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M/E 사진보고 문,답 적기 ( 1 ~ 10 )
1. 메인 엔진의 연료 분사 시기가 늦어지면 최고 압력과 배기온도의 상관 관계는 ? (반대도 생각 요함)
* 압축 압력 떨어지고 배기 온도는 상승 한다
2. 소기 온도 낯추는 기준 3가지 ?
* 냉각수량 조절, 기관 회전수, 기관실 온도
3. M/E PISTON 냉각 방식과 L.O 순환도를 적으시오 ?
* SYSTEM OIL 냉각
* SUMP TK → P.P → COOLER → AUTO FITER → M.E ( CRANK SHFT → CONROD
→ X-HAND → PISTON ROD → PISTON )
4. 엔진 마력 구하는 선도와 그 선도에서 마력을 구하는데 필요한 3가지 이상과
연료 소비율을 구하는데 필요한 것 3가지이상을 적으시오 ?
* P-V 선도,
엔진 회전수,유효 압력, 체적,
시간, 일량, 소모량.
5. 장행정 엔진이 열효율이 높은 이유 2가지 ?
* 유효 행정의 증대, 냉각 손실 감소, 연소 상태의 개선, 연소 시간이 길어 저질유도 완전 연소.
6. 승선한 본선 연료 소비율과 실린더 오일 소비율을 단위와 같이 적으시오 ?
* 연료 139 g/Ps.hr, 오일 0.125 g/Ps.hr(마력당 연료 소모량) 178g/kw.hr,,,0.95~1.5g/kw.hr
7. 사진의 엔진에서 소기 방식과 과급 방식을 적으시오 ?
* 유니플로 소기 방식 / 정압 과급
* 단류 소기식으로 소기의 유동 방향이 한 방향이며 후급기가 가능하고 소기 효율이 높다.
8. 크랭크 챔버와 연소실을 SEAL을 해주는 장치 ?
* STUFFING BOX
9. M/E 연료류 점도 ?
* HFO 380cst(센티 스토크)mm2/s, 동점도 11~14cst 유지를 위해 138~142℃로 HEATING
27. M/E ㅡ MAKER, MODEL, RPM, 엔진 마력, 경력
10. 청정기에서 저압수/고압수/봉수의 역할과 들어가는 순서?
STX MAN B&W 6S35MC, 케미컬 1기사(2급 면허) ??년 ??개월
* 저압수 : BOWL CLOSE, 고압수 : BOWL OPEN
S (SUPOR LONG STROKE), MC (CAMSHAFT CONTROL ENG)
봉수 : 기름이 물 토출구로 빠져나가능것을 방지,
6060 마력 / 4440 KW, 8,515G/T,
저압수 → 봉수 → 고압수
MCR(100%ㅡ173RPM) , NCR(85%ㅡ164RPM)
11. 청정기의 청정유의 최적 점도 단위와 온도를 함게 적으시오?
27. 펌프 모터를 기동하는데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기동이되나
* 98℃ 24 cst(센티 스토크)mm2/s
손을떼면 기동이 정지하면 무엇이 고장인가 ?
12. 청정기의 댐링 사이즈 결정 조건을 적으시오 ?
* 유체의 온도와 비중, 통유량.
* 자기 유지 회로의 코일 및 접점 확인 및 신환
13. 온도 컨트롤러에서 2개의 바늘 역할 ?
29. P-max가 높을때 분사 타이밍 조정 방법 ? * 늦춘다
30. 법정검사
* 빨강 SP (SET PIONT) 설정치(셋팅 값)
= SV
녹색 PV (PRESENT VALUES) 목표치(현재 값)
* 정기, 중간, 임시, 임시 항해, 특별
31. 선급 검사
14. PSC 수검시 기관장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
* 중간 , 연차, 입거, 계속, 개조, 보일러
* OIL RECORD BOOK, ENGINE LOG BOOK
증서 : IOPP, IAPP, ISPS
32. PLA PRESSURE LOW ALARM
15. 연료류 순환 계통을 그리시오 ?
PT PRESSURE TRANSMITTER
ex) SERV TK, P.P, MIX TUBE, FM, HEATER, M.E
VC VISCOSITY CONTROLLER
* SERV TK → P.P → FM → HEATER → M.E → MIX TUBE
33. I.C.CP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DC24V를 선외에 부착된 ANODE에 흘려 선체 부식을 방지하는 장치.
→ SERV TK
16. 5MPa, 5bar, 5PSI, 5Kgf/Cm2
34. CRASH ASTERN이란 무엇인가 ?
위의 것을 Kgf/Cm2로 바꾸고 순서대로 적으시오 ?
* 위험상황 발생 시 FULL AHEAD 상태에서 STOP 명령없이 바로
FULL ASTERN을 사용하여 추진기를 반대로 돌리는 것이다.
* 5MPa(*10) > 5bar(*1.2) > 5Kgf > 5PSI(*0.5)
16. ACB 판넬에서 AIR COND` CIRCUIT BREAKER를 TRIP
35. 지압 선도
시키는 원인 3가지를 적으시오 ?
* PV 선도 실린더 내의 압력변하를 알수 있다.
* EM`CY STOP(적색), PREFERENTIAL TRIP(노랑),
수인 선도 압축 압력, 분사 및 발화 시기, 연소 상태등을 알수 있다.
16. ACB를 TRIP 시키는원인 2가지 RELAY를 적으시오 ?
연속 지압 선도 압축 압력의 상태 변화를 알수 얐다.
( BLACK OUT )
약 스프링 선도 흡 ,배기 밸브의 상태를 알수 있다.
* 단락전류(SHOT CIRCUIT CURRENT), 과전류(OVER CURRENT)
36. VIT란 ?
* 가변분사 시기 연료 분사 장치
접지보호(earth FAULT PROTECTION),
운전 중 엔진정지 없이 연료분사 타이밍을 조절하여 완전 연소를 유도
부족전압보호(UNDERVOLTAGE PROTECTION)
역전력 보호 (REVERSE POWER PROTECTION)
37. 피스톤 간극이 부적당할 때 일어나는 현상 ?
* 피스톤 간극이 크면 블루바이 발생하여 압축압력 감소, 출력 감소
19. 대기오염 규제 물질 4가지 ?
* NOx, SOx, CO, HC, 오존층 파괴 물질
피스톤 간극이 작으면 피스톤과 실린더의 마찰력 증가하고 온도 상승
20. 특별 해역 ?
38. 실린더 마모는 어느 방향에서 크게 발생하는가 ?
* 걸프만, 아텐만, 북해, 지중해, 남해, 흑해, 홍해, 발틱해
* 피스톤 측압이 작용하는 좌,우현 방향으로 발생.
21. SECA 지역
39. 주기관 시동장치의 DISTRIBUTOR를 설명하시오 ?
* 점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순서의 실린더에 시동공기를 들어갈 수
* 발틱해, 북해, ENGLISH CHANEL
22. 대기 오염 규제에서 일반 해역과 특별 해역의 수치를 적으시오. ?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
* 일반 해역 3.5%이하, 특별 해역 0.1%이하
40. 디젤기관의 노킹 이란 ?
23. MARPOL ANNEX 1,2,3,4,5,6장이 각각 무엇인가?
* 착화 늦음으로 연료가 한번에 연소하여 실린더 내의 압력 급상승.
* 1장 유류에 의한 오염
4장 오수에 의한 오염
착화 늦음을 짧게 한다, 세탄가 높은 연료 사용, 실린더 체적 증가.
2장 선적된 유해 액체 물질에 의한 오염 5장 쓰레기에 의한 오염
41. 고온 부식이란 ?
3장 포장된 유해 액체 물질에 의한 오염 6장 대기 오염에 의한 오염
* 연료 중에 바나듐이 고온에서 오산화 바나듐으로 되어 전열면에 부착해
24. 연료유 BDN에서 하기에 나열된 각 수치와 단위를 함께 적으시오 ?
윤활 피막을 깨고 부식시키는 현상.
연료류 종류, 비중, 인화점, 유동점, 황홤유량, 물 함유량, AL-SI 수치
42. 저온 부식 이란 ?
* 연료 주에 유황 성분이 수분(습기)등과 결합래 황산이 생성되면서 저온
* HFO380mm2/s, 0.9908kg/m3, 79.0℃, 9℃, 2.38%, 0.20%, 21ppm
25. 보일러 물 테스트 종류와 실시 이유 ?
열면에 부착하여 이 부분을 부식 시키는 현상(황산 노점 부식-180℃이하)
* ALKALINITY 고 알칼리에 의한 부식 방지
배기 가스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여 노점 발생하게 하지 않는다.
43. TURBO-CHARGER의 서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PHOSPHATE 인산염 농도를 측정하여 불순물 응결 방지.
* TURBO-CHARGER를 일정한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 토츨측의
PH
산성도 측정하여 약알칼리 유지

CHLORIDE
보일러 수 내의 염분 농도 확인
26 엔진의 한 실린더의 배기 온도가 높은 이유 ?
* 배기 밸브 누설, 연료 밸브 누설,

죄임볼트를 죄여가며 주기적인 변동이 일어나서 공기의 유량은
불안정하게 되고 이상 굉음을 일으키며 운전 불가능하게 되거나
TURBO-CHARGER의 손상을 일으킬 수있다.

44. 토크 리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 선체저항 증가시 같은 출력에서 회전수가 감소하면 회전력이
증가되므로 추진기와 기관에 과부하 상태로 나타나는 현상.
45. 배기가스 중 Nox의 절감 대책 ?
* 배기가스 재순환하여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거나, 소기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질산화물을 걸러내는 촉매제를 설치한다.
46. 배기가스 중 Sox의 절감 대책 ?
* 배기가스를 해수로 세척하거나 가성소다로 중화시켜 제거한다.
47. 기관 플레임에 부착된 릴리프 밸브(RELIEF VALVE)의 역할 ?
* 크랭크 케이스 내부에 과도한 압력 발생할때 릴리프 밸브가
자동으로 열려 과도한 압력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폭발 방지)
48. 주기관의 OIL MIST DETECTOR를 설명하시오 ?
* 크랭크 챔버에서 각 베어링이 이상 발열이 생길경우 윤활유가
증발하여 유증기가 많이 생성된다, 이 유증기를 PHOTO CELL이
감지하여 OIL MIST HIGH 알람이 발생하고 주기관을 셧다운시키는
역활을한다.
49. SHAFT GROUND DEVICE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 기관이 운전 중애는 윤할때문에 축에 유막이 형성되어 선체와
통전이 되지 않는다. 이로인해 전위차 부식이 발생되어 축에 부식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선체와 축을 접지시켜 전위차를 줄이는
창치이다.
50. 주기관 연료분사 펌프의 PUNCTURE VALVE를 설명하시오 ?
* 기관이 정지 할 경우 또는 SHUT DOWN 시그널이 작동한 경우
CONTROL AIR가 PUNCTURE VALVE에 들어가 피스톤 상부를 밀면
연료 분사 밸브로 연료가 공급되지 않게하고 바이패스 시킨다.
51. 보일러 수위를 조절하는 차압전송기(DPT)를 설명하시오 ?
* 보일러의 수위를 증기측과 수측의 차압을 측정하여 이 차압을
전위 4~20mA로 변환 시키는 장치이다.
52. 원심 펌프의 수량 조절 및 공동현상 방지 대책 ?
* 펌프 및 원동기의 회전수 조절, 펌프의 흡입.송출 밸브의 개도 조절.
53. 원심 펌프의 공동현상 이란 ?
* 임펠러의 회전이 빨라지면 날개 배면에 진공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나가는 물은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용존산소와 합해저
날개면의 일부에 침식을 일으키는 현상
54. 냉동기
* 유 분리기 -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에 설치
* 액 분리기 - 증발기 내에서 기화되지 못한 액체상태의 냉매를 바로
압축기 입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
* 배압 조정 밸브 - 온도가 다른 여러 개의 냉장고를 냉각 시킬경우
냉동기의 흡입압력에 관계없이 냉각관 내의 냉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증발기의 출구 측에 배압 조절 밸브를 설치한다.
* 냉동기 콤퓨래셔의 흡입측 서리 발생시 팽창변을 스로틀하거나
콤퓨레셔의 부하를 줄인다. 증발관을 제상한다.
55. M.G.P.S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SEA CHEST에 화학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입하거나 해수를 전기
분해하여 해수관에 생성되는 해양 생물을 살균시키는 장치
56. 용접 작업 시 주의사항을 적으시오 ?
* 작업허가서 작성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허락을 득한후 작업 할것
화재 발생 원인을 제거, 지속적인 통풍 유지, 감시원 배치
소화 장비 비치, 작업 후에도 최소 30분 용접 부위 체크.
57. 밀폐 작업 시 주의사항을 적으시오 ?
* 작업허가서 작성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허락을 득한후 작업 할것
지속적인 환기, 감시원 배치, 가스 및 산소 농도 체크
방폭형 장비 사용, 작업 전.후 작업자 이상 유.무 체크
58. 전기 작업 시 주의사항을 적으시오 ?
* 작업허가서 작성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허락을 득한후 작업 할것
절연 장갑 및 보호장구 착용, 전압 체크 후 작업
전원 차단 후 배전반에 안전 명판(사용 불가,NO TOUCH) 부착
59. 고소 작업 사 주의사항을 적으시오 ?
* 작업허가서 작성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허락을 득한후 작업 할것
바닥에서 2m이상의 높이에서 하는 작업. 안전 장구 착용.
가이드 라인 설치, 감시원 배치, 작업장 주위 통행 제한,
60. 중량물 이동 작업 시 주의사항을 적으시오 ?
* 작업허가서 작성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허락을 득한후 작업 할것
안전 장구 착용, 기구 사용 시 상태 점검 및 허용 하중 체크,,
선체 동요로 넘어지지않도록 단단히 고박 할것.

1. 항해 중 NO.4 배기 밸브에서 배기가스가 누설하여 엔진을 정지하고
교환 수리 하였다
* Leskaged exhaust gas of No.4 exhaust valve,
Stopped engine & changed exhaust valve of repair spare
2. M/E SUMP TANK에 윤활유 500LTR를 보충하였다.
* Replenished 500liters of L.O into sump tank of M.E
3. 황천 항해로 주기의 RPM을 60으로 낮추고 M/E SUMP TANK에 L.O를
700LTR를 보충하였다.
* Reduced 60 RPM of M.E at rough sea
and Replenished 500liters of L.O into sump tank of M.E
4. 황천 항해로 연료 핸들을 8.0에서 7.0으로 낮추었다.
* Reduced full handle from 8.0 to 7.0 at rough sea
5. NO.2 냉각 청수 펌프를 돌리고 청수를 70℃까지 가열하였다.
* Started No.2 C.F.W pump and heated cooling fresh water to 70℃
6. 부산항을 떠나기 위해 스탠바이 하였다.
* S.B Engine for leaving port of Pusan.
7. 오사카항을 출항(입항) 위해 스탠바이 하였다.
* S.B Engine for leaving(arriving) port of Osaka.
8. 연료류의 흡입 및 토출 측 스트레이너를 소제하였다.
* Cleaned suction & delivery strainers of F.O pump
9. 청수 펌프의 전기저항 검사를 하였다 상태가 좋았다.
* Measured insulation resistance of F.W pump motor and found
in good condition
10. 기름 100톤을 NO.1탱크에서 NO.2탱크올 이송하였다.
* Transferred 100 m.t of F.O from No.1 tank to No.2 tank
11. 주기의 모든 실린더로부터 인디케이터 선도를 탈취하여 연소상태를
검사하였다
* Took indicator cards for all cylinder of M.E
to check burning condition
12. 발전기의 냉각 해수 펌프의 메카니켈 씰을 새것으로 바꾸었다.
* Renewed mechanical seal of cooling sea water pump for G.E
13. 주기의 실린더 라이너의 마모 정도를 계측하고 기록했다.
* Measured and noted wear down of the cylinder for M.E
14. 황천 항해로 주기 회전수를 250으로 낮추었다.
* Decreased RPM to 250 for rough weather
15. No.2 해수 펌프 출구 파이프 누설로 인하여 용접 수리 후 도장 하였다.
* Laekaged Outlet pipe of No.2 S.W p.p to painted after welding repair

2016.01.30일 1급 오후반에 나온문제.
1, 같은 내용인데 정확한 생각이 안남.
6. 연료 소비율---178g/kw.hr
7. 소기 방식과 과급 방식을 적으시오
8. STUFFING BOX의 역할 및 구성품
13. 바늘 역할, 전류: 교류인지 직류인지 물어봄, 한가지는 생각이안남
29. 1번 실린더의 P-max가 낮을때 높이는 방법 및 선도를 그리고
전 실린더가 고르게 되었을 때 1번 실린더 선도를 그리시오
36. VIT 역할 및 이점.
54. 냉동기 콤퓨래셔의 흡입측 서리 발생시 조치 및 저압 게이지의
ON, OFF 설정 값
## 가버너 사진 보여주고
소기 에어 라인이 연결 된 이유
2가지가 더있었으나 생각이 안남
## BOILER 정지되는 조건 5가지 이상.
## M.E CFW LINE 선 긋기 (예시: 팽창 탱크, 펌프, M.E, 쿨러)-그림 나옴.
## 영작
조수기 콘덴셔를 약품 소제 하였다.
메인 해수 출구가 새서 플렌지 가스겟을 교환 하였다.
잘 생각 안남) ??? 분해 소제하고 검사준비를 하였다

1.

엔진 성능 곡선

1) MCR 일 때 평균 유효압력?
주어진 조건에 STROKE 가 나와있고, 계산기가 있다면 계산 가능.
첫째. MCR일 때 기관 출력(축마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기계효율 및 RPM을 알수
있음.
둘째. 축마력과 기계효율로 지시마력을 구합니다.
셋째. 지시마력 공식은 Pmi*A*L*N / 75*60 ps
따라서 평균유효압력 Pmi 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PMAX가 부하 75~100%에서 일정한 이유?
VIT 부분부하에서부터 PMAX 값을 최대로 올리기 때문이다.
3) 축마력 구하기 (= M/E 출력 도출 방법)
BHP=IHP*기계효율

4) SFOC
=연료소비량/BHP (g/KW*h

g/ps*h)

5)연료효율이 가장 좋은 곳, 그 이유? (= 효율적인 RPM = 경제적인 RPM)
SFOC가 가장 낮은 곳 이다. 그 이유는 SFOC (연료소모율)은 축마력에 대한 연료소모량인데 그래
프와 같이 출력이 증가하지만 연료소모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연료대비에 좋은 힘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완전연소로 효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MCR일 때 기계효율
MCR 일 때 기관 출력 값(축마력) 을 따라 그래프에서 기계효율 값 읽어낸다.
7) 부하 75% 일 때 한 실린더당 300PS 이면 BHP?
부하 75% 일 때 그래프에서 기계효율 값을 읽어낸다.
BHP=기계효율*300PS*실린더개수

2. 부하선도, 프로펠라 성능곡선

1) 곡선명칭
1. 기관부하의 NOMAL POWER LINE
2. MEP Mean Effective Pressure 평균유효압력
3. Engine Speed Limit (rpm 103.3%)
4. Torque rich
5. Upper Mean Effective Pressure

MEP LINE과 MCR 점을 연결한 것

6. Recommendable Propeller Design Line.
7. Upper Limit Line (rpm 106%)
- 4,5 LINE와 상부 점선 사이 구간은 과부하 운전 구역이다.
- 3,4,5 LINE 사이 구역은 허용안전구역
- 4,5,6 LINE 사이 구역은 배가 짐을 선적한 상태이다. (LADEN)

- 3,6 LINE 사이 구역은 배가 BALLAST 상태이다.
A점- 기관 SPEED 100, POWER 100로 MCR 지점이다.
2) RPM 90% 일때, 부하
77%
3) 프로펠라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이유?
선체 저항 또는
4) 어디까지 RPM을 올릴 수 있는가?
5) 회사에서 빨리 오라고 했을 때 RPM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가
엔진성능곡선
6) 가장 효율적인 RPM
7) X 상태에서 운전해도 괜찮은지? 괜찮은 이유? 안 괜찮은 이유?
8) X 상태 일 때 회사에서 속력을 높여 오라고 요구한다. 몇 rpm까지 올릴수 있는가 이유?
9) 부하선도를 보고 각각의 선이 뜻하는 것, 한 점을 찍어 이 점이 정상운전 되는 점인지 만약 아
니라면 어느정도가 좋은지.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림을 보고 항상 1번 선과 평행하게 선을 긋고 그기에 맞게 대답하시
면 될꺼 같네요. 그림 1번 참조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