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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도면에 대한 내용을 보고 종류와 설명을 
파악한다.

도면에서 (가)는 제품의 구조, 원리 등을 나
타내는 설명도이며, (나)는 유체의 흐름을 나타내는 
장치도(계통도)이다.

2. [출제의도] 치수 기입된 정투상도의 치수를 변경할 
때 치수에 입체도를 적용한다.
4-8×45°는 4-R8로 수정하여 모서리가 라운딩되며, 
4-∅10은 6-∅10으로 수정하면 구멍의 개수가 4개
에서 6개로 나타난다. ∅40을 □40으로 수정하면 원
기둥이 사각 기둥으로 설계 변경된다.

3. [출제의도] 정투상도에 대한 입체 형틀을 만들고, 제
품에 적용한다.
파라핀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의 정투상도에서 정면
도, 평면도, 우측면도에 대한 숨은선의 위치로 형성된 
제품 형상에 관한 정답은 ①이다.

4. [출제의도] 제도의 표준을 이해하고 국제 및 국가 기
호를 파악한다.
국가 표준에서 JIS는 일본 표준, ANSI는 미국 표준, 
ISO는 국제 표준화 기구이다. KS D는 한국 산업 표
준 분류에서 금속 부문에 해당한다.

5. [출제의도] 정면도에 대한 형상을 이해하고 평면도에 
적용한다.
<보기> ㄴ과 ㄹ은 평면도에서 숨은선이 표현되고, 
ㄱ과 ㄷ은 정면도에 대한 평면도가 바르게 표현된다.

6. [출제의도] 기계 장치의 조립도를 이해하고 부품의 
기능을 파악한다.
품번 3은 기어이고, 품번 5는 키로 회전체와 축에 고
정하여 회전력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품번 6은 너트
로 2개 이상의 부품을 결합하는 데 사용한다.

7. [출제의도] 정투상도를 작성할 때 평면도의 치수 기
입을 이해한다.
[오답풀이] 답지 ②는 왼쪽 치수 35가 중복이고, ③
은 왼쪽 치수 35, 아래 치수 20이 중복, ④는 왼쪽 
치수 70, 아래 치수 20이 중복, ⑤는 왼쪽 치수 70, 
아래 치수 30이 중복 치수 기입으로 오답이다.

8. [출제의도] 투상법 원리를 적용하여 투상면의 투상도
를 탐구한다.
투상도 (나)의 투상면에서 정면도(입화면), 우측면도
(측화면)를 적용하여 평면도에 그리면 정답은 ③이
다. 

9. [출제의도] CAD 시스템과 정투상도를 이해하고 설
계 변경에 적용한다.
정투상도의 우측면도를 제시된 좌표 입력으로 새로 
작성하면 우측면도는 직각삼각형의 모양이 된다. 따
라서 평면도와 새로 그린 우측면도를 적용하면 정면
도는 직사각형이 된다.

10. [출제의도] 입체도를 전(온)단면도로 절단할 때 단
면 모양을 이해한다.
입체도를 전(온)단면도 A-A로 절단하여 화살표 방
향의 시점에서 보면 6개는 절단면에 구멍이 표시되
고, 앞 쪽 4개의 구멍은 절단면에 중심선만으로 표시 
된다. 

11. [출제의도] 제3각법의 치수 기입에 대한 원리를 이

해하고 파악한다.
정면도는 전(온)단면도이고, 평면도와 우측면도는 대
칭 도형의 생략법으로 작성되었다. 우측면도의 참고
치수는 (45)이다. 4-∅15는 구멍이 2개이므로 2-∅
15로 수정한다.

12. [출제의도] 정투상도에서 투상법의 원리를 특수 투
상도에 적용한다.
[조건 1]은 정투상도에 대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
도이며, [조건 2]는 특수 투상도의 2소점 투시 투상
도로 조건에 해당되는 정답은 ③이다.

13. [출제의도] 조립도를 분해하고 부품에 대한 스케치 
방법을 이해한다.
평면 A면은 프린트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원통 B의 
외경은 버니어켈리퍼스로 측정할 수 있으며, 곡면 C
는 본뜨기법으로 외형의 형상을 따라 그릴 수 있다. 
스케치도에서는 컴퍼스를 사용할 수 없다.

14. [출제의도] 평면도형을 작도하고 제도 용지의 크기
에 적용한다.
그려진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의 대
각선 길이는 배이다. 따라서 사각형 CDEF는 짧
은 변이 210 mm, 긴 변은 297 mm가 되어 A4 용지 
크기와 같다.

15. [출제의도] 전자 회로도를 보고 부품의 종류와 기
능을 이해한다.
조립 부품의 (가)는 전해 콘덴서이며 수량이 1개이
고, (나)는 다이오드로 전류를 한 쪽 방향으로만 흐
르게 하는 소자이다. (다)는 저항이고 (라)는 트랜지
스터이다. 저항은 수동형 소자이고, 다이오드와 트랜
지스터는 능동형 소자이다.

16. [출제의도] 도면의 작성 순서에 따라 투상도를 탐
구한다.
1단계는 제3각법의 기호이며, 2단계에서 척도를 적용
하면 크기는 400×550으로 A3 용지를 사용할 수 없
다. 4단계에서는 평면도와 우측면도에 숨은선이 표현
되며, 5단계에서는 정면도의 가로 전체 치수는 척도
에 관계없이 실제 치수인 70으로 기입한다.

17. [출제의도] 제3각법으로 투상도를 작도하는 방법과 
투상선을 이해한다.
면 A는 우측면도에서 숨은선, 선 B는 평면도에서 외
형선으로 표시된다. 면 C는 평면도에서 면, 우측면도
에서 외형선으로 표시되며, 선 D는 평면도에서는 외
형선, 우측면도에서는 점으로 표현된다.

18. [출제의도] 상관체의 전개 방법과 제도 용구를 이
해한다.
그림 (가)의 입체도 A는 삼각형법, B는 평행선법으
로 전개할 수 있으며, (나)는 삼각형법의 전개도이다. 
(가)의 정면도에서 상관선은 직선이고, A와 B의 전
개도를 그릴 때 컴퍼스를 사용한다.

19. [출제의도] 제3각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입
체에 적용한다.
<보기> ㄴ은 정면도에 대하여 우측면도에 세로 외형
선이 나타나며, ㄹ은 우측면도에 왼쪽으로 외형선이 
사선으로 표현된다. 

20. [출제의도] 검도 도면에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도면에서 정면도의 구멍 위치 치수 기입이 누락되었
으며, 우측면도에서 외형선은 숨은선으로 표현되고, 
도면의 양식에는 표제란이 누락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