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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과목 : 기계열역학

1.준평형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에 대하여 정적과정에서의
전달열량은?

가. 0 이다.

나. 내부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다. 이루어진 일량과 같다.

라. 엔탈피 변화량과 같다.

2.압력이 287 kPa 일 때 1 m
3
의 공기질량이 2 ㎏이었다. 이

때 공기의 온도는?
(단, 공기의 기체상수 R = 287 J/㎏·K 이다.)

가. 500℃ 나. 40℃ 다. 770℃ 라. 227℃

3.절대온도 T1 및 T2의 두 물체가 있다. T1에서 T2로 열량 Q

가 이동할 때 이 두 물체가 이루는 체계의 엔트로피 변화

를 나타내는 식은 ? (단, T1 > T2 이다.)

가.
T1-T2
Q T1 T2
ℓℓℓℓℓℓℓℓℓ 나.

Q (T1+T2)

T1 T2
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

다.
Q (T1-T2)

T1 T2
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 라.

T1-T2
Q (T1 + T2)
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

4.산업용 및 대형 업소용 냉각장치의 냉매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암모니아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가. 오존층 파괴 없음 나. 높은 성능계수

다. 우수한 열수송 능력 라. 무독성

5.4 ㎏의 공기를 온도 15℃에서 일정 체적으로 가열하여 엔
트로피가 3.35 kJ/K 증가하였다. 가열 후 온도는 어느 것
에 가장 가까운가?
(단, 공기의 정적 비열은 0.717 kJ/㎏℃ 이다.)

가. 927 K 나. 337 K 다. 535 K 라. 483 K

6.대기압이 750 mmHg 이고, 보일러의 압력계가 12 ㎏f/㎝
2
로

지시하고 있을 경우, 이 압력을 절대압력으로 환산하면 몇

㎏f/㎝
2
 인가?

가. 10.05 나. 13.02 다. 20.4 라. 25.6

7.다음 중 클라우지우스(Clausius)의 부등식을 올바르게 표
시한 것은? (단,여기서 T는 절대온도, Q는 열량을 표시한
다.)

가.
－
． ± Q ＠ 0 나.

－
． ± Q ？ 0

다.
－
．
± Q
T
ℓℓℓℓ ＠ 0 라.

－
．
± Q
T
ℓℓℓℓ ？ 0

8.m=100 ㎏인 물체에 α= 2.5 ㎧
2
의 가속도를 주기 위한 힘

F를 구하면 몇 N인가?

가. 10.2 나. 20.4 다. 25.5 라. 250

9.다음 랭킨(Rankine)사이클에서의 열효율은 31.2% 라고 한
다. 펌프(경로 5 - 6)에 의하여 소모되는 일이 2 kJ/㎏ 이

라면 보일러에서 공급해야 될 열량은?

가. 1148 kJ/㎏ 나. 1538 kJ/㎏

다. 3391 kJ/㎏ 라. 3530 kJ/㎏

10.다음 그림은 오토 사이클의 P-V선도이다. 그림에서 3-4가
나타내는 과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가. 단열 압축과정 나. 단열 팽창과정

다. 정적 가열과정 라. 정적 방열과정

11.냉동용량이 12 냉동톤인 냉동기를 작동하는 데 8.9 kW의
동력이 필요하다면 이 냉동기의 성능계수는?
(단, 1 냉동톤은 3.85 kW 이다.)

가. 약 5.2 나. 약 4.5

다. 약 3.5 라. 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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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엔탈피 125kJ/㎏인 물을 보일러에서 가열하여 엔탈피

2940kJ/㎏인 증기 G = 10 ton/h를 만들고, 이것을 증기

터빈에 송입하였더니 출구엔탈피가 2570kJ/㎏이었다. 이
경우 보일러에서의 가열량을 구하면? (단, 보일러에서는
정압 가열이며 터빈에서는 단열 팽창이다.)

가. 3.715×10
6
 kJ/h 나. 3.715×10

7
 kJ/h

다. 2.815×10
7
 kJ/h 라. 2.815×10

6
 kJ/h

13.온도 150℃, 압력 0.5MPa의 공기 0.287kg이 압력이 일정한
과정에서 원래 체적의 2배로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의 열
전달량을 구하면? (단, 공기의 기체 상수는 0.287 kJ/kg·
K이고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은 1.004 kJ/kg·K, 0.717
kJ/kg·K이다.)

가. 98.8 kJ 나. 111.8 kJ

다. 121.9 kJ 라. 134.9 kJ

14.1 ㎏의 공기가 압력 P1 = 100 kPa, 온도 t1 = 20 ℃의 상태

로부터 P2 = 200 kPa, 온도 t2 = 100 ℃의 상태로 변화하

였다면 체적은 몇 배로 되는가?

가. 0.64 나. 1.57 다. 3.64 라. 4.57

15.-10℃와 30℃ 사이에서 작동되는 냉동기의 최대성능계수는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까운가?

가. 8.8 나. 6.6 다. 3.3 라. 13.15

16.두께가 10 cm이고, 내외측 표면온도가 20℃, -5℃인 벽의
중심온도는 몇 ℃인가 ?

가. 4.5 나. 5.5 다. 7.5 라. 12.5

17.카르노 사이클로 작동되는 기관이 200 kJ의 열을 200℃에
서 공급받아 20℃에서 방출한다면 이 기관의 일은 얼마 정
도나 되겠는가?

가. 약  20 kJ 나. 약  76 kJ

다. 약 124 kJ 라. 약 180 kJ

18.다음 기체 상수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일반 기체 상수는 모든 기체에 대해 항상 변함이 없다.

나. 기체 상수는 물질에 따라 다르다.

다. 어떤 물질의 기체 상수는 일반 기체 상수를 그 물질
의 분자량으로 나눈 값이다.

라. 이상 기체의 상태 방정식 Pv = RT에서 R은 일반 기체
상수이다. 이때 P는 압력, v는 단위질량당 체적, T는
온도이다.

19.어떤 기체 1 ㎏이 압력 0.5 bar, 체적 2.0 m
3
의 상태에서

압력 10 bar, 체적 0.2 m
3
의 상태로 변화하였다. 이 경우

내부에너지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엔탈피의 변화는 얼
마나 되겠는가?

가. 57 kJ 나. 79 kJ 다. 91 kJ 라. 100 kJ

20.온도가 20℃인 흑체가 80℃가 되었다면 방사하는 복사
에너지는 몇 배가 되는가?

가. 약 4배 나. 약 5배

다. 약 1.2배 라. 약 2.1배

제 2 과목 : 냉동공학

21.흡수식 냉동기에 사용되는 흡수제의 구비조건이 아닌
것은 ?

가. 냉매와의 비점차가 작을 것

나. 냉매의 용해도가 높을 것

다. 재생기와 흡수기에서 용해도차가 클 것

라. 점성이 적을 것

22.증기 압축식 냉동장치의 액관 중에서 플래쉬 가스(Flash
Gas)의 발생원인 중 틀린 것은 ?

가. 액관이 현저하게 입상하는 경우

나. 액관 중의 전자밸브, 스트레이너 등이 막힌 경우

다. 수액기에 직사광선이 쬐인 경우

라. 냉매의 저항을 작게하기 위하여 액관을 현저하게 굵게
한 경우

23.냉동장치를 운전하는 중 압축기의 패킹,배관의 이음쇠 등
에서 공기가 침입했을 때 옳은 것은 ?

가. 모우터의 암페어(ampere)에는 변화가 없다.

나. 압축기 토출압력은 정상운전의 경우에 비하여 높아진다

다. 공기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고압압력이 상승하는 한도는
대기압 까지이다.

라. 토출가스 온도는 낮아진다.

24.히트펌프사이클의 냉매엔탈피값이 다음과 같을 때 이 히트
펌프 장치의 가열능력이 30kW 였다. 이 히트펌프장치의 실
제 냉동능력은 몇 kW인가?

(단,압축기의 흡입증기 엔탈피 h1 = 148 kcal/kg

    압축기 실제 토출가스 엔탈피 h2 = 160 kcal/kg

    팽창밸브 직전 냉매액 엔탈피 h3 = 110 kcal/kg이다)

가. 12.8 나. 22.8

다. 32.4 라. 39.5

25.다음 냉동장치의 제어기기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

가. 온도 자동 팽창변은 증발기를 통과하는 냉매증기의 과
열도를 일정하게 하고 냉동부하에 대응해서 증발기에
냉매 공급량을 증감하며 장치의 고압과 저압의 압력차
에 의한 공급량에는 변동이 없다.

나. 전자변은 변의 개폐를 전원의 입력에 의해 행하며 전류
를 차단하면 변은 열린다.

다. 유압보호 압력스위치는 증발기의 윤활유 압력을 제어한
다.

라. 저압 차단용 압력 스위치는 압축기의 용량 제어용과 뚜
렷한 저압력 운전을 피하기 위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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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냉동톤의 냉동부하를 가지는 제빙공장이 있다. 이 제빙
공장 냉동기의 압축기 출구 엔탈피가 457 ㎉/㎏, 증발기
출구 엔탈피가 369 ㎉/㎏ , 증발기 입구 엔탈피가 128 ㎉/
㎏ 일때 냉매 순환량은 얼마인가 ?
(단, 1 냉동톤 = 3320 ㎉/h)

가. 551 ㎏/h 나. 403 ㎏/h

다. 290 ㎏/h 라. 25.9 ㎏/h

27.냉동장치에 있어서 공기가 들어 있음을 무엇을 보고 알수
있는가 ?

가. 응축기에서 소리가 난다.

나. 응축기 온도가 떨어진다.

다. 토출온도가 높다.

라. 증발압력이 낮아진다.

28.아래 조건의 강제 통풍식 유니트 쿨라(Unit cooler)에 있
어 전열 면적은 얼마인가 ?
(단, 냉매와 공기의 평균온도차는 산술평균온도차로
     하고, 열손실은 무시한다.
     또, 냉동능력 : 2RT (1RT = 3320㎉/h)
     증발온도 : -15℃, 쿨라 입구 공기온도 : -5℃,

     열통과율 : 20㎉/m
2
h℃,

     쿨라 출구 공기온도 : -9℃ )

가. 55.3m
2

나. 41.5m
2

다. 37.8m
2

라. 15.1m
2

29.압축기의 피스톤 링이 현저하게 마모되면 압축기의 작용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보기]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보  기]
     1)냉동능력이 감소한다.
     2)실린더 내에 기름이 상승하게 된다.
     3)단위 냉동능력당의 동력소비가 적게 된다.
     4)체적효율은 변화가 없다.

가. 1),3) 나. 1),2)

다. 2),4) 라. 3),4)

30.원심식 압축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

가. 진동이 적다.

나. 부하가 증가하면 서어징을 일으킨다.

다. 용량에 비해 소형이다.

라. R-11을 사용하는 경우 냉매회수장치가 필요 없다.

31.-5℃와 15℃ 사이에서 작동하는 가역 냉동기가 10℃의 물
로 부터 0℃의 얼음을 하루동안(24시간)에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 ?
(단,냉동능력은 100냉동톤이다.)

가. 85.54톤 나. 87.55톤

다. 88.54톤 라. 90.55톤

32.2단 압축 냉동장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가. 저단측 압축기의 용량이 고단측 압축기의 용량 보다 크
다.

나. 중간 냉각기는 고단측 흡입가스의 압력을 낮추어 압축
비를 감소시킨다.

다. 중간 냉각기는 증발기에 공급하는 액을 과냉각 시키고
냉동 효과를 증대시킨다.

라. 중간 냉각기는 냉매증기와 냉매액을 분리시켜 고단측
압축기 액백 현상을 방지한다.

33.다음의 냉동장치 중 냉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

가. 열전 냉동장치

나. 흡수식 냉동장치

다. 증기분사식 냉동장치

라. 증기압축식 냉동장치

34.무기질 브라인이 아닌 것은 ?

가. CaCl2 나. CH3OH

다. MgCl2 라. NaCl2

35.온도식 자동 팽창밸브를 작동 시키는 압력이 아닌 것은 ?

가. 응축기의 압력 나. 증발기의 압력

다. 스프링 압력 라. 감온통의 압력

36.왕복동식 압축기의 회전수를 n(rpm), 피스톤의 행정을

S(m)라 하면 피스톤의 평균속도 Vm(m/s)를 나타내는 식

은?

가.
Å·S·n
60

ℓℓℓℓℓℓℓℓℓ 나.
S·n
60
ℓℓℓℓℓℓ 

다.
S·n
30
ℓℓℓℓℓℓ 라.

S·n
120
ℓℓℓℓℓℓ 

37.암모니아 냉동장치에서 증발온도 -30℃,응축온도 30℃의
운전조건에서 2단 압축과 1단 압축을 비교한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
(단,냉동 부하도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가. 부하에 대한 피스톤 압출량은 같다.

나. 증발기를 통하는 냉매량은 2단 압축의 경우가 많다.

다. 고압측 토출가스 온도는 2단 압축의 경우가 높다.

라. 필요동력은 2단 압축의 경우가 적다.

38.이상적인 증기 압축냉동 사이클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

가. 증발기에서의 과정은 등압 및 등온과정이다.

나. 압축기에서의 과정은 단열과정이다.

다. 팽창 밸브에서는 교축팽창이다.

라. 응축기에서는 등온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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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다음 냉동장치의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가. 압축기용 안전변의 구경은 피스톤 토출량에 비례해서
크게한다.

나. 용기의 안전변 구경은 용기의 내경과 용기길이의 곱에
비례해 크게한다.

다. 용기의 안전변 구경은 용기의 내경과 용기길이의 곱에
반비례해 크게한다.

라. 장치내 공기가 침입하면 용전(溶栓)이 용해되는 일이
많다.

40.응축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

가. 냉각매체에 따라 수냉식, 공랭식, 증발식으로 분류한다

나. 수냉식 응축기는 냉각수의 현열을 이용하여 냉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 공랭식 응축기는 대기의 현열 및 잠열을 이용하여 냉각
, 액화하는 방식이다.

라. 증발식 응축기는 냉각수의 증발잠열을 이용하여 냉각하
는 방식이다.

제 3 과목 : 공기조화

41.다음 중 강제 대류형 방열기에 속하는 것은?

가. 주철제 방열기(cast iron heater)

나. 콘벡터(convector)

다. 베이스보드 히터(base board heater)

라. 유닛 히터(unit heater)

42.온수보일러의 수두압을 측정하는 계기는 ?

가. 수고계 나. 수면계

다. 수량계 라. 수위 조절기

43.원심송풍기에 사용되는 풍량제어 방법중 일반적으로 동력
절약이 가장 큰 것은 ?

가. 송풍기 회전수 변화에 의하는 방법

나. 흡입구에 설치한 베인에 의하는 방법

다. 스크롤 댐퍼에 의하는 방법

라. 토출덕트에 설치한 댐퍼에 의하는 방법

44.환기(ventilation)란 A에 있는 공기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B로부터 C를 공급하여, 실내의 D를 실외로 배출하고 실내
의 오염 공기를 E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A, B, C, D,
E에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가. A-일정 공간, B-실외, C-청정한 공기, D-오염된 공기,
E-교환 또는 희석

나. A-실외, B-일정 공간, C-청정한 공기, D-오염된 공기,
E-교환 또는 희석

다. A-일정 공간, B-실외, C-오염된 공기, D-청정한 공기,
E-교환 또는 희석

라. A-실외, B-일정 공간, C-오염된 공기, D-청정한 공기,
E-교환 또는 희석

45.외기온도 0℃,습도 60%인 공기를 26℃,50%의 상대습도로
바꾸어 공급할 때 건조공기 1㎏에 대해서 얼마의 수증기를
가해야 하는가 ?
(단, 대기압 757㎜Hg, 0℃에서의 포화수증기의 분압

     ps1 = 4.58㎜Hg, 26℃에서의 포화수증기의 분압

     ps2 = 25.2㎜Hg이다.)

가. 1㎏/㎏' 나. 0.2017㎏/㎏'

다. 0.01053㎏/㎏' 라. 0.00826㎏/㎏'

46.실내 공기 상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가.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체 내부 각점의 수
증기압을 그 점에 있어서의 포화수증기압보다 크게 하
는 것이 필요하다.

나. 실내 공기 온도가 높으면, 절대습도도 높다.

다. 실내공기의 건구 온도와 그 공기의 노점 온도와의 차는
상대습도가 높을 수록 작아진다.

라. 외기온도가 실내온도 보다 낮은 경우, 실내 공기의 온
도와 내측 벽면 온도와의 차가 있으면 결로 한다.

47.난방부하가 7500 ㎉/h인 온수난방 설비에서 방열기의 출입
구 온도차가 12℃이고 실내외 온도차가 18℃일 때 온수 순
환량은 몇 ㎏/h인가 ?

가. 375 나. 417

다. 625 라. 1250

48.다음 중 환기의 면에서 가장 유리한 난방 방식은 ?

가. 온수난방 나. 증기난방

다. 복사난방 라. 온풍로난방

49.열부하 계산식들 중 틀린 것은 ?

가. 유리창 관류열부하 = 유리창 열통과율x유리창면적×실
내외온도차

나. 벽체 관류열부하 = 벽체 열통과율x벽체면적x유효온도차

다. 극간풍 잠열부하 = 공기정압비열x공기비중량x실내외온
도차x극간풍량

라. 유리창 일사부하 = 표준일사량x내부차폐계수x새시를 제
외한 창면적

50.두께 30 cm, 벽면의 면적이 30m
2
인 벽돌벽이 있다. 내면의

온도가 20℃, 외면의 온도가 32℃일 때, 이 벽을 통한 열
전도량은 몇 kcal/h인가 ?
(단, 벽돌의 열전도율 λ= 0.7kcal/mh℃이다.)

가. 810 kcal/h 나. 820 kcal/h

다. 830 kcal/h 라. 840 kcal/h

51.천정설치 축류형 취출구 수의 선정은 길이방향으로
0.4 K·(L/H)宙n宙1.3 K·(L/H)로 계산한다. 이 식

에서 H는 무엇인가 ?

가. 실의 높이

나. 거주영역 높이

다. 실의 높이 - 거주영역 높이

라. 확산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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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난방용 보일러의 요구조건이 아닌 것은?

가. 일상취급 및 보수관리가 용이할 것

나. 건물로의 반출입이 용이할 것

다. 높이 및 설치면적이 적을 것

라. 증기 또는 온수의 발생에 요하는 시동시간이 길 것

53.다음 열손실 중에서 난방부하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은?

가. 벽체의 열손실

나. 유리면의 열손실

다. 극간풍에 의한 열손실

라. 조명기구의 발열

54.덕트의 제작과 재료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

가. 아연도금 강판은 가격이 싸고, 가공이 쉬우며, 강도가
높다.

나. 열간압연 박강판과 냉간압연 강판은 고온의 공기 및 가
스가 통과하는 곳에 사용된다.

다. 스테인레스는 평판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골판으로
성형하여 플렉시블 덕트로 사용된다.

라. 글라스울은 단열이 좋아서 덕트의 단열재 및 흡음재로
사용된다.

55.다음 중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표준대기압은 760mmHg 이다.

나. 10
-1
Torr는 1mmHg 이다.

다. 1bar는 1kPa 이다.

라. 압력의 SI단위는 kgf/m
2 
이다.

56.중앙식 공기조화방식으로서 냉풍과 온풍을 자동적으로 혼
합하여 각실로 보내는 송풍방식은 ?

가. 유인유니트 방식 나. 2중덕트 방식

다. 각층 유니트 방식 라. FCU 방식

57.다음 난방 방식 중에서 직접 난방법이 아닌 것은 ?

가. 온풍 난방 나. 고온수 난방

다. 저압증기 난방 라. 복사 난방

58.다음 중 개별식 공기조화 방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가. 각층 유닛방식 나. 룸쿨러 방식

다. 패키지 방식 라. 멀티유닛방식

59.다음은 공기조화에 사용되는 에어 필터의 종류이다. 이중
병원의 수술실, 반도체공장의 청정구역(CLEAN ROOM)등에
이용되는 고성능 에어 필터는 ?

가. 전기 집진기

나. 백 필터(BAG FILTER)

다. HEPA 필터

라. 롤 필터(ROLL FILTER)

60.유니트 히터(Unit Heater)를 설치할 때에 주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

가. 열손실이 가장 적은 곳에 설치한다.

나. 토출공기온도는 너무 높지 않도록 한다.

다. 온풍의 도달거리나 확산직경은 천정고나 공기온도에 따
라 달라지므로 설치위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라. 송풍량을 증가시켜 고온공기가 상층부에 모이지 않도록
한다.

제 4 과목 : 전기제어공학

61.전압의 실효값이 100V, 주파수 60Hz인 교류를 직류용 가동
코일형 계기를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측정하였다. 전압계
의 눈금은 몇 V 인가?

(단, 전압계의 내부저항 R 의 값은 충분히 크다고 한다.)

가. 50 나. 70 다. 100 라. 141

62.전기력선의 기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전계의 방향과 일치한다.

나.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한다.

다. 전기력선은 부전하에서 시작하여 정전하에서 그친다.

라.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계의 세기와 같다.

63.조종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엘리베이터의 자동제어는?

가. 추종제어 나. 프로그램제어

다. 정치제어 라. 프로세스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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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상용전원을 이용하여 직류전동기를 속도제어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장치가 아닌 것은?

가. 정류장치 나. 초퍼

다. 속도센서 라. 인버터

65.그림과 같은 논리회로가 나타내는 식은?

가. X=AB+BA 나. X=AB+(A+B)

다. X=(A+B
ℓℓℓℓ

)AB 라. X=AB
ℓℓℓ

(A+B)

66.정격출력 15kW, 정격전압 170V, 주파수 50Hz, 극수 4의 3
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가 전부하에서 슬립 4%,
효율 80%로 운전하고 있을 때, 1차 입력은 몇 kW 인가?

가. 12.25 나. 14.75 다. 16.25 라. 18.75

67.100V, 40W의 전구에는 0.4A의 전류가 흐른다고 한다. 이
전구의 저항은 몇 牆 인가?

가. 100 나. 150 다. 200 라. 250 

68.적분시간이 3분이고, 비례감도가 5인 PＩ조절계의 전달

함수는?

가. 5 + 3S 나.
15S + 5

3S
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

다. 5 +
1

3S
ℓℓℓℓ 라.

3S
15S + 5
ℓℓℓℓℓℓℓℓℓℓ

69.제어된 제어대상의 양을 제어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
적으로 어느 것을 의미하는가?

가. 출력 나. 입력

다. 제어대상 라. 기준요소

70.논리식 X + X
ℓℓ

+ Y를 불대수의 정리를 이용하여 간단히
하면?

가. X + Y 나. Y 다. 1 라. 0

71.R=100牆, L=20mH, C=47μF인 R-L-C 직렬회로에 전압

v=141.4 sin 377t[V]를 인가하면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약 몇 牆 인가?

가. 97 나. 111 다. 122 라. 130

72.그림에서 스위치 S 의 개폐에 관계없이 전전류 Ｉ가 항상

30A 라면 저항 r3 와 r4 의 값은 몇 牆 인가?

가. r3 = 1, r4 = 3 나. r3 = 2, r4 = 1

다. r3 = 3, r4 = 2 라. r3 = 4, r4 = 4

73.서보전동기는 다음 중 어느 제어기기에 속하는가?

가. 증폭기 나. 변환기

다. 검출기 라. 조작기기

74.전압을 V, 전류를 Ｉ, 저항을 R, 그리고 도체의 비저항을

ρ라 할 때 옴의 법칙을 나타낸 식은?

가. V =
R
Ｉ
ℓℓℓℓ 나. V =

Ｉ
R
ℓℓℓℓ

다. V = ＩR 라. V = ＩR￠

75.직류 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이 아닌 것은?

가. 전압 제어 나. 계자 제어

다. 저항 제어 라. 주파수 제어

76.단위계단 함수 u(t)의 그래프는?

가. 나.

다. 라.

77.자동제어계의 위상여유와 이득여유는 계의 안정도를 고찰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서 위상여유, 이득여유가
모두 정(+)이라면 이 계는?

가. 진동한다. 나. 안정하다.

다. 불안정하다. 라. 임계안정하다.

78.제어기의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가. P제어기 : 잔류편차 발생

나. Ｉ제어기 : 잔류편차 소멸

다. D : 오차예측제어

라. PD제어기 : 응답속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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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철심을 가진 변압기 모양의 코일에 교류와 직류를 중첩
하여 흘리면 교류임피던스는 중첩된 직류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데 이 현상을 이용하여 전력을 증폭하는 장치는?

가. 회전증폭기 나. 자기증폭기

다. 다이리스터 라. 차동변압기

80.PLC가 시퀀스동작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가. 래더도 방식

나. 사이클릭 처리방식

다. 인터럽트 우선 처리방식

라. 병행 처리방식

제 5 과목 : 배관일반

81.다음 급수배관에서 수평관을 상향구배를 주어서 시공하려
고 한다. 구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지지금속은 ?

가. 고정 인서어트 나. 행거

다. 터언버클 라. 로울러

82.다음 금속류 패킹재 중 전성 및 비중이 크고 부식에 강하
고 유연한 패킹재료는?

가. 주석 나. 모넬메탈

다. 크롬 라. 납

83.60℃의 강관은 0℃때에 비하여 100m당 몇 ㎜가 늘어 나는
가 ?

(단, 강관의 열팽창계수는 0.12 x 10
-4
이다.)

가. 60 나. 66 다. 72 라. 78

84.다음 중에서 급수 기구 단위수가 가장 큰 것?

가. 욕조 급수전 나. 소변기 세정밸브

다. 대변기 세정밸브 라. 소제용 싱크 급수전

85.냉매 배관시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배관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한다.

나. 굽힘을 적게 한다.

다. 관통개소 외에는 바닥에 매설하지 않는다.

라. 굽힘 반지름은 작게 한다.

86.다음 중에서 보온피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

가. 급탕용 배관 나. 급수용 배관

다. 증기용 배관 라. 통기용 배관

87.연관의 접합에 쓰이는 공구가 아닌 것은 ?

가. 봄보올 나. 드레서

다. 턴핀 라. 사이징툴

88.“접속해 있을 때”의 관의 접속상태 도시기호는 ?

가. 나.

다. 라.

89.다음 중 가스켓이나 패킹의 사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는 것은 ?

가. 가스켓이나 패킹은 누설방지 재료이다.

나. 가스켓은 플랜지 등의 접합에 사용된다.

다. 패킹은 움직이는 접합면에 사용된다.

라. 가스켓은 고온 유체에, 패킹은 저온 유체의 배관에 사
용된다.

90.냉매 배관의 액관 안에서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
항이다. 틀린 것은 ?

가. 액관의 마찰 손실 압력은 0.2kg/㎝
2
로 제한하도록 한다

나. 매우 긴 입상 액관의 경우 압력의 감소가 크므로 충분
한 과냉각이 필요하다.

다. 액관내의 유속은 2.5 ∼ 3.5m/s 정도로 하면 좋다.

라. 배관은 가능한 짧게 하여 냉매가 증발하는 것을 방지한
다.

91.다음 신축이음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

가. 슬리브와 본체 사이에 패킹을 넣어 물 또는 압력 10㎏/

㎝
2
 이하의 포화증기 및 공기, 가스, 기름 등의 배관에

사용되는 것은 슬리브형이다.

나. 응축수가 괴면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트랩과 함께 사
용되며, 패킹을 넣어 누설이 없는 것이 벨로우즈형이다

다. 고압에 잘 견디며, 건물의 옥외배관에 사용되는 신축이
음은 루우프형이다.

라.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이음부의 나사 회전을 이
용해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것은 스위블형이다.

92.가스설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

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스유량 중 1시간당 최대값
을 설계유량으로 한다.

나. 가스메타는 설계유량을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선정한다.

다. 배관 관경은 설계유량이 흐를 때 배관의 끝부분에서 필
요한 압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일반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천연가스에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93.급탕배관의 관경을 결정할 때 관계없는 것은?

가. 1m 마다의 마찰손실 나. 순환수량

다. 관내유속 라. 펌프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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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증기난방에서 유니트 히터(unit heater)를 설치하려 할
때 증기관과 환수관 사이에 설치하기에 적당한 트랩은 ?

가. 버킷 트랩 나. 열동 트랩

다. 벨로즈 트랩 라. 벨 트랩

95.옥상 탱크식 급수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가. 공급 수압이 항상 일정하다.

나. 탱크내 저수량이 적어 정전시에 단수 우려가 크다.

다. 수도 본관의 과잉 수압시 배관 부속품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다.

라. 고층 및 대규모 빌딩에 사용이 가능하다.

96.헤더 설치시 유의사항 중 틀린 것은?

가. 헤더의 직경은 헤더에 접속되는 가장 큰 배관의
직경 1.5∼2.5배로 한다.

나. 바닥면에서 밸브 중심까지의 높이는 2m정도로 한다.

다. 증기용 헤더는 압력계와 온도계를 각 배관마다 설치한
다.

라. 헤더의 하부에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97.가압송수하여 배관의 누설유무를 검사하는 방법은 ?

가. 연기시험 나. 만수시험

다. 통수시험 라. 수압시험

98.급수배관에서 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 상태로 배
관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가. 수격작용의 발생 나. 진동 및 신축 흡수

다. 수주분리현상 발생 라. 수질오염의 원인

99.온수 난방 장치에서 온수 출구와 돌아오는 귀환관에 밸브
를 설치할 때 부주의로 밸브를 닫은 체로 운전하면 대단히
위험하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밸브는 ?

가. 2방 밸브(2way valve)

나. 3방 밸브(3way valve)

다. 리프트 스윙 밸브

라. 콕

100.급수설비 설계 시 가장 먼저 결정할 내용을 선택하면 ?

가. 급수량 산정 나. 저수탱크 용량 산정

다. 급수기구 배치 라. 고가수조 용량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