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유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시작 스위치(PB1)를 ON-OFF하면 실린더 A가 전진하고 실린더 A가
전진완료 후 실린더 B가 전진하며 실린더 B가 전진완료 후 실린더 A가 후진하고
실린더 A가 후진완료 후 실린더 B가 후진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조작 스위치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가) 조작 스위치(PB2)를 누르면 기본제어동작이 연속동작 하여야 합니다.
나) 조작 스우치(PB3)를 누르면 행정이 완료된 후 정지하여야 합니다.
2) 실린더 B의 로드측이 하중에 의하여 종속된 상태로 낙하하지 않도록 카운터밸런스
밸브를 부착하고, 카운터밸런스 밸브의 압력은 3MPa로 설정하고, 압력계를 설치하
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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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문제

가. 유압 회로도

나. 전기 회로도
오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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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시작 스위치(PB1)을 ON-OFF하면 실린더 A가 전진하고 실린더 A가
전진완료 후 실린더 B가 전진하며 실린더 B가 전진완료 후 실린더 A가 후진하고
실린더 A가 후진완료 후 실린더 B가 후진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비상정지 스위치 및 기타 부품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되도록 합니다.
가) 기본제어동작 상태에서 비상정지 스위치(PB2)를 한번 누르면(ON) 동작이 즉시
정지되어야 합니다.
나) 비상정지 스위치(PB2)를 해제하면 초기상태로 복귀하여 시작스위치(PB1)를
ON-OFF하면 기본제어 동작이 되어야 합니다.
다) 비상정지 스위치가 동작 중일 때는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램프가 점등되어야
합니다.
2) 실린더 A와 실린더 B의 전진속도를 meter-in 방법에 의해 조정할 수 있게 유압 회
로도를 변경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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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문제

가. 유압 회로도

나. 전기 회로도
오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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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시작 스위치(PB1)를 ON-OFF하면 유압모터 A가 회전하며 동시에 실
린더 B가 후진하고 실린더 B가 후진완료 후 전진합니다. 실린더 B가 전진완료와 동
시에 유압모터 A는 정지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푸시버튼 스위치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가) 푸시버튼 스위치(PB2)를 누르면 기본제어동작이 연속동작 하여야 합니다.
나) 푸시버튼 스위치(PB3)를 누르면 행정이 완료된 후 정지하여야 합니다.
2) 유압모터의 출구측에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 출구측 압력이 2MPa이 되도록 유압
회로도를 변경하고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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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문제

가. 유압 회로도

나. 전기 회로도
오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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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문제

⑦ 유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PB2를 해제(OFF)한 후 시작스위치(PB1)를 ON-OFF하면 실린더 A가
전진하고 실린더 A가 전진완료 후 유압모터 B가 회전합니다. PB2를 ON하면 실린
더 A가 후진하고 유압모터도 정지하면서 램프 1이 점등 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비상정지 스위치 및 기타 부품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되도록 합니다.
가) 기본제어동작 상태에서 비상정지 스위치(PB3)를 한번 누르면(ON) 동작이 즉시
정지되어야 합니다.
나) 비상정지 스위치(PB3)를 해제하고 시작스위치(PB1)를 ON-OFF하면 기본제어
동작이 되어야 합니다.
다) 비상정지 스위치가 동작 중일 때는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램프 2가 점등되도록
회로를 구성합니다.
2) 실린더 A의 전진속도와 유압모터 B의 회전속도를 meter-in 방법에 의해 조정 할
수 있게 유압 회로도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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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압 회로도

나. 전기 회로도
오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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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문제

⑧ 유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시작 스위치(PB1)를 ON-OFF하면 실린더 A가 전진하고 실린더 A가
전진완료 후 실린더 B가 전진하고 실린더 B가 전진완료 후 실린더 A와 실린더 B가
후진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비상정지 스위치 및 기타 부품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되도록 합니다.
가)기본제어동작 상태에서 비상정지 스위치(PB2)를 한번 누르면(ON) 동작이 즉시
정지되어야 합니다.
나) 비상정지 스위치(PB2)를 해제하면 초기화된 후 기본제어 동작이 되어야 합니다.
다) 타이머를 사용하여 실린더 A가 전진완료 후 5초 후에 실린더 B가 전진하도록
회로를 추가합니다.
2) 실린더 A와 B의 전진속도를 meter-in 방법에 의해 조정할 수 있게 유압회로도를
변경합니다.

360 _ 고급문제 (설비보전기사)

가. 유압 회로도

나. 전기 회로도
오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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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문제

⑨ 유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시작스위치(PB1)를 ON-OFF하면 실린더 A가 전진하고 실린더 A가
전진완료 후 실린더 B가 전진하고 실린더 B가 전진완료 후 실린더 B가 후진하고
실린더 B가 후진완료 후 실린더 A가 후진하고 실린더 A가 후진 완료하면 동작을
멈추고 정지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시작스위치(PB1) 외에 스위치(PB2) 및 비상정지 스위치(PB3 기타 부품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어합니다.
가) 후입력 우선회로를 구성하고 실린더 A가 전진 중에 스위치(PB2)를 누르면 실린
더 A는 즉시 후진하고 실린더 B는 정지하여야 합니다.
나) 기본제어동작 상태에서 비상정지 스위치(PB3)를 한번 누르면 동작이 즉시 정지
되어야 합니다.
다) 비상정지 스위치(PB3)를 해제하면 기본제어 동작이 되어야 합니다.
2) 실린더 A의 Rod측에 Pilot조작 Check Valve를 이용 Locking회로를 구성하고, 실
린더 B의 전진속도를 meter-out 방법에 의해 조정할 수 있게 유압회로를 변경하고
전진속도는 5초가 되도록 조정합니다.

366 _ 고급문제 (설비보전기사)

가. 유압 회로도

나. 전기 회로도
오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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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문제

⑩ 유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PB2스위치를 ON-OFF한 후 시작스위치 PB1을 ON-OFF하면 실린더
A가 전, 후진을 완료하고 난 후 실린더 B가 전, 후진을 완료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압력스위치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되도록 합니다.
가) 실린더 A가 전진 완료 후 전진측 공급압력이 3MPa이상 되어야 실린더 A가 후
진되도록 압력스위치를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합니다.
나) 타이머를 사용하여 B실린더가 전진완료 후 3초 뒤에 후진하도록 회로를 구성합
니다.
2) 실린더 A와 B의 전진속도를 meter-in 방법에 의해 조정할 수 있게 유압회로도를
구성합니다.

372 _ 고급문제 (설비보전기사)

가. 유압 회로도

나. 전기 회로도
오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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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문제

⑪ 유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PB1 스위치를 ON-OFF하면 실린더A가 전진하고 실린더 A가 전진완
료하면 실린더 B가 전진하고, 실린더 B가 전진완료하면 실린더 B가 후진하고 실린
더 B가 후진완료되면 실린더 A가 후진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누름버튼 스위치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가) 누름버튼 스위치(PB2)를 누르면 기본제어동작이 연속동작 하여야 합니다.
나) 누름버튼 스위치(PB3)를 누르면 행정이 완료된 후 정지하여야 합니다.
다) 타이머를 사용하여 B실린더가 전진완료하면 3초 후에 후진하도록 회로를 구성
합니다.
2) 실린더 A, B의 전진속도를 meter-out 방법에 의해 조정할 수 있게 유압 회로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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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압 회로도

나. 전기 회로도
오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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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문제

⑫ 유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시작 스위치(PB1)를 ON-OFF하면 유압실린더 A가 전진과 동시에 유
압모터 B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유압실린더 A가 전진 완료 후, 후진과 동시에
유압모터 B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유압실린더 A가 후진 완료되면 유압모터
B는 정지되어야 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연속 선택 스위치(PB2)와 연속 정지 스위치(PB3)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되도
록 해야 합니다.
가) 연속 선택 스위치(PB2)를 한번 누르면 기본제어 동작이 연속(반복 자동행정)으
로 동작 합니다.
나) 연속 정지 스위치(PB3)를 한번 누르면 실린더 A는 전진 완료 후 정지하고, 모터
B는 즉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2) 유압실린더 A의 전, 후진속도를 meter-in 방법에 의해 조정할 수 있게 유압회로를
변경하고, 전진속도는 7초, 후진속도 5초가 되도록 조정하고, 유압모터 B의 정, 역
방향 회전 속도가 동일하도록 압력라인에 양방향 유량제어 밸브를 설치, 속도를 조
정할 수 있게 유압회로를 변경하고 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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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압 회로도

나. 전기 회로도
오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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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문제

⑬ 유압

가. 기본제어동작
1) 초기상태에서 시작 스위치(PB1)를 ON-OFF하면 실린더 A가 전진하고 실린더 A가
전진완료 후 실린더 B가 전진하고 실린더 B가 전진 완료 후 실린더 A가 후진하고
실린더 A가 후진완료 후 실린더 B가 후진 완료되며 정지합니다.
나. 응용제어동작
1) 연속 선택 스위치(PB2)와 카운터 릴레이 및 기타 부품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연속 선택 스위치(PB2)를 한번 누르면 기본제어 동작이 연속(반복 자동행정)으
로 3회 동작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연속 선택 스위치(PB2)를 다시 누르면 모두 초기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2) 실린더 A가 전진할 때 전진측에 압력제어밸브를 설치, 안전회로를 구성하고 압력은
3MPa로 설정 회로를 구성하고, 실린더 B의 후진속도가 5초가 되도록 meter-out
회로를 구성하여 속도를 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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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압 회로도

나. 전기 회로도
오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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