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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선도 ⋅⋅⋅⋅⋅⋅⋅⋅ 1 

≪002≫ 수전방식의 분류  
(1) 수전 전압에 따른 분류 ⋅⋅⋅⋅⋅⋅⋅⋅ 2 

(2) 수전하는 회선수에 따른 분류 ⋅⋅⋅⋅⋅⋅⋅⋅ 2 

(3) 시설 장소에 따른 분류 ⋅⋅⋅⋅⋅⋅⋅⋅ 3 

(4) 수변전 기기의 형태에 따른 분류 ⋅⋅⋅⋅⋅⋅⋅⋅ 3 

(5) 제어방식에 따른 분류 ⋅⋅⋅⋅⋅⋅⋅⋅ 4 

≪003≫ 수전설비의 용량산정 

(1) 건축물의 전력 부하밀도 개략치 (VA/m2) ⋅⋅⋅⋅⋅⋅⋅⋅ 5 

(2) 수용율, 부등율, 부하율의 적용 ⋅⋅⋅⋅⋅⋅⋅⋅ 5 

≪004≫ 건축물의 변압기 용량 선정시 고려사항 
(1) 개요 ⋅⋅⋅⋅⋅⋅⋅⋅ 7 

(2) 변압기 용량선정시 고려사항 ⋅⋅⋅⋅⋅⋅⋅⋅ 7 

(3) 결론 ⋅⋅⋅⋅⋅⋅⋅⋅ 9 

≪005≫ 수변전 설비계획 
(1) 설비용량 결정 ⋅⋅⋅⋅⋅⋅⋅⋅ 9 

(2) 수전전압 및 수전방식 결정 ⋅⋅⋅⋅⋅⋅⋅⋅ 9 

(3) 주회로 결선방식의 선정 ⋅⋅⋅⋅⋅⋅⋅⋅ 9 

(4) 제어방식의 선정 ⋅⋅⋅⋅⋅⋅⋅⋅ 9 

(5) 계약전력 ⋅⋅⋅⋅⋅⋅⋅⋅ 10 

(6) 보호계전 시스템의 선정 ⋅⋅⋅⋅⋅⋅⋅⋅ 10 

(7) 수변전 설비의 형식 및 레이아웃 결정 ⋅⋅⋅⋅⋅⋅⋅⋅ 10 

≪006≫ 변압기와 변류기 

(1) 변압기 ⋅⋅⋅⋅⋅⋅⋅⋅ 11 

(2) 변류기 ⋅⋅⋅⋅⋅⋅⋅⋅ 14 

(3) 변압기와 변류기의 비교 ⋅⋅⋅⋅⋅⋅⋅⋅ 14 

(4) 2 차를 개방할 때 변류기 1 차에는 전류가 그대로 흐르는 이유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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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변압기 

(1) 변압기 이론 ⋅⋅⋅⋅⋅⋅⋅⋅ 15 

(2) 변압기 등가회로와 벡터도 ⋅⋅⋅⋅⋅⋅⋅⋅ 16 
(3) 변압기의 종류 ⋅⋅⋅⋅⋅⋅⋅⋅ 18 

(4) 변압기의 K-Factor (IEEE C57.110) ⋅⋅⋅⋅⋅⋅⋅⋅ 19 

(5) 아몰포스 변압기 ⋅⋅⋅⋅⋅⋅⋅⋅ 20 

(6) 변압기의 이행전압 ⋅⋅⋅⋅⋅⋅⋅⋅ 21 

(7) 변압기 특성 산출 방법 및 손실비 ⋅⋅⋅⋅⋅⋅⋅⋅ 22 

(8) 여자전류가 비정현파가 되는 이유 ⋅⋅⋅⋅⋅⋅⋅⋅ 23 

(9) 1:1 변압기 ⋅⋅⋅⋅⋅⋅⋅⋅ 25 

(10) 변압기의 사용 주파수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 27 

(11) 단권변압기 ⋅⋅⋅⋅⋅⋅⋅⋅ 29 

(12) V 결선 변압기 ⋅⋅⋅⋅⋅⋅⋅⋅ 31 

(13) 변압기 임피던스 ⋅⋅⋅⋅⋅⋅⋅⋅ 32 

(14) 변압기의 극성 ⋅⋅⋅⋅⋅⋅⋅⋅ 34 

(15) 변압기의 저감절연과 단절연 ⋅⋅⋅⋅⋅⋅⋅⋅ 35 

≪008≫ 변압기 결선방법 

(1) Δ-Δ 결선 ⋅⋅⋅⋅⋅⋅⋅⋅ 36 
(2) Y-Y 결선 ⋅⋅⋅⋅⋅⋅⋅⋅ 36 
(3) Δ-Y 결선 ⋅⋅⋅⋅⋅⋅⋅⋅  36 
(4) Y-Δ 결선 ⋅⋅⋅⋅⋅⋅⋅⋅ 37 
(5) V-V 결선 ⋅⋅⋅⋅⋅⋅⋅⋅ 37 
(6) 역V결선 ⋅⋅⋅⋅⋅⋅⋅⋅ 38 

≪009≫ 변압기의 각변위 
(1) Y-Y 결선의 경우 ⋅⋅⋅⋅⋅⋅⋅⋅ 38 

(2) Δ-Δ결선의 경우 ⋅⋅⋅⋅⋅⋅⋅⋅ 39 
(3) Δ-Y 결선의 경우 ⋅⋅⋅⋅⋅⋅⋅⋅ 39 

(4) Y-Δ결선의 경우 ⋅⋅⋅⋅⋅⋅⋅⋅ 40 

≪010≫ 변압기의 전압변동율 계산  
(1) 전압변동율 공식유도 ⋅⋅⋅⋅⋅⋅⋅⋅ 40 

(2) 문제 ⋅⋅⋅⋅⋅⋅⋅⋅ 41 

(3) 해설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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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차단기 
(1) 차단기의 기능 ⋅⋅⋅⋅⋅⋅⋅⋅ 41 

(2) 차단기의 종류 ⋅⋅⋅⋅⋅⋅⋅⋅ 42 

≪012≫ 아크 차단기 

(1) 아크의 정의 ⋅⋅⋅⋅⋅⋅⋅⋅ 43 

(2) 아크 발생장소 ⋅⋅⋅⋅⋅⋅⋅⋅ 44 

(3) 아크 차단기의 필요성 ⋅⋅⋅⋅⋅⋅⋅⋅ 44 

(4) 아크 차단기의 동작원리 ⋅⋅⋅⋅⋅⋅⋅⋅ 45 

(5) 아크 차단기의 구성과 동작원리 ⋅⋅⋅⋅⋅⋅⋅⋅ 45 

≪013≫ 차단기의 개폐서지 

(1) 전류재단 ⋅⋅⋅⋅⋅⋅⋅⋅ 46 

(2) 재점호 ⋅⋅⋅⋅⋅⋅⋅⋅ 46 

(3) 반사파에 의한 서지 ⋅⋅⋅⋅⋅⋅⋅⋅ 47 

≪014≫ 차단기의 차단용량 

(1) 퍼센트 임피던스 ⋅⋅⋅⋅⋅⋅⋅⋅ 49 

(2) 퍼센트 임피던스의 현실적 의미 ⋅⋅⋅⋅⋅⋅⋅⋅ 49 

(3) 차단용량계산 ⋅⋅⋅⋅⋅⋅⋅⋅ 50 

(4) 비대칭전류와 차단기의 정격 투입용량 및 차단용량 ⋅⋅⋅⋅⋅⋅⋅⋅ 51 

≪015≫ 역율 개선용 콘덴서 (SC) 
(1) 역율 개선용 콘덴서 용량 ⋅⋅⋅⋅⋅⋅⋅⋅ 53 

(2) 역율 개선의 효과 ⋅⋅⋅⋅⋅⋅⋅⋅ 53 

(3) 역율 개선용 콘덴서의 설치위치 ⋅⋅⋅⋅⋅⋅⋅⋅ 54 

(4) 진상용 콘덴서의 자동제어방식 ⋅⋅⋅⋅⋅⋅⋅⋅ 55 

(5) 직렬 리액터의 용량산정 ⋅⋅⋅⋅⋅⋅⋅⋅ 56 

(6) 진상용 콘덴서의 부속기기 ⋅⋅⋅⋅⋅⋅⋅⋅ 56 

(7) 직렬콘덴서를 역율개선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 ⋅⋅⋅⋅⋅⋅⋅⋅ 58 

≪016≫ 콘덴서 내부고장 보호방식 

(1) NCS 방식(중성점간 전류검출방식) ⋅⋅⋅⋅⋅⋅⋅⋅ 59 

(2) NVS 방식(중성점 전압검출방식) ⋅⋅⋅⋅⋅⋅⋅⋅ 60 

(3) Open Delta 방식 ⋅⋅⋅⋅⋅⋅⋅⋅ 60 

(4) 전압차동 보호방식 ⋅⋅⋅⋅⋅⋅⋅⋅ 60 

(5) 외함팽창 검출방식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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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단로기(DS) 
(1) 단로기를 사용하는 목적 ⋅⋅⋅⋅⋅⋅⋅⋅ 61 

(2) 단로기 선정방법 ⋅⋅⋅⋅⋅⋅⋅⋅ 61 

≪018≫ 계기용 변성기 

(1) 계기용 변성기를 사용하는 목적 ⋅⋅⋅⋅⋅⋅⋅⋅ 62 

(2) 3 상 3 선식에서 VT 2 개, CT 2 개로 3 상의 전압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 ⋅⋅⋅⋅⋅⋅⋅⋅  

≪019≫ 개폐기 ⋅⋅⋅⋅⋅⋅⋅⋅ 64 

≪020≫ 전력퓨즈 (Power Fuse) 
(1) 전력퓨즈의 종류 ⋅⋅⋅⋅⋅⋅⋅⋅ 64 

(2) 전력퓨즈의 장점 ⋅⋅⋅⋅⋅⋅⋅⋅ 65 

(3) 전력퓨즈의 단점 ⋅⋅⋅⋅⋅⋅⋅⋅ 65 

(4) 전력퓨즈의 기능 및 차단 능력 ⋅⋅⋅⋅⋅⋅⋅⋅ 66 

(5) 전력퓨즈의 선정시 고려사항 ⋅⋅⋅⋅⋅⋅⋅⋅ 66 

≪021≫ 피뢰기 

(1) 피뢰기의 구비조건 ⋅⋅⋅⋅⋅⋅⋅⋅ 68 

(2) 피뢰기 관련 용어 ⋅⋅⋅⋅⋅⋅⋅⋅ 68 

(3) 피뢰기의 설치위치 ⋅⋅⋅⋅⋅⋅⋅⋅ 69 

(4) 피뢰기 접지선의 굵기 ⋅⋅⋅⋅⋅⋅⋅⋅ 70 

(5) 피뢰기 정격전압 선정 ⋅⋅⋅⋅⋅⋅⋅⋅ 71 

(6) 피뢰기 제한전압이 결정되는 원리 ⋅⋅⋅⋅⋅⋅⋅⋅ 71 

(7) 서지 흡수기(Surge Absorber) ⋅⋅⋅⋅⋅⋅⋅⋅ 72 

≪022≫ 수변전 설비용 기기 선정 예 (수전용량 2000kVA 인 경우) ⋅⋅⋅⋅⋅⋅⋅⋅ 72 

≪023≫ 무부하 발전기의 지락전류 및 대지전위 계산식 유도 
(1) 1 선 지락 고장 ⋅⋅⋅⋅⋅⋅⋅⋅ 73 

(2) 2 선 지락 고장 ⋅⋅⋅⋅⋅⋅⋅⋅ 74 

(3) 전원의 중성점 접지저항이 0 이 아닌 경우의 1 선지락 고장 ⋅⋅⋅⋅⋅⋅⋅⋅ 76 

≪024≫ 유효접지의 조건 
(1) 유효접지의 의미 ⋅⋅⋅⋅⋅⋅⋅⋅ 78 

(2) 유효접지 조건계산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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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보호계전기 
(1) 보호계전기의 구성 ⋅⋅⋅⋅⋅⋅⋅⋅ 80 

(2) 전기적 보호 계전기 ⋅⋅⋅⋅⋅⋅⋅⋅ 80 

(3) 기계적 보호 계전기 ⋅⋅⋅⋅⋅⋅⋅⋅ 82 

(4) 보호계전기 각각의 고려사항 및 정정치 ⋅⋅⋅⋅⋅⋅⋅⋅ 83 

≪026≫ 비율차동계전기의 동작원리 

(1) 비율차동 계전기 개요 ⋅⋅⋅⋅⋅⋅⋅⋅ 84 
(2) 비율차동 계전기의 동작원리 ⋅⋅⋅⋅⋅⋅⋅⋅ 84 

≪027≫ 직접접지 및 비접지(고저항 접지) 방식의 보호방법 

(1) 중성점 직접접지의 경우 ⋅⋅⋅⋅⋅⋅⋅⋅ 86 
(2) 고저항 접지의 경우 ⋅⋅⋅⋅⋅⋅⋅⋅ 87 

≪028≫ 변전실의 계획 및 설계 

(1) 변전실의 위치 ⋅⋅⋅⋅⋅⋅⋅⋅ 88 

(2) 변전실의 형식결정 ⋅⋅⋅⋅⋅⋅⋅⋅ 88 

(3) 변전실의 배치 ⋅⋅⋅⋅⋅⋅⋅⋅ 89 

(4) 변전실 선정시 건축상 고려사항 ⋅⋅⋅⋅⋅⋅⋅⋅ 89 

(5) 변전실의 소요면적 ⋅⋅⋅⋅⋅⋅⋅⋅ 90 

≪029≫ 수변전 설비의 추구사항과 기술동향 

(1) 안전성 ⋅⋅⋅⋅⋅⋅⋅⋅ 90 

(2) 신뢰성 ⋅⋅⋅⋅⋅⋅⋅⋅ 91 

(3)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 91 

(4) 기기의 소형화 ⋅⋅⋅⋅⋅⋅⋅⋅ 91 

(5) 환경에 대한 배려 ⋅⋅⋅⋅⋅⋅⋅⋅ 92 

(6) 에너지 절약 ⋅⋅⋅⋅⋅⋅⋅⋅ 92 

(7) 건설공기 단축 ⋅⋅⋅⋅⋅⋅⋅⋅ 92 

(8) 경제성 ⋅⋅⋅⋅⋅⋅⋅⋅ 92 

≪030≫ 전력공급의 신뢰도  
(1) 고장율과 정지시간 ⋅⋅⋅⋅⋅⋅⋅⋅ 93 
(2) 공급 신뢰도의 계산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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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설비의 보호협조 

(1) 보호협조의 의미 ⋅⋅⋅⋅⋅⋅⋅⋅ 95 

(2) 과전류 보호협조 ⋅⋅⋅⋅⋅⋅⋅⋅ 96 

(3) 지락 보호협조 ⋅⋅⋅⋅⋅⋅⋅⋅ 96 

(4) 절연 협조 ⋅⋅⋅⋅⋅⋅⋅⋅ 96 

≪032≫ 접지저항 

(1) 반구상 접지극의 접지저항 ⋅⋅⋅⋅⋅⋅⋅⋅ 97 

(2) 접지저항 측정방법 (전위강하법) ⋅⋅⋅⋅⋅⋅⋅⋅ 98 

(3) 대지 저항율 측정방법 ⋅⋅⋅⋅⋅⋅⋅⋅ 99 

(4) 대지 저항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 ⋅⋅⋅⋅⋅⋅⋅⋅ 100 

(5) 병렬 접지극의 집합효과 ⋅⋅⋅⋅⋅⋅⋅⋅ 102 

≪033≫ 접지의 종류 ⋅⋅⋅⋅⋅⋅⋅⋅ 104 

≪034≫ 누전 차단기 (ELCB) ⋅⋅⋅⋅⋅⋅⋅⋅ 105 

≪035≫ 에너지 절약형 수변전 설비의 설계방법  
(1)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개념 ⋅⋅⋅⋅⋅⋅⋅⋅ 107 

(2) Energy Saving System ⋅⋅⋅⋅⋅⋅⋅⋅ 107 

≪036≫ 변압기 시험  

(1) 극성 시험 ⋅⋅⋅⋅⋅⋅⋅⋅ 108 
(2) 권수비 측정 ⋅⋅⋅⋅⋅⋅⋅⋅ 108 
(3) 무부하 시험 ⋅⋅⋅⋅⋅⋅⋅⋅ 108 
(4) 단락 시험 ⋅⋅⋅⋅⋅⋅⋅⋅ 109 
(5) 온도 상승 시험 ⋅⋅⋅⋅⋅⋅⋅⋅ 109 
(6) 유도 시험 ⋅⋅⋅⋅⋅⋅⋅⋅ 110 
(7) 충격파 시험 ⋅⋅⋅⋅⋅⋅⋅⋅ 110 
(8) 상회전 시험 ⋅⋅⋅⋅⋅⋅⋅⋅ 111 
(9) 절연 내력 시험 ⋅⋅⋅⋅⋅⋅⋅⋅ 111 
(10) 권선의 저항 측정 ⋅⋅⋅⋅⋅⋅⋅⋅ 112 
(11) 절연 저항 측정 ⋅⋅⋅⋅⋅⋅⋅⋅ 112 
(12) 변압기의 구조 검사 ⋅⋅⋅⋅⋅⋅⋅⋅ 112 

≪037≫ 절연유 시험 

(1) 산가도 측정 ⋅⋅⋅⋅⋅⋅⋅⋅ 112 

(2) 절연유의 내압시험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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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변압기의 병렬운전 

(1)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 113 

(2) 용량은 같고 임피던스가 다른 변압기의 부하분담 ⋅⋅⋅⋅⋅⋅⋅⋅ 113 

(3) 용량과 Z% 가 다른 경우의 합성최대부하 ⋅⋅⋅⋅⋅⋅⋅⋅ 114 

≪039≫ 병렬운전 변압기의 순환전류 
(1) 2 차 전압의 크기가 다른 경우 ⋅⋅⋅⋅⋅⋅⋅⋅ 114 

(2) 2 차 전압의 위상이 다른 경우 ⋅⋅⋅⋅⋅⋅⋅⋅ 114 

(3) R 과 X 의 비가 다른 경우 ⋅⋅⋅⋅⋅⋅⋅⋅ 115 

(4) Δ-Y 결선 및 Y-Δ 결선 변압기의 병렬 운전시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 ⋅⋅⋅⋅⋅⋅⋅⋅ 116 

≪040≫ 변압기 보호방식  

(1) 변압기 고장의 종류 ⋅⋅⋅⋅⋅⋅⋅⋅ 117 

(2) 보호방식 ⋅⋅⋅⋅⋅⋅⋅⋅ 117 
≪041≫ 중성점 직접 접지식과 비접지식 선로의 지락 보호 방식의 비교 

(1) 비접지 방식의 지락 보호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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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력 발전용 풍차의 종류 ⋅⋅⋅⋅⋅⋅⋅⋅ 258 

(4) 풍력발전의 종류 ⋅⋅⋅⋅⋅⋅⋅⋅ 258 

(5) 풍력발전기의 구조 ⋅⋅⋅⋅⋅⋅⋅⋅ 261 
(6) 풍력발전시스템 설치시 고려할 기술적 사항 ⋅⋅⋅⋅⋅⋅⋅⋅ 262 

(7) 풍력발전설비에서 Geared type 과 Gearless Type 의 장단점 ⋅⋅⋅⋅⋅⋅⋅⋅ 262 

(8) 풍력발전 제어요소 중 정상한계 내에서 유지해야 할 항목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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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유압식 풍력발전 시스템 ⋅⋅⋅⋅⋅⋅⋅⋅ 265 

≪119≫ 해양 에너지 발전 

(1) 조류발전 ⋅⋅⋅⋅⋅⋅⋅⋅ 266 

(2) 조력발전 ⋅⋅⋅⋅⋅⋅⋅⋅ 266 

(3) 파력발전 ⋅⋅⋅⋅⋅⋅⋅⋅ 267 

(4) 해양 온도차 발전 ⋅⋅⋅⋅⋅⋅⋅⋅ 269 

≪120≫ 지열발전 ⋅⋅⋅⋅⋅⋅⋅⋅ 269 

≪121≫ 수변전 설비에서 단락전류의 정의 및 단락용량의 경감대책 
(1) 단락전류의 정의 ⋅⋅⋅⋅⋅⋅⋅⋅ 270 

(2) 단락용량의 의미 ⋅⋅⋅⋅⋅⋅⋅⋅ 271 

(3) 단락 용량의 경감방법 ⋅⋅⋅⋅⋅⋅⋅⋅ 271 

≪122≫ 일체형 수변전 시스템(Package Type S/S) ⋅⋅⋅⋅⋅⋅⋅⋅ 273 

≪123≫ 전기설비 계획시 정전대책 및 전원설비의 신뢰도 향상대책 ⋅⋅⋅⋅⋅⋅⋅⋅ 275 

≪124≫ 차단기의 개폐서지 억제방법 ⋅⋅⋅⋅⋅⋅⋅⋅ 277 

≪125≫ Smart Grid 

(1) Smart Grid 의 정의 ⋅⋅⋅⋅⋅⋅⋅⋅ 278 
(2) 전력산업에서 스마트 그리드가 등장한 배경 ⋅⋅⋅⋅⋅⋅⋅⋅ 278 

(3) 스마트 그리드 구성요소 ⋅⋅⋅⋅⋅⋅⋅⋅ 279 

(4) Smart Grid 와 기존전력망의 비교 ⋅⋅⋅⋅⋅⋅⋅⋅ 280 

(5) Smart Grid 의 응용분야 ⋅⋅⋅⋅⋅⋅⋅⋅ 280 
(6) 스마트 세대 분전반 ⋅⋅⋅⋅⋅⋅⋅⋅ 281 

(7) 스마트 그리드가 필요한 이유 ⋅⋅⋅⋅⋅⋅⋅⋅ 282 

(8) 스마트 그리드의 전망 ⋅⋅⋅⋅⋅⋅⋅⋅ 283 

(9) 스마트 그리드의 장점 ⋅⋅⋅⋅⋅⋅⋅⋅ 284 

(10) 스마트 그리드의 문제점 ⋅⋅⋅⋅⋅⋅⋅⋅ 284 

≪126≫ 개폐서지의 발생원인 및 억제방법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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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공장의 전력계통 설계시 고려해야 할 기본 설계방향 ⋅⋅⋅⋅⋅⋅⋅⋅ 292 

≪131≫ 기준충격절연강도(BIL)와 변압기의 BIL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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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의 정의와 종류의 기능별 구분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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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유입 변압기의 유동 대전현상 ⋅⋅⋅⋅⋅⋅⋅⋅ 308 

≪140≫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방안 ⋅⋅⋅⋅⋅⋅⋅⋅ 310 

≪141≫ 접지전극에 서지가 침입할 경우 접지전극의 과도특성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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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예비전원 설비의 필요성 및 종류  
(1) 예비전원 설비의 필요성 ⋅⋅⋅⋅⋅⋅⋅⋅ 1 
(2) 예비전원 설비의 종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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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락비 ⋅⋅⋅⋅⋅⋅⋅⋅ 7 
(2) 회전계자형 발전기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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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기 용량에 대한 개념 ⋅⋅⋅⋅⋅⋅⋅⋅ 13 

(2) PG 방식 ⋅⋅⋅⋅⋅⋅⋅⋅ 14 

(3) RG 방식 ⋅⋅⋅⋅⋅⋅⋅⋅ 15 

(4) 발전기 사용상의 유의사항 ⋅⋅⋅⋅⋅⋅⋅⋅ 17 
≪007≫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 엔진의 특성비교 ⋅⋅⋅⋅⋅⋅⋅⋅ 18 
≪008≫ 발전기실 ⋅⋅⋅⋅⋅⋅⋅⋅ 19 

≪009≫ 디젤엔진의 열효율 및 연료 소비량 
(1) 열효율 ⋅⋅⋅⋅⋅⋅⋅⋅ 20 
(2) 연료 소비량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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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가스터빈 발전기 
(1) 서론 ⋅⋅⋅⋅⋅⋅⋅⋅ 21 
(2) 가스터빈 엔진의 특징 ⋅⋅⋅⋅⋅⋅⋅⋅ 21 
(3) 가스터빈발전기의 특징 ⋅⋅⋅⋅⋅⋅⋅⋅ 22 
(4) 가스터빈발전기의 장단점 ⋅⋅⋅⋅⋅⋅⋅⋅ 23 

≪011≫ 교류 발전기(Alternator) 
(1) 교류 발전기의 구조와 형식 ⋅⋅⋅⋅⋅⋅⋅⋅ 24 
(2) 교류 발전기의 특성 ⋅⋅⋅⋅⋅⋅⋅⋅ 24 

≪012≫ 축전지 설비  
(1) 설비개요 ⋅⋅⋅⋅⋅⋅⋅⋅ 25 
(2) 전지의 정의 및 종류 ⋅⋅⋅⋅⋅⋅⋅⋅ 25 

≪013≫ 축전지의 종류 및 특성 
(1) 연축전지 ⋅⋅⋅⋅⋅⋅⋅⋅ 26 
(2) 알칼리 축전지 (Ni-Cd 축전지) ⋅⋅⋅⋅⋅⋅⋅⋅ 26 
(3) 리튬이온 축전지 ⋅⋅⋅⋅⋅⋅⋅⋅ 26 
(4) 나트륨유황전지 ⋅⋅⋅⋅⋅⋅⋅⋅ 27 
(5) 리튬 인산철 축전지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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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무정전 전원설비 
(1) 개요 ⋅⋅⋅⋅⋅⋅⋅⋅ 38 
(2) 정지형 무정전 전원설비의 구성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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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45 
(2) 회전형 UPS 의 구성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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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이블의 종류 ⋅⋅⋅⋅⋅⋅⋅⋅ 13 
(5) 전압강하를 고려한 전선의 굵기 선정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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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선 설계시 유의사항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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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별 특성 및 이점 ⋅⋅⋅⋅⋅⋅⋅⋅25 

(4) 계획 운용상의 고려 사항 ⋅⋅⋅⋅⋅⋅⋅⋅26 
≪014≫ 델타결선 변압기에 걸 수 있는 최대 단상부하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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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조파에 대한 대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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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조파의 발생 메커니즘 ⋅⋅⋅⋅⋅⋅⋅⋅ 32 
(2) 고조파 필터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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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고조파가 각각의 기기에 주는 영향 
(1) 고조파 전류 유입에 의한 악영향 ⋅⋅⋅⋅⋅⋅⋅⋅ 37 
(2) 고조파 전류에 의한 유도장해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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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38 
(2) 시간기준 보전과 상태기준 보전 ⋅⋅⋅⋅⋅⋅⋅⋅ 38 
(3) 설비 보전의 변천과정 ⋅⋅⋅⋅⋅⋅⋅⋅ 38 

≪022≫ 전력용 기기의 열화 원인 ⋅⋅⋅⋅⋅⋅⋅⋅ 39 

≪023≫ CV 케이블의 절연열화 원인 및 판정방법 
(1) CV 케이블의 절연열화의 원인 ⋅⋅⋅⋅⋅⋅⋅⋅ 40 
(2) 판정방법 ⋅⋅⋅⋅⋅⋅⋅⋅ 41 
(4) 최신기술동향 ⋅⋅⋅⋅⋅⋅⋅⋅ 42 

≪024≫ 건축물의 구조체 접지 
(1) 구조체 접지의 정의 ⋅⋅⋅⋅⋅⋅⋅⋅ 43 
(2) 구조체 접지의 필요성 ⋅⋅⋅⋅⋅⋅⋅⋅ 43 
(3) 구조체 접지의 조건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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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의료기기의 접지 
(1) 용어 ⋅⋅⋅⋅⋅⋅⋅⋅ 44 
(2) 의료기기 접지의 종류 ⋅⋅⋅⋅⋅⋅⋅⋅ 45 
(3) 의료기기 접지의 특징 ⋅⋅⋅⋅⋅⋅⋅⋅ 45 
(4) 의료기기의 접지 시공방식 ⋅⋅⋅⋅⋅⋅⋅⋅ 46 

≪026≫ CT 의 전류 계산 ⋅⋅⋅⋅⋅⋅⋅⋅ 46 

≪027≫ 배전선로의 3 상 부하 불평형율 ⋅⋅⋅⋅⋅⋅⋅⋅ 47 

≪028≫ 역율 개선용 콘덴서 용량계산 ⋅⋅⋅⋅⋅⋅⋅⋅ 47 

≪029≫ 직렬 콘덴서를 역율개선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이유 ⋅⋅⋅⋅⋅⋅⋅⋅ 49 

≪030≫ 전력 계통에 발생하는 고장전류의 종류 ⋅⋅⋅⋅⋅⋅⋅⋅ 50 

≪031≫ 케이블의 전식 
(1) 개요 ⋅⋅⋅⋅⋅⋅⋅⋅50 
(2) 전류의 유출부분에서 전식이 발생하는 이유 ⋅⋅⋅⋅⋅⋅⋅⋅51 

(3) 일반적인 부식 방지법 ⋅⋅⋅⋅⋅⋅⋅⋅51 

(4) 전기 방식법 (Cathodic Protection) ⋅⋅⋅⋅⋅⋅⋅⋅52 

≪032≫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 ⋅⋅⋅⋅⋅⋅⋅⋅ 53 

≪033≫ 전력용 콘덴서 개폐시의 특이현상  
(1) 콘덴서 투입시의 특이현상 ⋅⋅⋅⋅⋅⋅⋅⋅ 56 
(2) 콘덴서 차단시의 특이현상 ⋅⋅⋅⋅⋅⋅⋅⋅ 56 

≪034≫ 영상분 고조파 전류의 영향 및 영상전류 제거장치 
(1) 영상분 고조파의 의미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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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베이어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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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압기의 효율적 운용방안 ⋅⋅⋅⋅⋅⋅⋅⋅ 100 
(2) 전동기의 효율적 운용방안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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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전자파와 광선 
(1) 전자파 ⋅⋅⋅⋅⋅⋅ 1 
(2) 가시 광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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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극과 감각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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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명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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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밝음의 분포 ⋅⋅⋅⋅⋅⋅ 6 
(4) 편하고 안락한 시각 ⋅⋅⋅⋅⋅⋅ 7 
(5) 시각을 방해하는 요인 ⋅⋅⋅⋅⋅⋅ 8 
(6) 좋은 시각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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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흑체와 온도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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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의 변위법칙 ⋅⋅⋅⋅⋅⋅ 15 
(4) 색온도 ⋅⋅⋅⋅⋅⋅ 15 

≪006≫ 광원으로서의 태양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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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D 램프의 구조 및 발광원리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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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외형 ⋅⋅⋅⋅⋅⋅ 23 

≪010≫ 무전극 램프 ⋅⋅⋅⋅⋅⋅ 23 
≪011≫ 할로겐 전구 

(1) 개요 ⋅⋅⋅⋅⋅⋅ 24 
(2) 할로겐 사이클 ⋅⋅⋅⋅⋅⋅ 24 
(3) 할로겐 전구의 구조 ⋅⋅⋅⋅⋅⋅ 25 

≪012≫ 방전 현상에 관한 이론 
(1) 온도 방사와 루미네선스의 차이 ⋅⋅⋅⋅⋅⋅ 25 
(2) 루미네선스의 종류 ⋅⋅⋅⋅⋅⋅ 26 
(3) 방전등의 점등원리 ⋅⋅⋅⋅⋅⋅ 26 
(4) 원자의 에너지 방사 및 흡수 ⋅⋅⋅⋅⋅⋅ 27 
(5) 원자의 여기 및 전리 ⋅⋅⋅⋅⋅⋅ 27 
(6) 방전 개시 ⋅⋅⋅⋅⋅⋅ 28 
(7) 자속 방전을 하기 위한 조건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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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센의 법칙 ⋅⋅⋅⋅⋅⋅ 31 
(9) 페닝 효과 ⋅⋅⋅⋅⋅⋅ 31 
(10) 방전의 종류 ⋅⋅⋅⋅⋅⋅ 32 
(11) 글로우 방전과 아크방전 ⋅⋅⋅⋅⋅⋅ 32 
(12) 방전등의 전극 및 봉입 기체 ⋅⋅⋅⋅⋅⋅ 32 
(13) 방전 보조장치 ⋅⋅⋅⋅⋅⋅ 33 

≪013≫ 방전관의 종류 및 특성 
(1) 형광등 ⋅⋅⋅⋅⋅⋅ 33 
(2) 고압 수은등 ⋅⋅⋅⋅⋅⋅ 36 
(3) 메탈 헬라이드 램프 ⋅⋅⋅⋅⋅⋅ 37 
(4) 세라믹 램프 ⋅⋅⋅⋅⋅⋅ 38 

≪014≫ 방전등의 점등회로 
(1) 점등회로의 개요 ⋅⋅⋅⋅⋅⋅ 39 
(2) 형광등 점등회로 ⋅⋅⋅⋅⋅⋅ 41 

≪015≫ 조광기 ⋅⋅⋅⋅⋅⋅ 41 

≪016≫ 배광에 따른 조명기구의 종류 
(1) 개요 ⋅⋅⋅⋅⋅⋅ 42 
(2) 직접 조명기구 ⋅⋅⋅⋅⋅⋅ 42 
(3) 반직접 조명기구 ⋅⋅⋅⋅⋅⋅ 43 
(4) 전반확산 조명기구 ⋅⋅⋅⋅⋅⋅ 43 
(5) 반간접 조명기구 ⋅⋅⋅⋅⋅⋅ 43 
(6) 간접 조명기구 ⋅⋅⋅⋅⋅⋅ 43 

≪017≫ 조명기구의 배치에 따른 조명 방식의 분류 
(1) 전반조명 ⋅⋅⋅⋅⋅⋅ 43 
(2) 국부조명 ⋅⋅⋅⋅⋅⋅ 43 
(3) 전반국부 병용조명 ⋅⋅⋅⋅⋅⋅ 44 

≪018≫ 건축화 조명의 종류 
(1) 광천장 조명 ⋅⋅⋅⋅⋅⋅ 44 
(2) 코브 조명 ⋅⋅⋅⋅⋅⋅ 44 
(3) 다운 라이트 조명 ⋅⋅⋅⋅⋅⋅ 44 
(4) 루버 조명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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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너 조명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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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코퍼 조명 ⋅⋅⋅⋅⋅⋅ 45 
(9) 공조형 조명기구 ⋅⋅⋅⋅⋅⋅ 45 
(10) 광창 조명 ⋅⋅⋅⋅⋅⋅ 45 
(11) 광량 (光梁) 조명 ⋅⋅⋅⋅⋅⋅ 45 

≪019≫ 좋은 조명의 조건 
(1) 개요 ⋅⋅⋅⋅⋅⋅ 46 
(2) 조도 ⋅⋅⋅⋅⋅⋅ 46 
(3) 휘도 분포 ⋅⋅⋅⋅⋅⋅ 46 
(4) 그늘 ⋅⋅⋅⋅⋅⋅ 47 
(5) 분광 분포 ⋅⋅⋅⋅⋅⋅ 47 
(6) 기분 ⋅⋅⋅⋅⋅⋅ 47 
(7) 경제성 ⋅⋅⋅⋅⋅⋅ 47 
(8) 분위기 조명 ⋅⋅⋅⋅⋅⋅ 48 

≪020≫ 옥내 조명 설계 
(1) 사전 조사 ⋅⋅⋅⋅⋅⋅ 48 
(2) 소요조도 결정 ⋅⋅⋅⋅⋅⋅ 48 
(3) 조명방식 선정 ⋅⋅⋅⋅⋅⋅ 48 
(4) 광원 선정 ⋅⋅⋅⋅⋅⋅ 49 
(5) 조명기구 선정 ⋅⋅⋅⋅⋅⋅ 49 
(6) 기구 배치 ⋅⋅⋅⋅⋅⋅ 49 
(7) 방지수 결정 ⋅⋅⋅⋅⋅⋅ 49 
(8) 감광 보상율 결정 ⋅⋅⋅⋅⋅⋅ 49 
(9) 조명율 결정 ⋅⋅⋅⋅⋅⋅ 49 
(10) 소요 기구수 계산 ⋅⋅⋅⋅⋅⋅ 50 
(11) 점멸방식의 선정 및 배치 ⋅⋅⋅⋅⋅⋅ 50 
(12) 조명요건의 확인 점검 ⋅⋅⋅⋅⋅⋅ 50 
(13) 콘센트 배치 ⋅⋅⋅⋅⋅⋅ 50 
(14) 배선 설계 ⋅⋅⋅⋅⋅⋅ 50 

≪021≫ 사무실의 조명설계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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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옥외 조명설계 
(1) 도로조명 ⋅⋅⋅⋅⋅⋅ 52 
(2) 터널조명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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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명비에 포함되는 항목 ⋅⋅⋅⋅⋅⋅ 56 

≪024≫ 방재용 조명 설비 
(1) 개요 ⋅⋅⋅⋅⋅⋅ 57 
(2) 비상 조명설비 ⋅⋅⋅⋅⋅⋅ 57 
(3) 유도등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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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전등의 특수한 응용분야  
(1) 유아등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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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장 등대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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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정보설비 개요  
(1) 정보설비의 내용∙∙∙∙∙∙∙∙∙∙∙∙∙1 
(2) 정보설비의 중요성 ∙∙∙∙∙∙∙∙∙∙∙∙∙1 
(3) 인텔리전트 빌딩∙∙∙∙∙∙∙∙∙∙∙∙∙1 

≪002≫ 확성설비 
(1) 확성설비 개요∙∙∙∙∙∙∙∙∙∙∙∙∙3 
(2) 소리의 성질∙∙∙∙∙∙∙∙∙∙∙∙∙3 
(3) 데시벨과 폰∙∙∙∙∙∙∙∙∙∙∙∙∙5 
(4) 음의 명료도와 잔향∙∙∙∙∙∙∙∙∙∙∙∙∙7 
(5) 증폭기∙∙∙∙∙∙∙∙∙∙∙∙∙8 
(6) 음향설비의 설계∙∙∙∙∙∙∙∙∙∙∙∙∙9 

≪003≫ 공청 안테나 설비 
(1) 설비개요∙∙∙∙∙∙∙∙∙∙∙∙∙10 
(2) 전파∙∙∙∙∙∙∙∙∙∙∙∙∙11 
(3) 전계강도∙∙∙∙∙∙∙∙∙∙∙∙∙11 
(4) 안테나∙∙∙∙∙∙∙∙∙∙∙∙∙11 
(5) 수신선로용 기기류∙∙∙∙∙∙∙∙∙∙∙∙∙12 
(6) 전송선∙∙∙∙∙∙∙∙∙∙∙∙∙13 

≪004≫ 주차관리 설비 
(1) 설비개요∙∙∙∙∙∙∙∙∙∙∙∙∙14 
(2) 주차관리 설비기기의 종류∙∙∙∙∙∙∙∙∙∙∙∙∙14 
(3) 주차관리 설비 설계시 고려사항∙∙∙∙∙∙∙∙∙∙∙∙∙16 
(4) 인력절감을 위한 주차관제설비∙∙∙∙∙∙∙∙∙∙∙∙∙16 
(5) 재차(在車) 관리시스템∙∙∙∙∙∙∙∙∙∙∙∙∙17 

≪005≫ 동시통역 설비  
(1) 설비 개요∙∙∙∙∙∙∙∙∙∙∙∙∙18 
(2) 동시통역 설비의 구성∙∙∙∙∙∙∙∙∙∙∙∙∙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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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정보화 설비 
(1) 데이터 통신∙∙∙∙∙∙∙∙∙∙∙∙∙19 
(2) 근거리 통신망∙∙∙∙∙∙∙∙∙∙∙∙∙19 
(3) 인터넷∙∙∙∙∙∙∙∙∙∙∙∙∙23 

≪007≫ 포토카플러(Photo-Coupler)의 구조와 원리 및 종류 
(1) Photo Coupler 의 구조∙∙∙∙∙∙∙∙∙∙∙∙∙23 
(2) Photo Coupler 의 원리∙∙∙∙∙∙∙∙∙∙∙∙∙23 
(3) Photo Coupler 의 종류∙∙∙∙∙∙∙∙∙∙∙∙∙24 

≪008≫ 전자 환경성 (EMC)와 전자 방해작용 (EMI) 
(1) EMC 와 EMI 의 의미∙∙∙∙∙∙∙∙∙∙∙∙∙24 
(2) 노이즈원에 따른 EMI 고려사항 ∙∙∙∙∙∙∙∙∙∙∙∙∙25 
(3) EMI 에 대한 본질적 고려사항 ∙∙∙∙∙∙∙∙∙∙∙∙∙26 

≪009≫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1) BIM 의 개념∙∙∙∙∙∙∙∙∙∙∙∙∙27 
(2) 건축전기설비 분야에의 활용방안∙∙∙∙∙∙∙∙∙∙∙∙∙28 

≪010≫ 병원 정보전달 시스템∙∙∙∙∙∙∙∙∙∙∙∙∙28 
≪011≫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1) ITS 의 의미∙∙∙∙∙∙∙∙∙∙∙∙∙30 
(2) ITS 의 분류∙∙∙∙∙∙∙∙∙∙∙∙∙30 

≪012≫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전송매체∙∙∙∙∙∙∙∙∙∙∙∙∙31 
≪013≫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능 및 설비구성 

(1) 서론∙∙∙∙∙∙∙∙∙∙∙∙∙33 
(2) 홈네트워크의 기능∙∙∙∙∙∙∙∙∙∙∙∙∙33 
(3) 홈네트워크의 설비구성∙∙∙∙∙∙∙∙∙∙∙∙∙33 

≪014≫ 실내음향설비 설계순서∙∙∙∙∙∙∙∙∙∙∙∙∙35 
≪015≫ GPS 기술이 전력계통에 응용되는 기술분야 

(1) 서론∙∙∙∙∙∙∙∙∙∙∙∙∙37 
(2) GPS∙∙∙∙∙∙∙∙∙∙∙∙∙37 
(3) 전력계통에 이용되는 분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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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개요, 설치대상 및 구성 
(1) 자탐설비 개요∙∙∙∙∙∙∙∙∙∙∙∙∙39 
(2) 자탐설비의 설치대상∙∙∙∙∙∙∙∙∙∙∙∙∙39 
(3)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구성∙∙∙∙∙∙∙∙∙∙∙∙∙40 

≪017≫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 
(1) 수신기의 개요∙∙∙∙∙∙∙∙∙∙∙∙∙41 
(2) P 형 수신기∙∙∙∙∙∙∙∙∙∙∙∙∙41 
(3) R 형 수신기∙∙∙∙∙∙∙∙∙∙∙∙∙42 
(4) M 형 수신기∙∙∙∙∙∙∙∙∙∙∙∙∙42 
(5) 축적형 수신기∙∙∙∙∙∙∙∙∙∙∙∙∙42 
(6) 2 신호식 수신기∙∙∙∙∙∙∙∙∙∙∙∙∙42 
(7) 아날로그 수신기∙∙∙∙∙∙∙∙∙∙∙∙∙43 
(8) 인텔리전트 수신기∙∙∙∙∙∙∙∙∙∙∙∙∙43 

≪018≫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43 
≪019≫ 화재 감지기 

(1) 화재검출 원리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분류∙∙∙∙∙∙∙∙∙∙∙∙∙44 
(2) 화재감지기에 대한 설명∙∙∙∙∙∙∙∙∙∙∙∙∙44 

≪020≫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음향장치∙∙∙∙∙∙∙∙∙∙∙∙∙51 
≪02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전원 및 배선∙∙∙∙∙∙∙∙∙∙∙∙∙52 
≪022≫ 누전 경보기∙∙∙∙∙∙∙∙∙∙∙∙∙53 
≪023≫ 비상 경보설비∙∙∙∙∙∙∙∙∙∙∙∙∙53 
≪024≫ 비상 콘센트 설비의 개요 및 구성∙∙∙∙∙∙∙∙∙∙∙∙∙54 
≪025≫ 무선통신 보조설비∙∙∙∙∙∙∙∙∙∙∙∙∙55 
≪026≫ 종합 방재 센터∙∙∙∙∙∙∙∙∙∙∙∙∙56 
≪027≫ 피뢰설비 

(1) 낙뢰의 영향∙∙∙∙∙∙∙∙∙∙∙∙∙58 
(2) 낙뢰에 대한 대책∙∙∙∙∙∙∙∙∙∙∙∙∙58 
(3) 직격뢰에 대한 건물의 피뢰설비 설치방식∙∙∙∙∙∙∙∙∙∙∙∙∙59 
(4) 직격뢰에 대한 건물의 피뢰설비의 보호등급∙∙∙∙∙∙∙∙∙∙∙∙∙59 
(5) 피뢰설비의 구성∙∙∙∙∙∙∙∙∙∙∙∙∙59 
(6) 피뢰설비의 설치기준 및 보호각(KS C IEC 62305-3)∙∙∙∙∙∙∙∙∙∙∙∙∙60 
(7) 피뢰설비 설치시의 고려사항∙∙∙∙∙∙∙∙∙∙∙∙∙61 



건축전기설비기술사       www.cspeee.co.kr       전기기술사 사이버학원 ６３ 

 

≪028≫ 뇌격 
(1) 뇌격방전과정∙∙∙∙∙∙∙∙∙∙∙∙∙62 
(2) 피뢰설비의 보호범위에 대한 이론∙∙∙∙∙∙∙∙∙∙∙∙∙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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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법설비 개요∙∙∙∙∙∙∙∙∙∙∙∙∙66 
(2) 침입방지 설비∙∙∙∙∙∙∙∙∙∙∙∙∙66 
(3) 침입발견 설비∙∙∙∙∙∙∙∙∙∙∙∙∙66 
(4) 비상통보 설비∙∙∙∙∙∙∙∙∙∙∙∙∙67 

≪030≫ 방재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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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선∙∙∙∙∙∙∙∙∙∙∙∙∙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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