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문제

⑩ 공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PB2 스위치를 ON-OFF한 후 PB1 스위치를 ON-OFF하면 변위-단계
선도와 같이 실린더A가 전진하고 실린더 A가 전진완료하면 실린더 B가 전, 후진
완료 후 실린더A가 후진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연속 스위치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합니다.
가) 연속 스위치를 선택하면 기본제어동작이 연속 행정으로 되어야 합니다.
2) 카운트와 램프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합니다.
가) 연속 사이클 횟수를 5회로 설정하고 그 사리클이 완료된 후 정지하여야 합니다.
나) 연속사이클이 완료되면 램프가 점등되도록 회로를 구성합니다.
3) A 실린더 전, 후진속도와 B실린더의 전, 후진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배기공기교축
(meter-out)방법을 회로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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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치도

나. 변위-단계선도

라. 전기 회로도
오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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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2 공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PB1 스위치를 ON-OFF하면 변위단계선도와 같이 실린더 A가 전진완
료 후 후진하면, 실린더 B가 전진완료 후 후진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연속 스위치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합니다.

가) 연속스위치를 선택하면 기본제어동작이 연속 행정으로 되어야 합니다.
2) 카운트와 램프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합니다.
가) 연속 사이클 횟수를 5회로 설정하고 그 사이클이 완료된 후 정지하여야 합니다.
나) 연속사이클이 완료되면 램프가 점등되도록 회로를 구성합니다.
3) A실린더 전, 후진속도와 B실린더의 전, 후진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배기공기교축
(meter-out)방법을 회로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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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위단계선도

실린더 (A)

실린더 (B)

라. 공압회로도

마. 전기회로도

오류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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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공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PB1 스위치를 ON-OFF하면 변위-단계선도와 같이 실린더A가 전진하
고 실린더A가 전진완료하면 실린더 B가 전진한 후 실린더A가 후진하고 실린더A가
후진 완료되면 실린더B가 후진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연속 스위치 PB2 및 연속 정지 스위치 PB3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합니다.
가) 연속 스위치를 선택하면 기본제어동작이 연속 행정으로 되어야 하고 연속 정지
스위치를 선택하면 실린더는 전부 후진한 후 정지 합니다.
2) 비상 스위치 PB4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토록 합니다.
가) PB4를 누르면 실린더A는 전진하고 실린더B는 후진되어야 합니다.
3) A 실린더의 전후진속도와 B 실린더의 전후진속도가 같도록 배기공기교축
(meter-out)방법에 의해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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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치도

다. 공압 회로도

라. 전기 회로도
오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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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위-단계선도

고급문제

⑪-2 공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PB1 스위치를 ON-OFF하면 변위-단계선도와 같이 실린더 A가 전진
하고 실린더 A가 전진완료하면 실린더 B가 전진한 후 후진한 후 실린더 A가 후진합
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연속 스위치 PB2 및 연속 정지 스위치 PB3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합니다.
가) 연속 스위치를 선택하면 기본제어동작이 연속 행정으로 되어야하고 연속 정지
스위치를 선택하면 실린더는 전부 후진한 후 정지 합니다.
2) 비상 스위치 PB4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토록 합니다.
가) PB4를 누르면 실린더 A는 전진하고 실런더 B는 후진되어야 합니다.
3) A실린더의 전,후진속도와 B실린더의 전,후진속도가 같도록 배기공기 교축
(meter-out)방법에 의해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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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위단계선도

라. 공압회로도

마. 전기회로도
오류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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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공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리셋스위치(PB2)를 ON-OFF한 후 PB1 스위치를 ON-OFF하면 실린
더 A가 후진하고 실린더 A가 후진 완료 하면 실린더 B가 후진하고 실린더 B가 후진
완료하면 실린더 A가 전진하고 실린더 A가 전진 완료하면 B가 전진하고 실린더 B
가 전진 완료하면 동작을 멈추고 정지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타이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 실린더 A가 후진 완료 후 실린더 B가 후진하고, 실린더 A가 전진 완료 후 3초
후에 실린더 B가 전진 완료하고 정지합니다.
2) 현재의 PB1 스위치, 리셋 스위치 외에 연속시작 스위치(반드시 회로를 구성하고 잠
금장치 스위치는 사용불가)와 카운터를 사용하여 연속 사이클(반복 자동행정) 회로
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되도록 합니다.
가) 연속시작 스위치를 누르면 연속 사이클(반복 자동행정)로 계속 동작 합니다.
나) 연속동작 중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실린더 A와 실린더 B 모두 전진하여 정
지합니다. (비상 스위치는 주어진 어떤 형식이 스위치를 사용하여도 가능합니다.)
다) 연속 사이클 횟수를 3회로 설정하고 그 사이클이 완료된 후 정지하여야 합니다.
3) 실린더 A는 전진속도, B는 후진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meter-out회로를 구성하고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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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치도

나. 변위-단계선도

다. 공압 회로도

라. 전기 회로도
오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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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공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실린더 B는 초기에 전진하여 있고 PB1 스위치를 ON-OFF 하면 실린더 A가 전진한
다음 실린더 B가 후진하여 계량된 곡물을 아래로 내려 보낸 후 실린더 B가 전진을
하고, 실린더 A가 후진 위치로 이동하여 곡물을 실린더 B로 내려 보낸 후 정지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타이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 실린더 A가 전진 완료 후 실린더 B가 후진하고, 실린더 B가 후진 완료 후 3초
후에 실린더 A가 후진 완료하고 정지합니다.
2) 현재의 PB1 스위치 외에 연속시작 스위치 (PB2)와 카운터를 사용하여 연속 사이클
(반복 자동해정) 회로(반드시 회로를 구성하고 잠금장치 스위치는 사용불가)를 구성
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되도록 합니다.
가) 연속시작 스위치를 누르면 연속 사이클(반복 자동행정)로 계속 동작 합니다.
나) 연속동작 중에 비상정지 스위치(PB3)를 누르면 실린더 A와 실린더 B 모두 전진
하여 정지합니다. (비상 스위치는 주어진 어떤 형식의 스위치를 사용하여도 가능
합니다.)
다) 연속 사이클 횟수를 3회로 설정하고 그 사이클이 완료된 후 정지하여야 합니다.
라) 카운터 리셋스위치(PB4)를 누르면 카운터는 0으로 리셋 되도록 합니다.
3) 실린더 A,B 전진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meter-out회로를 구성하고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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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치도

다. 공압 회로도

라. 전기 회로도
오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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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위-단계선도

고급문제

① 유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시작 스위치(PB1)를 ON-OFF하면 실린더 A가 전진하고 실린더 A가
전진완료 LS2 리밋 스위치가 동작되면 실린더 A의 후진과 함께 유압모터 B가 동시
에 회전하고 실린더 A가 후진완료 되면 유압모터 B도 정지되어야 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연속 선택 스위치(PB2)와 압력스위치(PS) 및 기타 부품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
작되도록 합니다.
가) 연속 선택 스위치(PB2)를 한번 누르면 기본제어 동작이 연속(반복 자동행정)으
로 동작 합니다.
나) 연속 선택 스위치(PB2)를 다시 누르면 모두 초기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 실린더 A가 전진 완료 후 전진 측 공급압력이 3MPa이상 되어야 실린더 A가
후진되고 유압모터 B가 회전하도록 압력스위치를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합니다.
2) 실린더 A의 후진속도가 7초가 되도록 meter-out회로를 구성하여 속도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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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압회로도

나. 전기 회로도
오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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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시작 스위치(PB1)를 ON-OFF하면 실린더 A가 전진하고 실린더 A가
전진완료 후 실린더 B가 전진 및 후진완료하고 실린더 A가 후진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조작 스위치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 합니다.
가) 조작 스위치 (PB2)를 누르면 기본제어동작이 연속동작 하여야 합니다.
나) 조작 스위치 (PB3)를 누르면 행정이 완료된 후 정지하여야 합니다.
2) 실린더 B측 압력라인(P)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유압 회로도를 변경하고, 감압밸브
의 압력이 2MPa이 되도록 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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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압 회로도

나. 전기 회로도
오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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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시작 스위치(PB1)를 ON-OFF하면 실린더 A의 전진운동과 유압모터B
가 축방향에서 볼 때 시계방향으로 회전운동이 동시에 시작되고, 실린더 A가 전진
완료 LS2 리밋 스위치가 동작하면 실린더 A의 후진운동과 유압모터 B의 반시계방
향으로 회전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연속동작이 되어야 합니다.
2) 정지 스위치(PB2)를 ON-OFF하면 연속동작을 멈추고 초기상태로 되어야 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기본회로에 타이머릴레이 및 기타 부품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되도록 합니다.
가) 시작 스위치(PB1)를 ON-OFF하여 기본제어동작을 실행시킵니다.
나) 타이머를 이용 20초 후에 실린더 A는 후진완료하고 유압모터 B가 정지되도록
합니다.
2) 유압모터 B의 정지 시 발생되는 서지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릴리프밸브와 체
크밸브를 설치하여 브레이크 회로를 구성합니다.
가) 설치된 릴리프밸브의 압력은 2MPa로 설정하고, 압력계를 설치하여 확인합니다.
(단, 압력릴리프밸브의 설치는 밸브의 작업라인 A, B중 1개소를 선택하여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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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압 회로도

나. 전기 회로도
오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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