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로이론1 중간고사
[1] 다음 회로도에서 Va, Vb, Vc를 구하라. (25점)

(a) Rx = 4 kΩ 일 때 Va, Vb를 구하라. (5점)

(b) 이 때 ab 사이를 도선으로 연결하고 a에서 b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여라. ( 5점)

(c) Rx=40 kΩ이고, ab 사이를 도선으로 연결한다, 이 때 Va, 
Vb 그리고 a에서 b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5점)

(d) Rx=40 kΩ일 때, a,b단자에서의 Thevenin 등가회로를 그
려라.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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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을 구하여라

(a) node a,b 에서의 KCL식을 구하여라. (각 5점)

(b) Va, Vb, Vc 를구하여라. (각 2점)

(c) 세개 전원에서의 전력을 각각 구하라.(각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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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sonval meter는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여 바늘이 회전

하는 계기이다. 정격전류 1 mA, 정격전압이 50 mV라면
이 계기에1 mA가 흐를 때 , 계기의 전압강하가 50 mV
이고, 바늘은 full scale을 가리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d’Asonval meter를 이용하여 전압계나 전류계를 제작할
수 있다. 정격전압 50 mV, 정격전류 1 mA인 d’Asonval
meter를 이용하여 전압계를 제작해 보아라.(20점)

0 Full-scale

(a) d’Asonval meter의 내부 저항을 구하여라.(5점)

(b) 여러 범위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d’Asonval meter에 직
렬 연결하는 저항 값을 변화시킨다. 즉 전압계는 Rv와
d’Asonval meter가 직렬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200 V를 full-scale로 측정하는 전압계를 만들려면
d’Asonval meter 와 직렬 연결되는 Rv는 몇 Ω이어야 하는
가?(10점)

(c) d’Asonval meter와 Rv를 포함하는 전체회로를 그려보아라.
(5점)

[5] 12 V의 전원으로 digital display를 구동시키려 한다. 분압
회로를사용하여, digital display를 구동시켜라. digital 
display는 4 V ~ 6 V에서 구동이 되며, digital display가
켜져있을 때에는 400 mA의 전류가 display로 흐르고 흐
린화면을 표시할 때에는 200 mA의 전류가 흐른다.

(a) 분압회로의 저항값을 설계하여라.(10점)

(b) 분압회로의 저항들에서 소모하는 최대전력을 구하라.

(10점)

2007. 4. 25 (수)

김용권 교수님 강좌

[3] 아래의 회로도에서 RL= 1kΩ이고, 부하 저항에 10 V를 인
가해서 최대전력을 부하에 전달하려고 한다. 이 때 Vs , R1  
R2 를 구하라 (10점) 이 때 RL에서의 최대 소비전력을 구하
여라.(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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