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회로이론■□☞

엔트☞ 전기기사 개년 기출문제 발췌 회로이론8 NO1

열선형계기는 실효값 가동코일형 계기는 평균값을 지시함,■

인덕턴스 회로에서 급격히 변화될수 없는 것은 전류--■ 코일은 전류 콘덴스는 전압( , )

어떤 병렬회로가R-L-C■ 병렬공진 되었을 때 합성 전류는--최소가 된다

키르히호프의 법칙은 집중정수회로에서■ 선형 비선형, 에 무관하게 항상 성립된다

여러개의 기전력을 포함하는 선형 회로망 내의 전류 분포는 각 기전력이 단독으로 그 위치■

에 있을 때 흐른는 전류분포의 합과 같다는 것은 중첩의 원리이다--

테브낭의 정리와■ 쌍대의 관계가 있는 것은 노튼의 정리--

■회전자계의 모양은 상대칭은 원형이고 상비대칭은 타원형이다--3 , 3

주기적인■ 구형파의 신호는 그 주파수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성분을

가진다

분포정수회로에서■ 위치각에 관한 정확한 표현은--위치각은 복소수로 주어진다

분포정수회로에서■ 무왜형 조건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는가—감쇠량이 최소로 된다(RC=LG)

송전선로가. 무손실 선로일 때 감쇄정수는 이다 인 선로를 말한다--0 (R=G=0 )

무왜형 선로를 설명 중 옳은 것 위상속도 는 주파수에 관계가 없다. -- v

전기회로에서 일어나는■ 과도현상은 그 회로의 시정수와 관계가 있다 옳은 것은 회로의 시--

정수가 클수록 과도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전달함수에 관한 옳은 것 계회로에서 전달함수의--2 분모는 의 차식s 2 이다

어떤계의 계단응답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일정값으로 되었다 이계는 무슨요소인가

차뒤진요소--1

■비정현파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 +

의Z(s)■ 극점은 항상 허수축 상에 존재한다

■서보기구에서 직접 제어되는 제어량은 위치 각도 방향 자세-- , , , 각자방위( , , , )

■제어량 성질에 의한 분류 프로세스 제어 서보기구 자동조정-- , , 서자프( , , )

제어량을 어떤■ 일정한 목표값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법은--정치제어

자동제어계의■ 기본적 구성에서 제어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

■전압원은 내부저항이 작을수록 이상적이고, 전류원은 내부저항이 클수록 이상적이다

■전압원만 존재할 때 이때( 전류원은 개방 전류원만 존재할 때 이때) // ( 전압원은 단락)

주파수특성에 관한 정수가운데■ 첨두공진점 값은 대략 어느정도로 설계가 좋은가--1.1 1.5∼

■위상여유의 정의는 이득교차 주파수에서의 위상각에서 도를 더한것이다-- 180

보드선도에서■ 이득여유에 대한 정보를 얻을수있는 것은 위상선도가-- 도 축과 교차180– 하

는점에 대응하는 크기 값이다dB

위상여유 이득여유가 이면 안정 이면 불안정으로 된다 따라서, + , -■ 상대 안정도는 위상각의

증가와 함께 높아진다

계의 이득여유는 보드선도에서■ 위상곡선이 도 의 점에서의 이득값(-180 ) 이 된다

상태방정식 중 답만 이 시스템은 가제어하지 않어나 가관측하다--■

상태방정식 중 답만 이 시스템은 제어는 가능하나 관측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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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회로에서R-L■ 주파수가 변할때 임피던스 궤적은 사분면 내의 직선 회로이론--1 NO2

근궤적의 대칭성:■ 근궤적은 실수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근궤적은 극에서 출발하여 영점에서 끝난다■

근궤적의 수는 극점의 수와 영점의 수에서■ 큰수와 같다

어떤 계통의 파라미터가 변할 때 생기는 특성방정식의 근의 움직임으로■ 시스템의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은--근 궤적법(시스템의 안정도를 파악 할 수있다)

오메가 가 에서 무한대 까지 변화하였을떄 의( ) 0 ( ) G(j )■ω ∞ ω 크기와 위상각을 극좌표에 그린

것으로 이 궤적을 표시하는 선도는—나이퀴스트 선도 또는 벡터궤적

평면의 우반면에 개의 극점이 있고 개의 영점이 있다 이때 나이퀴스트 선도일 때 시s 3 , 2 .■

스템은 안정한가--(-1, j0) 점을 반 시계방향으로 번 감샀다 왼쪽으로 회 일주 해야 안정1 ( 1 )

■나이퀴스트 선도는 주파수 응답에 관한 정보를 준다

나이궤스트 경로에 포위되는 영역에 특성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제어계는 안정--

■나이궤스트의 안정론에서는 벡터궤적과 점 의 상대적 관계로 안정판별이 결정되는데(X, Y)

이때 의 값으로 옳은 것은X, Y --(-1, j0)

■나이궤스트 선도의 임계점 는 보드선도에서 대응하는 이득과 위상은(-1, j0) --0, 180(-180)

안정도 판별법 중 극점과 영점이■ 우반 평면에 있을 경우 판정 불가능한 방법은--보드선도

보드선도의 이득 교차점에서■ 위상각 선도가 도 축의 상부180– 에 있을 때 이 계의 안정여부

는--안정하다 영보다 크면 안정하고 영보다 작으면 불안정하다( )

평면상의 모든 점은 식에 의하여 평면상에 사상된다s z .■ 평면의 좌반평면상s 의 모든 점은

평면상의 어느 부분으로 사상되는가z --내점

평면의.s 허수축은 평면의 어느 부분에 사상되는가 원점을 중심으로 한 단위 원상z --

과도응답의 소멸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감쇠비는 제 오버슈트 최대 오버슈트-- 2 /

보상기에서 원래 시스템에■ 극점을 첨가하면 일어나는 현상은 시스템의-- 안정도가 감소된다

즉 시스템은 불안정화 된다

상교류 대칭 전압에 포함되는 고조파 중에서3■ 상회전이 기본파에 대하여 반대인 것은--제

고조파5 은 기본파와 같은 방향 은 기본파와 반대 방향(h=3n+1 //h=3n-1 )

과도 특성을■ 해치지 않고 보상하는 것은 지상보상기--

■ 제어동작PD 은 프로세스 제어계의 과도 특성개선에 쓰인다 대응하는요소는--진상보상요소

■ 동작PID 은 어느 것--사이클링과 오프셋을 제거하고 응답속도가 빠르며 안정성도 있다

동작 중 속응도와 정상편차에서■ 최적제어가 되는 것은-- 동작PID

회로 임피던스궤적 어드미턴스궤적
직렬R-L 반직선1 반원4
직렬R-C 반직선4 반원1
병렬R-L 반원1 반직선4
병렬R-C 반원4 반직선1

계의안정도
근의위치

평면의s 평면상z
안정 좌반면 단위원 내부
불안정 우반면 단위원 외부
임계안정 허수축 단위 원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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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함수중■ 적분요소에 해당되는 것 직렬회로 회로이론--RC NO3

■잔류편차 오프 셋( )가 발생하는 제어는 비례제어 잔류편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어계에 적-- (

분제어계를 포함시켜야 한다)

■조절부의 동작에 의한 제어계의 오차가 검출될 때 오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조작

량을 조절하는 동작으로 오차가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어동작은 미분동작제어--

샘플링된 신호를 다음 샘플링 신호와■ 직선으로 연결하는 홀드를 무엇--First 오드 홀드

자동제어계에서■ 중량 하중 함수( ) 라고 불리어 지는 것은 임펄스 함수--

안정한 제어계의■ 임펄스 응답을 가했을 때 제어계의 정상 출력은 이다--0

어떤제어계통에서 정상 위치 편차가■ 유한값일 때 이 제어계는 무슨 형인가-- 계0

단위 부궤환 제어시스템의 개루프 전달함수 중■ 가 적을수록 제동이 적게 걸리게 된다ζ

직류 직렬회로 중L-C■ 의 최대치가 까지 될Ec 2E 수 있다

연산증폭기의 특징 입력 임피던스가--■ 크다 출력 임피던스가 적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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