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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기사 실기 과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문제 및 정답

2007년도 전기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

종   목 시험시간 형 별 성 명 수험번호

전기기사 2시간 30분 A

※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작성(계산식 포함)은 흑색의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하며 흑색을 제외한 유색 필기구 또

는 연필류를 사용하거나 2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 사용하였을 경우 그 문항은 0점 처리됩니다.

배점8

01  전원에 고조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하설비의 과열 및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경

우가 있다. 이러한 고조파 전류가 발생하는 주원인과 그 대책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1) 고조파 전류의 발생원인

 ◦
 ◦
 ◦
(2) 대책

 ◦
 ◦
 ◦

정답 (1) 발생요인

① 정류기, 인버터 등의 전력변환장치에 의해 고조파 발생

② 코로나에 의한 3고조파 발생

③ 변압기의 히스테리시스현상으로 여자전류에 고조파가 발생

(2) 대책

① 고조파 필터를 사용하여 제거

② 변압기 결선 채용

③ 변환 장치의 다(多) 펄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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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파 발생원인

배점5

02  옥외용 변전소 내의 변압기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 5가지만 쓰시오.

 ◦
 ◦
 ◦
 ◦
 ◦

정답 ① 고저압 권선의 혼촉사고

② 권선의 단선사고

③ 권선의 상간단락 및 층간단락사고 

④ 부싱리드선의 절연파괴

⑤ 권선과 철심간의 절연파괴에 의한 지락사고

배점6

03  보조릴레이 A, B, C의 계전기로 출력(H레벨)이 생기는 유접점 회로와 무접점 회로를 그

리시오. (단, 보조 릴레이의 접점을 모두 a접점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1) A와 B를 같이 ON하거나 C를 ON할 때  출력

⦁유접점 회로

◦
⦁무접점 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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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를 ON하고 B 또는 C를 ON할 때 출력

⦁유접점 회로

◦
⦁무접점 회로

◦

정답

     

(1) ① 유접점 회로

  

② 무접점 회로

  

(2) ① 유접점 회로

  

② 무접점 회로

  

(1) 논리식 :                   (2) 논리식 :   ⋅

배점5

04  평형 3상 회로에 변류비 100/5인 변류기 2개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였을때 전류계에 3 

의 전류가 흘렀다. 1차 전류의 크기는 몇  인가?

∙계산 :   ∙답 : 

정답 ∙계산 : 변류기(CT) 1차측 전류  2차측 전류 × 변류비

                                ×

  

∙답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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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9

05  그림과 같은 시퀀스도는 3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정․역 및 Y-△ 기동회로이다. 이 시퀀

스도를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  : 전자접촉기,  : 누름버튼 스

위치, 과  : 1a와 1b 접점을 가지고 있는 누름버튼 스위치,  : 표시등, T 

: 한시동작 순시복귀 타이머이다.)

(1) 을 정회전용 전자접촉기라고 가정하면 역회전용 전자접촉기는 어느 것인가?

 ◦
(2) 유도전동기를 Y결선과 ∆결선을 시키는 전자접촉기는 어느 것인가?

∙Y결선 :

◦
∙∆결선 :

◦
(3) 유도전동기를 정 ․역운전할 때, 정회전 전자접촉기와 역회전 전자접촉기가 동시에 작동하지 못

하도록 보조회로에서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구성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4) 유도전동기를 ∆로 기동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5) 유도전동기가 Y결선에서 ∆결선으로 되는 것은 어느 기계기구의 어떤 접점에 의한 입력신호

를 받아서 ∆결선 전자접촉기가 작동하여 운전되는가? 단, 접점 명칭은 작동원리에 따른 우

리말 용어로 답하도록 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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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을 정회전 전자접촉기로 가정할 경우, 유도전동기가 역회전∆로 운전할 때 작동

(여자)되는 전자접촉기를 모두 쓰시오.

 ◦
(7) 을 정회전 전자접촉기로 가정할 경우, 유도전동기가 역회전할 경우만 점등되는 표시램프

는 어떤 것인가?

 ◦
(8) 주회로에서 Th는 무엇인가?

 ◦

정답 (1) 

(2) ∙Y결선 : 

∙∆결선 : 

(3) 인터록

(4) 전전압 기동시보다 ∆기동시 전류는 1/3배이기 때문이다.

(5) 한시 동작 순시 복귀 a접점 

(6)  

(7) 

(8) 열동 계전기

배점8

06  송전단 전압이 3300 인 변전소로부터 6  떨어진 곳까지 지중으로 역률 0.9(지상) 

600의 3상 동력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때 케이블의 허용전류(또는 안전전류) 범위 

내에서 전압강하가 10 를 초과하지 않는 케이블을 다음 표에서 선정하시오. (단, 도체

(동선)의 고유저항은 1/55[Ω· ]로 하고 케이블의 정전용량 및 리액턴스 등은 무

시한다.)

심선의 굵기와 허용 전류

심선의 굵기 35 50 95 150 185

허용전류 175 230 300 410 465

∙계산 :   ∙답 : 

정답 ∙계산

① 수전단 전압()을 계산

전압강하율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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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압강하율 



 에서 저항을 계산





  (조건: 리액턴스 무시)  ∴ 

⋅



×
×

 Ω

③ 전선의 저항 


에서 단면적을 계산

∴ 




×


   ⇨ 선정

∙답 : 선정

이것이 핵심이다

∙전압강하율 

 
             ∙전압강하율 




 

∙전선의 저항 

Ω   고유저항율 Ω‧ ,  선로길이 

∙부하전류  ××

×
 이므로 허용전류 범위 300내에 있다.

배점9

07  주어진 시퀀스도와 작동원리를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도 면]

【작동원리】

자동차 차고의 셔터에 라이트가 비치면 PHS에 의해 셔터가 자동으로 열리며, 또한 을 조작(ON)해

도 열린다. 셔터를 닫을 때는 를 조작(ON)하면 셔터는 닫힌다. 리미트 스위치 은 셔터의 상한

이고, 는 셔터의 하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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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 a접점은 어떤 역할을 하는 접점인가?

 ◦
(2) , 의 b접점은 상호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
(3) , 의 명칭을 쓰고 그 역할을 설명하시오.

⦁명칭 :

◦
⦁역할 :

◦
(4) 시퀀스도에서 PHS(또는 )과 를 타임차트와 같은 타이밍으로 ON 조작하였을 때의 

타임차트를 완성하여라.

정답 (1) 자기 유지

(2) 동시 투입 방지

(3) ∙명칭 :  - 상한 리미트 스위치

              -하한 리미트 스위치

∙역할 :  - 셔터의 상한점에서 을 소자시킨다.

                     - 셔터의 하한점에서 를 소자시킨다.

(4)

   

          처음 셔터가 닫혀있고  접점은 셔터의 상한이므로 연결되어 있음에 유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