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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1～ 4교시 )

• 4교시 과학탐구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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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출제의도] 이동거리-시간 그래프를 해석하여

물체의 운동을 이해한다.

④ 5～7초 사이는 속력이 점점 감소하므로 가속

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오답 풀이] ② 순간 속력은 이동거리-시간 그래

프의 접선의 기울기이다.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순간은 5초일 때이다.

2. [출제의도] 종이 테이프의 타점을 분석하여 물

체의 운동을 이해한다.

타점 간격의 증가폭이 중간에서 증가하므로 가속

도가 커졌다. 따라서 빗면의 경사는 더 커진다.

3. [출제의도] 두 물체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힘을

이해한다.

ㄱ.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당기는 두 힘의 크기

는 같다. ㄷ. 줄이 당기는 힘보다 A의 최대 정

지 마찰력이 크지만, B는 줄이 당기는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다.

[오답풀이] ㄴ.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고, B는

미끄러지기 시작하였으므로 알짜힘이 존재한다.

4. [출제의도]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무릎을 많이 굽혀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

지면 충격량이 커지므로 운동량이 크게 변한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므로 발이 지면에서

떨어질 때 큰 속력을 얻을 수 있다.

5. [출제의도] 운동 제 2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수레 A와 수레 B의 가속도의 비가 3 : 2 이므로

힘의 비 또한 3 : 2이다.

6. [출제의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한다.

이동거리-시간 그래프로부터 철수와 영수의 속력

의 비는 5 : 3 이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두

사람이 떨어진 후 운동량의 합은 움직이기 전의

운동량의 합인 0이다. 철수의 질량을 m이라 하면

5m + (-3) × 60 = 0 이므로 m= 36kg이다.

7. [출제의도] 힘-거리 그래프를 해석하여 일-에

너지 원리를 이해한다.

ㄱ. 힘-거리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면적이 일과

같으므로 10m 이동하는 동안 일은 200J이다.

[오답풀이] ㄴ. 물체가 받은 일만큼 운동 에너지

가 증가하므로 200J= 에서 v= 20m/s 이다.

ㄷ. 20m 지점에서 일은 10m 지점의 3배이다.

8. [출제의도] 상대속도를 적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수 있다.

ㄴ. 지면에 대한 철수의 속력이 3m/s이므로 60m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초이다. ㄷ. 지면

에 대한 영희의 속력은 1m/s이므로, 20초 동안

이동 거리는 20m이다. 그동안 철수는 60m 이동

하였으므로 철수는 영희보다 40m 뒤에 있었다.

[오답풀이] ㄱ. 이동 보도면을 기준으로 할 때

영희에 대한 철수의 상대 속도는 2m/s이다.

9. [출제의도] 충돌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

할 수 있다.

물체 A의 처음 운동량이 mv이고 충돌 후 정지하

였으므로 A의 나중 운동량은 0이다.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는 B와 C의 운동량도 mv이다. 따라

서 물체 B와 C의 질량의 합은 3m이다.

mv= (m+m c )×
1
3
v 이므로 mc = 2m 이다.

물체 B와 물체 C의 충돌이 비탄성 충돌이므로 역학

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의 값은
1
2
mv2-

1
2
×3m×(

1
3
v) 2=

1
3
mv2이다.

10. [출제의도] 작용과 반작용을 이해한다.

ㄴ. 신기전이 가스를 미는 힘(F2)이 커지면 가스

가 신기전을 미는 힘(F1)도 커진다. 힘(F1)이 크

면 가속도가 크다. ㄷ. 오징어는 출수공으로 물

이나 배설물을 내뿜어 그 반작용으로 움직인다.

[오답풀이] ㄱ. F1과 F2는 작용과 반작용 관계이다.

11. [출제의도]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와 그 보존

관계를 이해한다.

번지점프를 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수면 위 20m 지점에서는 고무줄의 늘어난 길이가

0이므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다.

[오답풀이] 영희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다가 중력

보다 탄성력이 커지는 25m 지점부터는 감소한다.

12. [출제의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영희가 매달려 정지해 있을 때 중력=탄성력 이므

로 mg = kx에서 늘어난 길이는 x=5m 이고 줄의

전체 길이는 25m이다. 따라서 수면으로부터의 높

이는 15m 이다.

13. [출제의도] 충돌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격량과

힘에 대하여 이해한다.

두 자동차의 충돌 과정에서 각각의 충격량의 크

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이때 서로 작용하는

힘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이다.

14. [출제의도] 일-에너지 원리를 파악하는 실험에

대하여 이해한다.

자의 이동거리와 책과의 마찰력을 곱한 값이 수

레가 하는 일이며, 이는 수레의 처음 운동 에너

지와 같다.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하고 책과 자 사이의 마찰력은 일정하므로

자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한다.

15. [출제의도] 중력장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해한다.

달에서는 중력이 작으므로 지구에서보다 높은 곳

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처음 속력이 같으

므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16. [출제의도] 초전도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이 물질은 초전도체로 t0 보다 온도가 낮을 때,

전기 저항은 0이다. 따라서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17. [출제의도] 옴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B에 걸리는 전압은 0.01A×200Ω= 2Ｖ이다.

18. [출제의도] 저항의 변화에 따른 전류 및 전압

의 변화를 이해한다.

각 전구의 저항을 R, 전지의 전압을 V라고 하면 C

가 끊어지기 전의 합성저항은 이고 전체 전

류는 이다. 이 때 B에 흐르는 전류는 이

다. C가 끊어지면 합성 저항은 2R 이 되므로 회로

에 흐르는 전류는
V
2R 가 된다. 따라서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C가 끊어지기 전보다 증가한다.

19. [출제의도] 저항의 연결 방법에 따른 소비 전

력의 변화를 이해한다.

직렬로 연결된 저항의 소비 전력은 저항값에 비

례하고, 병렬로 연결된 저항의 소비 전력은 저항

값에 반비례한다. 이때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은

병렬로 연결된 경우가 크다.

20. [출제의도] 교류의 특성을 이해한다.

교류용 전기 기구는 극을 구별하지 않고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오답풀이]ㄷ. 교류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 자유

전자의 운동 방향도 같이 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