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접접합 이음방법에 따른 분류

맞대기 용접 슬리브 용접

* 가열원에 따른 분류

전기용접 가스용접

* 동관의 접합법 *강관의 접합법

납땜, 플레어, 용접, 지관 (접합), 플렌지 나사, 용접, 플렌지, 

* 주철관의 접합

기계적, 타이톤, 빅토릭, 소켓, 플렌지(접합)

* 신축이음의 종류

스위블, 슬리브, 루프, 벨로우즈, 볼조인트

* 배관 부속재료

수전,스트레이너,트랩,배수트랩,패킹, 보온재, 도료(페인트), 기름, 덕트

*강관 공작용 공구

파이프 바이스, 파이프 커터, 쇠톱, 파이프 리머, 파이프 렌치, 나사절삭기

*강관 공작용 기계

동력 나사 절삭기 : 오스터식, 다이헤드식, 호브형

기계톱, 고속숫돌 절단기, 파이프 벤딩키

*주철관용 공구 

링크형 파이프 커터, 클립, 납 용해용 공구셋, 코킹정

*동관용 공구

확산기, 티뽑기, 굴관기, 나팔관 확산기, 파이프커터, 리머, 사이징툴

*연관용 공구

봄불, 드레서, 벤드벤, 맬릿, 턴핀, 토치램프, 연관톱

*펌프

왕복식 펌프 : 워싱턴 펌프, 플런저 펌프, 피스톤 펌프

회전식 펌프 : 터빈 펌프, 원심 펌프, 웨스코 펌프

* 수격작용

플래시 밸브 또는 급속개폐식 밸브를 사용하면 유속이 뷸규칙하게 변화하여 수격작용 발생

방지 : 공기실 설치, 유속을 2~2.5로 유지한다. 펌프에 플라이휠 설치, 조압수조 관로에 설치

밸브는 펌프 송출구 가까이에 설치, 관의 직경을 크게하여 유속을 낮춘다.

* 배관지지 장치의 종류

행거 : 콘스탄트, 리지드, 스프링

서포트 : 파이프슈, 롤러, 리지드, 스프링

레스트레인트 : 가이드, 앵커, 스토퍼

브레이스 : 방진기, 완충기

* 급배수 시험

수압, 기압, 만수, 연기, 통수

* 냉난방 배관시험

수압, 기밀, 진공, 통기

* 트랙터 용도

크롤러형, 휠형

* 도저의 3대 작업

굴토 송토 확토



*트랙장치

트랙롤러, 캐리어롤러, 트랙아이롤러, 리코일 스프링, 스프로킷, 조향장치

*도저의 분류 

무한궤도식(크롤러형), 타이어식(휠형)

*도저 작업장치에 의한 분류(블레이드 설치 방식에 따른 분류)

스트레이트 도저, 틸트 도저, 앵글 도저

* 부수장치에 의한 분류

레이크도저, 트리도저, 힌지도저, 푸시도저, 터나도저, U도저, 트리밍도저

* 불도저의 어태치먼트

스트레이트 레이크도저, 백호, 유압리퍼, 토잉 윈치

*스크레이퍼의 주요 구성부분 및 역할

볼과 커팅에지, 에이프런, 이젝터, 요크

*스크레이퍼 분류

견인식(비자주식),동력식(자주식)

* 모터 그레이더 용도

제설작업, 살포작업, 측구작업, 도로구축, 도로유지보수 규격: (삽날의 길이로 표시)

* 굴삭기의 상부 프레임 지지장치

롤러식, 볼베어링식, 포스트식

* 굴삭기의 분류 주행장치에 따른 분류

크롤러형, 타이어형, 트럭 탑재형

* 굴삭기 조작방법에 따른 분류

수동식, 유압식, 공기식, 전기식

* 굴삭기 전부장치 프랜티 어태치먼트

백호, 유압셔블, 드래그라인, 파일드라이버, 클램셸, 크레인, 파일드라이버, 트렌처, 타워굴착기

* 굴삭기 작업반경

최대 굴삭깊이, 최대 굴삭반경, 최대 덤프 높이

* 크레인 7가지 기본동작

짐올리기, 붐올리기. 돌리기, 파기, 당기기, 부리기, 가기

*크레인의 6가지 전부장치 프런치 어태치먼트

크레인, 클램셸, 셔블, 드래그라인, 트렌치호, 파일드라이버

*붐의 종류

지브붐, 마스터붐

*크레인 사용용도별 분류

드래그 크레인, 타워 크레인, 유압 크레인, 케이블 크레인, 데릭 크레인, 트랙터 크레인

천정 주행 크레인, 체인 블록, 해상 크레인, 지브 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 로더의 분류 주행방식에 의한

크롤러형 로더, 휠형 로더, 반무한 궤도식 로더 ,레일식 로더

* 로더의 적하방식에 의한 분류

프런트 엔드형 로더, 사이드 덤프형 로더, 스윙형 로더, 오버헤드형 로더, 백호 셔블형 로더

*덤프 트럭의 종류

리어 덤프트럭, 사이드 덤프트럭, 보텀 덤프트럭, 3방 열림 덤프트럭

* 운반기계의 종류

덤프트럭, 지게차, 컨베이어 벨트, 기관차, 트랙터 및 트레일러, 삭도, 왜건,  호이스팅 머신



* 지게차 마스트 전경각 및 후경각

카운터밸런스형, 리치형, 사이드포크형

* 컨베이어의 종류

대형컨베이어, 스크류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포터블 컨베이어, 롤러컨베이어, 체인 컨베이어

버킷컨베이어

롤러의 종류

전압식 : 로드롤러( 머캐덤 롤러, 탠덤롤러) , 타이어롤러, 탬핑롤러

충격식 : 진동 콤팩터, 소일콤팩터, 탬퍼, 래머

* 가압방식에 의한 분류 

전압식 다짐기계 : 로드롤러, 타이어롤러, 탬핑롤러

충격식 다짐기계 : 래머 탬퍼

진동식 다짐기계 : 진동 롤러, 소일 콤팩터

* 콘크리트 포장기계 

콘크리트 배칭 플랜트, 콘크리트 스프레더,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분사기,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 제조기계

콘크리트 배칭 플랜트, 콘크리트 믹서

* 콘크리트 운반기계 

콘크리트 펌프

* 콘크리트 타설기계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더

* 아스팔트 포장기계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파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 커버, 아스팔트 스프레이

* 준설선의 형식에 따른 분류

펌프식, 버킷식, 디퍼식, 그래브식

* 기둥해머의 종류

증기해머, 진동해머, 드롭해머

*디젤해머 증기해머 진동해머 드롭해머등을 총칭하는 것은?

파일드라이버

* 천공기의 종류

싱커, 드리프터, 스토퍼, 브레이커, 록크래커, 핸드 해머, 점보드릴, 래그드릴, 픽해머

* 쇄석기의 종류

1차쇄석기 : 조크러셔, 자이레토리 크러셔, 임팩트 크러셔

2차 쇄석기 : 콘크러셔, 해머 크러셔, 더블롤 크러셔

3차 쇄석기 : 로드밀 볼밀

*알루미늄의 성질

열 및 전기의 양도체, 전연성이 좋다, 내식성이 우수, 주조가 용이, 상온 고온가공 용이

순도가 높을수록 연하다

* 윤활유의 역할

윤활작용, 기밀작용, 냉각작용, 청정작용, 방청작용, 소음방지작용, 응력분산작용

* 공조설비

항온항습설비, 난방설비, 배기설비



* 결합용나사

미터나사, 관용나사. 휘트워드 나사, 유니파이나사

* 운동용나사

사다리꼴나사, 볼나사, 너클나사, 사각나사, 톱니나사

* 특수볼트

아이볼트, 나비볼트, 스테이볼트, 기초볼트, 리머볼트, T볼트

* 너트의 종류

육각너트, 사각너트, 둥근너트, 와셔붙이너트, 캡너트, 스프링판너트

* 침탄 담글질로 경화시킨 작은나사

태핑나사

* 볼트와 너트의 풀림방지 

로크너트, 자동죔너트, 분할핀, 와셔, 플라스틱 플러그, 철사, 멈추나사

* 키의종류

묻힘키, 안장키, 평키, 스플라인키, 원추키, 미끄럼키, 접선키, 세레이션, 반달키

*핀의종류

평행핀, 분할핀, 스프링핀, 테이퍼핀

* 리벳이음의 장점

열응력에 의한 잔류응력이 생기지않아 취성파괴가 일어나지않는다.

구조물 등에서 현장조립할 때에는 용접이음보다 쉽다.

경합금과 같이 용접이 곤란한 접합에 유리하다.

* 리벳이음의 단점

리벳길이 방향으로 인장응력이 생기므로 길이방향 하중에 약하다

영구적인 이음이므로 분해시 파괴하여야한다.

리벳이음시 소음이 발생한다.

기밀, 수밀의 유지가 곤란

* 리벳 용도에따른 분류

보일러용 리벳 저압용 리벳 구조용 리벳

* 리벳 제조방법에 따른 분류

냉간성형, 열간성형

* 리벳작업

리베팅 : 리벳구멍을 펀치나 드릴을 사용하여 뚫은 다음 리머로 다듬질

코킹 : 리베팅이 끝난뒤 강판의 가장자리를 정으로 때려 그 부분을 밀착

플러링 : 기밀을 더욱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강판과 같은 나비의 플러링 공구로 완전히 밀착

* 용접의 장점

재료절감, 이음효율이 좋다, 높은 기밀성, 판재의 두께 제한 無,  공정수가 적어 제작비 저렴

소음이 없고 페인트 작업도 쉽게, 무게 감소, 보수가 쉽다, 작업자 양성 좋다

* 용접의 단점

진동을 감쇠하기 어렵다, 용접부 비파괴검사 어렵, 고열이 발생하여 잔류응력이 남고 변형이 쉽다.

* 용접 분류

융접 : 가스용접(산소아세틸) 아크용접(서브머지드 아크,금속아크,산소아크), 

테르밋, 전자빔, 플라즈마, 일렉트로슬래그

압접 : 저항용접(고주파 저주파), 가스압접, 마찰, 초음파, 냉간, 폭발, 해머, 다이, 로울

납땜 : 가스경납땜 노중경납떔 전기경납떔



*용접부의 종류

그루브, 필릿, 비드, 플러그, 슬롯, 덧붙임 용접

*용접 이음의 종류

맞대기 용접이음, 겹치기, T형, 모서리 가장자리, 십자형(용접이음)

* 축의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차축, 전동축, 스핀들축

* 축의 모양에 의한 분류

직선축, 크랭크축, 플렉시블축

* 축의 설계에 있어 고려할 사항

강성, 강도, 진동, 부식, 열응력, 열팽창, 응력집중

* 커플링의 종류

고정커플링, 플렉시블 커플링, 올덤 커플링, 기어 커플링, 유니버셜 커플링

* 클러치의 종류

맞물림, 일방향, 마찰, 유체, 원심, 전자

* 베어링과 저널

저널의 종류 : 스러스트 저널, 레이디얼 저널, 테이퍼 저널

* 베어링의 종류

레이디얼, 구름, 미끄럼, 스러스트, 테이퍼

* 베어링의 마찰의 종류

미끄럼, 구름, 고체, 유체, 경계

* 베어링 윤활 방법

링급유법, 패드급유법, 비말급유법, 적하급유법, 순환급유법

* 마찰차의 종류

원추마찰차, 홈마찰차, 무단변속마찰차, 원통마찰차

* 기어의 종류 

평행축 : 평기어, 헬리컬기어, 랙과 피니언, 내접기어

교차축 : 직선 베벨기어, 베벨기어, 크라운기어

어긋난 축기어 : 나사기어 원통윔기어, 하이포이드기어, 헬리컬크라운기어

* 이의간섭

방지책 : 피니언의 반경방향 이뿌리면을 파낸다, 치형의 이끝면을 깎아낸다

압력각을 증가시킨다, 이의 높이를 줄인다.

* 언더컷

방지책 : 이의높이를 낮춘다, 한계 잇수 이상으로 한다, 전위기어 사용, 압력각을 크게한다.

* 공동현상 방지법

펌프의 설치높이를 낮추어 흡입양정을 짧게, 배관을 완만하고 짧게, 입축펌프 사용

회전차를 물속에 잠기게, 마찰저항이 작은 흡입관 사용, 양흡입 펌프 사용, 두대이상 펌프사용

* 전위기어의 사용목적

미끄럼률감소, 물림률 증가, 중심거리를 자유롭게 조절, 언더컷 방지, 이의강도개선, 최소 잇수 감소

* 기어의 회전을 원활히 하기위해 이와 이사이에 주는 작은 틈새 

백래시

* 벨트의 종류

가죽벨트, 고무벨트, 타이밍벨트, 강철벨트, 직물벨트



* 로프의 꼬임

보통꼬임 랭꼬임(S꼬임 Z꼬임)

* 체인의 종류

블록체인, 부시체인, 롤러체인, 사일런트체인, 오프셋체인, 핀틀체인, 리프체인

* 롤러체인을 감을 수 있도록 이가 달린 바퀴

스프로킷 휠

* 브레이크 종류

블록 브레이크, 밴드브레이크, 내확브레이크, 축압브레이크

* 자동하중브레이크 종류

코일브레이크, 로프브레이크, 나사브레이크, 원심브레이크, 웜브레이크, 캠브레이크

* 관성과 관련된 브레이크?

플라이휠

* 스프링 형상에 의한 분류

코일스프링, 겹판스프링, 스파이럴스프링, 와이어스프링, 토션바, 벌류트, 와이어, 와셔(스프링)

* 관의 역할

압력전달, 진공유지, 열교환, 보강작용, 물체의보호

* 관의 종류

강관, 동관, 알루미늄관, 주철관, 황동관, 납관, 고무호스, 염화비닐관

* 관이음 종류

나사식, 플랜지, 신축이음

* 벨브의 종류

스톱벨브, 체크벨브, 버터플라이벨브, 안전벨브, 슬루스벨브, 감압벨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