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 공A] (6면  2 면)

 ◦문제지 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모든 문항에는 배 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과 련된 

내용이다. 호 안의 ㉠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 로 쓰시오.

[2 ]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은 국가직무

능력표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

으로 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 ㉠ ),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반 하여 교육

과정을 편성․운 한다.

( ㉠ )은/는 지역의 고졸 인력 산업수요  산업 분야별 

특성, 행 학과  교육과정 운  황 등을 고려하고, 직종 

는 일자리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학과별로 설정하는 명시

인 교육목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 할 때에는 학생들로 하여  ( ㉡ )  직무능력

을 함양하여 취업 역량을 높이고,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서 

지속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은/는 직종이나 직 에 계없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공통의 역량을 의미하며, 직무능력은 해당 분야에 계된 

업무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의미한다.

2. 그림은 교류 원이 포함된 RLC 회로이다. 입력 압 

  [V]일 때 부하 에 달되는 평균 력이 최 가 

되기 한 복소 임피던스  [Ω]과 에서 소비되는 

최  평균 력  [W]를 각각 구하여 순서 로 쓰시오. [2 ]

3. 그림은 연산 증폭기를 응용한 회로이다. 회로에서 입력 압 

이 1[V]일 때  [V]와  [V]의 값을 각각 구하여 순서 로 

쓰시오. (단, ,,는 연산 증폭기 , ,의 출력 압이고, 

모든 연산 증폭기는 이상 으로 동작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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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 공A] (6면  3 면)

4. 그림은 DC-DC 컨버터 회로  한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 

DC-DC 컨버터의 명칭을 쓰고, 입력 압 가 10[V], 시비율

(duty ratio)이 0.75이고 인덕터 류가 연속 류 모드로 동작할 

때 출력 압 의 크기[V]를 구하여 쓰시오. (단, 모든 소자는 

이상 으로 동작하고 손실이 없다고 가정한다.) [2 ]

5. 다음은 직업  진로지도 활동에 한 교사 간의 화 내용이다. 

 친 ㉠, ㉡에 해당하는 교사의 지도 활동을 <조건>을 고려하여 

순서 로 각각 2가지 서술하시오. [4 ]

<조 건>

◦취업을 비하는 학생을 상으로 할 것.

◦구체 인 수단이나 방법을 포함할 것.

6. 다음은 신규 교사가 작성한 수업 성찰 기록의 일부이다. 교수․학습 

활동과 련된 사항을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 로 서술하시오. 

[4 ]

1. 과목명 : 기․ 자 측정

2. 단원명 : 압, 류, 항  력 측정

3. 상 : 기과 1학년 2반 16명(4개 모둠 × 4명)

4. 학습 목표 : 측정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5. 학습 내용 : 압, 류, 항, 력 측정 방법에 해 

조사하기

6. 수업 모형 : 직소 Ⅱ(Jigsaw Ⅱ)

모집단 

1차 활동
→

문가 

집단 활동
→ (  ㉠  ) →

평가  

보상

7. 성찰 내용

(가) 지난 학기에 직소 Ⅰ(Jigsaw Ⅰ) 모형을 용했을 때 

㉡ 모둠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문제 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

(나) ‘평가  보상’ 단계에서 ㉢ 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발생하 으며, 직소 Ⅲ(Jigsaw Ⅲ) 모형을 용하면 

이러한 불만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음.

…(하략)…

<작성 방법>

◦㉠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활동을 ‘학습 내용’과 련지어 

1가지 서술할 것.

◦  친 ㉡의 원인을 ‘평가  보상’의 에서 2가지 서술할 것.

◦  친 ㉢을 ‘성찰 내용 (나)’에서 유추하여 1가지 서술할 것.



  기 [ 공A] (6면  4 면)

7. 그림은 RLC 병렬 공진 회로이다. 공진 주 수 10
6 [rad/s]일 

때, 커패시턴스  [F]과 주 수 응답 특성을 제시된 <해석 차>에 

따라 구하여 서술하시오. (단, 모든 소자는 이상 으로 동작한다.) 

[4 ]

<해석 차>

[단계 1] 공진 주 수 
 [rad/s]가 되기 한  [F]을 

구한다.

[단계 2]  의 주 수 가 공진 주 수일 때, 선 내부의 

회로에 한 등가 임피던스  [kΩ]을 구한다. 

[단계 3] 이 회로의 선택도(quality factor, 양호도) 와 역폭 

BW(bandwidth)[rad/s]를 구한다.

 

8. 그림은 어떤 폐루  제어시스템에 한 블록선도이다. 제어시스템에 

단  계단 입력(unit step input)   를 인가하 을 때, 

출력    가 되도록 비례 이득 과 궤환 이득 를 

설계하고, 를 단  경사 입력(unit ramp input)으로 변경하 을 때 

출력 를 구하고자 한다. 제시된 <해석 차>에 따라 서술

하시오. (단, ,는 각각 ,에 한 라 라스 변환이다.) 

[4 ]

<해석 차>

[단계 1] 블록선도에 한 달함수 



를 구한다.

[단계 2] 단  계단 입력 에 한 출력 가 

되도록 비례 이득 과 궤환 이득 의 값을 각각 

구한다.

[단계 3] 단  경사 입력에 한 출력 를 구한다.



  기 [ 공A] (6면  5 면)

9. 그림은 주 수 역에서 개루 (open loop) 달함수 에 해 

근사화된 보드선도의 주 수  [rad/s]에 따른 크기    [dB] 

그래 이다. 개루  달함수 를 이용하여 단  궤환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할 때, 양의 를 제시된 <해석 차>에 따라 

구하여 서술하시오. [4 ]

<해석 차>

[단계 1] 보드선도에 표 된 개루  달함수 의 직류 이득

(DC gain)과 1차 지연항의  주 수(corner frequency)

[rad/s]를 각각 구한다. 

[단계 2] [단계 1]에서 구한 해를 이용하여 를 구한다.

[단계 3] [단계 2]에서 구한 를 이용하여 단  궤환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할 때, 단  계단 입력에 한 

정상 상태 오차가 0.1이 되도록 양의 를 구한다.

10. 그림은 직류 분권 동기의 등가 모델이다. 단자 압 220 [V], 

계자 항   220 [Ω]을 갖는 직류 분권 동기가 각속도

 100 [rad/s]로 구동될 때 부하 류   41 [A], 역기 력

 220 [V]가 발생하 다. 이 동기가 100 [N․m]의 토크를 요구

하는 부하를 구동할 때, 기자 류   [A]와 각속도  [rad/s]를 

제시된 <해석 차>에 따라 구하여 서술하시오. (단,  는 계자 

류, 는 계자, 는 자속이다. 러시의 압 강하, 자기 포화  

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4 ]

<해석 차>

[단계 1] 동기의 기자 항  [Ω]을 구한다. 

[단계 2] 부하 류  41[A]일 때 동기의 부하 토크 [N․m]를 

구한다.

[단계 3] 부하 토크 100 [N․m]를 구동할 때 기자 류  [A]와 

각속도  [rad/s]를 구한다.  



  기 [ 공A] (6면  6 면)

11. 12극, 60 [Hz], 3상 권선형 유도 동기가 있다. 정격 부하에서 

속도 500[rpm]으로 회  인 유도 동기의 회 자계 방향을 

반 로 하여 －500[rpm]으로 운 시키려 한다. 이때 회 자의 

각 상에 삽입할 2차 외부 항 R[Ω]을 제시된 <해석 차>에 

따라 구하여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하시오. (단, 회 자는 Y 결선

이고 1상의 항은 0.1 [Ω]이다.) [4 ]

<해석 차>

[단계 1] 회 자계의 동기 속도[rpm]을 구한다.

[단계 2] 500[rpm]으로 회 할 때 슬립(slip) 와 －500[rpm]

으로 운 할 때 슬립 을 각각 구한다.

[단계 3] [단계 2]에서 구한 결과를 이용하여 2차 외부 항 

R[Ω]을 구한다.

12. 그림은 자유 공간 내 평행  사이에   방향의 균일한 기장 

가 분포하고, 자가 시작  에서 축 방향으로 기장 에 

수직 입사되고 있는 모습이다. 자가 기장 를 빠져나가는 순간, 

자의   방향 속도의 크기를 구하고자 한다. 제시된 <해석 차>에 

따라 서술하시오. (단, 자에 한 력의 향과 기장 의 

모서리 효과(fringing effect)는 무시하고 는 자의 하량, 는 

자의 질량이다.) [4 ]

<해석 차>

[단계 1] 주어진 기 조건을 용하여 기장  내 자의  

방향 이동 거리 |  | [m]를 시간 의 2차 함수로 구

한다. (단,   방향의 기 치와 기 속도는 모두 0

이다.)

[단계 2] 자가 기장 를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소요 시간 

 [s]와 의 크기 || [V/m]를 구한다. (단, 자의 기 

속도  10
5 [m/s], 평행 의 축 방향 길이는 0.2 [m],

자의   방향의 변 는 1.8× 10-2 [m]이다. 



는 

1.8× 1011 [C/kg]으로 가정한다.)

[단계 3] 자가 기장 를 빠져나가는 순간   방향 속도의 

크기 |  | [m/s]를 구한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