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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및 문제 유형별 분류
분류
연도

선별

도정

분쇄

건조

저장

이송

합계

2003

1

3

1

2

0

0

7

2004

3

1

1

2

0

0

7

2006

1

2

1

3

0

0

7

2008

1

2

1

2

1

0

7

2010

1

0

1

2

1

0

5

2012

2

2

0

1

1

0

6

2017

1

2

0

3

0

0

6

2019

0

1

1

2

1

2

7

2020

2

4

1

1

0

1

9

2021

0

1

1

3

0

1

6

합계

12

18

8

21

4

4

67

평균

1.2

2.0

0.8

2.1

0.4

0.4

6.7

-매년 농산가공기계의 5~7문제 정도 출제 되고 있음
-문제의 출제 빈도는 건조, 도정, 선별 순으로 건조 및 도전의 문제가 출제됨
-최근 사료 및 곡물의 이송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공식 암기가 필요한 문제 유형별 분류
연도

문제수

내용

2003

2

회전차율

중량환산지수

2004

3

정백수율

구형율

2006

2

중량환산지수

건량기준함수율

2008

2

중량환산지수

회전차율

2010

1

건량기준함수율

2012

2

정백수율

중량환산지수

2017

2

건량기준함수율

회전차율

2019

1

이송량

2020

2

구형율

2021

1

중량환산지수

회전차율

회전차율

-도정 7문제, 건조 8문제, 선별 2문제, 이송 1문제 총 18문제 이며, 전체 문
제의 27%임
-도정
∙회전차율
고속 고정 롤러속도  저속 유동 롤러속도
회전차율   × 
고속 고정 롤러속도

예시) 고무로울러 현미기에서 고속로울러와 저속로울러의 직경이 같고, 회전수가 각각
1000 rpm, 800 rpm 이라고 하면 회전차율은 얼마인가?

∙정백수율
생산된 백미의 무게
정백수율     × 
투입된 현미의 무게

예시) 500kg의 현미를 정미기에 투입하여 460kg의 정백미를 얻었다면, 정백수율은?

-건조
∙습량기준함수율
물질 내에 포함되어 있는수분 무게
습량기준함수율   ×  
물질의 총무게

∙건량 기준함수율
물질 내에 포함되어 있는수분 무게
건량기준함수율   ×  
완전히 마른시료의 무게

예시) 완전히 마르기 전의 무게(초기 무게)가 100kg, 완전히 마른 후의 무게가 80kg(건물
무게)의 벼의 건량기준 함수율(%,d.b.)은?

∙중량환산지수



  건조 전 함수율 소수 
건조후 중량  건조전 중량 × 
  건조 후 함수율 소수 



제거된 수분량  건조 전 중량  건조 후 중량

예시) 함수율 20%(w.b.)의 벼 80kg을 15%(w.b.)까지 건조시켰다면 이때 곡물에서 제거된
수분의 양은 몇 kg 인가?

-선별
∙구형율
생물체의 체적
 
생물체에 외접하는 구의 체적








×    × 



등가지름   


예시) 벼의 길이가 7.09 × 10-3m, 폭이 3.06 × 10-3m, 두께가 1.98 × 10-3m 일 때, 이
곡립의 체적이 26.6 × 10-9m3이면 이 벼의 구형률은 얼마인가?

-이송
∙소요체적
필요운반량
소요체적    
산물밀도

예시) 배합 사료공장에서 옥수수 60ton/h를 운반할 수 있는 버킷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
고 할 때, 옥수수의 소요 체적은 약 몇 m3/h인가?

○ 반복되는 문제 및 오류가 있는 문제 앞에 “☆”를 보조 설명함

◎ 2003년 기출문제
1. 선과기에 적용되고 있는 선별 방법이 아닌 것은?
가) 중량 선별
나) 형상 선별
다) 요동 선별
라) 색채 선별

정답 다)
해설: 과채류의 주요 선별 인자는 크기(지름·높이·단면적), 모양, 무게, 빛깔 등 이다.
출처: 농산가공기계학, 향문사 고학균 외 6인, p.97
-(선별)요동 선별의 경우 과실에 상처를 주어 어렵다
2. 현미 생산공정 중 벼에서 왕겨를 제거하는 공정은?
가) 제현공정
나) 정백공정
다) 연삭공정
라) 찰리공정

정답 가)
해설: 제현: 왕겨를 제거하고 현미를 생산하는 과정
정백(정미): 현미로부터 강층을 제거하고 백미를 생산하는 과정 강층은 마찰, 찰리
및 연삭(절삭) 작용에 의해 제거
연삭(절삭): 금강사와 같이 단단한 물체의 예리한 부분으로 곡립의 조직을 깎아내는
것
찰리: 강도가 약한 연질층과 강도가 높은 강질층 사이에 큰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
우, 마찰면에는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고 경계면의 조직이 파괴되어 연질층
이 제거되는 현상
출처: 농산가공기계학, 향문사 고학균 외 6인, p.161
농업기계핸드북, 문운당 한국농업기계학회 편, p.622
-(도정)백미의 생산공정인 제현->정백 공정의 순서 확인이 필요
3. 고무로울러 현미기에서 고속로울러와 저속로울러의 직경이 같고, 회전수가 각각 1000
rpm, 800 rpm 이라고 하면 회전차율은 얼마인가?
가) 20%
나) 25%
다) 75%
라) 80%

정답 가)

고속 고정 롤러속도  저속 유동 롤러속도

해설: 회전차율   × 
고속 고정 롤러속도
출처: 농산가공기계학, 향문사 고학균 외 6인, p.166
-(도정) 식 적용 필요
4. 해머 밀(hammer mill)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가) 구조가 간단하다.
나) 소요동력이 적게 든다.
다) 용도가 다양하다.
라) 공운전을 해도 고장이 적다

정답 나)
해설:
-해머밀의 장점
구조가 간단하고, 용도가 다양하다.
이물질에 의하여 심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공운전을 해도 고장이 없다.
해머의 마모가 분쇄기의 효율을 심하게 감소시키지 않는다.
-해머밀의 단점
쇄성물의 입도의 균일성이 좋지 않다.
소요동력이 높다.
출처: 농산가공기계학, 향문사 고학균 외 6인, p.152
-(분쇄)해머밀의 단점
5. 분풍 또는 흡입 마찰식 정미기에서 현미로부터 강층을 분리시키는데 관계되는 주된 정백작
용은?
가) 분풍 및 마찰작용
나) 분풍 및 연삭작용
다) 전단 및 연삭작용
라) 마찰 및 찰리(擦離)작용

정답 라)
해설: 분풍마찰식 정미기에서 현미는 정백실을 통과하는 동안 압력조절장치에 의해 형성
되는 압력에 의해 곡립과 곡립 사이에 형성되는 찰리작용과, 곡립과 금망 사이에
서 일어나는 마찰 및 연삭작용에 의해 정백이 이루어진다.
출처: 농업기계핸드북, 문운당 한국농업기계학회 편, p.623
-(도정) 문제에 분풍이라는 단어 빼도 상관없으며, 문제는 마찰과 찰리력임 연삭은 다른 작용

6. 항율 건조기간에서 감율 건조기간으로 옮겨가는 경계점에서의 함수율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가?
가) 임계(臨界) 함수율
나) 평형(平衡) 함수율
다) 초기(初期) 함수율
라) 포화(飽和) 함수율

정답 가)
해설: 임계 함수율: 항률건조와 감률건조의 경계에 상응하는 함수율
평형 함수율: 어떤 물질을 온도와 습도가 일정한 공기 중에 장기간 놓아 두고 공
기와 평형상태를 이룰 때의 함수율
출처: 농산가공기계학, 향문사 고학균 외 6인, p.234-238
-(건조) 용어의 정의 암기 필요
7. 함수율 20%(w.b)의 벼 80kg을 15%(w.b)까지 건조시켰다면 이때 곡물에서 제거된 수분의
양은 몇 kg 인가?
가) 약 4.7
나) 약 5.7
다) 약 12.7
라) 약 13.7

정답 가)
해설: 함수율을 표현할 때, %(wb) 는 습량기준함수율, %(db) 는 건량기준함수율을 의미한
다.
물질 내에 포함되어 있는수분 무게
습량기준함수율   ×  
물질의 총무게



   ×      


  
   ×      
  

[  : 수분 무게  : 제거된 수분 무게 ]
출처: 농산가공기계학, 향문사 고학균 외 6인, p.231
-(건조) 중량환산식 적용 필요

◎ 2004년 기출문제
1. 500 kgf 의 현미를 정미기에 투입하여 460 kgf 의 정백미를 얻었다면, 정백수율은?
가) 90%
나) 92%
다) 95%
라) 96%

정답 나)
해설: 정백수율은 아래 식으로 계산된다.
생산된 백미의 무게
정백수율     ×  .
투입된 현미의 무게

문제에서 투입된 현미의 무게 = 500 kgf, 생산된 백미의 무게 = 460 kgf 이므로,
정백수율 = (460 kgf / 500 kgf) × 100 = 92%
출처: 삼고농업기계학, 문운당, 정창주 외 18인, pp.313
-(도정) 정백수율 식 적용 필요
☆2. 곡물에 금이 가거나 파열이 생기는 등의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건조 방법이 아닌
것은?
가) 건조 온도를 낮춘다.
나) 가열된 곡물을 신속히 식힌다.
다) 일정량의 수분을 서서히 제거한다.
라) 건조 온도가 높은 때는 습도가 높은 공기를 사용한다.

정답 나)
해설:건조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건조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피건조물에 물리적 및
화학적 손상이 발생한다. 물리적 손상은 건조온도를 낮추고 가열된 곡물을 서서히
식히며, 일정량의 수분을 서서히 제거시키고, 건조온도가 높을 때에는 습도가 높은
공기를 사용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출처:삼고농업기계학, 문운당, 정창주 외 18인, pp.285
-(건조) 곡물의 급격한 온도변화 및 습도의 변화는 동할의 원인
3. 벼의 길이가 7.09 × 10-3m, 폭이 3.06 × 10-3m, 두께가 1.98 × 10-3m 일 때, 이 곡립의
체적이 26.6 × 10-9m3이면 이 벼의 구형률은 얼마인가?
가) 27.93%
나) 38.59%
다) 43.16%
라) 52.24%

정답 라)
해설: 구형률은 아래 식으로 계산된다.


   × 



여기서, S : 구형률 (%)
de : 농산물의 체적과 같은 구의 지름 (m)
dc : 농산물의 최소외접구의 지름 또는 그 농산물의 최대 지름 (m)



또한, 구의 지름이 d일 때의 체적은   으로 계산된다.

문제에서 벼의 체적이 26.6 × 10-9 m3 이므로 de는 아래 식으로 계산된다.
 
    ×   

 

※ de = 3.7036 × 10-3 m
문제의 벼에서 길이, 폭, 두께 중 가장 큰 치수는 길이이므로 최대 지름 dc = 7.09
× 10-3 m 이다.
따라서, 구형률 S = (3.7036 × 10-3 m / 7.09 × 10-3 m) × 100 = 52.24% 이다.
출처: 농산가공기계학, 향문사, 고학균 외 6인, pp.68
-(선별) 구형율 공식 적용
☆4. 곡물 선별기의 종류별 특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스크린 선별기는 곡물의 두께, 길이, 폭, 지름 또는 모양을 이용한다.
나) 홈 선별기는 곡물 입자길이의 차이를 이용한다.
다) 기류 선별기는 크기나 무게는 비슷하나 비중이 다른 이물질을 분리한다.
라) 광학적 선별기는 빛을 이용하여 크기, 표면 빛깔, 내부 품질 등을 판별한다.

정답 다)
해설: 기류선별기는 입자의 무게 및 공기역학적 특성의 차이로 인한 비행거리의 차이를
이용한다. 비중선별기는 크기나 무게는 비슷하나 비중이 다른 이물질을 분리한다.
출처: 삼고농업기계학, 문운당, 정창주 외 18인, pp.291~298
-(선별) 선별기의 특징, 외형, 비중, 종말속도, 색 등의 특징 암기 필요
5. 현미기의 고속 및 저속 롤러의 지름이 같고, 회전수가 각 각 1200 및 900 rpm 일 때 회
전차율(回轉差率)은?
가) 14.3%
나) 25%
다) 33.3%
라) 75%

정답 나)
해설: 회전차율은 아래 식으로 계산된다.
  
회전차율     × 

여기서, D : 고정롤의 지름
N : 고정롤의 회전속도
d : 유동롤의 지름
n : 유동롤의 회전속도

고속 롤러는 고정롤이고 저속 롤러는 유동롤이다. 문제에서 D = d 이고 N = 1200
rpm, n = 900 rpm 이므로, 회전차율 = [(1200 rpm - 900 rpm) / 1200 rpm] × 100
= 25% 이다.
출처: 삼고농업기계학, 문운당, 정창주 외 18인, pp.305
-(도정) 회전차율 식 적용
6. 벼, 밀, 콩 등의 혼합물을 곡물별로 분리시키려 할 경우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선별기는?
가) 체 선별기
나) 원판형 홈선별기
다) 마찰 선별기
라) 원통형 공기 선별기

정답 나)
해설: 원판형 홈선별기는 원판의 회전 방향을 따라서 열려 있는 일정한 크기의 홈을 파
놓은 것으로서 홈에 알맞은 크기의 곡립만을 퍼 올린 다음 원판의 회전에 따라서
운반되어 온 곡립을 일정한 위치에서 방출하는 방식으로 주로 밀, 보리, 귀리 등
맥류의 정선에 사용된다.
출처: 최신농업기계기사, 도서출판 동진, 조기현, pp.444
-(선별) 체선별기-두께, 홈선별기-길이. 공기(풍력)선별기-종말속도, 비중선별기-밀도
문제에서 특징이 없어 어려운 문제 일수 있음
7. 다음 분쇄방법 중 분쇄기에 공급된 일정량의 원료가 모두 분쇄된 다음 다시 원료를 투입하
여 분쇄하는 방법은?
가) 회분 분쇄
나) 개회로 분쇄
다) 폐회로 분쇄
라) 건식 분쇄

정답 가)
해설: 분쇄기는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회분식과 연속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회분식은
폐쇄분쇄라고도 하며 쇄료의 전부를 분쇄기 내에 넣고 분쇄 과정이 끝날 때까지
분말을 꺼내지 않는 방식이다.
출처: 농식품가공기계학, 문운당, 정종훈 외 12인, pp.37
-(분쇄) 용어 정의 암기 필요

◎ 2006년 기출문제
1. 농산물의 부유속도의 원리를 응용한 선별기는?
가) 벨트 선별기
나) 홈 선별기
다) 요동 선별기
라) 공기 선별기

정답 라)
해설: 기류선별기는 입자의 무게 및 공기역학적 특성의 차이로 인한 비행거리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곡류의 일차정립에 사용된다. 이 선별기는 원료공급치, 풍
량조절장치, 풍선실, 송풍기 등으로 구성되며, 송풍기의 설치방법에 따라 흡인식,
송풍식으로 구분된다(그림 10-17의 A 참조) 기류통로 또는 풍선실의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림 10-17의 A는 2개의 수직채널을 설치하여 각 채널내의 기류의
속도를 다르게 함으로써 1차 및 2차정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
통 원료공급구와 가까운 쪽에 있는 채널의 유속을 먼 쪽보다 느리게 하여 1차적으
로 가벼운 이물질을 제 거하고, 2차적으로 보다 무거운 이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선
별능률을 높일 수 있다.
출처: 삼고 농업기계학
-(선별) 용어 혼돈 가능성 있음 벨트-> 체선별, 요동-> 비중, 부유-> 종말속도 등

☆2. 마찰식과 연삭식 정미기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가) 마찰식 정미기는 높은 압력에서 강층을 제거하기 때문에 쇄미 발생률이 높다.
나) 연삭식 정미기는 높은 압력에서 찰리 및 마찰작용에 의하여 강층을 제거하나 쇄미 발
생률은 높다.
다) 마찰식 정미기는 생산되는 백미의 표면은 매끄럽지 못하다.
라) 연삭식 정미기는 생산되는 백미의 표면은 매끄럽다.

정답 가)
해설: 원료가 호퍼로부터 공급스크루에 의하여 정백실로 공급되면, 롤러의 회전에 의하
여 곡립과 곡립사이에 일어나는 찰리작용 및 곡립과 금망 사이에 형성되는 마찰작
용에 의하여 현미의 겨층이 벗겨진다. 이때 미강은 기류와 함께 금망을 빠져나가
흡인팬을 거쳐 사이클론(cyclone)으로 이송된다. 강층의 제거 정도는 곡립이 받는
압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출구저항장치를 이용하여 이용하여 압력을 조정한
다.
출처: 농산가공기계학
-(도정) 다) 및 라)는 제외가 가능하며, 가)의 경우 마찰로 인한 압력으로 쇄미 발생

3. 일반적으로 소맥을 밀가루와 밀기울로 분리하는 공정의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 압쇄공정 → 파쇄공정 → 체별공정 → 정제공정
나) 압쇄공정 → 체별공정 → 정제공정 → 파쇄공정
다) 파쇄공정 → 체별공정 → 정제공정 → 압쇄공정
라) 파쇄공정 → 압쇄공정 → 체별공정 → 정제공정

정답 다)
해설: 소맥을 밀가루와 밀기울로 분리하는 공정(그림 5-7 참조)은 파쇄공정, 체별공정, 정
제공정 및 압쇄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출처: 농산가공기계학
-(분쇄) 소맥(밀)의 공정의 이해가 필요함 밀기울 제거가 따로 없고 파쇄 후 체 선별을 통하여
제거하므로 공정 이해가 필요
☆4. 고무롤 현미기의 구성 및 작동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고정롤과 유동롤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고무롤 간격조절장치로 두 롤의 간격을 조절한다.
다) 유동롤보다 고정롤의 회전속도가 빠르다.
라) 고정롤과 유동롤의 회전방향은 동일하다.

정답 라)
해설: 1쌍의 고무롤 중에서 하나는 위치가 고정된 주축에, 다른 하나는 유동 가능한 부
축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각각 고정롤러와 유동롤러라고 부른다. 이들
두 롤러의 회전방향은 그림 6-3에서 화살표로 표시된바와 같이 서로 반대이며, 고
정롤러의 회전속도는 유동롤러의 회전속도보다 따르다. 또한, 두 롤러 사이의 간격
은 부축에 설치된 간격조절장치에 의하여 조절된다
출처: 농산가공기계학
-(도정) 고무롤 현미기의 구조의 이해가 필요
5. 습량기준 함수율(m)이 20%인 100kg의 곡물을 습량기준 함수율(m)이 15%가 될 때까지 건
조시키면 이 때 제거된 수분의 량은?
가) 7.8 kg
나) 6.5 kg
다) 5.9 kg
라) 4.8 kg

정답 다)


해설:    ×    ×  식에서, m: 습량기준함수율(%)   :물질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무게,   : 물질의 총무게,  :완전히 건조된 물질의 무게
출처: 농산가공기계학

-(건조) 중량환산 공식 적용 필요
6. 완전히 마르기 전의 무게가 100kg, 완전히 마른 후의 무게가 80kg의 벼의 건량기준 함수
율(%, ab)은?
가) 30
나) 25
다) 20
라) 15

정답 나)


해설:    ×   

  

M: 습량기준함수율(%)

 
 
  

출처: 농산가공기계학
-(건조) 건량기준 함수율 식 적용 필요, 오타(%,d.b.)
7. 다음 정맥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맥류는 벼에 비하여 정맥 작용이 어렵다.
나) 보리의 도정에는 물을 이용하는 가수 도정법이 있다.
다) 연삭식 정맥기의 경우 금강사 롤러 표면의 경도는 정맥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라) 정맥실 내의 압력은 입구 유량으로 조절하나 정맥 정도와는 관계가 없다

정답 라)
해설: 롤러의 표면과 라이너의 내면은 마찰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나선형 또는 기타
모양의 돌기가 부착되어 있고, 정맥실에서 탈부된 겨는 출구에 설치되어 있는 경사체에
서 제거된다. 정맥실 내의 압력 및 정맥 정도는 출구저항장치에 의하여 조절된다.
출처: 농산가공기계학
-(도정) 정맥기의 경우 일반 도정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출구의 분동을 이용하여
저항을 조정하여 압력 조정

◎ 2008년 기출문제
1.곡물 건조에서 항률 건조와 감률 건조의 경계에 상당하는 함수율은?

가) 임계 함수율
나) 평형 함수율
다) 자유 함수율
라) 상태 함수율

정답 가)
해설: 항률건조기간은 재료의 표면에 수막이 형성될 정도로 많은 수분은 포함하고
있는 재료가 건조되는 경우로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건조되는 기간을 말하고, 감률
건조기간은 재료의 표면에 수분이 없는 경우로서 재료의 내부수분이 표면으로 이
동하여 증발되며, 이때 항률 건조기간과는 달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조속도가
감소하는 기간을 말한다.
항률건조와 감률건조의 경계에 상당하는 함수율을 임계함수율(critical moisture
content)이라고 한다.
출처: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pp.284
-(건조)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며, 항률건조-> 임계함수율-> 감률함수율 단계 암기 필요
2. 습량기준 함수율 23%인 벼 1000kgf를 함수율 15%까지 건조시켰다면 제거된 수분은 약
몇 kgf인가?
가) 65
나) 94
다) 115
라) 136

정답: 나)


해설:     ×  , 여기서,    습량기준함수율 ,   채취된 시료의 무게 ,

출처: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pp.280~281
-(건조) 중량환산 공식 필요
3. 마찰식 정미기의 정백수율을 구하는 식은?
투입된 현미의 무게
가)  × 
생산된 현미의 무게
생산된 현미의 무게
나)  × 
투입된 현미의 무게
투입된 현미의 무게
다)  × 
생산된 맥미중의 완전미 무게
생산된 백미중의 완전미 무게
라)  × 
투입된 현미의 무게

정답 나)
해설: 마찰식 정미기의 정백작용은 정백실내의 압력과 곡물이 정백실을 통과하는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투입된 현미의 무게에 대한 생산된 백미의 무게를 마찰식 정미기의 정백수율이라
한다.
출처: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pp.311~313
-(도정) 정백수율 공식 적용 필요
4. 대규모 공장 분쇄의 경우 소맥 제분공정 중 원료 소맥입을 분쇄하기 좋은 연질 상태로 만
들기 위해 가수(加水), 또는 건조를 하며, 혹은 적당히 가열을 하는 공정은?
가) 채별공정(grading system)
나) 정제공정(purification)
다) 압쇄공정(reduction)
라) 조절공정(conditioning)

정답: 라)
해설: 조절(conditioning)이란 원료 소맥립을 분쇄하기 좋은 건조상태로 만들기 위해 가수
또는 건조하거나 적당히 가열하는 공정을 말한다.
출처: 농산가공기계학, 향문사, 고학균 외 6인, pp. 156
-(분쇄) 문제 오류 ‘조질 공정’이며, 수분을 가하여 분쇄 압력을 낮추는 공정
5. 고무롤 현미기에서 고속 롤러의 회전속도는 1000rpm이고 회전차율이 20%이면 저속롤러의
회전속도는 몇 rpm인가? (단, 저속롤러와 고속 롤러의 지름은 동일하다.)
가) 165
나) 230
다) 770
라) 1000

정답 다)


해설:       × 

여기서,

  유동롤러의 회전속도   ,

  회전차율 ,   고정롤러의 회전속도 
출처: 농산가공기계학, 향문사, 고학균 외 6인, pp. 164~166
-(도정) 회전차율 공식 적용
6. 다음 선별기 중 곡립 길이의 차이를 이용하는 선별기는?
가) 기류선별기
나) 비중선별기
다) 홈선별기
라) 마찰선별기

정답 다)
해설: 홈선별기는 곡립의 길이의 차이를 이용하는 선별기로서 선별부의 형상에 따라 원
통형 홈선별기와 원판형 홈선별기가 있다.
출처: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pp.108
-(선별) 곡물의 길이를 인자료 사용-> 홈선별기
☆7. 곡물을 빈(bin)에 채우고 송풍기 가열로 온도가 상승된 외부의 공기를 빈 내의 곡물층 사
이를 통과시켜 건조를 하는 장치는?
가) 평면식 건조기
나) 순환식 건조기
다) 원형 빈 건조저장장치
라) 다회 연속통과식 건조장치

정답 나)
해설: 순환식 건조기는 곡물투입구에 곡물을 투입하면 버킷엘리베이터에 의하여 곡물은
상부로 이송되어 건조실과 템퍼링실에 쌓이게 된다. 곡물투입이 완료된 후 건조기
를 작동시키면 곡물은 얇은 두께의 건조실을 연직 하방으로 흐르게 되며, 아래로
흐르는 곡물층을 열풍이 수평방향으로 통과하면서 건조가 이루어진다.
출처: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pp.264~265
-(건조) 외부의 공기를 가열하여 곡물층 사이로 통과 시키는 건조 장치

◎ 2010년 기출문제
1.곡물을 빈(bin)에 채우고 송풍기 가열로 온도가 상승된 외부의 공기를 빈내의 곡물층 사이를
통과시켜 건조를 하는 장치는?
가) 평면식 건조기
나) 순환식 건조기
다) 원형 빈 건조저장장치
라) 다회 연속통과식 건조장치

정답 다)
해설: 원형 빈 건조저장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곡물을 철판으로 만든 원통형읜 빈에 채
우고 송풍기가 가열기에 의하여 온도가 상승된 외부의 공기를 빈내의 곡물층 사이
로 통과시킴으로써 건조를 수행한다.
출처: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외 18인, p.287
-(건조) 정식 명칭 순환식 건조기 -> 순환식 곡물건조기로 변경, 외부의 공기를 가열하여 곡물
층 사이로 통과 시키는 건조 장치

☆2. 선과기에서 중량 선별기의 특성 중 틀린 것은?
가) 일반적으로 정밀도가 높다.
나) 상처가 나기 쉬운 과일의 선별에 적합하다.
다) 능률이 형상 성별 방식에 비해 높다.
라) 기계식과 전자식이 있다.

정답 다)
해설: 중량선별기는 형상선별기에 비해 청과물의 선별이 쉽고 분류정도가 양호(정밀도가
높음)하고 불규칙한 청과물의 선별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구조가 복잡하고 능률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출처: 농업기계핸드북, 문운당, 한국농업기계학회 편, p.483
-(선별) 중량선별기의 특징은 로드셀을 이용한 전자식, 스프링을 이용한 기계식 등 장치가 중
량 인식이 필요하므로 외형 분석기에 비하여 능률이 떨어짐
3. 곡물에 금이 가거나 파열이 생기는 등의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건조 방법이 아닌
것은?
가) 건조 온도를 낮춘다.
나) 가열된 곡물을 신속히 식힌다.
다) 일정량의 수분을 서서히 제거한다.
라) 건조 온도가 높은 때는 습도가 높은 공기를 사용한다.

정답 나)
해설: 피건조물에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조온도를 낮추고 (가), 가열된 곡

물을 서서히 식히며, 일정량의 수분을 서서히 제거시키고 (다), 건조온도가 높을 때
에는 습도가 높은 공기를 사용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라).
출처: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외 18인, p.285
-(건조) 동할이 발생하는 원인은 급격한 온도 및 습도 변화가 원인임
4. 다음 소맥 제분공정의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가) 압쇄공정에서는 압력과 전단작용을 이용하여 분말을 만들고 밀기울은 분쇄되지 않게
한다.
나) 후처리 공정에서 과산화질소 등으로 표백하고 비타민을 첨가하며 살충처리도 한다.
다) 분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분을 첨가하여 함수율 20~24%가 되도록 한다.
라) 물속에 밀을 집어넣어 고속회전 시키므로 밀의 표면에 점착된 물질을 제거한다.

정답 다)
해설: 분쇄에 적당한 함수율의 표준은 소맥의 경우 14~17%가 적당하다.
출처: 농산가공기계학, 향문사, 고학균 외 6인, p.156
-(분쇄) 밀의 저장 함수율은 12%이며, 조질 공정을 거쳐 14~17%가 되어 분쇄됨
5. 채취된 시료의 무게가 20g, 완전히 마른 후의 무게가 18g이라면 건량기준 함수율은 얼마인
가?
가) 10.0%
나) 11.1%
다) 12.4%
라) 13.3%

정답 나)
해설: 건량기준 함수율=(채취된 시료 무게-완전히 마른 시료 무게)/완전히 마른 시료 무
  

게×100% 로 계산되므로  ×    이다.

출처: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외 18인, pp.280-281
-(건조) 중량지수 식 적용 필요

◎ 2012년 기출문제
1. 충격식 현미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 이동 또는 운반이 간편하다.
나) 탈부장치와 구동장치가 간단하다.
다)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든다.
라) 동할미 발생 가능성이 낮다.

정답: 라)
해설: 충격식 현미기는 고무롤현미기에 비하여 구조가 간단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탈
부율도 높으나 통일벼 등과 같은 장립종에서는 동할미 발생률이 높은 단점이 있
다.
출처: 농업기계학, 문운당, 정창주, pp. 307
-(도정) 현미기의 종류 충격식 현미기, 고무롤러식 현미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무롤러식
현미기 사용
☆2. 선별기의 종류 중 요동 선별기에 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은?
가) 마찰계수의 차를 이용하여 선별하는 마찰 선별기의 일종이댜
나) 곡립의 공기 저항력을 이용하여 선별하는 공기 선별기의 일종이다.
다) 체의 진동을 이용하여 선별하는 체 선별기이다.
라) 곡물의 비중차를 이용한 중량 선별기이다.

정답 가)
해설: 요동선별기는 탈부과정 후에 생산되는 현미와 벼의 혼합물로부터 미탈부된 벼를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별기로, 순수한 표면 마찰의 차이를 이용해 따로따로
배출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출처: 농산가공기계학, 문운당, 고학균, pp. 119
-(선별) 정답 오류 가) -> 라), 벨트-> 체선별, 요동-> 비중, 부유-> 종말속도 등로 분리
3. 500kg 의 현미를 정미기에 투입하여 460 kg의 정백미를 얻었다면, 정백 수율은?
가) 90%
나) 92%
다) 95%
라)96%

정답 나)
정백미무게



해설: 정백수율     ×    ×   
현미무게

출처: 농업기계학, 문운당, 정창주, pp. 303
-(도정) 정백 수율 문제식 이용

4. 농산물 선별작업은 상품가치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작업이다. 농산물 선별작업을 기계화하
기 위해 이용하는 농산물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 모양
나) 비중
다) 색깔
라) 생산지

정답 라)
해설: 생산지에 의한 변화를 모양, 비중, 색깔로 다각화하여 선별에 이용한다.
출처: 농업기계학, 문운당, 정창주, pp. 290
-(선별) 선별의 특징이해 필요
5. 함수율 20%(w.b)의 벼 80kg을 15%(w.b)까지 건조시켰다면 이때 곡물에서 제거된 수분의
양은 몇 kg인가?
가) 약 4.7
나) 약 6.7
다) 약 12.7
라) 약 13.7

정답 가)
수분질량   

해설: 함수율 20%의 벼 80 kg의 경우 함수율   이고 수분
수분질량    건조질량  


질량 + 건조질량 = 80 이기 때문에 수분질량은 16 kg이고 건조질량은 64 kg이다
 

이를 15%까지 건조시키면    이므로  ≒ 
  


제거된 수분의 양 =    ≒  
출처: 농업기계학, 문운당, 정창주, pp. 108
-(건조) 건조 중량지수 공식 적용
6. 곡물의 저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계 적은것은?
가) 해충
나) 미생물
다) 곡물의 호흡
라) 곡물의 모양

정답 라)
해설: 곡물의 모양도 곡물의 저장에 영향을 미치긴 하나 다른 요인에 비하면 그 영향력
이 적다
출처: 농업기계학, 문운당, 정창주, pp. 325
-(저장) 해충, 미생물, 호흡 등의 영향

◎ 2017년 기출문제
☆1. 다음 중 충격식 현미기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탈부율이 높다.
나) 이동 또는 운반이 간편하다.
다) 탈부장치와 구동장치가 간단하다.
라) 동할미 발생 가능성이 낮다.

정답 라)
해설: 충격식 현미기의 단점으로 동할미의 발생률이 높은 점이 있다.
출처: 삼고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외, pp.308
-(도정) 현미기의 종류 충격식 현미기, 고무롤러식 현미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무롤러식
현미기 사용
2. 고온 건조가 곡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알맞은 것은?
가) 변질 촉진
나) 곡물의 파쇄
다) 품질 향상
라) 저장성 감소

정답 나)
해설: 고온 건조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동할(균열 발생) 등 곡물의 파쇄가 발생할 수 있
다.
출처: 최신 농업기계기사, 동진, 조기현, pp. 440
-(건조) 건조시 급격한 온습도의 변화가 품질에 영향을 주며, 대부분 동할이 발생함 동할은 곡
물의 파쇄가 되지만 변질촉진, 저장성 감소 등에도 영향을 미침
3. 완전히 마르기 전의 무게가 100kg, 완전히 마른 후의 무게가 80kg인 벼의 건량기준 함수
율(%, db)은?
가) 30
나) 25
다) 20
라) 15

정답 나)
해설: 건량 기준 함수율 = (채취 시료 무게-건조 시료 무게) / (건조 시료 무게)
출처: 삼고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외, pp.281
-(건조) 중량환산 식 이용

☆4. 농산물을 건조할 때 건조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은?
가) 풍량
나) 건조용 공기습도
다) 재료의 초기 함수율
라) 포와송의 비

정답 라)
해설: 농산물 건조 3대 요인 : 온도, 습도, 바람(풍량)
출처: 최신 농업기계기사, 동진, 조기현, pp. 440
-(건조) 건조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조온도, 건조 풍량, 유하속도가 주요하며, 그 외
습도, 초기함수율, 최종함수율 등의 영향이 있음
5. 석발기(石拔機)는 물질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선별기인가?
가) 크기와 모양
나) 전기적 성질
다) 표면 색깔
라) 비중

정답 라)
해설: 석발기 : 곡물과 돌멩이의 비중차를 이용한 선별기
출처: 삼고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외, pp.297
-(선별) 석발기의 경우 돌을 구분하는 장치이며, 같은 크기의 돌과 곡물의 비중차이를 이용하
여 선별함
6. 롤러 현미기의 고속 롤러 지름이 5.08cm, 회전수가 1200rpm이고, 저속 롤로의 지름이
4.95cm, 회전수가 900rpm일 때 회전차율은 약 몇 %인가?
가) 20.63
나) 22.63
다) 24.92
라) 26.92

정답 라)
해설: 회전차율 = (고속롤 지름X회전속도(rpm) - 저속롤 지름X회전속도) / (고속롤 지름X
회전속도)
출처: 삼고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외, pp.305
-(도정) 회전차율 공식 적용

◎ 2019년 기출 문제
1. 다음 중 리팅거(Rittinger)의 법칙과 관계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분쇄 전후의 입자 형태
나) 분쇄 전후의 입자 부피
다) 분쇄 전후의 입자 무게
라) 분쇄 전후의 입자 표면적

정답 라)
해설: 리팅거의 법칙: 고체의 분쇄에 필요한 에너지는 분쇄에 의하여 생성되는 재료의
표면적에 비례하다고 가정한다
,
여기서,

=분쇄될 입자 평균입경,

=분쇄된 입자 평균입경,

E=새로운 표면적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단위중량당 에너지
K= 리팅거 상수(동일한 재료와 기계에서 일정)
출처 : 농업기계 핸드북, 문운당, 한국농업기계학회, p.667
-(분쇄) 분쇄가 진행될수록 표면적의 증가됨
2. 배합 사료공장에서 옥수수 60ton/h를 운반할 수 있는 버킷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할
때, 옥수수의 소요 체적은 약 몇 m3/h인가?
(단, 버킷의 효율은 1로 하고, 옥수수의 비중량은 720kg/m3이다)
가) 43.2
나) 75.4
다) 83.3
라) 120

정답 다)
해설 : 1ton=1000kg
 ×       
  
소요체적  
    

출처 : 농업기계 핸드북, 문운당, 한국농업기계학회, p.577
-(이송) 소요체적 공식 적용
☆3. 다음 중 벨트 컨베이어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재료의 수직 이송이 원활하다
나) 재료의 연속적 이송이 가능하다
다) 수평 및 완만한 경사 이동에 적합하다
라) 표면 마찰계수가 큰 물질을 이송하는데 적합하다

정답 가)
해설: 벨트 컨베이어는 재료의 평면이동 또는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재료의 수직 이송이 원활한 것은 버킷 엘리베이터의 특징이다
출처 : 농업기계 핸드북, 문운당, 한국농업기계학회, pp.572-577
-(이송) 버켓엘리베이터만 수직이 가능
4. 현미에서 겨를 분리하는 정백의 원리와 관계가 없는 것은?
가) 마찰작용
나) 윤활작용
다) 찰리작용
라) 절삭작용

정답 나)
해설 : 정백작용은 곡립에 가해지는 힘에 따라 마찰력을 이용하는 마찰작용, 찰리력을
이용하는 찰리작용, 그리고 연삭력을 이용하는 연삭(절삭)작용으로 구분한다
출처 : 농업기계학, 문향사, 정창주, 조기현, p.311
-(도정) 도정시 4가지가 인자가 작용되며, 마찰, 찰리, 절삭, 충격 작용임
4. 투입한 곡물을 버킷엘리베이터를 통해 상부의 템퍼링실로 이송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
복하며 건조하는 방법은? 건조→냉각→템퍼링
가) 태양열 건조
나) 순환식 건조
다) 상온통풍 건조
라) 회분식 건조

정답 나)
해설 : 순환식건조기는 건조실, 템퍼링실, 곡물순환용 버킷엘리베이터, 배출밸브, 스크루
컨베이어, 가열기, 열풍송풍기, 배기 및 배진송풍기, 조작반으로 구성된다 곡물이
건조실을 통과하면서 건조가 일부 이루어진 다음 템퍼링실로 이송되어 곡립의 내
부수분과 곡온의 불균형이 완화됨 건조와 템퍼링이 반복되면서 목표함수율까지
건조가 이루어진다
출처 : 농업기계학, 문향사, 정창주, 조기현, p.322
-(건조) 순환식 건조기의 설명임
5. 곡물을 빈(bin)에 채우고 가열된 외부 공기를 송풍기를 통해 빈 내부의 곡물층 사이로 통과
시켜 건조하는 장치는?
가) 연속식 건조기
나) 순환식 건조기
다) 원형 빈 건조저장장치
라) 다회 연속통과식 건조장치

정답 다)
해설 : 원형 빈 건조저장장치는 곡물을 철판으로 만든 원통형의 빈에 채우고 송풍기가
가열기에 의하여 온도가 상승된 외부의 공기를 빈내의 곡물층 사이로 통과시킴으
로써 건조가 이루어진다
출처 : 농업기계학, 문향사, 정창주, 조기현, p.287
-(건조) 외부의 공기를 가열하여 곡물층 사이로 통과 시키는 건조 장치
5. 다음 곡물의 건조 속도를 표시하는 방법 중 건감률(乾減率)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단위시간 당 함수율의 감소량(%, wb/hr)
나) 단위시간 당 제거되는 수분의 양(kg/hr)
다) 단위체적 및 단위시간 당 증발되는 수분의 양(kg/hr·m3)
라) 단위건조면적 및 단위시간 당 증발되는 수분의 양(kg/hr·m2)

정답 가)
해설 : 건감율은 건조의 속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곡물의 경우 단위 시간당 수분(함수
율) 감소량이 많이 사용된다
출처 : 농업기계학, 문향사, 정창주, 조기현, p.284
-(건조) 건감율은 시간당 감소되는 함수율임[%, w.b./h]

◎ 2020년 기출문제
1. 선별 대상물을 떨어트리면서 수평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켜주면 비중이 큰 것은 가깝게 떨
어지고 비중이 작은 것은 멀리 떨어지는 성질을 이용한 선별기는?
가) 공기 선별기
나) 중량 선별기
다) 자력 선별기
라) 광학 선별기

정답 가)
해설: 공기 선별기는 곡물과 짚 검불 또는 다른 이물질 사이의 비중과 공기 저항의 차이
를 이용하는 것으로 탈곡기나 콤바인에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다.
출처 : 농작업기계학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정창주, 김경욱, pp.312
-(선별) 문제 “바람을 일으켜” ->공기선별기
2. 다음 중 충격식 현미기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탈부율이 높다.
나) 이동 또는 운반이 간편하다.
다) 탈부장치와 구동장치가 간단하다.
라) 동할미 발생 가능성이 낮다.

정답 라)
해설 : 충격식 현미기는 동할미 발생 가능성이 높다.
출처 :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외 18인, pp.308
-(도정) 현미기의 종류 충격식 현미기, 고무롤러식 현미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무롤러식
현미기 사용
3. 고무 롤러 현미기에서 고속 롤러와 저속 롤러의 지름이 같고, 회전수가 각각 1000rpm,
800rpm이면 회전차율이 몇 %인가?
가) 20%
나) 45%
다) 75%
라) 95%

정답 가)
해설 : 회전차율 =

로 정의된다.

D: 회전롤의 지름, N: 회전롤의 회전속도, d: 유동롤의 지름, n: 유동롤의 회전속도
따라서 회전차율 =
회전차율은 20% 이다.

이므로

출처 :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pp.305
-(도정) 회전차율 공식 적용
4. 고무롤 현미기의 구성 및 작동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고정롤과 유동롤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고정롤과 유동롤의 속도는 각각 다르다.
다) 고정롤과 유동롤의 회전방향은 동일하다.
라) 고무롤 간격조절장치로 두 롤의 간격을 조절한다.

정답 다)
해설 : 두 롤의 회전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출처 :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pp.303
-(도정) 고무롤 현미기의 구조의 이해가 필요
5. 다음 중 곡물을 저장할 때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해충
나) 미생물
다) 곡물의 모양
라) 곡물의 호흡

정답 다)
해설 : 곡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해충, 미생물, 곡물의 호흡 등이 있다.
출처 :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pp.290,
-(저장) 해충, 미생물, 호흡 등의 영향
6. 평면식 건조기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취급이 용이하다.
나) 곡물 이외의 다른 농산물 건조도 가능하다.
다) 건조기 내의 바닥은 철재로 되어있어 자유롭게 분해, 조립할 수 있다.
라) 곡물의 퇴적층이 두꺼울 경우 상·하층간 함수율 차이가 작다.

정답 라)
해설 : 평면식 건조기는 건조기 내의 바닥면적은 3.3  이고 철재로 되어 있으며 자유롭
게 분해·조립할 수 있다. 건조능력에 비하여 구입가격이 싸고 취급이 용이하며,
곡물 이외의 다른 농산물의 건조에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
면, 한쪽에서만 송풍이 되므로 곡물의 퇴적층이 두꺼울 경우 상하층간에 함수율
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출처 :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외 18인, pp.277~278
-(건조) 평면식의 경우 아래에서 위로 건조 바람이 불어올라가므로 인하여 건조 편차가 있음
7. 농산가공기계 중 사료 분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가) 초퍼 밀
나) 펠릿 밀
다) 디스크 밀
라) 피드 그라인더

정답 나)
해설 : 인공적으로 건조시킨 목초를 미립자로 분쇄한 것을 헤이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분쇄 후에는 펠릿성형기로 압축하여 가공되는 헤이펠릿의 원료가 된다.
출처 :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외 2인, pp.261
-(분쇄) 장치 명 암기 필요
☆8. 고무롤 현미기에서 벼의 입자로부터 왕겨를 분리시키기 위한 물리적 작용원리는?
가) 마찰
나) 진동
다) 냉각
라) 가열

정답 가)
해설 : 벼의 입자로부터 왕겨를 분리시키는 탈부원리에는 마찰에 의한 전단력을 이용하
는 고무롤 현미기가 있다.
출처 : 농업기계학, 향문사, 정창주, pp.300
-(도정) 문제 오류-> 고무롤 현미기의 작용원리는? 벼에서 현미와 왕겨로 분리되는 장치 현미
기

◎ 2021년 기출문제
1. 소맥제분공정에서 원료소맥립을 분쇄하기 좋은 연질상태로 만들기 위해 가수 또는 건조하
거나 적당히 가열하는 공정은?
가) 조질공정
나) 정제공정
다) 파쇄공정
라) 압쇄공정

정답 가)
해설: 조질이란 원료 소맥립을 분쇄하기 좋은 연질 상태로 만들기 위해 가수 또는 건조
하거나 적당히 가열하는 공정을 의미함. 조질과정은 가열, 건조 또는 냉각하는 열
처리 과정과 첨가된 수분이 소맥립의 과피로부터 내부로 균일하게 스며들 때까지
타워사일로와 같은 템링빈에 20~30시간 정도 방치하는 템퍼링과정으로 구분됨
출처 : 수확후공정공학, CIR, 금동혁 외, pp.422
-(분쇄) 조질이란 원료 소맥립을 분쇄하기 좋은 연질 상태로 만들기 위해 가수 또는 건조하거
나 적당히 가열하는 공정을 의미

2. 마찰식 정미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높은 압력에서 찰리와 마찰작용에 의해 현미의 강층을 제거한다
나) 정백실 압력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정백수율이 감소한다.
다) 생산되는 백미의 표면이 매끄럽고 윤이 난다.
라) 쇄미 발생률이 매우 낮아 완전미수율이 높다.

정답 라)
해설: 마찰식은 쌀과 금망간 또는 쌀끼리 상호간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찰리력을 이용하
여 쌀의 겨층을 박리시키는 방법으로, 쌀이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어야 하고 표층
의 마찰계수가 커야 함. 마찰계수가 너무 작아 미끌어지면 겨층의 박리가 어려워
지고 많은 동력을 필요로 하며, 겨층이 벗겨지는 상태까지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
면 싸라기가 발생이 많아짐, 쇄미 발생율이 낮은 정미기는 연삭식 정미기임
출처 : 수확후공정공학, CIR, 금동혁 외, pp.395
-(도정) 마찰로 인한 압력으로 쇄미 발생

3. 농산물의 건조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공기의 온도가 높으면 건조시간이 짧다.
나) 공기의 습도가 높으면 건조시간이 짧다.
다) 초기함수율이 높으면 건조시간이 길다.
라) 풍량이 많을수록 건조시간은 짧다.

정답 나)


해설 :               

여기서, Q = 송풍량(m3/min.),  = 유입공기의 비체적(m3/kg),  = 유입공기의 비
열(kJ/kg),  = 유입공기의 온도(℃),   = 배출공기의 온도(℃), t = 건조
소요시간(hr),  = 피건조물 증발잠열(kJ/kg),  = 건물중량(kg),  =
초기함수율(dec., d.b.),  = 유입공기에 대한 평형함수율(dec., d.b.)
윗 식에서 건조소요시간 t는 건조온도와 반비례, 초기함수율과 비례, 송풍량과 반
비례함
출처 : 수확후공정공학, CIR, 금동혁 외, pp.226
-(건조) 건조온도가 높을수록, 풍량이 많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건조속도가 빠름

4. 곡립 등의 재료를 수직 또는 경사진 높은 곳으로 이송하는데 쓰이는 반송기계는?
가) 스크류 컨베이어
나) 벨트 컨베이어
다) 버킷 엘리베이터
라) 견인 컨베이어

정답 다)
해설 :
이송장치
벨트컨베이어
스크루컨베이어
진동컨베이어
스크레이퍼컨베이어(견인 컨베이어)
체인컨베이어
버킷엘리베이터

이송방향
수평
수평, 경사
수평, 경사
수평
수평
수직

곡물
입재, 포대
입재
입재
입재
입재
입재

출처 : 수확후공정공학, CIR, 금동혁 외, pp.646
-(이송) 수직이송은 버킷엘리베이터가 유일함

5. 곡물에 금이 가거나 파열이 생기는 등의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건조 방법이 아닌
것은?
가) 건조 온도를 낮춘다.
나) 가열된 곡물을 신속히 냉각한다.
다) 일정량의 수분을 서서히 제거한다.
라) 건조 온도가 높은 때는 습도가 높은 공기를 사용한다.

정답 나)
해설 : 동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① 열풍 온도 ② 열풍 노출시간 ③ 열풍 습도 ④ 템

퍼링 ⑤ 초기 및 최종함수율 등이며, 열풍 온도가 높을수록 열풍 노출시간이 길
수록 동할율은 증가하고 동일 온도로 곡물을 건조하는 경우 함수율이 높을수록
동할율이 증가함. 함수율이 높은 벼를 연속적으로 열풍에 노출 시켜 건조하는 방
법보다 도중에 건조를 중단하여 건조와 건조중단(템퍼링)을 몇 단계 거치면서 건
조하는 간단건조(intermittent drying) 방법이 동할미 발생을 줄임
출처 : 수확후공정공학, CIR, 금동혁 외, pp.188
-(건조) 건조온습도의 급격한 변화는 동할일 발생

6. 습량기준 함수율이 20%인 100kg의 곡물을 습량기준 함수율이 15%가 될 때까지 건조시키
면 이 때 제거된 수분은 몇 kg 인가?
가) 7.8
나) 6.5
다) 5.9
라) 4.8

정답 다)







    

건조전
해설: 건조후 중량  건조전 중량 ×    ×    
  

건조후

따라서, 제거된 수분량은      


출처 : 수확후공정공학, CIR, 금동혁 외, pp.167
-(건조) 중량환산 식 적용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