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일반논술 전형 의예과(물리)
===================================================

【문제 1】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20점)
(가)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알짜힘의 방향으로 그 물체가 가속될 것이고, 그 가속도 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 에 비례하고 질량 에 반비례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
면   이다. 이것을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한다.
(나) 물체에 연결된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줄은 물체에서 멀어지려는 방향으로 줄을
따라 물체를 잡아당긴다. 이때 줄이 팽팽히 당겨진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힘을 장력이라고 한다. 줄에 걸린 장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다. 일반적
으로 장력은  로 표시한다.
(다)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 하고, 물
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  )으로 나타낸다. 여러 물체 사이에 생기는 다양한 상호
작용이 발생해도 알짜힘이 0일 때, 운동량의 합은 항상 보존이 되며 이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라) 충돌과 같은 물리적 현상에서 운동량 보존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모든 충돌에서
성립한다. 운동에너지 보존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구공의 충돌처럼 충돌
전후의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가 탄성 충돌할 때 충돌 전과 충돌 후 두 물체의 상대속도는 다음 관계가 성
립한다.
    ′  ′ ,

여기서   는 충돌 전 두 물체의 속도이고 ′ ′는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이다.
(마) 높은 곳에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하며, 이러한 운동은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물
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므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므로 등가속 운동을 한다. 따라서 물체는 수평 방향의 등속도 운동과 연직 방
향의 등가속도 운동을 합성한 운동이다.

※ 아래 문제에서 중력가속도는 g를 사용하고, 물체들의 접촉면의 모든 마찰과 공기의 저항 그
리고 물체의 크기는 무시한다.
(문제 1-1) <그림 1>과 같이 수평면에 물체 A, B와 경사각이  인 경사면에 물체 C가 가벼
운 줄로 연결되어 있다. A, B, C의 질량은 각각 , , 이다. A와 B는 수평면에서,
C는 경사면 시작 부분에서, 정지상태에서 출발한다. B와 C 사이의 줄의 길이는 경사면의 거
리

보다

길다. (10점)










θ

<그림 1>

(가) 세 물체 A, B, C에 각각 뉴턴의 운동 제 2법칙을 적용하여 가속도를 구하고, 줄 D
와 줄 E에 각각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를 구하여라.
(나) 물체 C가 경사면 중점(   )에 왔을 때 줄이 끊어졌다. 줄 E에서 끊어진 경우 물체
C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줄 D가 끊어진 경우의 몇 배인지 논술하여라.
(문제 1-2) <그림 2>는 질량    인 물체가 테이블로부터 높이 R의 위치 A에서 중력에
의해 마찰이 없는 구형 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와, 테이블 위 B에 정지해 있는

   인 물체와 정면으로 탄성충돌한 후, 포물선 운동을 하며 바닥 C로 떨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구형면의 반지름은 이고 바닥으로부터 테이블의 높이는  이다.
(10점)


(가) 충돌 직후 두 물체의 속도를 구하여라.
(나) 처음으로 바닥에 떨어진 두 물체 사이의 수평거리를





구하여라.



<그림 2>

[문항해설]
1-1.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적용하여 속도, 가속도, 장력을 구하는 문제임.
1-2. 역학적에너지 보존법칙, 운동량 보존법칙, 포물선 운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임.

[예시답안]
(문제 1-1) (10점)
(가)
A:   
B:      
C:      
위의 식을 다 합하면   


∴   


장력을 구하면


       sin  ,



    sin       sin 

(나)
E줄이 끊어진 경우 속도(  )
공식        이용



먼저  내려갔을 때 속도를 구하면     ×   







∴    





끊어진 후  내려간(바닥) 뒤 속도를 구하기 위해      로 두고,



가속도는  (  )
공식        이용하여 풀면


       



∴  



  

------(1)

D줄이 끊어진 경우 속도(  ) 위와 같은 방식으로 풀이하면



먼저  내려갔을 때 속도를 구하면     ×   







∴    





끊어진 후  내려간(바닥) 뒤 속도를 구하기 위해      로 두고,




가속도는   (  )

공식        이용하여 풀면



       ×   




 


배


 




∴  





 ------(2)



(문제 1-2) (10점)
(가)물체 A가 B와 충돌직전의 속도(  )는 역학적에너지 보존법칙을 이용하면
위치에너지=운동에너지

     


∴   
 

이 후 탄성충돌하였으므로 운동에너지 보존법칙과 운동량보존법칙을 동시에 적용하면


      ′    ′


-----(1)



 
        ′       ′ 



 

---(2)

(1)과 (2)를 연립으로 풀면

 ′   
 



 ′   
 


(나)
수평거리 구하는 식

     (처음속도 X 낙하시간)
낙하시간은 같다.
낙하시간은 높이 H에서 자유낙하 하는 시간과 같으므로



    ∴  





따라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 =

 
   ×










-  
  ×








= 


【문제 2】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25점)
(가) 대전입자가 자기장 속에 들어가면 어떤 방향으로 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
다. 실험에 의하면 입자가 받는 자기력에 대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입자에 작
용하는 자기력은 전하량

와

전하의 속력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 에 비례한다.

입자의 운동 방향과 자기장 사이의 각이 를 이룰 때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sin에 비례한다. 양전하의 자기력의 방향은 오른 손 네 손가락을 입자의 운동 방
향에서 자기장의 방향으로 감아쥘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나)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원의 중심방향으로 구심 가속도가 생긴다. 원운동 하는 물
체에서 구심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한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에 따르면, 가속도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구심력
의 방향은 구심 가속도의 방향과 같고, 구심력의 크기  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은 원운동 하는 물체의 질량,  은 원운동의 반지름,  는 속도
(다) 코일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이거나 자석 근처에서 코일이 움직여 코일 속을 통과하
는 자기력선속이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
고 한다. 이때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위차를 유도기전력이라고 한다. 실험
에 의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속이 변할 때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비례한다. 이것을 패
러데이 전자기 유도법칙이라고 한다. 렌츠는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자기력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을 렌츠법칙이라
고 한다.
※ 아래 문제에서 양성자의 질량은  ≃ ×  ㎏이고 전하량은    ×  C이다. 중력
가속도는 g이고 마찰과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
(문제 2-1) <그림 3>에서 운동에너지  ×  J로 평면에서 움직이는 두 개의 양성자가
있다. 1.00T의 균일한 자기장이 종이 면을 뚫고 나오고 있다. 자기장 영역의 경계선을 A의
위치에서 수직으로, B의 위치에서   인 방향으로, 자기장에 시간차를 두고 두 양성자를
입사시킨다. 양성자가 자기장 영역을 운동한 후 축을 통과해 빠져 나온다. (A와 B는  평면
상에서 운동한다.) (15점)









θ
<그림 3>

(가) A로 들어간 양성자의 회전반지름 을 구하여라.
(나) 두 양성자가 자기장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축을 통과한 두 위치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다) A와 B로 들어간 두 양성자가 자기장 영역 안에서 운동하는 시간의 차이를 구하여라.



(문제 2-2) <그림 4>에서 자속밀도 인 연직 아래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이
다. 너비가

이고

 선

위쪽 영역에만 존재한

저항이 , 질량이 인 긴 직사각형

의 고리도선이 수평면과 로 기울어진 경사면 위에서



등속으로 미끄러진다. (10점)
(가)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여라.
(나) 고리의 속도를 구하여라.
(다) 고리회로에서 단위시간당 소모되는 전기에너지
와 단위시간당 중력이 한 일을 구하여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하여 논의하여라.



θ
<그림 4>

[문항해설]
2-1. 자기장 내에서 운동하는 대전입자가 받는 힘을 구하고 운동을 해석하는 문제.
2-2. 전자기 유도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및 에너지 보존법칙을 묻는 문제.

[예시답안]
(문제 2-1) (15점)
(가) 입자가 자기장 내에서 운동 방향과 수직인 힘 자기력을 받아 원운동을 한다.
이 때 구심력=자기력

    


운동에너지가 주어져 있으므로 속도는

 ×       



∴ 




   ×   
  ×    

 ×   

  ×    ×  × 

 
따라서     

  ×   

(나)
x축을 통과하는 거리차이=   
   ,

     cos    


x축을 통과하는 거리차이=    = 
        ×  ≒ 
(다)
입자 A가 머무는 시간은 주기의 1/4 , 입자 B가 머무는 시간은 주기의 1/3이다.
   ×  ×  
주기를 구하는 식은    = 

 ×  


시간 차이 =   =  ×   

(문제 2-2) (10점)
(가)
방향: 렌츠의 법칙 적용하면 시계방향
등속운동하므로 도선에 유도된 전류에 의한 자기력과 사각형 고리가 빗면을 내려가려는 힘이
같다.
   


∴  
  cos

(나)
빗면을 내려가려는 힘 = 자기력
    cos 

---(1)


 
그런데 옴의 법칙에 의해      ---(2)



(2)를 (1) 대입하면
 
 
   cos 

(다)



단위시간당 전기에너지         ×      
 
 

    
단위시간당 중력이 한 일       × 
 

 
  cos
두 값이 같으므로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