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곡률반경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국가기술자격검정필기시험문제
2005년 기사 2회 필기시험

의 열을 방출하였다. 내부에너지의 변화는?
수검번호

시험시간

자격종목 및 등급(선택분야)

종목코드

자동차정비기사

1070 2시간

22.실린더내의 유체가 68 kJ/㎏의 일을 받고 주위에 36 kJ/㎏

가. 휘어진 보의 각 부는 곡률반경이 모두 같다.

성명

문제지형별

A

나. 탄성계수에 반비례한다.

가. 32 kJ/㎏ 증가

나. 32 kJ/㎏ 감소

다. 굽힘모멘트가 클수록 곡률반경이 작게 된다.

다. 104 kJ/㎏ 증가

라. 104 kJ/㎏ 감소

라. 하중에 비례한다.

※ 시험문제지는 답안카드와 같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3.여름철 외기의 온도가 30℃일때 김치 냉장고의 내부를 5℃

15.다음 체결용 기계요소 중 조립된 보스(boss)를 축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것은?

7.기계요소에서 KS 규격 볼트 M20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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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터나사이며, 유효지름이 20 mm 이다.

가. 원뿔 키

나. 삼각형 세레이션

다. 슬라이딩 키

라. 인벌류우트 스플라인

나. 나사산의 각도가 60°이며, 볼트의 외경이 20 mm 이다.

1.끼워맞춤 공차에서 H6 g6 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다. 나사산의 각도가 60°이며, 볼트의 유효지름이 20 mm
이다.

16.인장 시험편의 시험 전의 지름이 14mm, 시험 후 절단된 지
름이 12.3mm 일 때 단면 수축률은 약 얼마인가?

라. 사다리꼴 나사이며, 나사산의 각도가 20°이다.

가. 축기준 6급 헐거운 끼워맞춤

가. 13.82%

나. 축기준 6급 억지 끼워맞춤
다. 구멍기준 6급 헐거운 끼워맞춤

8.직경이 20㎝와 30㎝의 파이프가 수직으로 직결되어 있다.
직경 30㎝ 파이프 내의 유속이 3.6m/sec 이면 직경 20㎝
파이프 내의 유속은 약 몇 m/sec 인가?

라. 구멍기준 6급 중간 끼워맞춤

2.비금속 기계재료로 투명성이 좋고 탄성이 크며, 햇빛에 노
출되어도 변색이 잘되지 않으므로 안전유리의 중간층 재료
로 사용되는 열가소성 수지는?

가. 7.2

나. 8.1

다. 9.6

나. 22.81%

다. 12.14%

라. 29.55%

17.폭 x 높이(30㎝ x 40㎝)의 단면을 가진 다음 단순보의 최
2

대 굽힘응력은 몇 ㎏f/㎝
한다.)

인가 ? (단, 보의 자중은 무시

나. 아크릴 수지

다. 베이클라이트

라. 폴리에스테르 수지

가. 50

나. 65

다. 75

다. 판재의 폭이 작고, 롤 반경이 큰 경우

18.모듈이 4인 두 외접 스퍼기어의 잇수를 각각 30, 50이라
나. 120

다. 140

라. 160

10.나사의 구멍을 통해 유체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너
트로 가장 적합한 것은?

19.금속에 외력이 가해질 때, 결정격자가 불안전하거나 결함
이 있으면 이동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 하
는가?

라. 키를 이용하는 방법
가. 홈붙이 너트

나. 원형 너트

다. 캡 너트

라. 플랜지 너트
가. 전위

마무리 다듬질용 수공구인 것은?

11.다음 중 압력 제어 밸브가 아닌 것은?
가. 스크류 드라이버

나. 스크레이퍼

다. 컴비네이션 플라이어

라. 분할 다이스

가. 릴리프 밸브

나. 카운터 밸런스 밸브

다. 체크 밸브

라. 시퀀스 밸브

나. 트윈

다. 변태

라. 응력

가. 노치효과

나. 마모효과

다. 치수효과

라. 표면상황 및 부식작용

가. 스트레이너

나. 어큐뮬레이터

나. 10.0

다. 11.25

라. 15.25

3

4900 N/m 일때 펌프일은? (단, 물의 비체적은 0.001 m /㎏
이다.)
가. -9.795 kJ/㎏

나. -15.173 kJ/㎏

다. -87.25 kJ/㎏

라. -180.52 kJ/㎏

27.냉동기에서 압축기 입구, 응축기 입구, 증발기 입구의 엔
탈피가 각각 387.2 kJ/kg, 435.1 kJ/kg, 241.8 kJ/kg 일
경우 성능계수는?
가. 3.0

나. 4.0

다. 5.0

라. 6.0

가. 약 2.09 kJ/㎏℃

나. 약 6.27 kJ/㎏℃

다. 약 10.5 kJ/㎏℃

라. 약 14.6 kJ/㎏℃

다. 인발(drawing)

라. 압출(extruding)

다. 보조 릴리프 필터

라. 바이패스 필터

29.증기 터빈 발전소가 이론적으로 최대 45%의 효율을 얻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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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때, 25℃의 강물을 응축기에서 사용할 때, 보일러의 온
도는 몇 도 이상이어야 하는가 ?

21.계가 온도 300 K인 주위로부터 단열되어 있고 주위에 대하
여 1200 kJ의 일을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13.다이캐스팅(die casting) 주조법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가. 계의 내부에너지는 1200 kJ 감소한다.

가. 주물 표면이 거칠고, 치수 정밀도가 낮다.

가. 형광 검사

나. 자력결함 검사

나.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다. 초음파 검사

라. 방사선 검사

다. 용융점이 높은 금속은 주조가 곤란하다.

다. 주위의 엔트로피는 4 kJ/K 증가한다.
라. 계와 주위를 합한 총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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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27.6℃

나. 250.6℃

다. 258.4℃

라. 268.7℃

30.표준 대기압은 대략 몇 kPa 인가?

나. 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라. 제품의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라. 일의 전달은 단열과정에서만 발생한다.

것은 ?

나. 압연(rolling)

오는 반응을 시간적 연관성이 있는 오실로스코프에 받아
기록하는 방법은?

다. 열전달은 등온과정에서만 발생한다.

가열하는데 836 kJ의 열량이 소요되었다. 이 가스의 분자
량이 2라고 한다면 정압비열은 얼마인가?

것은 ?

12.유압장치 부속기기류 중 유압탱크용 필터로 가장 적합한

가. 단조(forging)

6.용접부의 검사법 중 시험편 내에 있는 결함에서 반사되어

나. 사이클에서 총 엔트로피의 변화는 없다.

28.어느 이상기체 1 ㎏을 일정 체적 하에 20℃로부터 100℃로

20.피로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가장 관계가 적은

5.파이프 또는 봉재의 재료를 축방향으로 테이퍼 구멍같은
다이 구멍을 통과시켜며, 잡아 당겨서 다이 구멍의 최소
단면 치수로 가공하는 소성가공법은?

가. 2 개의 가역단열과정과 2 개의 가역등온과정으로 구성
된다.

할 때 중심거리는 몇(mm)인가?
가. 100

4.공구강의 끝부분에 날을 만든 것으로 평면이나 원통면의

것은?

2

가. 로크 너트를 이용하는 방법
다. 멈춤 나사를 이용하는 방법

24.카르노사이클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는

2
26.보일러 입구의 압력이 9800 kN/m 이고, 복수기의 압력이

라. 80

나. 판재의 폭이 크고, 롤 반경이 작은 경우
라. 판재의 폭과 롤 반경이 모두 작은 경우

나. 분할 핀을 이용하는 방법

라. 2.7 kW

가. 9.0

가. 판재의 폭과 롤 반경이 모두 큰 경우
에서 나사부품이 풀리지 않게 하는 방지책이 아닌 것은?

나. 0.37 kW

다. 0.54 kW

성능계수는?
폭 증가(spreading)가 가장 작게 될 수 있는 경우는?

3.항공기, 자동차, 공작기계 등 진동이 많이 일어나는 기계

가. 0.27 kW

25.-3℃에서 열을 흡수하여 27℃에 방열하는 냉동기의 최대

라. 12.0

9.판재의 두께가 정해져 있는 경우, 다음 중 압연시 소재의
가. 폴리 에칠렌

로 유지하기 위해 3kW의 열을 제거해야 한다. 필요한 최소
동력은 얼마인가 ?

가. 1.01 kPa

나. 10.1 kPa

다. 101 kPa

라. 1013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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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정상상태 정상유동 과정의 팽창밸브가 있다. 입구에 액체
가 유입되며, 이 과정을 스로틀로 간주할 수 있다. 입구
상태를 1, 출구 상태를 2로 각각 나타낼 때, 다음 중 어느
관계식이 가장 정확한가?
가. u1 = u2 (내부에너지)

나. h1 = h2 (엔탈피)

다. s1 = s2 (엔트로피)

라. v1 = v2 (비체적)

38.다음 그림과 같이 선형 스프링으로 지지되는 피스톤-실린

44.전자제어 자동변속기의 변속단 제어방법에 TCU(변속기 컴

51.디젤 노크의 방지책으로 맞는 것은?

퓨터)가 받는 정보가 아닌 것은?

더 장치 내부에 있는 기체를 가열하여 기체의 체적이 V1에

가. 실린더 내 온도를 낮춘다.

서 V2로 증가하였고, 압력은 P1에서 P2로 변화하였다. 이
때 기체가 피스톤에 행한 일은 어느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가?

가. 스로틀 개도

나. 인히비터 스위치

나. 압축비를 높인다.

다. 변속기 유온 센서

라. 흡기온 센서

다. 분사 초기에 연료 분사량을 증가시킨다.
라. 흡기압력을 낮춘다.

45.어떤 가솔린 기관의 제동 연료소비율이 350g/kWh이었다.
사용 연료의 저위 발열량 He가 42MJ/㎏일 때 열효율 ηe는
약 몇 %인가?

32.그림에서 t1 = 38℃, t2 = 150℃, t3 = 260℃이다. 이 사이

52.오버 드라이브를 설치하였을 때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가. 연료가 절약된다.

클의 열효율은?
(단, Cv = 0.172 ㎉/㎏㎉, Cp = 0.241 ㎉/㎏㎉ 이다.)

가. 18.6

나. 24.5

다. 22.8

라. 19.2

나. 타이어의 마모가 적게 된다.
다. 엔진의 운전이 조용하게 된다.

가. P2V2-P1V1

나. (P2V2-P1V1)/0.4

다. (P2+P1)(V2-V1)/2

라. P1V1 ln(V2/V1)

46.LSPV(load sensing proportional valve)의 기능에 대한 설

라. 엔진의 수명이 연장된다.

명 중 옳은 것은?

53.휠얼라인먼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앞차륜 브레이크 안전장치로 피시테일현상을 방지하
는 기구이다.

39.공기가 20 m/s의 속도로 풍차 속으로 유입되고, 6 m/s의
속도로 유출된다. 공기 1 kg 당 풍차가 한 일은?

가. 4.0 %

나. 4.2 %

다. 4.4 %

라. 4.8 %

33.직경 20 cm, 길이 5 m인 원통 외부에 5 cm 두께의 석면이
씌워져 있다. 석면 내면, 외면 온도가 각각 100℃, 20℃
이면 손실되는 열량은 몇 kcal/h인가?
(단, 석면의 열전도율은 0.1 kcal/mh℃ 로 가정한다.)
가. 620

나. 720

다. 820

라. 920

가. 182 J/kg

나. 224 J/kg

다. 241 J/kg

라. 340 J/kg

나. 전륜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배력작용을 할 수 있게 한
장치이다.
다. 뒷차축의 하중에 따라 뒷차륜 브레이크 회로의 압력을
조정하여 피시테일현상을 방지하는 기구이다.
라. 브레이크의 압력을 엔진의 회전속도와 차속에 맞추어
조정하여 제동 안정성을 주는 기구이다.

40.공기 10 kg이 정적 과정으로 20℃에서 250℃까지 온도가
변하였다. 이 경우 엔트로피의 변화는 얼마인가? (단, 공
기의 Cv = 0.717 kJ/kgK 이다.)
가. 약 2.39 kJ/K

나. 약 3.07 kJ/K

다. 약 4.15 kJ/K

라. 약 5.81 kJ/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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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기의 비열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41.전자제어 연료분사장치 엔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나. 단원자 기체의 비열비는 1.67로 일정하다.

것은?

다. 공기의 정압비열은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
라. 액체의 비열비는 1에 가깝다.

35.공기 표준 Brayton 사이클로 작동하는 이상적인 가스 터빈
이 있다. 이 터빈의 압축기로 0.1 MPa, 300 K의 공기가 들
어가서 0.5 MPa로 압축된다. 이 과정에서 175 kJ/kg의 일
이 소요된다. 열교환기를 통해 627 kJ/kg의 열이 들어가
공기를 1100 K로 가열한다. 이 공기가 터빈을 통과하면서
406 kJ/kg의 일을 얻는다. 이 시스템의 열효율은?

다. 공전속도가 감소할 때 점화시기를 지각시킨다.

가. 조향기어비는 일반적으로 대형자동차는 작게 되고 소
형 자동차는 크게 되어 있다.

나. 공회전 속도 제어를 위해 스텝모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나. 조향기어비를 크게 하면 조향핸들의 조작이 민속하게
된다.

다. 산소센서의 출력전압은 혼합기 농도에 따라 변화하는데
희박할 때보다 농후시 전압이 높다.
라. 점화시기는 점화 2차 코일의 전류에의해 결정되며, 크
랭크각 센서가 제어한다.

다. 불변

라. 감소

49.두축간의 각도변화를 융통성있게 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기
구는?

나. 5.7

다. 6.7

다. 연소실의 표면적이 최대가 되게 한다.

나. 유니버설 조인트(universal joint)

라. 압축행정에서 혼합기에 와류를 일으키게 한다.

다. 파워시프트(power shift)

라. 7.7

가. 116.6kW

나. 136.6kW

다. 153.3kW

라. 176.6kW

덴서가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을 어디에 가깝게 만들
어 주는 역할을 하는가?

가. 교류

나. 직류

다. 증폭전류

라. 교류성분전류

가. 140,000㎉/h

나. 315,000㎉/h

다. 70,000㎉/h

라. 385,000㎉/h

50.다음 중 4행정 디젤기관의 거버너 중 회전수와 부하에 따
라 변동하는 흡기매니폴드내의 부압을 이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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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다음 그림은 콘덴서 평활회로를 그린 것이다. 여기에서 콘

린더 블럭 입구의 물온도는 65℃, 출구에서의 온도는 75℃
, 라디에이터를 통해 흐르는 기체의 평균온도는 20℃일 때
냉각장치에 의해 소모되는 열량은?

라. 크로스멤버 (cross member)

은 몇 kW인가? (단, 1 냉동톤은 3.85 kW이다.)
가. 4.4

가. 스테이빌라이저(stabilizer)

43.시간당 30kg의 연료를 소비하는 열효율 40%의 기관이 있다

37.6 냉동톤 냉동기의 성적계수가 3 이다. 이때 필요한 동력

라. 200Ω

56.4행정 6기통 기관이 7000㎉/h로 수냉되고 있다. 기관의 실

나. 가열되기 쉬운 돌출부를 두지 않는다.

. 가솔린연료의 발열량을 46MJ/kg이라 할 때 이 기관의 동
력은 얼마나 되는가?

다. 22.22Ω

라. 조향기어비를 작게 하면 가역성의 경향이 크게 된다.

라. 0.65

36.이상기체의 등온 과정에서 압력이 증가하면 엔탈피는?

나. 2.22Ω

다. 조향기어비를 크게 하면 조향핸들의 조작에 큰 회전력
이 필요하다.

가. 화염전파에 요하는 시간을 가능한한 짧게 한다.

나. 증가

은 200Ω 이며, 이 전류계에 분류기를 연결하여 10mA 범위
내의 전류를 측정하고자 한다면 분류기 저항을 알맞게 선
택한 것은?

48.조향기어비에 대한 문제 중 맞는 것은?

가. 흡기 온도센서 신호는 연료 증량시 보정신호로 사용된
다.

42.연소실 설계상의 요점을 설명한 것 중 맞지 않는 것은?

가. 증가 또는 감소

라. 캐스터는 앞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킨다.

가. 2Ω

라. 기관 토크를 감소시키려면 점화시기를 지각시킨다.

다. 0.50

다. 캐스터는 주행 중 조향바퀴에 방향성을 준다.

가. 시동시 최적의 점화시기는 TDC 근처이다.

34.비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나. 0.37

나. 캠버는 수직방향의 하중에 의한 앞차축의 휨을 방지한
다.

54.어떤 전류계의 측정범위는 1mA이다. 이 전류계의 내부저항
47.전자제어 기관의 점화시기 보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 공전속도가 감소할 때 점화시기를 진각시킨다.

가. 0.28

가. 캠버는 조향축 경사와 함께 조향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한다.

57.도체의 저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가. 기계식 거버너

나. 공기식 거버너

가. 무게에 비례

나. 길이에 비례

다. 고정식 거버너

라. 전속도 거버너

다. 단면적에 반비례

라. 고유 저항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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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STD 80.0mm인 실린더 내경을 측정한 결과, 최소값은 80.26

국가기술자격검정필기시험문제
2005년 기사 2회 필기시험

수검번호
시험시간

자격종목 및 등급(선택분야)

종목코드

자동차정비기사

1070 2시간

가. 제1속 및 후진시

성명

문제지형별

A

가. O/S 80.25mm

나. O/S 80.50mm

나. 엔진 브레이크시

다. O/S 80.75mm

라. O/S 90.00mm

다. 엔진 회전수 800RPM 이하시
라. 스로틀 밸브의 열림이 작은 고속시

68.밸브 스탬이 갖추어야할 조건이 아닌 것은?

※ 시험문제지는 답안카드와 같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열전달 면적을 크게하기 위해 지름을 크게해야 한다.

58.다음 중 ABS 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구성품이 아닌 것은?
가. 차고 센서

나. 휠 스피드 센서

다. 유압 모듈레이터

라. ABS 경고등

62.어떤 4사이클 6기통 디젤엔진에서 연료 분사펌프의 제어래
크를 전부하 상태로 하고, 최대 회전수를 1400rpm으로 분
사량을 시험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수정
해야 할 실린더는?

59.다음 중 조향장치의 구비조건이 아닌 것은?

실린더

1

2

3

4

5

6

CC

100

101

97

95

100

104

가. 조향조작이 주행 중의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가. 3,4번

나. 2,6번

나. 조향핸들의 회전과 바퀴의 선회 차이가 클 것

다. 4,6번

라. 3,6번

다. 고속 주행에서도 조향 핸들이 안정될 것
라. 선회시 회전각과 선회 반경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을
것

나. 증발가스제어시스템 - HC저감

라. 밸브가 무거우면 안된다.

다. 삼원촉매장치 - CO, HC, NOx저감

가. 1번 점화플러그는 정상적으로 강하게 튄다.

라. 1번 점화플러그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 충전 경고등이 단선되었을 때

나. 라인압이 너무 낮으면 변속시기가 빠르게 이루어진다

가. ECU 내는 풀업저항이 걸려 있다.

다. 토크 컨버터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나. ECU 내는 TTL 회로이다.

라. 고정된 후 토크 컨버터와 반대방향으로 회전한다.

다. 라인압이 너무 높으면 변속 쇼크가 있고 변속점이 높
아진다.
라. 라인압이 낮으면 D, R 레인지에서 스톨 포인트가 낮
아져 클러치 슬립이 발생하며 다운 시프트가 불량해
진다.

71.전자제어 차량의 인젝터 파형을 분석하여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다. 이 회로는 아날로그 회로이다.

65.400m의 구간을 통과하는데 20초가 걸린 어느 자동차의 연
료소비량은 30cc였다. 연료 소비율은 몇km/雜인가?

가. 인젝터 입력 전압

나. 인젝터 서지전압

다. 연료분사 시간

라. 연료 분사량

72.자동차용 교류발전기에서 교류회로의 전력을 구하는 공식

제 4 과목 : 자동차정비

가. 10km/雜

나. 11km/雜

다. 12km/雜

라. 13km/雜

은? (단, 전압:E, 전류:I)
EＩ
ℓℓℓℓ
ℓ
㎼ℓℓ
3ℓ
ℓℓℓℓℓℓ
㎼3 Ｉ
다. P = ℓℓℓℓℓℓℓℓ
E

가. P =

66.12V - 60AH의 축전지에 12V 용 45W의 전구 4개를 그림과
61.화물자동차의 브레이크 페달을 놓아도 앞뒤바퀴의 모든 제

같이 배선하였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동이 풀리지 않는다. 그 원인과 대책 중 표현이 잘못된 것
은?

라. 커플링(Coupling)형식

78.전자제어 가솔린 차량의 연료 펌프에서, 연료 공급 라인이
막혔을 경우 연료 펌프내의 연료압력이 높아져 연료펌프내
의 부품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은?
가. 첵 밸브

나. 제한 밸브

다. 릴리프 밸브

라. 솔레노이드 밸브

79.동력 조향장치의 구조 중에서 동력부가 고장났을 때 수동
조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가. 릴리프 밸브

나. 유량 조절 밸브

다. 압력 조절 밸브

라. 안전 체크 밸브

80.정밀도 검사용 기계 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속도계 시험기

㎼ℓℓℓℓℓ
3 E
ℓ
나. P = ℓℓℓℓℓℓℓ
Ｉ
ℓℓℓ
라. P = ㎼ 3 EＩ

나. 소음 측정기
다. 등판 경사각도 측정기
라. 매연 측정기

차량속도-차륜속도
가. SLIP율 = 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100
차량속도

나. 라이닝에 물이나 오일이 묻었을때 이므로 이를 세척하
거나 라이닝을 교환한다.

차륜속도-차량속도
나. SLIP율 = 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100
차륜속도

다. 페달의 리턴 스프링이 불량하므로 이를 교환한다.

차량속도-차륜속도
다. SLIP율 = 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100
차륜속도
가. 15A

나. 20A

다. 25A

라. 3.75A

차륜속도-차량속도
라. SLIP율 = 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100
차량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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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7H16

73.ABS에서 SLIP율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가. 마스터 실린더의 리턴 포트가 막힌것이다. 이를 청소
하거나 피스톤컵을 교환한다.

라. 휠 실린더의 피스톤 움직임이 불량하므로 피스톤이나
컵을 교환한다.

다. C3H8

다. 심프슨(Simpson)형식

가. 라인압은 거버너 압력과 함께 시프트 업 또는 시프트
다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압력이다.

나. 고정된다.

나. C6H14

나. 보그 워너(Borg warner)형식

다. 다이오드가 단선 되었을 때

가. 토크 컨버터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가. C8H16

가. 하이드라메틱(Hydramatic)형식

70.자동변속기의 라인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속에서 스테이터의 상태는?

76.자동차 연료인 가솔린의 구성 성분이 아닌 것은?

식이 사용되고 있다. 관계가 먼 것은?

다. 1번 점화플러그는 불꽃이 튀지 않는다.

나. 충전회로에 높은 저항이 있을 때

라. PCV장치 - NOx저감

77.자동차에 실용화되고 있는 유성기어 장치에는 여러가지 형

나. 1번 점화플러그의 불꽃도 희미하다.

64.자동변속기의 토크컨버터에서 커플링포인트를 상회하는 차

라. ECU 내는 CMOS 방식이다.

가. EGR시스템 - NOx저감

다. 헤드와 stem 연결 부분 곡율 반경을 적게한다.

여 1번 실린더가 압축 점화할 때 4번 점화플러그의 불꽃을
살펴보니 점화코일 등의 점화장치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불꽃이 희미하다. 1번 점화플러그는 어떤 상태인지 바르게
설명한 것은?

것은?

75.배출가스 저감장치와 배출가스를 짝지은 것 중 틀린 것은?

나. 마멸방지를 위해 경도가 커야 한다.

69.4기통 엔진 동시점화방식(DLI) 점화장치를 점검하기 위하

63.발전기 출력이 낮고 축전지 전압이 낮을 때 원인이 아닌
가. 스테이터 코일이 단락 되었을 때

60.다음 에어컨 스위치 회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74.주행 중 자동변속기의 댐퍼클러치가 작동되는 조건은?

mm, 최대값은 80.32mm이다. 보링한 다음의 피스톤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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