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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총 30문항 6면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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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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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점) 높이가 m인 건물 옥상에서 공을 자유낙하 시키고, 지면에서 연직 상방으로 다른 공을 동시에 쏘아 올

려 두 공이 지면 위 높이 m 지점에서 충돌하였다. 지면에서 쏘아올린 공의 초기 속력[ms]은? (단, 공기 저

항 및 부피에 의한 효과는 무시하며, 중력 가속도는 ms 이다.)

①  ②  ③  ④ 

[2] (3점) 강폭이 m이고, 서쪽 방향 ms의 일정한 속력으로 흐르는 강이 있다. 강물에 대해 상대 속력

ms로 움직이는 배가 있고, 강변에 서 있는 사람이 보기에 정북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배가 강을 건너는 데

걸리는 시간[s]은?

①  ②  ③  ④ 

[3] (3점) 질량이 kg인 물체가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인 마찰력이 없는 빗면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려 한

다. 이 물체를 정지시키기 위해 가해야 하는 수평 방향 힘의 크기[N]는? (단, 물체의 부피에 의한 효과는 무

시하며 아래 빗면은 움직이지 않는다. 중력 가속도는 ms 이다.)

①  ②  ③


④ 

[4] (3.3점) 질량 kg인 물체가 그림과 같이 길이 m의 줄 끝에 매달려 고정된 점 O를 중심으로 연직 평면에서

운동한다. 초기 각도 에서 정지한 상태로 출발하여 원 궤도를 따라 운동 할 때, 가장 낮은 지점에서 줄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N ]는? (단, 줄의 무게는 무시하며 길이는 변화하지 않는다. 중력 가속도는 ms 이
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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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점) 운동 마찰 계수가 인 수평면에 놓인 질량 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등속운

동을 시킨다. 직선거리 m를 이동하는 동안 마찰력이 물체에게 한 일의 크기[J ]는? (단, 중력 가속도는

ms 이다.)

①  ②  ③  ④ 

[6] (3.3점) 질량이 kg인 물체를 용수철 상수가 Nm이고 지표면에 수직으로 놓인 용수철 위에 올려놓고 눌러

평형 상태로부터 m 압축하였다. 누르는 힘을 순간적으로 제거하여 물체가 수직 위로 발사된다면, 압축된 지

점을 기준으로 하여 물체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m]는? (단, 물체와 용수철은 연직 방향으로만 움직이며,

중력 가속도는 ms 이다.)

①  ②  ③  ④ 

[7] (3.7점) 질량이 각각 kg ,kg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여 있다. 용수철 상수가 Nm인 용수

철이 무거운 물체에 붙어 있고, 이들 물체를 서로 밀어 용수철을 cm만큼 압축시킨 후 그림처럼 줄로 연결하

였다. 두 물체를 붙들고 있던 줄이 순간 끊어져 두 물체가 서로 멀어질 때, 질량이 kg인 물체의 속력[ms]
은? (단, 줄과 용수철의 질량은 무시하고, 공기 저항 및 물체의 부피에 의한 효과는 없다고 가정한다.)

①  ②  ③  ④ 

[8] (3.3점) 반지름이 cm이고 속이 꽉 찬 원통이 그림과 같이 높이가 m인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간다. 이 원

통이 미끄러지지 않고 빗면 끝까지 내려갔을 때 원통의 병진 운동 속력[ms]은? (단, 중력 가속도는 ms

이다.)

①  ②  ③  ④ 

[9] (3.3점) 속력 를 갖는 위성이 지구 중심으로부터 지구 반지름의 2배 만큼 떨어진 곳에서 지구 주위를 원궤

도로 돌고 있다. 위성이 이 위치에서 지구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속력 와 초기 원궤도

속력 의 비 


는? (단, 중력은 구 대칭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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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8점) 내부 높이 cm , 내부 지름 cm를 갖는 원통 모양의 유리잔에 물이 가득 담겨 있다. 물이 이 유리잔의

옆면에 가하는 전체 힘의 크기[N ]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물의 밀도는 kgm이고, 중력 가속도는

ms 이다.)

①  ②  ③  ④ 

[11] (3.2점) 속력 ms인 비행기가 수평으로 직선 비행을 하고 있다. 이 비행기가 지상에 있는 관측자의 머

리 위를 지나갈 때 관측자가 순간 큰 종을 울려 비행사에게 신호를 보낸다. 이 소리가 비행사에게 초 뒤에

도달한다면, 비행기의 고도[m]는? (단, 공기 중에서 음속은 ms이다.)

①  ②  ③  ④ 

[12] (3.8점) 속력 kmh로 수평으로 날고 있는 헬리콥터가 지면과 수직인 절벽에 다가가고 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진동수가 kHz일 때, 절벽에 수평으로 반사되어 돌아오는 메아리에 의해 맥놀

이 현상이 발생한다. 헬리콥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듣는 이 맥놀이 진동수[Hz]와 가장 가까운 것은? (단, 공기

중에서 음속은 ms이다.)

①  ②  ③  ④ 

[13] (3.6점) 속력 ms 로 날아가는 납으로 만든 총알이 어떤 공간을 통과한 후 속력이 ms로 감소하였다.

발생한 에너지 변화가 모두 총알에 남아 총알의 온도에만 영향을 준다면 이에 따른 총알의 온도 변화[℃]는?

(단, 납의 비열은 Jkg ․℃이다.)
①  ②  ③  ④ 

[14] (3.4점) 상온에서 이산화탄소 분자의 제곱-평균-제곱근 속력(CO)과 질소 분자의 제곱-평균-제곱근 속력

(N)의 비N

CO
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상온에서는 분자의 병진 운동만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15] (3.3점) 카르노 기관에 해당하는 효율을 가진 터빈이 ℃의 수증기로 MW의 전력을 생산한다. 배출

에너지가 ℃의 냉각탑에 열로 전달될 때, 이 발전소가 초당 방출하는 배출 에너지 MW 는?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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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점) 전하량이 와 인 점전하가 평면상의 좌표    ,   에 각각 놓여 있다. 두 점전하에

의한 알짜 전기장이 이 되는 지점의 좌표는?

① 


②  ③  ④ 

[17] (3.2점) 양전하가 표면 전하 밀도 로 고르게 대전되어 있는 무한 평면이 있다. 질량이 이고 전하량이 

인 점전하가 평면에서 수직 거리가 인 지점에서 평면을 향해 초기 속력 로 입사하였다. 점전하가 평면에

도달하였을 때 속력이 정확히 이 되었다면, 는? (단, 는 자유 공간의 유전율이고, 외부 힘은 작용하지 않

는다.)

①


 ②


 ③





④





[18] (3.7점) 그림과 같이 직선과 고리가 연결된 형태의 물체가 선전하 밀도 로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다. 고리의

중심점 에서의 전위는? (단, 는 자유 공간의 유전율이고, 선의 굵기는 무시한다.)

R

R R
O

①


 ②


ln  ③


 ④ 


ln 

[19] (3.2점) 저항이 Ω인 도선의 양 끝을 잡아 당겨 길이가 처음 길이의 배가 되었을 때, 도선의 저항 Ω 은?
(단, 도선의 전체 부피는 유지된다.)

①  ②  ③  ④ 

[20] (3.4점) 그림과 같이 저항기( ), 축전기( ), 전지( ) 및 스위치로 구성된 회로가 있다. 스위치를 닫은 후 저항

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가 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단, 축전기는 초기에 완전히 방전된 상태이다.)

CR

V0

스위치

①


② ln  ․ ③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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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3점) 길이가  cm이고 저항이 Ω인 니크롬선의 양 끝을 연결하여 한 변이  cm인 정사각형 고리를

만든 후 T의 균일한 자기장이 수직 방향으로 인가되어 있는 평면에 올려놓았다. 자기장의 크기가 초 동안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여 이 되었을 때, 초 동안 니크롬선 고리에서 발생한 열에너지J 는? (단, 니크롬선의
굵기는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22] (3.7점)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 정육각형, 원형 고리 도선에 시계 방향으로 전류 가 각각 흐를 때, 그 중심에
서 자기장의 크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도선의 굵기는 무시한다.)

2R

(ㄱ)

R

(ㄴ)

2R

(ㄷ)

① ㄱㄴㄷ ② ㄴㄱㄷ ③ ㄷㄱㄴ ④ ㄷㄴㄱ

[23] (3.2점) 유효 숫자 3자리까지 나타낸 주요 물리 상수의 값과 단위가 올바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볼츠만 상수:  ×
 JK

(ㄴ) 플랑크 상수:  × J ․s 
(ㄷ) 중력 상수:  × N ․ mkg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24] (3.4점) 광 출력이  mW인 레이저 포인터가 면적이 m인 적색 점을 스크린에 만든다. 스크린의 반사율

이 일 때, 스크린이 받는 복사압 Pa 은? (단, 레이저 광의 입사와 반사는 스크린에 수직이고, 빛의 속력

은 ×ms이다.)

① × ② × ③ × ④ ×

[25] (3.2점) 굴절률이 높은 매질에서 굴절률이 낮은 매질로 빛이 입사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빛의 파장이 짧아진다.

(ㄴ) 브루스터 각이 임계각보다 크다.

(ㄷ)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내부 전반사가 발생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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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4점) 굴절률이 인 유리로 진공 중에서 초점 거리가  m인 얇은 렌즈를 제작하였다. 굴절률이 인 액

체 속에서 이 렌즈의 초점 거리 m는?

① 


② 


③ 


④ 

[27] (3.2점) 너비가  m인 단일 슬릿에 파장이  nm인 레이저광을 입사하였다. 슬릿에서  m 떨어진 스

크린에 나타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cm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②  ③  ④ 

[28] (3.7점)  km만큼 떨어진 두 지점 A와 B에서 광 신호를 동시에 발생시켰다. A와 B를 연결한 직선을 따라

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관측한 두 신호 발생의 시간 차이 s 는? (단, 는 진공에서 빛의 속력

이며 ×ms이다.)

① × ② × ③ × ④ ×

[29] (3점) 원자 번호  , 질량수 인 토륨(Th) 원자가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를 각각 두 번 씩 하였

다. 붕괴 후 원자의 중성자 수는? (단, 베타 입자는 전자이다.)

①  ②  ③  ④ 

[30] (3.4점) 길이가 인 1차원 상자에 전자 하나가 갇혀 있다. 이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을 때 전자와 상자의 벽 사

이 거리가 보다 작거나 같게 측정될 확률은?

① 

 


② 


③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