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종대형 기능시험 

각 코스별 통과 요령(5)



1종대형 코스별 통과요령(5)

□ 평행주차 코스

   ①우측 경계석과 약1m 간격을 두고 주차코스와 평행으로 진행하여 

     우측 뒷바퀴가 주차코스 앞쪽 끝부분과 일치하면 정지한다.

  

    [우측 후사경을 통해 본 뒷바퀴 위치]         [우측 밖에서 본 모습]

   ②핸들을 우측으로 끝까지 돌린다

  

     [①우측 경계석과 약 1m 간격,       [②핸들을 우측으로 끝까지 돌린다]

     우측 뒷바퀴가 코스 끝부분과 일치] 



 ③핸들을 우측으로 끝까지 돌리고 후진하다가 좌측 후사경으로 봤을 때 주차    

   코스 안쪽 모서리부분과 차체 좌측면이 일직선이 될 때 정지하고, 

   

 

    [③주차코스 안쪽 모서리부분과 차체 좌측면이 일직선이 될 때 정지]

 ④앞바퀴가 차체와 나란히 되도록 핸들을 풀어준 후 ⑤후진한다.

                    

                            



 ⑥후진하다가 좌측 뒷바퀴가 주차시작선(흰색선) 위에 올라서면 정지한다.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린 후 후진한다. 

 

  [좌측 뒷바퀴 흰색선 위에 올라서면 정지]  [핸들을 좌측으로 끝까지 돌리고 후진]

 

 ⑦우측 후사경으로 우측 앞․뒷바퀴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핸들을 조금씩  

   조정하며 앞․뒤바퀴가 흰색 확인선 위에 위치하도록 후진 한다

 

     [⑦우측 앞․뒤바퀴가 흰색 확인선 위에 위치하도록 조정하며 후진]



   ⑧ 우측 앞․뒷바퀴가 흰색 확인선과 일치했을 때 정지하여 2초가량 대기하면

      “삐~ 확인되었습니다”라는 음성메세지가 나온다. 음성메세지가 나오지 

      않으면 주차 확인선에 일치하지 않은 것이므로 앞뒤로 움직여서 정확히 

      일치시킨다.

  

              [⑧우측 앞․뒷바퀴가 흰색 확인선과 일치했을 때 정지]

   ⑨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주차코스를 빠져 나오는데 이때 우측 앞․뒤바퀴가 

      검지선 및 경계석을 접촉하지 않도록 여유공간을 두고 나온다.

        [⑨우측 앞․뒤바퀴가 검지선 및 경계석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



□ 종료지점 통과

  1. 채점기준 : 종료지점 진입 전 우측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차량이 종료지점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방향지시등을 유지한다.

  2. 통과요령 

     ① 30m 전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다.

     ② 종료지점 통과중 방향지시등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종료지점은 천천히 통과한다.

     ④ 뒷바퀴가 종료지점을 완전히 통과하여야 한다.

     ⑤ 합격, 불합격 판정방송이 나온 후에 방향지시등을 끄고 지시에 따른다.

□ 돌발신호

    「돌발신호는 불시에 나오는데 ‘삐,삐,삐~’와 ‘돌발,돌발,돌발’이라는 전자음이  

     함께 나오면서 데시보드 앞에 있는 적색등이 켜진다.」

  1. 채점기준 : 2초이내 정지, 정지후 3초 이내 비상점멸등 켬,

               돌발신호가 꺼진 후 비상점멸등을 끄고 출발한다.

               그 중 어느 하나라도 하지 못할 경우 10점이 감점된다 

  2. 통과요령 

     ① 과제는 코스 안에서는 나오지 않으며 코스와 코스 사이에서 불시에 나온다.

     ② 돌발신호가 울리면 2초 이내 정지한다.

     ③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등을 켠다.(윈도우 브러쉬 레버를 당겨 올림)

     ④ 대기한다.

     ⑤ 돌발신호가 꺼지면 비상등을 끈다.

     ⑥ 다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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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진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행주차코스]

 ※ 이상 1종대형 코스별 통과요령을 설명 드렸습니다.

    여기에 소개한 내용은 운전자의 신체조건, 운전습관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절대적이거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 잘 맞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