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7 상시 2급면접 기관오후a반
*6기통메인엔진사진보여주고
1. 마력을 구할수 있는 선도 이름/ 그래프 그리기/가로축과 세로축 의미/분사시기가 늦어질때
선도변화 그리기/ 2행정일때와 4행정일때 그래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기/평균유효압력을 구
하는법
2 파이어링오더
3 역전시킬때 필요한 기기?
-질문이 잘 생각안나네요ㅜ
4 과급방식예상과 그이유
5 터보차져 에어필터 오염시 현상
-필터가 더러워진다 등 시각적인현상제외
-------------------------------------------------------------*발전기 가버너 위쪽 모터사진보여주고
구동방법과 구동시 무엇이변하는지
*PV SP의미
*영작)
주기에어쿨러에서 다량의드레인이발생하여출구측온도를 섭씨40도로 조정하였다
-log book 기재
주기연료노즐2개를 분해소제 후 분사테스트
-1기사가 day work 기재한다고 가정
주기2번실린더 발출, 계측,소제후 수검받을것
-기억이 잘 안나네요ㅜ
<다른교수님문제>
*보일터수 테스트목적/항목
*기관실 화재 발생시 사용펌프/ 배수시 사용펌프 및 관련LINE
*음식물쓰레기와 빌지 처리담당자와 그 담당자가 처리하는방법
<개별질문>
*저온부식방지법
-대답에따라 부가적으로 추가질문
ex)노점온도를 조정한다 -> 노점온도설정기준은?
*Crash astern설명
-작동시까지 걸리는시간 및 이동거리
Crash astern 은 급 후진 기능으로써 전속 전진 항해 중 위급사항으로 긴급 후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어 지구요. 방법은 1. telegraph를 crash astern에 위치시키고 crash astern
스위치를 on 하고 astern full로 telegraph를 위치 시킵니다. 이때 연료유 공급을 중단하고
Braking level(MCR 20~40%)로 내려가면 Braking air 공급 이후 astern ignition level
(MCR 8%~12%)에 도달(Heavy start)하면 시동시도, 연료공급, 시동차단의 절차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정상 >crash astern order >연료유 차단 >braking level 도달 시 braking

air 공급 >astern ignition level 도달 시동 시도, 연료공급, 시동차단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
겠네요.
*펌프얼라이먼트 맞추는법
*냉동기저압스위치가 어떻게작동하는지
*냉동기 sol.v역할
*공기조화기 습도조절방법
*베이퍼락이란?
승선시 f.o계통내 압력(펌프압력)및 온도를 어느정도로 유지하였는지
*기관실 화재발생시 현장지휘자
*사용하는 펌프와 그 이유
PID제어에대해?
시험을 준비하시나 보네요. 그럼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게 맞겟네요. p 비례제어 통상 뉴
매틱에서 프로포셔널 밴드(비례대)라고 하죠. 비례대를 크게 답으면 응답속도가 늦어지게 됩니
다. 쉽게 말하면 지렛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용하려는스케일/풀레인지 이걸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일렉트릭(전자식)의 경우 gain이라고 하는게 통상 k값이라고 합니다. 이 gain
이라는 것은 1/비례대 로써 뉴매틱과 반대입니다. k값을 늘리게 되면 응답이 빨라지게 됩니
다. 통상 제어기에서 p제어만 사용하게 되면 외란에 대한 offset을 상쇄시킬 수 없기때문에
생겨난 것이 i제어인데요. 이것을 적분제어라고 합니다. 이는 컨트롤러가 일정 지난 시간동안
의 변화량의 케파 (면적값)만큼을 출력 계산식에 적용한 것으로 주 목적이 p제어에서 발생한
offset을 없애는 역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 문제점이 있지요. 지난 컨트롤 시간의 면적
값을 계산식에 합산 반영하기 때문에 응답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i값을 크게 잡으면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통상 뉴매틱위 경우 i제어를 하는것을 reset time이라고 하고 일렉
트릭의 경우 t1이라고 칭합니다. 적분 제어기에서의 이런 응답속도에 대한 늦음을 보완한 것
이 미분(d)제어입니다. 현재 pv값의 변화량, 즉 기울기 값인데요. 순간적으로 변화량이 커지면
일정 시간에 대한 해당 변화량을 출력에 반응시키는 것입니다. 뉴매틱에서는 rate time, 일렉
에서는 t2라고 합니다. 미분제어기의 경유 응답속도에 관련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pd제어나 p제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개념은 이렇고요. 공식으로 이해
하고 설명하면 쉬운데 핸폰으로 쓸라니 어떻게 넣어야될지 모르겟네요. 좋은 결과 잇으시
길....^^
2016.11.26 2급 기관 오후 b반 면접 기출 및 후기
기관 오후 b반 문제입니다~
1. 엔진성능곡선 주고
1) BHP 구하는 문제( IHP=BHP x 기계효율, 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음.)
2) RPM 주고, 이 RPM에서 T/C RPM이 얼마라면 그 원인 다 서술
3) RPM 주고, 이 RPM에서 소기압이 얼마라면 그 원인 다 서술
4) 간단하게 쓰는 거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2. 발전기 가버너 그림 주고 Speed droop이랑 compensator가 하는 역할 서술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 쉽게 적었던 거 같네요)
3. 유압기호

- 릴리프 밸브 2개 주어주고 차이점 쓰는 거였는데 하나는 오일을 배출하기 위해 밸브 열리
는 동작이 서서히
이루어져 회로 작동이 부드럽게 해주는 릴리프 밸브였고 하나는 스프링 장력보다 크면 열리
는 기본 릴리프 밸브였어요
4. 디젤 노킹 현상이란?
5. Dpt 사진 주고
1) Dpt 역할
2) I/P converter 역할
3) i/p converter의 값이 0.6 kg/cm2 일 때 이 밸브의 상태는?
- 문제 확실하진 않는데 대략 controller 출력값이 0.2~1.0kg/cm2
6. 저온부식이란?
7. 영작
1) 연료를 시간 당 몇 톤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2) 한국선급검사를 위해 중간측 베어링을 개방하라(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 같네요 확실히는;;)
8. 와이 델타 기동 관련하여 정격 전류 6A일 때 y기동 시 흐르는 전류? 델타 기동 시 흐르는
전류?
- y 기동 시 흐르는 전류는 정격 전류의 5~7배라 30~42A 정도라 했고 델타 기동은 그것의 3
분의 1이니 10~12A라 했습니다.

2016.10/22 2급기관사 상시면접 오후 b반입
1. 수인선도, 약스프링선도, p-v선도, 연속선도 각 각의 선도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 PID 적분 밸브를 잠구면 적분이 (증가,감소), 반응이 (증가,감소), 미분 밸브를 잠그면 미분
이 (증가,감소), 반응이 (증가,감소)
3. (보쉬펌프) 연료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연료분사시기 조절하는 방법
4. 보일러 각각 명칭 및 하는 역할 (HP V/V , L.P V/V, 정수두실, DPT, P/I CONVERTER)
5. 발전기 NO.1 450V 300KW 120A, //

NO.2 450V, 300KW, 140A 일 때 유효전력, 무효

전력, 피상전력 크기 비교 (부등기호)
6. 영작. 검사를 위해 주해수펌프를 개방할 것. (DOCKING ORDER처럼 작성)
2016년10월22일 기관2급 오후반
1.저온부식 방지법
2.발전기에서 엔진측은 이상없고 A.V.R에 이상이 있을시 검사방법
3.식냉냉장고에서 설정온도 까지 온도가내려가면 콤프레샤가 작동 정지하는데 원리 설명
4.과전류차단기
5.연료분사변2개를정비하고분사압력을 300K로 셋팅하엿다 <--영작
6.B.W.S.T<-이게뭐하는적인지에 대해서 물은듯
발라스트물 속에 있는 미생물제거장치
2016.10.22 1급 기관사 오전 B반

1. 엔진 사진을 보여준 후
1/ 예상되는 연료소비율과 윤활유소비율을 계산하시오.
2/ 청정기 입구에서의 점도, 노즐입구에서의 점도
3/ 지시마력을 구하는 선도.
선도에서 평균유효압력을 구하는 법.
4/ 지시마력을 알 경우 BHP는 어떻게 구하는 지?
2. 영작문제
3. 기관실 화재 발견
1/ 화재 발견 시 경보방법
2/ 화재 진압 수소화 시 화재진압팀 및 지휘 담당자
3/ CO2 작동 시
작동순서. CO2 작동 책임자
4.Sludge
1/ sludge 예상 발생량
2/ 처리방법
3/ 기록법

2016.10.22 2급 기관 오전 b반 문제
1번. 프로펠러와 펌프에서 공동현상 설명
2번.냉동사이클
3번.MGPS란?
4번.가바나에서 Needle valve가 너무 많이 열면?
그리고 너무 닫으면 생기는 현상?
5번.3상 유도전동기 델타 기동시 정격전류가 4a일때, 와이 기동시 전류값은?
6번.유압회로도 2개 (메인엔진, 윈치)
보여주면서 각 기호에 맞는 명칭적기
7번. no.3 ge의 냉각해수펌프 메카니칼 씰을 교환하였다 (영작)
기관술 관련
1-4 . 주기성능곡선 문제 4문제
1. 실린더당 1기통 ihp , rpm 주어지고 bhp구하는문제
2. 어떤 Rpm에서의 연료소모량 구하기, 이전 승선선박의 연료소모량
3. Rpm 얼마에서 pmax , pcom 값이 얼마일때 정상인가 비정상인지 ,그 이유는?
4. 부하 몇프로에서 T/C rpm 얼마,소기압력이 얼마인데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그이유는?
5-6 발전기 UG-8 type governor 사진 띄우고 문제 2개
5. speed droop의 정의와 역할
6. compensator의 정의와 역할
7-8 보일러 수위 조절 도면 띄우고 2문제

7. 왼쪽네모칸의 역할 ->>dpt를 가리켰음 dpt 의 역할
어떻게 작동하는지
8. 오른쪽네모칸의 역할 ->>> i/p converter를 가리켰음
어떤 신호를 받아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9-10 영작
9. 연료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습니까?
벙커링 시 바지측에 묻는 형식으로 쓰라고 나와잇엇던것같네요
10. 도크오더로 기관계속검사 관련된거 영작해라고 했는데 문장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전기술 관련
1. 3상유도전동기가 있는데 단상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1) 운전 중 단상될 때
2) 정지상태에서 단상이돼있을때 운전하게되면
2. 역률에 관해서 서술 아는대로 쓰라고 하셨네요
3. 발전기의 병렬운전을 위한 조건과 그 조건들이 지켜지지않을때 일어나는 현상
구술질문
- p comp와 p max는 어느정도 차이가 적당한가
그와 관련해 본인이 승선한 선박의 pcomp pmax는 얼마?

2016.09.03 1급 면접 문제 및 합격후기
1번 그림 - 엔진 spec. 나오는 NAME PLATE 보여줌
1) 연료 소비율, 실린더 오일 소비율 추정할 것
-> 본인 승선당시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라고 함.
2) 이 엔진 BHP 3600 일 때

IHP 값을 계산

2. 기름계산 1000L F.O 80도 일 경우 몇 KG인지?
2.1 벙커 수급 당시의 F.O 점도?
2.2 FO 청정기에 서 나올때 F.O 점도?
2.3 M/E 입구 측에 F.O 점도?
영작 3문제
3. ELEC. 판넬 내부 사진
3.1 CT, MCR 가리키며 명칭과 시퀜스 기호
3.2 OCR 가리키며 명칭과 시퀜스 기호 ,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조절해야 되는지?
4번은 모터 SPEC이 나오는 NAME PLATE 사진
4.1 동기 회전수 구하시오
4.2 SLIP 구하시오
4.3 저압 결선 과 고압 결선의 차이와 그림으로 결선 표시하기
5번은 전기 시퀜스 도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선박에서 쓰는 일본식이 아닌 유럽에서 쓰는 그
IEA TYPE? 이었습니다 ㅜㅜ)
5.1 MAGNETIC CONTACTOR 자리의 명칭과 기호
5.2 접점 명칭과 기호

6번은 유압식 프로비젼 크레인 도면도 보여줍니다
6.1 도면에 나오는 PUMP 명칭과 기호
6.2 솔레노이드 밸브 가리키며 이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2016.3회 정기시험 1급기관사 면접문제
1) 온도보정 후 비중 계산 문제를 대입하여 기름소모량계산(kg)
2) 기계효율 및 IHP 구하는 문제
3) 엔진 보여주고 이 엔진의 연료소비량은 얼마인지 와 실린더 오일 소비량 - 단위까지
4) 분전반 안의 사진보여주며 CT 및 MC, OCR 도면기호, OCR의 세팅.
5) 발전기의 발전원리
- 회전하는 부분과 고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 여자전류는 어떻게 공급되는지
- AVR
6) 조타기의 유압 파이프 라인
- 사용되는 펌프는 무엇인지
7) 영작문제는 꼭 나오더라구요

2016년9월3일 2급 가관 정기3회. 오후 a반
1.다음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소기하고 과급방법은?
2. 이 기관의 예상 연료소비율과 윤활유소모량은?
SOFC g/psh 그리고 최신 기관 g/kwh 이구요 그래프에 나와있어요 SOFC= 연료소비율
.g/psh=단위. 몇 회전수에 몇 IHP. BHP 인데 연료소비는? 그래프에 SOFC 을 찾으면 됩니다
/ 만약 IHP 을 물으면 도시연료소비. BHP는 정미소비율 ..
3. IHP를 나타내는 선도를 그리시오
여기서 전 igp라고 들어서 한참 멘붕이었던... 다음문제에서 bhp란말 듣고 겨우 ihp라고 생각
해냈습니다...
4. Ihp가 10000마력일때 bhp구하는 공식은?
5. 1 Kg을 바랑 메가파스칼로 환산.중요합니다
6. Dpiah, pial 풀이.diff.press. indicating alarm high이런식으로 적었는데 모르겠습니다
7. 영작3개. Kr 입거검사를 받기위해 주기를 오버홀 했다. 여기선 입거검사를 도크오더말고
다른표현을 원하던데 뭔지모르겠습니더..
8. Y-delta관해서 공부해가시면되구요
언제 와이에서 델타로 어떻게 바뀌는지도..이거 못적었습니더..
9. 모터동기속도와 슬립, 타이머의역할
10. 3상유도전동기의 220,380v에 따른 각각 결선 방식과 이유, 절연등급이란?
11,Emergency Stop Button은 선박 화재 시 선내 Fan 및 각종 연료 펌프 정지, 각종 유류
탱크 Outlet V/V를 차단시켜주는 장치로 알고 있는데, 이중 ES-A, ES-B, ES-C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
12. ES-A 기관실 화재 발생시 누르면 E/R의 유류 펌프 Fan등이 정지되어 통풍차단 및 연료
유를 차단하여 화재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한 비상버튼 입니다.
Fan . F.O& L.O pump 등이 해당 되겠죠
ES-B 거주구역 발생시 거주구역 Fan을 정지 (Galley Fan등)
ES-C 화물칸 화재 시 Hold Fan 을 정지
13.crankshaft deflection 측정이유 및 방법
crash astern에서 brake air가 정확히 몇 RPM에서 들어가는지?(20~40프로 로드)
14. 2행정기관 및 4행정기관 벨브작동원리
(cam - tappet roller - push rod - rocker arm - v/v, 4행정기관),
(cam - hydraulic p.p - operating pistion - v/v, 2행정기관), VIT 작동원리(VIT rack 가
들어가면

바랠이 아래로 내려가고 바랠이 내려가면 연료 출입구 구멍의 위치가 같이 내려가

게 되는데, 이때 플랜져가 올라가면서 연료 출입구 구멍을 빨리 막음으로써 연료 분사시기가
빨라지고 따라서 부분부하에서도 p-max를 MCR의 최고치로 유지할수 있다.) 같은 기본적인
원리들은 아셔야 합니다. (매번 출제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13일 1급 기관 오전 A반
1-1 kW당연료소비율/kW당실린더오일소비율
1-2 연료소모량의 계산 (온도팩터식)
1-3 P-V선도와 수인선도의 각 선의 명칭 (대기압선/BDC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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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8.13 2급 기관 오후b반
4명들어가서 각자 6문제 3문제는 4명공통 서술문제는 개인구술이었어요
서술
1.펌프 수격작용 현상원인대책
2.냉동기 자동팽창밸브 감온통식
자동으로 조정되는 원리 개도에따라 현상 조정법
3.영작
구술
1.엔진 스타트 안되는경우 원인
starting air vv main starting air vv air distributor 어디에있는지 역할
2.Marpol 6장 대기오염 종류및 설명
3.VIT 설명
4. crank arm deflection
Crankshaft deflection 계측의 경우 6개월에 한번씩 메인베어링의 마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하고~ B1 - cam - top - exhaust - B2 이렇게 다섯 포인트를 계측.
발생원인은 기관베드의 변형, 크랭크축 중심선의 부정확, 스러스트 &메인 베어링 마모.
crankshaft를 구성하는 Crankarm의 1회전당 개폐작용을 측정하여 메인베어링의 편차 스러
스트베어링의 마멸 기관베드의 변형 크랭크축의 중심부정을 알수 있습니다.
짧은 식견으로 deflection은 메인베어링의 마모 상태를 보기 위함도 있지만 축의 휘어짐과 베
드의 변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메인엔진 같은 경우에는 화물 선적량, 발라스트 상태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구요.
2016.8.16 2급면접 오후 A반
직전배 me. Ge 모델명을 쓰기
1. 연료소비율 실린더유소비율 구하기
2. 메인엔진 사진 보여주시고 주기 소기방식 과급방식
3. 지압선도 그리기. 3가지 그리라고 하셔서 pv선도랑 P-쎄타 선도랑 연속선도 그렸습니다...
IHP알때 BHP구하기. ihp가 어디 나와있냐는 질문하심
4. 연료유 부피 알 때 무게로 바꾸는 공식
5. 영작
- 해수펌프 출구측 파이프가 부식되어 누수하는 것을 발견하여 용접수리함
- No.2 cyl 배기가스온도 높아 알람발생하여 주기정지 하고 2번실린더의 누설하던 연료분사
펌프 1개 교환수리함
6. 장행정 기관의 장단점
7. shut down / slow down 조건
Over speed trip 이 shut down 조건에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8. 고온부식이 무엇이며 대책
9. 위험회전수 설명 및 방지 대책
10. air running 시 INDCATOR COCK를 통해 알수 있는것
11. UPS (Uninterrupted Voltage System) 혹은

VFD(Variable Frequency Driver) 중 아

는 것을 쓰시오
- UPS: 블랙아웃 발생 시 전원차단 없이 베터리 를 통해 계속해서 전원공급하는 장치. 배에
서는 AMS. 알파루브리케이터에 있음
- VFD: 대형 펌프 같은 경우 초기 기동시 주파수 를 바꿔주어 와이델타 기동과 같은 방법 없
이 기동하게 해주는 것.
2016.8.16 2급 면접 오후 b반
공통 마지막에탄배 출력 톤수 직책 기간
영작 주기배기밸브를 분해검사하고 연마하엿다
주기과부하 운전후 검사-칼라체크방법
주기적으로 1기사가 소기챔버랑 크랭크챔버 보는데 왜보나
2기사 소화배치-기관실 소화펌프 머머있나-비상소화펌프 조건
주기셧다운시 어떤방법으로 셧다운이되나

냉동기 언로드 왜하나
psc코드30 구체적으로 어떨때 받나
소기온도 여름,겨울
omd
펌프 얼라이먼트
모터절연저항
pv선도가먼가,수인선도는먼가
주기퍼포먼스?에 머머 적는가
디플렉션 왜,한도는
기관실침수시 사용하는 빌지배관 영어로 먼가요

2016년 7월 16일 오전 c반 2급 기관 면접 문제
1. 냉동기 팽창벨브 위치 및 원리
2. 냉동기 냉각 안되는 원인과 이유
3. 냉동기 자동 on off되게 하는 장치 및 setting value
4. 냉동기 언로더 및 솔레노이드 벨브의 역할
5. 내연기관 이행정 기관에서 베기벨브 열리는 메커니즘
6. 내연기관 사행정 기관에서 베기벨브 열리는 메커니즘
7. tappet clearance 측정 방법 및 이유
8. deflection 계측 이유 및 계측 포인트- 크랭크암 탑 바텀 b1 흡기측, b2 배기측
9. 부하곡선에서 토크 리치란?, 토크리치구간에서 어떻게 정상운전 하는지? - 일정회전수 올
릴때 선체 저항이나 뭔이유들 더 말하고 마력이 더 많이 필요한 운전 상태, 회전수 낮출따 프
로펠러 곡선기울기에 똑같이 떨어지므로 토크리치곡선 아래로 낮춘다
10. oma시 어떻게 해야하나
11. 영어문젠 메인엔진 탑ㄹ리어런스를 납으로 측정하엿다
12. 보일러 수위 컨트롤 방법
13. 물테스트 종류 및 설명
14. 보일러 트립종류
총 5명들어가서 면접봤고 기억나는데로 다적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마지막 승선직급 및 그직급 경력 묻습니다.
1. 당직중 소기챔버 화재시 어떻게 조치할것인가.
2. 소기온도를 조절하는 이유. 본선 소기온도 세팅치.
3. 냉동기 불응축가스가 뭐고 증상은 무엇인지.
4. shaft ground 뭐하는건지.
5. 퓨리파이어룸 화재시 어떻게 진압하는가.
6. 저온부식에대해 설명, 본선에서 할수있는 조치방법
7. mgps의 원리
8. 보일러 물테스트 종류, 목적, 하이드라진이뭔지, 용존산소량 높고 낮을때 부식이 어떤지,
기타 보일러 물관련

9. 보일러 워터레벨 확인할수 있는 방법
10. 영작 --> 수트블로워용 스팀밸브를 분해점검 및 래핑하였다
11. 발전기 한기통만 온도가 높을시 어떻게 조치를 할것인가.
12. M/E shut down, slow down 조건
13. oil mist detector가 무엇인지
14. 크랭크 챔버에 유증기가 발생하는 이유
15. iccp가 무엇인지
16. 기관실 em'cy bilge suction line 및 석션할수 있는 펌프
17. 냉동기 펌핑다운 하는방법
18. 냉동기 펌핑다운 하는 이유

19. 냉매 보충방법
20. 메인엔진 크래쉬 어스턴 작동 메카니즘
21. 메인엔진 스타트 에어계통 이상시 그 원인 여러개 열거
22. 보일러 가성취화, 기수공발 기타등등 원인 및 증상
23. TBN은 무엇이고 본선에서 M/E cyl oil, sys oil, G/E sys oil의 각각 TBN값은 어떻게 되는지..

24. fire pump용으로 쓸수있는 기관실의 펌프종류,
psc 검사시 물줄기 상태(이건 두줄기로 몇m이상 분사가능해야한다 이거입니다.)
2016년 6월 25일 2급기관사 오후 A반
서술
1.육기통 메인엔진 사진 보여주시고 파이어링 오더
(발전기 육기통도 적으라고하셨습니다)
2. 메인엔진 자켓 온도 예상 및 그 이유에 대해서
3. 메인 엔진 소기 방식과 발전기 소기방식
4. 청정기 파이프라인 사진 보여주시고 기호 해석(PAL, Air line 등등)
비중판을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는 비중판의 내경입니다. 즉 비중판 내경에 의해 구조
상 물이 빠져나가 물의양이 조절되는것이라고 하는군요
비중판의 내경이 크면 물이 빠져나가게되어 봉수의 층이 얇아지게 되어 블로우할 경우 청정된
기름이 같이 블로우될수있고 비중판이 작다면 봉수 층이 두꺼워져서 청정된 기름이 나가는 경
우 물이 섞여나갈수있다고합니다 서비스탱크드레인에서 물이많이나온다면 비중판을 점검해야
한다고..
통유량은 비중판과관계없고 비중판을 선택하기위해선 1.기름의 비중. 2. 기름의온도 3.통유량
을 알아야한다고한답니다
비중판이 정상보다 크게되면 청정도중 계속해서 기름이 오버되어 넘치게 됩니다 때문에 슬러
지태으 알람이 계속 울게 되겠죠 비중판이 장상보다 작다면 청정이잘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름속에 포함되어있는 물이나 불순물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서비스탱크로 들어가게 된다
는 뜻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엔진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겠지요 ㅎㅎ
청정기는 IN OUT 과, SLUDGE DRAIN LINE의 3개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보통은 바울이 열려서 슬러지가 슬러지 탱크로 빠지지만, 위에 말과 같이 비중판이 클 경우
기름이 sludge drain pipe 로 넘쳐 슬러지 탱크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5. EP CON 사진 보여 주시고 SP,PV 풀네임

6. ME 사진 보여주시고 SFOC 예상값
(단위 꼭 적으라고 하신걸로봐선 단위 보시려고 그러신거 같습니다)
7. 주기 정지후 J.C.F.W PP정지 시 입출구 압력이 0이 아닌데 아닐시 압력 예상값과 그 이유
8. 청정기 오버플로우알람 발생때 비중판 교환하여 해결하였다 이때 비중판 교환에 따른 결과
는?
(비중판 큰거, 작은거 교환시 영향 둘다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9. 영작 오사카 출항을 위해 스탠바이 엔진 하였다(죄송합니다 원래 더 길고 하나더 있는데
기억이 잘 안납니다)
구술
1. CRASH ASTERN 원리 및 과정
2. ME출력 도출방법
3. TAPPET CLEARANCE 적을때와 클때
(CLEARANCE 안맞을때 확인 하는 방법도 물어보셨습니다)
4. 청정기 비중판에 대하여
5. 냉동기 냉매보충법, 운전중 보충시 보충 적정냉매량
6. 펌프 얼라이먼트 맞추는 법과 허용치(허용치 적혀있는 게 본선엔 없다고 숙지하는게 중요
하다고 하셨습니다)

2016년 5월 28일 2급기관사 면접 B반 오후
1. 조수기 살리노미터 알람이 계속오는데 각각의 원인과 해결방법
2. 원심펌프 토출량 줄이는 각각의 방법과 그 방법의 결과 중 가장 알맞은 것의 이유와 그외
방법의 이유 및 문제점
3. 냉동기 냉장고 온도가 높은데 압축기가 돌아가기까지 계통을 설명하시오
4. 주기 시동공기로 스타트가 되지 않는데 시동공기 계통에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5. 전기 심볼과 그림 보여주며 어떤 것의 기호인지? 푸쉬버튼 리미트스위치
6. KR검사 아는대로 적으시오
1시 A반이었습니다.
엔진 그래프 보여주면서 간단하게 최적 rpm 그이유 이런것들을 적고
영작 압력단위환산, 사진보여주시면서 에어컨 기관실 fan 트립조건, 프리퍼런셜 트립, 기어펌
프 의 drive, driven 기어 차이점, 승선 경력 마지막 탄 배의 엔진 타입.
doc 하고 다른하나하고의 차이점, psc code 와 내용,
엔진 그래프 선도 보고 해석하는문제, foc 나 효율 등 실제 선박운용에 필요한 정도의 지식,
전기계통으로 발전기 부하나 조건, M/E Trip 조건 중 Cancel 가능한 것. 등
영작은 출제율 백프로인데 - 항해중 me no.2 cyl 배기벨브에 문제가 발생하여 엔진을 정지하고 수
리하였다.

(STOPPED M/E AND REPAIRED NO.2 CYL EXH.V/V FOR TROUBLE DURING SAILING.
정확하진 않은데 비슷하게 적은듯합니다.)
- 황천항해로 인해 연료펌프의 notch 값을 8에서 7로 낮추었다.

(CHANGED SET POINT FOR M/E F.O PUMP 8.0TO 7.0 FOR BAD SEA CONDITION 이
라고 적었네요 ㅋㅋ)
2016.09.03 1급 면접 문제
1. M/E Trip 조건
L.O Low Press, F.W Temp High, Overspeed
2. Cancel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cancel 이라함은 1.sensor 자체를 interlock 2.M/E BMS 상에서의 Shut down cancel 기
능 버튼을 눌러 취소는 가능합니다. 또한 omd high 도 트립요건입니다
스로우다운, 셧다운의 캔슬, 난캔슬 항목은 선급 권고 사항이고 선주 요구로 변경 가능합니다.
셧다운이나 슬로우다운에 대해 캔슬과 난캔슬로 나눠 지는데 신조 시 선주 요구나 운항 중 필
요시 바꿀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은 하이에서 슬로우 다운왔다가 더 그 이상이거나 이하에서 셧다운이 오는 것도 있
습니다
M/E C.F.W Temp. High의 경우에는 필요시에 Slow Down이나 Shut Down 기능을 cancel
시킬수 있다고 함니다
Cancel이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OMD High도 Trip조건이 맞는지
1급 기관사 면접 시험 문제 및 잡답
크래시 어스턴 상세 지식이랑 M/E shaft 휘었을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냉동기, 저온부식, 고온부식, PV선도, 약스프링 선도, 배기 온도 높을때 원인, 서징 등등ㅡㅡ
1. 연료소비율, 윤활유 소비율, 벙커 계산
2. 각종 마력 및 구하는 공식
3. 연료유 흐름도 그리기
4. 저온부식
5. 냉동기 시스템 그리기(자세히, 육고 야채고 따로)
6. 서징의 현상, 원인, 대책
7. 장행정 기관의 이점
8. PV선도 매우 상세히...(단답형 외우는 방식으론 힘듭니다. 선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서
술 가능. 분사시기가 변하면 선도가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지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대략적인
평균유효압력도 적으라고 요구하네요. 그리고 선도 흐름 설명도 간략히 해야 했음)
9. 영작 3문제 생략
10. 위험 회전수 정의와 현상
제가 느낀점
1. 직무 관련지식과 전기쪽도 졸라 외웠는데 마력쪽 빼곤 무쓸모, 그냥 다른거 먼저 하고 시
간 남으면 보세요^^
(기출 문제들 봐도 직무, 전기 질문은 빈도가 매우 낮음)
2. 김준수씨 책 비추입니다.(카페 기출 자료+인터넷 충분)
이유:내용 일부 잘못된 지식들도 있고, 설명 부족하거나 문제만 있고 설명 없음. 그래서 면접

관들의 대질문 속에 있는 소질문들 답변에 빈틈이 생김.
혹시 이 글 보면 제대로 칼 갈아서 잘못된 것들은 수정하고, 문제만 있고 답이 없다거나 하는
미완의 편집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네요.
전 김준수씨 책 사고 인터넷이나 관련 사이트, 제가 가지고 있는 서적 자료에서 찾아가며 빈
약하거나 오답들(아예 틀리거나 조건부 맞는 답들이 여럿 있었음)을 자체 필터링 했습니다.
중복된 항목들 많은 것도 좀 필터링 됐으면 좋겠네요.
3. 교수들이 한 항목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을 하다보니 간단히 관련 답안 한두개 외우는 방식
은 불완전 하다고 생각됩니다. 같이 시험 본 후배도 질문 두개 빼고 다 적었다고 했었는데 떨
어졌네요.
제가 채점방식 궁금해서 시험팀쪽에 물어봤었는데 답이 여러개인 경우 한개 쓴거랑 모두 쓴
경우 점수가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6년 4월 16일 오후 기관2급 b반
1 주기 슬로우다운 셧다운 조건
2 연료유 가압하는이유 베이퍼락
3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4 공조기는 선내의 무엇을 위해 기동 온도 습도
습도를 위한장치
5 모터 축정열방법
6 디플렉션 측정이유 허용 한도
7 냉동기 냉매부족시 현상
8 리스크에세스먼트 유험성평가서
9 툴박스미팅
10 작업안전허가서 종류
11 전기작업시 주의사항
12 영작
연소상태를 알기위해 주기모든실린더의 수인선도를 측정하였다
13 와이 델타 기동
14 모터가 단선됐을경우 기동중 휴지중 둘다
15 저온부식
16 밸브타펫
17.피스톤을 발출하고 각부 소제, 검사후 피스톤링과 피스톤홈을 계측하고
피스톤링은 새것으로 교체하였다
Took piston out of No.x cylinder. Conducted overall check &cleaning. Renewed
piston ring by the result of measuring piston ring &groove
2016년 4월 16일 오후 기관2급 b반
주기 셧다운 항목,발전기배전반에 붙어있는 계기,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무효전력 단위
가 VAR인데 V가 뭐고 A가 뭐고 R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선체부식방지하는 방법(ICcp, 아연

판, 방식도료)
Mgps사용 전압(공선과 만선시 어떻게 다른가)
밸브 타펫이 규정보다 적을때 어떻게 되는가
Shaft grounding device도 물어보시구
Tool box meeting은 누가 주관하는가?
작업 위험도를 평가하는 서류의 적혀있는것
고소작업허가서에 있는 항목
저온부식 물어보셨고(방지법 까지)
영작은 no.1연료유 청정기의 비준판의 직경을 120mm로 갈았다 였습니다.
저는 직경을 안적고 changed gravity disc of no.1purifier to 120mm이렇게 적었습니다.
틀렀겠죠..?
cms 아이템중 개방 검사를 요하는 걸 말하나보네요. 예를 들어 3번 5번 7번 main bearing
이 due date일 경우, following main bearings are should be inspected along with
Class surveyor - No.3 &5 &7.
그리고 예를 들어 메인엔진 piston ovhl 일 경우, ovhl Piston of No. () cylinder for ME
&renewal piston ring which arranged by owner side along with all required job Please quote us lump sum cost.
Lump sum cost 라는 항목을 붙이지 않으면 도크작업 중간에 additional로 하나하나 다 청
구들어옵니다. 이를테면, transportation 이라든지 water jacket side cleaning &o-ring
exchange 라든지, 그러하므로 보통 DD specification을 작성할 경우엔 도크장에서 작업후
나오는 DD workdone report를 참조하여 각 항목을 하나하나 전부 넣는게 유리하지요.
예 맞아요 to be...예를 들어
2번 4번 및 6번 메인 베어링은 검사할수있도록 빼내고 유간극을 조종할것
NOS,2,4 &6 main bearing to be taken out for survey and oil clearance to be
adjusted
주기관의 연료펌프를 개방검사하고 흠입밸브와 토출밸브를 반반하게 다듬을것. 다음을 심품과
교환할것, 스필밸브2개 ,플랜저 및 부시2세트
Fuel pump of main engine to be overhauled, suction&delivery velves to be faced
up, and following to be renewed 2spill valves, 2 sets of plungers& bushes
냉동기 솔밸브 작동원리?

솔밸브 작동원리가 감온통에 의해 작동해서
팽창밸브 조절하는건가요?
아니면 서모스텟에 의해 밸브 열고닫혀서
컴프레서가 작동하는건가요?
냉동창고 온도가 thermostat 세팅치에 도달 (상승) -> Sol valve open ->line 내 냉매압력
상승 -> LP 상승 -> compressor running
솔밸브는 단순히 팽창밸브로 가는 냉매를 open/ close 시켜주는 것뿐입니다. 감온통과 솔밸
브는 무관합니다
이쪽계통의 선배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단순히 냉동기만 zoom-in 해서 파악하려하지 말고

zoom -out 해서 열교환의 원리를 공부해보세요. 열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
로 이동한다는 것 하나만 이해해도 기관실의 많은 기기들의 원리파악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솔밸브 감온통에의해 팽창밸브 자동조절 맞구요 , 고저압 스위치에 의해 콤퓨레셔 작동하는
것 맞습니다 둘다 증발기 출구에 부착
발전기 시스템오일 tbn값?

발전기오일 티비엔이

메인엔진시스템이랑 비슷한가요?
실린더유랑 비슷한가요?
주기:2행정 스터핑박스형, 발전기:4행정 트렁크 피스턴형 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는 2행정 저속 장행정 기관이 적용되면서 스터핑박스를 채용하게 되고 이는 연소 구역과
구동 구역이 나눠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소 잔류가스나 잔류물등이 스터핑박
스로 인해 구동구역의 시스템 오일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졌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tbn값 높은 실린더오일을 사용하고 대신 오염 가능성이 낮은 시스템 오
일은 tbn값이 낮은 오일을 사용합니다.
발전기는 고속회전이 필요하므로 스트록이 짧고 고속회전에 적합한 4행정 트렁크 피스턴형을
사용하는데 스터핑박스 처럼 구획을 구분할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
로 연소 잔류물이 시스템 오일과 섞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tbn값이 높은 시스템 오일을 사용
하는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tbn값은 결국 연소실의 잔류물에 의해 산성화를 막기 위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메이커에서 잘 계산해서 정하겠지만...일단 주기용 실린더오일과 발전기용 시스템오일은 같거
나 비슷한정도로 높은 tbn값 오일을 사용하겠지요. 다만, 둘다 연소실안에서 연소,소실되는
양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발전기에서는 시스템 오일이 실린더오일의 역할을 같이 하기 때
문에 시스템 오일의 소모가 많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 보충 주기가 짧은 것처럼 채감되
는 것입니다. 자주 교환해서 라기 보다 주기와 발전기의 형식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는
게tbn값은 결국 연소실의 잔류물에 의해 산성화를 막기 위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메이커에서 잘 계산해서 정하겠지만...일단 주기용 실린더오일과 발전기용 시스템오일은 같거
나 비슷한정도로 높은 tbn값 오일을 사용하겠지요. 다만, 둘다 연소실안에서 연소,소실되는
양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발전기에서는 시스템 오일이 실린더오일의 역할을 같이 하기 때
문에 시스템 오일의 소모가 많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 보충 주기가 짧은 것처럼 채감되
는 것입니다. 자주 교환해서 라기 보다 주기와 발전기의 형식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거 같군요.
실린더오일과 시스템오일 차이점부터 아셔야할듯
아이오와님 주기관 실린더유 tbn 80을 쓰는 이유를 알고싶네요
보통 70-80 왜 이렇게 쓸까요?

2016년 3월 26일 2급 면접
기울기가 다른 이유는 1번선은 프로펠러의 법칙(출력은 회전수3승에 비례한다)에 따라 증가하
고 4번선은 그렇지 않기떄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번은 잘 모르겠네요..? 질문자체가 명확하
지 않은거 같은데요? 몇번 선인지도 안나와있구 %로 답하는건지 아님 kw등의 단위로 말하는
건지??
선박 벙커샘플보관기간은? 1년
온도컨트롤러에서 sp가 셋팅치고 pv가 현재값인가요?
SV : Set Value (세팅값), SP(Set Point) 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PV : Present(process) Value (현재값)
소각기 trip조건?
1. 배기가스 high temp 알람 및 trip
2. 소각기 door 오픈 시 limit switch에 의한 정지
3. flame eye가 flame failure감지 했을 경우
4. waste oil tank low level일 경우
5. sequence failure
6. primary &control air low pressure
2016년 3월 26일 정기 1회 1급 기관사 오후반
•
1. 자신이 가장 최근 승선했던 engine type 을 쓰시오
2. 수인선도를 그리고 가로축과 세로축이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또한 만일 연료분사 시기를 빠르게 할경우 수인선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점선으로 그리시오
3.4bar , 4 mpa 를 kgf/cm2 으로 변화시키시오

4. 영어문제(제가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늘 나오던게 나왔어서,,) 4문제
5. 저온부식에 대해서 쓰시고 방지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어떤 분이 황함유량 낮은 연료유를 쓴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갖고서 그건 개인 차원에서 불
가능한 사항인데
그거 이외에 어떤것이 있는지 말해보라 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6. 사진을 보여주고 정압과급에과 유니플로우 소기 방식에대해서 아는지 물었고 그 정압과급
과 유니플로우소기 방식 특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부가적으로 배기변이 움직이는 원리 어떤
유체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7. 펌프에서 shaft alignment를 맞추는 방법에대해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shaft alignment의
간극은 몇에 허용이 되는가를 묻는 문제 (하도 오전반 사람들이 이 문제로 치였다고 했어서
저는 5/100 이라 기술했습니다
예전에 인스트럭션 북에서 본기억인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차이가 많을 경
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기술,,
8.crank case 내에 이상 소음이 발생했을때 조치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위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실제 상황에 대해서 묻는 문제를 여러가지 냈습니다)
crank case 내에 bearing 이 고착됬는지 engine을 멈추지 않고 알수 있는 방법
9. 특별해역 황함유량 배출 제한은 몇 % 인가?
2016.3.26. 기관 2급 오후 B반 면접후기
1) 선도에 나타난 각 선의 명칭이 무엇이냐 물으셨구요 - 저때는 1번 프로펠러 커브 라인하고 4번 토크
리치 라인이였고

2) 그 부하선도에서 프로펠러 커브 선과 토크리치선이 왜 평행하지 않은지 - 프로펠러 커브는
rpm의 3승에 비례하지만 토크리치 라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적었구요
3) 특정 부하를 주시면서 그때 rpm은 얼마인지
4)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두번째 문제는 ug type governor 을 사진으로 보여주시면서
5) 여기서 speed droop 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 두 발전기의 병렬운전시에 부하를 분배
하는 정도를 결정한다고 적어놨습니다6) compensator 의 역할은 무엇인지 - 가버너가 관리하는 발
전기 rpm의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 뭐 감도 를 결정한다

세번째로는 펌프 도면을 한장 주시면서
7) 무슨 펌프인지 - 저희때는 원심펌프 도면 보여주시더라구요
8) 이 펌프에서 어디가 고장나면 출구측에서 입구측으로 유체가 역류하는지 - 이건 그냥 잘
몰라서.. 전 임펠러라고 적었습니다;
네번째는 영작이였습니다
9) 주기 전 실린더의 타이로드 볼트와 초크 라이너를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log book
용)
10) 주기 스러스트 패드의 간극을 계측하고 간극을 맞춰라 (docking order용)
그리고 두번째 교수님께서는
1) Y-D 기동은 왜 하는 것인지
평소 전류에 비해 기동전류는 6~7배정도 뛰는데 Y기동시에 그 기동전류를 1/3으로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2) 발전기를 기동해서 병렬시킨다고 할 때 현재 auto로 acb투입이 안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투입시킬지 기동시부터 해서 설명하라
발전기 터닝 에어블로잉 하고 기동후 싱크로판넬가서 전압 주파수 확인하고, 동기 검정기가
시계방향으로 11시 30분 되게 GOVERNOR MANUAL로 raise lower 이용해서 맞추고 투입한
다고 적었습니다
3)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의 단위
유효는 kw 무효는 kvar 피상은 kva
4) a급화재 b급화재 c급화재 d급화재란 무엇인지
전 이걸 몰라서.. 찾아보니까 a는 일반 b는 유류 c는 전기 d는 금속 이라고 하네요
5) a-60 에서 60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방화벽 혹은 방화용 도어가 화염에 몇분이나 견딜 수 있는지? 여기서는 60분을 뜻한다고 적
었네요
타이로드가 무엇이냐, 초크 라이너가 무엇이냐, 타고 있던 선박의 시간마력당 연료유 소모율
이 얼마였냐, 쓰러스트 베어링 쓰러스트 패드의 역할이 무엇이냐 등
또 부하선도에서 각 점을 주시고 이 점에서 운전상태는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뭐 정상이면 혹은 비정상이면 이유는 무엇인가 정도
2016.3.26. 기관 2급 오후 B반 면접후기
1. 부하선도
1)곡선명칭 쓰기
2)rpm이 90%일때 부하는?
3)프로펠라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이유는?
2. 청정기의 유체 흐름도를 보여주며
1)유체의 명칭? air
2)C와 P의 명칭? compound gauge
pressure gauge
3. 발전기의 주파수가 심하게 움직이는 이유?
4. 대기오염물질은?
5. 유압회로에서 릴리프 밸브의 목적?
6. 영작 문제 2문제
그리고 다른 교수님의 질문은
1. speed drop
2. compensating
다이얼 조정 이유는?
3. 형광등 고장시 원인은? 답변 못함
4. IOPP 검사항목은? 헷갈림
5. ISPS의 항만, 회사, 선박 보안당담자의
약자? sso cso
2016년 1월 30일 1급 기관사

전부 A4 용지에 쓰는 서술형 입니다. (기억나는 내용만 써봅니다.)
1. Flow meter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래 항목을 물어봅니다.
1.1 최근 승선 선박의 연료 소비율, 실린더 오일 소비율을 단위와 함께 쓰시오. 170g/kwh,
0.70g/kwh
1.2 F.o serv. tank 온도가 85도 이고

1000LRTs 가 소모 되었을때 기름양 몇 Kg인가?

단 비중은 0.98이다.
{1-(85-15)x0.00063}x0.98x1000
1.3 IHP가 15000PS 일때 BHP는 얼마인가? BHP=기계효율 x IHP = 0.8 x 15000 = 12000
2.주기 연료 분사 밸브에서 F.O의 점도는? 13cst (mm2/s)
3.청수 팽창 탱크의 역할 5가지 이상 쓰시오.
4.냉동기 고압의 압력이 정상인지 판별하는 방법은?
5.주기의 Scav. limit와 토크 limit의 방법과 목적은?
6.PID 공기압 제어기에서 출력 압력 범위와 전기 제어기의 출력은?
7. F.O 계통도 그리기
2016년 1월 30일 2급기관 오후 c반
1 냉동기 팽창변에서리낄때 현상과조치.
2 저온부식
3 와이 델타결선이유
4 주기 에머전시스톱 이유 와 구체적온도 압력
5 바다에 투척하는 폐기물 과 빌지
6 모타와 펌프 축정열쎄팅법
7 봇쉬펌프 분해소제법?
8 전기도면 나눠주고 모타기동법
9

영작 황천항해로 주기rpm을 70으로 낯췄다

10 써머릴레이에 대해서 물었는데...
11토크리치 설명
2016.01.30 2급 기관사 오전 B반
1. 엔진 성능곡선
1) 이 곡선으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rpm
2) 그 이유는?
3) MCR일때 평균 유효압력은?
3) Pmax가 부하 75~100%에서 일정한 이유는?
2. 펌프 도면이 주어짐.
1) 이 펌프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 이모펌프
2) 도면위에 표시된 부분의 명칭과 역할은?
- 릴리프밸브였음.

3) 도면위에 표시된 부분의 차이는?
- 이부분은 잘 몰라서 대충 적었습니다.. ㅋ
3. 영작문제 (Dock Indent order)
- KR의 계속검사를 위해 중간축베어링을 분해하라. 대충 이거였던거 같은데
Intermediate shaft to be disassembled for KR's CMS.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두로는 위의 1번 엔진성능곡선에서 저희가 접은 답안에 따라 이렇게 적었는데 왜 그
렇게 적었는지 맞다고 생각하는지, 본선에서 사용했던 엔진과 비교했을 때 어떠했는지 이런문
제를 물으셨고, 그 다음으로는 엔진 마력곡선(토크리치 제한선이 그려진 곡선)을 띄우시고 각
점들에 대해 한명씩 물어보셨습니다. 이 점의 문제는 무엇인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해야하는
지? 아 그리고 계속검사가 뭔지 물어보셨습니다. ㅋ
여기까지가 첫번째 교수님이셨고, 두번째 교수님 문제는
1. Em'cy Strop button, Preference trip에 대해 적으시오.
2.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에 대해 적으시고 각각 단위까지 적으시오.
3. 기관의 위험회전수에 대해 적으시오.
2016년 1월 30일 상시1회 오전 B반 1급 기관사
1. IHP가 3000이라고 할때 BHP 구하는 공식
(실제 계산까지는 필요없고 대충 공식만 써도 인정해줍니다.)
저는IHP X 기계효율 이라고 씀,
2. 다음선도에서빨간 점이 가르키는 부분이 정상적인 영역이냐 마냑 그렇다면 왜 그렇느냐
다음중 어떨때 가장 효율이 좋은가? 그 이유는 ?
3. F.O HEATER 라인 보여주며 입력 AIR 압력 실제 작동 AIR 압력
실제 입력은 CONTROL AIR 7킬로 입력되서 작동 압력은 0.2~1.0 킬로로 작동합니다.
다른책에서는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해 0.2~1.04킬로라고 봤는데 전 0.2~1.0 이라고 씀
4. 3,5실린더의 크랭크핀 베어링 메인 베어링 검사 준비할것
.M/E 홀딩 다운 볼트와 초크 라이너를 검사할것
맨날 적는거니까 간단히 적음.
5. BLOW BY 원인과 일어날때의 현상 요것도 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