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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Ⅱ]

1 ① 2 ③ 3 ④ 4 ⑤ 5 ②

6 ② 7 ① 8 ④ 9 ② 10 ⑤

11 ③ 12 ① 13 ③ 14 ④ 15 ⑤

16 ⑤ 17 ③ 18 ④ 19 ③ 20 ⑤

1. [출제의도] 운동의 표현 이해하기

ㄱ. 곡선 경로이므로 이동 거리는 변위의 크기보다 

크다. ㄴ. 평균 속력은 
시간

이동거리
이고, 평균 속도는 

시간

변위
이므로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크

다. ㄷ. 곡선 경로이므로 가속도 운동이다.

2. [출제의도] 원운동 이해하기

ㄱ. =



이므로 각속도는 p와 q가 같다. ㄴ, ㄷ. 

=, =이므로 속력,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p가 

q보다 작다.

3. [출제의도] 2차원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적용하기

ㄱ. 0초부터 2초까지 ,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등가속도 운동하므로 직선 운동하지 않는다. ㄴ. 1초

일 때 속도의 , 성분 크기는 각각 4m/s, 3m/s이

므로 속도의 크기는 5m/s이다. ㄷ. 3초일 때 가속도

의 , 성분 크기는 각각 2ms이므로 가속도의 크

기는  ms이다.

4. [출제의도] 충돌에 대한 자료 분석하기

ㄱ. 충돌 전, 질량이 인 물체가  방향으로 속력 

로 운동하므로 은 이다. ㄴ.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에 비례한다. A의 

운동량 변화량의 , 성분 크기가 각각 이므로 

A가 받은 평균 힘의 , 성분 크기가 같다. ㄷ.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으므로 이다.

5. [출제의도] 일 ․운동 에너지 정리 탐구 설계하기

, 가 각각 물체에 한 일은 같으므로 p에서 q까

지, q에서 r까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같다. 따라

서 q에서 물체의 속력은 이다. 물체의 질량을 , 

물체가 , 를 받은 시간을 각각 라 할 때, =

, =이다. 따라서 



=




이다.

6. [출제의도] 단진동 운동 이해하기

학생 A, B: 진동 중심인 O점에서 추의 속력은 최대

이고, 최고점에서 추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최대이다. 

학생 C: 단진동의 주기는 추의 질량과 무관하다.

7. [출제의도] 원운동 적용하기

=



이므로 A, B의 각속도는 같다. A, B의 각속

도를 각각 이라 할 때, A, B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각각 
, 

이다. A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tan°이므로 B에 작용하는 구

심력의 크기는 이다. 따라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다.

8. [출제의도] 단진동 그래프 해석하기

ㄱ. 일 때, 물체의 위치가 평형 위치이므로 물체의 

속력은 최대이다. ㄴ, ㄷ. , 일 때, 알짜힘의 크

기가 최대이고 방향이 같으므로 단진동의 주기는 

이고, =





이므로 용수철 상수는 






이다.

9. [출제의도] 포물선 운동 적용하기

A가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이라 할 때, 

B가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이다. A, 

B의 수평 성분 속력의 비는 2:3이므로 =이다. 

던져진 순간 속도의 연직 성분의 크기는 A, B가 각각 

10m/s, 15m/s이고,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A, 

B가 각각 , 이므로 (q의 높이)=25m+ms

- ms= ms- ms이다. 

따라서 는 1초이다.

10. [출제의도] 운동의 법칙 해석하기

ㄱ. (가), (나)에서 A의 가속도가 같으므로 실이 A

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다. 따라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도 



이다. ㄴ. (가)에서 A와 B

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




이므로 가속도의 크기는 




이

다. ㄷ. A의 질량을 A라 할 때, A에 작용하는 알

짜힘의 크기는 



-




A이고 가속도의 크기가 




이므로 A=




이다.

11. [출제의도] 열과 온도 적용하기

ㄱ, ㄴ, ㄷ. 섭씨온도(), 화씨온도(), 절대 온도

()의 관계는 =+273, =



+32이므로 6시 

온도는 절대 온도로 270K, 9시 온도는 절대 온도로 

277K이다. 12시 온도는 화씨온도로 41℉이다. 질량

이 1kg인 물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1K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과 같다.

12. [출제의도] 물체의 비열 측정 실험 탐구 설계하기

ㄱ. (나)에서 물의 온도 변화량은 10℃, A의 온도 

변화량은 70℃이다. A가 잃은 열량과 물이 얻은 열

량이 같으므로 열용량은 A가 물보다 작다. ㄴ. (다)

에서 B가 잃은 열량은 A와 물이 얻은 열량의 합과 

같다. ㄷ. (나)에서 물의 온도 변화량과 (다)에서 물

과 A의 온도 변화량은 10℃로 같으므로 (나)에서 A

가 잃은 열량이 (다)에서 B가 잃은 열량보다 작다. 

A, B의 질량은 같고, (나)에서 A의 온도 변화량보다 

(다)에서 B의 온도 변화량이 작으므로 비열은 A가 

B보다 작다.

13. [출제의도] 관성력 탐구 설계하기

ㄱ, ㄷ. 1초, 5초일 때 B의 좌표계에서 엘리베이터의 

가속도 방향은 각각 연직 위, 연직 아래 방향이므로 

A의 좌표계에서 관성력의 방향은 각각 연직 아래, 

연직 위 방향이다. 따라서 1초일 때, 체중계의 측정

값은 600N보다 크다. ㄴ. 3초일 때, B의 좌표계에서 

엘리베이터는 등속도 운동하므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14. [출제의도]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과 내부 에너지 

결론 도출 및 평가하기

피스톤이 정지해 있으므로 A, B의 압력은 같다. 

=, =



 이므로 A:B=2:1이다.

15. [출제의도] 열역학 과정 해석하기

ㄱ. A→B 과정은 열의 출입은 없고 기체가 외부로

부터 일을 받으므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ㄴ. 한 순환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

고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였으므로 흡수한 열량이 

방출한 열량보다 크다. 단열 과정에서 열의 출입이 

없으므로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D→A 과

정에서 방출한 열량보다 크다. ㄷ. C→D는 단열 팽

창 과정이므로 온도가 감소하고, D→A는 등적 과정

으로 압력이 감소하므로 온도가 감소한다. 따라서 온

도는 C에서가 A에서보다 높다.

16. [출제의도] 열역학 제2법칙 이해하기

ㄱ, ㄴ.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저절

로 이동하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는 저

절로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과정은 비가역적이

다. ㄷ. 드라이아이스가 기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

을 흡수하므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17. [출제의도] 맥스웰 분포 자료 분석하기

기체의 절대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 1개의 질량이 

작을수록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크다. A, B, C의 

절대 온도는 A=B<C이고, 기체 분자 1개의 질량은 

A=C<B이므로 X는 B, Y는 A, Z는 C의 분포이다.

18. [출제의도] 열역학 제1법칙 결론 도출하기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은 =이다. (가)→(나)는 

등적 과정이므로 =



=




이

고, (나)→ (다)는 등압 과정이므로 =



=






이다. 따라서 =



이다.

19. [출제의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포물선 운동 적

용하기

ㄱ. B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B를 던진 지점에

서 p까지, p에서 수평면까지 같다. B가 p까지 이동하

는 데 걸린 시간을 라 할 때, B를 던진 지점에서 p

까지 B의 연직 방향의 이동 거리는 



이고, =




이므로 p의 높이는 




이다. ㄴ. p에서 B의 

연직 방향의 속력을 라 할 때, B를 던진 지점에서 

p까지 이동하는 동안 연직 방향의 평균 속력은 




=



×



이고, =




이므로 =




이다. p에서 B

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이므로 p에서 B의 속력은 




이다. ㄷ. A의 평균 속력은 




=




이므로 =



-



이다. =




, =




을 

대입하면 =



이다.

20. [출제의도] 충돌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하기

충돌 전 A의 속력을 , 충돌 후 A, B의 속력을 각각 

A, B라 할 때, 운동량의 성분과 성분은 충돌 

전과 후에 각각 보존되어 =B cos, A=

B sin이므로 +A
=B

 이다. 탄성 충돌할 때 

충돌 전과 후의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




A


+



B

 이고, A=



이다. 따라서 

tan=


A
=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