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류 발전기의 코일이 도선 고리 면적 A=0.1m2인 도선으로

5. <보기>의 ㈎와 같이 판 하나의 넓이가  인 두 도체판이 서로

50회 감겨 있으며, 도선의 전체 저항은 12Ω이다. 이 도선

 만큼 떨어져 있는 평행판 축전기가 있다. ㈏와 같이 축전기의

고리는 0.5 의 자기장 내에서 자기장과 수직인 방향을 회전


두 도체판 중앙에 두께가   이며 대전되지 않은 다른 금속


축으로 하여 60Hz의 일정한 진동수를 가지고 회전한다. 이

판을 넣었고 ㈐와 같이 도체판과 금속판 사이에 유전 상수가

발전기의 출력 단자에 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도체가 연결되어

2  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있다면 이때 최대 유도 전류의 크기는? (단,  =3.14이다.)
① 78.5A

② 80.0A

③ 82.0A

것은? (단, 유전체가 채워지지 않은 공간은 진공이다.)

④ 84.5A

<보기>

2. <보기>와 같이 길이 2m, 전체 무게 100N인 균일한 보가
중간 1m 지점에 연결된 줄로 기둥에 고정되어 있다. 보와
기둥은 서로 수직이고 줄과 보 사이의 각도는 30 이다. 보의
 
① ㈎에서 전기용량은  이다.

 
② ㈏에서 전기용량은  이다.


끝에 무게 200N인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 줄에 작용하는 장력

 의 크기는? (단, 줄의 질량은 무시한다.)
<보기>

③ ㈏에서 중앙에 있는 금속판 내 전기장의 크기는 0이다.
④ ㈐에서 전기용량은 ㈏의 3배이다.
6. <보기>와 같이 단면적  , 질량  인 직육면체의 나무 도막이
밀도  인 액체에 깊이  만큼 잠겨 평형을 이루고 있다. 나무
도막의 윗면에서 아래쪽으로 힘  를 가해 깊이  만큼 더 밀어
① 200N

② 500N

③ 500
N

④ 1,000N

3. <보기>의 지문 속 (

넣었다가 힘을 제거했을 때 나무 도막이 단진동하는 주기는?
<보기>

) 안에 들어갈 공통적인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양자 이론은 입자의 위치와 (
)을/를 무한대의 정밀성을
갖고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예상하였다.
하이젠베르크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측정 과정 자체의 본질적인 성질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빛을 이용해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는 과정에 나타난 현상처럼,
입자의 위치와 (
)은/는 동시에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① 힘

② 시간

③ 운동량

① 






 

② 








③ 






 

④ 








7. 입력 전압이 500V이고 1차 코일의 감은 수가 100회, 2차
코일의 감은 수가 400회인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의 효율이
80%라고 할 때, 2차 코일에 100Ω의 저항을 연결했다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④ 에너지

① 10A

② 40A

③ 50A

④ 100A

4. <보기>와 같이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 질량 10kg인 물체

8. <보기>는 감마선-전자의 콤프턴 효과를 간략히 나타낸 것

A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질량 1kg인 물체 B가 놓여 있다.

이다. 콤프턴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산란

두 물체 A와 B 사이에는 최대 정지마찰계수  =0.8, 운동

전후 감마선의 파장은 각각  ′ 이다.)
<보기>

마찰계수  =0.5로 마찰이 작용한다. 두 물체가 정지한 상태
에서 물체 B에 외력  를 가하여 물체 A가 움직이기 시작한
직후, A의 가속도를 가장 크게 만드는 외력  의 크기는?
2

(단, 중력가속도  =10m/s 이다.)
<보기>

①  =90 일 때 광자의 파장 변화는 입자의 콤프턴 파장과 같다.
② 산란 파장 ′ 은  =90 일 때 가장 크다.
③ 콤프턴 효과는 입자의 파동성을 설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① 5N

② 8N

③ 10N



④ 산란된 전자의 에너지        이다.
′


④ 11N

Ⓐ - 9

Ⓐ - 10

9. <보기>의 ㈎와 같이 외력의 작용 없이 일정한 각속도  로

14. 질량  와 전하 + 를 갖고 정지해 있는 입자 A가 전위차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의 원판이 있다. ㈏와 같이 질량이  인

  에 의해 가속된 후, 균일한 자기장에 의해 반지름이  인

물체를 원판의 중심에서 거리  /2만큼 떨어진 곳에 원판

반원을 따라 이동한다. 질량  와 전하 +2 를 갖고 정지해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함께 회전하도록 살며시 올려놓았더니

있는 또 다른 입자 B는 같은 전위차에 의해 가속된 후 같은

각속도가  /2로 변하였다. ㈐와 같이 이 물체를 중심에서

자기장에 의해 반지름이 2 인 반원을 따라 이동할 때, 두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원판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함께
회전하도록 살며시 올려놓았다면 이때의 각속도는? (단, 물체를


입자 A, B의 질량비  는? (단, 두 경우 모두 전하의 속도와


올려놓는 과정에서 원판과 물체를 포함하는 계에 돌림힘은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수직이다.)
① 2

작용하지 않는다.)
<보기>

② 4

③ 6

④ 8

15. <보기>와 같이 질량  =0.5kg인 총알이 높이  =5m인 마찰
없는 탁자 끝에 놓여 있던 질량  =5kg인 정지 상태의
나무 도막으로 발사되었다. 총알이 나무 도막에 박히고,
충돌 후 나무 도막이 탁자로부터 거리  =5m인 곳에 떨어졌을
때, 총알의 처음 속력은? (단, 중력가속도  =10m/s2이다.)

①  /5

②  /4

③  /3

④  /2

① 11m/s

<보기>

② 33m/s
③ 55m/s
④ 77m/s

10. 기차가 진동수 320Hz의 경적을 울리며 20m/s의 속력으로
역을 통과하고 있다. 이 기차가 역에 다가오는 동안 역에 서

16. 카르노(carnot) 기관이 두 온도 TH=600K, TL=300K

있는 사람이 듣는 경적 소리의 파장은? (단, 소리의 속력은

사이에서 작동하고, 한 순환과정당 1,200J의 일을 한다.

340m/s이다.)

매 순환과정마다 고온과 저온의 열저장고에서 뽑아내는

① 0.5m

② 1.0m

③ 1.5m

④ 2.0m

열에너지    과   각각의 크기는?
① 1,200J, 800J

② 2,400J, 1,200J

③ 3,000J, 1,600J

④ 3,600J, 1,800J

11. <보기>와 같이 천장에 고정된 실에 의해 매달린 질량
 =1kg의 구슬이 높이  =1m만큼 내려와 가장 낮은

지점을 지날 때 질량  =3kg인 구슬과 탄성충돌 하였다.
이때 질량  인 구슬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는?
<보기>

17.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낼 때 송전선의 저항으로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송전선의 전압을 220V로
보낼 때 손실되는 전력을 P라 하면, 송전선의 전압이
22,000V일 때 손실되는 전력은?
① P/10,000

② P/100

③ P

④ 100P

18. 초점거리 1m인 볼록거울이 있다. 이 거울에서부터 4m 앞에
키 1m인 어린이가 서 있을 때 볼록거울을 통해 비친 어린이
모습의 키는?
① 20cm
① 0.10m

② 0.15m

③ 0.20m

② 80cm

③ 100cm

④ 120cm

④ 0.25m
19. <보기>와 같이 질량  인 물체가

<보기>

실에 매달려 그림처럼 평면에서
12. 어느 파동의 변위  를 파원으로부터의 거리  와 시간  에
따라 나타내었더니  =2sin(   )m이었다. 이 파동의
전파 속력은?
① 1m/s

② 2m/s

③ 3m/s

④ 4m/s

원운동할 때, 물체의 회전 주기는?


  
  
②  
①  






③   
 



 
④   


20. 단원자 분자로 된 온도 300K의 이상기체 4mol이 단열상태로
13. 파장이 600nm인 빛을 방출하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이중

일정한 부피의 용기에 담겨 있으며 이 용기 내부에는 20Ω의

슬릿 간섭 실험을 하였다. 슬릿 간격이 0.3mm이고 슬릿

저항체가 들어 있다. 용기 속 저항체에 5A의 전류를 1분간

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4m일 때, 간섭 무늬에 인접한

흐르게 하였을 때 기체의 온도는 처음 온도의 약 몇 배인가?

어두운 선 사이의 거리는?

(단, 기체 상수는 8.3J/mol ․ K이다.)

① 2mm

② 4mm

③ 6mm

④ 8mm

① 약 2배

② 약 3배

③ 약 4배

④ 약 5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