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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발 제2차 평가전 채점기준

1. 채점 시 유의사항 직 종 명 금 형

1) 주어진 채점기준에 의하여 채점하되, 채점 시 유의사항 및 채점기준표상의 
문제점이나 기타 문제점 발생 시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채점하고, 그 사항을 대회 집행본부에 통보토록 한다.

2) 기타 채점과 관련된 사항은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3) 경기 시작 시에 부여된 비번호를 그대로 활용하여 채점하고, 채점 완료 후 비번호와 

실제선수 명단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4) 정밀도는 각 측정개소마다 최대 오차를 채점대상으로 한다.

(Burr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Burr도 채점 부위에 포함한다.)
5) 다음과 같은 작품은 미완성 또는 오작이지만 현재 가공 상태로 제출받아 채점한다.
    - 미완성 : 경기시간 이내에 완성하지 못한 작품
    - 오  작 : 도면과 상이하게 가공된 작품(4개소 이상)

한 부품이라도 분해, 조립이 불가능한 작품
    - 실  격 : 한 부품이라도 심사위원의 각인이나 비번호가 없는 경우
6) 성형품 채점은 선수가 제출한 성형품을 기준으로 채점한다.
7) 성형품은 총 2개 제출하며 1개는 외관 채점, 1개는 치수 채점용으로 구분한다.
8) 성형품 사출 중 자동취출이 중단될 경우 자유낙하한 제품만 양산횟수로 인정한다.
9) 채점용 제품은 자동사출에 의해 자유낙하한 제품만 선택하여 제출 가능하고, 시사출 

제품은 채점용으로 제출할 수 없다.
10) 주관적인 채점 항목은 각 해당 측정항목별로 4등급제를 적용하여 채점한다.

(단, 심사위원의 합의 결정에 따라 등급은 축소 조정 가능하다.)
11) 안전보호구 미착용이나 안전에 위배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감점처리 한다.
12) 각 과제별 요구사항 및 유의사항에 준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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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점표 
가. 주요항목별 배점
  (경기 종료 후 채점)   직 종 명 금 형

일련
번호 주 요 항 목

채 점 방 법
배점 101 102 103 104주관적 

채점
객관적 
채점

A 금형 설계 ○ ○ 30

B 금형 제작 ○ ○ 35

C 조립 및 사출 ○ 35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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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항목별 배점(경기 종료 후 채점)
  

세부항목별 배점 금형
항목 번호 내용 만점 101 102 103 104 비고

A
1 3D 설계 17.00
2 2D 설계 13.00

B 금형 설계 30.00

B

1 표면 마감 1.80 등급제

2 작업장 구성 및 관리 0.50 주관 채점

3 추가재료 5.0 감점 항목

4 금형 정밀 치수(수축률 적용 치수) ±0.01 15.00
5 금형 일반 치수(수축률 적용 치수) ±0.02 10.00
6 밀핀 치수 2.70

C 금형 제작 35.00

C

1 조립 4.50
2 작업구성 및 관리 1.00 주관 채점

3 생산성 5.00 사람의 개입 없이 떨어진제품에 한함

4 제품 정밀치수 ±0.03 12.50 10~15 개소

5 제품 일반치수 ±0.05 7.50 10~15 개소

6 제품 형태 2.70
7 제품 미관 1.80 등급제

D 조립 및 사출 35.00
총 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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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별 배점 금형
항목 번호 내용 세부항목 배점 101 102 103 104 비고

A 1
3D

금형
설계

몰드 베이스 규격 선택
(인벤터 라이브러리 규격) 1.50 올바른 사이즈 선정 여부

(경제성, 효율 고려)

러너 설계의 효율성 0.50 러너의 효율성, 경제성 고
려

캐비티 레이아웃 1.00 캐비티 배열의 적정성 고려
사출제품 취출성
(밀핀 최소 5개   이상) 0.50 제품 취출 가능성 및 적정

성 고려
표준 아이템 선정
(로케이터 링, 스프루 부
시, 스크루, 키 핀, 커넥
터, 이젝터 가이드 등)

0.50 각 선택이 잘못될 때마다 
0.1점 감점

코어캐비티 파팅분할 2.00
고정,가동측의 언더컷 유무 
및 빼기가 고려되지 않은 
파팅라인 경우 (4등급제)

부품 위치 0.50
몰드베이스내의 부품의 위
치 및 방향이 상이할 경우 
0.5점 감점

수축률 적용 0.50 제시된 대로 수축률이 적용
되지 않을 경우 0.5점 감점

에어벤트 적용 0.5
효과적인 에어벤트제작 여
부(캐비티당 1개소이상 적
용 여부)

콜드 슬러그 제작 
(스프루와 러너 둘 다) 0.50 제작 여부

러너 제작(원형 러너) 0.50 제작 여부
게이트 제작 (제시된 대
로) 0.50 올바른 게이트 선정 여부, 

위치

고정볼트 1.00 고정볼트 누락 당 0.2점 감
점

이젝터 가이드 0.50 제작 여부
스프루 록 핀 0.50 제작 여부
코어에 냉각수 라인 제작 1.00 효과적인 냉각수 라인 제작

여부
캐비티에 냉각수 라인 제
작 1.00 효과적인 냉각수 라인 제작

여부

서포트 필러 제작 
(최소 4개) 1.00 필러 하나 또는 고정볼트 

누락 시 0.25점   감점

아이볼트 1.00 제작 여부
인터록 or 사이드록 0.50 제작 여부
금형 열림방지 편 0.50 제작 여부

코어 핀/슬리브/커버 플
레이트/클램핑 스크루 1.00

각각 코어/슬리브가 누락될 
때마다 0.15점   감점되며, 
각 커버 플레이트 또는 스
크루가 누락될 때 마다 0.1
점   감점

합계점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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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별 배점 금형
항목 번호 내용 세부항목 배점 101 102 103 104 비고

A 2 2D 금형 제도

도면의 적절한 배치 및 전반적인 구성 1.0 주관채점(등급제)
드로잉 블록 타이틀 조립 (제품명, 디자이너, 날짜, 척도, Rev, 투사각   등) 0.60 각 데이터 누락 당 0.2

점 감점
조립 드로잉 (ISO 뷰) 0.60 표시 여부
조립 드로잉 벌룬 1.50 벌룬 누락 당 0.5점 감점
상면도(코어 측) 0.50 표시 여부
단면도 (조립 섹션 앞면, 단면) 0.50 표시 여부, 섹션 참조 없을 시 0.25점 감점
상면도 (캐비티) 0.50 표시 여부
치수 1 (코어 인서트의 길이) 0.30 사이즈 누락 또는 공차 당 0.15점 감점
치수 2 
(코어 인서트의 너비) 0.30 사이즈 누락 또는 공차 

당 0.15점 감점
치수 3 
(코어 두께) 0.30 사이즈 누락 또는 공차 

당 0.15점 감점
치수 4 (코어 형상 위치) 0.30 위치 누락당 0.15점 감점
치수 5 (코어 고정볼트 & 위치) 0.30 사이즈 위치 또는 공차 누락 당 0.15점 감점
치수 6 (밀핀 구멍 사이즈 & 위치) 0.30 사이즈 위치 또는 공차 누락 당 0.15점 감점
치수 7 (캐비티 인서트 길이) 0.30 위치 및 공차 누락 당 0.15점 감점
치수 8 
(캐비티 인서트 너비) 0.30 사이즈 또는 공차 누락 

당 0.15점 감점
치수 9 
(캐비티 인서트 두깨) 0.30 사이즈 또는 공차 누락 

당 0.15점 감점
치수 10 (캐비티 형상 위치) 0.30 위치 누락당 0.15점 감점
치수 11 
(고정측 스프루 홀 사이즈 & 위치) 0.30 사이즈 위치 또는 공차 누락 당 0.15점 감점
치수 12 (스프루 부시 홀 사이즈 & 위치) 0.30 사이즈 위치 또는 공차 누락 당 0.15점 감점
공차 (기하공차&치수공차1) 0.30 각 정보 누락 당 0.3점 감점 
공차 (기하공차&치수공차2) 0.30 각 정보 누락 당 0.3점 

감점 
공차 (기하공차&치수공차3) 0.30 각 정보 누락 당 0.3점 

감점
공차 (기하공차&치수공차4) 0.30 각 정보 누락 당 0.3점 감점 
다른 치수 (직선치수) 2.00 각 치수 누락당 0.4점 감점

모따기 사이즈, 반지름 등 0.50
각 치수 누락당 0.1점 감점
(연결된 부위 1개소 취급)

표면 거칠기 심볼 및 값 0.50 데이터 누락 당 0.1점 
감점

B 금형설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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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별 배점 금형
항목 번호 내용 세부항목 측정값 배점 101 102 103 104 비고

B

1 표면 마감
외관 (사출 영역 외부) 0.30 0, 0.1, 0.2
외관 (코어-사출 영역) 0.75 4등급(0, 

0.25, 0.5, 
0.75)외관 (캐비티-사출 영역) 0.75

2 작업장
구성/관리

보건 안전 0.25 주관채점
작업장 구성 0.25 주관채점

3 추가
재료

코어/캐비티 플레이트 3.0 감점요소

코어어댑터/이젝터 플레이트 2.0 감점요소

4
금형

정밀치수
(수축률

적용치수)

A 38.19 ±0.01 1.50 도면표시 부
B 47.235 ±0.01 1.50 도면표시 부
C 36.18 ±0.01 1.50 도면표시 부
D 11.055 ±0.01 1.50 도면표시 부
E 1.608*4 ±0.01 1.50 도면표시 부
F 15.075 ±0.01 1.50 도면표시 부
G 7.035 ±0.01 1.50 도면표시 부
H 33.165 ±0.01 1.50 도면표시 부
I 6.03 ±0.01 1.50 도면표시 부
J 5.025 ±0.01 1.50 1개소라도 

틀린 경우0점

5
금형

일반치수
(수축률

적용치수)

a 20.10 ±0.02 1.0 1개소라도 
틀린 경우0점

b 4.02*4 ±0.02 1.0 도면표시 부
c 28.14 ±0.02 1.0 도면표시 부
d 3.015 ±0.02 1.0 도면표시 부
e 12.06 ±0.02 1.0 도면표시 부
f 14.07 ±0.02 1.0 도면표시 부
g 42.21 ±0.02 1.0 도면표시 부
h 2.01 ±0.02 1.0 도면표시 부
i 11.5575 ±0.02 1.0 도면표시 부
j 4.02 ±0.02 1.0 도면표시 부

6 밀핀 홀
치수

밀핀 카운터 보어 깊이 +0.02~+0.04 0.30
밀핀 카운터 보어 깊이 +0.02~+0.04 0.30
밀핀 카운터 보어 깊이 +0.02~+0.04 0.30
밀핀 카운터 보어 깊이 +0.02~+0.04 0.30
밀핀 카운터 보어 깊이 +0.02~+0.04 0.30

밀핀 클리어런스 홀Ø D+0.5  0.20
밀핀 클리어런스 홀Ø D+0.5  0.20
밀핀 클리어런스 홀Ø D+0.5  0.20
밀핀 클리어런스 홀Ø D+0.5  0.20
밀핀 클리어런스 홀Ø D+0.5  0.20
밀핀 클리어런스 홀Ø D+0.5  0.20

C 금형 제작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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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별 배점 금형
항목 번호 내용 세부항목 측정값 배점 101 102 103 104 비고

D

1 조립

이젝터 시스템 움직임 0.50
가공 후 캐비티 두께0~-0.02 1.00
가공 후 코어 두께 0 ~-0.03 1.00
나사 구멍 간섭 여부 0.50 해당시 감점
스프링 홀 간섭 여부 0.50 해당시 감점
이젝터 홀 간섭 여부 0.50 해당시 감점
추가 홀 유무 0.50 해당시 감점

2 작업구성및 관리
보건안전 0.5 주관채점
작업장 구성 0.5 주관채점

3 생산성 자유낙하 1~20개 (개당 0.25점 득점) 5.0
사람의 개입없이 떨어진부품에 한함(게이트실에 의해 자동 미낙하 시 NG)

4 제품정밀치수

A 38 ±0.03 1.25 도면표시 부
B 47 ±0.03 1.25 도면표시 부
C 36 ±0.03 1.25 도면표시 부
D 11 ±0.03 1.25 도면표시 부
E 4*1.6 ±0.03 1.25 도면표시 부
F 15 ±0.03 1.25 도면표시 부
G 7 ±0.03 1.25 도면표시 부
H 33 ±0.03 1.25 도면표시 부
I 6 ±0.03 1.25 도면표시 부
J 5 ±0.03 1.25 도면표시 부

5 제품일반치수

a 20 ±0.05 0.75 1개소라도 틀린 
경우0점

b 4*4 ±0.05 0.75 도면표시 부
c 28 ±0.05 0.75 도면표시 부
d 3 ±0.05 0.75 도면표시 부
e 10 ±0.05 0.75 도면표시 부
f 14 ±0.05 0.75 도면표시 부
g 42 ±0.05 0.75 도면표시 부
h 2 ±0.05 0.75 도면표시 부
i 11.5 ±0.05 0.75 도면표시 부
j 4 ±0.05 0.75 도면표시 부

6 제품 형태
형상 상이 및 누락(내부) 1.00 형상당 0.5점 감점형상 상이 및 누락(외부) 1.00
모따기 및 R 누락 0.70 누락시 0.7점감점

7 제품 미관

밀핀 레벨 0.20

4등급제(0, 0.1, 0.15, 0.2)

밀핀 자국 0.20

제품 측벽 스크래치 0.20

미성형 0.20

웰드 마크 0.20

머신 마크 (코어쪽) 0.20

머신 마크 (캐비티 쪽) 0.20

플래시 0.20

크랙 0.20
D 조립 및 사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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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티 및 코어  가공 전 두께 선수별 측정치수
비번호 선수명 캐비티 측정치수 코어 측정치수

가공 후 치수
판정여부캐비티 코어

101

102

103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