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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처음 승선한 실습 기관사가 선박 기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려

면 긴 시일과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현장과 유사한 환경하에서 짧은 시간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비상시 적절한 판단을 가능케 하도록 STCW-95 권고안을 따르는 여러 형태의 시뮬레이터가 개발되어 교육 훈련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1]∼[3].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관시뮬레이터는 대부분 외국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

문에 국제협약의 개정이나 기술발전사항 등을 바로 반영하기 힘든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습기관사가 보조 보일러와 배기보일러를 비롯한 기관실내 증기계통의 각종 장치간의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선박용 보조 보일러 시뮬레이터 개발에 대하여 논한다.

2.본론

실습기관사가 승선 실습기간 중 보조 보일러 운전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배기 보일러를 비롯한 기관실내 증기 계통

내 각종 장치간의 구체적 연관성을 쉽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또한 보조 보일러는 대개 자동으로 운전되고 있기 때문에 

수동 점화과정을 연습해 보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보조 보일러를 포함한 증기 계통을 시뮬레이터로 실현하여 보일

러의 자동/수동 및 점화/소화/운전 실습을 행하고 각 장치간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증기계통에 대

하여 질량평형과 열평형에 기초한 수학적 모델링을 행하고, 보조 보일러 버너제어에 대한 작동 흐름도를 정리한다. 이

를 바탕으로 시뮬레이터의 그래픽 화면을 구성한 후, 실제 운전 모습을 보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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