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학년도 수시모집 과학인재 논술시험

 물 리 (선 택 ) 
< 2015. 10. 9(금) 15:50  2교시 >

감독위원

확    인

모집단위 전형유형 과학인재

수험번호 성    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가. 답안작성 시간은 50분이며, 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나.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을 벗어나서 작성할 수 없으며 답안이 작성영역을 벗어난 경우 

감점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답안 작성시 풀이과정과 답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소문항이 있는 문제는 각각의 

소문항 번호를 쓰고 순서대로 답안을 써야 합니다.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색상변경 불가)
  바. 답안 수정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답안지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전형유형,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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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2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처음속도를 , 가속도를 라고 하면 시간 일 때의 속도 와 변위 는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이 경우   일 때 변위는 이다.

                 




나. 가속운동을 하는 좌표계에서 관성에 의해 물체가 받는 가상적인 힘을 관성력이라고 한다.   

컨테이너 운송차가 직선 도로를 달리면서 10 m/s2의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컨테이너 안에 탑승하고 있는 관찰자가 

그림과 같이 바닥 근처에서 바닥면과 의 각도로 처음속도 로 공을 던졌다. 연직 아래 방향의 중력가속도 는    

10 m/s2로 주어진다. 관찰자는 컨테이너 안에서 정지 상태이며 모든 측정은 관찰자의 좌표계에서 이루어진다. 공이 

컨테이너 바닥면에 다시 닿을 때까지 컨테이너의 위 또는 옆면에 닿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또한 공기의 저항도 무시한

다.  

[문제 1-i] [15점]   일 때 공의 수평도달거리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또한 관찰자의 좌표계에서 공의 

운동 궤적을 설명하시오. 

[문제 1-ii] [5점] 공의 수평도달거리를 최대로 하는 의 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단,    )

[문제 2] [1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가. 물질 1 kg의 온도를 1℃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비열의 단위는 kcal/kg·℃이다. 물의 비

열은 1 kcal/kg·℃이다. 

나. 비열이 (kcal/kg·℃), 질량이 (kg)인 물체의 온도 변화가  (℃)일 때, 물체가 얻거나 잃은 열량 

(kcal)는 다음과 같다.



비열 0.1 kcal/kg·℃인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질량 84 kg인 물체가 10 km/s의 속력으로 질량 1.0×  kg의 물속에 

떨어져  결국 정지했다. 물체가 물속에 떨어지기 직전 물체와 물의 온도는 20℃로 같았다. 최종 열평형 상태에서의 물

의 온도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단, 물체와 물 이외의 다른 물질과의 여타의 에너지 출입은 모두 무시하고, 

1.0 cal = 4.2 J임을 이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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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15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가. 전기 용량이 각각 과 인 두 축전기를 직렬 연결하면 합성 전기 용량  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

다.      

                                









나. 전기 용량이 각각 과 인 두 축전기를 병렬 연결하면 합성 전기 용량  는 다음과 같다.

                                  

전기 용량이 각각 F F F F인 4개의 축전기    가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전위차 의 직류 전원에 

연결되어 있다.  

[문제 3-i] [5점] 연결된 축전기 4개 전체의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문제 3-ii] [10점] 각각의 축전기는 전기 용량의 변화 없이 잘 작동하다가 축전기에 걸린 전위차가 1000 V에 도달

하면 고장난다고 한다. 전원의 전위차 를 천천히 증가시킬 때, 4개의 축전기 중 가장 먼저 고장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전기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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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15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가. 전하 가 자기장 에 수직하게 속도 로 운동할 때 전하는 운동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로런츠 힘     

   을 받는다.

                      

나. 운동량이 인 입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가 된다 ( : 플랑크 상수).

                     

다. 같은 파원에서 발생한 두 파동의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인 경우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반파장의 홀수배인 경우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전하  ( )를 가진 입자들로 구성된 입자 빔이 균일한 자기장 가 작용하는 공간에 자기장과 수직하게 입사하였

다. 그림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 입자들은 반지름 의 원운동을 하면서 자기장 영역을 

빠져나가 슬릿 사이의 간격이 인 이중 슬릿에 입사한다. 슬릿으로부터 거리가 인 위치에 형광판이 있어 전하를 검

출한다. 슬릿에서 형광판까지의 거리 은 슬릿 간격 에 비해 아주 크다.

                                                     

[문제 4-i] [7점] 이 입자들의 드브로이 파장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문제 4-ii] [8점] 형광판에서 간섭무늬가 검출되었다. 중앙의 밝은 무늬의 극대점과 첫 번째 밝은 무늬의 극대점 사

이의 거리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이중 슬릿에 입사할 때 드브로이파의 위상은 같다고 가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