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 -

=
I s(단락상태)

I n(정격상태)
=

100
%Z s

㉠단락비가 큰것이 좋다
⒜%Z(나쁜것ㅋ)가 작다
⒝전기자반작용(나쁜것ㅋ)이 작다

▪단락전류의 특성

㉠돌발단락전류 : I s[A]=
E

X ℓ(누설리엑턴스)

㉡지속(영구)단락전류 : I s=
E

X ℓ+X a

=
E
X s

≒
E
Z s

⒜(단락전류)
⒝(전기적반작용리엑턴스)

▣동기 전동기(교류 전동기)
▪특성

㉠장점
⒜속도가 일정(속도변동률0)
⒝기동토크0(혼자서 출발 못함)
⒞무부하운전시 동기조상기로 사용(를 조정)

∘무부하 운전중인 동기 전동기를 과여자 운전하
면 콘덴서로 작용한다.

∘무부하 운전중인 동기 전동기를 부족여자 운전
하면 리엑터로 작용한다. 

⒟역률이 1로서 운전가능(역률조정가능)
⒠압선전류를 흘릴수 있다.(그럼 감자작용 일어남)

㉡단점
⒜속도조정곤란
⒝난조발생쉽다.
⒞기동장치 및 여자전원이 필요(직류전원이 필요)

▪V곡선(위상특성곡선)

제4장. 유도기(유도전동기)

▣유도기의 원리
▪아라고의 원판 실험

▪권선형 회전자와 농형회전자의 비교
농형(다람쥐통모양ㅋ) 권선형

∙구조간단하고 튼튼
∙취급쉽다.
∙효율, 보수용이
∙속도조정곤란
∙기동토크가 작아 대형이 

되면 기동이 곤란

∙구조복잡
∙중형과 대형에 많이 사용

▪3상유도전동기(회전자계) ※자장이 회전

㉠3상유도전동기는 3개중 임의 2가닥을 바꾸게 되면 
회전방향이 반대가 된다.

▣(3상유도전동기)동기속도  ※자석의 회전ㅋ

▪ N s=
120f

P(극수)
[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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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유도전동기)슬립  ※원판의 회전ㅋ

▪ S= 동기속도-회전자속도동기속도 ×100=
N s-N

N s

×100%

㉠S=1이면 : N=0, 정지시.기동시(즉 출발전이다.)
㉡S=0이면 :  이다, 동기속도로 회전
㉢속도N이↑수록 S는↓

▪전동기의 경우(  ) : 0<S<1
▪발전기의 경우(  ) : -1<S<0
▪회전자의 속도(나침판)가 동기속도(자석)보다 느리

게 회선하는 특성
▪효율 :   ×

▣속도(N)제어
▪ 

▪권선형
㉠저항제어법(2차저항가감법)

⒜비례추이 원리 이용해서 슬립(S)을 바꾸는 방법
㉡종속법
㉢2차여자법

⒜2차회전자에 동일주파수 전압 가하여 속도제어
▪농형 - 극수(P)변환법, 주파수(f)변환법, 1차전압변환법

▣기동법(기동전류를 줄이기 위해 사용)
▪전전압기동(직입기동) - 5[kw]이하 전동기에 사용
▪Y-∆기동 : 5~15[kw]이하 전동기에 사용
▪기동보상기 - 15[kw]↑전동기에 사용

▣제동법
▪발전제동 - 소비제동
▪역전제동 - 3상에서 2상을 바꾸어 전동기회전을 급

속하게 정지
▪회생제동 - 발생된 전력을 전원으로 반환

▣출력
▪(2차출력=2차입력-2차동손)
▪ P c2 = S.P 2(2차동손=슬립.2차입력)

※ 37강 6분08초/36강5분30초

▣비례추이(대충비례해서 때려 맞춤ㅋ)

▣단상 유도 전동기(교번자계) 37강/37강

▪기동시 기동 토크(회전력ㅋ)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
동 장치가 필요하다. ※토크=0

▪기동방법에 의한 분류[세.데.유.발기]
㉠토크세기 : 셰이딩코일형<콘덴서기동형<반발유도형<반발기동형전동기
㉡콘덴서기동형전동기

⒜효율,역율 좋다
⒝영구콘덴서형전동기 - 선풍기, 세탁기

제5장. 정류기 및 제어기

▣개요
▪정수기(물) 이면 정류기(전류)임

∘AC(교류)→DC(직류)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류

▣정류회로

▪전파정류회로
㉠다이오드 2개(전파정류회로)
㉡다이오드 4개(브리지정류회로)

▪출력전압(부하전압ㅋ)
㉠단상

⒜반파직류전압 :  


 

※다이오드1개
※50%출력되는데 D가 1개당 5%잡아먹으니까 45%

⒝반파직류전류 :  





⒞전파직류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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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오드 2개,4개
※100%출력되는데 D가 2개당 5%씩 잡아먹으니

까 90%

⒟전파직류전류 :  





㉡3상
⒜반파직류전압 :  

※35의 반ㅋ

※다이오드 3개
⒝반파직류전류 :  



⒞전파직류전압 :  


 

※다이오드 6개
⒟전파직류전류 :  



▣사이리스터(=실리콘제어정류기)

▪다이오드에 단점을 보안한것임
(즉 다이오드는 +,-주면 무조건 전기가 통함을 제어
하기 위한장치)

▪게이트(G)에다 일정한 전류를 흘려야지 애노드(A)와 
케소드(K)에 전류가 통함

▪turn on조건
㉠게이트에 래칭전류인가

※래칭전류 : SCR을 turn on 시키기 위하여 게이트
에 흘려야 할 최소 전류

▪turn off조건
㉠SCR에 흐르는 전류를 유지전류 이하로 한다. 그럼
자동적으로 꺼짐ㅋ

※유지전류 : SCR이 on상태 유지하기위한 최소전류
※문여는 기능은 있어도 문닫는 기능이 없기 때문

에 유지전류를 흘림ㅋ

㉡극성을 반대로 한다.
▪SCR반파정류회로(에서 열었을 경우)

▪SCR정류
㉠단상 ※(turn on각)

⒜반파 :  


cos

⒝전파 =  

 
cos

▣기타

▪
▪TRIAC(교류제어용, 쌍방향가능)

㉠3극, 자기호소능X
㉡SCR 2개를 역병렬로 접속

▪DIAC(교류제어용, 쌍방향가능)

▪GTO(자기호소능력O) ※즉 자기가 끌수있다ㅋ

▣맥동주파수
▪단상반파(60Hz), 단상전파(120Hz)
▪3상반파(180Hz), 3상반파(360Hz)

▣맥동률
▪단상전파정류(48%), 단상반파정류(121%)
▪3상반파정류(17%), 3상전파정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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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전선의 구분
▪단선-전선의 단면이 1개의 도체로 된 전선  O
▪연선-여러단선을 굵기에따라 합쳐꼬은전선

㉠총소선수 : 3n(n+1)+1
⒜n(층수)

⒝1층 : 1+6=7가닥 

⒞2층 : 1층+12=19가닥 
⒟3층 : 2층+18=37가닥[337박수]
⒠4층 : 3층+24=61가닥

㉡연선의 총 단면적 :  

⒜a(전선 한가닥의 단면적) = 
⒝N(소선갯수)

㉢연선의 바깥지름 : D=(1+2n)d[mm]

⒜d(전선 한 가닥의 지름)
2층이고 d가 1mm이면 D는? 5mm

▪경동선과 연동선
㉠경동선 - 딱딱, 송배전용 가공전선로에 사용(즉 실외)
㉡연동선 - 전기저항↓, 부드러움, 옥내배선용으로 사용

▪전선구비조건
㉠도전율↑, 기계적강도↑, 가요성(휘어짐)↑, 내구성↑
㉡비중↓, 경제성, 공사가용이

▣전선의 종류
▪절연전선(절연물 즉 피복으로뒤덥힌전선) ※영어약호중요ㅋ

㉠옥외용 비닐절연전선(OW)[O.] 옥외용선로

㉡인입용 비닐절연전선(DV)[DC인] 인입.옥외용 조명등

㉢내열용 비닐절연전선(HIV)[ㄴ.H] 
⒜600[V]이하 옥내배선 중 내열성을 요구하는 경

우에 사용
㉣배선용비닐 절연전선(IV) 

⒜비닐 절연전선은 사용전압 450/750[V] 이하의 
옥내 공사용 전기회로에 사용

㉤고무 절연전선(RB)[Rub]
㉥형광등 전선(FL)[Flashㅋ]
㉦형광방전등전선(VFL)

▪코드(일반전선에 실같은것으로 말려져있다 다리미선ㅋ)
㉠코드는 전등 or 전기기계 기구에 부착하기 때문에 

가요성(구부러짐) 증대하고 이동용으로 만들어짐
▪케이블
㉠전기적으로 고무, 비닐 등으로 외장을 만들고 이중

으로 절연하도록 하였고 기계적으로 납이나 강대,
강선등으로 보호하여 강화하였다.

㉡저압용 케이블[MCV]
⒜MI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CV케이블)
⒞비닐절연 비닐외장 케이블[V-V케이블]

㉢고압용케이블
⒜부틸고무절연외장케이블(BN케이블)[부비]

㉣캡타이어 케이블
⒜고무 절연한 심선 또는 케이블 위에 캡타이어 고

무로 피복한 전선이다.
⒝특성

∘내수성,내산성,내알카리성,내유성을 가짐
∘마모,충격,굴곡,습기에 대한 저항력 강함
∘광산,공장,농장등 이동용 배선에 사용

▣전선의 허용전류
▪허용전류 - 정상적으로 흘릴수있는 전류의 최대치

▣전선의 접속방법
▪전선접속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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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강도 80%↑유지
㉡전기적 저항이 증가하지 말것
㉢절연 성능을 원래 것의 동등이상 유지할것

(즉 접속할 때 벗겨서 접속하지만 절연테이프로 다

시 감아줌ㅋ)
▪쥐꼬리 접속
㉠심선(전선)을 2~3가닥 모아 꼰다

㉡단말접속법 - 테이프감거나 와이어커넥터등을 끼워접속

㉢접속함이나 박스 안에서 접속

▪단선 직선접속[단.트리]
㉠트위스트 접속

⒜ 이하의 가는 단선 접속 
㉡브리타니어 접속

⒜ ]이상의 굵은 단선 접속
※굵으니까 꽈주지 못함ㅋ(즉 맞데고 감아줌ㅋ)

▪연선 직선접속[연.복리다]
㉠복권접속
㉡브리타니어접속
㉢단권접속

▣개폐기(스위치ㅋ) 및 점멸기
▪나이프 스위치

㉠일반용으로 사용X
㉡배전반 or 분전반에서 사용O

▪커버나이프 스위치(나이프스위치에 커버 쒸우면 커버
나이프 스위치 즉 두꺼비집ㅋ)

㉠단극단투형(SPST), 2극단투형(DPST), 3극단투형(TPST)
㉡단극쌍투형(SPDT), 2극쌍투형(DPDT), 3극쌍투형(TPDT)

▪배선용차단기(NFB) ※퓨즈가 없는 차단기ㅋ

㉠재투입이 간편(스위치 다시 올리면 되니까ㅋ)
㉡과전류

⒜사람이 차단기 내리면(확내려감)
⒝과전류차단기(반만내려감)

㉢커버나이프스위치가 → 요즘은 NFB로 바뀜
▪누전차단기(ELB)

㉠입력과 출력의 전류차가 0.03A이면 떨어짐
㉡150V~300V에는 반드시 설치

▪마그네트 스위치(전자 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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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의 자동조작 및 원방조작용 등에 사용
▪텀플러 스위치

㉠노출형과 매입형이 있다.
▪풀 스위치

㉠천정이나 벽의 상부에 설치하고 끈을 당겨서 전등

의 점멸을 하는 단극 스냅 스위치이다

▪캐너피 스위치(우리집 송아지등ㅋ)
㉠플스위치의 일종임

▪로터리 스위치(=회전스위치)
㉠전구등을 직병렬로 접속변경하여 발열람 조절

▪타임스위치(자동ㅋ)
㉠일반주택, 아파트현관 소등 - 3분내
㉡호텔.여관.현관 소등 - 1분내

▪수은스위치(자동ㅋ)

▪코드 스위치(=중간스위치)
㉠전기기구의 코드 도중에 넣어 회로를 개폐하는것

▪컷아웃 스위치

▪누름단추스위치(=푸쉬버튼스위치)
㉠전등용 쓰일경우-단추 누르면 점등과 동시에 밑에 

있는 빨간 단추가 튀어나오는 연
동장치로 되어있다.

㉡수동조작 자동복귀형 스위치임
▪셀렉터 스위치

▪단로 스위치

㉠껏다 켰다만 가능
▪3로 스위치

㉠1층에서 불켜고 들어가서 2층에서 불 끄고, 2층에

서 불켜고 내려와 1층에서 끌수있음ㅋ

▪4로 스위치

㉠4로는 직선 아니면 크로스임ㅋ

▪펜던트 스위치(수동ㅋ)

㉠전등을 하나식 따로 점멸하는 곳에 사용
㉡정격전류 3종 - 1[A], 3[A], 6[A]

▪플로트 스위치

㉠수조나 물탱크의 수위 조절하는 스위치
▪플로트레스 스위치

▣소켓과 접속기
▪키 소켓

▪키리스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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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됨
▪리셉터클

㉠조영재에 직접 고정시켜서 사용
▪콘센트

▪멀티 탭
㉠하나의 콘센트에 둘 또는 3가지의 기구를 사용할 

때 끼우는 것
▪테이블 탭(=익스텐션코드)

㉠코드 길이가 짧을때 사용
▪아이언플러그

㉠전기다리미, 온탕기에 사용
㉡한쪽은 전원콘센트에 연결, 한쪽은 전기기구용콘센트에 연결

▪로젯
㉠천장에 코드를 달아내리기위해 사용

▣퓨즈

▪고압용 퓨즈
㉠비포장 퓨즈 - 1.25배의 전류에서 견디고 2배의 

전류에서는 2분 안에 용단될것
㉡포장 퓨즈 - 1.3배의 전류에서 견디고 2배의 전류

에서는 120분 안에 용단될것
▪저압용 퓨즈 - 1.1배의 전류에 견딜 것

▣공구 및 측정계기
▪접지저항 측정

㉠어스테스터(earth tester)
㉡콜라우슈브리지
㉢교류의 전압계와 전류계

▪충전유무조사 - 네온검전기(전압.전류는 측정X)
▪도통시험기 가능한 계기

㉠테스터, 마그넷벨
㉡메거-절연저항측정, 저압은 500[V]급 메거를 사용

▪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전선관등의 관안지름.바깥지름 두께측정
㉡마이크로미터

⒜전선의 굵기.철판.구리판 두께측정
㉢와이어(=전선) 게이지

⒜전선의 굵기 측정
▪클리퍼(케이블 커터)

㉠굵은 전선을 절단하는데 사용
▪나이프 - 전선 피복 벗길때 사용
▪와이어스트리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