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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직 종 명 농업기계정비  과제명 다기통 농용 
디젤엔진정비 과제번호 제1과제

경기시간 120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요구사항
  1. 기관 분해, 점검, 측정, 조립 시동할 수 있는 공구, 계측기를 준비하고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르시오.
  2. 기관 분해, 점검, 측정, 조립 순서에 의하여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 분해하고 

심사위원의 확인 후 답안지를 작성하시오. 
  3. 선수는 답안지에 제시된 문항의 순서로 과제를 수행하시오.
  4. 시험위원이 지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시오.
  5. 답안지 작성이 완료되면 일일 점검사항을 준수하고 엔진을 시동하시오.
    (단, 3회 이내에 시동을 걸지 못하면, 1과제 전체 0점)
  6. 모든 정비제원은 제작회사 정비매뉴얼을 참고하며, 재원이 없는 경우는 일반제원을 

적용할 수 있다.

2. 선수 유의사항 
  1. 선수는 경기 전 엔진의 상태를 점검하고 답안지 내용을 확인한 후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를 시작하시오.
  2. 엔진을 분해, 점검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공구를 경기 개시 전에 미리 준비하여 놓으시오.
  3. 선수는 답안지 지시 사항을 잘 숙지하고, 다른 선수를 배려하는 심정으로 기계에 고장이 

없도록 유의 하시오.
  4. 답안지 기재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1개소 1회에 한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심사위원장의 

날인을 받아야 채점대상이 된다.
  5. 경기 도중 타인과 대화를 하거나 타인의 답안지를 보고 답안지를 작성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6. 답안지 작성이 끝나면, 엔진을 정지하고 난 후 답안지를 심사위원에게 제출하고 주변을 

정리정돈 하시오.
  7. 경기 중 안전사고와 화재에 유의하여 경기에 임하시오.
  8. 경기 도중 또는 종료 시에 선수로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예: 욕설 및 헬멧, 공구 등을 

집어던지는 행동 등)를 하면 심사위원 전체의 합의하에 『출전자격박탈』처리 할 수 있다.
  9. 경기 중 공구 준비 미흡이나 공구 파손으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하에 경기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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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작업과제1) : 다기통 농용 디젤엔진 정비 경기 답안지 (선수용 )

선수번호(비번호) 심사위원 날인

작업시간
시작시각 시     분

작업대 및 
기기번호종료시각 시     분

소요시간(분)

1. 기관 정비 시 확인 

구분 확인항목 표준값 조정(측정)값 판정 정답확인
(O,X)

1 1번 연료분사노즐 
분사압력 측정 양호 불량

2 1번 배기밸브 캠 양정 
측정 양호 불량

3 실린더 헤드볼트 
체결(소성체결법)

 ※ 답안지 작성을 하지 않음
(소성체결방법 평가)

4

밸브 스프링 측정(직각도) 양호 불량

밸브 스프링 측정(장력) 양호 불량

밸브 스프링 측정(자유고) 양호 불량

2. 기관 정비 후 확인사항 
구분 측정항목 표준값 조정(측정)값 판정 정답확인

(O,X)

1 엔진 최저회전속도 양호 불량

2 엔진 최고회전속도 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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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직 종 명 농업기계정비  과제명 트랙터정비 과제번호 제2과제

경기시간 120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요구사항
  1. 주어진 트랙터가 시동이 되지 않는다. 고장부위를 찾아 답안지에 기록 후 시동하시오. 
    (단, 1번 작업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하며 초과 시 0점 처리, 다음과제를 진행 할 수 없음)
  2. 트랙터의 자동화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 조치 후 답안지에 기록하고 정상 작동을 하시오.
  3. 수평제어장치에서 심사위원이 지시한 부품의 측정값을 답안지에 기록하고 정상 작동하시오.
  4. 심사위원이 지시한 위치의 조향핸들 릴리프압력을 측정하고 답안지를 작성하시오.

2. 선수 유의사항 

  1. 선수는 경기 전 트랙터의 상태를 점검하고 답안지 내용을 확인한 후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를 시작하시오.

  2. 공구와 계측기는 작업 개시 전에 미리 준비하여 놓으시오.
  3. 정확하게 작업하여 고장 발생이 없도록 유의하시오.
  4. 답안지 기재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1개소 1회에 한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심사위원장의 날인을 받아야 채점대상이 된다.
  5. 경기 도중 타인과 대화를 하거나 타인의 답안지를 보고 답안지를 작성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6. 답안지 작성이 끝나면, 기관을 정지하고 난 후 답안지를 제출하고 주변을 정리정돈 하시오.
  7. 경기 중, 안전과 화재에 유의하여 작업하시오.
  8. 경기 도중 또는 종료 시에 선수로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예: 욕설 및 헬멧, 공구 등을 

집어던지는 행동 등)를 하면 심사위원 전체의 합의하에 『출전자격박탈』 처리 할 수 있다.
  9. 경기 중 공구 준비 미흡이나 공구 파손으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하에 경기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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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작업과제2) : 트랙터 정비 경기 답안지 (선수용 )

선수번호(비번호) 심사위원 날인

작업시간
시작시각 시     분

작업대 및 
기기번호종료시각 시     분

소요시간(분)

 1. 시동장치
구분 고장부위 내용 및 상태 정비 및 조치사항 정답확인(O,X)

1

2

3

 2. 자동화 장치
구분 고장부위 내용 및 상태 정비 및 조치사항 정답확인(O,X)

1

2

 3. 수평제어장치
구분 측정항목 표준값 조정(측정)값 판정 정답확인

(O,X)
1 양호 불량
2 양호 불량

 4. 조향핸들장치
구분 측정항목 표준값 조정(측정)값 판정 정답확인

(O,X)
1 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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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직 종 명 농업기계정비  과제명 콤바인정비 과제번호 제3과제

경기시간 120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요구사항
  1. 콤바인이 시동이 되지 않는다. 고장부위를 찾아 답안지에 기록 후 시동하시오. 
    (단, 1번 작업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하며 초과 시 0점 처리, 다음과제를 진행 할 수 없음)
  2. 예취부승강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 조치 후 답안지에 기록하고 자동승강위치를 분초간 

선단이 지면에서 10~60cm높이까지만 작동되도록 설정하시오.
  3. 심사위원이 지시한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 후 정상 작동하시오.
  4. 심사위원이 지시한 크롤러를 탈거 후 재조립하여 크롤러 유격을 조정하여 답안지에 

기록 후 작동 확인하시오.

2. 선수 유의사항 
  1. 선수는 경기 전 콤바인의 상태를 점검하고 답안지 내용을 확인한 후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를 시작하시오.
  2. 공구와 계측기는 작업 개시 전에 미리 준비하여 놓으시오.
  3. 정확하게 작업하여 고장 발생이 없도록 유의하시오.
  4. 답안지 기재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1개소 1회에 한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심사위원장의 

날인을 받아야 채점대상이 된다.
  5. 경기 도중 타인과 대화를 하거나 타인의 답안지를 보고 답안지를 작성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6. 답안지 작성이 끝나면, 기관을 정지하고 난 후 답안지를 제출하고 주변을 정리정돈 하시오.
  7. 경기 중, 안전과 화재에 유의하여 작업하시오.
  8. 경기 도중 또는 종료 시에 선수로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예: 욕설 및 헬멧, 공구 등을 

집어던지는 행동 등)를 하면 심사위원 전체의 합의하에 『출전자격박탈』 처리 할 수 있다.
  9. 경기 중 공구 준비 미흡이나 공구 파손으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하에 경기를 중지한다.



- 6 -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작업과제3) : 콤바인 정비 경기 답안지 (선수용 )

선수번호(비번호) 심사위원 날인

작업시간
시작시각 시     분

작업대 및 
기기번호종료시각 시     분

소요시간(분)

1. 시동장치
구분 고장부위 내용 및 상태 정비 및 조치사항 정답확인(O,X)

1

2

3

2. 예취부 승강장치
구분 고장부위 내용 및 상태 정비 및 조치사항 정답확인(O,X)

1

2

3. 지시한 부품
구분 교환 부품명 표준값 조정(측정)값 판정 정답확인

(O,X)
1 양호 불량

4. 크롤러
구분 측정항목 표준값 조정(측정)값 판정 정답확인

(O,X)
1 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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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직 종 명 농업기계정비  과제명 승용이앙기정비 과제번호 제4과제

경기시간 120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요구사항
  1. 주어진 승용이앙기가 시동이 되지 않는다. 고장부위를 찾아 답안지에 기록 후 시동하시오. 
    (단, 1번 작업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하며 초과 시 0점 처리, 다음과제를 진행 할 수 없음)
  2. 주어진 승용이앙기의 식부깊이자동조절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 조치 후 답안지에 기록 하고 

정상 작동확인을 하시오.
  3. 심사위원이 지시한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 후 본기와 식부부가 수평위치에서 측정값(출력전압)을 

답안지에 기록하고 자동수평제어 초기설정을 실시한 후 작동 확인을 하시오.
  4. 묘탑재판조합을 이앙기에서 분해조립 후 조수별로 식부본수를 재조정하시오.

2. 선수 유의사항 
  1. 선수는 경기 전 승용이앙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답안지 내용을 확인한 후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를 시작하시오.
  2. 공구와 계측기는 작업 개시 전에 미리 준비하여 놓으시오.
  3. 정확하게 작업하여 고장 발생이 없도록 유의하시오.
  4. 답안지 기재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1개소 1회에 한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심사위원장의 

날인을 받아야 채점대상이 된다.
  5. 경기 도중 타인과 대화를 하거나 타인의 답안지를 보고 답안지를 작성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6. 답안지 작성이 끝나면, 기관을 정지하고 난 후 답안지를 제출하고 주변을 정리정돈 하시오.
  7. 경기 중, 안전과 화재에 유의하여 작업하시오.
  8. 경기 도중 또는 종료 시에 선수로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예: 욕설 및 헬멧, 공구 등을 

집어던지는 행동 등)를 하면 심사위원 전체의 합의하에 『출전자격박탈』 처리 할 수 있다.
  9. 경기 중 공구 준비 미흡이나 공구 파손으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하에 경기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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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작업과제4) : 승용이앙기 정비 경기 답안지 (선수용 )

선수번호(비번호) 심사위원 날인

작업시간
시작시각 시     분

작업대 및 
기기번호종료시각 시     분

소요시간(분)

1. 시동장치
구분 고장부위 내용 및 상태 정비 및 조치사항 정답확인(O,X)

1

2

3

2. 식부깊이 자동조절 장치
구분 고장부위 내용 및 상태 정비 및 조치사항 정답확인(O,X)

1

2

3. 식부부 자동수평제어 장치
구분 측정항목 표준값 조정(측정)값 판정 정답확인

(O,X)

1 양호 불량

2 양호 불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