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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도면 관리에 대한 등록 및 출도, 보관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생산하기 위한 도면의 출도는 복사도로 하며, 
도면 번호의 부여는 도면 작성 후 검도와 승인 전에 
하여야 한다.

2. [출제의도] 도면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국제 규격과 
국가 규격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국가 규격 중 KS B 기계, KS C 전기, KS D 금속, 
KS E 광산, KS F 토건이며, IEC는 국제적으로 적용
하는 국제 전기 표준 회의 국제 규격이다.

3. [출제의도] 입체도를 보고 정투상도의 제3각법으로 
3면도를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정투상도의 제3각법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위쪽에는 
평면도, 오른쪽에 우측면도를 배치하여 도면을 작성
한다.

4. [출제의도] 전개도를 작도하는 방법과 제도 용구의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원통형의 물체는 평행선법으로 전개하고, 곡선을 
작도할 때에는 운형자를 사용하며, 각 점을 등분할 
때에는 디바이더를 사용한다.

5. [출제의도] CAD 시스템에서 평면도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좌표 입력 방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CAD 시스템의 좌표 입력은 절대좌표(X좌표,Y좌표), 
상대좌표(@X좌표,Y좌표), 극좌표(@길이<각도)의 
방법으로 입력한다.

6. [출제의도] 도면을 보고 도면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전자 제품에서 여러 개의 전자 부품이 상호 
접속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ㄱ에 해당하며, 
(나)는 공정도로 제조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공정의 
가공 방법, 사용 공구 및 치수 등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ㄴ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치수 기입 원칙을 도면에 적용하는 방법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도면의 치수 기입 원칙은 길이의 크기와 자세 및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며, 치수는 주 투상도에 집중
하여 기입한다. 치수는 중복 기입을 피하며, 계산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하여야 한다.

8. [출제의도] 제3각법의 평면도를 보고 입체도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오답풀이] <보기> ㄱ의 입체도는 십자 모양의 윗면
에 수평으로 되어 있어 제시된 평면도와 같이 나타
낼 수 없으며 ㄹ은 왼쪽 하단 부분이 없다.

9. [출제의도] 투시도법에 대한 원리와 적용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투시도법은 물체의 앞 또는 뒤에 화면을 놓고 시점
에서 물체를 본 시선이 화면과 만나는 각 점을 연결
하여 눈에 비치는 모양과 같게 그리는 방법이다. 
(가)는 1소점으로 평행투시도법을 적용하였으며, 
(나)는 2소점 투시도이다. 투시도는 사실적이며, 

사진이나 사생도에 속한다.
10. [출제의도] 제시된 입체도를 보고 3면도를 작성할 

때 제도 용지에 대한 척도를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입체도의 정면도 180×300, 평면도 180×120, 우측면도 
120×300으로 3면도의 전체 크기는 300×420로 A3 
용지를 사용할 경우, 척도를 1:2로 적용하여야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정투상도로 도면을 작성할 때 한 곳에 
두 개 이상의 선이 겹치는 경우 선의 우선 순위를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오답풀이] 평면도의 중심선과 외형선이 겹치는 경우 
외형선으로 작도하고, 우측면도에서는 중심선, 숨은
선이 겹치는 경우 숨은선으로 작도하여야 한다.

12. [출제의도] 조립도를 보고 기계 요소의 단면 표시와 
해칭의 방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오답풀이] (가)의 와셔와 같은 KS 규격품은 해칭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의 부품은 평행
핀이다. 

13. [출제의도] 주어진 원을 이용하여 내접하는 정팔각형
의 작도 순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팔각형은 주어진 원에 수직선 긋기 → 각을 2등분
하기 → 연장선 긋기 → 원주상의 교점 연결하기 
순서로 작도한다.

14. [출제의도] 입체도를 절단하는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단면도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절단면의 시점은 화살표 방향으로 시점을 보고, 단면을 
해칭하여 단면도를 작성한다.

15. [출제의도] 물체의 형태에 따라 스케치 방법 및 측정 
요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오답풀이] 스케치도는 스케치 용구를 이용하여 
프리핸드로 그리는 것이다. ㄴ은 컴퍼스와 삼각자의 
제도용구를 사용하였으므로 오답이다.

16. [출제의도] 입체도를 보고 정면도의 선택에 따라 
투상도를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정면도 (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ㄱ과 같은 우측면도, 
(나)를 선택하는 경우 ㄴ과 같은 사선이 있는 우측
면도로 표현된다.

17. [출제의도] 평면도법으로 작도된 타원을 보고 제도
용구의 사용 방법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오답풀이] 평면도법의 직선은 삼각자, 원은 컴퍼스를 
사용하며, 원호 CD와 원호 EF는 축척자를 사용하지 
않고 컴퍼스를 사용하여 작도하므로 오답이다.

18. [출제의도] 정투상도로 작성된 도면을 보고 검도에 
대한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도면의 척도는 축척을 사용하였고, 치수 누락과 중복 
기입은 없으며, 투상도의 선택은 정면도, 평면도로 
물체를 표현할 수 있다. 눈 → 투상면 → 물체의 순서로 
배열된 제3각법을 사용하였다.

19. [출제의도] 제3각법으로 평면도, 측면도를 제시하고 
정면도를 탐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오답풀이] (가) 투상도에 대한 정면도는 ㄴ이고, 
(나) 투상도에 대한 정면도는 ㄱ, ㄷ으로 정답은 
③이다.

20. [출제의도] 작성된 도면을 보고 도면에 대한 종합
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오답풀이] (가)의 치수기입은 5- 10이 아니고 
8-∅10으로 기입하고, 본체의 재질 SM 45C는 기계
구조용 탄소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