좀 서운하드만...^^
근데 한가지 이애긴 해야나 말아야나...^^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4명씩 들어갔는데 보통 20분씩 걸
렸거든요....
면접끈난사람은 건물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먼저 시험친 사람들은 나가서 문자로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 를 알려줄수 있겠더라고요...

정기2회 기관사2급 면접후기
1.선박 검사에는 어떤 종류 들이 있으며.. 각 검사들을 받을때 어느것을 보나요?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기, 2년반짜리 중간, 1년짜리 중간, 선급검사등.. 이렇게 예길했더랍
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그럼 선저검사는 언제하고 왜 하는가?" 하고 질문하셨고..
저는 선저의 오손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검사는 어쩌구.저쩌구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선저에 부착하는 아연판의 소모상태나 뭐 그런것들을 유도하는 질문
이었던듯..
여기서 교수님 공격질문 들어 옵니다. "긴급검사라고 아느냐?", "특수검사라고 아느냐?", "강력검
사(?) 라고 아느냐?"
등등등.... 그냥 웃으면서 몇가지는 들어본거같다고 대답하고 어물쩡 넘어갔습니다..
2. ISM에 대해 말하고 그에 대한 증서나... 선박에서 ISM관련된 것들은 어떤것이 있는가...
(사실 이문제는 다른사람에게 한건데 ... 그분이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연속질문으로 뒤 질문들
이 나온겁니다...)
3. 본선에서 Bunkering시 어떠한 준비를 하고 또한 Bunkering은 어떻게 하는가(준비물 등)?
(이건 또 다른 사람에게 한 질문인데.... 뭐 대충 대답하셨으나.. 제가 보기에도 미진하였습니
다...)
4. 전에 승선한 선박에서 어떤 종류의 연료유를 사용했는가?
Bunkering질문 받은사람에게 들어간 연속질문입니다... 그분 대답은 중유와 D.O를 사용합니다..
그러자 검사관님께서 연속타 날립니다... 중유의 경우 spec.이 어떻게 되냐?
그 사람 대답못하고 어물어물합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bunkering 후 Log Book에 뭐라고 기입
하는가?
그 사람 대답하길. 바지 붙은시각, 시작시간, 받은양, 이러고 있는데 검사관이 "그런거 말고 비중이
나.. 그 벙커에 대한 내용을 적지 않느냐? 하고 질문들어갑니다.. 대답합니다.. 네 비중하고, 유
황함유율... 그런것을 적습니다..I.F.O 380...
여기까지 하자 검사관 말 끊고 저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배에서 어떤 spec.의 기름을 사용했냐?"
전 그냥 편하게 380cst 사용했습니다...
5. 그러자 질문 바뀝니다.. bunker stroage tank 부터 주기나 발전기의 노즐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랍
니다...
이러쿵 저러쿵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검사관이 그럼 F.O CIRC. PP는 왜 필요한가?
그냥 대답했습니다.. 사용되지 않고 리턴되는 F.O를 다시 히팅하여 엔진에 보내기 위해 필요합니
다..
(대충맞았다고 혼자 생각합니다..) 그러자 연속질문 또들어 옵니다.. 그럼 주기에서 분사되는 연료의

점도는 얼마인가?
(바로 생각이 안났으나 2초후 대답했습니다.. 15cst입니다 ㅜ.ㅜ 이때 순간 당황해서 살짝 덜커덕했
습니다..)
6.종이에 쓰는 질문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텔레그래프를 테스트한 결과 상태 양호하다"를 영작하랍니다..(대충했습니다.. 이미 혼이 반쯤 나
가있는상태..)

추가
1. PSC검사시 본선에서 준비해야 할 검사증서는?
2. 6기통 중 1기통의 배기가스가 높을 때 그 이유는?
3. 최근에 승선한 주기관 Spec.은?
4. '텔레그래프를 시운전하고 좋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를 영작하시오.
추가2
1. 검사의 종류와 주기는?
2. 장행정기관의 잇점은?
3. 주기관 자동 Shut Down 사항은?
추가3
1. 선박검사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옆에 있던 친구들이 잘 모르고 있었음;; 저는 대충 알았는데 안물어 보더라구요...
검사관님이 모르는 것은 유도를 해서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면접자료공부했는데...케비테이션.. 펌프의 종류..등등 안물어보더라구요....순간 당황했어여ㅋ
ㅋ
2. 선박에 쓰는 해양오염방지 기구는 무엇이 있으며, 유지는 어떻게 하는가??
유수분리기랑 sewage가 있다고 하니까 "소각기는요"하면서 유도하면서 답을 이끄러 나가시더라구요..
3. 선박에 기름은 무엇을 사용했나??
4. I.F.O380을 무엇을 말하는가????
옆 친구들도 모르고 있었음... 물론 저도 잘 모르고 있었구요ㅜㅜ 이건 잘알아야 하는데 대충 얼버무
렸어요... ㅠㅠ
5. F.O PURIFIER 비중판을 교환할 때 설명서에 무엇을 봐야하는가???
6. 전기도면에 88이란?? 기동스위치^^;; 2X는?/
7. 영어적기 "텔레그래프를 시운전 후 상태양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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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승선하였던 선종 총톤수 M/E 스펙등 이었구요.
감전 사고 예방법이란? 각종 검사의 종류를 3가지 이상 말하시오.
- 누전차단기 설치주기적점검, 접지형콘덴서 및 플러그사용, 전기계기구의 외함 및 철재접지
전기계통 만지기전 노크하듯이 만짐
최근 승선하였던 M/E TYPE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더군요.. (UEC의 뜻은 ? 슐저엔진 알파벳뜻?
등등..)
녹스 규정에 대해서 물어봤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선박 장치는??

간단한 영작이었습니다..
추가
1. 자신이 탄 회사이름, 배종류, 총톤수, 엔진마력, 엔진MAKER.
2. 케비테이션이란??
3. 절대온도란??
4. 엔진이 TRIP되었다면 어떤 종류의 TRIP이 있는지??
5. 냉동기 냉매가 많을 때와 적을 때 그리고, 정상일 때를 설명하시요^^;;
- 적을 때 : 팽창변 이후부터 어는현상 나타나며 압축기 헤드온도 상승

- 많을 때 : 액백, 압축기 헤드 얼어버림
1.메카니컬 실의 구조와 원리
2.냉동기의 성적계수란 무엇인가 : 휴율을 말하며 낮은온도에서 받은 열량을 소비한 일량으로 나눈값
3.엔탈피란 무엇인가 : 유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내부에너지와 유동에너지의 합
4.냉동기 팽창밸브의 개도를 조절할 시기는 언제인가?
5.고소 작업의 기준이 되는 높이는?
6.전기작업시 주의사항
7.용접작업시 주의사항
8.승선했던 선박의 주기 타입과 스펙. 또 특이사항
( UEC 엔잔에서 UEC의 의미는 무엇인가) : U 소기방식 E 배기가스 터보차저장착 C 클로스헤드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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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승선한 선박의 M/E 타입은?
- 다음의 주기 성능곡선표를 보고 연료소비율, 최대 성능을 위한 부하(%)와 RPM은 어떻게 되는지 분
석해 보시오.
- 토크리치란 무엇인가?
- VIT란 무엇이며 조정방법은?
- 유압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냉동기 액백 현상의 원인과 증상, 해결방법은?
- 시퀜스 회로에서 MC 및 OCR은 몇 번으로 표기되고 설정 방법은?
- SOPEP이란?
- IAPP란?
- SC란?
- 입거 검사에 대해 설명하시오.
추가
문1. 연료분사노즐의 압력이낮으면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문.2 탑크리ㅡ런스ㅡㄹ 측정하는 이유?(연소실용적체크)
문.3 산소용접기를 사용할때주의점및사용법
문.4 냉동기의 최고압력트립이 일어난이유와 조치법
문.5 냉동기의팽창밸브의 조절기준과 정상운전상태유지의 기준점
문.6 비열이란무었인가?
문.7

본인이 최근승선헸던 주기 타입과 마력 알피엠등 주기 재원질문

문.8 주울은 무슨단위 이며
문.9
문.10

무었이냐?

크랭크축의 디플렉션 측정법과 측정하는 이유?
배전판전기수리때주의점과 점검방법?

주기에서

연료계통,주기정기정비사항 전기기본사항 ,데이워크때안전수칙과 용접,산소사용법,

그리고 보일러 씨웨지 15피피엠오일 세퍼레이터 ISM 대응법 ,냉동기운전기준과 자주일어나는부위 조
정점검법 그리고 열역학과 냉동역학의

2급 면접
나름 정리하고 공부했는데 완벽한 정답이라 생각하지 말고, 긴가민가 하는 부분은 꼭 찾아서 정
리하세요~ 홧팅.
1. 육기통 M/E 사진 보여주시고 파이어링 오더 (발전기도 같이)
M/E : 1-5-3-6-2-4
G/E : 1-4-2-6-3-5
2. ME 자켓 온도 예상 및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80~85 사이로 실린더 내에 땀 발생을 막기 위해 온도를 설정해준다. 만약 땀이 발생 한다면 그건
저온 부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3. 소기온도
60도 이상일 때
배기가스 온도가 상승하고,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며, 수분이 함유되서 라이너 부
식이 될 수 있다.
40도 이하일 때
냉각손실이 일어나고, 착화지연이 된다.
4. M/E 소기 방식과 발전기 소기 방식
M/E 소기 방식은 단류식으로 라이너 하부에 설치된 공기구멍으로 소기가 들어와 상부에 설치된
배기밸브로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G/E 소기 방식은 상부 해드에 흡기 및 배기 밸브가 설치되어 공기가 흡입 및 배출 됩니다.
5. 청정기 파이프라인 사진 보여주시고 기호 해석 (PAL, AIR LINE 등등)
6. M/E 사진 보여주고 SFOC 예상 값 (단위를 꼭 기록)
단위: g/cal
6. 주기 정지 후 J.C.F.W PUMP 정지 시 입, 출구 압력이 0 이 되지 않는다. 압력 예상 값 과 그
이유.
압력 : 1 KG/CM2 이상.
이유 : 팽창탱크 위치가 주기보다 위 쪽에 설치 되어있기 때문
7. 청정기 OVERFLOWER 알람 발생으로 비중판을 교환하여 해결했을 때 비중판 교환에 따른 결과.
비중판이 클 경우 : 비중으로 기름을 잡아주는 봉수가 HEAVY OIL LINE으로 빠지면서 기름도 같이
OVERFLOWER 하게 된다.
비중판이 적을 경우 : 비중판이 적어 물과 같은 슬러지가 HEAVY OIL쪽으로 빠지지 않게 됨으로
LIGHT OIL LINE으로 기름과 같이 물 및 슬러지가 섞여 빠진다. 따라서 SERV’ TANK에 물이 찰 수

있다.

8. CRASH ASTERN 원리 및 과정
후진이 필요한 위급상황일 때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 법은.
1. telegraph를 crash astern 위치시키고 crash astern 스위치를 on한다. 그리고 astern full 로
telegraph 위치를 둔다. 그러면 연료 공급이 중단되고, rpm은 braking level(MCR 20~40%)로 내려
가서 braking air 가 공급된다. 그 이후에 astern ignition level(MCR 8~12 % )에 도달하면, astern
시동을 시도하고, 연료가 astern order에 따라 연료 분사됩니다.
9. TAPPET CLEARANCE 적을 때 와 클 때
적을 때 : V/V가 완전 닫히지 않아 밸브로 에어가 누설 한다.
클 때 : V/V 움직임이 커지므로 V/V에 손상이 간다.
10. 펌프 얼라이먼트 맞추는 법과 허용치
커플링 볼트가 끼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모터측 커플링 외경에 다이얼 게이지를 고정시킨 후 펌프
측 커플링을 돌려 측정한다. 커플링 면 간격은 간극게이지로 펌프 측 커플링을 90도로 돌려주면
서 확인한다.
허용치는 모터의 출력이나 RPM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적으로 외경에 대한 값은 0.05MM 아래,
내면에 대한 허용치는 0.1MM이다.
만약 다이얼 게이지가 없다면 줄자나 심 같은 걸 사용해서 간극을 확인한다.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는다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며, 베어링이 손상될 수 있다.
11. 터보차저 서징 원인
과급기 서징이란 입구 측 압력과 출구측 압력이 차이가 발생하여 맥동현상이 일어나 소음과 충격
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하의 변동이 심할 때 나타납니다. 주로 주기의 속도를 낮출 때 입구 측 공
급되는 공기에 비해 출구 측 공기가 소모되지 않아 흐름이 방해 되고 이로 인해 맥동이 일어납니
다. 따라서 서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12. 노킹원인
디젤엔진 노킹이란
착화 늦음이 길어져 연소실에 축적된 연료의 양이 많아 이것들이 한번에 연소하여 실린더내의 압
력이 급상승하게 되고, 실린더 내에 큰 충격음이 나고 진동이 발생하며 회전력의 심한 변화를 일
으키게 되는 현상이다.
원인은
착화 늦음 현상으로 주로, 저질유를 사용했을 때, 발화점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였을 때, 기관이
과냉 상태일 때, 압축비가 낮을 때 발생한다.

방지법은
세탄가를 높여주고, 연소실의 온도를 높이거나 냉각수 온도를 높이고, 압축 비를 크게 해서 발화
늦음을 짧게 해준다.
13. 배전판을 보호하는 장치.
Preference trip: 발전기가 운전되고, 중요한 기기들이 전기에 의해 구동되는 동안, 발전기의 과부
하로 인하여 선박내의 모든 전원이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부하들을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장치이다.
Emergency stop (빨강색), preference trip (황색), sequence start (녹색)
14. 냉동기 고압 상승 원인
냉매가 많을 때, CONDENSOR 공기 또는 불 응축 가스가 많을 때, 냉각수의 입구온도가 높을 때,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냉각관이 막혀있을 때이다.
15. DPT 의 IP 컨버터가 하는 역할.
고압과 저압의 차이를 4~20mA로 바꾸는게 DPT이며 이 값을 IP converter에 전달하고 IP coverter
는 control v/v 개도를 조절한다.
16. 원심펌프 출구 역류 방지하는 곳. (호리젠탈 식 원심 펌프)
마우스링(케이싱링) – 밀착이 잘되야지 흡입이 잘된다.
17. ENG’ RPM, TURBOCHARGER RPM은 높은데 SCAV’ PRES’ 낮을 때 왜 그런가??
게이지 불량, 또는 transmitter 불량, 또는 압력 라인 막힘
18. 조수기 살리노미터 알람이 계속 오는데 각각의 원인과 해결 방법
진공도가 잡히지 않는게 제일 큰 원인이고, 쉘의 온도가 낮았을 때, 그리고 조수량이 너무 많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진공도를 잡아주고, 온도를 조절해서 적정온도를 맞춰준다.
19. 원심펌프 토출 량을 줄이는 각각의 방법과 그 방법의 결과 중 가장 알맞은 이유 및 그 외 방
법들의 문제 점.
OUTLET V/V 를 잠근다: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일정 압력을 채워 토출량은 작지만 압력을 힘으로
이송가능하게 한다.
INLET V/V 를 잠근다: 흡입 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토출압력이 형성되지 않는다.
펌프의 전력을 낮춘다: 이 역시 펌프의 용량을 미치지 못해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다.
20. 냉동기 냉장고 온도가 높은데 압축기가 돌아가기까지 계통
냉장고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SETTING 치에 도달한 SOL’ V/V가 열리게 되고, 콘덴서에 있던 냉매
가 순환하게 됩니다. 순환한 냉매는 압축기 입구 측에 도달하면서 입구 측 압력은 상승하게 됩니

다. 그리고 SETTING 치에 압력이 도달하면 압축기가 작동하게 됩니다.

21. 주기 시동공기로 스타트가 되지 않는데 시동공기 계통에 문제점을 설명.
분배기에서 PILOT V/V가 작동을 하지 않아 스타트 공기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22. 전기 심볼과 그림 보여주며 어떤 것의 기호 인지 , 푸쉬버튼 리미트 스위치.
23. KR 검사 아는 대로 적으시오.
KR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계속 선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는 검사이다.
검사의 종류는 연차, 중간, 정기, 입거, 프로펠라 축 및 선미관 축, 보일러, 임시, 개조 검사 등등
있습니다.
24. M/E ALARM 발생 및 TRIP 발생하는 것은? 또한 발생 시 CANCEL이 가능 한 것은?
L. O PRESS’, SCAV’ FIRE ALARM, JACKET F.W TEMP, OMD, PISTON OIL NON FLOW, PISTON OIL
TEMP : SLOW DOWN
L.O PRESS’, OVERSPEED, THRUST PAD TEMP: SHUT DOWN
CANCEL은 선급 권고 사항이고, 선주 요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5. 연료유 가압하는 이유,
수분을 분리하기 위해서이다. 베이퍼락
26.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VI 값으로 단위는 VA, KVA 이다.
유효전력 =EICOS0 로 실제로 유효하게 일을 하는 전력이다. 단위는 W, KW
무효전력: =EISIN0 로 전력의 일부가 코일이나 콘덴서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전원부로 환원
시켜 주는 것으로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기의 용량 일부만 점유하고 있다. 단위는
VAR, KVAR
27. 공조기는 선내의 무엇을 위해 기동하는 가? 온도 습도를 위한 장치??
공기조화장치로 온도, 습도, 기류, 공기 정화 기능이 있다.
선내에선 주로 에어컨이 그 담당을 하면서 선내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준다.
28. 디플렉션 측정 이유. 허용 한도.
크랭크 암이 개폐작용을 하면서 굴곡 응력이 반복하여 작용하고 이 작용이 커지면 크랭크 축의
절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측정을 해야 한다.
디플렉션을 측정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을 판단 및 예상 할 수 있다.
메인 베어링의 부동 마모 유무 판단

메인 베어링의 마모 정도 판단
스러스트 베어링의 조정 불량 정도 판단
기관 배드의 변형 유뮤 판단
크랭크 축 중심 부정 판단
수정강요한도(최대허용한계치) = 3/10000 X STROKE
수정권고한도 = 2/10000 X STROKE
허용안전한도 = 1/10000 X STROKE
29. 냉동기 냉매 부족 시 현상
액체냉매의 온도가 높다.
Liquid eye에 기포가 보인다.
흡입, 토출 압력이 낮다.
증발관에 성에가 끼지 않는다.
30. 위험성평가서
위험성 평가서란 어떠한 작업상황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 하는 것으로써 그 작업을 행하면서 사고
가 발생했거나 또 다른 위험한 환경이 발견됐을 경우 등급을 높이는 방식이다.
31. 툴 미팅 박스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작업을 순서 및 분담 역할을 정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과 사고 예방
을 목적으로 한다.
32. 작업안전허가서 종류
밀폐구역, 불, 고소, 전기, 냉한지역, 등등
33. 전기작업 시 주의 사항
우선, 절연장갑 및 안전도구를 착용한다.
물기를 묻혀서는 안 된다.
두 명 이상 작업을 한다.
전원을 내리고 배전판에 don’t touch 알림을 붙인다.
Muti test 기를 사용해서 전기 유무를 판단한다
34. 연소상태를 알기 위해 주기 모든 실린더의 수인선도를 측정하였다.
MEASURED P-V GRAPH OF ALL CYL’ OF M/E FOR COMBUSTION CONDITION.
35. 와이, 델타 기동
유도전동기가 대형이 되면 관성모멘트가 크게 되고, 초기 기동 시 정류자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
는데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와이 결선하여 델타 결선 보다 배로 전압을 낮추고, 일정 회전수가 잡
히면 델타결선으로 기동한다.

36. 모터가 단선 됐을 경우 기동 중일 때 상태, 휴지 중일 때 상태.
기동 중 일 때는 운전을 하지만 회전 상태가 불규칙 적이며 열이 발생.
휴지 중 일 때는 이상 없음.
37. 저온 부식 및 고온 부식
저온 부식
연료 중의 유황분이 연소에 의해 산화하여 무수황산이 만들어지고, 150도 이하 저온부에서 연소
가스 속의 수증기와 화합, 응축하여 황산을 생성하고, 저온 전열면에 부착하여 이 부분을 부식시
키는 현상.
예방
저유황 연료 사용, 배기온도 높게 유지, 연료에 저온부식방지제 첨가(도로마이트(탄산캴슘,탄산마
그네슘), 암모니아)
고온 부식
연료 중의 회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바나듐이 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오산화바나듐으로 되어 금
속 표면에 용융 부착해 보호 피막을 깨뜨리고 부식시키는 현상.
예방
고온부식방지제(칼슘, 마그네슘, 규소)
적정온도 유지
38. 2행정과 4행정의 SYSTEM OIL의 TBN 차이 점.
2 행정, 저속, 장 행정 기관이 적용되면서 스터핑박스를 채용하게 되고 이는 연소 구역과 구동 구
역이 나눠지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잔류가스나 잔류물 등이 스터핑박스로 인해 구동 구
역의 시스템 오일이 오염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졌기 때문에 TBN 값을 낮은걸 쓴다.
4행정, 고속, 단 행정 기관은 트렁크 피스톤 형을 사용하는데 연소 구역과 구동 구역이 나눠지지
않아 연소 잔류물이 시스템 오일과 섞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TBN 값이 높은 것을 사용한
다.
TBN(TOTAL BASE NUMBER)이란 알카리성 값을 말한다.
39. 최근에 승선했던 ENGINE TYPE
M/E : HITACHI ZOSEN MAN B&W 6L50MC / MCR 7980KW(=10842PS) X 148 RPM / NCR 7182KW
X 142.7 RPM
G/E : YANMAR 6EY18AL / 615KW(=835.5PS) X 900 RPM

40. 수인선도를 그리고 가로 세로 축이 의미하는 것. 연료분사 시기를 빨리 할 경우 수인선도가
어떻게 변화는 지 표시.

41. 4 bar, 4 Mpa 를 kgf/cm2 로 변환.
1 bar = 1.019 kgf/cm2
1 Mpa = 10.19 kgf/cm2

42. 정압과급과 유니플로우 소기 방식에 대해서 설명 및 특징.
정압과급은 각 실린더의 배기를 매니폴드 또는 리시버에 모아서 맥동을 없애고, 압력을 일정하게
하여 과급기로 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터빈의 효율이 좋다.
유니플로우 소기는 라이너 하부에 설치된 기공으로 공기가 들어와 상부에 설치된 배기변으로 배
출하는 방식으로 소기 효율이 높고, 소기공 높이가 낮아 피스톤 길게 만들 수 있다.
43. 배기변이 움직이는 원리
유압 액추레이터를 통해 배기변으로 유압이 들어가면 밸브가 열리고 컨트롤 에어가 배기변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밸브가 닫히는 식이다.
44. 펌프 SHAFT ALIGNMENT 맞추는 방법과 간극 허용치, 또한 오차가 많을 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펌프와 모터의 커플링 외경 간극 허용치는 0.05mm
펌프와 모터의 커플링 내면 간극 허용치는 0.1mm
45. CRANK CASE 내에 이상 소음이 발생했을 때 조치 방법.

엔진 RPM을 낮추면서 STOP을 한 후에 시간 경과 후 CRANK CHAMBER 열어 확인을 한다.
BEARING이 고착이 됐는지 엔진을 멈추지 않고 확인 하는 방법
46. 특별해역 황 함유량 배출 제한은 몇 % 인가.
일반해역 황 함유량 3.5 / 특별해역 황 함유량 0.1
47. 청정기 유체 흐름도
C와 P의 명칭 C: COMPOUND(혼합) GAUGE (연성계)/ P: PRESSOR, GAUGE
48. 발전기의 주파수가 심하게 움직이는 이유
거버너의 민감도
엔진의 문제
49. 대기오염물질은?
NOX SOX, CFC, HCFC, HALLON, R-22
50. 유압회로에서 릴리프 밸브의 목적
회로에서 이상압력이 발생했을 경우 BY-PASS 시켜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
51. SPEED DROOP
병렬중인 발전기의 부하를 분담하는 역할을 한다.
병렬중인 발전기의 speed droop 이 크면 속도감소, 저부하 / speed droop이 작으면 속도증가, 고
부하
Compensator (보정기) – 거버너가 발전기 부하에 따른 rpm 변화의 반응속도 및 감도를 조절해준
다.
52. 다이얼 조정 이유?
실체 값의 정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다이얼 값이 틀리 다면 기계적 문제에 대해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이고 그로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53. 형광등 고장 시 원인?
LAMP 의 수명이 다 됐을 경우
STARTER 가 망가졌을 경우.
BALLAST가 망가졌을 경우.
66. IOPP 검사 항목은?
SOX NOX 배출하는 기기에 대한 TECHENICAL FILE.
오존 파괴 물질에 대한 기록
Ozone depleting substances record book

54. ISPS의 항만, 회사, 선박 보안담당자 약자.
SSO (SHIP SECURITY OFFICER) 선박보안책임자
CSO (COMPANY SECURITY OFFICER) 총괄보안책임자
55. VALVE ROTTOR의 역할
밸브에 카본이 편 쌓임을 방지
온도 분포를 골고루 해준다.
56. CRASH ASTERN에서 BREAKING AIR 가 들어가는 시기?
Load 의 20~40 %
57. CMS에서 기관장이 확인 할 수 없는 항목?
Crank shaft 축 검사, 스턴튜브 검사, 프로펠라 검사
58. 냉동기 팽창 변에서 서리가 생겼을 때 현상과 조치.
냉매가 많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냉매를 배출시켜 양을 조절한다.
59. 와이 델타 결선 이유?
유도 전동기가 큰 경우 첫 기동 시 관성모멘트가 크게 작용해 과전류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델타 결선보다 배로 전압을 낮추기 위해 사용한다
기동전류가 평소보다 배로 증가함으로, 이를 1/3배로 전압 낮춰주는 Y 결선을 사용.
60. 주기 EM’CY STOP 이유와 구체적인 온도 및 압력
L.O PRESSOR 가 1.5Kgf 이하 일 때
61. 바다에 투척하는 폐기물과 빌지
분쇄 연마 된 음식물 쓰레기는 3해리 이상 그렇지 않으면 12해리 이상. 특별해역에서는 분쇄 연
마된 쓰레기만 12해리 이상에서 가능하다.
오수는 하수처리장치를 거치면 배출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12해리 이상이다.
빌지는 기름의 함유량이 15PPM이하에서 오일 필터링 장치를 거쳐서 배출 가능하며, 속도가 4노
트 이상이고, 특별해역에서는 안 된다.
플라스틱이나 종이 같은 폐기물들은 투척하면 안 된다.
62. (전기도면 나눠주고) 모터기동법
63. 써머릴레이(thermal overload relay)

주 회로에 삽입된 히터에 과전류(모터 등의 과부하 전류)가 흐르면 바이메탈이 열을 받아서 굽어
져 접점이 동작한다.
64. 토크리치
선체저항 증가 시 같은 출력에서 회전수가 감소하면 회전력이 증가되므로 추진기와 실린더에 과
부하 상태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한
Scav’ limit
조종 핸들의 위치에 해당 하는 소기 압력이 확보 된 만큼 연료를 공급하여 완전연소를 하기 위함
이다. 급격한 조작에 연료량을 제한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제 가능하다
Toque limit
축계에 과도한 비틀림토크가 걸렸을 때, 연료를 제한하고, 토크가 감소하면 연료를 증가시킨다.
65. PREFERENCE TRIP 이란?
발전기의 과부하로 인하여 선박내의 모든 전원이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운항
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기기들을 다운 시키는 것이다.
66. (펌프도면제시) 펌프의 종류 및 액세서리 명칭?
67. 병렬 운전 중인 발전기의 역률이 다를 때, 그 이유와 해결방법
두 발전기의 전압이 달라 무효횡류가 발생하여 역률이 달라짐. VR을 조절하여 AVR 입력측 전압
을 조절하여 역률을 맞춘다.
병렬중인 발전기의 여자전류를 증가(기전력이 높은)시키며 그 발전기는 역률이 나빠지므로 여자전
류를 낮게(기전력이 낮은)하면 역률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볼수 있다. 만약 a,b 발전기 2대를
병렬운전 시 b기의 역률을 좋게하려면 a기의 여자전류를 증대하면(여자증가, 기전력 높음,, 90도
뒤진전류, 무효전력증가, 역률저하, 전류증가하고 전력불변이되고) b기는 상대적으로 여자가 약해
진다고 보아집니다. (기전력이 낮은, 90도 앞선 전류가 흐른다, 역률증가)… 상대적인 개념이 된다
고 볼수 있습니다. 전기를 발생하는 발저기를 병렬로 회로를 연결시켜 운전하여 같은특성과 결과
가 나올수 있도록하려면 조건을 맞추어주고 다만 그 흐름이 틀려지면 자연의 법칙처럼 상대성을
갖고 또한 같은 모양과 형태를 내려고 동기화작용을 하고 보완해주면 이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68. 메인베어링 이상 열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방안.
윤활 불량, 재질 불량, 센터 불균형, 또는 크랭크의 개폐작용,
윤활유를 늘리고 기관의 속도를 서서히 줄여준 뒤 일정시간을 두고 기관정지하여 문제점 찾고 수
리한다. 기관을 바로 정지하면 베어링이 나가거나 고착되는 등 문제가 커 질 수 있다.

69. Y델타 쓰는 이유와 그로 인한 효과
초기 기동시 정상운행 때보다 전류값이 5~7배 이상 과부하 발생하므로 Y결선으로 기동하여 1/3
배 전류로 기동하고 정상운전회전수가 되면 델타 결선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70. 청정기 도면제시
1) SET TANK부터 SERV’ TANK까지 계통도
2) 3 WAY V/V 작동유체
3) TO SUPPLY PUMP에 C랑 P가 무엇?
4) 리턴 라인은 어디로 가는가?
93. 영작. 한국선급 기관 계속검사를 위해 중간축 베어링을 개방해라.
INTERMEDIATE BEARING TO BE OVERHAULED FOR CMS BY KR
71. 발전기 병렬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전압의 크기가 다를 때 - 무효횡류가 발생 : 유효전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기자 저항손
실을 증가 시킨다. , 역률 변화가 온다
-전압의 위상이 다를 때 – 유효횡류가 발생 : 유효전력에 영향을 미쳐서, 동기화력에 관여하는 것.
-주파수가 다를 때 (ENG 또는 거버너 문제) – 난조 발생 : 외부 부하에 변동하는 힘과, 본래의 관
성회전력 사이에서 속도가 상하로 변동하는 현상.
72. 전동기 3상 중 단상이 되면 끼치는 영향
선간 전압이 정상 전압의 1/2이 되고, 운전 중 TRIP이 될 수 있으며, 50% 부하 미만에서만 운전
이 가능합니다. 또한 MOTOR 발열(역상전류때문에)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73. 선박 전기 화재 시 소화 장비
Co2 또는 분말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74. 청정기 비중판을 결정하는 조건
기름의 유량, 온도, 비중
75. 청정기 봉수, 저압수, 고압수 역할
봉수: 청정기 초기 운전 시 기림이 물 토출구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밀봉 해주는 역할
저압: BOWL을 닫아준다.
고압: BOWL을 열어준다.
76. 현재 사용 중인 또는 사용했던 연료유 유종에 대하여 설명. MF-380의 의미
MF-380, M- MARIN, F- FUEL OIL, 180 CST
CST=mm2/S, 중유를 섭씨 50도로 가열하였을 때 일정 모세관에서 1초당 380mm2의 면적이 흐르
는 속도입니다. 질량/밀도이기도 합니다.
BDN(BUNKER DELIVERY NOTE) : 연료유 인도기록부

증명용으로 3년간 보관
기록 사항 : 벙커 받는 배의 선명과 IMO NO./ 벙커 PORT / 날짜 / 공급자 이름,주소,전화번호 /
유종 / 양 / 15도 일 때 밀도 (kg/m3) / 황 함유량 (% m/m) /
77. 선박 보안 책임자 의미, 담당자, 풀네임
SSO/SHIP SECURITY OFFICER/선장/선박 보안에 관한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
78. 기름 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기관실 작업
F.O & L.O 수급
SLUDGE 육상 양륙
유탱크에서 유탱크로의 이송
유수분리기의 운전 및 고장 시간
BILGE WELL에서 BILGE TANK로 이송
IOPP에 등록된 탱크간의 SLUDGE이송 및 잔량
소각기 운전
79. 선박 대기 오염 물질
NOX, SOX, CFC, HCFC, HALLON, R-22
80. 발전기의 위상과 전압이 다를 때 병렬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우선적으로 병렬이 걸리지 않는다.
병렬 중에 병렬조건을 만족하지 못 할 경우
전압이 크기가 다를 때 – 무효횡류가 발생한다. /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기자 저항 손실
을 증가 시킨다.
전압의 위상이 다를 때 – 유효횡류가 발생한다. / 출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파수가 다를 때 – 난조 발생.
81 전동기의 MEGGA TEST 요령과 안전수칙
전동기의 전원을 차단한다
스위치에 DON’T TOUCH 경고문을 부착.
TEST기의 영점을 맞춘다.
TEST 한 선을 접지 시키고 나머지 한 선은 MEGGA TEST할 선에 부착한다.
1 메가 옴 이상이면 정상.
82. 냉동 싸이클
압축 응축 팽창 증발
83. 유분리기의 위치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

84. 드라이어 위치
응축기 팽창변 사이
85. 솔레노이드 V/V 위치
드라이어 팽창변 사이
-팽창변의 원리
교축작용으로 저온고압을 저온저압으로 만들어준다.
-팽창변이 뜨거워지는 이유
냉매 부족, 냉매에 물 또는 공기 함유, 냉매 필터 오염
86. 빌지 배출요건
유분 함유량이 15PPM 이하
FILTERING 장치를 거쳤을 때
특별해역이 아니면서 항해 중일 때
87. 보일러 FLAM EYES 동작? 확인 방법
빛을 감지하는 센서이다. TEST는 FLAM EYE를 떼어놓고 라이트를 비추면 됩니다.
88. 보일러 DPT 의 개략도를 그리고 LP측과 HP측 차압이 변함에 따라 저항값의 변화와 제어 변
화

DPT 에서 고압과 저압의 차이를 전류 값 4~20mA로 변화시켜 IP converter 로 보냅니다. 그리고
IP converter에서 신호를 받아 control v/v 를 조절합니다.
89. 공기압축기와 냉동기압축기에서 UNLOADER의 의미와 차이점.
냉동압축기는 시동 시 유압이 형성되기 전에 흡입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모터의 부
하를 줄이는 현상

공기압축기는 시동 시 기동 부하를 줄이기 위해 토출 측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어 부하를 줄임.

90. 발전기 TAPPEt CLEARANCE 의미와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VALVE의 작동변화
배기 흡기 V/V tappet과 로커 암과의 간극을 말하는 것으로 간극이 작으면, V/V 가 완전히 닫히
지 않으며, 간극이 크면 V/V에 무리가 가서 부서질 수가 있다.
91. 1200KL의 연료를 75도로 수급 받았고, 이때 비중은 0.98이다. 수급받은 양을 M/T로 계산
1200X0.98X(1-(75-15)X0.00063)
92. 청수 계통도를 그리세요.

93. CRASH ASTERN 이란
선박이 전진하고 있을 때 위험상황이 닥쳐 ASTERN을 급히 사용해야 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 법은, TELEGRAPH를 CRASH ASTERN 으로 놓고, SWITCH 를 ON합니다. 그리고 ASTERN FULL
로 TELEGRAPH를 놓으면, 연료 공급은 중단하고, 기관 출력의 20~40% 됬을 때 BRAKING AIR가
공급됩니다. 그 후에 기관 출력의 8~12% 가 되면, ASTERN FIRING ORDER에 따라 연료가 공급되
고 점화하게 됩니다.
94. SPEED DROOP 이 없는 발전기간의 병렬운전?
SPEED DROOP은 병렬 중이 발전기의 부하를 분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SPEED DROOP이 크면 속
도를 줄이고 부하를 줄입니다. 반대로 SPEED DROOP이 작으면 속도를 올리고 부하를 증가시킵니다.
병렬운전을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부하를 공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부하를 분담해줘야 한
다.

청정기 계통도
95. F.O SET’ TANK 로부터 청정되어 F.O SERV’ TANK로 들어갈때까지의 과정
F.O SET’ TANK – PUMP – HEATER – 3-WAY V/V – 청정기 – F.O SERV’ TANK

96. control air line (//)에 의미하는 바
공압관 0.4Kg~1.0Kg
97. 셀프젝터 청정기에서 circulation는 어디로 가는지.
다시 INLET으로 들어간다.
98. 청정기 supply pump 측에 c와 p 가 적혀있는데 그것의 명칭
COMPOUND GAUGE – 연성계 (대기압 이하와 이상의 압력)
PRESSURE GAUGE(대기압 이상의 압력)
99. 기관실 스위치보드에 있는 빨간색 명판은?
- emergency stop
100. 비상발전기 배터리 충전모드 (equal, float) 두가지가 있다. 왜 두가지가 나뉘어있는지, 언제
각각의 모드를 사용하는지?
Equal 충전 (균등충전) – 밧데리가 어떠한 부하를 담당하지 않고 자연방전이 됬을 경우, 각 셀마
다 비중이나 전압이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셀의 전압, 비중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충저
시켜주는 것입니다. – 앞에서 말했듯이 밧데리의 각각의 셀의 비중, 전압을 맞추기 위해 사용.
이 모드를 계속 사용하면 밧데리 수명이 짧게 됨
Float 충전 (부동충전) – 밧데리를 항상 충만한 상태로 충전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밧데리 사
용 대비를 위해 이 모드를 사용합니다.
101. Y-D 기동은 왜 쓰는가? 무엇을 줄여주는가?
기동전류는 평소 기동보다 배로 상승하는데 이를 줄여주기 위해 전류를 1/3배 낮춰 주는 Y기동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102. 배리스터, 서미스터는 무엇인가
서미스터 : 온도에 따라 저항 값이 달라지는 소자
배리스터 : 전력에 따라 저항 값이 크게 달리지는 소자
103. 역률이란? 두 발전기가 병렬운전되고 있다. 한발전기가 역률이 갑자기 증가할 때 원인은? 대
처방법은?
역률이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율이다.

역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MVR을 조정하여 여자전류를 증가시켜 역류를 낮춘다.

104. 발전기 실린더 1기통의 p-max가 다른 실린더보다 높다. 원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분사시기가 빠르기 때문이다. 발전기를 정지 시킨 후 분사시기를 낮춘다.
105. 당직 근무 중 보일러 FD fan motor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이때 취해야 할 조치?
보일러를 즉시 stop 하고, 스팀압력이 떨어진다면 발전기 벙커를 바꿔주고 시급히 정비한다.
106. 발전기 valve rotator가 무엇인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흡, 배기 V/V 위에 설치된 것으로 로커 암이 밸브에 힘을 주었을 때 V/V를 조금씩 돌려줌으로써
V/V와 SEAT에 카본이 편 쌓임 되는 것을 방지하고, 열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107, me 와 mc의 차이점
배기 변 작동 및 연료펌프, 시동 변의 구동방식 크게 달라졌습니다.
MC의 경우 그 구동을 CAM SHAFT를 통해 작동 순서가 정해지지만, ME의 경우 전자 변을 통해
작동합니다.
108. 본선의 스팩에 나와있는 마력이 mcr일 때 마력인가?
109. isps 풀네임과 명칭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110. 승선했던 배의 냉동기에 사용한 프레온의 종류와 그 프레온 마다 저압과 고압은?
R-22 저압 4 kgf / 고압 15 kgf
111. 팽창밸브와 솔레노이드의 작동원리
팽창밸브는 감온통에 있는 가스와 팽창밸브 스프링과의 힘 차이로 작동이 됩니다.
감온통은 증발관 출구 쪽에 설치, 팽창변은 증발관 입구에 설치.
솔레노이드밸브는 육고, 야채고, 등의 방의 온도가 설정치 보다 높으면 열리고 낮으면 닫히게 됩
니다.
솔레이노이 밸브는 드라이어와 팽창변 사이에 있습니다.
112. 고온부식과 저온부식의 다른 이름
고온부식 (바나듐부식)- 연료유 회분속에 포함된 바나듐이 온도 500도 이상에서 오산화바나듐
생성되서 금속표면에 용융부착하여 부식을 시키는 것
저온부식 (노점부식)- 연료유에 포함된 아황산 성분이 연소로 인한 산화로 무수황산이 되고 150

도 밑에서 가스 속에 포함된 수분과 결합하여 황산이 된다. 황산 성분이 금속을 부식시킨다.
113. cst 무엇이며 사용하는 중유이 숫자의 의미와 온도를 몇으로 끊일 때 그 값을 알 수 있나
-동점도를 나타내는 말로써 단위는 mm2/s 이다. 50도에서 중유를 일정한 모세관에 초당 x mm2
면적으로 흐른다는 얘기이다.
114. 보일러 DPT 의 역할,
차압변환기로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 이다. 이는 고압과 저압측의 압력 차이를 4~20mA
전류값으로 변환해주는 장치이다.
115. 다이오드 기호 보여주며 먼지 적기
보일러 프레임아이 : 포토다이오드 :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
정류 다이오드 : 보편적인 다이오드로 순방향으로만 도통되는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 순방향으로 도통 될 시 빛을 발하는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 다른 다이오드랑 반대로 역방향으로 도통시키며 전압을 일정하게 해준다
쇼트키 다이오드 : 고주파에서 특성이 좋으며, 고속도, 고논리회로에 사용
가변용량 다이오드 : 역방향 저압 크기의 변화에 따라 정전용량 값을 증가 또는 감소
116. 한시동작 순시복귀 a접점, b접점/ 순시동작 한시복귀 a접접, b접점 기호 띄워놓고 뭔지 적기.
한시동작 순시복귀 : 신호가 오면, 일정시간 뒤에 동작
순시동작 한시복귀 : 신호가 오면 바로 동작하고, 신호가 가면 일정시간 뒤에 동작한다.
한시: 늦게동작
순시: 바로동작

117. 전기작업시 안전사항 및 준수해야될 것 4가지 이상.
젖은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전원을 차단하고 그 배전판에 don’t’ touch 명판 부착

관찰자 한 명 배치
절연장갑 착용
작업전 safety tool meeting 실시.
테스트기로 전기가 흐르는지 판단.
118. 배리스터의 특징
전력 값 변화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지는 소자.
119. avr, vr 이 뭔가
Avr: automatic voltage regulator 자동 전압 조정기
자동으로 계자코일에 흐르는 여자전류를 변화시켜, 기전력을 증감 시키는 것이다.
Vr: voltage regulator ( manual voltage regulator)
120. 발전기와 전동기의 차이점,
발전기는 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이며,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힘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이다.
역률,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및 발전기 배전판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임피던스란?
역률: 피상전력에 대해 유효전력의 비를 나타낸 것
피상전력: 발전기의 용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로 만들어지는 전력을 말한다. VA, KVA
유효전력: 실제로 사용되는 전력을 나타낸다. W, KW
무효전력: 전력의 일부가 코일이나 콘덴서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다시 전원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손실이 없는 전력이다. VAR, KVAR
발전기 배전판에는 전압의 크기, 전류, 유효전력, 주파수, 위상을 나타내는 동기화 지시기가 있습
니다.
임피던스 : 교류회로에서 인가전압과 흐르는 전류의 비를 나타낸 것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121. 냉동장치 압축기의 trip될 때 원인은?
- 고압이 기준치 보다 상승했을 경우, oil 압력이 높을 경우, 고압의 온도가 높을 경우
122.

acb가 trip 걸리는 이유?

-단락전류, 과전류, 역전압, 부족전압, 접지
123. 주기 연료이 적정점도 및 청정기의 적정점도
11-13cst, 24 cst

124. 자기유지회로 및 회로를 보여주며 회로의 이름 및 회로 해석

125. 오존파괴물질 기록부를 영어로 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쓰시오.
Ozone depleting substances record book
126. 공기압축기의 solenoid v/v의 역할
시동 시 기동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토출 측 전자변을 열어 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127. 에어컨 unloader 장치에 대해 쓰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쓰시오.
기동 시 유압이 형성되기 전에 입구 측 전자 변을 닫아 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128. 주기의 소기온도가 낮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소기온도는 어떻게 맞추는지 적으시오.
40도 이하이면 저온으로 인해 열 손실이 크다. 착화지연이 일어난다.
60도 이상이면 응축이 되지 않아 물이 같이 실린더로 들어갈 수 있다.
40~60
129. 주기 shut down 되는 원인
L.O LOW PRESS’, OVERSPEED, J.C.F.W H.T.
130. 발전기 판넬에 freperence trip 및 emergency trip
FREPERENCE TRIP : 보통 황색이며,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력보다 필요한 전력이 많아 모든 기기들
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걸 방지하기 위해 운행에 필요하지 않는 기기를 일차적으로 전기를 차단
하여 다른 기기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EMERGENCY TRIP: 적색이며, 화재 발생 시 유류에 관련된 기기를 차단시키는 것이다.

131. 원심펌프 공동현상의 원인 및 부작용
임펠러 날개에서 외부 내부의 유속의 차이가 나고 외부의 유속은 더 빨라 압력은 낮아지고, 대기
압보다 낮은 압력이 될 경우 물은 수증기가 되면서 수증기와 기포가 합해서 공동이 되는 현상됩
니다.
원인 임펠러의 회전속도가 빠르거나, 흡입양이 많을 경우 발생하거나, 구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부작용. 일체가 된 기포와 수증기가 고압을 만나면 분해를 하면서 침을 쏘듯이 금속을 침식부식
시킵니다.
132. 펌프특성곡선 관련된 문제 3가지
펌프의 토출유량과 펌프의 효율, 축동력, 전양정의 관계를 나타낸것으로
토출유량이 증가하면, 효울 및 축 동력은 증가하지만 전양정은 감소합니다.
전양정: 펌프에 있어 필요한 전체 양정

펌프의 공동현상
물의 정압이 증기압보다 낮아지므로 인하여 흡입관 내의 물이 증기화 되어 작은 기포들이 흡입로
와 회전차 입구에 형성된다.
-

펌프의 위치가 수위보다 많이 높을 때

-

흡입관에서 압력손실이 클 때

-

흡입관에서 유속이 빠를 때

-

수온이 높을 때

팽창밸브
-

냉매가 노즐을 통과하게 되면서 교축작용에 의해 압력강하가 이루어져 증발이 일어날 수
있는 압력까지 낮춤.
증발기 출구에 설치된 감온통이 출구온도와 열교환하여 감온통 내부의 가스가 수축 팽창
하여 팽창밸브의 통로를 조절한다.
증발기 출구온도가 올라가면 감온통의 온도도 올라가 가스가 팽창하여 팽창밸브의 개도
는 열리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감온통의 온도도 낮아져 가스가 수축하여 팽창밸브의
개도는 닫히게 된다.

MGPS
-

구리와 알루미늄 양 전극봉에 전류를 가하면 구리에서는 구리이온이 방출되어 해양 자생
물을 살균하며, 알루미늄 이온에서는 알루미늄수산화물이 방출되어 부식이 발생할 수 있
는 파이프 및 냉각기 내부에 착상하여 얇은 피막을 형성한다.

3상유도전동기의 델타기동 시 정격전류가 4A일때 Y기동 시 전류 값
은?
Y 기동시에는 델타기동시 전류의 1/3값이 흐르게 된다.

유압회로도 명칭 적기(윈치, 메인엔진)

DPT회로 명칭

각 선도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PV선도 – 평균 유효압력 및 도시마력의 계산
약스프링 선도 – 기관의 배기, 소기작용과 공기흡입의 상 및 이들 밸브의 개폐상태 등을 조사
최고압력 선도 –
수인선도 – 압축압력, 분사점, 분사기간, 착화지연, 최대압력 및 연소상태 등을 조사

PID제어에서 잠그면 적분시간이 길수록 적분효과는 작아지고 적분시간이 짧은 수록 적분효과는
커진다. 적분효과가 커지면 헌팅이 심해지고 안정이 잘 되지 않는다.

적분효과는 제어기의 OFF SET을 없애준다.
미분시간이 길수록 미분효과는 커지고 미분시간이 짧은수록 미분효과는 작아진다. 미분효과를 크
게하면 작은변화에 대해서도 크게 출력이나오고 헌팅이 심해진다.
미분제어는 제어기의 감도를 조절한다.

보쉬펌프
연료량 조절 – 경사 홈의 위치를 변화시켜 분사량을 조절
분사시기 조절 – 플런저를 회전시킴으로써 경사홈ㅇ이 스필포트와 만나는 위치를 변하여 분사의
끝 조절

1. 주기 슬로우 다운 조건
- OMD ALARM / SCAV. AIR HIGH TEMP / 각 종 HIGH TEMP ALARM
SHUT DOWN
- F.W HIGH TEMP. TRIP / L.O LOW PRESS. TRIP / OVERSPEED TRIP

2. 연료유를 가압하는 이유 & 베이퍼 락
VAPOR LOCK을 방지하기 위해서.
VAPOR LOCK - 연료의 과열 또는 불량 연료의 사용으로 연료 내에 기포가 형성되어 압력 전달이
안 되는 현상

3. 저온 부식
- 연료유 중에 함유하는 유황성분에 기인한 것으로 유황분이 연소 후 아황산가스로 되고 그중 일
부는 무수황산이 되어 실린더라이너, 피스톤링 등의 부식마모를 일으킨다.
- 방지법 : 저유황 연료 사용 / 배기가스온도를 높게 유지한다. / 저과잉공기로 완전 연소 / 알칼
리성 실린더 유 사용

4. 배기온도 높을 때 원인
- 과부하 운전 / 연료분사가 늦을 때 / 실린더 또는 피스톤의 과열 / 배기 통로 막힘 또는 오손 /
분사 끝 불량으로 후연소 발생 / 배기밸브의 누설 또는 빨리 열림 / T/C 오손 및 소기 불량, 절탄
기 오손

5. 서징 원인
서징 : T/C가 이상 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
원인 : 저부하에서 서징선에 접근할 경우 / 블로워 출구 압력이 맥동하는 경우 / 고부하로 배가
선회할 때 / 흡배기밸브, 소배기공, 급기냉각기, 배기보일러 등의 오손이 심하여 저항이 증가할 경
우 / 프로펠러의 공전 / 선저의 오손으로 추진저항이 커져서 주기의 회전이 감소하는 경우 / 터
빈 노즐에 이물이 들어간 경우 / 전속에서 급정지 할 때

방지책 : 과부하로 되는 원인등을 조사한다 (프로펠러의 굽힘) / 수시로 과급기 내부를 세척 / 정
기적으로 관련 기기들을 보수점검, 분해 소제실시

6. 장행정 기관의 장점
- 유효행정의 증대 / 냉각 손실의 감소 / 연소상태의 개선 / 유효행정의 연장

7. SEWAGE 배출 과정
AERATION TANK에서 AIR BLOWER로 고형분을 미립자 -> 2차 AERATION TANK -> 침전탱크에서
침전물은 다시 AERATION TANK로, 정화된 오수는 소독탱크로 -> 소독탱크에 DOSAGE PUMP로
BIO15 투입 -> DISCHARGE PUMP로 선외 배출

8. ICCP
적정 방식전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체 외판에 부착되는 ANODE를 통해 DC 24V의 전류를 흘리
도록 전류랑을 제어하여 선체의 부식 방지.

9. PUMP ALIGNMENT
마킹한대로 조립한 후에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ALIGNMENT 조립(4방향)
허용동심도 : 10/100MM 이내

허용 평행도 : 1/10MM이내 로 조절

G/E PERFORMANCE REPORT
M/V HANJIN

VOY.

MAKER:

DATE
ENGINE NO.
ENG MODEL or TYPE
RATING (MCR)

KW

ENGINE LOAD

KW/%

VOLTAGE/CURRENT

V/A

L.I. (GOV. INDEX)
TOTAL RUN-HOURS

HRS

RUN-HOURS AFTER ENG.OVHL

HRS

RUN-HOURS AFTER T/C OVHL

HRS

A

B

C

CYLINDER NO.
A. EXHAUST TEMP
B. RACK POSITION
C. FIRING PRESSURE(P-MAX)

℃

mm

bar

℃

mm

bar

℃

mm

bar

℃

1
2
3
4
5
6

MEAN
EXH. TEMP. b/a T/C

℃

T/C SPEED ( X 1,000)

RPM

SCAV. AIR PRESSURE

BAR

SCAV. AIR TEMP.

℃

LT-W TEMP. b/a COOLER

℃

LT-W TEMP. AFT L.O CLR.

℃

L.O. TEMP. b/a COOLER

℃

HT-W TEMP. b/a COOLER

℃

HT-W TEMP. b/a T/C

℃

LT-WATER PRESSURE

BAR

HT-WATER PRESSURE

BAR

L.O. PRESSURE

BAR

F.O. PRESSURE

BAR

F.O. TEMP. (INLET ENGINE)

℃

E/R TEMP. (T/C BLWR. IN)

℃

S.W. TEMP.

℃

mmH2O
REMARK : b=before, a=after

(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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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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