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일반논술 전형 의예과(물리)
===================================================

【문제 1】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30점)
(가)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 하고, 물체
의 질량(  )과 속도(  )의 곱 (  )으로 나타낸다. 여러 물체 사이에 생기는 다양한 상호
작용 (탄성충돌, 비탄성충돌 등)이 발생해도 알짜힘이 0일 때, 운동량의 합은 항상 보존이
되며 이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이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
화량과 같다.
(나)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는 운동을 하거나 위치가 바뀐다. 물체가 운동함으로써 운동 에
너지를 가지며, 물체의 위치가 달라짐으로써 퍼텐셜 에너지가 달라진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
동 에너지와 퍼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정의된다. 운동 에너지와 퍼텐셜 에너지는 운동하는
동안 서로 전환된다. 그러나 그 합, 즉 역학적 에너지는 늘 일정하다.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다)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원의 중심방향으로 구심 가속도가 생긴다. 원운동 하는 물체에
서 구심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한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따르면, 가
속도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구심력의 방향은 구심 가속도
의 방향과 같고, 구심력의 크기  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은 원운동 하는 물체의 질량,  은 원운동의 반지름,  는 속도
※ 아래 문제에서 중력가속도는  이고,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
(문제 1-1) <그림 1>과 같이 질량이  인 물체가 중력에 의해 반지름이  인 균일한 반구의
꼭대기에 정지되어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반구를 따라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반구를 이탈
하게 된다. 물체가 이탈하는 순간부터 땅에 떨어질 때 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여라. (단, 반구
는 고정되어있고 두 물체 사이의 마찰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질량  인 물체는 회전하지
않으며 크기는 무시한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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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그림 2>와 <그림 3>은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로   방향으
로 운동하던 질량   인 물체 A가 원점에 정지해 있던 질량   인 물체 B와 탄성 충돌한 것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는 충돌 후 A, B가  축과 각각  의 각을 이루며 운동하
였고, <그림 3>에서는 충돌 후 A, B가  축과 각각    의 각을 이루며 운동하였다면 충돌
후 물체 A의 운동량의 크기를   과 충돌 전 속도  로 표현하라. (단, 물체의 크기는 무시한
다.)

[문항해설]
1-1. 원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 구심력의 역할을 누가 하는지, 중력장 내에서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식을 적용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임.

1-2.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성분별로 적용시키는 부분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임. 운동량 보존 법
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도출된 식을 정확하게 연립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임.

[예시답안]
(문제 1-1) (15점)

질량  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구 중심방향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회전운동을 위해 필요한 구심력은 질량  의 속도를  라고 할 때 다음과 같다.   

이때 질량  의 속도 는 다음과 같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

       


     cos  

따라서
 

       cos 

결국 물체가 탈출하는 순간은

         cos 

일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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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때      cos     

이고



cos    이고 높이는  ∙ cos   . 이다.




  

이렇게 이탈할 때 속도  

가 되고,

그중에서  방향 속도     ∙ sin  




물체가 이탈할 때 높이    ∙ cos    







 

∙






가 된다.

가 된다.



따라서 시간 와 물체의 높이 의 방정식은      


공식을 이용하여 풀면 아래와 같다.












      



이 되고    인 시간 는 근의





    







 
  
 
  


    
  




 



(문제 1-2) (15점)
<그림

2>에서

충돌

후

   의 속력을 각각

   라

하고

운동량

보존을

적용하면,



성분

:



           



,  성분 :        이므로    
 이다.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에서    
 이므로    이다.





<그림 3>에서 충돌 전  의 운동량의 크기를     , 충돌 후    의 운동량의 크기를 각각    라




하자. 운동량 보존을 적용하면  성분 :    cos     ,  성분 :  sin     이다.





위식을 변형하면  cos     
와  sin     를 구할 수 있고, 두 식을 제곱해서 더하면


       

이 된다.




또한 운동 에너지 보존을 적용하면      에서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므로     이다.



이고,  성분은  sin     이다.


이고, 정리하면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성분은  cos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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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10점)
(가) 슈뢰딩거는 1차원에서 질량  인 입자가 퍼텐셜 에너지  를 가질 때, 이 입자의 물질
파가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방정식은 양자 역학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 방정식을 시간에 의존하는 슈뢰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며  를 파동 함수라고 한다. 퍼텐셜
에너지  가 시간에 무관한 경우 슈뢰딩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해를 가진다.
           

이때  는 입자가 가진 에너지이다. 이 해를 슈뢰딩거 방정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슈뢰
딩거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방정식을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슈뢰딩거 방정식이라고 한다.
(나) 길이가  인 1차원 상자에 질량  인 입자가 있을 때 이 입자가 만족하는 슈뢰딩거 방
정식을 생각해보자. 상자 속의 입자는 상자 외부에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상자 외부의 퍼
텐셜 에너지는 무한대로 놓을 수 있다. 슈뢰딩거 방정식을 풀면 입자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
이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띄엄띄엄 떨어진 값만 가능하다.
  

   


        

(다) 입자가 특정 에너지 상태에 있을 때 에너지를 얻거나 잃으면 다른 상태로 이동할 수 있
다. 이때 두 상태의 에너지 차이와 똑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만 한다. 예
를 들어 1차원 상자에 갇힌 전자가 빛을 흡수 또는 방출하여 에너지   상태에서 에너지
  상태로 이동한다고 하자.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한 빛의 진동수를  라고 하면 다음의 관

계를 만족해야 한다.
      

※ 아래 문제에서 플랑크상수는    ×  ∙이고 전자의 질량은    × 이고
빛의 속도는    × 이다.
(문제 2-1) 길이가  이고 상자 외부의 퍼텐셜 에너지가 무한대인 1차원 상자에 갇힌 전자가
   에서    인 상태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라면 상자의 길이  을 구하

시오.
(문제 2-2) (문제 2-1)의 상자에 갇힌 전자가    에서    인 상태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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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해설]
2-1. 슈뢰딩거 방정식의 해인 입자의 에너지 식에 주어진 조건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임. 슈뢰딩거 방정식
을 이해하는 지 묻는 문제임.
2-2. 1차원 상자에 갇힌 전자의 전이에 따라 방출될 수 있는 빛의 파장을 이해하는 지 묻는 문제임.

[예시답안]

(문제 2-1) (5점)

         
 

 



      ×   ≈  ×  
 


 ≈  ×     
(문제 2-2) (5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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