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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1차시험 문제지

수험번호 :

확
인
필

성명 :

【교통관련법규】1∼25번
5.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 우측부분을 통행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1.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어린이와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 ①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②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고, 좌측부분을
를 작동하여야 한다.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② 승차한 모든 어린이와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③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운 때에는 보호자
④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도로교통법 상 다음 교통안전표지 중 규제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11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피해자 상해발생)
① 특수자동차 운전자가 술을 마신 다음날 새벽 혈중알코올
농도 0.06%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한 사고
② 배기량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주유소로부터
나오면서 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③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행하다 충돌한 사고
④ 승합자동차 운전자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중 정상 ① 6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주행 자동차와 충돌하여 중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

ⓐ 진입금지 표지
ⓑ 일방통행 표지
ⓒ 차간거리확보 표지
ⓓ 양보표지
ⓔ 주차금지 표지
ⓕ 차높이 제한 표지

3.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로 맞는 것은?
7.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①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승차정원
(어린이
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의 자동차로 한다. 여기서 어린이는
미만을 말한다.
②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에 알맞은 것은? (단, 튜닝된 어린이통학버스 제외)
③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
① 9인승, 1.5인, 12세
② 12인승, 1.5인, 12세
④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합의한 경우
③ 9인승, 1인, 13세
④ 12인승, 1인, 13세

4. 다음 중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은?
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운전 중에 보행자를 충돌하여 8.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 할 때 제1종 특수
보행자가 부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① 구난차면허
② 긴급자동차면허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③ 소형견인차면허
④ 대형견인차면허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③ 혈중알코올농도 0.093 % 상태로 운전 중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로 차량만 파손된 경우
④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운전 중에 단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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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가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14.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둘이상의 "행위"를
켜야하는 등화의 종류로 바르지 못한 것은?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① 승합자동차 : 전조등, 차폭등, 미등, 실내조명등, 번호등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조등, 미등
발생하게 하는 것을 난폭운전이라 한다. 위"행위"에 해당
③ 견인되는 차 : 전조등, 차폭등, 미등
되지 않는 것은?
④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 전조등, 차폭등, 미등, ① 신호 또는 지시위반
실내조명등, 번호등
②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
③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④ 끼어들기의 금지위반
10. "갑"운전자는 보행자 "을"에 대하여 안전운전의무위반
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갑"운전자 과실 100%) 사고
후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있던 "을"은 위 교통사고가 원인이 15. 도로교통법 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되어 10일 후 사망하였다. "갑"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였다. ① 차로 : 차마가 한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갑"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①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 이후에 사망하였으므로 교통
②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사고처리 특례법 상 사망사고로 처리하지 않는다.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② 합의가 되었으므로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의 부분을 말한다.
③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이므로 위반행위
③ 서행 :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벌점 10점,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15점이다.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로
④ 고속도로 :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처리한다.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6. 범칙금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도로교통법 상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것은?
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고 1차 납부기일내에 범칙금을 내지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각각 10ｍ 이내인 곳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ｍ 이내인 곳
한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ｍ 이내인 곳
② 경찰서장은 범칙금을 2차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화재경보기로부터 3ｍ 이내인 곳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
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
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은
도로교통법 상 화물자동차의 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대한
궐석재판을 실시한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④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길이 :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10을 더한 길이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는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너비 :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시킬 수 있다.
승차인원 : 승차정원의 110% 이내
적재중량 :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
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① 이륜자동차
② 덤프트럭
11개 항목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피해자 상해 발생) ③ 트럭적재식 천공기
④ 굴삭기
고속도로에서 횡단 중 사고
고속도로에서 갓길통행 중 사고
고속도로에서 유턴 중 사고
고속도로에서 후진 중 사고

- 2 -

2017년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1차시험 문제지

18. 자동차 등의 운행속도를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24.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의 통행방법과 자전거 운전자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눈이 20㎜ 미만 쌓인 경우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
②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ｍ 이내인 경우
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
④ 폭우 ․ 폭설로 가시거리가 100ｍ 이내인 경우
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19. 도로교통법 상 특별한 교통안전교육(특별교통안전교육)의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구분이 아닌 것은?
이를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① 교통법규교육
② 교통소양교육
③ 교통사고교육
④ 교통참여교육

20.

①
②
③
④

25.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평일 오전 10 ~ 11시 사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으로 틀린 것은?
자동차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휴대용 전화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① 신호위반 - 12만원 - 벌점 30점
② 속도위반(60km/h 초과) - 20만원 - 벌점 60점
아닌 것은?
③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9만원 - 벌점 30점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④ 주 ․ 정차금지위반 - 8만원 - 벌점 0점
긴급한 상황으로 출동중인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자동차가 서행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조사론】26∼50번
2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손해배상금의 우선
26. 충돌로 인한 액체흔적이 아닌 것은?
지급절차중 손해배상금 우선 지급의 청구를 받은 보험사
① 튀김(Spatter)
② 방울짐(Dribble)
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몇일
③ 스크래치(Scratch)
④ 고임(Puddle)
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① 5일
② 7일
③ 10일
④ 14일

27. 제동시에 바퀴를 연속적으로 락(Lock)시키지 않음으로써
조향능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는?
22.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 고속도로 등을 제외한 도로
② ABS 브레이크
에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 대하여 좌석안전띠 착용의무가 ① 주차 브레이크
③ 핸드 브레이크
④ EDR 브레이크
있는 경우는?
①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②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③ 부상 ․ 질병 ․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28. 보행자와 차량간 충돌사고 시 보행자의 상해 심각도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Injury severit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거리가
④ 승용자동차 운전자 옆좌석 외의 좌석에 영유아가 승차하는
먼 것은?
때(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
① 차량범퍼의 높이
② 보행자 연령
③ 충돌속도
23.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승용자동차) 운전자 ④ 운전자의 고속도로 운전경험
피해 중상 3주, 가해차량 동승자 경상 2주 1명, 피해차량
운전자 중상 4주인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위반행위
및 사고결과에 따른 합산벌점은 몇점인가?
① 70점
② 65점
③ 55점
④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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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도로를 횡단하던 신장 170cm의 보행자가 60km/h로 주행 35. 승용차가 급제동하며 타이어 흔적을 발생시킬 때 통상적
중이던 승용차의 전면범퍼에 충격 이후 와이퍼와 재차
으로 전륜 타이어 흔적이 쉽게 발생되는 이유로 적절한
충돌하여 안면부에 부상을 입었다면 어떤 손상인가?
것은?
① 범퍼손상
② 제2차 충격손상
①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하는 노즈다운(Nose-down)현상 때문
③ 전도손상
④ 역과손상
② 승용차의 무게중심은 차체길이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
③ 승용차의 제동장치는 유압식이 아닌 에어식이기 때문
④ 타이어 트레드 무늬가 대형트럭과 상이하기 때문

30. 차량이 65km/h로 경사가 없는 도로를 주행하다 급정지하여
25m의 미끄럼흔적을 남겼을 때, 이 도로 노면의 마찰계수는? 36. 승용차량에서 한쪽 타이어 접지면 중심으로부터 동일축
① 약 0.45
② 약 0.56
반대쪽 타이어 접지면 중심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차량
③ 약 0.67
④ 약 0.78
용어는?
① 전폭
② 윤거
③ 축거
④ 전고

31.
①
②
③

요마크(Yaw mark)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원심력이 타이어와 노면 간 마찰력 보다 작을 때 발생한다.
바퀴가 순간적으로 플랫(Flat) 되면서 나타난다.
요마크(Yaw mark) 흔적으로 감속상태인지 가속상태인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시작점에서 외측전륜궤적은 외측후륜궤적보다 안쪽에서
발생한다.

37.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설명 내용이 틀린 것은?
① 보행자는 차체의 외부구조에 1차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② 처음 충격후 보행자의 신체가 차의 외부구조에 다시 부딪
히는 것을 2차충격이라 한다.
③ 차량충격후 지면에 부딪히면 전도손상이 발생한다.
④ 차량에 역과되면 전복손상이라 한다.

38.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현장에서 발견되는 흔적들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은?
32. 할로겐 분자(Br2)의 색으로 전구내부에 할로겐가스가 너무 ① 자동차의 하체잔존물만으로도 정확한 충돌지점의 추정이
많을 경우 분리되어 유리벽에 증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가능하다.
① 황화현상
② 백화현상
② 충격에 의한 심한 진동으로 하체부의 진흙 또는 흙먼지가
③ 흑화현상
④ 청화현상
떨어질 수 있다.
③ 사고차량의 잔존물이 외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잔존물은
사고 차량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④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하면 없어지는 하체잔존물도 있다.
33. 노면에 나타나는 아래의 흔적 중 핸들의 조작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은?
① 크룩 (Crook)
39. 대형차량의 스키드마크(Skid mark)가 아래와 같이 도로상
② 가속 스커프 (Acceleration scuff)
에 현출되었을 때 속도계산에 적용할 길이 측정 부분으로
③ 플랫 타이어 마크 (Flat tire mark)
가장 적절한 것은? (단, 1,2축은 단륜, 3,4축은 복륜)
④ 요마크 (Yaw mark)

34. 다음 인체골격 중 흉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관골 (Zygomatic bone)
② 복장뼈 (Sternum)
③ 흉골 (Breast bone)
④ 늑골 (Rib)
①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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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고차량의 타이어 사이드 월(옆면)에 DOT 표기가 아래와 45. 다음 중 교통사고 현장의 도로를 측정한 결과 그림과 같은
같았다. 마지막 아라비아 숫자 네 개를 통한 제작년월은?
결과를 얻었다. 이 도로의 곡선반경은?

① 2011년 3월
③ 2006년 3월

② 2011년 6월
④ 2006년 11월

① 약 201ｍ
③ 약 801ｍ

② 약 396ｍ
④ 약 996ｍ

41. 면도칼, 칼, 도자기나 유리 파편과 같은 예리한 물체에
의해 피부조직의 연결이 끊어진 손상은?
① 열창 (Lacerated wound)
② 골절 (Abrasion)
③ 좌창 (Contused wound)
④ 절창 (Cut wound)
46. 차량 타이어 트레드면의 형태가 아닌 것은?
① 코인형(Coin Type)
② 블럭형(Block Type)
③ 리브형(Rib Type)
④ 러그형(Lug Type)

42. 사고 당시 운전자 규명을 위해 조사해야 할 항목으로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차량의 충돌 전․후 회전 및 진행방향
② 전조등의 손상상태
③ 탑승자들의 신체 상해부위
④ 차량 내부의 손상상태

43.
①
②
③
④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도로부문 사항이 아닌 것은?
도로 소성변형
도로 시설물파손
도로 노면상태
도로 통행료 영수증

47.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를 구분하기
위해 AIS-Code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해도 9는 무엇을
의미하나?
① 상해가 가볍고 그 상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 없을 때
② 생명의 위험은 적지만 상해 자체가 충분한 치료를 필요로 할 때
③ 의학적 치료의 범위를 넘어서 구명의 가능성이 불확실 할 때
④ 원인 및 증상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 분류가 불가능 할 때

48. 다음과 같은 사고잦은지역에서 사고감소를 위해 도로구조
상 우선 고려대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좌로 굽은도로에서 안전하게 선회하지 못하고 차량들이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의 가로수를 충돌하는 사고가 잦은 지역

① 종단경사 설치
② 중앙분리대 설치
44. 다음 중 차 대 보행자 충돌사고에서 보행자의 역과손상에
③ 편경사 설치
④ 차광막 설치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보행중인 보행자를 차체 전면부로 최초 충격되어 생긴 손상
을 말한다.
② 신체가 차체의 외부구조에 다시 부딪혀 생긴 손상을 말한다.
③ 지상에 전도된 후 바퀴나 차량의 하부구조에 의해서 생긴
49. 오토 캐드(Auto CAD)를 이용하여 현장상황도를 작성하려
손상을 말한다.
한다. 교차로에서 연석선을 표현하기 위해 직선을 긋고
④ 자동차에 충격된 후 지면이나 지상 구조물에 의해서 생긴
가각부를 표시하기 위해 일정한 곡선반경을 갖는 호를
손상을 말한다.
그리기 위한 명령어는?
① FILLET
② CHAMFER
③ TRIM
④ OFFSET

- 5 -

2017년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1차시험 문제지

50. 다음 중 용어 정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54. 보행자 사고에서 충돌후 보행자가 지면에 낙하하여 활주
① 브레이크 페이드(Brake fade) : 브레이크 장치 유압회로내에
할 때 활주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다음 중 거리가
생기는 것으로 브레이크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
먼 것은?
액체가 증발되어 정상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
① 활주 시점 속도
② 인체 노면간 마찰계수
② 잭 나이프(Jack knife) : 트랙터-트레일러 차량이 제동시 ③ 중력가속도
④ 보행자의 상해부위
안정성을 잃고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접혀지는 현상
③ 하이드로플래닝(Hydroplaning) :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수막이 형성되어 차량이 마치 수상스키를 타듯이 물 위를
활주하는 현상
55. 다음은 충돌 시 탑승자의 운동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④ 뱅킹(Banking) : 오토바이 운전자가 커브길을 돌 때 직선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도로와 달리 차체를 안쪽으로 기울이면서 주행하는 현상

충돌하면 차량은 급격히 운동이 변화되나, 탑승자는 (A)에
의하여 운동하던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
탑승자의 운동방향은 차량이 심한 회전을 일으키지 않는
한, 차량에 가해진 충격력 방향과 (B)방향이다.

【교통사고재현론】51∼75번
51. 차량이 커브도로에서 정상 선회하지 못하고 횡방향으로 미끄
러지며 도로를 이탈하였다. 이때 차량이 횡방향으로 미끄러지기
직전의 임계속도를 구하는 올바른 식은?

①
②
③
④

(A):
(A):
(A):
(A):

작용반작용
작용반작용
관성
관성

(B):
(B):
(B):
(B):

반대
같은
반대
같은

( :차량의중량,  :차량의속도,  :곡선반경,  :마찰계수,  :중력가속도)

①


 



③    



②   



④    


56. 사고 현장에 발생한 노면 스크래치(Scratch)에 대한 설명
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일반적으로 폭이 좁고 얕게 나타난다.
② 차량의 충돌 후 진행방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③ 흔적의 생성지점을 최대 충돌 지점으로 추정해야 한다.
④ 큰 압력없이 금속물체가 도로상을 가볍게 긁으며 이동한
흔적이다.

52. 스키드마크를 활용한 속도 추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곡선 형태로 발생된 스키드마크는 무게 중심 이동거리를
적용한다.
② 직선으로 곧게 발생된 스키드마크는 후륜에서 시작하여
전륜에서 끝난 지점까지의 거리를 적용한다.
57. 보행자 사고유형 5가지 중 넓은 의미의 Wrap trajectory
③ 스킵 스키드마크(Skip skid mark)는 흔적 시작 지점에
유형으로서 차량의 속도가 빠르거나 보행자의 무게중심이
서부터 끝 지점까지의 전체 길이를 적용한다.
높은 경우에 발생되며 충돌 후 보행자는 공중회전(공중
④ 갭 스키드마크(Gap skid mark)는 발생된 총 길이 중 끊어진
제비)되는 형태의 사고 유형은?
부분을 제외한 길이만 적용한다.
① Overdeflected
② Forward Projection
③ Fender Vault
④ Somersault
53. 1초당 20개의 균일한 프레임으로 구성된 사고영상에서
A-B구간 평균속도가 27.6km/h, 이동거리가 23.0m 일 때,
58. 충돌발생시 탑승자의 거동을 설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A-B구간 프레임 수는?
① 정면 정(正)충돌 경우에 탑승자는 앞으로 이동한다.
② 후면 정(正)추돌 경우에 피추돌차량 탑승자는 추돌차량
쪽으로 이동한다.
③ 직각 충돌되었을 때 피충격차량 탑승자는 충격차량 쪽으로
이동하고 충격차량 탑승자는 후방으로 이동한다.
④ 충돌하는 동안 충격력은 사고차량 사이에 일직선으로
작용하므로 각 차량에 작용된 힘의 방향을 알고 있다면
① 30 프레임
② 60 프레임
각 차량의 충돌각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153 프레임
④ 176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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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중량이 2,500kg인 A자동차가 동쪽방향에서 서쪽방향인 64. 다음 중 잘못된 설명은?
180°로 주행중 남서방향에서 북동방향 50°로 주행중인 ① 요마크(Yaw mark)는 횡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타이어가
중량 3,500kg인 B차량과 충돌하였다. 충돌후 A차량은
구를때 만들어지는 스커프마크(Scuff mark) 일종이다.
북서 100°로 10m/s의 속도로 이동하여 최종정지하였고, ② 요마크(Yaw mark)를 임펜딩 스키드(Impending skid)
B차량은 북서 120°로 10m/s의 속도로 이동한 후 최종 정지
라고도 한다.
하였다. 충돌전 B차량의 속도는 얼마인가?
③ 스키드마크(Skid mark)의 최대폭은 타이어 접지면의 폭이고
요마크(Yaw mark)의 최대폭은 타이어가 옆으로 미끄러
질때 타이어 접지면의 길이이다.
④ 요마크(Yaw mark)가 발생하면 주행중인 차량의 속도와
핸들조향각을 비교하였을때 핸들조향이 진행속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선회할 수 있는 조향각을 훨씬 초과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① B차량 : 약 10.5m/s
③ B차량 : 약 20.5m/s

65. 고정장벽 충돌에 의해 파손된 차량의 소성변형량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소성변형량은 유효충돌속도에 비례한다.
② 소성변형량은 충돌속도에 반비례한다.
③ 소성변형량은 탄성변형량과 같다.
④ 소성변형량은 간접손상의 정도이다.

② B차량 : 약 15.7m/s
④ B차량 : 약 32.8m/s

60.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과 장착되지 않은 동종의 차량이 같은
상황에서 충돌했다면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에어백 장착 차량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① 운전자와 차체간 충돌시간을 길게 함
② 운동량의 변화는 동일함
66. 사고차량이 3초동안 감속하면서 60m를 주행하였다면 처음속도는?
③ 충격량은 동일함
(단, 견인계수는 0.6)
④ 충격력은 동일함
① 11.18m/s
② 18.83m/s
③ 15.64m/s
④ 28.82m/s
61.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의 필수 운행정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동차 속도
② 제동페달 작동여부
67. 다음 중 차량 주행저항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③ 운전석 좌석안전띠 착용여부 ④ 이산화탄소 배출량
① 구름저항
② 등판저항(기울기저항)
③ 소음저항
④ 공기저항
62. 차 대 차 사고에서 차량 속도 분석 방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운동량 보존의 법칙
② 에너지 보존의 법칙
③ 라플라스(Laplace)의 법칙
④ 충격량

63.
①
②
③
④

68. 차 대 보행자 사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면으로 충돌 당한 보행자의 운동은 충돌차량 전면범퍼
높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추돌사고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보행자가 착용한 신발이 노면과 마찰되어 마찰흔적이
추돌 차량의 운동량 전이로 앞 차량은 가속된다.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마찰흔적으로 충돌지점을
추돌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추돌하는 일이 많아 노즈
판단할 수 있다.
다운(Nose down) 현상의 충돌이 되기 쉽다.
③ 정면으로 충돌 당한 보행자는 대부분 곧바로 충돌한 차의
추돌 차량 운전자의 신체는 후방으로 이동한다.
충돌속도까지 가속된다.
피추돌 차량 운전자는 추돌 직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④ 전도손상은 차량에 충격된 후 노면에 전도된 보행자에서
경우가 있다.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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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충돌 후 사고차량을 조사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차량의 거동파악
② 탑승자의 움직임조사
③ 차량의 손상부위파악
④ 탑승자의 연령파악

75. 역과와 같은 거대한 외력이 작용하면 외력이 작용한 부위에서
떨어진 피부가 피부할선을 따라 찢어지는 손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압좌손상
② 편타손상
③ 전도손상
④ 신전손상

70. 차량이 처음에 100km/h의 속도로 달리다가 견인계수 0.7로
【차량운동학】76∼100번
감속하여 속도가 50km/h가 되었다면 그동안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단, 중력가속도 9.8m/s2)
76. 다음 중 운동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약 0.53sec
② 약 1.03sec
① 운동량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이다.
③ 약 1.53sec
④ 약 2.02sec
② 질량이
, (>)인 두 자동차가 동일한 속도로
주행할 때 인 자동차의 운동량이 더 크다.
③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④ 운동량은 일정시간 동안 물체에 주어진 힘의 총량이다.

71. 충격량과 충돌지속시간을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② 충격량의 단위는 N․s이다.
③ 일반적인 차량간의 충돌시간은 약 0.1~0.2초이다.
④ 콘크리트벽과 같은 강도가 높은 것에 충돌하면 충돌시간이 77. 차량의 무게중심을 지나는 세로방향의 축을 중심으로 차량이
좌우로 기울어지는 현상으로 차량의 전도 혹은 전복과 관련이
길어진다.
있는 회전운동은 무엇인가?
① Pitching
② Surging
③ Rolling
④ Yawing
72. 차량의 충돌과정에서 금속성 물체가 노면과 접촉하면서 발생
되는 패인 흔적 혹은 긁힌 흔적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Scrape
② Towing scratch
78. 50km/h로 수직암벽을 충돌한 차량이 2km/h로 튕겨 나왔다.
③ Groove
④ Chops
반발계수를 구하시오.
① 0.5
② 0.4
③ 0.04
④ 0.02
73. 충돌 전 요마크만을 발생시킨 차량과 스키드마크만을 발생시킨
차량간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노면에 발생된 타이어 흔적만
으로 충돌 전 속도를 알 수 있는 차량은?
79. 어떤 차량이 1.5m 높이에서 이탈각도 없이 떨어져 수평으로
① 충돌 전 스키드마크를 발생시킨 차량
14.3m를 이동하여 착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차량의
② 충돌 전 요마크를 발생시킨 차량
추락 직전 속도는?
③ 양 차량 모두 가능
① 약 73 km/h
② 약 83 km/h
④ 양 차량 모두 불가
③ 약 93 km/h
④ 약 103 km/h

74. 구동바퀴가 노면에서 헛돌며 마찰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타이어
80. 자동차 타이어가 락(Lock)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이어가 구르
흔적은?
면서 발생되는 저항 마찰계수는?
① 요마크(Yaw mark)
① 최대감속계수
② 구름저항계수
② 가속 스커프마크(Acceleration scuff mark)
③ 활주마찰계수
④ 급제동계수
③ 구른 흔적(Imprint)
④ 스키드마크(Skid mark)

- 8 -

2017년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1차시험 문제지

81. 다음 내용 중 옳은 설명은?
87. 수평면 위에 물체를 놓고 점차 경사지게 하였다. 접촉면의
① 속력은 벡터이다.
마찰계수가 0.3이라면 경사도가 얼마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기
② 속도는 스칼라이다.
시작하는가?
③ 속력은 물체의 순간빠르기와 운동방향을 함께 나타낸
① 약 12.5°
② 약 15.4°
물리량이다.
③ 약 16.7°
④ 약 18.6°
④ 속도는 물체의 빠르기 뿐만 아니라 운동방향을 함께 나타낸
물리량이다.

88. A와 B의 중간지점에 C가 있다. A에서 C지점 까지의 속도는
5m/s이고, C에서 B까지의 속도는 20m/s이다. A에서 B까지의
평균속도는?
① 8m/s
② 12.5m/s
③ 5m/s
④ 6.5m/s

82. 완전탄성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발계수가 1인 경우를 말하며 에너지손실이 없다.
② 반발계수가 0인 경우에 운동에너지가 보존된다.
③ 반발계수의 값이 2일 때를 말한다.
④ 반발계수의 값이 0일 때를 말한다.

83. 노즈다이브(Nose dive)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노즈다이브에 의한 전단부 하향정도(지상고 변화)는
제동력의 세기와는 무관하다.
② 노즈다이브에 의한 전단부 하향정도(지상고 변화)는
현가장치 강성이 커질수록 줄어든다.
③ 노즈다이브에 의한 전단부 하향정도(지상고 변화)는
차량의 무게중심 높이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④ 노즈다이브에 의한 관성력과 제동력의 방향은 동일하지 않다.

84.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② 속도가 불규칙하게 가속하는 것으로 증가만 한다.
③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한 운동이다.
④ 가속도의 크기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운동이다.

89. 질량 1,000kg의 자동차가 25m/s에서 30m/s로 속도가 변할 때
충격량은?
① 5,000 N․s
② 55,000 N․s
③ 2,500 N․s
④ 30,000 N․s

90. 평탄한 길을 달리던 버스가 포장도로에서 40m를 미끄러지고,
이어서 잔디밭에서 30m를 미끄러진 후에 4m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였다. 조사결과 추락직전 속도는 13.28m/s로 확인
되었고 포장도로의 견인계수는 0.8, 잔디밭의 견인계수는
0.45이었다. 이 버스가 포장도로에서 미끄러지는데 소요된
시간은?
① 약 0.9sec
② 약 1.49sec
③ 약 1.75sec
④ 약 2.1sec

85. 등속으로 달리던 차량을 감속도 6.86m/s²로 2.7초 동안 감속
했더니 정지되었다. 이 차량의 감속직전 속도는?
91. 보행자가 최단거리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한다. 도로의 폭이
① 약 54.45km/h
② 약 66.68km/h
7.3m이고 보행속도가 1.4m/s라면 필요한 시간은?
③ 약 72.45km/h
④ 약 90.68km/h
① 약 5.2sec
② 약 5.7sec
③ 약 6.7.sec
④ 약 7.7sec

86. 질량 1,500kg인 자동차가 10m/s로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방향
으로 일을 해 주었더니 자동차의 속도가 2배로 빨라졌다.
이때 해준 일의 크기는 얼마인가?
92. 80km/h의 속도로 직진 주행중인 자동차가 3초 후에 100km/h가
① 15,000J
② 150,000J
되었다면 3초 동안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는 얼마인가? (단,
③ 225,000J
④ 350,000J
가속도 값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약 45.8ｍ
② 약 59.4ｍ
③ 약 67.5ｍ
④ 약 75.1ｍ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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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어떤 차량이 내리막경사가 5%인 도로를 72km/h로 주행하다가 98. 트레드 홈이 없는 경주용 타이어의 마찰계수에 관한 설명 중
갑자기 제동한 결과 40m 전방에 정지하였다. 이 때 노면과
옳은 것은?
타이어 사이의 마찰계수는?
① 건조한 상태에서 일반 타이어에 비해 높은 마찰계수를
① 약 0.35
② 약 0.48
나타내나 젖은 노면 상태에서는 오히려 마찰계수가 낮아진다.
③ 약 0.56
④ 약 0.67
② 건조한 상태에서 일반 타이어에 비해 낮은 마찰계수를
나타내나 젖은 노면 상태에서는 오히려 마찰계수가 높아진다.
③ 건조한 상태 및 젖은 노면 상태에서 일반 타이어에 비해
낮은 마찰계수를 나타낸다.
④ 건조한 상태 및 젖은 노면 상태에서 일반 타이어에 비해
94. 직각교차로에서 A차량은 45km/h의 속도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마찰계수를 나타낸다.
B차량은 67.5km/h의 속도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각각 등속으로
주행하다가 직각으로 충돌했다. 충돌지점은 정지선으로부터
A차량은 25m, B차량은 30m를 교차로내로 진입한 지점이다.
어느 차량이 정지선을 몇 초 먼저 통과하였는가?
99. 35m/s의 속도로 달리던 질량 2,000kg인 차량에 반대방향으로
① A차량이 0.2초 먼저 통과했다.
1,000N의 힘을 8초간 준 후의 속도는 얼마인가?
② B차량이 0.2초 먼저 통과했다.
① 31m/s
② 24m/s
③ A차량이 0.4초 먼저 통과했다.
③ 21m/s
④ 14m/s
④ B차량이 0.4초 먼저 통과했다.

100. 어떤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120km/h로 주행하던 중 과속단속
장비를 보고 10m/s²으로 등감속하여 90km/h의 속도로 과속
95. 슬립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속장비를 통과하였을 때, 감속된 구간에서의 차량 진행거리
① 슬립비와 마찰계수는 상호 관련이 없다.
는 얼마인가?
② 타이어가 노면에 미끄러지지 않고 회전하는 상태에서의 ① 약 315m
② 약 31.5m
슬립비는“0(영)”이다.
③ 약 24.3m
④ 약 12.1m
③ 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차량속도와 타이어의 원주
속도는 항상 다르다.
④ 차량의 제동과 슬립비는 상호 관련이 없다.

96. 지상 5m되는 곳에서 질량 1,000kg인 자동차가 자유 낙하되어
튕겨남이 없이 지면에 떨어졌을 때 중력에 의하여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단, 중력가속도는 10m/s²임)
① 5,000 N․s
② 10,000 N․s
③ 15,000 N․s
④ 20,000 N․s

97. 2% 내리막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급제동하여 20m의 스키드
마크(Skid mark)를 발생시키고 정지하였다. 흔적발생 구간
에서 견인계수 값이 0.7일 때 급제동 직전 차량 진행 속도는?
① 약 47.8km/h
② 약 59.6km/h
③ 약 67.6km/h
④ 약 73.7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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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2차시험 문제지

수험번호 :

확
인
필

성명 :

【문제 1】배점 50점
<개 요>
승용차가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중,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앞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보행자를 충돌하고 스키드마크 끝지점에 정지하였다. 사고당시 주차차량1의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에 사고장면은
촬영되지 않았으나,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음성 자료를 통해 승용차의 급제동에 따른 제동음 발생시간이 2.0초로
분석되었고, 승용차의 앞유리 파손 상태 등으로 보아 보행자 충돌속도가 40km/h 이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Nonscale

<조 건>
- 승용차의 스키드마크 길이 13.72m, 발진가속도 0.2g
- 제동음 발생 및 종료시점은 스키드마크 발생 및 종료 시점과 동일함.
- 보행자가 주차차량2로부터 벗어나 승용차에 충돌되기까지 직각 횡단한 거리 4.0m
- 보행자의 횡단속도 1.8m/s, 승용차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 1.0초, 중력가속도 9.8m/s2
- 보행자 충돌로 인한 속도변화는 없음.
- 계산식의 경우 관계식 및 풀이과정을 단위와 함께 기술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질 문>
[질문1] 배점 20

승용차의 급제동시 견인계수를 구하시오.
[질문2] 배점 5

승용차의 제동직전 속도를 구하시오.
[질문3] 배점 5

승용차 운전자의 사고인지 지점을 스키드마크 시작점 기준으로 구하시오.
[질문4] 배점 10

승용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주차차량2를 벗어나는 순간 보행자를 발견하고 지체없이 급제동하였으나 충돌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보행자 충돌속도가 40km/h 이상인 점을 이용하여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고, 그 근거를 기술
하시오.
[질문5] 배점 10

승용차 운전자는 제동 시작점 40m 후방의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한 뒤 출발하여 등가속하다 위험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고, 그 근거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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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2차시험 문제지
【문제 2】배점 50점
<개 요>
#1차량이 평탄한 편도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일정한 속도로 직진하다 전방에 차량고장으로 5m/s의 등속도로
서행 중인 #2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스키드마크 15m 발생시킨 후 #2차량과 정추돌하여 붙은 상태로 함께
이동하여 정지하였다. #1차량과 #2차량에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현장 주변을
살펴보니 횡단보도 이전 건물에 도로쪽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확인하여 보니 충돌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A 정지선으로 진입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다.
않았으나, #1차량이 40m를 주행하는 장면 및 ◯

<조 건>
-

#1차량의 질량 2000kg, #2차량의 질량 1500kg
#1차량의 스키드마크 길이 15m
cctv는 1초당 정지영상 25개의 균일한 프레임(frame)으로 구성되어 있음.
A 정지선으로부터 40m이전 위치에서 ◯
A 정지선에 도달할 때까지 cctv 정지영상 개수는 40개(frame)
#1차량이 ◯
#1차량의 스키드마크 발생시 견인계수 0.7, 충돌후 함께 이동시 각도 없이 수평이동하고, 동 구간 견인계수는 0.4
#1차량은 제동전 등속도 운동
2
#1차량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 1.0초 중력가속도 9.8m/s
계산식의 경우 관계식 및 풀이과정을 단위와 함께 기술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질 문>
[질문1] 배점 10

#1차량이 스키드마크를 발생하기 전 주행속도를 구하시오.
[질문2] 배점 10

#1차량이 #2차량을 충돌할 당시 속도를 구하시오.
[질문3] 배점 10

#1차량이 #2차량을 충돌한 후 함께 이동하기 시작할 때의 속도와 정지하기까지 함께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
[질문4] 배점 10

#1차량 운전자가 위험인지한 지점부터 충돌위치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질문5] 배점 10

#1차량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였을 때 #2차량의 진행위치를 충돌지점 기준으로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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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배점 25점
<개 요>
아래 그림에서 #1차량은 1차로를 진행하면서 P2지점까지 54km/h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P2지점에 이르러 0.4g로
감속하여 P3지점에 이르렀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2차량은 정차하였다가 0.15g의 가속도로 출발하여 10m를
진행한 후 사고지점에 도착하였다. P2에서 P3까지 곡선 이동한 거리는 10m이다.

<조 건>
- 중력가속도 9.8m/s2
- #1차량은 P1에서 P2까지 등속운동
- 계산식의 경우 관계식 및 풀이과정을 단위와 함께 기술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질 문>
[질문1] 배점 5

#2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0.15g의 가속도로 출발하여 10m를 진행하였을 때 속도를 구하시오.

[질문2] 배점 5

#2차량이 10m를 진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구하시오.

[질문3] 배점 5

#1차량의 충돌속도를 구하시오.

[질문4] 배점 5

#1차량이 충돌지점 후방 10m구간을 0.4g의 감속도로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구하시오.

[질문5] 배점 5

#2차량이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는 시간동안 #1차량이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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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2차시험 문제지
【문제 4】배점 25점
<개 요>
무게가 980kg인 자동차가 모든 바퀴가 잠긴 상태로 건조한 콘크리트 도로에서 35m를 미끄러지고 기름이 쏟아져
있는 도로를 40m 미끄러진 후 15m/s의 속도로 콘크리트 벽을 충격하고 그 자리에 멈추었다.
<조 건>
- 건조한 콘크리트 도로의 견인계수는 0.85, 기름이 쏟아진 도로의 견인계수는 0.3
- 중력가속도 9.8m/s2
- 계산식의 경우 관계식 및 풀이과정을 단위와 함께 기술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질 문>
[질문1] 배점 5

사고자동차가 콘크리트 벽을 충격할 때 갖고 있던 에너지를 구하시오.

[질문2] 배점 5

기름이 쏟아져 있는 도로에서 사고자동차가 미끄러지는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구하시오.

[질문3] 배점 5

건조한 콘크리트 도로에서 사고자동차가 미끄러지는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구하시오.

[질문4] 배점 5

사고자동차가 처음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전체에너지를 구하시오.

[질문5] 배점 5

사고자동차가 처음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속도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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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2차시험 문제지
【문제 5】배점 25점
<개 요>
승용차량이 주행 중 전방의 우로 굽은 도로선형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스키드마크를 발생시키다가 도로이탈을
우려하여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급한 핸들 조향으로 요마크가 발생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자료>
- 승용차량의 제동에 의한 스키드마크는 좌우 동일하게 15.0m로 측정됨.
- 승용차량의 핸들조향에 의한 요마크 흔적을 통해 승용차량 무게중심 이동궤적을 측정한 결과 일정한 곡선반경을
가진 호를 이루고 있었으며, 현의 길이 50.0m, 중앙종거 4.0m로 측정됨.
- 승용차량의 소성변형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가로수 충돌속도는 36km/h로 분석됨.
<조 건>
- 스키드마크가 끝난 지점과 요마크 시작 지점 사이 구간에서 속도변화는 없음.
- 스키드마크 구간의 종방향 견인계수는 0.8, 요마크 구간의 횡방향 견인계수는 0.7, 중력가속도는 9.8m/s2 적용함.
- 계산식의 경우 관계식 및 풀이과정을 단위와 함께 기술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질 문>
[질문1] 배점 10

현의 길이와 중앙종거를 바탕으로 곡선반경 산출을 위한 그림과 함께 관계식을 유도하고, 승용차량 무게중심 이동
궤적에 대한 곡선반경을 구하시오.

[질문2] 배점 10

요마크에 근거한 속도산출 관계식을 유도하고, 요마크 발생시점의 승용차량 속도를 구하시오.

[질문3] 배점 5

스키드마크 발생시점의 승용차량 속도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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