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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제작 학습모듈의 개요

학습모듈의 목표
자동제어기기를 완성하기 위하여 제작사양서에 맞춰 하드웨어 시스템을 제작, 조립, 결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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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시스템 설계, 자동제어시스템 운용, 전기기기 설계,

전기기기 제작,

전기기기 유지보수,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유선통신 구축, 무선통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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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구매 규격서 분석을 통한 단위
유닛 결선도 설계 및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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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자동제어, PLC, 시퀀스, 피드백 제어, 논리회로, 통신 인터페이스, DCS, DDC, 인터페이스, 계측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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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단위 유닛 제작하기
학습 2

단위 유닛 결선하기

1-1.

구매 규격서 분석을 통한 단위 유닛
설계 및 제작
•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매 규격서를 분석하고 정의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구매 규격서에 따라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을 정의할 수 있다.
• 구매 규격서에 따라 시스템 하드웨어 상세 설계도를 작성할 수 있다.
• 하드웨어 상세 설계도에 따라 단위 유닛을 제작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구매 규격서의 이해
1. 구매 규격서
구매 규격서(purchase specification)는 KS 및 기관, 업체 규격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
나 품종 및 품질 수준이 다양할 경우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은 품명이 같아도 규격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규격과 단위, 수량 등을 기록하여
다양한 물품의 규격으로 빚어질 수 있는 혼선 방지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이다. 규격
표시에 오차가 없어야 하며, 제품의 용도, 장비의 구성, 성능 및 규격, 기타 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1) 구매 규격서의 내용
구매 규격서 또는 시방서라고 불리며, 일반 시방서와 특기 시방서로 구분된다. 일반 시
방서에는 구매 개요, 적용 범위, 납품 기한, 적용 규격, 품질 조건, 검사 및 시험 등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기 시방서에는 제작하고자 하는 자동제어반의 목적과
자동제어반에 사용 가능한 제품들의 적용 규격을 아래와 같은 예로 표현하고 있다.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034

회전기기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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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694

고압 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 KS C IEC 61020

전기기기의 사용을 위한 전기기계식 개폐기

- KS C IEC 61800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 KS C 3325

전기 기기용 비닐절연전선(KIV)

-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 KS C 4504

교류 전자개폐기

- KS 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 KS C 8304

상자개폐기(저압 회로용)

-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 KS D 5530

동 부스바

또 하드웨어적으로 사용될 규격, 형식, 재질 등에 대한 정의와 유지보수, 충전부와 비
충전부의 이격 거리, 기기 배치 상태 등 하드웨어 제작을 위한 일반 구조, 유닛의 형
태, 전동기 용량별 기동 방식, 동작 상태에 대한 조작, 인지를 위한 구성, 도장, 명판
등에 대한 제작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내부 구조에는 모선 및 접속 도체의 재질 및
접속 조건, 모선, 지지애자, 조명, 명판 및 표시, 시험용 단자, 배선 등에 다하여 규정
하고 있다. 배선에는 주 회로의 연결에 사용되는 도전부용 배선과 CT, PT, 표시램프,
계전기, 통신 기기 등의 연결에 사용되는 제어 회로용 배선으로 구분된다.
자동제어기기 내부에 사용되는 기기들은 MCCB, MC, 리액터, 인버터 등과 같은 전동기
구동을 위한 기기들 디지털 혹은 아날로그 계측기기, TH 또는 EOCR, CTT, PTT, CT,
PT, ZCT, 전력용 콘덴서, 케이블, 부스, 기타 자재로 크게 구분된다.
2. 전기 회로에 사용되는 용어의 이해
(1) 전력
가정이나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전기, 전자기기에 전원을 인가하여 전류가 흐르
면 단위 시간 동안 공급되는 에너지를 전력(power)이라고 하며, 전력의 단위는 와트
(watt: [W])를 사용한다. 전력이 시간에 따라 일정할 경우 대문자 P로 표현하며, 시간
에 따라 변하는 순시 전력의 경우는 소문자 p로 표현한다. 1 [W]는 1초 동안에 사용되
는 에너지가 1 [J]일 때의 전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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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 sec

에너지는 전력과 시간과의 관계에서 t초 동안에 소비한 총 전력량으로 계산하며, 이를
기반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은 전력에 사용 시간을 곱한 전력량으로 부과한다.



                 

(2) 역률
교류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역률이라 하며, 교류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있으면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과 같지 않고 전력이 항상 작게 나타나게 된다. 이때
전력은 전류 및 전압의 실제치의 곱에 cosθ와 같은 인수인 역률(factor)를 곱한 값으
로 산출된다. 즉, 전력을 P [w], 전류의 실효치를 I [A], 전압의 실효치를 V [V]라 하고
정현파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차를 θ라 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cos    ×   
 
따라서 전류와 전압이 정현파인 경우 역률은 cosθ로 표시된다.
역률 저하는 전동기 부하를 사용할 경우 낮아지며, 특히 경부하일 때는 더욱더 낮아지
게 된다. 역률이 낮다는 것은 피상전력과 유효 전력의 차이가 크다는 것으로 전력의
무효 성분이 높아 전력 계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그에 대한 페널티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3) 커패시턴스
두 도체 사이에 전연물이나 유전체를 삽입하여 전하를 축척할 수 있도록 만든 소자를
커패시터라고 하며, 이 커패시터가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을 커패시턴스(Capacitance)
또는 정전 용량이라고 한다. 표시는 대문자 C로 표시하며, 단위는 패럿 [Farad: F]이라
고 읽고 [μF], [pF]로 표현한다.
커패시턴스를 가지는 커패시터의 종류는 전해 커패시터, 세라믹 커패시터, 마일러 커
패시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하드웨어 기기의 구성
1. 내부 구성기기의 종류
(1) 시퀀스 제어의 구성
유접점 시퀀스 제어의 구성은 조작용 스위치, 검출용 스위치 또는 센서, 제어용 기기,
표시기기, 전자 개폐기, 전자 밸브와 같은 부하 조작용 기기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다.
조작용 스위치는 제어의 명령과 순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사람이 직접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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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스위치로 정보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수동적으로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동
작, 정지 작업을 하는 누름버튼 스위치와 레버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동작 또는 상태
값의 변화를 감지하는 절환 스위치, 작은 용량에서 레버의 위치를 변화시켜 동작시키
는 토글 스위치가 있다

[그림 1-1] 조작용 스위치의 종류

검출용 스위치 또는 센서는 자동제어의 진일보에 따라 대부분의 물리량을 전기 신호
로 출력하도록 구성된 기기로‘대상에 대한 정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으로 전송
가능한 신호나 부호로 변화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자동제어 기기가 설계자가 설
계한 목적과 의도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장치의 동작 상태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기
본으로 하여 상황을 판단해서 제어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기기 또는 장치가 필요한 곳
에 설치한다. 물체의 이동 유무, 위치, 온도, 압력 등을 검출하여 제어기에 보내는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리밋 스위치, 광전 스위치, 근접 스위치, 전류 센서, 전압 센서, 유압
센서, 거리 센서, 각도 센서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림 1-2] 검출용 스위치(센서)의 예

제어용 기기는 주 회로를 직접 on/off와 같이 제어하는 전자계전기와 시간에 따라 동
작시키는 한시계전기와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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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제어용 기기의 예

표시기기는 시퀀스 제어 회로의 운전 및 정지 상태나 고장 또는 위험한 상태를 알려
주는 기기로 램프, 버저, 다양한 계기 등이 있다.

[그림 1-4] 제어용 기기의 예

부하 조작용 기기는 자동제어에서 원하는 결과의 값을 얻을 수 있도록 동작하는 것이
다. 보호 기능을 포함하지 않고 외부 신호에 의해서 동작하는 전자 접촉기와 전자 접
촉기 2차측에 열동 계전기, EOCR과 같은 보호기기를 장착하여 보호 기능을 포함하여
부하를 제어하는 전자 개폐기, 전자 밸브 등의 기기로 조작, 검출, 제어, 표시가 이루
어짐과 동시 또는 후에 동작한다.

[그림 1-5] 제어용 기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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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선의 종류
전선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electric wire(電線)로 ‘전류가 흐르도록 도체로서 쓰는
선’』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전기설비에 대한 기준인‘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
준’의 용어 정의에서는 『‘전선’이라 함은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
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 피복으로 보호한 전기
도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는 전선을『도체(conductor)로 정의하고, 정해진 전류를
운송하기 위한 도전성 부분(conductive part intended to carry a specified electric
current)』이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
전선은 절연전선, 코드, 케이블 및 나전선 등이 있고, 그 도체로 동(연동 및 경동), 알
루미늄 합금, 동합금 등이 사용되고 있다. 절연체나 보호 피복의 재료로는 천연고무,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로 합성수지가 사용되고 있다.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은 저압 가공 배전선로에 사용되고 있고,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은 저압 가공 인입선에 사용되고, 600 [V] 비닐 절연전선은 600 [V] 이하의 옥내 배선
에 사용되며, 600 [V] 2종 비닐 절연전선은 600 [V] 이하의 옥내 배선용으로 소방 및
비상 전력에 사용된다. 또한 600 [V] 전기기기용 절연전선은 600 [V] 이하의 주로 일반
전기 공작물이나 전기기기의 배선에 사용되고, 접지용 비닐 절연전선은 전기 건축물
규정에 준하는 제 1급 및 제 2급의 접지용으로 사용된다.
절연 전선의 종류로는 면 절연전선, 고무 절연전선, 비닐 절연전선, 인입용 절연전선
외에도 형광등, 네온관등용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절연전선의
종류 및 용도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1-1> 전선의 종류별 약칭 및 용도

약칭

주요용도

OW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저압 가공 배전선로에 사용

D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저압 가공 인입선에 사용

IV

600 [V] 비닐 절연전선

600 [V] 이하의 옥내 배선에 사용

HFIX

저독성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IV

600 [V] 2종 비닐 절연전선

KIV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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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의 옥내 고정 배
선용으로 사용
600 [V] 이하의 옥내 배선용으로 소방 및 비
상전력에 사용

600 [V] 전기기기용 절연전

600 [V] 이하의 주로 일반 전기 공작물, 전

선

기기기의 배선에 사용

접지용 비닐 절연전선

전기 건축물 규정에 준하는 제 1급 및 제 2
급 접지용

(3) 전선의 식별
전선의 오결선 및 오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선의 극성표시 및 색별
표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선의 상별 및 상순은 전원 측의 경우 R상-흑색, S상-적색,
T상-청색, N선-백색 또는 회색, 접지선은 녹색으로 구분되고 상의 표시는 입력 측의
경우 u v w, 부하 측은 x y z로 구분하고 있다.
(4) 접점의 종류
제어의 목적은 제어 대상에 전류를 통전(on)시키거나 단전(off)시켜 사용 목적에 알맞
게 이용하는 것으로 전류를 통전, 단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접점이다.
접점의 종류는 평상 시(전기적인 신호나 외부 신호가 없을 경우) 접점이 열려져 있어
단전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을 a접점이라 하고, 상시 열림형이기 때문에 normally open
이라 하고 NO형이라고도 한다.
a접점과 반대로 평상 시(전기적인 신호나 외부 신호가 없을 경우) 접점이 닫혀 있는
상태로 통전을 유지하는 접점을 b접점이라 하고, 상시 닫힘형 접점이기 때문에
normally close라 하고 NC형이라고도 한다.
c접점은 하나의 스위치를 a접점과 b접점으로 사용이 가능한 스위치를 말하며, 하나의
스위치에서 a접점 상태에서 외부 신호가 발생할 경우 b접점으로 전환되고, 다시 b접점
의 상태에서 외부 신호가 발생되면 a접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하나의 스위치에 a, b
접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접점의 표시
접점의 기호는 접점을 가지고 있는 계전기, 타이머, 누름버튼 스위치 등 동작 형태에
따라 다른 형태의 기호로 표시하며, 평상시 open되어 있는 a접점의 경우 주 접점과 구
동 접점을 분리하여 도식화하고, 평상시 close되어 있는 b접점의 경우는 주 접점과 구
동 접점이 연결된 형태로 도식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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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접점의 형태별 기호

접점의 형태
수동조작 수동복귀
(일반 접점)

그 림 기 호
a접점
b접점
a접점

수동조작 자동복귀

보조 접점

나이프 스위치
절환 스위치

수동 조작 후
스프링으로 복귀

b접점

계전기, 전자 접촉기

비 고

누름버튼 스위치

a접점
b접점
a접점

한시동작 접점

타이머 등
b접점
a접점

한시복귀 접점
b접점
a접점
한시동작 한시복귀
접점
b접점
a접점
전자 접촉기 접점

전자 접촉기 주 접점
b접점

수동 복귀 b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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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동형 계전기 접점

수행 내용 / 단위 유닛 조립하기
재료·자료
• 구매 규격서
• 고객 요구 사양서
• 전기 회로도
• 제품 규격서
• 전장부품
• 제작 공정도
• 자재 투입 계획서
기기(장비 ･ 공구)
• 컴퓨터, OA 프로그램
• 치공구
• 전장부품
안전 ･ 유의 사항
• 입력 전원의 결선 시 오결선에 의한 단락된 전선은 없는지 확인한다.
• 입출력 배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전장 부품은 정 위치에 조립하였는지 확인한다.
• 전장부품의 결선 부위에 규정된 토크로 조임은 되었는지 확인한다.
• 전원 투입 전 이물질에 제품이 오염되었는지 확인한다.
수행 순서
 구매 규격서에 대하여 이해한다.
1. 구매 규격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품의 용도를 이해한다.
(1) 기기의 목적을 이해하고 필요한 회로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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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제어 로직 설계를 위하여 구매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구동 목적을 이해한다.
(3) 자동제어기기에 들어갈 부품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 부품을 조사한다.
2. 자동제어기기의 구매 규격서의 일반 시방서를 이해한다.
(1) 내부 구성에 필요한 부품의 규격과 시장 수급 현황을 조사한다.
(2) 시방에 의해 필요로 하는 시스템 구성을 분석한다.
(3) 납품의 범위를 이해하고 납품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한다.

일 반 시 방 서
1. 개요
본 시방서는 체험관 건립 기계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자동제어장치 제작설치』에 관한 일반적
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일반 공통사항
1) 관련법규
(1) 본 건은 시방서와 설계 도서를 기초로 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
이 없이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따른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관련사항을
준용하고 시공자는 본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일반 시방서는 자동제어 제작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과 공법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3) 납품 범위
① 중앙 관제 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및 시공
② 컴퓨터 장치 및 각 주변 기기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및 관제
점 감시/제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③ 직접 디지털제어기, 중앙제어반의 취부 및 결선과 이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 및 시공
④ 빌딩 자동제어시스템의 현장 설치 및 시공에 필요한 배관, 배선용 자재의 공급 및 시공
⑤ 액면조절기 공급 및 설치 작업
⑥ 종합 시스템으로서의 검사 시운전 및 시험 조정
⑦ 공사 감리 및 운전원에 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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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스템의 도면, 설치 도면, 결선도 및 자료의 공급
⑨ 납품된 자동제어 시스템 및 기기의 인수인계
4) 납품 조건: 현장설치도
3. 납품업체 자격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한 해당물품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시에 두고 있는 업체
3) 원활한 시공 및 사후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4. 착수
1) 현장 대리인: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
로 선임한다.
2) 제출 서류: 계약자는 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기타 제반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5. 기기 및 자재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
인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들 품
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설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설계 및 제작
계약자는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
작하여야 한다.
8. 현장 관리
1) 공사장 및 부근의 기존설비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
고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소요되는 제반 안전설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행하며 공사 시행기간 중에 취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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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책임진다.
9.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현장 출입 감시
2) 화재, 도난 및 위험물 취급주의
3) 자재관리 및 정리철저
4) 안전모 착용, 불안전한 요인의 사전제거 및 방지
5) 기타 감독관 및 안전관리자의 요구사항
10.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공사자재의 품질 또는 이에 관계되는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시험 및 시운전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
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재시공하고 재시험을 받아야 한다.
11. 납품(준공)
1) 납품(준공) 시에는 수급자 자체적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판정 후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납품(준공)검사를 받는다.
2) 각 공정별로 주요 공사 시공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3) 납품도는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을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으며 지적 사항은 즉시 시정 완료 후 재검사를 받는다.
4) 납품서류: 납품계 3부, 납품 사진 3부, 납품 도면 3부.
12. 운영 교육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며 운영에 관한 제반 기술 사항, 운전, 보수 및 유지 관리에 필
요한 사항 등을 해당 사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납품기간: 본 건의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14. 하자기간: 본 건의 하자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3. 제품이 설치될 환경을 조사한다.
(1) 자동제어기기가 설치될 위치를 분석하여 외부 요인으로부터 유해성을 분석한다.
(2) 설치를 위한 공간을 분석하여 설치 시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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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전 도면 검토한다.
1. 설계 도면에 사용되는 전장부품의 규격을 확인한다.
2. 설계 부품과 대체 가능한 동등 사양의 부품을 확인한다.
3. 제어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사용 목적과 동작 순서를 확인한다.

 시퀀스 도면을 설계한다.
1. 접촉기와 램프의 표시 형식을 확인한다.
(1) 전동기 용량에 따른 전 부하 전류
접촉기는 전동기 부하에 주로 많이 적용되는데 KS 규격에서는 <표 1-3>과 같이 적용
토록 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기기에 조립된 개폐기 또는 특정의 기기 전용 개폐기의
전류치는 그 기기에 사용되고 있는 전동기의 전부하 전류치를 기준으로 한다. 저항부
하의 경우는 ‘저항부하로서의 정격 사용전압에서 최대 적용 저항부하의 용량[kW]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 1-3> 전동기 용량에 따른 전부하 전류 (KS C 4504)

전동기 전부하 전류치 A

전동기 종류
및 정격전압

단상유도전동기

삼상유도전동기 4극

정격용량 kW

110V

220V

0.1

4.6

-

0.2

6.5

1.6

0.4

10.4

2.5

0.75

15

3.8

1.5

-

6.6

2.2

-

9.1

3.7

-

14.6

5.5

-

21.8

7.5

-

29.1

11

-

40.9

15

-

55.5

22

-

78.2

30

-

105.5

37

-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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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격전압이 <표 1-3>의 전압과 다른 경우의 전부하 전류치(I')는 다음 식에 의해 산
출한 값을 취하는 것으로 한다.
I' = I × E/E' 여기에서 I, E: <표 1-3>의 전부하 전류 및 정격전압
E': <표 1-3>과 다른 정격 전압
- 3상 유도전동기에서 정격사용전압 220V로 37kW를 초과하는 것의 전부하 전류치는
1kW에 대해 4A로 하여 산출한 값을 취하는 것으로 한다.
(2) 급별 구분
전자접촉기(개폐기) 정격 구분 시 AC 3, AC 1과 같은 급별 표기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KS 규격에는 ‘농형 유도전동기의 시동’, ‘운전 중 농형 유도전동기의 개
방’에 적용 시는 AC 3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하가 농형 유도전동기의 경우에는 AC 3급 정격에 맞게 적
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제조업체에서는 제품 명판 또는 카탈로그에 각 급별에 따
른 정격을 표기하고 있다.

<표 1-4> 차단 전류 및 폐로 전류에 의한 급별(KS C 4504)

급별
AC 1
AC 2 B

대표적인 적용
비유도성 또는 소(小)유도성 저항부하의 개폐
(1)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시동
(2) 운전중인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개방
(1)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시동

AC 2

(2)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역상제동, 역전
(3)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인칭

AC 3

(1) 농형 유도전동기의 시동
(2) 운전 중인 농형 유도전동기의 개방
(1) 농형 유도전동기의 시동

AC 4

(2) 농형 유도전동기의 역상제동, 역전
(3) 농형 유도전동기의 인칭

일반적으로 전동기 부하(농형전동기 기준) 적용 시에는 AC 3급을 기준하여 접촉기 용
량을 선정하게 되는데, 부하 개폐가 잦은 경우, 즉 개폐빈도가 매우 빈번한 부하의 경
우에는 AC 4급 용량으로 선정해야 한다. 제조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AC 3급 용
량 대비 AC 4급 용량이 다소 낮게 되어 있다. 이는 개폐빈도가 빈번한 경우 개폐 서
지에 의한 접점 소모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3) 동작 상태별 램프 표시 방법 확인
누름버튼 스위치 내장형 램프의 사용 또는 단독 램프의 사용 등 조작 스위치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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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램프의 구성을 확인한다.
2. 차단기의 정격을 이해하고 선정한다.
(1) 차단기의 구분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 장치에 따라 열동 전자식, 완전 전자식, 전자식으로 구분된다.
열동 전자식은 바이메탈의 형태에 따라 직열식, 방열식, 직방열식, CT식으로 구분된다.
(가) 열동 전자식
열동 전자식은 시연 동작을 하는 바이메탈과 순시 동작을 하는 전자식 장치로 구
성되어 있다. 동작 원리는 과전류 검출소자인 바이메탈과 히터의 저항열에 의해 화
살표 방향으로 만곡되어 차단 바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차단 바에 있는 래치
A와 스타퍼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함에 따라 래치 B가 회전하여 크래들을 풀어주게
되어 차단 동작을 행하게 한다. 또 대전류 검출소자인 전자석 장치는 고정철심과
가동철심 및 가동철심을 상시 일정치 이상의 개리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스프링으
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전류와 같이 큰 전류가 흐르면 고정철심이 전자식이 되어
가동철심을 흡인하여 여기에 연결된 로브가 차단 바를 회전하게 하여 상기와 같은
원리로 차단 동작을 행하게 한다.
1) 직열식
바이메탈에 직접 전류를 흘려서 열에 의해 가열 만곡시키는 것으로 구조가 간
단하고 열효율이 양호하므로 전력손실을 적게 할 수 있다. 동작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정격전류가 작은 배선용 차단기에 사용된다.
2) 방열식
정격전류가 크게 되면 직열식에서는 발열량이 지나치게 커지므로 방열식을 이
용한다. 방열식은 바이메탈 부근에 히터를 설치하고 이 히터에 부하전류를 흘려
바이메탈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대용량 배선용 차단기에 사용한다.
3) 직, 방열식
직열식으로는 발열이 부족한 경우나 적당한 동작시간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 사
용한다.
4) C.T식
방열식의 일종으로 800A 이상의 대용량에서는 히터의 전열에 따른 접촉자 단자
등의 온도 상승이 크게 되고 히터 크기 등에 문제가 되어 변류기를 설치하여 2
차 코일 쪽에 히터를 연결하여 바이메탈을 가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통상 C.T
를 소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로에 갭을 설정하여 준다.
(나) 완전 전자식
완전 전자식은 Oil Dash Pot 형태라고도 한다. 이 형태는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그 동작원리는 다음과 같다. 코일에 최대 부동작 전류치 이하의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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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흐르면 플란자는 흡인력을 수반하지만 복귀 스프링에 의하여 동작되지 않는다.
최대 부동작 전류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플란자는 복귀용 스프링보다 강한 흡인
력을 갖게 되므로 흡인되고, 이에 연결된 아마추어가 래치를 풀어주게 됨으로써 배
선용 차단기가 전류를 차단하게 된다.
플란자 파이프 내의 실리콘 오일에 제어력과 복귀용 스프링의 압축된 힘으로 차
단 동작을 제어하도록 되어 있다. 실리콘 오일은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가 적으므
로 제어용 오일로 사용한다.
단락 사고 시는 플란자가 이동하기 전에 플러그 자체에 자계가 발생함으로써 아마
추어를 흡인하게 된다. 이때 동작시간은 0.016~0.2초 정도이다. 또한 실리콘 오일의
점도를 변화시켜 각종 차단 특성을 제작할 수 있다.
Oil Dash Pot 형태는 정확도와 신뢰도가 커서 많이 사용하나 정적전류 225A 이하
에만 적용되고, 그 이상에서는 코일의 외경이나 파이프의 크기 등의 문제가 있어
채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2) 차단기의 과전류 차단 성능
(가) 장한시 차단 특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닐 전선의 경우는 계속해서 사용할 최고 허용온도는 60℃
(주위 온도 제외)(내열 비닐전선은 75℃)이고, 단시간 온도 상승은 100℃까지이다.
그러므로 과전류가 흐르면 100℃가 되기 전에 과전류를 차단해야 한다. 배선용 차
단기의 장한시 차단 특성은 이와 같이 전선의 열 특성을 바탕으로 결정하였으며
최소시한은 전동기 시동전류를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다.
(나) 순시 차단 특성
순시 차단 특성은 225A 이하에서는 정격전류의 14~20배, 225A 이상에서는 정격전
류의 4~10배의 과전류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열동 전자식에서는 순시 차단 특성을 시연 차단 특성과 별개의 것으로 설정하고
또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400A Frame 이상)
전자개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선용 차단기의 순시 차단 전류를 전자개폐기의
개폐용량보다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순시 차단 전류를 조정할 수 있
는 열동 전자식이 유리하다. 전차단 시간은 배선용 차단기의 Frame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0.5~1 Cycle 정도이다.
(다) 단한시 차단 특성
일반적으로 배선용 차단기가 간선 및 분기회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기회로에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배선용 차단기가 차단되어 회로는 모두 정전된다. 이러한 현
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한시 차단은 장한시 차단을 넘는 과전류에 대해 2~5 Cycle
정도시간이 지연된 후 행하는 차단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차단 특성을 갖는 배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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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와 비교하면 수 Cycle 정도 단락전류에 견디어야 하며 순시 차단 특성을 갖
는 동종의 배선용 차단기와 비교하면 정격차단 용량이 적다.

[그림 1-6] 차단기 동작 특성 곡선

(3) 전동기부하의 차단기 선정
전동기 분기회로에서의 배선용 차단기의 용도는 기동전류를 보상하기 위한 쓰임이 아
니고, 분기회로에서의 단락사고 시 사고전류의 차단이 주 목적이고, 분기회로상의 보
수작업 또는 각종 측정 시 전원의 개폐 역할도 수행한다.
또 분기회로의 과전류 보호 역할뿐만 아니라, 전동기의 소손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이
불충분하여 열동 계전기(TH) 또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을 설치하여 별도로 과
전류 보호를 수행한다.
전동기 기동 시 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정격전류의 약 1200~1600%의 돌입 전류가 흐르
고, 이때의 순시 트립 특성을 고려한 차단기를 바로 올바르게 선정하려면 전동기 용량
15kW 이하인 경우에는 직입 기동과 동일한 배선용 차단기를 선정하고, 그 이상일 경
우에는 직입 기동을 기준하여 선정한 배선용 차단기보다 한 단계 위의 정격을 선정하
여야 한다.

 전체 조립도를 작성한다.
1.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확인한다.
2. 설치환경을 확인하여 제품의 크기를 결정한다.
19

3. 안정된 동작 상태와 결선을 하기 위하여 배선 루트를 결정한다.
4. 자동제어 판넬에 부품별 도면을 반영하여 전체 조립도를 설계한다.

[그림 1-7] 자동제어 판넬 내부 설계도 예

 제품을 구매한다.
1. 설계도와 조립도에 반영된 부품을 확인하고, 출하 일정을 확인한다.
2. 일정에 가능한 부품을 확인하고, 필요 시 대체품에 대한 사양을 확인한다.
3. 부품별 구매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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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제품을 조립하다.
1. 동작 사항을 보고 작업 공구, 기구 및 재료를 준비한다.
2. 접점 및 동작 상태의 이상 유무를 회로 시험기로 확인한다.
3. 동작 상태의 전류 흐름을 구상해 본다.
4. 기구를 균형 있게 고정한다.
5. 기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당한 힘을 가해 고정하고, 치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미관을
고려하여 편리하도록 고정한다.
6. Fuse 대신 회로 보호 차단기(CP)를 사용한다.
7. 덕트는 판넬 내의 전선을 배선하기 위해 사용되며 협소한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8. 부품별 조립과 향후 유지 보수 시 재조립성을 확인한다.

수행 tip
• 전기 회로의 신호 흐름에 대한 기본 지식을 확보한다.
•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공급업체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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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교수·학습 방법

교수 방법
• 전기 회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다양한 규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규격에서 제시하는 성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실제 사용되는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여 구매 규격서 이해력을 높인다.
• 샘플 구매 규격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부품에 대한 사양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도면 검토를 위한 OS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설치 환경별 주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학습 방법
• 전기 회로에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사전 학습을 통하여 용어가 의미하는 뜻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한다.
• OS 프로그램의 설치 환경에 대하여 충분히 학습한다.
• 규격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충분히 학습한다.
• 기 작성된 구매 규격서를 이해하고, 기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을 정의하여 파트리스트
및 대체 품목에 대하여 작성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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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평

가

평가 준거
• 평가자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학습 내용

학습 목표

성취수준
상

중

하

-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매 규격서
를 분석하고 정의할 수 있다.
구매

- 구매 규격서에 따라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을 정의

규격서

분석을

할 수 있다.

통한

단위 유닛 설계

- 구매 규격서에 따라 시스템 하드웨어 상세 설계도

및 제작

를 작성할 수 있다.
- 하드웨어 상세 설계도에 따라 단위 유닛을 제작할
수 있다.

평가 방법
• 서술형/논술형 검사
학습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 요구 사항 이해를 위한 구매 규격서에 대한 분석
구매 규격서
분석을 통한
단위 유닛 설계
및 제작

- 동작에 따른 회로의 상태를 이해하고 구성품의 성
능에 대한 분석
- 구매 규격서에 따라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의 제품
성능 정의
- 하드웨어 구성품의 성능별 특성을 확인하고 최소,
최대 사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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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습법
학습내용

평가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 하드웨어별 성능을 검토하여 최적의 하드웨어 구
구매 규격서
분석을

통한

단위 유닛 설계
및 제작

성품 리스트 작성
- 구매 규격서에 따라 시스템 하드웨어 상세 설계도
를 작성
- 상세 설계도에 따라 하드웨어 시스템 조립 작업
- 상세 설계도에 따라 하드웨어 시스템 조립 작업
후 취부 상태 검사

피드백
1. 서술형/논술형 검사
- 구매 규격서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로 보완
설명한다.
- 구매 규격서상에서 필요한 부품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
에 대하여 설명한다.
2. 실험·실습법
- 상세 설계도를 작성하게 하여 동작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상세 설계도를 가지고 부품별 위치에 맞는 조립 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오동작 여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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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단위 유닛 제작하기

학습 2 단위 유닛 결선하기

2-1.

구매 규격서 분석을 통한 단위 유닛
결선도 설계 및 결선
•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매 규격서를 분석하고 정의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구매 규격서에 따라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을 정의할 수 있다.
• 구매 규격서에 따라 시스템 하드웨어 상세 설계도를 작성할 수 있다.
• 하드웨어 상세 설계도에 따라 단위 유닛끼리 결선 작업을 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자동제어의 이해
1. 제어
기기의 현재 상태를 사람이 원하는 상태로 조작하는 것을 제어라고 하며, 기기의 상태는
정지 상태와 운전 상태의 두 가지 안정 상태로 나뉜다. 이러한 제어의 방법으로 수동제어
와 자동제어로 나뉜다. 수동제어는 TV를 사람이 리모컨을 사용하여 직접 켜는 것과 형광
등과 같이 스위치를 사용하여 켜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되고, 세탁기와 같이 일부 조작만으
로 세탁을 위하여 필요한 전 공정이 기기에서 동작하는 것은 자동 제어에 해당된다.

[그림 2-1] 시퀀스 제어 블록선도(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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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제어의 분류
자동제어에는 시퀀스 제어(sequence control), 피드백 제어(feedback control)가 있다. 시퀀
스 제어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어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제어를
의미하고 불연속적인 작업을 행하는 제어가 필요한 곳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림 2-2] 시퀀스 제어 블록선도(block diagram)

자동제어 초기 단계에서는 릴레이(Relay)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인
하여 무접점 회로도 사용되고 있다. 유접점 회로는 무접점 회로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저렴하나 수명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제어 환경의 변화 시 모든 회로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단점으로 인해 사용이 축소되고 있다. 버튼이나 스위치를 이용하여 전기회로의 부하
를 운전하기도 하고, 부하의 운전 상태나 고장 상태를 알리기도 하는 제어를 말하는 것으
로 빌딩의 엘리베이터 제어가 이에 속한다.
피드백 제어(feedback control)는 피드백(feedback)에 의해 제어량을 목표 값과 비교하여
일치되도록 연속적인 정정 동작을 수행하여 제어하는 방식으로 무접점 소자를 이용한 제
어회로는 PLC 등의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것이 있고, 유접점 소자는 버튼 스위치나 각종
계전기(Relay)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피드백 제어의 종류에는 on/off 제어, 비례동작 제어(P 제어), 적분동작 제어(I 제어), 미분
동작 제어(D 제어), 비례-적분-미분 동작 제어(PID 제어)가 있다.

[그림 2-3] 피드백 제어 블록선도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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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퀀스 제어의 표현 방법
(1) 전개 접속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퀀스도라고도 하며, 시퀀스 제어를 사용한 전기장치
및 기계의 동작을 기능 중심으로 전개하여 표시한 도면이다. 주 회로와 제어 회로, 표
시 회로로 구성된 시퀀스 제어 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실제의 현장에서는 주 회로
와 표시 회로부는 작업현장에 있고, 제어 회로부는 제어실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림 2-4] 전개 접속도의 예

(2) 타임차트
제어회로에서 각 접점 및 제어 대상의 시간적인 동작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 도표로
제어 요소간의 동작 상황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림 2-5] 카운터 회로의 타임차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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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표현 방법
논리회로도는 AND, OR, NOT, NAND, NOR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논리회로도라고 하며, 실체 배선도는 자동제어반의 제작 및 점검을 위하여 기구나 부
품의 실제 배치를 그려 놓은 도면을 말한다.
블록선도는 전개 접속도의 기초로 자동제어를 위하여 신호 전달 방식들을 블록과 화
살표로 그려 놓은 도면으로 흐름도의 일종이다.
(4) 시퀀스 회로도
(가) 자기유지회로
전동기 구동을 위하여 배선용 차단기인 MCCB(Mold Case Circuit Breaker)를 투입하
면 GL(녹색 램프)에 전원 표시등이 켜지나 전동기는 MC의 a접점이므로 전원이 투
입되지 않는다. 전동기 전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전자접촉기와 연결된 누름버튼 a
접점에 신호를 주면 전자 접촉기 a접점이 투입되어 전동기가 구동되나 연속 동작
을 위해서는 a접점을 투입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자기 유지 회로가 필요하기 때문
에 전자 접촉기의 보조 a접점을 이용하게 된다. 보조 접점 a가 투입되면 RL(빨간
램프)이 점등하게 되고, GL 램프는 b접점을 이용한 램프이므로 소등하게 된다.
이와 같이 a접점 누름버튼을 투입하고 상태 유지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로를
자기유지회로라고 하며, 전동기를 멈추기 위해서 b접점의 누름버튼 스위치에 신호
를 인가하면 된다.

[그림 2-6] 자기 유지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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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록 회로
제어회로에서 인터록 회로란 전동기의 정회전과 역회전을 하나의 전동기로 구동할
때 서로 반대되는 회전방향을 가지므로 정회로 혹은 역회로 신호 중 한 신호가 유
효하게 되면 그 반대되는 신호가 더 이상 입력될 수 없도록 인위적으로 차단시켜
주는 회로이다.
4. 전동기의 기동 방식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전류는 정격 전류의 약 3~10배 정도로 정지 시에 시스템이 가지는
관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전동기를 자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
에 발생된다.
기동 시 계통으로부터 큰 전류를 사용함으로써 전압 강하, 높은 과도현상 등을 일으킨다.
높은 기동 전류는 또 권선이나 회전자, 부하기기 등에 기계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되
기 때문에 기동 시 전압 강하, 필요한 가속 토크, 필요한 가동 시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기동 방식 중 어느 것을 채택함으로써 이런 것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표 2-1> 용량별 전동기 기동 방법

전압

직입 기동

기동 장치에 의한 기동

220 V

11 kW 미만

11 kW 이상

380 V

30 kW 미만

30 kW 이상

6 kV

-

전부

- 작은 용량의 고압 전동기의 경우 전원 용량, 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입기동을 하여
도 좋다.
- 전원 측의 변압기의 용량이 전동기 출력의 10배 이상이면 직입 기동이 가능하다.
(1) 직입 기동 방식(Direct-on-line: DOL)
직입 기동 방식은 낮은 정격에서 유리하며,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가장 흔한 방
식이다.
(2) Y-△ 기동 방식
대부분의 저압 전동기들은 400 [V] 전원에 델타로 연결되거나, 690 [V] 전원에 스타로
연결되어 운전될 수 있다. 이러한 유연함은 저전압으로 전동기를 기동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Y-△ 기동 방식은 기동 전류를 직입 기동 방식에 비하여 약 1/3로 줄
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 기동 토크는 약 1/4로 감소한다. 전동기는 스타결선 상태에서
기동을 시작하여, 정격 속도에 가까워져서 델타 결선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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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액터 기동 방식
전동기를 기동하는 동안 철심에 코일을 감은 리액터를 전동기와 직렬로 연결함으로써
전압비에 따라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 또한 기동 토크의 저감을 가
져온다.
(4) 인버터 기동 방식
인버터는 전동기를 연속적으로 구동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지만 기동용으로 사용될 수
도 있다. 인버터는 전동기가 0의 속도에서 최고 속도까지 정격 전류에서 정격 토크를
발생시키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 시 전류를 줄일 수 있다.
(5) 소프트 스타터 기동 방식
소프트 스타터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전압 조정기이다. 기동을 시작하면 소프트 스
타터는 점차적으로 전동기의 전압을 충분히 증가시켜서 전류나 토크의 피크가 없이
전동기가 부하를 가속시켜 정격 속도까지 이르게 된다. 소프트 스타터는 또한 프로세
서를 정지시키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된다. 소프트 스타터는 인버터보다
가격이 저렴하나 인버터와 마찬가지로 계통에 고조파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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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 단위 유닛 결선하기
재료·자료
• 구매 규격서
• 고객 요구 사양서
• 전기 회로도
• 제품 규격서
• 전장부품
• 제작 공정도
기기(장비 ･ 공구)
• 컴퓨터, OA 프로그램
• 치공구
• 전장부품
안전 ･ 유의 사항
• 입력 전원의 결선 시 오결선에 의한 단락된 전선은 없는지 확인한다.
• 입출력 배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전장 부품은 정 위치에 조립하였는지 확인한다.
• 전장부품의 결선 부위에 규정된 토크로 조임은 되었는지 확인한다.
• 전원 투입 전 이물질에 제품이 오염되었는지 확인한다.
수행 순서
 구매 규격서에 대하여 이해한다.
1. 구매 규격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품의 용도를 이해한다.
(1) 기기의 목적을 이해하고 필요한 회로를 분석한다.
(2) 자동제어 로직 설계를 위하여 구매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구동 목적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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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제어기기에 들어갈 부품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 부품을 조사한다.
2. 자동제어 기기의 구매 규격서의 제작 시방서를 이해한다.
(1) 내부 구성에 필요한 부품의 규격과 시장 수급 현황을 조사한다.
(2) 시방에 의해 필요로 하는 시스템 구성을 분석한다.
(3) 납품의 범위를 이해하고 납품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한다.

제 작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개요
본 시방서는 체험관 건립공사에 따르는 설비의 운영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설
치되는 웹서버 기능 IP 기반의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 및 부속기기의 공급 및 설치의 일
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체험관 건립공사의 건축기계설비 온도, 습도, 압력 및 유량 등의 자동제
어, 계측 및 감시 등을 하는 자동제어설비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
해서는 관계기관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공사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 승인을 득한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④ 주요내용
가. 자동제어기기의 설치
나. 자동제어반의 설치
다. 중앙관제장치 및 원격입출력 장치의 설치
라. 전기배관 및 배선
마. 공기배관공사
3) 공정관리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세부 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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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계획서
공급자는 자재 운반, 장비 사용 및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작도면 및 설계도
① 시공자는 모든 설계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도면의 규격 및 표기방법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별도 제작되는 장비류는 제작도면 제작 공정표 및 제작 기술 사양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① 시공상, 용도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주요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② 설계변경 시에는 설계변경 사유, 설계 변경도서 및 공사비 증감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설계변경의 사유는 아래 열거한 경우나 기타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다.
가.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공사내용이 변경될 경우
나.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다. 관련 관공서 및 인허가 관청의 계획 변경지시가 있을 경우
라. 품질과 기능이 보증되는 범위에서 최신의 시스템을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7)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① 시공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의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 중에 발생되는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기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사용자재 및 기기
①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상기 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
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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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9) 기기 및 공사의 보전
①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
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는 시공자가 보상해야 한다.
② 시공 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
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해야 한다.
10)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완료 후 해당구역의 청소 및 설치 기자재의 말단처리를 완전히 한다.
11) 시운전
①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관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감독원 입회하에 시
행하고 시운전 성적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시험 운전 중 도급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준공 후에도 하자 보증기간 동안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
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해
야 한다.
④ 시운전은 감독관(감리원)의 요구 시 또는 현장 업무 인수/인계 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준공: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일반 공사시방서에 준하는 준공
서류,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12）하자보증
계장공사
번호

제어장치

1
2

계장용
제어반

계장용 전기
배선공사

보일러

○

○

○

○

○

○

냉 ․ 온수기

○

○

○

○

○

○

2. 제어기기 설치공사
1) 제어방식: DDC(Direct Digital Control)

34

장비제작자
기계자체 자체제어반 각종조작선 계장용
제어
설치
배관, 배선 접점제공

2) 직접 디지털 제어장치(DDC) 설치공사
① 직접 디지털제어장치는 도면 및 특기사양에 표시된 대로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될 터치스크린 시스템은 특기사양에서 보여주고 있는 직접 디지털 제어장치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자동제어기기 설치 공사
① 삽입식 온도 검출기
감온부 및 검출구를 배관에 설치할 때에는 보호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온통을 덕트
내에 설치할 때에는 감온부 지지구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직접 디지털 제어장치
통제반의 주위에는 보수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
시키고, 배선을 할 때에는 외부 배선과 제어반 사이의 배선에서 유도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작자가 지정하는 공법으로 설치해야 한다.
4) 공통사항
① 관계법규에 해당되는 그 규정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나사는 시방서,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함은 물론 기술상 외관상 당연하
고, 필요한 사항 또는 공사에 수반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세부사항
① 전선관은 한국공업규격 등으로 하고 배관부속품을 시중 1급 제품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은 필히 리머로써 절단면 내부를 다듬질해야 한다.
③ 배선경로는 검사, 점검, 수리에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고, 제어배선과의 교차 혹은 접
근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④ 고온다습한 장소 및 과도한 먼지 혹은 가스종류의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연속적인 기기 진동이 있는 장소에는 Flexible Tube로 시공하여
야 한다.
⑤ 항상 사용되는 전선관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⑥ Pull Box는 배관 최대간격이 30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 설치하며 기술 상
필요한 곳에는 Pull Box를 설치한다.
⑦ 모든 전선관 종류는 배관과의 연결 시에 볼트 너트와 부싱을 사용하여 결합한다.
⑧ 배관의 지지는 Universal Channel과 Clamp를 이용하여 충분히 견고하게 지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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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⑨ 한 구간의 배관지지는 횡주관일 때 30미터 이내로 한다.
6) 배선공사
① 전선 종류 및 케이블 종류의 배선은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
시하며 전선종류의 단선 여부를 매회 조사하여 시공한다.
② 전선의 연결은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자대 등에 연결 시에는 고
정와셔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③ Pull Box 및 조인트 박스에 대한 배선공사는 전선 여분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패
널 및 박스 내를 질서 있게 정돈해야 한다.
④ 동축 케이블은 연결 도중에 이음부분이 생겨서는 안 된다.
⑤ 다심케이블은 결선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결 시 필히 선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7) 배관, 배선 자재
① 배관자재
- 전선관: 16C, 22C, 28C, 36C
- KS표시의 후강 전선관
- KS표시의 Flexible Tube
② 배선자재
- Twisted 4 Pair (UTP 4P): 데이터 전송라인용
- 600 V 2종 비닐전선 (HFIX 2.5㎟): 제어용
- XLPE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F –CV4.0㎟/3C): 전원용
- PVC 옥내전화선(TJV 1.0㎟/2C, 3C): 제어용, 시그널 전송용
- 제어용 비닐 절연차폐케이블(F -CV VS 1.5㎟/2C, 3C): 시그널 전송용

 설계 전에 도면을 검토한다.
1. 설계 도면에 사용되는 전장부품의 규격을 확인한다.
2. 제어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사용 목적과 동작 순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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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퀀스 도면을 설계한다.
1. 접촉기와 램프의 표시 형식을 확인한다.
2. 전동기의 사양과 기동 방식을 확인한다.
(1) 전동기의 구분
전동기는 크게 사용 전원에 따라 직류전동기와 교류전동기로 구분된다. 직류전동기는
직류타여자전동기, 직류분권전동기, 직류직권전동기, 직류복권전동기로 나누어진다. 교
류전동기는 유도전동기, 동기전동기, 정류자전동기로 나누어진다. 산업용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는 유도전동기는 단상 전원을 사용하는 단상 유도전동기와 3상 전원을 사용
하는 3상 유도전동기로 분류되며, 사용전압, 보호형식 등에 분류된다. 유도전동기는 회
전자에 의해 농형과 권선형으로 분류되며, 사용전압에 의해 고압, 저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2> 전동기의 분류

3 상

구 분

저압

단 상

고압
주위 온도 40℃ 이하

적용
범위

냉매온도 40℃ 이하

절연 A, E, B종

냉매온도 40℃ 이하

연속정격주파수 60㎐

주파수 60㎐

연속정격주파수 60㎐

전압 600V 이하

연속정격

전압 220V 이하

일반 고압

내용

보호형식

특성

보호형식

보호형

표준

개방형

전폐형

고효율

밀폐형

회전자의 종류
특수농형1종(K1)
특수농형2종(K2)
권선형(W)

보호형식

기동방식

보호형

분상기동형

전폐형

콘덴서기동형

(2) 전동기의 선택 및 확인 시 체크포인트
(가) 부하의 특성
부하의 회전관성 모멘트(moment) 등 부하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전동기의 토크 특
성(정출력형, 정토크형, 변동토크형)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 운전 특성(연속 운전,
단시간 운전, 반복 운전, 단속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나) 정격 출력
사용조건과 부하의 기동에 필요한 토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동기의 출력인 용
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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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전압
사용 환경과 출력 특성에 의해 사용전압(고압, 저압)을 결정한다.
(라) 상수
단상, 3상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수를 결정한다.
(마) 주파수 : 50Hz, 60Hz
(바) 속도/극수
단일속도, 다단속도 등 속도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극수변환 전동기 등을 고려한다.
(사) 회전자 구조
농형, 권선형의 회전자의 구조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농형전동기가 널리 사용되
고 있다. 권선형 전동기는 큰 기동 토크가 요구될 때,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경우, 관성이 대단히 크고 시동시간이 길 경우, 시동정지·가역 운전이 빈번한 경
우,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아) 기동 방법
선정 전동기의 기동방법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동 방법은 앞서 설명한 직입
기동, STAR-DELTA 기동, 리액터 기동, 보상기 기동, 저항기 기동, 콘돌퍼 기동 등
이 있다.
(자) 정격
연속 정격, 단시간 정격, 반복사용(%ED) 정격이 사용 환경(부하 특성, 사용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차) 토크 특성: 기동 토크, 최대 토크, 정동 토크 등을 확인해야 한다.
(카) 온도 상승/절연: B, F, H종 등 온도조건과 절연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3) 전동기의 기동방식
3상 유도전동기에서 대출력인 것은 명판에 기재된 전압을 처음부터 가하면 기동전류
는 전부하 전류의 5~10배나 흘러서 다른 기기에 장해를 주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여
러 가지 기동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방식은 아래와 같다.
(가) 전전압 기동(직입 기동)
출력이 3.7kw(5HP) 정도까지의 소형전동기는 명판에 기재된 전압을 처음부터 가해
서 기동을 시켜도 무방하다. 이것을 전전압 기동(FULL VOLTAGE STARTING) 또는
직입 기동이라 한다. 그러나 특수 농형전동기에서 디프슬롯 농형이나 2중 농형은
기동 시에 저항이 큰 외측의 도체에 전류가 집중하여 흘러서 기동 전류를 제한하
고 기동 토크를 증대시키게 되어 있으므로 전원이 허용하는 한 직접 기동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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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타 델타 기동(STAR-DELTA STARTING)
출력이 5.5kW 이상의 농형전동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일종의 감압 기동기인 것이
다. 기동할 때에는 고정자 권선을 성형 결선으로 하고 각 상에 전원 전압이 √3배
의 전압을 가해서 기동전류를 제한하고 속도가 상승하여 정상 운전이 되면 스위치
로 델타 접속으로 전환해서 각 상에 전원 전압을 그대로 가해지게 되어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기동 전류 및 기동 토크는 직접 기동의 약 1/3에 해당한다.
(다) 기동 보상기법(STARTING COMPENSATOR METHOD)
전원 측에 3상 단권변압기를 설치하고 감압한 후 기동하는 방법이다. 22kW 이상인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에 사용한다. 기동 시에는 감압 탭(TAP)을 사용해서 전압을
내려서 기동하고 가속 후에 전전압을 가하는 것이지만 탭 전압은 일반적으로 50%,
65%, 80%를 표준으로 삼고 있다.
(라) 리액터 기동법(reactor starting method)
펌프나 송풍기와 같이 기동 토크가 작은 부하인 경우, 전원의 1차 측에 철심이 들
어 있는 리액터를 직렬로 접속하여 기동 전류를 제한하면서 기동하는 방법이다. 이
기동기의 전압은 50%, 65%, 80%로 적당히 가감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주로 22kW
이상인 농형 전동기에 사용되고 자동 운전과 원격 조작에 적합하다.
(4) 모터 보호를 위한 TH 또는 EOCR의 형태를 이해한다.
(5) 시퀀스 도면을 설계한다.

[그림 2-7] 인터록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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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결선도를 작성한다.
1. 설치환경을 확인하여 제품의 크기를 결정한다.
2. 안정된 동작 상태와 결선을 하기 위하여 배선 루트를 결정한다.
3. 자동제어 판넬에 부품별 도면을 반영하여 전체 조립도를 설계한다.

 제품을 구매한다.
1. 설계도와 조립도에 반영된 부품을 확인하고, 출하 일정을 확인한다.
2. 일정에 가능한 부품을 확인하고, 필요 시 대체품에 대한 사양을 확인한다.
3. 부품별 구매를 시행한다.

 전체 제품을 조립한다.
1. 동작 사항을 보고 작업 공구, 기구 및 재료를 준비한다.
2. 접점 및 동작 상태의 이상 유무를 회로 시험기로 확인한다.
3. 동작 상태의 전류 흐름을 구상해 본다.
4. 동작 기기별 필요 전선의 길이를 선정한다.
5. 기기별 전선을 스트립하여 단말 처리를 한다.
6. 덕트는 판넬 내의 전선을 배선하기 위해 사용되며 협소한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7. 덕트 측면에 홀이 있어 주 회로 및 제어회로의 인입과 인출이 용이하도록 양면이 절개
되어 전선 정리가 편리하며 전선 정리를 한 다음 덮개로 마무리한다.
8. 전선의 색깔을 구분하여 전원측 단자에서부터 동작 흐름에 따라 배선한다.
9. 전선과 기구와의 접속 시 한 단자에 전선을 두 가닥 이상 연결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타이머와 같은 기구부에서는 배선 작업 시 베이스 핀 번호를 확인 후 접속한다.
11. 설계도에 따라 전체 배선 작업을 시행하고, 시행 시 유지 보수를 위하여 말단에 넘버
링 작업을 병행한다.
12. 최종 조립 후 설계도에 따른 도통 시험을 하여 오결선 여부를 확인한다.
13. 시험용 전원을 투입하여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수행 tip
• 각종 센서의 특성을 확보한다.
• 전동기별 기동 방식을 확인하고 부하 용량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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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2

교수·학습 방법

교수 방법
• 전기 회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다양한 규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규격에서 제시하는 성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샘플 구매 규격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부품에 대한 사양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도면 검토를 위한 OS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설치 환경별 주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 계전기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한다.

학습 방법
• 전기 회로에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사전 학습을 통하여 용어가 의미하는 뜻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한다.
• 계전기별로 조합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충분히 학
습한다.
• 계전기 별로 개별 동작 특성을 분석하여 시퀀스별 동작 상태를 충분히 학습한다.
•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화면 보기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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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2

평

가

평가 준거
• 평가자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학습 내용

학습 목표

성취수준
상

중

하

-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매 규격서
를 분석하고 정의할 수 있다.
- 구매 규격서에 따라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을 정의

구매 규격서를

할 수 있다.

통한 단위 유닛
결선도 설계

- 구매 규격서에 따라 시스템 하드웨어 상세 설계도

및 결선

를 작성할 수 있다.
- 하드웨어 상세 설계도에 따라 하드웨어 단위 유닛
끼리 결선 작업을 할 수 있다.

평가 방법
• 서술형/논술형 검사
학습 내용

평가 항목
- 요구사항에 대한 숙지를 위한 구매 규격서의 분석

구매 규격서를
통한 단위 유닛
결선도 설계
및 결선

- 동작에 따른 회로의 상태를 이해하고 구성품의 성
능에 대한 분석
- 구매 규격서에 따라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의 제품
성능 정의
- 하드웨어의 구성품의 성능별 특성을 확인하고 최
소, 최대 사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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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수준
상

중

하

• 실험·실습법
학습내용

평가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 하드웨어별 성능을 검토하여 최적의 하드웨어 구
성품 리스트 작성
구매 규격서를
통한 단위 유닛
결선도 설계
및 결선

- 구매 규격서에 따라 시스템 하드웨어 상세 설계도
를 작성
- 상세 설계도에 따라 하드웨어 시스템 결선 작업
- 상세 설계도에 따라 하드웨어 시스템 결선 작업
후 동작 상태 검사

피드백
1. 서술형/논술형 검사
- 구매 규격서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로 보완
설명한다.
- 구매 규격서 상에서 필요한 부품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부족한 부
분에 대하여 설명한다.
2. 실험·실습법
- 상세 설계도를 작성하게 하여 동작 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상세 설계도를 가지고 결선을 진행하여 동작 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오동작 여부를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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