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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힘의 분해

A에 x,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 Fx, Fy는 각각 Fx= 

10'3 cos60ù=5'3`N, Fy=10'3 sin60ù=15`N이다.

ㄱ.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하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대해 F+15-5_10=0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수

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5`N이고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

해 A가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35`N이다.

ㄴ. A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5'3`N이므로 A의 

가속도의 크기 a는 a= 5'3
5

='3(m/sÛ`)이다.

ㄷ. A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므로 vÛ`=2_'3_5'3=30의 식이 성

립한다. 따라서 v='3�0(m/s)이다.

03  힘의 분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h인 빗면 위에 있는 질량 m인 물체에 중력에 

의해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sinh이다.

ㄱ. A가 정지해 있으므로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따라서 실

이 A를 당기는 힘과 중력에 의해 A에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

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 중력에 의해 A에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

용하는 힘의 크기가 mgsin60ù='3
2

mg이므로 실이 A를 당기는 힘 

과 작용 반작용 관계인 A가 실을 당기는 힘의 크기도 
'3
2

mg이다.

ㄴ. A, B가 모두 정지해 있으므로 중력에 의해 빗면과 나란한 방향

으로 A, B 각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 따라서 B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mgsin60ù=Mgsin30ù의 식이 성립하고 M='3m
이다.

ㄷ. 수평면과 이루는 경사각이 h인 빗면이 빗면에 놓여 있는 질량 m

인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mgcosh이다. 빗면이 A, B 

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의 크기 F�, Fõ는 각각 F�=mgcos60ù

=;2!;mg, Fõ='3mg cos30ù=;2#;mg이므로 B에서가 A에서의 

3배이다.

04  힘의 합성과 분해

(가)에서 P, Q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TÁ, Tª, A의 질량을 

m,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g라고 하면 TÁ coshÁ=mg, TÁ sinhÁ 

=Tª의 식이 각각 성립한다.

ㄱ. (가)에서 P, Q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각각 TÁ, Tª라고 

하면 TÁ sinhÁ=Tª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가)에서 A에 작용하

는 힘의 크기는 P가 Q보다 크다.

힘과 평형
THEME

1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5쪽

정답 ④

실 p, q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mg로 서로 같고, C, D가 운

동하는 동안 A,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며, A, B 각각에 작용하

는 돌림힘의 합은 0이다. 

④ r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T¨, C, D의 속력을 각각 v�, vë, 
C와 D가 동일 연직선을 지날 때 A의 오른쪽 끝에서 C까지의 거리

를 d라고 하면 C, D가 동일 연직선을 지난 후 t초인 순간, A의 왼쪽 

끝과 B의 오른쪽 끝을 각각 회전축으로 하는 돌림힘의 평형에 의해 

A와 B에 대해 각각 T¨_L+mg_5L+mg_(10L-d+ 

v�t)+(4mg-T¨)_9L-3mg_10L=0 … ①의 식과 -T¨_8L 

+2mg_5L+2mg_(d-L+vët)=0 … ②의 식이 각각 성립하

고 ①, ②의 식을 정리한 mg(d-v�t+2d+2vët)=13mgL의 식

이 t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하므로 v�=2vë, d=:Á3£:L이다. C가 연

직선으로부터 ;3$;L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순간 r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T라고 하면, A의 왼쪽 끝을 회전축으로 하는 돌림힘

의 평형에 의해 T_L+mg_5L+mg_7L+(4mg-T)_9L

-3mg_10L=0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T=;4(;mg이므로 C가 

동일 연직선으로부터 ;3$;L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순간 r가 B에 작 

용하는 힘의 크기는 ;4(;mg이다. 

01 ⑤ 02 ⑤ 03 ⑤ 04 ① 05 ② 

06 ⑤ 07 ① 08 ⑤   

본문 6~7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벡터의 합성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으로 벡터를 합성할 때는 평행사변

형법 또는 삼각형법을 이용한다.

ㄱ. A²-B²의 방향은 그림 (가)와 같이 +y 방향이다.

ㄴ. 모눈 한 칸의 간격을 d라 하면 |A ²+C ² |="(Ã3d)Û`+(3d)Û` 

=3'2d이고 |B² |="(Ã3d)Û̀ +dÛ̀ ='1�0d이므로 |A²+C² |>|B² |  

이다.

ㄷ. A²+C²의 방향은 그림 (나)와 같이 +x 방향과 45ù의 각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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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물체의 안정성

막대의 왼쪽 끝을 회전축으로 할 때, P와 Q가 막대를 당기는 힘에 의

한 돌림힘의 크기의 합과 A와 막대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의 

합은 같다.

ㄱ. (가)와 (나)에서 막대의 왼쪽 끝을 회전축으로 할 때, P와 Q가 막

대를 당기는 힘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의 합과 A와 막대의 무게에 의

한 돌림힘의 크기의 합은 같으며 막대의 왼쪽 끝을 기준으로 한 A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고, 막대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 따라서 막대의 왼쪽 끝을 

회전축으로 할 때, P와 Q가 막대를 당기는 힘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

의 합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ㄴ. Q가 막대에 연결된 지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은 0이므로 (가), (나)에서 P가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

를 각각 T¸가, T¸나라고 하면 (가)에서는 mg_4L-T¸가_3L+ 

2mg_2L=0, (나)에서는 -T¸나_3L+2mg_2L+mg_L=0

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T¸가=;3*;mg, T¸나=;3%;mg이므로 P가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ㄷ. (나)에서 Q가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TÎ나라고 하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해 T¸나+TÎ나-mg-2mg=0의 식이 성

립한다. 따라서 TÎ나=;3$;mg이므로 (나)에서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

의 크기는 P가 Q보다 크다.

01 ④ 02 ④ 03 ④ 04 ② 05 ③ 

06 ②  

본문 8~10쪽수 능 점 테 스 트3

01  힘의 합성과 분해

한 물체에 작용하는 다양한 방향과 크기의 힘을 합성해서 알짜힘을 

구할 때는 평행사변형법 또는 삼각형법을 이용하고,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

비례한다.

④ A, B, C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각각 0, 2F, F이다. 따라

서 A, B, C의 가속도의 크기는 B가 가장 크고, A가 가장 작으므로 

aõ>a�>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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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02  힘의 합성과 분해

(나)에서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A에 작용하는 힘 Fª의 빗면에 

나란한 방향의 성분은 Fª cosh, 빗면에 수직인 방향의 성분은 

Fª sinh이다.

ㄴ. (나)에서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TÁ'라고 하면 

TÁ cosh Á=TÁ' cosh ª=mg의 식이 성립하고 h Á<h ª이므로 

TÁ<TÁ'이다. 따라서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ㄷ. (나)에서 Q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Tª'라고 하면 

Tª=mgtanhÁ, Tª'=mgtanhª의 식이 성립하고 hÁ<hª이므로 

Tª<Tª'이다. 따라서 Q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05  역학적 평형

P,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합은 A의 무게와 물체의 무게를 합

한 값과 같다.

② P,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각각 7T, 13T,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하면 A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해 7T+13T-mÁg-

mªg=0의 식이 성립하고, 물체가 매달려 있는 부분을 회전축으로 

할 때, 돌림힘의 평형에 의해 7T_3L-mÁg_L-13T_L=0의 

식이 성립한다. 두 식을 정리하면 mÁg=8T, mªg=12T이므로 

mÁ
mª

=;3@;이다.

06  역학적 평형

A의 중심을 회전축으로 할 때, 손이 당기는 실이 A에 작용하는 돌림

힘과 물체와 연결된 실이 A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은 0이다.

ㄱ. A가 정지해 있으므로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ㄴ. 손이 실을 당기는 힘의 크기가 F이므로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또한 F이다. A의 중심을 회전축으로 할 때, 손이 당기는 실이 A에 

작용하는 돌림힘과 물체와 연결된 실이 A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이 

0이므로 F_L-mg_2L=0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F=2mg

이다.

ㄷ. A가 수평을 유지하므로 물체가 매달려 있는 지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A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과 손이 당기는 실이 A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 또한 0이다. 따라서 A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Mg_2L-F_L=0의 식이 성립하므로 M은 m과 같다.

07  물체의 안정성

A, B가 막대를 받치는 힘의 크기의 합은 2mg이고, A가 막대를 받

치는 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막대의 무게와 사람의 무게에 의해 막대

에 작용하는 돌림힘과 B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 막대에 작용

하는 돌림힘의 합은 0이다.

① 시간 t일 때 막대의 왼쪽 끝을 기준으로 한 사람의 위치가 vt이고 

A가 막대를 받치는 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

의 합은 0이므로 mg_L
2

+mg_vt-F_L=0의 식이 성립한

다. 따라서 F=;2!;mg+mgvt
L

이므로 F는 시간에 비례하고, 0초일  

때와 t=L
v

일 때 F의 크기는 각각 0.5mg, 1.5m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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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막대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의 합과 물체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

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므로 T_3L+M g_L-

mg_L=0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M=;4!;m이다.

05  물체의 안정성

(가)에서는 상자의 왼쪽면과 막대가 연결된 지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B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과 A의 무게와 막대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

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며, (나)에서는 상자의 오른쪽면과 막대

가 연결된 지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B의 무게와 막대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과 A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③ (가)에서는 상자의 왼쪽면과 막대가 연결된 지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B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과 A의 무게와 막대의 무게에 의한 돌림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므로 2mg_(x-L)-3mg_

L-mg_L=0의 식이 성립하고 x=3L이다. 또한 (나)에서는 상

자의 오른쪽면과 막대가 연결된 지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B의 무게

와 막대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과 A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므로 2mg_4L+mg_L-3mg_( y-L)=0

의 식이 성립하고 y=4L이다. 따라서 x+y=7L이다.

06  축바퀴

큰 바퀴와 작은 바퀴의 반지름이 각각 R, r인 정지해 있는 축바퀴에

서 큰 바퀴와 연결된 실을 크기가 T인 힘으로 당기면 축바퀴는 작은  

바퀴와 연결된 실을 크기가 TR
r

인 힘으로 당긴다.

② A, B 모두에 연결된 실이 A,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T라고 하

면 A, B가 모두 정지해 있으므로 A에서는 mg_2r-T_3r=0

의 식이 성립하고 B에서는 T_3r-Mg_4r=0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M=;2!;m이다.

ㄱ. (나)에서 A가 정지해 있으므로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ㄴ. A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가), (나)에서 A에 중력에 의해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 sinh로 같고, (가), (나)에서 

A는 정지해 있으므로 mg sinh=FÁ=Fª cosh의 식이 성립한

다. 따라서 
FÁ
Fª

=cosh이다.

ㄷ. (가), (나)에서 A가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각각 

mg cosh, mg cosh+Fª sinh이다. A가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과 빗면이 A를 수직으로 떠 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므로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Fª sinh만큼 크다.

03  물체의 안정성

막대가 수평을 이루며 정지해 있을 때 Q가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의 최댓값은 3mg이다.

ㄱ. (가)에서 Q가 B와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TÎ가라고 하면 막

대와 P가 연결된 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A, B, 막대에 작용하는 중

력에 의해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과 Q가 막대와 B를 당기는 힘에 

의한 돌림힘의 합이 0이므로 3mg_L+(3mg-TÎ가)_2L+mg

_3L-TÎ가_6L=0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TÎ가=;2#;mg이다. 

또한 막대가 정지해 있으므로 막대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합이 0이므 

로 (가)에서 P가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T¸라고 하면 T¸+2TÎ가 

-7mg=0의 식도 성립한다. 따라서 T¸=4mg이다.

ㄴ. (나)에서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B에 작용하는 합력

이 0이어야 하므로 Q가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TÎ나, 막대가 B

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N이라고 할 때 TÎ나+N-3mg=0의 식

이 성립한다. N¾0이므로 TÎ나É3mg이고, A가 오른쪽으로 이동

할수록 TÎ나가 커져 (나)에서 TÎ나는 최댓값을 가지므로 (나)에서 Q

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mg이다. 

ㄷ. (나)에서 막대와 P가 연결된 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A, B, 막대

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과 Q가 막대와 B를 

당기는 힘에 의한 돌림힘의 합이 0이므로 (3mg-TÎ나)_2L+mg

_3L+3mg_(L+d)-TÎ나_6L=0의 식이 성립하고 TÎ나=

3mg(4L+d)
8L

이다. 따라서 TÎ나=3mg이므로 d=4L이다.

04  역학적 평형

(가)에서 받침대와 막대가 연결된 지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실이 당

기는 힘에 의한 돌림힘과 물체와 막대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

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② (가), (나)에서 실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각각 5T, T, 막

대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가)에서는 받침대와 막대가 연결된 지점

을 회전축으로 할 때, 실이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과 물체와 막대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므로 5T_

L-mg_L-Mg_L=0의 식이 성립하고, (나)에서는 받침대와 

막대가 연결된 지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실이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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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vx=4t, vy=3t+4이므로 2초부터 3초까지 가속도의 방향

과 속도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2초부터 3초까지 물체의 

운동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ㄷ. 3초부터 4초까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a가 a="4 Ã Û `+3Û` 

=5(m/sÛ` )이므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 F는 F=2_5= 

10(N)이다.

03  위치–시간 그래프의 해석

위치–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하고, 등가속도 직선 운

동을 하는 물체의 처음 속도를 v¼, 나중 속도를 v라고 할 때, 평 

균 속도의 크기 vÕ는 v Õ= v¼+v
2

이다.

ㄱ. 0초부터 4초까지 A의 y축 방향 평균 속도의 크기가 :¥4¼:=20

(m/s)이고, 0초일 때 A의 y축 방향 속도의 크기가 0이므로 4초일  

때 A의 y축 방향 속도의 크기는 40`m/s이다. A의 x축 방향 속도

의 크기는 :¢4¼:=10(m/s)로 일정하므로 A의 가속도의 크기 a는 

a=|-40-0
4 |=10(m/sÛ` )이다.

ㄴ. 2초일 때 y축 방향 속도의 크기 vyª는 vyª=|0+(-10)_2|

=20(m/s)이다.

ㄷ. t초일 때 위치의 x, y 성분 sx, sy가 각각 sx=10t, sy=80-5tÛ`

이므로 sx와 sy 사이에는 sy=80-;2Á0;sx Û`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0초부터 4초까지 A는 포물선 경로를 따라 운동한다.

04  가속도–시간 그래프의 해석

가속도–시간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의 크

기를 의미한다.

ㄱ. 0초부터 4초까지 y축 방향 가속도의 크기 ay가 ay=
14-2

4
=

3(m/sÛ̀  )이므로 0초부터 4초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Ã4Û̀ +3Û̀ =5(m/sÛ̀ )

이다.

ㄴ. t초일 때 x, y축 방향 속도의 크기 vx, vy가 각각 vx=4t, 

vy=2+3t이므로 2초일 때 x, y축 방향의 속도의 크기 vxª, vyª는 각

각 vxª=8`m/s, vyª=8`m/s이다. 2초일 때 x, y축 방향의 속도의 

크기가 같으므로 A의 운동 방향은 x축과 45ù의 각을 이룬다.

ㄷ. 0초부터 2초까지 x, y축 방향의 변위의 크기 sx, sy가 각각 

sx=;2!;_4_2Û`=8(m), sy=2_2+;2!;_3_2Û`=10(m)이므로 

0초부터 2초까지 A의 변위의 크기는 "Ã8Û̀ +10Û̀ =2'4�1(m)이다. 따라

서 0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2'4�1

2
='4 �1(m/s)이다.

05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

0초일 때 A의 속도의 수평, 연직 방향 성분의 크기는 각각 v¼cosh, 
v¼sinh이고,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2초이다.

ㄱ. A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며 0초부터 4초까지 A

물체의 운동(1)
THEME

2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13쪽

정답 ②

Q와 R에서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가 동일하므로 S에서 A, B의 

역학적 에너지도 동일하다. 

② P에서 S까지의 거리가 P에서 Q까지의 거리의 4배이므로 S에서 

A의 속력은 2v이고, S에서 A, B의 역학적 에너지가 동일하므로 S

에서 B의 속력도 2v이다. S에서 B의 연직 방향 속도의 크기 v연은 v

연 ="Ã(2v)Û`-vÛ`='3v이므로 A, B가 각각 Q와 R에서 S까지 이동

하는데 걸린 시간을 t, 경사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을 h라고 하면  

t= 3h
sinh

Öv+2v
2

=3hÖ'3v
2

의 식이 성립하고 sinh= 1
'3이다. 

따라서 Q에서 R까지 수평 거리 d는 d= 3h
tanh

+vt=(3'2+2'3)h

이다.

01 ③ 02 ① 03 ③ 04 ⑤ 05 ③ 

06 ② 07 ③ 08 ③ 09 ② 10 ③ 

11 ⑤ 12 ⑤   

본문 14~16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곡선 경로상의 운동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위치 벡터를 각각 P², Q²라고 하면 변위의 

크기는 |Q²-P ² |이다.

ㄱ. 나비가 곡선 경로를 따라 이동하므로 변위의 크기는 이동 거리보

다 작다.

ㄴ. 나비의 변위의 방향이 +x 방향이므로 평균 속도의 방향도 +x 

방향이다.

ㄷ. 평균 속도의 크기는 변위의 크기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평균 

속력의 크기는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므로 평균 속도의 크

기가 평균 속력보다 작다.

02  속도–시간 그래프의 해석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의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를 의미하고 그

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변위의 크기를 의미한다.

ㄱ. 0초부터 2초까지 x, y축 방향의 변위의 크기 sx, sy가 각각 sx=

;2!;_2_8=8(m), sy=;2!;_2_(4+10)=14(m)이므로 0초부터 

2초까지의 변위 s는 s="8 ÃÛ`+14Û`='2 §60(m)이다.

ㄴ. t초일 때, x, y축 방향 가속도의 성분 ax, ay는 각각 ax=:Á4¤:=

4(m/sÛ` ), ay=:Á4ª:=3(m/sÛ` )이고, x, y축 방향 속도의 성분 vx, vy 

정답과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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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평 방향 속도의 크기 vx는 vx=
40'3

4
=10'3(m/s)이다. 최고

점에서 A의 속력은 수평 방향 속도의 크기와 같으므로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10'3`m/s이다.

ㄴ. 2초일 때 A가 최고점에 도달하므로 0초일 때 A의 연직 방향 속

도의 크기 v¼y는 v¼y=2_10=20(m/s)이고, t초일 때 A의 연직 방

향 속도 vy는 vy=20-10t(0ÉtÉ4)이다. 따라서 1초일 때 속력 vÁ

은 vÁ="Ã(10'3 )Û`+(20-10)Û`=20(m/s)이다.

ㄷ. 최고점 도달 높이 sy는 sy=20_2-;2!;_10_2Û`=20(m)이다.

06  포물선 운동과 자유 낙하 운동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에 대해서 v¼_t=2L, ;2!;gtÛ`=L의 식이 각각 성립한다.

ㄱ. A의 연직 방향 운동에 대해 ;2!;gtÛ`=L의 식이 성립하므로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t는 t=¾Ð2L
g

이다. 따라서 v¼=

2LÖ¾Ð 2L
g

='2 ¶gL이다.

ㄴ. P에서 Q까지 수평 거리가 연직 거리의 2배이므로 수평 방향의 

평균 속도의 크기가 연직 방향의 평균 속도의 크기의 2배이다. 따라

서 연직 방향의 평균 속도의 크기 vy Õ는 vy Õ=
v¼
2

이고 S에 도달하는 순

간 B의 속력은 
v¼
2

_2=v¼이다.

ㄷ. B가 R부터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L
2

인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

린 시간을 t'라고 하면 B의 연직 방향 이동 거리에 대해 ;2!;gt'Û`=L
2

의 식이 성립하므로 t'=¾L
g

= t
'2 이다. 따라서 B가 수평면으로부

터 높이 
L
2

인 지점을 통과할 때 B의 속력 võ는 võ=g_ t
'2= v¼

'2
이다.

07  포물선 운동

P에서 Q까지 A의 수평 방향 속도의 크기는 10'2 cos45ù=10(m/s) 

로 일정하며, P에서 A의 연직 방향 속도의 크기는 10'2 sin45ù 

=10(m/s)이다.

ㄱ.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10-10_t=0의 식이 성립하므로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

린 시간은 1초이다.

ㄴ. P에서 A의 연직 방향 속도의 크기가 10`m/s이고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1초이므로 Q의 높이 sÎ는 sÎ=10_

1-;2!;_10_1Û`=5(m)이다.

ㄷ. A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tÎä라고 하면 R에

서 A의 운동 방향이 수평 방향과 30ù의 각을 이루고 A의 수평 방향 

속도의 크기는 10`m/s이므로 R에서 A의 연직 방향 속도의 크기는 

10_tÎä=10 tan30ù= 10
'3 (m/s)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tÎä=

1
'3초이고, Q에서 R까지 연직 거리 sÎä는 sÎä=;2!;_10_;3!;=;3%;(m)

이며 수평면을 기준으로 R의 높이 hä는 hä=5-;3%;=:Á3¼:(m)이다.

08  포물선 운동

(가), (나)의 P에서 각각 수평 방향과 30ù, 60ù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

로 던져진 A의 속력을 vÁ, vª라고 하면 (가), (나)에서 A의 수평 이동   

거리가 동일하므로 
2vÁÛ`sin30ùcos30ù

g
= 2vªÛ`sin60ùcos60ù

g
의 식이 

성립한다. 

③ (가), (나)의 P에서 각각 30ù, 60ù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던져진 

A의 속력을 vÁ, vª라고 하면 (가), (나)에서 A의 수평 이동 거리가 동 

일하므로 
2vÁÛ`sin30ùcos30ù

g
= 2vªÛ`sin60ùcos60ù

g
의 식이 성립하고

vÁ=vª이다. v¼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에 대해 h로 던져진 A의 최고

점을 H라 할 때 수평면을 기준으로 H의 높이 hî는 hî=v¼sinh

_ v¼sinh
g

-;2!;_g_{ v¼sinh
g
}2̀ = (v¼sinh)Û`

2g
이므로 hä와 hê는 각

각 hä=vÁÛ`
8g

, hê= 3vªÛ`
8g

= 3vÁÛ`
8g

이다. 따라서 
hê
hä

=3이다. 

09  포물선 운동과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의 운동

B가 t 동안 낙하했을 때 B의 속력 v^는 v^=v¼+gt이고, t 동안 B가 

낙하한 거리 s^는 s^=v¼t+;2!;gtÛ`이다.

② P에서 A의 연직 방향 속도의 크기 v연이 v연= 2'3
3

v¼_

sin60ù=v¼이므로 A가 P에서 최고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t최는 t최= v¼
g

이고, A, B가 각각 P, Q에서 각각 수평면까지 이동하 

는 데 걸리는 시간은 2t최=
2v¼
g

이다. 따라서 h=v¼_2v¼
g

+;2!;_g_

{ 2v¼
g
} 2`= 4v¼Û`

g
이고, h�=v¼_ v¼

g
-;2!;_g_{ v¼

g
} 2`= v¼Û`

2g
이므로 

h�=;8!;h이다. 또한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속력 võ=

v¼+g_ v¼
g

=2v¼이다.

별해 | P에서 A의 연직 방향 속도의 크기는 v연=
2'3
3

v¼_sin60ù=v¼

이므로 수평면에 도달할 때 A의 연직 방향 속도는 -v¼이다. A가 P

에서 수평면까지 운동하는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2v¼이고 A와 

B의 가속도는 동일하므로 수평면에서 B의 속력은 3v¼이다. A가 P

에서 최고점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¼이라고 하면 B가 수평

면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2t¼이므로 h= v¼+3v¼
2

_2t¼이고, 

h�= v¼
2

_t¼이다. 따라서 h�=;8!;h이다. 또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v¼이므로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속력은 2v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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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포물선 운동

Q에서 공의 수평 방향 속도의 크기는 v¼이고, Q에서 공이 수평면과 

이루는 경사각이 60ù인 빗면과 나란하게 도달했으므로 연직 방향 속

도의 크기는 v¼ tan60ù='3 v¼이다.

ㄱ. Q에서 공의 수평, 연직 방향 속도의 크기가 각각 v¼, '3 v¼이므

로 Q에서 공의 속력은 "Ã(v¼)Û`+('3 v¼)Û`=2v¼이다.

ㄴ. P, Q, R에서 공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공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수평면을 기준으로 할 때 mgH+;2!;mv¼Û̀ =mgh+

;2!;m(2v¼)Û`=;2!;m(3v¼)Û`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h=;8%;H이다.

ㄷ.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공의 수평 방향의 속도의 크기는 v¼

이고, 연직 방향 평균 속도의 크기 v Õ연은 vÕ연= 0+'3 v¼
2

='3
2

v¼이

다. P에서 Q까지 수평 방향 평균 속도의 크기가 연직 방향 평균 속도 

크기의 
2'3
3

배이므로 P에서 Q까지 수평 거리 s¸Î는 s¸Î={H-

;8%;H}_ 2'3
3

='3
4

H이다.

11  기울어진 평면에서의 포물선 운동

물체의 y축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10 sin30ù=5(m/sÛ` )이다.

ㄱ. P에서 물체의 y축 방향 속도의 크기 vy가 vy=10 sin30ù=5(m/s) 

이고 물체의 y축 방향 가속도의 크기가 5`m/sÛ`이므로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t¸Î라고 하면 5-5t¸Î=0의 식이 

성립한다. t¸Î가 1초이므로 P에서 Q까지 물체의 y축 방향 변위의 크 

기 sy는 sy=5_1-;2!;_5_1Û`=2.5(m)이다. 따라서 x축에서 Q까

지의 거리는 7.5+2.5=10(m)이다.

ㄴ. Q에서 R까지 물체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tÎä라고 하면 

;2!;_5_tÎäÛ`=10(m)의 식이 성립하므로 tÎä=2초이다. 

P에서 물체의 x축 방향 속도의 크기가 10cos30ù=5'3(m/s)이므

로 Q에서 R까지 물체의 변위의 크기는 "Ã10Û`+(5'3_2)Û`=20(m) 

이다.

ㄷ. R에서 x축 방향 속도의 크기가 5'3`m/s, y축 방향 속도의 크  

기 v yä가 v yä=5_2=10(m/s)이므로 R에서 물체의 속력은 

"Ã(5'3 )Û`+10Û`=5'7(m/s)이다.

12  포물선 운동

공이 P, Q, R에서 S까지 각각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t�, tõ, t�의 

비는 t� : tõ : t�=3 : 2 : 1이다.

⑤ 공이 P, Q, R에서 S까지 각각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t�, tõ, 

t�라고 하면 ;2!;gt� Û`=9h, ;2!;gtõ Û`=4h, ;2!;gt� Û`=h의 식이 성립 

한다. t� : tõ : t�=3 : 2 : 1이므로 v� : võ : v�=;3!; : ;2!; : 

1=2 : 3 : 6이다.

01 ③ 02 ④ 03 ③ 04 ⑤ 05 ④ 

06 ②  

본문 17~19쪽수 능 점 테 스 트3

01  가속도–시간 그래프와 위치–시간 그래프의 해석

가속도–시간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을 의

미하고, 위치–시간 그래프의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속

도의 크기를 의미한다.

ㄱ. 0초부터 4초까지 A의 y축 방향 평균 속도의 크기 v Õ가 v Õ=

:£4ª:=8(m/s)이고, 0초일 때 y축 방향 속도의 크기가 0이므로 4초

일 때 y축 방향 속도의 크기 vy는 vy=8_2=16(m/s)이다. 따라서 

0초부터 4초까지 A의 y축 방향 가속도의 크기 ay는 ay=
16-0

4
=

4(m/sÛ` )이고 0초부터 4초까지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 F는 

F=3_"Ã3Û̀ +4Û̀ =15(N)이다.

ㄴ. 2초일 때 x, y축 방향 속도의 크기 vxª, vyª가 각각 vxª=2+3 

_2=8(m/s), vyª=4_2=8(m/s)이므로 2초일 때 A의 속력 vª

는 vª="Ã8Û`+8Û`=8'2(m/s)이다.

ㄷ. 0초부터 2초까지 x, y축 방향 변위의 크기 sx, sy가 각각 sx=

2_2+;2!;_3_2Û`=10(m), sy=;2!;_4_2Û`=8(m)이므로 0초부터 

2초까지의 변위의 크기 s ª는 s ª="Ã10Û`+8Û`=2'4 �1(m)이다.

02  포물선 운동과 등가속도 직선 운동

P에서 A의 수평, 연직 방향 속도의 크기 v수, v연은 각각 v수=

v¼cos30ù='3
2

v¼, v연=v¼sin30ù=;2!;v¼이다.

④ P에서 R까지 A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t라 하면 A의 연직 

방향 변위의 크기가 h이므로 다음 식이 성립한다. 

h=;2!;v¼t+;2!;gtÛ` …① A, B의 t 동안의 수평 방향 변위의 크기 s�, 

sõ가 각각 s�='3
2

v¼t, sõ=v¼t+;2!;atÛ`이므로 다음 식 또한 성립한

다. 
'3
2

v¼t+v¼t+;2!;atÛ`=(2+'3)h …② 따라서 ①식과 ②식으로 

부터 a=(2+'3)g이다.

03  포물선 운동

P와 Q에서 A의 수평 방향 속도의 크기는 4'3 v¼cos60ù=2'3 v¼으
로 같다.

ㄱ. P, Q에서 A의 y축 방향 속도의 크기가 각각 2'3 v¼tan60ù= 

6v¼, 2'3 v¼tan30ù=2v¼이므로 A가 P에서 최고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최고점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각각 t¸, tÎ
라고 하면 6v¼-gt¸=0, gtÎ=2v¼의 식이 각각 성립한다. 따라서 

t¸=3tÎ이므로 수평면을 기준으로 최고점의 높이를 H라고 할 때 

H-10h : H-2h=;2!;gtÎ Û` : ;2!;gt Û̧`=1 : 9의 식이 성립하고, 

H=11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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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해 | P와 Q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2!;m(4'3v¼)Û̀ +2mgh

=;2!;m(4v¼)Û`+10mgh의 식이 성립하고 gh=2v¼Û`이다. A가 연

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므로 -2g(H-2h)=0-(6v¼)Û` 

=-18gh에서 H=11h이다. 

ㄴ. A가 P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A가 P

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A의 연직 방향 변위의 크기가 8h이므로 

(-2v¼)Û`-(6v¼)Û`=2_(-g)_8h의 식과 -2v¼-(+6v¼)=-gt의 

식이 각각 성립하므로 P에서 Q까지 수평 거리 s수는 s수=2'3 v¼t

=16'3 v¼Û`
g

=16'3_ h
2

=8'3 h이다.

ㄷ. Q를 지나는 순간 A의 수평, 연직 방향 속도의 크기 v수, v연이 각

각 v수=2'3v ¼, v연=2v ¼이므로 Q에서 물체의 속력 v Î는 

vÎ="Ã(2'3 v¼)Û`+(2v¼)Û`=4v¼이고, Q와 R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

가 보존되므로 A의 질량을 m, R를 지나는 순간 A의 속력을 vä라고 

할 때, ;2!;_m_(4v¼)Û`+mg_10h=;2!;_m_vä Û`의 식이 성립한

다. 따라서 vä=2'1�4 v¼이다.

04  포물선 운동

P, Q에서 R까지 A, B의 연직 방향의 변위는 각각 -10`m, 

-20`m이다.

⑤ P와 Q에서 A, B의 수평, 연직 방향 속도의 크기 v�수, v�연, võ수,  

võ연이 각각 v�수=5'1 �7 cosh Á=20(m/s), v�연=5'1 �7 sinh Á 

=5(m/s), võ수=5'1 �3 cosh ª=10(m/s), võ연=5'1 �3 sinh ª 

=15(m/s)이므로 P, Q에서 R까지 A, B가 각각 이동한 시간을 t�, 

tõ라고 하면 5t�-;2!;_10_t� Û`=-10, 15tõ-;2!;_10_tõ Û`=

-20의 식이 각각 성립한다. 따라서 t�=2초, tõ=4초이므로 t=2

초이고, P에서 R까지 수평 거리 s는 s=20_2=40(m)이다.

05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포물선 운동

A의 가속도의 크기는 g sin30ù=;2!;g, B의 연직 방향 가속도의 크기

는 g이다.

ㄱ. 동시에 P에서 던진 A, B가 동시에 Q, R를 지나므로 A가 P에

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t�는 B가 P에서 R까지 이동하

는 데 걸린 시간 tõ와 같다. ;2!;gtõ Û`=h에서 tõ=®Â 2h
g

이므로 A가 P

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Â 2h
g

이다.

ㄴ. P에서 Q까지 A의 이동 거리가 
h

sin30ù
=2h이므로 

v¼_®Â 2h
g

+;2!;_;2!;g_ 2h
g

=2h의 식이 성립한다. 

이 식을 정리하면 v¼=;4#;'2¶gh이므로 Q를 지나는 순간 A의 속력 vÎ

는 vÎ=;4#;'2¶gh+;2!;g_®Â 2h
g

=;4%;'2¶gh이고, R를 지나는 순간 B

의 속력 vä=¾Ð(2v¼)Û`+{g_®Â 2h
g
}2`= '1�3

2
'2¶gh이다. 따라서 Q를 

지나는 순간 A의 속력은 R를 지나는 순간 B의 속력의 ;4%;Ö '1�3
2

=5'1�3
26

배이다.

ㄷ. P에서 Q까지 수평 거리는 
h

tan30ù
='3h이고, P에서 R까지의 

수평 거리는 2v¼_®Â 2h
g

=3h이므로 Q에서 R까지 수평 거리는 

(3-'3)h이다.

06  빗면에서 던진 물체의 운동

x, y축을 각각 그림과 같이 설정하였을 때, 물체의 x, y축 방향 가속도

의 크기는 각각 10 sin30ù=5(m/sÛ̀  ), 10 cos30ù=5'3(m/sÛ̀  )이다.

수평면
30ù

30ù

x

y

P

2013`m/s

Q

② P에서 물체의 x, y축 방향 속도의 크기가 각각 20'3 cos30ù= 

30(m/s), 20'3 sin30ù=10'3(m/s)이므로 P에서 Q까지 물체가 이

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2t라고 하면 t일 때, y 방향 속도가 0이므로 

10'3-5'3t=0, 30_2t-;2!;_5_(2t)Û̀ =s의 식이 각각 성립한다. 

따라서 s=80`m이다.

별해 |  P에서 물체의 수평, 연직 방향 속도의 크기 v수, v연이 각각 v수

=20'3 cos(30ù+30ù)=10'3(m/s), v연=20'3 s in(30ù+ 

30ù)=30(m/s)이고, P에서 Q까지 수평, 연직 거리가 각각 s cos30ù

='3
2

s, s sin30ù=;2!;s이므로 P에서 Q까지 물체가 이동하는 데 걸

린 시간을 t라고 하면 수평, 연직 방향에 대해 각각 

10'3t='3
2

s …①, 30t-;2!;_10_tÛ`=;2!;s …②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①식과 ②식으로부터 s=80`m이다. 

8  EBS 수능완성 물리학 Ⅱ

수능완성(물리학2)_해설_10교.indd   8 2022-05-11   오후 4:45:44



www.ebsi.co.kr

물체의 운동(2)
THEME

3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22쪽

정답 ④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T라고 할 때 실이 물체에 작용하

는 힘의 연직 방향, 수평 방향 성분의 크기 F연, F수는 각각 F연= 

Tcos30ù, F수=Tsin30ù이다. 

④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연직 방향 성분과 수평면이 물체를 떠 

받치는 힘의 합력이 물체의 무게와 같으므로 
'3
2

T+ '3
2

mg=

'3mg의 식이 성립하고, T=mg이다. 따라서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수평 방향 성분의 크기 F수가 ;2!;mg이므로 ;2!;mg= '3mvÛ`
'3lsin30ù

의 식이 성립하고 v= 'g �l
2

이다. 

01 ③ 02 ⑤ 03 ③ 04 ⑤ 05 ④ 

06 ⑤ 07 ③ 08 ⑤ 09 ⑤ 10 ③ 

11 ③ 12 ④  

본문 23~25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등속 원운동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 하는 하드 디스크 위의 P에서와 Q에서 각속

도의 크기는 같다.

ㄱ. P, Q에서 각속도의 크기를 x라고 할 때 P, Q에서 주기 T는 

T=2p
x

이다. 따라서 P에서와 Q에서 주기는 같다.

ㄴ. 회전축으로부터 P, Q까지의 거리를 각각 r¸, rÎ라고 하면 P, Q

에서 속력 v¸, vÎ는 각각 v¸=r¸x, vÎ=rÎx이다. 따라서 r¸<rÎ
이므로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ㄷ. P, Q에서 구심 가속도의 크기 a¸, aÎ가 각각 a¸=r¸x Û`, 

aÎ=rÎxÛ`이므로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02  등속 원운동

속력이 동일한 물체의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ㄱ. A, B의 주기 T�, Tõ가 각각 T�= 2pr
v

, Tõ= 2p_2r
v

=

4pr
v

이므로 주기는 B가 A의 2배이다.

ㄴ. A, B의 각속도 x�, xõ가 각각 x�= v
r
, xõ= v

2r
이므로 각속

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ㄷ. A, B의 구심 가속도의 크기 a�, aõ가 a�= vÛ`
r

, aõ= vÛ`
2r

이므로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03  등속 원운동

질량 m인 물체가 궤도 반지름 r인 원 궤도를 각속도 x로 원운동 할 

때 구심력의 크기는 mrxÛ`이다.

ㄱ. A, B의 주기 T�, Tõ는 각각 T�= 2p
x

, Tõ= 2p
2x

이므로 주

기는 A가 B의 2배이다.

ㄴ. A, B의 속력 v�, võ가 각각 v�=rx, võ=2r_2x=4rx이므

로 속력은 B가 A의 4배이다.

ㄷ. A, B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 F�, Fõ가 각각 F�=2m_

r_xÛ`=2mrxÛ`, Fõ=m_2r_(2x)Û`=8mrxÛ`이므로 물체에 작용

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B가 A의 4배이다.

04  등속 원운동

질량 m인 물체가 각속도 x, 속력 v로 원운동을 할 때 물체에 작용하

는 구심력의 크기는 mvx이다.

ㄱ. A, B의 주기 T�, Tõ가 각각 T�= 2p
x

, Tõ= 2p
3x

이므로 주

기는 A가 B의 3배이다.

ㄴ. A, C의 궤도 반지름 r�, rõ가 각각 r�= v
x

, r�= 3v
2x

이므로 

궤도 반지름은 C가 A의 ;2#;배이다.

ㄷ. B, C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 Fõ, F�가 각각 Fõ=2m_ 

2v_3x=12mvx, F�=m_3v_2x=6mvx이므로 물체에 작용

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B가 C의 2배이다.

05  등속 원운동

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A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같다.

④ 추가 실을 당기는 힘과 A에 작용하는 구심력인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따라서 A와 추의 질량을 각각 m¼, M¼, 원 궤도의 

반지름을 r¼이라고 하면 
m¼vÛ`
r¼

=M¼g의 식이 성립하고, 원 궤도의  

반지름 r¼은 추의 질량 M¼에 반비례한다.

06  등속 원운동

A의 속력은 6`m/s이고, 주기는 4t이다.

ㄱ. 원 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 하는 물체 A의 가속도의 방향은 항

상 원의 중심 방향이다. 따라서 0초일 때 A의 가속도의 방향은 +x 

방향이다.

ㄴ. A의 속력이 6`m/s이므로 A의 각속도 x는 x=;3^;=2(rad/s)

이다. 따라서 A의 원운동 주기 T는 T= 2p
2

=p(s)이고 4t=p이므

로 t=;4!;p이다.

ㄷ. A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 F는 F= 2_6Û`
3

=24(N)으로 일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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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케플러 법칙

태양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r, 태양과 행성의 질량을 

각각 M, m이라 할 때, 태양에 의해 행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F는 F=GMm
rÛ`

이고, 행성의 가속도의 크기 a는 a=GM
rÛ`

이다.

ㄱ.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따라 태양 중심에서 행성 중심까지의 

거리가 작을수록 행성의 속력이 빠르다. 따라서 속력은 P에서가 Q에

서보다 빠르다.

ㄴ. 행성의 가속도의 크기 a는 a=GM
rÛ`

이므로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ㄷ. A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분이 쓸

고 지나간 부분의 면적은 타원 궤도의 면적의 ;4!;배보다 크다. 따라서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4!;T보다 크다.

08  조화 법칙

위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공전 궤도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 

한다.

⑤ B의 공전 주기를 Tõ라고 하면 TÛ` : RÜ`=TõÛ` : (2R)Ü`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Tõ=2'2 T이다.

09  중력 법칙

행성 중심에서 위성 A, B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 위성에 작용하는 중

력의 크기는 위성의 질량에 비례한다.

ㄱ. 행성 중심에서 A까지의 거리가 작을수록 A의 속력이 빠르므로 

A의 속력은 P에서가 O에서보다 크다.

ㄴ. P에서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 B의 질량에 비례한

다. 따라서 P에서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ㄷ. B의 공전 궤도 긴반지름이 A의 공전 궤도 긴반지름의 2배이므

로 B의 공전 주기는 "�2Ü` T=2'2 T이다. B가 Q에서 R까지 이동하

는 동안 행성과 B를 잇는 선분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B의 타원 궤

도 면적의 ;4!;배보다 크므로 B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
2

T보다 크다.

10  중력의 크기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행성 중심에서 위성 중심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ㄱ. B 중심에서 행성 중심까지 거리의 최댓값을 rõ대, 행성, A, B의  

질량을 각각 M, m, 2m이라고 하면 F=GMm
rÛ`

, ;9@;F=GM_2m
rõ대Û`

의 식이 각각 성립한다. 따라서 rõ대=3r이다.

ㄴ. 행성 중심에서 A 중심까지의 거리의 최댓값을 r�대, 행성 중심

에서 B 중심까지의 거리의 최솟값을 rõ소라고 하면 ;9$;F=GMm
r�대Û`

,  

;2!;F=GM_2m
rõ소Û`

의 식이 각각 성립한다. 따라서 r�대=;2#;r, rõ소

=2r이므로, A, B의 공전 궤도 긴반지름 R�, Rõ는 각각 R�=

{r+;2#;r}Ö2=;4%;r, Rõ=(2r+3r)Ö2=;2%;r이고 공전 궤도 긴반

지름은 B가 A의 2배이다.

ㄷ. B의 공전 주기를 T'라고 하면 {;4%;r}3` : {;2%;r}3`=TÛ` : T'Û`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T'=2'2 T이다.

11  위성의 운동

질량과 반지름이 각각 M, R인 행성의 표면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하는 질량 m인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F는 F= GMm
(R+r)Û`

이고, 위성의 가속도의 크기 a는 a= GM
(R+r)Û`

이다.

ㄱ. B, D의 가속도의 크기 aõ, aë가 각각 

aõ= G_2M
(2R+3R)Û`

= 2GM
25RÛ`

, aë= GM
(3R+3R)Û`

= GM
36RÛ`

이므로 가속

도의 크기는 B가 D의 ;2&5@;배이다.

ㄴ. B, D의 속력을 각각 võ, vë라고 하면 

aõ= 2GM
25RÛ`

= võÛ`
(2R+3R)

, aë= GM
36RÛ`

= vëÛ`
(3R+3R)

의 식이 각

각 성립한다. 

따라서 
võ
vë

=®Â:Á5ª:= 2'1�5
5

이므로 속력은 B가 D의 
2'1�5

5
배이다.

ㄷ. B, D의 주기 Tõ, Të가 각각 Tõ= 2p_5R
võ

= 10pR
võ

, 

Të= 2p_6R
vë

= 12pR
vë

이므로 주기는 B가 D의 
5'1�5
36

배이다.

12  정지궤도 기상위성

정지궤도 기상위성의 구심력은 지구가 정지궤도 기상위성에 작용하

는 중력이다.

ㄱ. 정지궤도 기상위성의 구심력이 지구가 정지궤도 기상위성에 작

용하는 중력이므로 
GMm
(r+H)Û`

= mvÛ`
(r+H)

은 ㉠으로 적당하다.

ㄴ. v= 2p(r+H)

T
이므로 H={GMTÛ`

4pÛ`
}
;3!;
-r이다.

ㄷ. 정지궤도 기상위성의 주기는 지구의 자전 주기와 같으므로 약 24

시간은 ㉢으로 적당하다.

01 ④ 02 ③ 03 ④ 04 ③ 05 ⑤ 

06 ⑤   

본문 26~28쪽수 능 점 테 스 트3

01  등속 원운동

공과 연결된 실이 연직선과 이루는 각이 h, 실이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T일 때, 공의 구심력의 크기 F구는 F구=Tsinh이고,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Tcosh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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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에서 추가 실을 당기는 힘과 실이 공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동일하므로 Mg cos60ù=mg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M=2m 

이다.

ㄴ. (나)에서도 추의 질량과 공의 질량은 동일하므로 Mg cosh= 

mg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h=60ù이다.

ㄷ. 실이 연직선과 이루는 각과 실이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가), 

(나)에서 동일하므로 구심력의 크기도 같다. (가), (나)에서 공의 원 궤

도 반지름이 각각 Lsin60ù, L'sin60ù이므로 
mvÛ`

L sin60ù
= mv'Û`

L'sin60ù
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v<v'이므로 L<L'이다.

02  등속 원운동

각속도는 A, B가 동일하다.

ㄱ. P와 Q가 A,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T로 같으므로, A, B의 

질량을 mÁ, mª라고 하면 TcoshÁ=mÁg, Tcoshª=mªg의 식이 각

각 성립한다. 2coshÁ=coshª이므로 mª=2mÁ이다. 따라서 질량은 

B가 A의 2배이다.

ㄴ. P, Q의 길이를 각각 LÁ, Lª, 막대의 각속도를 x라고 하면 

TsinhÁ=mÁLÁsinhÁxÛ`, Tsinhª=mªLªsinhªxÛ`의 식이 각각 성립

한다. 따라서 LÁ=2Lª이므로 실의 길이는 P가 Q의 2배이다.

ㄷ. A, B의 각속도가 같으므로 A, B의 속력은 A, B의 궤도 반지

름에 비례한다. 따라서 속력은 A가 B의 
2sinhÁ
sinhª

배이다.

03  등속 원운동

반지름 r인 원 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하는 속력 v인 물체의 원운 

동 주기 T는 T= 2pr
v 이다.

④ 원운동 주기가 동일할 때 반지름과 물체의 속력은 비례하므로 반

지름 2r인 반원 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하는 A의 속력을 2v라고 

하면 반지름 3r, 4r인 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하는 A의 속력은 

각각 3v, 4v이고, Ⅱ, Ⅳ의 가로 폭을 s라고 할 때 (3v)Û̀ -(2v)Û̀ =2aÁs, 

(4v)Û`-(3v)Û`=2aªs의 식이 각각 성립한다. 따라서 
aª
aÁ=;5&;이다.

04  위성의 운동

행성에 의해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행성 중심에서 위성 중

심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행성과 위성의 질량을 곱한 값에 

비례한다.

ㄱ. 행성 중심에서 위성 중심까지 거리가 rÁ로 같을 때 A, B에 작용

하는 중력의 크기가 각각 ;2(;F, 9F이므로 위성의 질량은 B가 A의

2배이다.

ㄴ. 행성 중심에서 위성 중심까지 거리가 r¼, rÁ일 때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각각 18F, ;2(;F이고 중력의 크기는 행성 중심에서

위성 중심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rÁ=2r¼이다.

ㄷ. A,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의 최솟값이 각각 2F, F이므로 

행성의 중심에서 A, B의 중심까지 거리의 최댓값은 각각 3r¼, 6r¼이

다. B의 공전 주기를 Tõ라 할 때 위성의 공전 주기는 위성의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T Û ` : Tõ Û `={ r¼+3r¼
2

} 3 ` : 

{ 2r¼+6r¼
2

}3`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B의 공전 주기 Tõ는 Tõ=

2'2T이다.

05  케플러 법칙

A의 원 궤도 반지름과 B의 타원 궤도 긴반지름이 같으므로 A와 B

의 공전 주기는 같다.

ㄱ. 행성의 질량을 M, 행성 중심에서 위성 중심까지의 거리를 r라

고 할 때 위성의 가속도의 크기 a는 a= GM
rÛ`

으로 행성 중심에서 위

성 중심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행성 중심에서 Q까지의 

거리는 A, B가 동일하므로 Q에서 위성의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

가 같다.

ㄴ. 행성 중심에서 위성 중심까지의 거리가 작을수록 위성의 속력은 

빠르다. 따라서 B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느리다.

ㄷ. A의 원 궤도 반지름과 B의 타원 궤도 긴반지름이 같으므로 A, 

B의 공전 주기가 동일한데 A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을 잇는 선분이 

A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A의 원 궤도 

면적의 ;2!;보다 크고, B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을 잇는 선분이 B가 Q

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타원 궤도 면적의

;2!;보다 작다. 따라서 Q에서 R까지 위성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은 A가 B보다 길다.

06  면적 속도 일정 법칙

행성과 위성을 잇는 선분이 쓸고 지나간 면적은 시간에 비례한다.

ㄱ. B 중심에서 행성 중심까지의 거리가 작을수록 B에 작용하는 중

력의 크기는 크다. B 중심에서 행성 중심까지 거리의 최솟값은 9R, 

Q에서 행성 중심까지의 거리는 25R이므로 Q에서 B에 작용

하는 중력의 크기는 
9Û`
25Û`

F¼= 81
625F¼이다.

ㄴ. A의 원 궤도 반지름과 B의 긴반지름이 같으므로 A, B의 공전 

주기는 동일하다. 따라서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

간을 T'라고 하면 T : T'=255pRÛ` : 255pRÛ`
4

+60RÛ`의 식이 성

립하고 T'={;4!;+ 4
17p }T이다.

ㄷ. 행성의 중심과 B를 잇는 선분이 B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

안과 R에서 P까지 이동하는 동안 각각 쓸고 지나가는 면적 sÎä, sä¸

가 각각 sÎä= 255pRÛ`
4

+60RÛ`, sä¸= 255pRÛ`
2

-120RÛ`이다. 따

라서 sÎä<sä¸이므로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B 

가 R에서 P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다.

정답과 해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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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대성 이론
THEME

4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31쪽

정답 ③

A가 관찰할 때 광원에서 발사된 빛은 직진하며, B가 관찰할 때 광원

에서 발사된 빛은 휘어진다. 

ㄱ. 빛의 속력은 관찰자 또는 좌표계와 상관없이 진공에서 항상 일정

하다. 따라서 광원에서 발사된 빛의 속력은 A가 관찰할 때와 B가 관

찰할 때 서로 같다. 

ㄴ. B가 탑승한 우주선 내부의 광원에서 수직으로 검출기 P를 향해 

발사된 빛 신호가 검출기 Q에 도달하므로 우주선의 가속도 방향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같다. 따라서 우주선의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

향으로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서로 반대 

이다. 

ㄷ. B가 탑승한 우주선에서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지구에 정지

한 B의 무게보다 작다. 따라서 B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지구

에서의 B의 무게보다 작으므로 우주선의 가속도의 크기는 지구에서

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보다 작다. 

01 ⑤ 02 ② 03 ④ 04 ① 05 ③ 

06 ④ 07 ② 08 ③  

본문 32~33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관성 좌표계와 가속 좌표계

관성 좌표계는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 중인 좌표계이고 가속 좌표계

는 가속도 운동 중인 좌표계이다. 가속 좌표계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는 관성력이 작용한다.

ㄱ. (가)에서 엘리베이터는 연직 위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므로 

저울의 측정값 80`N은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과 같고, (나)에

서 엘리베이터는 연직 위 방향으로 가속도 2`m/sÛ`으로 등가속도 운

동을 하므로 저울의 측정값 60`N은 B에 작용하는 중력에 B에 작용

하는 관성력을 더한 값과 같다. 따라서 (가)에 의해 (m+M)10 

=80이고, (나)에 의해 M(10+2)=60이므로 M=5`kg, m 

=3`kg이다.

ㄴ. A의 질량 m=3`kg이다. 따라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가 30`N이므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30`N이다.

ㄷ. B의 질량 M=5`kg이다. 따라서 B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

는 5_2=10(N)이다.

02  관성 좌표계와 가속 좌표계

(가)에서 엘리베이터는 등속도 운동을 하며, (나)에서 엘리베이터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ㄱ. (가)에서 빛이 직선 경로를 따라 아래로 진행하므로 엘리베이터

의 운동 방향은 +y 방향이다.

ㄴ. (나)에서 빛이 휘어진 경로를 따라 아래로 진행하므로 엘리베이

터의 가속도 방향은 +y 방향이다.

ㄷ. (가)에서 A가 관측한 공은 무중력 상태로 정지한 것처럼 관측되

며, (나)에서 B가 관측한 공은 중력이 작용하여 엘리베이터 바닥으로 

낙하하는 것처럼 관측된다.

03  관성력

관성력은 가속 좌표계에서 받는 가상적인 힘으로 방향은 가속도의 방

향과 반대이다.

ㄱ. 손잡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이 자동차 운동 방향과 같으므

로 자동차의 가속도 방향은 -x 방향이다.

ㄴ. 자동차 안에서 정지한 사람이 관측할 때 A와 손잡이는 모두 정

지해 있다. 따라서 손잡이가 기울어진 방향이 +x 방향이므로 A의 

좌표계에서 손잡이에 작용한 관성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ㄷ. 자동차 밖에 정지한 사람이 관측할 때 손잡이는 자동차와 함께 

+x 방향으로 운동한다. 따라서 손잡이가 기울어진 방향이 +x 방

향이므로 B의 좌표계에서 손잡이에 작용한 알짜힘의 방향은 줄이 손

잡이에 작용하는 힘과 손잡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력 방향인 -x 

방향이다.

04  가속 좌표계에서의 물체의 운동

우주선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위 방향으로 크기가 g

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관성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

ㄱ. (가)에서 공은 중력을 받아 중력 가속도로 낙하하고, (나)에서 공

은 관성력에 의해 중력 가속도로 낙하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가), (나)에서 A와 B가 관측한 공의 가속도 크기는 중력 가속도 크

기로 같다.

ㄴ. (나)에서 행성에 정지한 우주인이 공을 관측했을 때 공은 B가 놓

은 순간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ㄷ. (나)에서 B가 관측한 공의 운동 방향은 우주선 바닥으로 낙하하

는 방향이고, 우주인이 관측한 공의 운동 방향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

과 같은 방향이다. 따라서 (나)에서 B와 우주인이 관측한 공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05  시공간의 휘어짐

질량을 가진 행성 주위의 시공간은 휘어져 있다.

ㄱ. 행성 주위를 진행하는 빛의 경로가 휘어지므로 행성 주위의 시공

간은 휘어져 있다.

ㄴ. 행성 주위를 진행하던 빛이 행성에 가깝게 진행할수록 더 많이 

휘어지므로(hÁ>hª) 행성 주위의 중력의 크기는 행성에 가까울수록 

크다.

ㄷ. 지구 주위의 시공간은 지구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크므로 더 많이 

휘어져 있다. 따라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A, B의 속력은 A가 B보

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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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중력 렌즈

질량을 가진 물체 주위의 시공간은 휘어져 있어 질량을 가진 물체 주

위를 진행하는 빛은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진행한다.

ㄱ. 지구의 관측자는 빛이 직진하여 오는 것처럼 관측한다. 따라서 

지구의 관측자가 관측한 퀘이사의 위치는 아인슈타인 고리가 있는 위

치이다.

ㄴ. 거대한 은하는 질량이 매우 크므로 은하 주위의 시공간은 크게 

휜다. 따라서 거대한 은하의 중력이 렌즈처럼 빛을 휘게 하는 중력 렌

즈 현상이 발생한다.

ㄷ. 거대한 은하의 질량이 클수록 거대한 은하의 중력이 커지게 되므

로 거대한 은하의 질량이 클수록 더 큰 아인슈타인의 고리가 만들어

진다.

07  관성력과 물체의 운동 방향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우주정거장 내부에서 관측할 때 우주정거장 내

부의 물체에는 원심력인 관성력이 작용한다.

ㄱ. 우주정거장 내부에 있는 A가 우주정거장 외부에 정지해 있는 B

를 관측했을 때 B는 A의 운동 방향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관측된다. 

ㄴ. 우주정거장의 공전 속력이 빠를수록 A의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커지고 관성력의 방향은 구심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이며 크기는 A의 

질량과 구심 가속도의 크기를 곱한 값과 같다. 따라서 우주정거장의 

공전 속력이 빠를수록 A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증가한다.

ㄷ. 관성력이 작용하는 우주정거장 안에서 A가 사과를 가만히 놓을 

경우 사과는 관성력 방향(+x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며 낙하 

한다.

08  관성력과 엘리베이터의 운동

엘리베이터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 동안은 엘리베이터 좌표계에

서 관성력이 작용하며, 엘리베이터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 동안

은 엘리베이터 좌표계에서 관성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ㄱ. t일 때 엘리베이터는 연직 위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므로 이

때 A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중력 방향과 같다. 따라서 t일 때 

저울의 측정값은 A의 몸무게 500`N보다 크다.

ㄴ. 5t일 때 엘리베이터는 등속도 운동을 하므로 이때 엘리베이터 좌

표계에서 관성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5t일 때 저울의 측정값

은 A의 몸무게인 500`N을 가리킨다.

ㄷ. 11t일 때 엘리베이터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므

로 A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연직 위 방향이다.

01 ⑤ 02 ③ 03 ② 04 ⑤ 05 ① 

06 ④  

본문 34~36쪽수 능 점 테 스 트3

01  시공간의 휘어짐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한다. 또한 시공간의 휨의 정도는 질량이 클수

록 크다.

ㄱ. 태양과 수성 중 질량은 태양이 크므로 천체 주위의 시공간의 휨

은 태양 주위가 수성 주위보다 크다.

ㄴ. 태양 주위의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수성은 타원 궤도로 공전하며 

(나)처럼 세차 운동을 한다.

ㄷ. 수성이 태양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수성에 작용하는 태양의 중력

은 커진다. 따라서 수성이 태양에 가까이 다가올 때 수성의 공전 속력

은 빨라진다.

02  시공간의 휘어짐

태양 주위의 시공간의 휘어짐이 클수록 태양 주위를 지나는 빛의 경

로의 휨은 커진다.

ㄱ. 시공간의 휘어짐 정도가 클수록 그 주위를 지나는 빛의 경로의 휨

도 커진다. 따라서 빛은 태양 주위의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진행한다.

ㄴ. 태양에 더 가까이 진행하는 빛일수록 빛의 경로의 휨이 크므로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시공간의 휘어진 정도가 크다.

ㄷ. 태양이 지구보다 질량이 크므로 시공간의 휘어짐은 태양 주변에

서가 지구 주변에서보다 크게 일어난다. 따라서 p에서 태양에 의한 

시공간의 휘어짐은 지구에 의한 시공간의 휘어짐보다 크다. 

03  가속 좌표계에서의 물체의 운동

Q에서 P로 가속하는 우주선 안의 B는 Q, P 사이 거리를 Q, P에서 

방출한 빛의 도달 시간을 정지한 우주선 안의 A가 관측할 때와 서로 

다르게 관측한다.

ㄱ. B의 운동으로 P, Q 사이의 길이 수축이 발생하므로 A가 관측

한 P, Q 사이 거리보다 +y 방향으로 운동하는 B가 관측한 P, Q 사

이의 거리가 더 짧다.

ㄴ. B가 외부를 볼 수 없다면 B의 좌표계는 가속 좌표계이므로 중력

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는 등가 원리가 성립한다.

ㄷ. 우주인 좌표계에서 관측할 때, B가 던진 공은 던진 순간의 +y 

방향의 속력과 +x 방향으로 던진 속력에 대해 +x 방향과 +y 방

향 사이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04  빛의 속력과 가속 좌표계에서의 물체의 운동

중력이 큰 행성 주변에서의 시간은 중력이 없는 공간이거나 작은 공

간에서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ㄱ.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므로 지구 대기권을 무시할 때 우주

인에서 A를 향해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ㄴ. A는 지구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정지해 있고 우주인은 지구 

중력으로부터 벗어난 지점에 정지해 있으므로 A의 시간은 우주인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ㄷ. 우주선은 정지한 우주인을 향해 가속도 운동을 한다. 따라서 우

주선에서 관측할 때 우주인은 우주선을 향해 가속도 운동을 한다.

정답과 해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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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관성력

(가)에서는 우주선이 지표면에 정지해 있으므로 우주선 내부의 물체

에는 중력이 작용하며, (나)에서는 우주선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

간에서 가속도 운동을 하므로 우주선 내부의 물체에는 관성력이 작용

한다.

ㄱ. (가)에서 용수철 저울의 측정값과 (나)에서 바닥의 저울의 측정값

은 같다. 따라서 mg=M(2g)이므로 m=2M이다.

ㄴ. (나)에서 A, B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모두 우주선이 가속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같다. 따라서 (나)에서 A, B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우주선 좌표계를 기준으로 서로 같은 방향이다.

ㄷ. (가), (나)에서 물체의 질량은 같고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는 

중력 가속도 g, (나)에서는 가속 좌표계의 가속도인 2g이므로 용수철

저울의 늘어난 길이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짧다.

06  관성력과 가속 좌표계에서의 물체의 운동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가속하는 우주선 내부의 물체에 작용

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우주선의 가속도의 크기가 클수록 크다.

ㄱ. (가), (나)의 우주선 내부의 물체에는 관성력이 작용한다. 우주선 

내부로 입사한 빛의 경로의 휨의 정도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

므로 우주선의 가속도의 크기와 학생의 가속도 크기 모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따라서 (가), (나)에서의 저울의 측정값이 같으므

로 학생의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ㄴ. (가), (다)의 저울 측정값과 A, C의 질량은 같다. 따라서 (가)에

서 우주선 가속도의 크기를 a�,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g라 하면 

a�=a+g가 되므로 (가)에서 우주선 가속도의 크기는 a보다 크다.

ㄷ. 관성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가속 좌표계의 가속도의 크기를 

곱한 값과 같다. 따라서 공의 질량은 같고 우주선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므로 공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가)

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일과 에너지
THEME

5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39쪽

정답 ⑤

단진동의 주기는 추의 질량과는 관계없고 추가 연결된 실의 길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⑤ 추를 천장에 연결한 실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단진동의 주기 

T=2p® l
g
이므로 l= gTÛ`

4pÛ`
이다. 또한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추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추의 이동 거리 h는 실의 길이의 2배이므로 

h=l_2= gTÛ`
2pÛ`

이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추의 

질량을 m,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추의 속력을 v라 하면 ;2!;mvÛ`=

mg_ gTÛ`
2pÛ`

이 성립되므로 v= gT
p

이다. 

01 ① 02 ① 03 ⑤ 04 ③ 05 ④ 

06 ③ 07 ⑤ 08 ② 09 ③ 10 ③ 

11 ⑤ 12 ③   

본문 40~42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일과 에너지

물체가 일직선을 따라 거리 s만큼 움직이는 동안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이 운동 방향과 h의 각을 이루며 작용할 때 F가 물체에 한 일은 

Fscosh이다.

ㄱ. (가), (나)에서 물체의 질량이 같으므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따라서 (가)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cos30ù='3
2

F, (나)에서 B에 작용하

는 힘의 크기는 Fcos60ù=;2!;F이므로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물체 

의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a, 물체의 이동 거리를 s라 하면 수평면

에 놓인 물체가 일정한 힘을 받아 s만큼 이동했을 때 물체의 속력 

v='2 ¶as이다. 따라서 물체의 가속도 크기는 A가 B보다 크므로 물

체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ㄷ. (가), (나)에서 A, B가 s, 2s만큼 각각 이동하는 동안 F가 물체

에 한 일은 (가)에서는 W(가)=
'3
2

Fs, (나)에서는 W(나)=;2!;F_2s=

Fs이다. 따라서 F가 물체에 한 일은 A가 s만큼 이동했을 때가 B가 

2s만큼 이동했을 때보다 작다.

14  EBS 수능완성 물리학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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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일과 에너지

질량이 m인 물체를 경사각이 h인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올릴 경우 중력 가속도가 g일 때 빗면을 따라 빗면 위

쪽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는 mgsinh이다.

ㄱ. B가 a에 도달할 때까지 B는 등속도 운동을 하므로 B에 작용한 

알짜힘은 0이다. 따라서 B가 수평면에 놓인 순간부터 a를 지나기 직

전까지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B에 한 일은 0이다.

ㄴ. p가 끊어진 후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mgsinh이다. 따

라서 B가 a를 통과한 직후 A의 속력은 v이므로 A가 빗면을 따라 올

라간 거리를 l이라 하면 mgsinh_l=;2!;mvÛ̀ 이 되므로 l= vÛ`
2gsinh

이다.

ㄷ. p가 끊어지기 전 A, B는 등속도 운동을 하므로 전동기에 연결

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sinh이다. 따라서 p가 끊어

진 직후부터 B가 L만큼 이동하는 동안 전동기가 한 일은 mgLsinh 
이다.

03  포물선 운동

물체를 수평면과 각 h를 이루며 속력 v로 던졌을 때 물체는 연직 방

향으로 처음 속력이 vsinh이고 가속도의 크기가 g인 등가속도 운동

을 하며,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속력 vcosh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ㄱ. 물체의 질량이 m이므로 물체가 Q에서 R까지 연직 방향으로 

;2!;H만큼 이동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인 mg_;2!;H=;2!;mgH와 같다.

ㄴ. 물체가 P에서 Q까지 연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며 이동

한 거리가 H이고 최고점인 Q에서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0이다. 따

라서 물체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동안 걸린 시간이 t라면 0=vsinh

-gt, H=vsinht-;2!;gtÛ`이 성립하므로 두 식을 연립하면 H=gtÛ`

-;2!;gtÛ`=;2!;gtÛ`이 되어 t=®Â 2H
g

가 된다.

ㄷ. 물체가 P에서 S까지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의 속력 vcosh로 2t 

동안 등속도로 이동한 거리를 s라 하면 vcosh= s
2t

= s

2¾Ð 2Hg

 

…… ①이다. 따라서 물체의 Q에서 운동 에너지는 E=;2!;m(vcosh)Û̀ ` 

이므로 vcosh=®Â 2E
m

이고, 이것을 ① 식에 대입하면 s=4®ÂHE
mg

이다.

04  일과 에너지

마찰이 있는 수평면을 따라 이동한 물체에 마찰력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③ 빗면 위의 점 P, Q에 A를 순서대로 가만히 놓았을 때 A의 질량

을 m, 중력 가속도를 g라 하면 A가 수평면에 도달한 순간 A의 운동 

에너지는 각각 mgH¸, mgHÎ이다.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를 F라 

하면 각각 F_4s=mgH¸, F_s=mgHÎ가 성립하므로 
HÎ
H¸

=;4!;이다.

05  포물선 운동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45ù보다 크면 연직 방향의 물체의 속력이 수평 

방향의 물체의 속력보다 크다.

④ A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80sin30ù=80_;2!;=40(m/s)이므로 

A가 던져진 순간부터 P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40-10_t=0에 의해 t=4`s이다. 따라서 A가 P까지 이동하는 동

안 걸린 시간 4`s 동안 연직 방향으로 B가 올라간 거리가 h라면 '3

이 1.7이므로 h=40'3_4-;2!;_10_4Û`=192(m)이다. 따라서 B

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1_192_10=1920( J)이다.

06  마찰력이 한 일

속력–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물체의 가속도 크기와 같다. 따라서 

A는 수평면의 마찰이 없는 구간과 마찰이 있는 구간을 각각 지나므

로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른 t에서 4t까지의 시간은 A가 마찰이 있는 

수평면을 지나는 시간이다.

ㄱ. (나) 그래프 아래 면적은 물체의 이동 거리이다. 따라서 마찰이 

있는 수평면의 p, q 사이 거리는 (v+2v)_3t_;2!;=;2(;vt이다.

ㄴ. 마찰이 있는 p, q 사이 구간을 물체가 통과하는 동안 A의 운 

동 에너지 변화량은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한 일과 같다. 따라서  

마찰력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A에 한 일은 

;2!;m(2v)Û̀ -;2!;mvÛ̀ =;2#;mvÛ̀ 이다.

ㄷ. t부터 4t 동안 B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에 마찰력이 A에 

한 일을 더한 것은 A,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합과 같다.

07  추의 진동과 역학적 에너지 

길이가 l인 실에 매달린 질량이 m인 추

를 실의 연직선에 대해 h만큼 당겨 진동

시킬 때 최저점에서 중력 퍼텐셜 에너지

를 0으로 하면, 최저점과 최고점의 높이 

차이가 h이므로 최고점에서 역학적 에

너지는 mgh=mgl(1-cosh)이고, 

최저점에서의 진자의 속력은 ;2!;mvÛ`µ�Å 

=mgl(1-cosh)에서 vµ�Å='2Ägl(1-cosh)이다.

ㄱ. 추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한 일은 

-mgh¼이다.

ㄴ. 추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실이 추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추의 변위의 방향과 항상 수직이다. 따라서 추가 P에서 Q까지 이동

하는 동안 실이 추에 한 일은 0이다.

m
m

v
µ` �̀`Å

lcos`h

h
l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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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P(최고점), Q(최저점) 사이의 높이가 (h+h¼)이므로 역학적 에

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Q에서 추의 속력은 '2 Äg(h+h¼)이다.

08  추의 진동과 역학적 에너지

P에서 가만히 놓은 추의 S에서의 속력은 0이다.

ㄱ. P, S에서의 추의 높이가 같고 추의 속력은 0이므로 P, S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ㄴ. 추가 Q를 지나는 순간 실이 추에 작용하는 힘과 추의 중력의 합

력은 구심력과 같다. 따라서 추가 Q를 지나는 순간 추의 알짜힘의 방

향은 추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ㄷ. P에서 Q까지 추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P와 Q 사이의 높이에 

대한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따라서 P에서 Q까지 추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추에 한 일과 같다.

09  단진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가), (나)에서 P, R 지점은 A, B의 최고점이며, Q, S 지점은 A, B

의 최저점이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 최고점에서의 A, 

B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최저점에서의 A, B 각각의 운동 에너지

와 같다.

ㄱ. Q, S에서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가 같으므

로 A,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ㄴ. Q, S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같으므로 Q, S에서의 A, B의 속력

을 v�, võ라 하면 ;2!;_4mv�Û̀ =;2!;mvõ Û̀ 이 성립하여 2v�=võ가 

된다.

ㄷ. 중력 가속도가 g라면 P, R에서 물체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A

가 4mgh�, B가 mghõ이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A, B가 같으

므로 4mgh�=mghõ에 의해 4h�=hõ이다.

10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중력 가속도를 g, 경사각을 h라 하면 빗면 위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

을 때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gsinh이다.

ㄱ. (가)에서 경사각이 (나)에서 경사각보다 크고, A, B가 빗면을 따

라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여 내려오므로 P, Q의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는 P가 Q보다 크다. 따라서 수평면에서 물체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ㄴ. 수평면에서 물체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고 운동 에너지는 같으

므로 물체의 질량은 m�<mõ이다.

ㄷ. A, B가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수평

면에서 A, B의 운동 에너지가 같으므로 서로 같다.

11  단진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길이가 l, 중력 가속도가 g라면 단진자의 주기는 T=2p® l
g
이다.

ㄱ. 실의 길이가 1`m, 물체의 질량이 4`kg, 실의 연직선과 이루는 

각이 h, 중력 가속도가 10`m/sÛ`, P, Q 사이 높이 차가 (1-cosh)이
므로 Q에서의 (최대) 속력은 '2 Ä_10_(1-cosh)='2 Ä0(1-cosh)
(m/s)이다. 따라서 P에서 Q까지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_4_('2Ä0(1-cosh))Û`=40(1-cosh)`J이다.

ㄴ. 단진자의 주기는 T=2p® l
g
에 의해 2p®Â 1

10
=p'1�0

5
(s)이다.

ㄷ. Q에서 h=0이므로 물체에 작용하는 복원력은 0이다. 

12  열과 일의 전환

역학적 에너지와 열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 사이에서 계 전체의 총에너지는 보존된다.

ㄱ. A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으므로 이상 기체의 압력이 일정한 

등압 팽창이다. 따라서 이상 기체를 가열하였으므로 기체의 내부 에

너지는 증가한다.

ㄴ. 질량은 A가 B의 2배이고 높이 변화는 h로 같다. 따라서 A의 중

력 퍼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B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2배

이다.

ㄷ. A가 실을 통해 B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체가 A에 작용한 힘

의 크기는 A의 단면적을 S라 하면 2mg+(대기압_S)가 아닌 

mg+(대기압_S)이다. 따라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mgh+(대기

압_S)h이다.

01 ⑤ 02 ⑤ 03 ④ 04 ⑤ 05 ① 

06 ⑤  

본문 43~45쪽수 능 점 테 스 트3

01  일과 에너지

물체가 마찰력이 작용하는 구간을 왕복하였으므로 물체가 P에서 Q, 

그리고 R까지 이동하는 동안 마찰력이 한 일은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마찰력이 한 일의 2배이다.

ㄱ.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마찰력 구간을 한 번 지났으

므로 마찰력이 있는 구간을 물체가 한 번 이동하는 동안 마찰력이 물

체에 한 일은 (P에서 중력 퍼텐셜 에너지-Q에서 중력 퍼텐셜 에너

지)이다. 따라서 Fs=mgH-mg;4#;H=;4!;mgH이므로 s=mgH
4F

이다.

ㄴ.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할 때 마찰력이 물체에 한 일은 

-;4!;mgH이다. 따라서 물체가 P에서 Q를 거쳐 R까지 이동하는 동 

안 마찰력이 작용하는 구간을 두 번 지나므로 이때 마찰력이 물체에  

한 일은 2_{-;4!;mgH}=-;2!;mgH이다.

ㄷ. R에서 물체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P에서 물체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에서 마찰력이 물체에 한 일을 뺀 값과 같다. 따라서 mgh=

mgH-;2!;mgH=;2!;mgH이므로 h=;2!;H이다.

02  단진자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단진자의 주기는 진자가 1회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므로 (가)에

서 추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주기의 ;4!;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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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길이가 l, 중력 가속도가 g일 때 단진자의 주기는 T=2p® l
g
이

다. 따라서 (가)에서 추의 진동 주기는 T=2p®Â0.5
10

=p'5
5

(s)이다.

ㄴ. A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가)에서 추가 P에

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의 2배이다. 또한 (나)에서 A가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10_sin30ù=5(m/sÛ` )

이다. 따라서 A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가)의

단진자 주기의 ;2!;배인 
p'5
10

`s이므로 A가 b를 지나는 순간 속력은 

v=0+5_p'5
10

=p'5
2

(m/s)이다.

ㄷ. a, b 사이 거리를 S라고 하면 2_5_S={'5
2
p}2`, S=;8!;pÛ`이

다. 또한 경사각이 30ù이므로 a, b 사이의 연직 방향의 높이가 h일 

때 h=;8!;pÛ`_sin30ù=;1Á6;pÛ`이다. 따라서 A가 a에서 b까지 이동

하는 동안 A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2_10_;1Á6;pÛ̀ =;4%;pÛ̀ ( J)

이다.

별해 | (나)에서 A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

량은 A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따라서 (나)에서 A가 b

를 지나는 순간 속력이 
p'5
2

`m/s이므로 A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A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2!;_2_{p'5
2
}2`=;4%;pÛ`(J)

이다.

03  충돌과 역학적 에너지

물체의 충돌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며, A, B의 충돌에 대한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ㄱ. 충돌 직후 A의 운동 에너지는 Q에서의 A의 중력 퍼텐셜 에너

지와 같다. 따라서 충돌 직후 A의 운동 에너지는 ;2!;MgH이다.

ㄴ. 단진자의 질량이 m이고 단진자의 사잇각이 h라면 단진자의 복

원력의 크기는 mgsinh이다. 따라서 B의 복원력의 크기는 B가 사잇

각이 큰 T에 있을 때가 사잇각이 작은 S에 있을 때보다 크다.

ㄷ. 충돌 직후 A, B의 속력을 각각 v�, võ라고 하면 ;2!;Mv�Û̀ =;2!;MgH, 

;2!;mvõ Û`=mgH가 성립하고 v�='g �H, võ='2 ¶gH가 되므로

'2v�=võ이다.

04  연직 상방 운동과 포물선 운동

물체를 연직 방향으로 던졌을 경우 최고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0이

며, 물체를 수평면에 대해 각 h를 이루며 v로 던졌을 경우 최고점에

서의 물체의 속력은 vcosh이다.

ㄱ. A, B가 P,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t�, tõ라면 0= 

vÎ-gt�, 0=vsinh-gtõ, vÎ=vcosh이다.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vcosh=gt�, vsinh=gtõ이므로 tanht�=tõ이다.

ㄴ. B를 던진 순간 속력은 v이고, B가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속력

은 vÎ=vcosh이다. 또한, B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중력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으므로, B의 질량을 m이

라고 하면 ;2!;mvÛ`=mgh+;2!;mvÎÛ`이다. 따라서 h= vÛ`-vÎÛ`
2g

이다.

별해 |  연직 방향의 운동으로 계산할 경우 -2gh=0-vÛ̀ sinÛ̀ h, -2gh

=-vÛ`(1-cosÛ`h), 2gh=vÛ`-vÎÛ`이다. 따라서 h= vÛ`-vÎÛ`
2g

이다.

ㄷ. B가 Q에 위치할 때 속력은 vÎ=vcosh이므로 B가 R에서 수평

면과 충돌 직전 속력이 V라면 2gH=VÛ`-vÎÛ`이다. 따라서 B가 R

에서 수평면과 충돌하기 직전 속력은 V="2 ÃgH+vÎÛ`이다.

05  빗면에서의 운동과 일

빗면에서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

이다. 실이 끊어지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0이 아니므로 물체는 속력

이 0이 될 때까지 빗면을 따라 올라간다.

ㄱ. 실이 끊어지기 전 A가 등속도 운동을 하며 빗면을 따라 올라가

고 있으므로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F는 중력에 의해 빗면 아래 방향

으로 A에 작용하는 힘과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합력의 크기와 같

다. 따라서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f라 하면 F=mgsinh+f가 성

립하므로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f=F-mgsinh이다.

ㄴ. 실이 끊어지기 전까지 A가 빗면을 따라 이동한 거리는 2S이다. 

따라서 실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중력이 A에 한 일은 -mgsinh 
_2S=-2mgSsinh이다.

ㄷ. 실이 끊어진 후 A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에 의해 빗면 아래로 작

용하는 힘과 마찰력이다. 또한 두 힘의 방향은 같다. 따라서 실이 끊

어진 직후부터 A가 정지할 때까지 A가 빗면을 따라 올라간 거리를 

S', 마찰력을 f라고 하면 -( f+mgsinh)S'=0-;2!;mvÛ`이 성립하 

므로 S'= mvÛ`
2( f+mgsinh)

=mvÛ`
2F

이다.

06  열의 일당량

추는 낙하하는 동안 중력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한다. 따라서 동일

한 시간 동안 추의 낙하 속도의 변화량이 클수록 각 구간의 평균 속도

의 크기 차이도 커진다.

ㄱ. RS 구간에서 물이 얻은 열랑은 0.2`cal이므로 RS 구간에서 추

가 잃은 역학적 에너지는 0.2_4.2=0.84( J)이다.

ㄴ. RS 구간에서 추의 감소한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0.9`J이고 추가 

잃은 역학적 에너지는 0.84`J이므로 RS 구간에서 추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일인 추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0.9-0.84=0.06( J)이다.

ㄷ. 추가 낙하하는 동안 PQ 구간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QR 구간

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보다 크므로 추의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PQ 

구간에서가 QR 구간에서보다 크다.

정답과 해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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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과 정전기 유도
THEME

6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48쪽

정답 ③

점전하 주위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전기장의 방향은 양(+)전하에서 나오고 음(-)

전하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ㄱ. O에서 E=0이므로 O에서 A와 C에 의한 전기장이 0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A와 C는 전하량이 같다.

ㄴ. x축상에서 E가 x축과 나란하고 O에서 E=0이 되려면 x축상

에서 A와 B에 의한 전기장이 x축과 나란하고, C와 D에 의한 전기

장도 x축과 나란해야 한다. 따라서 A~D는 모두 같은 종류의 전하

이다.

ㄷ. x=d인 점에서 C와 D에 의한 전기장은 0이므로 A와 B에 의

한 전기장의 방향이 -x 방향이다. 따라서 A~D는 음(-)전하이다.

01 ⑤ 02 ⑤ 03 ② 04 ④ 05 ③ 

06 ⑤ 07 ④ 08 ③  

본문 49~50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

같은 종류의 전하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다른 종류의 전하는 서

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작용한다.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ㄱ. (가)와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같으므로 A, C 

중 한 쪽은 당기는 방향으로, 다른 한 쪽은 밀어내는 방향으로 B에 

전기력을 작용한다. 따라서 A와 C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이다.

ㄴ. B와 C 사이의 거리가 A와 B 사이의 거리의 2배이다. (가)와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으므로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의 4배이다.

ㄷ. (가)에서 A와 B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이 작용 반작용 관

계이므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반

대 방향이다. 또 (나)에서 B와 C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이 작용 

반작용 관계이므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B에 작용하는 전

기력의 반대 방향이다. (가)와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이 같으므로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도 서로 같다.

02  세 점전하 사이의 전기력

점전하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점전하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점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ㄱ. A, B,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O에서 전기장이 0이므로 A, 

B, C는 같은 종류의 전하이다.

ㄴ. A, B,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O에서 전기장이 0이므로 A, 

B, C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

ㄷ. A, B, C가 같은 종류의 전하이므로 A와 B, A와 C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B,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으므로 A에는 O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기

력이 작용한다.

03  두 점전하 사이의 전기력선

전기력선은 (+)극에서 나와서 (-)극으로 들어가며, 한 점에서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이다.

ㄱ. 전기력선의 한 점에 양(+)전하를 놓았을 때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전기력선은 B에서 나와 A로 

들어가므로 A는 음(-)전하이다.

ㄴ. 점전하를 중심으로 하는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가 A

보다 B가 많으므로 점전하로부터 같은 거리에서 점전하에 의한 전기

장의 세기는 A보다 B가 크다. 따라서 전하량의 크기는 A보다 B가 

크다.

ㄷ. 전기력선은 한 점에 양(+)전하를 가만히 놓았을 때 전하에 작용

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이다. Q를 a 위의 한 점에 

가만히 놓는 순간에는 Q가 전기력선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으나 운동

하기 시작하면 관성 때문에 전기력선을 따라 운동하지 않는다.

04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

비례한다.

ㄱ. O에서 A와 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A와 C를 잇는 직선에 

나란하고, B와 D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B와 D를 잇는 직선에 나

란하다. O에서 전기장이 0이므로 A와 C는 같은 종류의 전하이고 전

하량의 크기도 같다.

ㄴ. p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y 방향이므로 C와 D는 서로 다른 종

류의 전하이고, O에서 전기장이 0이므로 B와 D는 같은 종류의 전하

이다. 따라서 B와 C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이다.

ㄷ. p에서 전기장 방향이 -y 방향이므로 C와 D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y축에 나란하다. 따라서 C와 D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 한

편, A와 B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이고, C와 D가 서로 다른 종류

의 전하이므로 p에서 A와 B에 의한 전기장 방향은 같고, C와 D에 

의한 전기장 방향은 A와 B에 의한 전기장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A, B, C, D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고 거리는 A, B가 C, D보다 가

까우므로 p에서 전기장 방향은 A, B에 의한 전기장 방향이다. 따라

서 A는 양(+)전하이고 B는 음(-)전하이다. B와 D는 같은 종류의 

전하이므로 D는 음(-)전하이다.

05  전기장과 전기력선

전기력선은 전기장에서 양(+)전하를 놓았을 때 받는 전기력의 방향

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이다.

ㄱ. Q가 전기력선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으므로 Q는 양(+)전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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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전기력선이 조밀할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크다.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ㄷ. a에서 c로 갈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점점 감소하므로 Q에 작용하

는 전기력의 크기도 감소한다. 따라서 Q의 가속도의 크기는 감소한다.

06  정전기 유도와 전기력

도체에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 때 대전체에서 가까운 곳에는 대전체

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대전체에서 먼 곳에는 대전체와 같

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다.

ㄱ. P가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으므로 A는 양(+)전하로 대전 

된다.

ㄴ. P를 A에 가까이 가져갈 때 전자가 A에서 B로 이동하여 B는 음

(-)전하를 띤다. 따라서 P와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ㄷ. B보다 A가 P에 더 가까우므로 P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

기는 P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 따라서 P에 작용

하는 전기력의 크기도 A가 B보다 크다.

07  검전기에서의 정전기 유도

금속 막대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다.

ㄱ. A가 대전되어 있으므로 금속 막대를 A에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 

막대에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다. 금속 막대의 오른쪽 끝부분은 음

(-)전하로 대전된 검전기 A로부터 멀리 있어 A와 같은 음(-)전하

를 띠므로 B에서도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다.

ㄴ. 금속 막대의 오른쪽 끝부분은 A와 같은 음(-)전하를 띠므로 B

의 금속판에는 양(+)전하가 유도되고, A의 금속판은 음(-)전하를 

띠므로 A와 B의 금속판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었다.

ㄷ. B의 금속판이 양(+)전하로 대전되므로 금속박은 음(-)전하로 

대전되었다. 따라서 A와 B의 금속박은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

었다.

08  유전 분극과 전기력

절연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절연체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부

분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대전체와 먼 부분은 대전체

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는 유전 분극이 일어난다.

ㄱ. A는 절연체이므로 대전체 P를 가까이 가져가면 유전 분극이 일

어난다.

ㄴ. A가 P쪽으로 끌려와 정지하였으므로 A와 P 사이에는 서로 당

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ㄷ. P 대신 음(-)전하로 대전된 막대를 A에 가까이 가져가면 A의 

오른쪽 부분은 양(+)전하를 띠고 왼쪽 부분은 음(-)전하를 띠는 유

전 분극이 일어난다. A에서 막대와 가까운 쪽이 더 큰 전기력을 받으

므로 A는 막대 쪽으로 끌려온다.

01 ③ 02 ① 03 ⑤ 04 ② 05 ③ 

06 ③   

본문 51~53쪽수 능 점 테 스 트3

01  두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

점전하 주변의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

비례한다. 전기장의 방향은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다.

ㄱ. B를 고정하였을 때 q에서 전기장이 0이므로 A와 B는 서로 같

은 종류의 전하이다. C를 고정하였을 때 p에서 전기장이 0이므로 A

와 C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이다. 따라서 B와 C는 서로 다른 종류

의 전하이다.

ㄴ. B를 고정했을 때 p에서 전기장 방향이 -x 방향이므로 A, B는 

양(+)전하이다. C를 고정했을 때 p에서 전기장이 0이므로 C는 음

(-)전하이고, C의 전하량의 크기는 A의 9배이다. 따라서 r에서 전

기장 방향은 Ⅰ에서는 +x 방향이고 Ⅱ에서는 -x 방향이다.

ㄷ. B를 고정했을 때 q에서 전기장이 0이므로 A와 B의 전하량은 

같다. A의 전하량을 +q, p와 q 사이의 거리를 2r라고 하면 r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Ⅰ에서 E가=
kq
9rÛ`

+kq
rÛ`

=10kq
9rÛ`

이고, Ⅱ에서 E나=

| kq
9rÛ`

- 9kq
rÛ`
|= 80kq

9rÛ`
이다. 따라서 r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Ⅱ에서가

Ⅰ에서보다 크다.

02  여러 점전하에 의한 전기력

O에서 전기장이 0이므로 A와 C는 같은 종류의 전하이고, 전하량의 

크기도 같다.

ㄱ.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므로 B가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A와 C가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의 방향과 반대이다. 

따라서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이다.

ㄴ. O에서 B까지 거리가 D까지 거리의 '3배이고 O에서 전기장이 

0이므로 전하량의 크기는 B가 D의 3배이다.

ㄷ. A가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¼이라고 하면, A와 C가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120ù를 이루므로 A와 C가 D에 작

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F¼이다.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

이므로 B가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도 F¼이다. 한편 A와 B 사

이 거리는 A와 D 사이 거리의 
'6
2

배이고 전하량은 B가 D의 3배이

므로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2F¼이다. 또 A와 C가 B

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서로 직각을 이루므로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2'2F¼이다. 또 A, C가 B에 작용

하는 전기력의 합력과 D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

이므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2'2-1)F¼이다. 따

라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A가 D에 작용하는 전기

력의 크기의 (2'2-1)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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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x

A

C-13d

+13d
|F�̀ ë̀̀ ³̀+F�̀ ë̀̀ ³̀|=F¼

Fõ̀ ë̀̀ `=F¼

Fë̀ õ̀̀ `=F¼

2F¼

2F¼

F¼

F¼
-13d +dO

DB

y

x

A

C-13d

+13d
|F�̀ õ̀̀ ³̀+F�̀ õ̀̀ ³̀|=212F¼

-13d +dO
DB

03  평면에서 두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

전기장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량이므로 전기장을 합성할 때는 방

향을 고려해야 한다.

ㄱ. (가)에서 p, q에서 전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기 위해서

는 A, B에 의한 합성 전기장의 방향이 p, q를 잇는 직선상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A와 B는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이고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A

p B

qA

p B

q

	 A가	양(+)전하일	때	 A가	음(-)전하일	때	

(나)에서 p, q에서 전기장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A, C에 의한 합성 전기장의 방향이 p, q를 잇는 직선에 수직이어야 

한다. 따라서 A와 C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이고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A

p C

q
A

p
C

q

	 A가	양(+)전하일	때	 A가	음(-)전하일	때

따라서 B와 C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이고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

ㄴ. A, B, C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으므로 p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가)와 (나)에서 서로 같다.

ㄷ. A, B는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이고 A, C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이므로 q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가)와 (나)에서 서로 수직이다.

04  두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최댓값과 최솟값

두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같은 방향일 때 최댓값을 갖고 반대 방향

일 때 최솟값을 갖는다.

② O에서 A, B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각각 E�= kq
2rÛ`

, Eõ=kq
rÛ`

이다. 따라서 EÁ=E�+Eõ= 3kq
2rÛ`

이고 Eª=Eõ-E�= kq
2rÛ`

이므

로 EÁ : Eª=3 : 1이다.

05  검전기의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 때 대전체 가까운 곳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다.

ㄱ. (가)에서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금

속판에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손을 따라 전자가 

이동한다.

ㄴ. (가)에서 손을 떼고 A를 멀리 가져가면 검전기는 전체적으로 A

와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다. (다)에서 B를 검전기에 가까이 가

져갔을 때 금속박이 오므라들지 않고 더 벌어졌으므로 금속박은 (나)

와 (다)에서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었다.

ㄷ. (다)에서 B를 검전기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금속박이 오므라들지 

않고 더 벌어졌으므로 B는 금속박과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었

다. 따라서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었다.

06  정전기 유도의 활용

접지된 금속 물체 주위에 대전체를 두면 금속 물체에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 금속 물체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다.

ㄱ. A가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으므로 B에서 정전기 유도가 일

어난다. 이때 전자가 접지를 통해 빠져나가고 B는 양(+)전하로 대전

된다.

ㄴ. 페인트 입자가 A에는 달라붙지 않고 B에만 달라붙었으므로 페

인트 입자는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ㄷ. 페인트 입자와 A가 모두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으므로 페인

트 입자와 A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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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
THEME

7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55쪽

정답 ②

옴의 법칙에서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전체 저항값에 반비

례한다. 

②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스위치를 닫았을 때가 열었을 때의 2배

이므로 회로의 합성 저항값은 스위치를 열었을 때가 닫았을 때의 2배

이다. 스위치를 열었을 때 직렬연결된 1`X, 5`X인 저항과 병렬연결

된 3`X 저항의 합성 저항값은 2`X이므로 위쪽 네 저항의 합성 저항 

값은 2+R(X)이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합성 저항값이 ;2!;배로 감소

하므로 스위치에 연결된 저항의 저항값은 2+R(X)와 같다. 2R=2 

+R에서 R=2`X이다. 

01 ③ 02 ④ 03 ① 04 ④  05 ① 

06 ⑤ 07 ⑤ 08 ⑤   

본문 56~57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전기장에서 전하가 받는 전기력

전기장에서 양(+)전하는 전기장 방향으로, 음(-)전하는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ㄱ. P, Q 사이에서 A, B가 운동하는 동안 처음 속력이 같고, 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 통과하므로 평균 속력도 같다. 따라서 A, B

의 나중 속력이 같다. 즉, P, Q 사이에서 운동하는 동안 A, B의 가

속도 크기가 같다. 질량이 A가 B의 2배이므로 가속도 크기가 같으

려면 전하량의 크기도 A가 B의 2배이어야 한다.

ㄴ.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A와 B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이고 

A, B의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이 서로 같으므로 A,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따라서 A, B는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ㄷ. 전하량의 크기가 A가 B의 2배이므로 대전 입자가 받는 전기력

의 크기도 A가 B의 2배이다. 따라서 P와 Q 사이에서 운동하는 동

안 전기력이 A, B에 한 일은 A가 B의 2배이다.

02  비저항과 저항값

비저항이 q, 단면적이 S, 길이가 L일 때 원통형 저항의 저항값은 

R=qL
S

이다. 

ㄱ. A, B의 단면적을 S, 비저항을 각각 q�, qõ라고 하면 x=L일 

때 A의 저항값이 2R이므로 2R=q�L
S

이다. x=2L일 때 A와 B의 

합성 저항값이 3R이다. 이때 A와 B에서 길이 L만큼이 직렬연결되

어 있으므로 B에서 길이 L만큼의 저항값은 R이다. 즉, R=qõL
S

이다. 따라서 q�=2qõ이다.

ㄴ. x=2L일 때 전원에 연결된 A, B의 저항값은 각각 2R, R이므

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A가 B의 2배이다.

ㄷ. x=L일 때와 x=3L일 때 회로의 전체 저항값이 각각 2R, 4R

이므로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x=L일 때가 x=3L일 때의 

2배이다.

03  저항의 병렬연결과 전위

병렬연결된 두 저항의 양 끝점의 전위차는 같다.

ㄱ. P에서 전위는 전지의 (+)극과 같다. 따라서 P에서 전위는 A와 

B가 같다.

ㄴ. P에서 Q까지가 A의 길이의 절반이므로 A에서 P와 Q 사이의 

전위차는 
V
2

이고, B에서 P와 Q 사이의 전위차는 V이다. 따라서 P

와 Q 사이의 전위차는 B에서가 A에서의 2배이다.

ㄷ. A에서 P와 Q 사이의 전위차가 
V
2

이므로 전자가 Q에서 P까지 

운동했을 때 전기적 퍼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eV
2

이다.

04  저항의 병렬연결과 옴의 법칙

부피가 같고 길이가 2배이면 단면적은 ;2!;배가 된다. 원통형 저항의 

저항값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ㄱ. A와 B가 병렬연결되어 있으므로 A와 B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은 같다.

ㄴ. 비저항이 같고 길이와 단면적이 각각 A가 B의 2배, ;2!;배이므로 

저항값은 A가 B의 4배이다. 따라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

가 A의 4배이다.

ㄷ. (나)에서 합성 저항이 ;5$;`X이므로 A, B의 저항값은 각각 4`X, 

1`X이다. A, B를 직렬연결하면 전체 저항값은 5`X이 된다. 전원의 

전압이 5`V이므로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A이다.

05  저항의 연결과 전류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값에 반비례하고, 저항을 병렬연결

하면 전체 저항값이 감소한다.

ㄱ. A의 저항값을 R¼이라고 하면 S를 닫기 전 전체 저항값이 2R¼

이므로 전원 장치의 전압은 6IR¼이다. S를 닫았을 때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4I이므로 A에 걸리는 전압은 4IR¼이다. 병렬연결된 

B와 C에 걸리는 전압은 2IR¼이므로 B와 C의 합성 저항값은 2IR¼

=4I_R¼
2

에서 ;2!;R¼이다. 여기서 C의 저항값도 R¼이므로 A와 C

의 저항값은 같다.

ㄴ. A, B, C의 저항값이 같으므로 3t일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

기는 A가 C의 2배이다. 저항의 소비 전력 P=IÛ`R이므로 3t일 때 

저항의 소비 전력은 A가 C의 4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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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t일 때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I이다. B와 C의 저항값이 같

으므로 3t일 때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I이다. 따라서 B에 흐

르는 전류의 세기는 t일 때가 3t일 때의 ;2#;배이다.

06  저항의 연결과 소비 전력

저항의 저항값이 R,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V일 때 저항의 소비 전력 P=IÛ`R= VÛ`
R

이다.

⑤ 저항 1개의 저항값을 R라고 할 때 p가 a에 접촉할 때의 전체 저

항값은 ;2#;R이고, p가 b에 접촉할 때의 전체 저항값은 ;3@;R이다. 전

원 장치의 전압이 일정할 때 소비 전력은 저항값에 반비례하므로 p가 

b에 접촉할 때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은 ;4(;P¼이다.

전원 장치
+ -

b

a

120ù

p

회전판

전원 장치
+ -

b

a

120ù

p

회전판

	 p가	a에	접촉할	때	 p가	b에	접촉할	때

07  저항의 직렬연결, 병렬연결과 소비 전력

저항을 직렬연결할 때 각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은 저항값에 비례하

고, 저항을 병렬연결할 때 각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은 저항값에 반비

례한다.

⑤ (가)에서 저항이 직렬연결되어 있으므로 A,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고, 소비 전력이 A가 B의 2배이므로 P=IÛ`R에서 저항값

은 A가 B의 2배이다. (가)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¼이라고 

하면, B의 소비 전력이 (나)에서가 (가)에서의 9배이므로 (나)에서 B

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I¼이다. A의 저항값이 B의 2배이므로 

(나)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5I¼이다. (가)와 (나)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각각 I¼, 1.5I¼이므로 PÁ : Pª=4 : 9이다.

08  직렬연결과 병렬연결의 활용

병렬연결된 여러 개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ㄱ. n이 증가할수록 병렬연결된 저항의 합성 저항값이 감소하므로 

니크롬선 1개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한다.

ㄴ. n이 증가할수록 병렬연결된 저항의 합성 저항값이 감소하여 전

체 저항값이 감소하므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ㄷ. 저항값이 일정한 니크롬선의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

므로 n이 증가할수록 니크롬선 1개의 소비 전력은 감소한다.

01 ① 02 ①  03 ③  04 ⑤ 05 ③ 

06 ①   

본문 58~60쪽수 능 점 테 스 트3

01  전기장과 전위차

세기가 E인 전기장에서 전하량이 q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 

F=qE이다.

ㄱ. Ⅱ에서 전기장 방향이 y축에 나란하므로 전하가 받는 전기력 방

향도 y축에 나란하다. Ⅱ에 +x 방향으로 입사한 양(+)전하가 +y 

방향으로 휘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하므로 전기장 방향은 +y 방향 

이다.

ㄴ. Ⅰ과 Ⅱ의 경계에서 전하의 속도의 y성분이 0이고, Ⅰ과 Ⅱ에서 

변위의 y성분의 크기가 같으므로 s=;2!;atÛ`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시

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Ⅰ과 Ⅱ에서 전기장 방향이 y축에 나란하므

로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x성분은 0이고, 전하의 속도의 x성분

의 크기는 일정하다. Ⅰ, Ⅱ에서 전하의 변위의 x성분의 크기는 Ⅱ에

서가 Ⅰ에서의 2배이므로 전하가 전기장 영역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Ⅱ에서가 Ⅰ에서의 2배이다.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Ⅰ에서

가 Ⅱ에서의 4배이다.

ㄷ. F=ma=qE에서 대전 입자의 가속도의 크기는 전기장의 세기

에 비례한다. 가속도의 크기가 Ⅰ에서가 Ⅱ에서의 4배이므로 전기장

의 세기도 Ⅰ에서가 Ⅱ에서의 4배이다. 한편 Ⅰ, Ⅱ에서 전기장 방향

이 y축과 나란하므로 전기장 방향으로의 거리는 O와 a 사이와 a와 b 

사이가 같다. 균일한 전기장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점 사이의 

전위차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므로 전위차는 Ⅰ에서 O와 a 사이

가 Ⅱ에서 a와 b 사이의 4배이다.

02  두 저항의 연결과 전류의 세기

두 저항을 직렬연결하면 전체 저항값은 저항값이 큰 저항의 저항값보

다 크고, 병렬연결하면 전체 저항값은 저항값이 작은 저항의 저항값

보다 작다.

① A와 B를 병렬연결할 때가 직렬연결할 때보다 저항값이 작으므로 

전원의 전압이 같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p가 q보다 크

다. (나)에서 실선이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점선이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A, B를 병렬연결할 때의 저항값은 

2`X이고 직렬연결할 때의 저항값은 9`X이다. A의 저항값이 B의 저

항값보다 크므로 A, B의 저항값은 각각 6`X, 3`X이다. 한편 부피가 

일정할 때 원통형 저항의 길이가 증가하면 단면적이 감소하므로 원통

형 저항의 저항값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L� : Lõ='2 
: 1이다.

03  저항의 연결과 옴의 법칙

원통형 저항의 저항값은 비저항과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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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의 저항값 R=2q_ L
2S

=qL
S

이므로 B, D의 저항값은 각각 

;2#;R, 2R이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A, B, C와 D는 병렬연결이고,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닫기 전의 2배이므로 A에 흐르는 전

류의 세기와 D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

R

I

;2#;`R

C

A

R

2R

;2#;`R

C

A 2I

I
I

	 스위치를	닫기	전	 스위치를	닫은	후

따라서 A, B, C의 합성 저항값과 D의 저항값이 같다. A, D의 저항

값이 각각 R, 2R이고, B와 C의 합성 저항은 A와 직렬연결이므로 

B와 C의 합성 저항값은 R이다. B와 C는 병렬연결이므로 C의 저항

값은 3R이다.

04  저항의 연결

(가)에서는 병렬연결된 RÁ, Rª가 R£과 직렬연결되어 있고, (나)에서

는 병렬연결된 Rª, R£이 RÁ과 직렬연결되어 있다.

R

R

2R

R

R

2R

	 (가)	 (나)

ㄱ. (가)에서 회로 전체 저항값은 ;2%;R이고, (나)에서 회로 전체 저항

값은 ;3%;R이다. 따라서 회로 전체의 저항값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ㄴ. (가)에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2I라고 하면, (나)에

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I이다. (가)에서는 R£에 흐르

는 전류가 회로 전체의 전류와 같으므로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I이다. (나)에서는 3I의 전류가 Rª와 R£에 2 : 1로 나뉘어 흐르므

로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이다. 따라서 R£에 흐르는 전류의 세

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ㄷ. (가)에서는 2I의 전류가 RÁ, Rª에 나뉘어 흐르므로 Rª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이다. (나)에서 Rª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I이다. 

Rª의 소비 전력은 전류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Rª의 소비 전력

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4배이다.

05  저항의 직렬연결과 병렬연결

S를 닫기 전에는 저항값이 6`X, 4`X인 저항이 직렬연결되고, 3`X, 

12`X인 저항이 직렬연결된 다음 병렬연결되어 있다. S를 닫았을 때

는 저항값이 6`X, 3`X인 저항이 병렬연결되고, 4`X, 12`X인 저항이 

병렬연결된 다음 직렬연결되어 있다.

6`X 4`X

3`X 12`X

6`X

3`X

4`X

12`X

	 S를	열었을	때	 S를	닫았을	때

ㄱ. 전원의 전압을 V라고 하면 저항값이 3`X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

은 S를 열었을 때는 ;5!;V이다. S를 닫았을 때 병렬연결된 3`X과 6`X

의 합성 저항값이 2`X이고, 4`X과 12`X의 합성 저항값이 3`X이므로 

저항값이 3`X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5@;V이다. 따라서 저항값이 

3`X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S를 닫았을 때가 열었을 때의  

2배이다.

ㄴ. 저항값이 4`X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S를 열었을 때는 ;5@;V이

고, S를 닫았을 때는 ;5#;V이다.

ㄷ. 저항값이 12`X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S를 열었을 때는 ;5$;V이

고, S를 닫았을 때는 ;5#;V이다. 저항의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S를 닫기 전이 닫은 후보다 크다.

06  저항의 연결과 소비 전력

SÁ만 닫았을 때(t=0)와 Sª를 a에 연결했을 때(t=2t¼), b에 연결

했을 때(t=3t¼)의 회로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6R

2R

6R

RÁ

2R

6R

RÁ Rª

2R

	 SÁ만	닫았을	때	 Sª를	a에	연결했을	때	 Sª를	b에	연결했을	때

① 전기 에너지는 소비 전력과 시간의 곱이므로 (나)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저항값이 2R인 저항의 소비 전력이다. SÁ만 닫았을 때 저

항값이 2R인 저항의 소비 전력을 P¼이라고 하면, Sª를 a에 연결했

을 때, b에 연결했을 때 저항값이 2R인 저항의 소비 전력은 각각 

4P¼, ;2^5$;P¼이다. 저항의 소비 전력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SÁ만 닫았을 때 저항값이 2R인 저항에 흐르는 전

류의 세기를 I¼이라고 하면 Sª를 a에 연결했을 때, b에 연결했을 때 

저항값이 2R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2I¼, ;5*;I¼이다.

SÁ만 닫았을 때 회로 전체의 저항값이 8R이므로 Sª를 a에 연결했을 

때, b에 연결했을 때 회로 전체의 저항값은 각각 4R, 5R이다. Sª를 

a에 연결했을 때 병렬연결된 6R, RÁ의 합성 저항값이 2R이므로 

RÁ=3R이다. Sª를 b에 연결했을 때, 6R, RÁ, Rª의 합성 저항값이 

3R이므로 RÁ+Rª=6R이고, Rª=3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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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스터와 축전기
THEME

8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63쪽

정답 ⑤

트랜지스터가 증폭 작용을 할 때, 베이스–이미터에는 순방향 전압, 

컬렉터–베이스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ㄱ. 베이스 단자에 흐르는 전류는 I«-I�이므로 전류 증폭률 b=

I�
I«-I�

이다. 여기서 bI«=(1+b)I�이므로 
I«
I�

=1+b
b

로 일정하다.

ㄴ. 트랜지스터가 증폭 작용을 할 때 베이스–이미터에는 순방향 전

압이 걸리고, 컬렉터–베이스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ㄷ.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증가시키면 베이스 단자의 전위가 높아지

므로 이미터 단자의 전위도 높아진다. 따라서 R« 양단의 전위차가 

증가한다.

01 ⑤ 02 ② 03 ① 04 ② 05 ③ 

06 ⑤ 07 ② 08 ②  

본문 64~65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트랜지스터 회로

트랜지스터의 컬렉터에 전류가 흐를 때 이미터와 베이스에는 순방향 

전압이, 베이스와 컬렉터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ㄱ. a는 베이스에 연결되어 있고 저항은 컬렉터에 연결되어 있다. 트

랜지스터에서 베이스에 약한 전류가 흐르면 컬렉터에는 큰 전류가 흐

른다. 따라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점 a에 흐르는 전류의 세

기보다 크다.

ㄴ. 저항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므로 베이스는 n형 반도체

이고 컬렉터는 p형 반도체이다.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는 역방향 전

압이 걸리므로 b는 (+)극이다.

ㄷ. 베이스가 n형 반도체이므로 이미터는 p형 반도체이다.

02  트랜지스터의 증폭 작용 

트랜지스터에 입력된 교류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바이어

스 전압을 걸어 주어야 한다.

ㄱ. 그림과 같이 이미터와 베이스의 바이어

스 전압 Võ가 VÁ보다 작으면 베이스에 걸

리는 전압이 음(-)이 되어 역전압이 걸리는 

때가 생긴다. 따라서 입력 신호를 온전히 증

폭하여 출력하려면 이미터와 베이스에 입력 신호의 최대 전압보다 큰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 주어야 한다.

ㄴ. 트랜지스터 회로에서 신호가 증폭될 때 이미터–베이스에는 순

방향 전압이, 베이스–컬렉터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ㄷ. 입력 신호가 증폭되어 출력되므로 VÁ<Vª이다.

전압

시간

VÁ+V
õ

-VÁ+V
õ
0

V
õ

03  증폭 회로와 전위

금속판에서 방출된 전자가 베이스로 흐르므로 베이스는 n형 반도체이다.

ㄱ. 베이스가 n형 반도체이므로 이 트랜지스터는 p–n–p형 트랜지

스터이다. 전류는 대부분 이미터에서 베이스를 지나 컬렉터로 흐르므

로 저항에는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ㄴ.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전류가 흐르므로 베이스 단자의 전위는 이

미터 단자의 전위보다 낮다.

ㄷ. 베이스에서 광전관으로 약한 전류가 흐르면 트랜지스터에서 증폭

되어 큰 전류가 저항으로 흐른다. 따라서 저항에서 소모된 전기 에너

지는 광전관에서 트랜지스터에 공급한 전기 에너지보다 크다. 이때 저

항에서 소모한 전기 에너지의 대부분은 전원 장치에서 공급된 것이다.

04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전기 용량이 C이고 극판 사이의 전압이 V일 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

기 에너지 U=;2!;CVÛ`이다.

② (가)에서 축전기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 U¼=;2!;C(2V)Û`=2CVÛ`

이다. (나)에서 유전율이 e인 유전체를 채우면 전기 용량이 
e
e¼

C가 

된다.(e¼은 진공에서의 유전율). 이때 U¼=;2!;{ e
e¼

C}VÛ`이므로 e=

4e¼이다. (다)에서 극판 간격을 2배로 늘이고 유전율이 e인 유전체를 

채우면 전기 용량은 (가)에서의 2배가 된다. 따라서 축전기에 저장되

는 전기 에너지 U=;2!;_2C_(2V)Û`=4CVÛ`=2U¼이다.

05  전위차와 축전기

직렬연결된 저항에는 저항값에 비례하는 전압이 걸리고, 저항에 병렬

연결된 축전기에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같은 전압이 걸린다.

① 전기 용량 C=eS
d

이므로 극판 간격이 2배가 되면 전기 용량은 ;2!;

배가 된다. 따라서 전기 용량은 CÁ이 Cª의 2배이다.

② CÁ에는 R에 걸린 전압이, Cª에는 2R에 걸린 전압이 걸린다. 두 

저항이 직렬연결되어 있으므로 저항값이 2R인 저항에 걸린 전압이 

저항값이 R인 저항에 걸린 전압의 2배이다. 따라서 극판 사이의 전

위차는 Cª가 CÁ의 2배이다.

③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 Q=CV이다. 전기 용량은 CÁ이 Cª의  

2배이고, 극판 사이의 전위차는 Cª가 CÁ의 2배이므로 두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같다.

④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U=;2!;QV이다.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같고 극판 사이의 전위차는 Cª가 CÁ의 2배이므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Cª가 CÁ의 2배이다.

⑤ 축전기 내부 전기장의 세기 E=V
d

이다. 극판 사이 간격은 Cª가 

CÁ의 2배이고, 극판 사이의 전위차도 Cª가 CÁ의 2배이므로 내부 전

기장의 세기는 CÁ과 Cª가 같다.

06  가변 저항과 축전기

가변 저항과 저항이 직렬연결되어 있고 축전기에는 저항에 걸리는 전

압과 같은 전압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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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내부 물질과 극판 넓이, 간격과 관계가 있

고 가변 저항의 저항값과는 관계없이 일정하다.

ㄴ. x가 증가하면 가변 저항의 저항값이 증가한다. 전원의 전압이 일

정하므로 가변 저항의 저항값이 증가하면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고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한다.

ㄷ.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므로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

도 감소한다.

07  저항의 연결과 축전기

세 저항을 각각 RÁ, Rª, R£이라고 하고 (가)와 (나)를 간단하게 나타

내면 그림과 같다.

RÁ Rª

R£R£

RÁ Rª

	 (가)	 (나)

ㄱ. (가)에서는 R£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RÁ, Rª에 걸리는 전체 

전압이 축전기에 걸리고, (나)에서는 RÁ에 걸리는 전압이 축전기에 걸

린다. 따라서 두 극판 사이의 전위차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ㄴ. 극판 사이의 전위차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므로 충전된 전

하량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ㄷ. 전원의 전압을 V라고 하면, (가)에서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V

이다. (나)에서 Rª와 R£이 병렬연결이므로 Rª와 R£의 합성 저항값은 

RÁ의 ;2!;배이다. 따라서 (나)에서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3@;V이다.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가)에서

가 (나)에서의 ;4(;배이다.

08  축전기의 충전과 방전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 충전된 전하량 Q=CV이다.

ㄱ. S를 a에 연결했을 때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V이다. 따라서 축

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CV이다.

ㄴ. S를 b에 연결했을 때 저항값이 R, 2R인 저항이 직렬연결되어 

전체 저항값이 3R이다. 따라서 S를 b에 연결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최댓값은 
V
3R

이다.

ㄷ. 축전기가 충전되는 동안에는 저항값이 R인 저항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방전되는 동안에는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V

R

C
+

-

S

a b

2R V

R

C
+

-

S

a b

2R

	 충전될	때	 방전될	때

01 ④  02 ⑤ 03 ④ 04 ④ 05 ③ 

06 ③   

본문 66~68쪽수 능 점 테 스 트3

01  트랜지스터 회로와 전류 증폭

트랜지스터 회로에서 베이스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각각 Iõ, I�

일 때 전류 증폭률 b= I�
Iõ

이다.

ㄱ. (가)의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증폭될 때 이미터와 베이스에 순

방향 전압이 걸린다. 이미터에 전원의 (+)극이, 베이스에 전원의 

(-)극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미터는 p형 반도체이고 베이스는 n형 

반도체이다. 따라서 A는 p–n–p형 트랜지스터이다.

ㄴ. A는 p–n–p형 트랜지스터이므로 베이스에서 컬렉터로 전류가 

흐른다. B는 이미터에 전원의 (-)극이, 베이스에 전원의 (+)극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n–p–n형 트랜지스터이다. 따라서 컬렉터에서 

베이스로 전류가 흐른다.

ㄷ. 이미터 단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Iõ이다. A, B의 전류 

증폭률이 같고 베이스 단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으므로 A, B

의 이미터 단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같다.

02  트랜지스터 회로와 LED
트랜지스터의 이미터–베이스에 순방향 전압이 걸릴 때 이미터에 전

류가 흐른다.

ㄱ. LED에서 빛이 방출되므로 트랜지스터의 이미터–베이스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ㄴ. 이미터–베이스에 순방향 전압이 걸리고 베이스에 전원의 (+)극

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베이스는 p형 반도체이다. 이 트랜지스터는 

n–p–n형 트랜지스터이므로 이미터는 n형 반도체이다.

ㄷ. 트랜지스터에서 LED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므로 X는 p형 반도

체이다.

03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신호 증폭

트랜지스터가 증폭 기능을 할 때 이미터–베이스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고 베이스–컬렉터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ㄱ. 트랜지스터의 베이스가 직류 전원 장치의 (+)극에 연결되어 있

으므로 베이스는 p형 반도체이다. 따라서 컬렉터는 n형 반도체이다.

ㄴ. 이미터–베이스에 순방향 전압이 걸려 전류가 베이스에서 이미

터 방향으로 흐르므로 전위는 B가 E보다 높다.

ㄷ. 트랜지스터에 입력된 신호가 효과적으로 증폭되기 위해서는 적절

한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 주어야 한다. 이 회로에서는 직류 전원 장치

를 이용하여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 준다.

04  축전기의 전기 용량과 전하량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같을 때 축전기 극판 사이의 전위차는 전

기 용량에 반비례한다.

④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2Q일 때 A, B에 걸린 전압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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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V, V이므로 전기 용량은 B가 A의 2배이다. A와 B의 단면적과 

극판 간격은 같으므로 B에 채워진 유전체의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

의 2배이다. C는 극판 간격이 A의 2배이고 유전율이 진공의 2배인 

유전체로 채워져 있으므로 전기 용량은 A와 같다. 따라서 전압이 

2V일 때 C에 충전된 전하량은 2Q이다.

05  축전기의 전기 용량과 저장된 전기 에너지

전원과의 연결을 끊고 극판 간격을 바꾸면 충전된 전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전원에 연결한 채로 극판 간격을 바꾸면 극판 사이의 전압

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ㄱ. (가)에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C, 전원의 전압을 V,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을 Q라고 하면 (나)에서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2!;C

이고 충전된 전하량은 Q이다. 이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U나

=QÛ`
C

이다. (다)에서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e

2e¼
C이고 전압이 일

정하므로 Q다= e
2e¼

CV= e
2e¼

Q이다. 따라서 (다)에서 축전기에 저

장된 전기 에너지 U다= e
4e¼

 
QÛ`
C

이다. U나=U다이므로 e=4e¼이다.

ㄴ. (다)에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2C이고, (가)와 (다)에서 축전기

에 걸리는 전압이 같으므로 충전된 전하량은 (다)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ㄷ. (가)에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U가=;2!; QÛ`
C

이므로 U나

=2U가이다.

06  저항의 연결과 축전기

S를 a에 연결했을 때와 b에 연결했을 때의 회로를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2R

A

B

R 2R

A

B

R

	 S를	a에	연결했을	때	 S를	b에	연결했을	때

③ A, B의 전기 용량을 각각 C�, Cõ, 전원의 전압을 V라고 하면 

S를 a에 연결했을 때 A는 저항값이 2R인 저항에, B는 저항값이 R

인 저항에 병렬연결된다. 따라서 A와 B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 ;3@;V, 

;3!;V이다. A, B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같으므로 ;2!;C�_{;3@;V}2`

=;2!;Cõ_{;3!;V} 2`에서 Cõ=4C�이다.

S를 b에 연결하면 A에 걸리는 전압이 ;3@;V, B에 걸리는 전압이 V가

되므로 U�=;9@;C�VÛ`이고 Uõ=2C�VÛ`이다. 따라서 U� : Uõ=1 

: 9이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THEME

9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71쪽

정답 ③

xy 평면에 수직이고 y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상에 고정된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같을 경우 y축상의 점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축과 나란하고,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면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y축과 나란하다. 

ㄱ. (나)의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x 방향이므로, (나)에서 A와 B

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같다. 

ㄴ. A와 B에 흐르는 각각의 전류에 의한 p에서 자기장의 x성분과 y

성분의 크기는 같다. (나)의 p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¼이므로, A와 

B에 흐르는 각각의 전류에 의한 p에서 자기장의 x성분과 y성분의 

크기는 
B¼
2

으로 같다. 따라서 (가)의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p에서 

자기장 x성분과 y성분의 크기는 모두 
B¼
2

으로, p에서 자기장의 세기

는 
B¼
'2 이다. 

ㄷ. (나)의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p에서 B에 흐르는 전

류에 의한 자기장의 각 성분별 크기는 변화 없고, 방향만 변한다. 따

라서 (나)의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을 반대로 하면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¼이다.

01 ① 02 ④ 03 ③ 04 ③ 05 ① 

06 ③ 07 ④ 08 ⑤   

본문 72~73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자기장과 자기력선

자기력선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폐곡선이고,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ㄱ.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따라서 나

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y 방향이므로 나침반이 놓인 곳에

서 자기장의 방향 또한 +y 방향이다.

ㄴ. 나침반이 놓인 곳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y 방향이 되기 위해서

는 A와 B의 극은 N극으로 같아야 한다. A와 B의 극이 S극으로 서

로 같을 경우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y 방향이고, A와 

B 두 극이 서로 다르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x 방향 

또는 -x 방향이다.

ㄷ. O에서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가 같아 O는 자기장이 0인 곳으로 y축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최

소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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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직선 도

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④ (가)의 P에서 자기장의 세기 B¸를 B라 하면, (나)의 Q에서 A

와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모두 B이고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

직이므로 Q에서 자기장의 세기 BÎ="ÃBÛ`+BÛ`='2B이다. 따라서 

B¸ : BÎ=1 : '2이다.

03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

향을 향하도록 하고 도선을 감아쥐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

키는 방향이다.

ㄱ. Q에서 자기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

향은 반대이어야 한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y 방향이므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y 방향이다.

ㄴ. Q에서 자기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

기장의 세기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야 된

다. Q까지 A로부터의 거리가 B로부터 거리의 5배이므로 A에 흐르

는 전류의 세기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5배이다. 따라서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
5

이다.

ㄷ.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와 R에서 같다. P에

서는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고, R에

서는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다. 따라

서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R에서보

다 크다.

04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도선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ㄱ. (가)에서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원형 도선이 

이루는 면으로 들어가서 원형 도선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따라서 

P와 Q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ㄴ.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원형 도선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원형 도선의 반지름과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가 A의  

2배이다. 따라서 P와 R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서로 같다.

ㄷ.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원형 도선에 형성된 자기장의 방향

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경우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전선을 감아쥘 때 네 손가락이 향한 방향이다. 따라서 

R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05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길이당 감은 수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ㄱ.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솔레노이드의 반지름과 

관계없다. 따라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가)와 

(나)에서 같기 때문에 ㉠은 B¼이다.

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다)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고, 단위 길이당 감긴 수는 (다)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므로 솔

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나)에서와 (다)에서가 같다. 따라

서 ㉡은 0.2이다.

ㄷ.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

류의 방향으로 감아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므로 솔레

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06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류의 세기가 I인 무한히 긴 직선 도선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 B=k I
r
 (k: 상수)이다.

ㄱ.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x=r인 x축에서 0이고 

x=2r인 x축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y가 되기 위해서는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각각 xy 평면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과 수직

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따라서 x축의 -2r<x<0인 위치에서 A

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y 방향이다.

y

x-2r r 2r

A B

0

ㄴ. A와 B로부터 x축의 x=r인 위치까지 거리는 A가 B의 3배이

므로 x=r인 x축에서 자기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에 흐르는 전류

의 세기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3배이다.

ㄷ.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반대로 변화시키면 x축에서 A와 B

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구간은 -2r<x<0이고 전류

의 세기가 A가 B의 3배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0인 위치는 A와 B의 

사이를 3 : 1로 나누는 x축상의 x=-;2!;r인 지점이다.

07  전류에 의한 자기장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원형 도선의 반지름에 반비례

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④ B에 흐르는 전류 I에 의한 O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Bõ라 하고 

(가)의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O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B�라 할 때 

(가)와 (나)의 O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다음과 같다.

(가) Bõ-B�=2B¼ …… ①

(나) Bõ-;2!;B�=3B¼ …… ②

①과 ②식으로부터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Bõ= 

4B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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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전류에 의한 자기장

나침반 자침의 N극은 지구 자기장과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

기장의 합성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킨다.

ㄱ. A에 놓인 나침반의 N극이 y축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B

에 있는 나침반 N극이 +y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y 방향이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하는 방향이므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나

오는 방향이다.

ㄴ. A에서 나침반이 y축으로부터 기울어진 각이 60ù이므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지구 자기장의 세기의 '3배이다. 따라서 지구 

자기장의 세기보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크기 때문에 P에 

나침반을 놓으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y 방향이다.

ㄷ. Q에서는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이고, 

B가 있는 위치에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므로 자기장의 세기는 B가 있는 위치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01 ① 02 ④ 03 ③ 04 ⑤  

본문 74~75쪽수 능 점 테 스 트3

01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류의 세기가 I인 직선 도선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 B=k I
r
 (k: 상수)이다.

ㄱ. (가)의 G에서 A, B,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모두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따라서 (가)의 G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다. 

ㄴ. (나)의 G에서 P와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각각의 자기장 방향

은 그림과 같고 두 자기장의 합은 +x 방향이다. 따라서 (나)의 G에

서 자기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0

120ùG
P Q
-d dB

¸

B(나)

B
Î

y

x

ㄷ. (가)의 G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B¼이라 

하면, G에서 세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므

로 G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3B¼이다. (나)의 P에서 G까지의 거리는 

(가)의 직선 도선에서 G까지 거리의 2배이므로 (나)의 G에서 P와 Q

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각각의 자기장의 세기는 
B¼
2

이고, 두 자기장

이 이루는 각이 120ù이므로 두 자기장의 합의 크기는 
B¼
2

이다. 따라 

서 G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6배이다.

02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과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원형 

전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원형 도선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ㄱ. (가)의 O에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다. (가)의 O에서 자기장이 0이 되기 위해

서는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

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

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ㄴ. 전류의 세기가 I인 직선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r인 지점에서의 자

기장의 세기는 ( 2_10Ñà` ) I
r
이고, 전류가 I이고 반지름인 r인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 2p_10Ñà` ) I
r
이다. (가)의 O에서 

자기장이 0이므로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
p

이다.

ㄷ. (나)의 O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¼이므로 O에서 원형 도선에 흐

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¼이고 각각의 직선 도선에 흐르

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또한 B¼이다. (다)의 O에서 원형 도선

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¼이고 O로부터 2r만큼 떨

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가 2I인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O에

서 자기장의 세기는 B¼이다. (다)의 O에서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므로 두 자기장의 

합의 크기는 '2B¼이다. 따라서 (다)의 O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2B¼

이다.

03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쥐

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ㄱ. A에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서쪽

이다.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따

라서 A처럼 나침반의 N극이 서쪽 방향으로 회전할 경우 (가)의 p에

서 전류는 종이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흐른다.

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나침반의 N극이 향한 방향은 전류가 흐르

지 않을 경우 자기장(지구 자기장)과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

한 자기장의 합의 방향이다. B에서 나침반의 N극의 회전각이 60ù이

므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3B¼이다. 

따라서 B의 결과는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가 B¼보다 클 때이다.

지구 자기장지구 자기장
합성 자기장합성 자기장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B¼B¼

13B¼B¼
13

60ù30ù

	 A	 B

ㄷ.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일 때가 B 

일 때의 ;3!;배이다. 따라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또한 A

일 때가 B일 때의 ;3!;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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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원형 도선 중심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도선을 감아 쥘 

때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ㄱ. (가)의 xy 평면에 놓여 있는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

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오른손의 엄지손가

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하면 원점에서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z 방향이므로 (가)의 원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z 방향

이다.

ㄴ. (나)에서 xy 평면에 놓인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z 

방향이고, xz 평면에 놓인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y 방향이므로 원점에서 자기장의 성분은 y성분과 z성분만 

있고 x성분은 없다. 따라서 (나)의 원점에서 자기장의 x성분은 0 

이다.

ㄷ. (나)에서 반지름이 r인 xy 평면에 놓인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

한 원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이고, xz 평면에 놓인 세기가 2I인 

전류가 흐르고 반지름이 2r인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원점

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이다. 두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이므로 두 자

기장의 합의 크기는 '2B이다. 따라서 (나)의 원점에서 자기장의 세

기는 '2B이다.

전자기 유도와 상호유도
THEME

10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78쪽

정답 ①

1초일 때 Ⅰ영역과 Ⅱ영역에서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의 크기

는 각각 2B¼, B¼이므로, 1초일 때 원형 고리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의 크기는 Ⅰ영역과 Ⅱ영역에서 각각 

pdÛ`B¼, ;2!;pdÛ`B¼이다. 

① Ⅰ영역과 Ⅱ영역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원형 고리 도 

선 전체의 자기 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의 크기는 pd Û`B¼-

;2!;pdÛ`B¼=;2!;pdÛ̀ B¼이다. 원형 고리 도선에 유도된 기전력의 크기는 

;2!;pdÛ̀ B¼이고, 원형 고리 도선의 저항값이 R이므로 원형 고리 도선 

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pdÛ`B¼
2R

이다. 

01 ③ 02 ③ 03 ④ 04 ③ 05 ⑤ 

06 ② 07 ② 08 ⑤ 09 ④ 10 ⑤ 

11 ⑤ 12 ④   

본문 79~81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전자기 유도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여 유도 전류가 흐른다.

ㄱ. 자석이 코일에 다가올 경우 코일의 윗면으로 들어오는 자석에 의 

한 자기 선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렌츠 법칙에 의해 코일에는 코일의 

윗면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 → R → B이다.

ㄴ. 자석과 코일이 멀어질 경우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

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따라서 코일의 아랫면은 자석의 N극이 되고 

윗면은 자석의 S극이 된다.

ㄷ.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는 동안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따라서 자석이 코

일을 통과하는 동안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02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은 V=-DU
Dt

로 자기 

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비례한다.

ㄱ. 2t¼일 때 원형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

고 있으므로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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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기장 방향의 반대가 되도록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ㄴ.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2t¼일 때

가 5t¼일 때보다 작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비례하므로 2t¼일 때가 5t¼일 때보다 작다.

ㄷ.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율은 원형 

도선의 넓이와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율을 곱하면 된다. 따라서 

2t¼일 때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율은 
prÛ`
2t¼

B¼이다.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감은 수와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

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비례하므로 2t¼일 때 원형 도선에 발생한 유

도 기전력의 크기는 
prÛ`
2t¼

B¼이고, 원형 도선의 저항값이 R이므로 원

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prÛ`
2Rt¼

B¼이다.

03  정사각형 도선과 유도 기전력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사각형 도선이 자기장의 세기가 B¼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v의 속력으로 진입할 때 단위 시간당 자기 선속의 변

화율인 B¼dv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ㄱ. 1초일 때는 정사각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5초일 때는 정사각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감소한다. 정사각

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

로 흐른다. 따라서 1초일 때와 5초일 때 정사각형 도선에 흐르는 전

류의 방향은 반대이다.

ㄴ. 정사각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1초일 때보다 3초일 때가 

크지만 3초일 때는 정사각형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

화가 없으므로 정사각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0이다. 

따라서 정사각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1초일 때가 3초

일 때보다 크다.

ㄷ. 정사각형 도선의 속력 v= d
2

이므로 5초일 때 정사각형 도선에 

발생한 유도 기전력은 B¼dv=B¼dÛ`
2

이고 전류의 세기는 
B¼dÛ`
2R

이

다. 정사각형 도선의 소비 전력은 유도 기전력과 전류의 곱으로 5초

일 때 정사각형 도선의 소비 전력은 
B¼Û`dÝ`
4R

이다.

04  전자기 유도

유도 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ㄱ. tÁ일 때는 자석이 코일에 다가오는 경우로 코일과 자석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따라서 tÁ일 때 코일에 흐르는 전

류에 의해 코일의 -x쪽 단면은 자석의 S극과 같다.

ㄴ. 자석이 코일에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tª일 때까지 유도 전류의 방

향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코일의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증가

하고, 유도 전류의 방향이 변하는 tª 이후에는 코일의 내부를 통과하

는 자기 선속이 감소한다. 따라서 코일의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

은 tÁ일 때가 tª일 때보다 작다.

ㄷ. tª 이전에는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

하여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x 방향이고, tª 이후에는 

코일과 자석의 중심이 멀어져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여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따라서 tÁ일 때와 t£일 때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 같다.

05  전자기 유도의 이용

금속 탐지기는 금속에 유도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감지하여 

금속의 위치를 찾는 장치이다.

ㄱ. 수신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전송 코일에 의한 자기장 변화와 금

속 동전에 흐르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변화에 의한 것으로 한 방

향으로 흐르지 않고 방향이 변하는 전류가 흐른다.

ㄴ. 전송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증가할 경우는 전송 

코일과 금속 동전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전송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증가할 경우 마주보고 있는 코

일과 금속 동전면의 자극은 서로 같다.

ㄷ. 전송 코일에 의해 생성된 자기장 변화 때문에 금속 동전에는 유

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금속 동전에 의해 형성된 자기장은 수신 코일

에 영향을 주어 수신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킨다.

06  변압기의 원리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코일의 감은 수에 비례한다.

ㄱ. 변압기에서 코일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코일의 감은 수에 비례한

다. 1차 코일의 감은 수가 2차 코일의 감은 수의 ;3!;배이므로 1차 코

일의 양단에 걸린 전압인 교류 전원의 전압은 2차 코일의 양단에 걸 

린 전압 IR의 ;3!;배인 
IR
3

이다.

ㄴ.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수를 각각 2배로 늘리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2배가 되지만, 감은 수

의 비는 일정하므로 2차 코일의 전류의 세기는 증가하지 않는다.

ㄷ. 변압기의 에너지 손실을 무시하면 교류 전원이 1차 코일에 공급

해 준 전력은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의 소비 전력과 같다. 따라서 교

류 전원이 1차 코일에 공급해 준 전력은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의 

소비 전력 IÛ`R와 같다. (전력=전류×전압=I_IR=IÛ`R)

07  상호유도

코일 B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 A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

에 대한 변화율에 비례한다.

ㄱ. t¼일 때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A와 B 내부에는 왼쪽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고,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B의 내부

에 오른쪽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b → 저항 → a이다.

ㄴ.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시

간에 대한 변화율에 비례한다. A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

율이 2t¼일 때가 6t¼일 때보다 작다. 따라서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는 2t¼일 때가 6t¼일 때보다 작다.

ㄷ. 2차 코일 B에 형성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상호 인덕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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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코일 A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의 곱이다. A와 B

의 상호 인덕턴스가 M이고 6t¼일 때 A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I
2t¼

이다. 따라서 B에 형성된 유도 기전력과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MI
2t¼

, 
MI
2Rt¼

이다.

08  도선의 운동과 전자기 유도

금속 막대의 움직임에 의해 유도된 전기 에너지는 회로가 소비한 전

기 에너지와 같다.

ㄱ. 자 도선과 금속 막대가 이루는 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도 전류는 자 도선과 금속 막대가 

이루는 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 시계 반대 방

향으로 흐른다.

ㄴ. F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금속 막대의 속도의 크기가 증가한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자기 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비례하므로 

금속 막대의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면 자 도선과 금속 막대가 이루

는 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증가하여 유도 

기전력의 크기 또한 증가한다.

ㄷ. 금속 막대에 작용한 힘 F가 해 준 일은 자 도선과 금속 막대에 

의해 회로에 발생한 전기 에너지와 같다. 금속 막대의 속도의 크기를 

v라 하고 힘이 작용한 시간을 t라 할 때, t 동안 F가 해 준 일은 

Fs=Fvt (s: 금속 막대의 이동 거리)이고 t 동안 회로에 발생한 전

기 에너지 B¼lvIt(I: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같다. 따라서  

Fvt=B¼lvIt이므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 F
B¼l

이다.

09  전자기 유도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 B는 자석과 같다. B와 솔레노이드 

A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 A에는 유도 전류가 흐른다.

ㄱ. A가 B에 다가가는 동안 A의 단면을 통과하는 B에 흐르는 전류

에 의한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에 의

한 A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이다. 따

라서 A가 B에 다가가는 동안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에 흐르

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인 a → R → b이다.

ㄴ. 솔레노이드 B 내부의 자기장은 균일하다. 따라서 A가 B의 중심

을 통과할 때 A 내부를 통과하는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므로 A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0이다.

ㄷ. A가 B의 내부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A의 단면을 통과하는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 선속이 감소하므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

한 A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B 내부의 자기

장의 방향과 같다. 따라서 A가 B의 내부를 빠져나가는 동안 A의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x 방향으로, A의 -x쪽은 자석의 S극과 

같다.

10  전자기 유도의 이용

2차 코일에는 2차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

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ㄱ. 1차 코일의 접점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축전기의 양단에 걸린 전

압은 0으로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이 0이다. 1차 코일에 연결된 접

점이 끊어지게 되면 축전기의 양단에 걸린 전압이 전원 장치의 전압

과 같아질 때까지 축전기에 전하가 저장된다. 따라서 1차 코일에 연

결된 접점이 끊어지면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증가한다.

ㄴ. 1차 코일의 접점이 끊어지는 순간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

기는 급격히 감소하고, 축전기의 양단에 걸린 전압이 전원 장치의 전

압과 같아지면 1차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1차 코일의 접점

이 끊어지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여 1차 코일의 

내부 자기장의 세기 또한 감소하므로 2차 코일의 내부에 있는 1차 코

일 내부의 자기장이 감소한다. 따라서 2차 코일의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감소로 2차 코일에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ㄷ. 1차 코일에 연결된 접점이 끊어지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여 2차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1차 코일에 의한 자기 

선속이 감소한다. 1차 코일에 의한 2차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상쇄시키기 위해 2차 코일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11  전자기 유도

A,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

화율에 비례한다.

ㄱ.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3t¼일 때가 5t¼일 때

보다 작다. 따라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또한 3t¼일 때가 5t¼일 때

보다 작다.

ㄴ. 2t¼일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B를 

통과하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B에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도

록 유도 전류가 흐른다. B의 중심을 통과하는 B에 의한 자기장과 코

일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므로 B와 코일 사이에는 밀

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ㄷ. 5t¼일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므로 A와 B의 중

심에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A와 B에 흐르는 각

각의 전류가 각각의 원형 도선의 중심에 형성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므로 A와 B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12  발전기의 원리

직사각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자기력선이 직사각형 도선이 

이루는 면을 수직으로 통과할 때 최대가 된다.

ㄱ. 자기 선속은 직사각형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총 개

수로, 코일 면의 법선과 자기력선이 수직일 때보다 나란할 때가 자기 

선속이 크다. 따라서 자기 선속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ㄴ. 그림 (가), (나)는 발전기의 자기장 영역에서 회전하는 직사각형 

도선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시간에 따른 직사각형 도선이 이루는 

면의 자기력선에 수직인 성분의 면적 변화율은 도선의 운동 방향이 

자기력선과 나란한 (가)에서가 도선의 운동 방향이 자기력선에 수직

인 (나)에서보다 작다. 따라서 직사각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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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기 때문에 직사각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또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자
기
력
선

회전 방향

회전 방향

회전 방향회전축

회전 방향

자
기
력
선

회전축

	 (가)	 (나)

ㄷ. (나)에서는 직사각형 도선의 윗면으로 들어오는 자기 선속이 감

소하다가 아랫면으로 들어오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순간

으로 직사각형 도선에는 아랫면으로 나오는 자기 선속을 만들기 위해 

A → 직사각형 도선 → B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01 ② 02 ① 03 ③ 04 ③ 05 ② 

06 ⑤   

본문 82~84쪽수 능 점 테 스 트3

01  발전기의 원리

정사각형 도선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자기력선이 정사각

형 도선의 면과 나란할 때 최대가 된다.

ㄱ. 자기 선속은 자기장에 수직인 단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총 개

수이다. 0초일 때 자기장에 수직인 정사각형 도선의 면적이 최대이므

로 0초일 때 정사각형의 면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 또한 최대이다.

ㄴ. 0초부터 
p
2x

초까지 자기장에 수직인 정사각형 도선의 면적이 

감소하므로, 자기장과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 정사각형 

도선의 한 변 abÓ에는 a →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ㄷ. 자기장과 수직인 정사각형 도선의 면적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은 0초일 때는 0이고 
p
2x

초일 때 최대이다. 따라서 정사각형 도선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0초일 때가 
p
2x

초일 때보다 작다.

02  전자기 유도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비례한다.

ㄱ. t=T
8

일 때 부채꼴 모양의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xy 평

면에서 나오는 방향은 증가하고, 들어가는 방향은 감소하고 있으므

로, 부채꼴 모양의 도선에는 xy 평면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

들기 위해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ㄴ. 부채꼴 모양의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부채꼴 모양의 도선이 1사분면에서 2사분면으로 들어갈 때와 3사분

면에서 4사분면으로 들어갈 때가 일치한다. 따라서 부채꼴 모양의 도

선이 1회전하는 동안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흐름은 2번 반복되

므로 부채꼴 모양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주기는 
T
2

이다.

ㄷ. 부채꼴 모양의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은 (2B){;2!;dÛ̀x}=(2B){pdÛ`
T
}으로 부채꼴 모양의 도선에 발생한 유

도 기전력의 세기는 
2pBdÛ`

T
이고 부채꼴 모양의 도선의 저항값이 R

이므로 부채꼴 모양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pBdÛ`
TR

이다.

03  변압기의 원리

변압기의 코일 양단에 걸린 전압은 각각의 코일의 감긴 수에 비례 

한다.

ㄱ. (가)와 (나)에서 A의 양단에 걸린 전압이 같으므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

ㄴ. 변압기에서 코일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코일의 감긴 수에 비례한

다. (가)와 (나)에서 2차 코일의 양단에 걸린 전압이 같고 1차 코일의 

감긴 수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므로 1차 코일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ㄷ. (가)와 (나)에서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전해지는 전력이 같으

므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차 코일의 양단에 걸린 전압

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B의 소비 전력은 B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 비

례하므로 (가)에서가 (나)에서의 4배이다.

04  상호유도

2차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

에 대한 변화율에 비례한다.

ㄱ.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1초일 때가 4초

일 때보다 크므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또한 1초일 때가 4초일 때보다 크다. 따라서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1초일 때가 4초일 때보다 크다.

ㄴ. A, B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코일의 감은 수에 비례한다. 코일의 

감은 수가 A가 B의 2배이다. 따라서 코일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A

가 B의 2배이다. P와 Q의 저항이 같고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P에서가 Q에서의 2배이므로 1초일 때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

서의 2배이다.

ㄷ. 전류의 세기와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이 P에서가 Q에서의 2

배이므로 저항의 소비 전력은 P에서가 Q에서의 4배이다.

05  전자기 유도

자기장의 세기가 B인 영역에서 자기장에 수직인 방향으로 길이가 d

인 도선이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할 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 도선에 유

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Bdv이다. 

② 금속 막대에 작용하는 중력의 빗면에 나란한 성분의 크기는 

mgsinh이고 금속 막대의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  

는 Bdv이다. 직사각형 도선에 연결된 각각의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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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VÛ`
R

=BÛ`vÛ`dÛ`
R

으로 직사각형 도선 전체의 소비 전력은 
2BÛ`vÛ`dÛ`

R

이고, 금속 막대에 중력이 1초 동안 해 준 일은 mgv sinh이다.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과 금속 막대에 중력이 1초 동안 해 준 일이 같으므

로, 
2BÛ`vÛ`dÛ`

R
=mgv sinh 관계에서 v=Rmg sinh

2BÛ`dÛ`
이다. 

06  상호유도

이중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가 M일 때 2차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기

전력의 크기(Vª)는 상호 인덕턴스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IÁ)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DIÁ
Dt
}에 비례한다.

Vª=MDIÁ
Dt

⑤ 0~t¼ 구간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므로 2차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이 0으로 A가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0이다.

t¼~2t¼ 구간에서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의 

크기가 
2I¼
t¼

으로 2차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2MI¼

t¼

이고,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MI¼
Rt¼

으로 일정하다. 따라서 t¼~

2t¼ 구간에서 A의 소비 전력은 
4MÛ`I¼Û`
Rt¼Û`

이고 소비한 전기 에너지는 

4MÛ`I¼Û`
Rt¼

이다. 2t¼~3t¼ 구간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므로 

2차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이 0으로 A가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는 0이다. 세 구간에서 A가 소비한 전기 에너지를 더하면 0 ~3t¼ 구

간에서 소비한 전기 에너지는 
4MÛ`I¼Û`

Rt¼
이다.

전자기파의 간섭과 회절
THEME

11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86쪽

정답 ④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L, 이중 슬릿의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을 d, 

빛의 파장을 k라 하면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Dx=L
d
k이다. 

ㄱ. (나)에서 |OPÓ |=3`cm=1.5L
d
k이므로 이웃한 밝은 무늬 사

이의 간격은 Dx=L
d
k=2`cm이다. 

ㄴ. 스크린에 생긴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Dx=L
d
k이다. 

따라서 파장이 더 짧은 레이저로 실험을 진행하면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감소한다. 

ㄷ. 레이저의 파장의 비가 4 : 3이고 빛의 간섭 실험에서 이웃한 밝

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파장에 비례하므로 (가)에서 레이저의 파장을 

450`nm로 바꾸어 실험을 진행하면 (나)에서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

의 간격은 ;2#;`cm이다. O에서 P까지의 거리는 레이저의 파장과 관계

없이 동일하므로 3=m_;2#;에서 m=2이다. 따라서 (가)에서 레이

저의 파장을 450`nm로 바꾸어 실험을 진행하면 (나)에서 P에서는 

O로부터 두 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난다.

01 ④ 02 ⑤ 03 ③ 04 ③ 05 ④ 

06 ⑤ 07 ① 08 ④  

본문 87~88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파동의 중첩

파동의 진폭이 1`cm인 두 파동이 보강 간섭할 때 합성파의 최대 진

폭은 2`cm이다.

ㄱ. t=2초일 때 원점에서는 변위가 0인 두 파동이 만나므로 원점에

서 파동의 변위는 0이다.

ㄴ. t=2초일 때 원점에서 파동이 처음 만나므로 x=1`cm에서 파

동의 변위는 1`cm이다.

ㄷ. 파동 하나의 위상만을 반대로 하면 t=3초일 때 원점에서 위상

이 반대인 두 파동이 만나므로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따라서 t=3초

일 때 원점에서 합성파의 변위는 0이다.

02  파동의 간섭

각 지점에서 두 안테나에서 발생된 파동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 

배일 때 보강 간섭이, 반파장의 홀수 배일 때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ㄱ. t=0일 때 P에서는 마루와 마루가 만나므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ㄴ. t=T
2

일 때 Q에서는 마루와 골이 만나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R에서는 마루와 마루가 만나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따라서 전기장

의 세기는 Q에서가 R에서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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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2f로 증가시키면 전자기파의 파장은 ;2!;배

로 감소한다. 따라서 t=T일 때 Q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03  빛의 간섭 무늬

이중 슬릿을 통과한 단색광은 스크린에 간격이 일정한 간섭 무늬를 

만든다.

A . 이중 슬릿을 통과한 단색광에 의해 스크린에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실험을 통해 빛의 파동성을 알 수 있다.

B . 이중 슬릿을 통과한 단색광이 스크린에서 같은 위상으로 만나는 

지점은 보강 간섭하여 밝은 무늬가, 반대 위상으로 만나는 지점은 상

쇄 간섭하여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

C . 스크린에 생기는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단색광의 파장 

및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고, 이중 슬릿 사이의 간

격에 반비례한다.

04  영의 간섭 실험

이중 슬릿을 통과한 단색광은 스크린에 간격이 일정한 간섭무늬를 만

든다.

ㄱ. 빛의 파동성에 의해 단일 슬릿을 통과한 단색광이 회절하여 이중 

슬릿에 도달한다.

ㄴ. 이중 슬릿을 통과한 단색광은 스크린에서 서로 간섭하여 경로차

에 따라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만든다.

ㄷ. 스크린의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단색광의 파장 및 이

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며,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에 

반비례하고, 광원과 단일 슬릿 사이의 거리에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단색광을 단일 슬릿에서 멀리하여 입사시켜도 스크린의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동일하다.

05  이중 슬릿의 간격에 따른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L,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을 d, 

단색광의 파장을 k라 하면, 스크린의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Dx=L
d
k이다.

ㄱ. O는 SÁ, Sª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으로 경로차가 0이다. 

따라서 L과 관계없이 항상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ㄴ. 이중 슬릿의 두 슬릿에서 P까지의 경로차는 ;2!;k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이중 슬릿의 경로차는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 사

이의 거리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P에서는 상쇄 간섭이 동일하게 일어

나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

ㄷ. Dx=L
d
k에 의해 L을 ;2!;배로 하면 Dx는 ;2!;배가 된다. 

06  전자기파의 회절

레이저가 단일 슬릿을 통과한 후 서로 간섭하면서 스크린에 회절 무

늬를 만든다. 이때 레이저의 파장을 k, 단일 슬릿의 폭을 a,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L이라 하면 스크린 중앙에서 첫 번째 어두운 

지점까지의 거리는 x=L
a
k이다.

ㄱ. x=L
a
k에 의해 레이저의 파장을 증가시키면 스크린 중앙에서 

첫 번째 어두운 지점까지의 거리가 멀어진다. 따라서 d는 증가한다.

ㄴ. x=L
a
k에 의해 단일 슬릿의 폭을 넓히면 스크린 중앙에서 첫 번

째 어두운 지점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따라서 d는 감소한다.

ㄷ. x=L
a
k에 의해 단일 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증가시키면 

스크린 중앙에서 첫 번째 어두운 지점까지의 거리가 증가한다. 따라

서 d는 증가한다.

07  단일 슬릿에 의한 빛의 회절 실험 

단일 슬릿에 의한 빛의 회절 실험에서 빛의 파장이 길수록, 슬릿의 폭

이 좁을수록, 슬릿에서 스크린까지 거리가 증가할수록 스크린 중앙의 

밝은 무늬의 폭이 넓어진다.

ㄱ.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 실험으로 빛의 파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ㄴ. 단일 슬릿의 폭을 넓히면 스크린 중앙의 밝은 무늬의 폭이 좁아

진다. 따라서 슬릿의 폭은 B가 A보다 넓다.

ㄷ. 레이저의 속력은 일정하므로 레이저의 진동수를 크게 하면 파장

이 짧아진다. 레이저의 파장이 짧아지면 스크린 중앙의 밝은 무늬의 

폭은 A, B를 사용하였을 때 모두 좁아진다.

08  회절의 이용

회절은 빛의 파장이 길수록, 슬릿의 폭이 좁을수록 잘 나타난다. 또한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 실험에서 빛의 파장이 길수록 스크린 중앙의 

밝은 무늬의 폭이 넓어진다.

ㄱ. X선의 회절 무늬를 분석하여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 

냈다.

ㄴ. 렌즈 표면의 반사광을 상쇄시키는 현상은 얇은 막에 의한 간섭 

중 상쇄 간섭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ㄷ. FM 방송보다 AM 방송에서 이용하는 파장이 길어 AM 방송

이 회절이 잘 일어난다. 따라서 산속에서는 FM 방송보다 AM 방송

이 더 잘 들린다.

01 ② 02 ⑤ 03 ④ 04 ⑤   

본문 89~90쪽수 능 점 테 스 트3

01  영의 간섭 실험에서 경로차와 간섭무늬

두 슬릿 SÁ, Sª로부터 P점까지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 배일 때 보

강 간섭이, 홀수 배일 때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또한 단색광의 파장

을 k,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L,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을 d라 하면,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Dx=L
d
k이다.

ㄱ.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L
d
k이므로 , |OPÓ |=1.5L

d
k, 

|OQÓ|=3L
d
k이다. 따라서 |OQÓ|-|OPÓ|=1.5L

d
k이다.

ㄴ. Dx=L
d
k에 의해 L을 ;2!;L로 감소시키면 이웃한 밝은 무늬 사

이의 간격이 ;2!;배가 되어 P와 Q에서 모두 밝은 무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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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단색광의 파장에 관계없이 두 슬릿 SÁ, Sª로부터 Q까지의 경로

차는 같다. 따라서 3_k=2k_m에서 m=;2#;으로 Q에서는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긴다.

02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 무늬

레이저가 단일 슬릿을 통과한 후 서로 간섭을 하면서 스크린에 회절 

무늬를 만든다. 이때 레이저의 파장을 k, 단일 슬릿의 폭을 a,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L이라 하면 스크린 중앙에서 첫 번째 어두

운 지점까지의 거리 x는 x=L
a
k이다.

ㄱ.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 실험에서 O에서부터 첫 번째 어두운 지

점까지의 경로차는 D= a
2
sinh? a

2
tanh= a

2
_ d

L
=;2!;k이므로 

d=L
a
k이다.

ㄴ. 붉은색보다 파장이 짧은 초록색 레이저를 사용하면 스크린 중앙

에서 첫 번째 어두운 지점까지의 거리가 줄어들어 d는 감소한다.

ㄷ. 단일 슬릿의 폭을 
a
2

로 감소시키면 d=L
a
k에 의해 스크린 중앙

에서 첫 번째 어두운 지점까지의 거리는 2배가 되므로 d는 2배가 된다.

03  영의 간섭 실험

단색광 파장을 k,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 거리를 L, 이중 슬릿 사이  

간격을 d라 하면,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 간격 Dx=L
d
k이다.

ㄱ. (가)에서 A와 B의 파장의 비는 3 : 2이므로 A의 파장은 B의

;2#;배이다.

ㄴ. 스크린의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Dx는 Dx=L
d
k이므

로 A보다 파장이 짧은 B를 사용하면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은 좁아진다.

ㄷ. A와 B로 각각 실험할 때 경로차는 같으므로 A, B의 파장을 각

각 3k, 2k라 하면 3_3k=m_2k에서 m=;2(;이다. 따라서 B로 실

험을 하면 P에서는 O로부터 다섯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긴다.

04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무늬와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 무늬

간섭과 회절 모두 빛이 슬릿을 통과하여 스크린에 밝은 무늬와 어두

운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ㄱ. (가)에서 O에서는 회절에 의해 밝은 무늬가 생기고, (나)에서 O

에서는 이중 슬릿의 두 슬릿으로부터 경로차가 0인 지점으로 밝은 무

늬가 생긴다.

ㄴ.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을 ;2!;배로 줄이면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

의 간격이 2배로 증가한다. 따라서 P에서는 O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긴다.

ㄷ. 단색광의 진동수를 2배로 증가시키면 파장은 ;2!;배로 감소한다. 

경로차는 일정하므로 k=m_;2!;k에서 m=2이다. 따라서 P에서는 

O로부터 두 번째 밝은 무늬가 생긴다.

도플러 효과와 전자기파
THEME

12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93쪽

정답 ④

진동수가 f¼인 음파를 발생시키는 음원이 관찰자를 향해 다가오거나 

관찰자에게서 멀어질 때, 관찰자가 측정하는 음파의 진동수는 다음과 

같다. 

f= v
vÐvê

f¼ (v: 음파의 속력, vê: 음원의 속력, -: 음원이 관찰자

를 향해 다가감, +: 음원이 관찰자에서 멀어짐) 

④ C의 속력을 v�라고 할 때, võ= 4d
t¼

, v�= 3d
t¼

이므로 

võ : v�=4 : 3 … ①이다. 음속을 V라고 할 때, 정지한 음파 측정

기가 측정한 A, B, C의 음파의 진동수는 각각 
V

V-v�
f¼=fÁ … ②, 

V
V-võ

f¼=;4#;fÁ … ③, 
V

V+v�
f¼=;2@1);f¼ … ④이다. ①, ④에서 

võ=;1Á5;V, v�=;2Á0;V이므로 ②, ③에서 fÁ=:Á7¼:f¼, v�=;1£0;V이

다. 따라서 
võ
v�

=

1
15

V

3
10

V
=;9@;이다. 

01 ④ 02 ② 03 ③ 04 ④ 05 ⑤ 

06 ③  07 ③ 08 ①   

본문 94~95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도플러 효과

음원이 정지해 있는 음파 측정기를 향해 다가갈 때, 음파 측정기에 대

한 음파의 상대 속도는 음속과 같고, 음원의 운동 방향으로 음파의 파

장은 짧아진다. 따라서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음파의 진동수는 증가

한다. 

ㄱ. 파동의 속력=파장_진동수이므로, 정지한 음원이 발생하는 음

파의 파장은 
V
f¼

이다. 음원이 속력 v로 음파 측정기를 향해 다가가면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음파의 파장은 
v
f¼

만큼 짧아지므로 음파 측정

기가 측정한 음파의 파장은 
V
f¼

- v
f¼

=V-v
f¼

이다.

ㄴ.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음파의 진동수는 f= V
V-v

f¼

= V
V-v

f¼

이다. 
V

V-v
>1이므로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음파의 진동수는 f¼보

다 크다.

정답과 해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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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음파의 진동수 f= V
V-v

 f¼에서 v가 클수

록 
V

V-v
가 커진다. 따라서 S가 속력 2v로 등속도 운동하면, 음파 

측정기가 측정하는 음파의 진동수는 S의 속력이 v인 경우보다 크다. 

02  도플러 효과

음원 A는 음파 측정기와 가까워지는 운동을 하므로 음파 측정기가 측

정한 음파의 진동수는 
V

V-V
6

  f�이고, 음원 B는 음파 측정기로부터 멀

어지는 운동을 하므로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진동수는 
V

V+V
9

  fõ이다.

②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A와 B에서 발생한 음파의 진동수가 같으

므로 
V

V-V
6

  f�= V

V+V
9

fõ에서 
f�
fõ

=;4#;이다.

03  도플러 효과

음원이 정지해 있는 관찰자를 향해 다가갈 때 관찰자가 측정하는 소

리의 진동수는 증가하고, 정지해 있는 관찰자로부터 멀어질 때 관찰

자가 측정하는 소리의 진동수는 감소한다. 운동하는 음원이 정지한 

관찰자와 가까워지면 같은 시간 동안 관찰자에 도달하게 되는 파면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진동수는 증가한다. 반면에 운동하는 음원이 

정지한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면 관찰자에 도달하게 되는 파면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진동수는 감소한다.

ㄱ. 버저가 위치 A에서 관찰자를 향해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운동하

므로 진동수 측정 장치가 측정한 소리의 진동수 fÁ은 f¼보다 크다. 

ㄴ. 버저가 위치 B에서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운동하므로 

진동수 측정 장치가 측정한 진동수 fª는 f¼보다 작고 fÁ은 f¼보다 크므

로   fª<fÁ이다. 

ㄷ. 음원의 속력이 빠를수록 소리의 진동수의 변화가 크므로 등속 원

운동을 하는 버저의 속력이 빠를수록 버저가 위치 A를 지나 다가오

는 순간 진동수 측정 장치로 측정한 소리의 진동수와 버저가 위치 B

를 지나 멀어지는 순간 진동수 측정 장치로 측정한 소리의 진동수의 

차이가 증가한다. 따라서 | fÁ-fª |<| f£-f¢ |이다. 

04  도플러 효과

진동수가 f¼인 음파를 발생시키는 음원이 정지한 관찰자에 대해 운동

할 때,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하는 음파의 진동수 f는 다음과 같다.

f= v
vÐv§

f¼ (v: 음파의 속력, v§: 음원의 속력, -: 음원이 관찰자

를 향해 다가감, +: 음원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짐)

④ 음원이 발생하는 음파의 진동수를 f¼이라고 할 때, A가 측정한 음

파의 진동수  f�는 f�= V

V+V
5

f¼=;6%;f¼이고, B가 측정한 음파의 진

동수  fõ는 fõ= V

V-V
5

f¼=;4%;f¼이다. 따라서 f� : fõ=2 : 3이다.

05  전자기파의 발생

축전기에 교류 전원이 연결되면 축전기의 극판에 전하가 충전되고, 

전류의 변화에 따라 충전되는 전하량이 변하여 극판 사이에 변하는 

전기장이 형성된다. 

A . 회로에 교류 전류가 흐르므로 평행판 축전기 극판에 충전된 전하

량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 형성되는 전

기장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B .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진동하는 자기장이 유도되고, 다시 

진동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도하며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파동 형

태로 공간에 퍼져 나간다. 

C . 발생한 전자기파는 공간으로 전파되며, 전기장과 자기장은 진행 

방향에 대하여 수직으로 진동하며 빛의 속력으로 전파된다.

06 압전 소자를 이용한 전파의 송수신 실험

압전 소자를 눌러 고전압을 발생시키면 구리선 사이에서 불꽃 방전이 

일어나 전자기파가 발생하고, 원형 안테나에서 전자기파를 수신하면 

유도 전류가 흘러 네온램프에 불이 켜진다.

ㄱ. 알루미늄 박의 구리선은 전자기파를 송신하는 송신 안테나 역할

을, 원형 안테나는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수신 안테나 역할을 한다.

ㄴ. 구리선 사이에서 불꽃 방전이 일어날 때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

게 되어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이에 따라 자기장이 변하면서 전자

기파가 발생한다.

ㄷ. 알루미늄 박의 구리선에서 발생한 전자기파를 원형 안테나가 수

신하면 유도 전류가 흘러 네온램프에 불이 켜진다. 따라서 원형 안테

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지 않다.

07  안테나에서 전자기파 수신

전자기파의 전기장과 자기장은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한다. 

안테나는 진동하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기파를 수신

한다. 

ㄱ. 전자기파의 자기장은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하므로 원형 

안테나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하여 원형 안테나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 

ㄴ. 전자기파의 전기장은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하므로 직선 

안테나의 전자는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기력을 받아 

가속도 운동을 한다. 

ㄷ. 원형 안테나와 직선 안테나가 전자기파를 수신하면 진동하는 전

기장과 자기장에 의해 안테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한다.

08  교류 회로에서 코일, 축전기 특성 비교

축전기는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작을수록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

도가 크고, 코일은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클수록 전류의 흐름을 방해

하는 정도가 크다.

ㄱ. A는 진동수가 클수록 전류가 커진다. 따라서 진동수가 작을수록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큰 X는 축전기이다.

ㄴ. 실험 결과가 A일 때, 회로는 저항과 축전기로 구성되어 있다. 저

항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는 교류 전원의 진동수에 영향을 

36  EBS 수능완성 물리학 Ⅱ

수능완성(물리학2)_해설_10교.indd   36 2022-05-11   오후 4:46:13



www.ebsi.co.kr

받지 않는다. 축전기는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작은 경우 교류의 방향

이 바뀌기 전에 완전히 충전되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어 축전기

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커진다. 따라서 축전기는 진동수

가 작은 교류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ㄷ. 실험 결과가 B일 때, 회로는 저항과 코일이 직렬연결되어 있다.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감소할수록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므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최댓값은 증가한다.

01 ③ 02 ④ 03 ⑤ 04 ⑤ 05 ⑤ 

06 ③   

본문 96~98쪽수 능 점 테 스 트3

01  음원의 진행 방향과 속력에 따른 진동수 변화

음원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 측정되는 음파의 진동수가 작아지고, 

음원이 관측자에게 접근하면 측정되는 음파의 진동수가 증가한다.

ㄱ . t=0에서 t=t¼ 동안 음원 S는 x=4d에서 x=2d까지 음파 측

정기를 향해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속력 
2d
t¼

로 운동을 한다. 이 구간

에서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진동수는 
V

V- 2d
t¼

 f¼으로 f¼보다 크다. 

t=t¼에서 t=3t¼까지 S는 x=2d에 정지해 있으므로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진동수는 f¼이다. t=3t¼에서 t=5t¼까지 S는 x=2d에서 

x=4d까지 음파 측정기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속력 
d
t¼

로 운동을 하

므로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진동수는 
V

V+ d
t¼

 f¼이다.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진동수 fÁ, fª, f£은 fÁ>fª>f£이므로 fÁ= V

V- 2d
t¼

 f¼, fª=f¼, 

f£= V

V+ d
t¼

 f¼이다.

ㄴ. t=0.5t¼일 때 S는 음파 측정기를 향해 다가가는 운동을 하므로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진동수는 f¼보다 크다. 따라서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진동수는 f£이 아니라 fÁ이다.

ㄷ. f Á-f ª=

2d
t¼

V-
2d
t¼

 f¼이고, f ª-f£=

d
t¼

V+
d
t¼

 f¼이다. 따라서 

fÁ-fª>fª-f£이다.

02  도플러 효과

진동수가 f¼인 음파를 발생시키는 음원이 관찰자를 향해 다가오거나 

관찰자에게서 멀어질 때, 관찰자가 측정하는 음파의 진동수는 다음과 

같다. 

f= v
vÐvê

 f¼  (v: 음파의 속력, vê: 음원의 속력, -: 음원이 관찰

자를 향해 다가감, +: 음원이 관찰자에서 멀어짐)

④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용수철에 분리되기 전의 A와 B의 운동

량의 합과 분리된 후의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 따라서 용수철

에서 분리된 후 A의 속력을 2v라고 하면 B는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A는 음파 측정기를 향해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2v의 속력으로 운동

을 하므로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A에서 발행한 음파의 진동수는 

V
V-2v

f¼이다. 

B는 음파 측정기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므로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B에서 발생한 음파의 진동수는 
V

V+v
2f¼이

다. 음파 측정기에서 측정한 A에서 발행한 음파의 진동수는 B에서 

발생한 음파의 진동수의 ;4%;배이므로 
V

V-2v
 f¼= V

V+v
2f¼_;4%;에

서 v=V
4

이다. 따라서 B의 속력은 
V
4

이다.

03  도플러 효과

진동수가 f¼인 음파를 발생시키는 음원이 관찰자를 향해 다가오거나 

관찰자에게서 멀어질 때, 관찰자가 측정하는 음파의 진동수는 다음과 

같다. 

f= v
vÐvê

 f¼  (v: 음파의 속력, vê: 음원의 속력, -: 음원이 관찰

자를 향해 다가감, +: 음원이 관찰자에서 멀어짐) 

ㄱ. t=0부터 t=t¼까지 -x 방향으로 A는 v, B는 2v로 등속도 운

동한다. t=0.5t¼일 때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A에서 발생한 음파의 

진동수 
V

V-v
2f¼과 B에서 발생한 음파의 진동수 

V
V-2v

f¼이 같

으므로 
V

V-v
2f¼= V

V-2v
f¼에서 v=;3!;V이다. 

ㄴ. t=0.5t¼일 때 음파 측정기를 향해 각각 
V
3

, ;3@;V로 등속도 운동 

을 하는 A, B에서 발생한 음파의 진동수를 음파 측정기는 

V

V-V
3

 2f¼= V

V- 2
3           
V

  f¼=3f¼으로 측정한다.

ㄷ. t=2t¼부터 +x 방향으로 A는 v, B는 2v로 등속도 운동한다. 

t=2.5t¼일 때 +x 방향으로 각각 
V
3

, ;3@;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

동하는 A, B에서 발생한 음파의 진동수를 음파 측정기는 각각 

V

V+V
3

 2f¼=;2#;f¼, V

V+ 2
3            
V

  f¼=;5#;f¼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진동수는 A의 경우가 B의 경우의 ;2%;배이다.

04  전자기파 발생과 수신

LC 회로에 교류가 흐르면 1차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 2차 코

일에는 같은 진동수의 유도 전류가 흐르고, 안테나를 통해 전자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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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송신된다. 수신 회로의 안테나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 진동수의 전

자기파 중 LC 회로의 공명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전자기파가 수신

될 때 LC 회로에 최대 전류가 흐르게 된다.

ㄱ. 송신 회로의 안테나에서 송신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LC 회

로에 흐르는 전류의 진동수와 같다. 따라서 A의 진동수는 교류 전원

의 진동수와 같은  f¼이다.

ㄴ. 스피커에서 진동수가 f¼인 A에 의한 방송만 나오므로 수신 회로

의 공명 진동수는  f¼이다.

ㄷ. 축전기는 교류의 진동수가 작을수록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

도가 크므로 저항 역할은 f¼일 때가 fÁ일 때보다 작다.

05  라디오 방송의 송수신 과정

음성 신호는 진동수가 작아 원거리로 전파하기 힘들기 때문에 발진기

에서 진동수가 크고 일정하게 만든 교류 신호(반송파)에 첨가(변조)하

여 송신한다. 주파수 변조는 교류 신호의 진동수를 바꿔 발생시키고, 

진폭 변조는 교류 신호의 진폭을 바꿔 발생시킨다. 각 방송국마다 반

송파의 진동수가 정해져 있으며 이것이 각 방송국의 수신 주파수가 

된다.

ㄱ. A는 교류 신호의 진폭을 바꿔 발생시킨 진폭 변조이다.  

ㄴ. A는 AM 신호로 A의 진동수는 교류 신호의 진동수 f¼과 같다.

ㄷ. 변조된 신호를 수신할 때는 발진기에서 만든 교류 신호의 진동수

에 맞추어야 하므로, 안테나에서 수신하는 전파의 진동수는 교류 신

호의 진동수와 일치한다.

06  RLC 회로와 공명 진동수

교류 전원에 저항, 축전기,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교류 전원

의 진동수가 증가할 때 전류의 세기는 공명 진동수에서 최대가 되고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공명 진동수보다 커지면 전류의 세기는 다시 

감소한다.

ㄱ. 공명 진동수는 f= 1
2p'¶LC

 (L: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 C:축 

전기의 전기 용량)이다. LÁ>Lª이므로, 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S가 a

에 연결될 때가 S가 b에 연결될 때보다 작다. 따라서 S를 a에 연결

했을 때의 결과는 P이다.

ㄴ.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코일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

는 정도도 커진다. 따라서 S를 a에 연결했을 때 코일의 저항 역할은 

fÁ일 때가 fª일 때보다 작다.

ㄷ.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최댓값은 전류값과 저항값의 곱과 같

다. 따라서 S를 b에 연결했을 때의 결과는 Q이므로 저항 양단에 걸

리는 전압의 최댓값은 전류값이 더 큰 fª일 때가 fÁ일 때보다 크다.

볼록 렌즈에 의한 상
THEME

13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100쪽

정답 ④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 렌즈와 상 사이의 거리를 각각 a, b라 할 

때 렌즈 방정식을 적용하면 
1
a+1

b=1
f이다. 따라서 

1
a+ 3

2a= 1
f이

고 f=;5@;a이다. 

ㄱ.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작으므로 물체의 상은 

허상이고 상의 크기가 물체의 크기보다 크다. 

ㄴ. 렌즈 방정식을 적용하면 
2
a+ 1

b= 5
2a에서 b=2a이고 배율 

m= 2a

;2 A;
이므로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의 4배이다. 따라서 상의 크

기는 물체의 크기보다 크다. 

ㄷ.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를 x라 하고 렌즈 방정식을 적용하면 

1
x+ 1

b= 1
x+ 2

a= 5
2a에서 x=2a이므로 물체의 크기는 상의 크기

의 4배이다. 따라서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보다 작다. 

01 ③ 02 ③ 03 ⑤ 04 ② 05 ⑤ 

06 ④ 07 ⑤ 08 ④   

본문 101~102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의 진행 경로

물체의 한 점에서 나온 빛이 볼록 렌즈에서 굴절되어 한 점에서 만나 

상이 형성된다. 이때 빛이 실제로 한 점에서 만나서 만들어진 상이 실

상이다.

ㄱ.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광선이 렌즈를 통과하여 점 P를 지나므

로 P는 렌즈의 초점이다.

ㄴ. 렌즈를 기준으로 상이 물체의 반대쪽에 생겼으므로 물체의 상은 

실상이다. 볼록 렌즈에서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클 때 실상이 생기므로 d는 렌즈와 P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

ㄷ. 물체의 끝점에서 나온 빛은 렌즈에서 굴절하여 상의 끝점 Q를 

지난다.

02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의 형성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렌즈의 초점 거리보다 작으면 허상이 생

긴다.

ㄱ. 렌즈에서 굴절한 광선의 연장선이 모여 상이 생겼으므로 렌즈에 

의한 상은 허상이다.

ㄴ. 물체가 초점과 렌즈 사이에 있을 때 허상이 생기며 볼록 렌즈에 

의한 허상은 물체의 크기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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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물체가 초점의 안쪽에 있을 때 물체를 렌즈 쪽으로 움직이면 상

의 위치도 렌즈 쪽으로 이동하며 상의 크기는 감소한다.

03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의 종류와 배율

볼록 렌즈에 의해 생긴 물체의 허상은 물체의 크기보다 크다. 물체와 

볼록 렌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의 2배보다 크면 상의 크기는 물체

의 크기보다 작고, 물체와 볼록 렌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크

고 초점 거리의 2배보다 작으면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보다 크다.

ㄱ. 볼록 렌즈 A에 의한 물체의 상이 물체의 크기보다 작으므로 이

때의 상은 실상이고 상의 방향이 물체와 반대인 도립상이다.

ㄴ. A, B에 의한 상의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B에 의한 물체의 상은 

허상이다.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를 a, 렌즈와 상 사이의 거리를

b,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 하면 
1
a+ 1

b= 1
f 이 성립하고, 배율은 

m=| ba |이다. 또한 상이 실상일 때 b는 (+)값이고, 허상일 때 b는 

(-)값이다. A일 때 b=a
2이므로 f= a

3이고, B일 때 b'=-2a이므

로 
1
a- 1

2a= 1
f '에서 f '=2a이다. 따라서 초점 거리는 B가 A의  

6배이다.

ㄷ. 볼록 렌즈에서 실상이 생길 때 물체가 렌즈로부터 멀어지면 상의 

크기는 감소한다.

정립 허상

볼록 렌즈

도립 실상

f

ⓐ ⓑ

ⓑ'

ⓒ

ⓒ'

ⓓ

ⓓ'

ⓔⓕ

ⓔ'

ⓕ'

ⓐ'
f f

f
FF2F

2F¦

04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의 종류

볼록 렌즈의 초점에 물체를 놓으면 물체에서 나간 빛이 렌즈를 통과

한 후 한 점에서 모이지 않아 상이 생기지 않고 렌즈에서 굴절한 광선

의 연장선 또한 한 점에서 만나지 않아 상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a

는 A의 초점 거리이다.

ㄱ. ㉠은 실상이며 물체의 크기보다 작다. 따라서 렌즈와 글자 사이

의 거리는 2a보다 크다.

ㄴ. ㉡은 정립상이며 물체의 크기보다 크다. 따라서 글자의 상은 허

상이다.

ㄷ. ㉡과 같은 허상이 생길 때 물체와 볼록 렌즈 사이의 거리는 초점 

거리보다 작다. 이때 렌즈를 글자 쪽으로 움직여 렌즈와 글자 사이의 

거리를 작게 하면 상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물체의 크기보다는 항상 

크다.

05  렌즈 방정식

렌즈에서 굴절된 빛이 실제로 모여서 만들어지는 상이 실상이고 실상

이 있는 지점에 스크린을 놓으면 선명한 상이 맺힌다.

ㄱ.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를 a, 렌즈와 상 사이의 거리를 b, 렌즈

의 초점 거리를 f라 하면 
1
a+ 1

b= 1
f이 성립한다. 물체와 스크린 사

이의 거리가 L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각

각 a, 3a일 때 
1
a+ 1

L-a= 1
3a+ 1

L-3a이다. 따라서 a=L
4 이다.

ㄴ. 렌즈 방정식을 적용하면 
1
a+ 1

3a= 1
f이므로 f=;4#;a이다.

ㄷ. 물체의 크기와 상의 크기의 비율인 배율은 m=| ba |이다. 이 식

을 적용하면 mÁ=| 3aa |=3, mª=| a
3a |=;3!;이다. 따라서 mÁ :  

mª=9 : 1이다.

06  두 개의 볼록 렌즈에 의한 상

A에 의한 상을 B의 앞에 놓인 물체라고 생각하여 최종 상의 위치를 

찾는다.

ㄱ. A에 의한 물체의 상 P는 렌즈에서 굴절한 실제 광선이 만나 이

루어진 도립상이므로 실상이고 볼록 렌즈에서 실상은 물체와 렌즈 사

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클 때 생긴다. 또한 P의 크기가 물체의 

크기보다 크므로 렌즈와 상 사이의 거리는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

보다 크다. 따라서 A와 P 사이의 거리는 A의 초점 거리보다 크다.

ㄴ. P를 B의 앞에 놓인 물체라고 생각할 때 P와 B 사이의 거리가 B

의 초점 거리보다 작기 때문에 허상이 생기고 P와 B에 의한 상의 방

향이 같다. 따라서 물체와 A, B에 의한 상의 방향은 반대이므로 도

립상이 생긴다.

광축
물체

A

F

P

B

F

ㄷ. B를 초점 거리가 더 긴 볼록 렌즈로 교체하면 P와 B의 초점이 

더 멀어지게 되므로 상의 크기는 감소한다.

07  볼록 렌즈의 이용

물체에서 나온 빛이 사람의 수정체를 통과한 후 망막 앞에 상이 생기

는 것을 근시, 망막 뒤에 상이 생기는 것을 원시라고 한다.

ㄱ. 눈의 수정체와 카메라의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은 굴절된 빛이 실

제로 만나서 생긴 상이다. 따라서 상의 종류는 실상이다.

ㄴ. 안구의 길이가 짧거나 수정체가 빛을 필요한 만큼 굴절시키지 못

하면 물체의 상이 망막 뒤쪽에 생기는 원시가 발생한다. 이러한 원시

는 볼록 렌즈를 이용하여 빛을 모아서 눈으로 보내면 망막에 상이 생

기도록 교정할 수 있다.

ㄷ. 렌즈 방정식 
1
a+ 1

b= 1
f을 적용하면, 초점 거리 f가 일정할 때 

상과 렌즈 사이의 거리 b를 크게 하려면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 a

를 작게 해야 한다. 따라서 물체를 카메라 쪽으로 이동시키면 필름에 

선명한 상이 맺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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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상의 작도

물체에서 나와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광선은 볼록 렌즈에서 굴절한 

후 초점을 지나고 볼록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굴절하지 않고 

직진한다.

ㄱ. 볼록 렌즈의 초점 밖에서 물체가 광축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

직이면 상도 광축에서 멀어진다. A를 +y 방향으로 움직이면 A의 

상은 -y 방향으로 움직인다.

ㄴ. A를 -x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A의 상은 -x, +y 방향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A의 상과 O 사이의 거리는 감소한다.

ㄷ. 볼록 렌즈의 초점 안쪽에서 B를 +x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B의 

상은 +x, -y 방향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B의 상과 O 사이의 거리

는 감소한다.

01 ① 02 ② 03 ⑤ 04 ④   

본문 103~104쪽수 능 점 테 스 트3

01  볼록 렌즈의 초점 거리와 상의 크기

렌즈가 물속에 있을 때가 공기 중에 있을 때보다 빛이 굴절되는 정도

가 작다. 따라서 물속에 놓인 렌즈가 공기 중에 놓인 렌즈보다 초점 

거리가 크다.

ㄱ. (가)에서 렌즈의 초점 거리는 a이므로 (나)에서 렌즈의 초점 거리

는 a보다 작다. 따라서 (나)에서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는 초점 거

리보다 크기 때문에 물체에 의해 실상이 생긴다.

ㄴ. 공기 중에서와 물 속에서 렌즈의 굴절률은 변함이 없으므로 렌즈 

안에서 빛의 속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같다.

ㄷ.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 할 때, a>f이므로 2a>2f이다. 따라서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보다 작다.

02  렌즈 방정식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를 a, 렌즈와 상 사이의 거리를 b, 렌즈의 초

점 거리를 f라 하면 
1
a+ 1

b= 1
f 이 성립한다. 상이 실상일 때 b는 

(+)값이고, 허상일 때 b는 (-)값이다.

ㄱ. (가)에서 a=d, b=;2#;d이고 물체의 상이 실상이므로 렌즈 방정

식을 적용하면 
1
d+ 2

3d= 1
f이다. 따라서 f=;5#;d이다. (나)에서 물

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 ;2!;d는 렌즈의 초점 거리보다 작으므로 물체 

의 상은 허상이다.

ㄴ. (나)에서 상은 허상이고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2!;d이므로 

렌즈 방정식을 적용하면 
2
d+ 1

b= 5
3d이다. 따라서 b=-3d이다.

ㄷ. 물체의 크기에 대한 상의 크기의 비인 배율은 m=| ba |이다. 

(가)에서 배율은 ;2#;, (나)에서 배율은 6이므로 상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4배이다.

03  볼록 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

초점 거리가 f인 렌즈로부터 2f만큼 떨어진 지점에 놓인 물체의 상의 

크기는 물체와 같고 상의 종류는 실상이다. 따라서 B와 C는 실상이

고 실상의 경우 초점 밖에서 물체가 렌즈로부터 멀어질수록 상의 크

기는 작아진다.

ㄱ.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d일 때가 3d일 때보다 상의 크기가 

작으므로 A는 허상이고 볼록 렌즈에 의한 허상은 정립상이다. 따라

서 A는 정립 허상이다.

ㄴ. 상의 크기는 B가 A의 3배이므로 A와 렌즈 사이의 거리를 b라 

하면 B와 렌즈 사이의 거리는 9b이다. 렌즈 방정식을 적용하면 
1
d

- 1
b= 1

3d+ 1
9b이므로 b=;3%;d이다. 따라서 B와 렌즈 사이의 거리

는 9b=15d이다.

ㄷ. 
1
d- 3

5d= 2
5d이므로 렌즈의 초점 거리는 ;2%;d이다. 물체와 렌

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의 2배일 때 물체의 크기와 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은 5d이다.

04  2개의 볼록 렌즈에 의한 상

광축에 나란한 두 평행한 빛이 폭 a로 입사하여 렌즈 A, B를 통과한 

후 광축에 나란하게 폭 2a로 평행하게 나왔다면 렌즈 A와 B의 초점 

거리의 비는 1 : 2이다. 

초점
a 2a

f
�

f
õ

따라서 A, B의 초점 거리 f�, fõ는 각각 10`cm, 20`cm이다.

ㄱ. 렌즈 A, B에 의한 최종 상이 A와 B 사이에 생겼으므로 A에 의

한 상은 실상이고 B의 초점 안쪽에 생긴다. 따라서 B에 의한 상은 허

상으로 B의 왼쪽에 있다. A에 의한 상이 도립상이므로 A, B에 의한 

최종 상은 도립상이다.

ㄴ. A에 의한 상과 A 사이의 거리를 q라 할 때 렌즈 방정식을 적용

하면 
1
p+ 1

q=;1Á0;이고, 최종 상은 B로부터 20`cm인 지점에 생기므

로 B에 대해 렌즈 방정식을 적용하면 
1

50-q-;2Á0;=;2Á0;이다. 따라

서 q=40(cm)이고 p=:¢3¼:(cm)이다.

ㄷ. 배율 m=| ba |를 적용하면 렌즈 A에 의한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의 3배이고 렌즈 B에 의한 상의 크기는 A에 의한 상의 크기의  

2배이다. 따라서 A, B에 의한 최종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의 6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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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물질의 이중성
THEME

14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107쪽

정답 ⑤

입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입자의 운동량에 반비례하고 입자의 운동 에

너지는 운동량의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금속판에서 튀어나온 질량 

m인 광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이 k일 때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 hÛ`
2mk Û`이다.

⑤ A의 일함수가 hf이므로 A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

지는 EÁ=2hf-hf=hf이다. 진동수 2f인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방

출된 광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B에 비추었을 때가 A에 비추었을 

때의 2배이므로 B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ª=;4!;EÁ

이다. 진동수 2f인 단색광을 B에 비추었을 때 일함수 Wõ=2hf-

Eª=2hf-;4!;hf=;4&;hf이다. 진동수 5f인 빛을 A에 비추었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5hf-hf=4hf=4EÁ이다. 드브 

로이 파장 k= h
'Ä2mE

이므로 k£= k
2이다. 

01 ⑤ 02 ③ 03 ④ 04 ④ 05 ④ 

06 ① 07 ③ 08 ⑤   

본문 108~109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빛의 입자성과 광전 효과

빛에 의해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 하고, 

방출된 전자를 광전자라고 한다 .

A . 금속에 비춰주는 단색광 광자의 에너지가 금속의 일함수보다 클 

때 광전자가 즉시 방출된다.

B . 빛을 파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빛의 세기가 광전자의 방출 

여부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실

제 실험 결과는 빛의 진동수가 금속의 한계(문턱) 진동수보다 크면 세

기가 작은 빛이라도 광전자가 방출되며 빛의 세기와 광전자의 방출은 

무관하다. 빛을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입자(광자)의 흐름으로 볼 

때 광자의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므로 광전 효과는 빛의 입

자성의 실험 증거가 된다.

C . 금속에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가 증가할수록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02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정지 전압

진동수가 f인 단색광을 일함수가 W인 금속판에 비추었을 때 광전자

의 최대 운동 에너지 Eû=hf-W(h: 플랑크 상수)이다.

ㄱ. 광전관에 역방향 전압을 걸어 주어 광전자가 반대편 금속판에 도

달하지 못해 광전류가 0이 되는 순간의 전압을 정지 전압이라고 한

다. (가)에서 V¼은 정지 전압이므로 (나)에서 A는 fÁ이다.

ㄴ. 정지 전압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û에 비례한다. 기본 전

하량이 e일 때 Eû=eV¼이다.

ㄷ. 그림 (나)에서 hfÁ-W=eV¼, hfª-W=2eV¼이고, 이 식들

을 정리하면 fÁ=W+eV¼
h , fª= W+2eV¼

h 이다. 따라서 fª<2fÁ

이다.

03  단색광의 파장과 정지 전압

단색광의 파장이 k일 때 광자의 에너지는 E=hc
k 이다. (h: 플랑크 

상수, c: 광속)

ㄱ. 광전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야 하므로 금속

판에 전원 장치의 (+)극이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a는 (-)극이다.

ㄴ. 정지 전압이 V¼이고 금속판의 일함수가 W일 때, 광전자의 최

대 운동 에너지는 eV¼=hc
k -W (e: 기본 전하량)이므로 같은 파

장의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일함수가 작은 금속판에서 방출된 광전자

의 정지 전압이 더 크다. 따라서 금속판의 일함수는 A가 B보다 크다.

ㄷ. A에 파장이 kÁ, kª인 빛을 각각 비추었을 때 정지 전압의 차이가 

V¼이므로, B에 kÁ, kª인 빛을 각각 비추었을 때 정지 전압의 차이도 

V¼이다. 따라서 ㉠은 2V¼이다.

04  정지 전압과 광전류의 세기

광자의 진동수가 금속판의 한계(문턱) 진동수보다 클 때 광전자가 방

출된다.

ㄱ. 단색광 a, b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었고 단색광 c를 비

추었을 때는 전압과 관계없이 전류가 0이므로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 b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한계(문턱) 진

동수보다 크고 c의 진동수는 한계(문턱) 진동수보다 작다. 또한 정지 

전압은 b를 비추었을 때가 a를 비추었을 때보다 크므로 b의 진동수

가 a의 진동수보다 크다. 따라서 fª>fÁ>f¼>f£이다.

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정지 전압에 비례하므로 b를 비추

었을 때가 a를 비추었을 때의 2배이다.

ㄷ. 광전류의 세기가 최대가 되었을 때 광전류의 세기는 방출된 광전

자 수에 비례하므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는 a를 비추

었을 때가 b를 비추었을 때보다 많다.

05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

운동량이 p, 질량 m인 입자의 물질파 파장은 k=h
p  (h: 플랑크 상

수)이고,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E일 때 E= pÛ`
2m이다. 따라서 k=

h
'Ä2mE

이다.

④ 광자의 에너지가 E인 단색광을 일함수가 W인 금속판에 비추었

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û=E-W이므로 금속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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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각각 4`eV, 1`eV이다. 

따라서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솟값의 비 k� : kõ=1 : 2이다.

06  전자에 의한 회절

가속 전압 V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 E는 E=eV (e: 기본 

전하량)이므로 질량 m인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k= h
'2ÄmeV

이다.

ㄱ. 회절 무늬는 파동적 성질에 의해 나타난다. 따라서 사진 건판에 

생긴 회절 무늬를 통해 전자가 파동적 성질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즉, 

빛과 물질은 모두 입자성과 파동성의 이중성을 갖는다.

ㄴ. 회절 무늬 사이의 간격은 단일 슬릿의 폭(원형 슬릿의 경우는 지

름)이 작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커진다. 동일한 금속 결정에 투과시킨 

회절 무늬 사이의 간격이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기 때문에 전자

의 물질파 파장도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k¥ 1
'§V

이므로 가속 

전압은 VÁ<Vª이다.

ㄷ.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전자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전자를 가속시키는 가속 전압에 비례하므로 전자의 속

력은 v=®Â 2E
m

=®Â 2eV
m

이다. 가속 전압이 VÁ<Vª이므로 전자의 

속력은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07  입자의 운동 에너지와 드브로이 물질파

속력 v로 운동하는 질량 m인 입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p=mv이고 

물질파 파장 k= h
p
= h

mv
 (h: 플랑크 상수)이다.

ㄱ. 운동 에너지가 E, 질량이 m인 입자의 물질파 파장은 k=
h

'2 ¶mE
이다. 입자 A와 B의 물리량을 이 식에 대입하면, k¼=

h
'4¶m�E¼

, 4k¼= h
'2¶mõE¼

이고 m�= hÛ`
4k¼Û`E¼

, mõ= hÛ`
32k¼Û`E¼

이다. 따라서 입자의 질량은 A가 B의 8배이다.

ㄴ. 입자의 운동량은 물질파 파장에 반비례하고 물질파 파장은 B가 

C의 2배이므로 운동량은 C가 B의 2배이다.

ㄷ. 입자의 질량은 B와 C가 같으므로 A의 질량은 C의 8배이다. 물

질파의 파장은 C가 A의 2배이므로 운동량은 A가 C의 2배이다. 따

라서 입자의 속력은 C가 A의 4배이다.

08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의 첫 번째 가설은 전자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

하는 원 궤도를 따라 운동할 때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된 운

동을 한다는 것이다.

ㄱ. 음(-)전하를 띠는 전자와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전기력의 크기는 전자와 원자핵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한다. 전자의 궤도 반지름은 양자수 nÛ`에 비례하므로 궤도 반지름은 

n=3일 때가 n=2일 때의 ;4(;배이다. 따라서 전기력의 크기는 n=3

일 때가 n=2일 때의 ;8!1^;배이다.

ㄴ. 양자수가 n일 때 전자의 궤도 반지름은 rÇ=a¼nÛ` (a¼: 보어 반지

름)이고 물질파 파장 k와 궤도 반지름 사이에는 2prÇ=nk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물질파 파장은 양자수에 비례하므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n=3일 때가 n=2일 때보다 크다.

ㄷ. 전자가 안정한 궤도 사이를 전이할 때 전자기파를 방출(흡수)한

다. 양자수가 n일 때 전자의 에너지 EÇ=- 상수
nÛ`

이고 전이할 때 방 

출(흡수)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두 궤도에서의 에너지의 차이와 

같으므로 n=1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n=3에

서 전이할 때가 n=2에서 전이할 때보다 크다.

01 ⑤ 02 ① 03 ⑤ 04 ② 05 ③ 

06 ③ 

본문 110~112쪽수 능 점 테 스 트3

01  단색광의 파장과 금속판의 일함수

한계(문턱) 진동수가 f¼인 금속판의 일함수는 W=hf¼=hc
k¼

 (h: 플

랑크 상수, c: 광속)이다. 이때 k¼은 한계 파장으로 단색광의 파장이 

k¼ 이하일 때 광전 효과가 발생한다.

ㄱ. 단색광 광자의 에너지는 단색광의 파장에 반비례한다. 단색광의 

파장이 길수록 광자의 에너지가 감소하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는 감소한다. 또한 운동 에너지가 E, 질량이 m인 입자의 물질파 파

장은 k= h
'Ä2mE

이다. 따라서 단색광의 파장이 길수록 광전자의 물

질파 파장의 최솟값은 증가한다.

ㄴ. 그래프에서 A의 한계 파장이 ;3%;k¼이므로 A의 일함수는 W�=

3hc
5k¼ 이고, 단색광의 파장이 k¼일 때 

hc
k¼ -W�=2E¼이므로 E¼=

hc
5k¼이다. 금속판 B의 일함수가 Wõ일 때 

3hc
5k¼ -Wõ=E¼이므로 

E¼= hc
5k¼를 대입하면 Wõ= 2hc

5k¼ 이다. 따라서 A의 일함수는 B의 

일함수의 1.5배이다.

ㄷ. 그래프에서 kõ가 B의 한계 파장일 때 Wõ= hc
kõ= 2hc

5k¼ 이다. 따

라서 kõ=2.5k¼이다.

02  정지 전압의 측정

광자의 진동수가 금속판의 한계(문턱) 진동수보다 커서 광전자가 방

출되더라도 광전관에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 양극의 전위가 금속판

의 전위보다 낮아지고 이 전위차에 기본 전하량을 곱한 전기적 퍼텐

셜 에너지의 차이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같을 때 광전자가 

양극에 도달하지 못해 전류가 0이 된다. 광전류가 0이 될 때의 전압

을 정지 전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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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점과 b점 사이의 전위차가 10`V이므로 a와 P 사이의 거리와 

P와 O 사이의 거리의 비가 3 : 2일 때 3`V의 전압 강하가 일어나 P

점의 전위는 7`V이다. Q점은 고정되어 있고 전위는 5`V이므로 금속

판의 전위는 7`V, 양극의 전위는 5`V이다. 양극과 금속판의 전위차

는 -2`V이고 이때 광전류가 0이므로 정지 전압은 2`V이다.

ㄴ. 진동수가 fÁ보다 작은 단색광을 비추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

지는 감소하고 따라서 정지 전압도 감소한다. 즉, 전류계의 눈금이 0

이 되기 위해서는 금속판과 양극 사이의 전위차가 감소해야 하므로 

접점 P는 O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ㄷ.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P의 위치와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무관하다.

03  광전 효과

한계(문턱) 진동수는 B가 A의 2배이므로 일함수도 B가 A의 2배 

이다.

ㄱ. A, B의 일함수가 각각 W, 2W이고, 진동수가 fÁ인 단색광을 

A, B에 각각 비추었을 때 A, B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

너지는 각각 2E¼=hfÁ-W … ① E¼=hfÁ-2W … ②이다. ①, ②  

식에 의해 W=E¼이다.

ㄴ. A의 한계(문턱) 진동수는 f¼이므로 W=E¼=hf¼(h: 플랑크 상

수)이고 이를 ①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fÁ=3f¼이다.

ㄷ. 진동수가 fª인 단색광을 A에 비추었을 때 A에서 방출된 광전자

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3E¼=hfª-W이다. 이 식에 W=E¼=hf¼을 

대입하면 f¼=;4!;fª이다. 따라서 fÁ : fª=3f¼ : 4f¼=3 : 4이다.

04  입자의 파동성과 간섭무늬

전압 V로 가속시킨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가속 전압에 비례하고 운

동 에너지는 전자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질량 m인 전자의 속

력 v=®Â 2eV
m

 (e: 기본 전하량)이다.

② 전자의 속력 v¥'§V이므로 ㉠은 ;2!;v¼이다. 전자의 물질파 파장

은 전자의 속력에 반비례하므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Ⅰ, Ⅱ에서 각

각 2k¼, k¼이다. 이중 슬릿을 통과한 전자에 의한 간섭무늬의 간격 

Dx는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 d에 반비례하고 전자의 물질파 파장 k

에 비례한다{Dx¥ k
d
}. 

가속 전압 슬릿의 간격 전자의 속력 Dx

Ⅰ V¼ d¼ ㉠ x¼

Ⅱ 4V¼ 2d¼ v¼ ㉡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L일 때 Ⅰ에서 Dx=x¼=L 2k¼
d¼

이므 

로 Ⅱ에서 Dx=L k¼
2d¼

=;4!;x¼이다. 따라서 ㉡은 ;4!;x¼이다.

05  균일한 전기장에서 가속된 입자의 물질파 

P점을 통과한 A가 전위가 높은 Q점을 향해 운동하므로 A는 음(-)

전하이다.

ㄱ. P와 Q 사이의 x축 방향의 거리가 d이고 P, Q 사이의 전위차가  

2V¼이므로 전기장의 세기 E= 2V¼
d

이다.

ㄴ. A는 음(-)전하이므로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전기력이 A

에 한 일은 2eV¼이다.

ㄷ. A는 x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y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y축 방향의 이동 거리가 x축 방향의 이동 거리의 2배이

므로 y축 방향의 평균 속력은 x축 방향의 평균 속력의 2배이다. 따라

서 Q점에서 A의 속도의 x, y성분의 크기는 같다. P에서 A의 속력

이 v¼이므로 Q에서 A의 속력은 '2v¼이다.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전

자의 속력에 반비례하므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Q를 통과할 때가 

P를 통과할 때의 
1
'2

배이다.

06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과 드브로이 물질파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양자 조건을 만족하는 원 궤도 사

이에서 전이할 때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ㄱ. (가), (나), (다)의 양자수 n은 각각 2, 3, 4이다. 전자의 궤도 반

지름은 양자수 nÛ`에 비례하므로 궤도 반지름은 n=4일 때가 n=3

일 때의 :Á9¤:배이다.

ㄴ. 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 k와 궤도 반지름 

사이에는 2prÇ=nk의 관계가 성립하고 전자의 궤도 반지름은 양자

수 nÛ`에 비례한다. 따라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양자수에 비례하므

로 (가)와 (나)에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비는 k(가) : k(나)=2 : 3이

다. 전자의 운동량은 물질파 파장에 반비례하므로 p(가) : p(나)=3 : 2

이다.

ㄷ. 원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EÇ=-E¼
nÛ`

이다. 따라서 

n=4에서 n=3으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E 4→3=

-E¼{;1Á6;-;9!;}=;14&4;E¼이고, n=4에서 n=2로 전이할 때 방출

하는 에너지는 E4→2=-E¼{;1Á6;-;4!;}=;1£6;E¼이다. 따라서 방출

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다)에서 (나)로 전이할 때가 (다)에서 (가) 

로 전이할 때의 ;2¦7;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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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114쪽

정답 ④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의 위치를 전자를 발견할 확률로 설명 

한다. 

ㄱ.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궤도 반지름은 n Û`에 비례 

한다. 

ㄴ. 양자수가 같으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과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수소 원자의 전자의 에너지는 같다. 

ㄷ.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상태는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나 

전자의 궤도 반지름이 정해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상태는 불확정성 원리에 위배된다. 

01 ① 02 ④ 03 ④ 04 ④ 05 ⑤ 

06 ③ 07 ⑤ 08 ②   

본문 115~116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불확정성 원리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띠고 있는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ㄱ. 고전 역학에서는 측정 과정에서 측정 도구가 측정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물리량을 무한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고전 역학의 관점에서는 (가)에서 

야구공 속력의 측정 오차는 스피드건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면 무한히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

ㄴ. 측정 과정에서 측정 도구와 측정 대상의 상호 작용은 측정하려는 

대상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측정 도구의 성능을 높인다 해도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ㄷ.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빛의 광자가 전자와 충돌

하여 전자의 운동량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빛은 전자의 위치와 운동

량을 측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02  하이젠베르크의 현미경

하이젠베르크는 어떤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과 같은 두 개의 물리량을 

동시에 측정할 때 둘 사이의 정확도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

하였다.

ㄱ.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빛을 전자에 비춰 빛이 산란되

는 위치를 현미경을 통해 관찰해야 한다. 이때, 회절에 의해 상이 흐

려지므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빛의 파장이 짧

을수록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이 감소한다. 

ㄴ. 빛의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한다. 빛의 진동수가 증가하면 파장

이 감소하며 광자의 운동량이 증가한다. 즉,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정

성이 증가하므로 전자의 속도의 불확정성이 증가한다.

ㄷ.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곱은 DxDp¾ 2  { = h
2p}

이다. 따라서 위치의 불확정성이 증가하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감소

한다.

03  전자의 회절과 불확정성 원리

전자는 파동적 성질을 가지므로 단일 슬릿을 통과한 전자들에 의해 

회절 무늬가 생긴다.

④ 단일 슬릿을 통과하는 전자의 y 방향 위치의 불확정성은 슬릿의 

폭에 비례한다. 슬릿의 폭이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므로 전자의 

y 방향 위치의 불확정성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DyÁ<Dyª)

슬릿의 폭이 작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 sinh가 증가한다. 전자의 y 

방향 운동량의 불확정성 Dpy=psinh이므로 슬릿의 폭이 작을수록 

y 방향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증가한다. 따라서 입자의 y 방향 운동량

의 불확정성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DpÁy>Dpªy)

Dy Dpòpø
h

04  광자의 진동수와 측정

파장이 짧은 빛을 이용하면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은 감소하지만 운동

량 불확정성이 증가한다.

ㄱ. 빛의 파장은 진동수에 반비례한다. 광속이 c일 때 진동수가 f인 

빛의 파장은 k= c
f이다.

ㄴ. 진동수가 증가하면 파장이 감소하므로 위치의 불확정성 Dx도 

감소한다.

ㄷ. 전자 물질파의 파장과 운동량은 반비례한다. 진동수가 감소하면 

파장이 증가하므로 전자의 운동량 불확정성은 감소한다.

05  보어의 원자 모형

보어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 나타난 원자의 안정성 문제, 선 스펙

트럼 문제 등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가설을 적용하여 새

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였다.

ㄱ. 전자기 이론에 따르면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할 때 전자기파를 방

출한다. 따라서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었다. 보어는 전자가 양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 궤도를 따라 운동할 때 전자기파를 방출(흡

수)하지 않으며 전자가 궤도 사이에서 전이할 때 전자기파를 방출(흡

수)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전자기파는 (가)로 적절하다.

ㄴ. 양자수가 n일 때 전자의 궤도 반지름은 rÇ=a¼nÛ` (a¼: 보어 반지

름)이고 물질파 파장 k와 궤도 반지름 사이에는 2prÇ=nk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물질파 파장은 양자수에 비례한다.

ㄷ.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안정한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전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전자가 안정한 궤도 사이를 전이할 때 방출

(흡수)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두 궤도에서의 에너지 차이와 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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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방출(흡수)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도 불연속적이다. 따라서 진

동수 조건에 의해 불연속적인 선으로 나타나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

트럼을 설명할 수 있다.

06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과 확률 밀도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양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해진 

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양자수에 따라 물질파의 파장이 결정된다.

ㄱ.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원 궤도의 반지름이 양자수의 제

곱에 비례하는 정해진 궤도를 따라 운동하므로 전자가 원자핵으로부

터 떨어진 거리의 불확정성은 0이고, 중심 방향의 운동량의 불확정성

도 0이다. 

ㄴ. (나)는 원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를 의미하고 전자는 수

소 원자 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므로 그래프와 원자핵으로부터의 거

리축이 이루는 전체 면적은 1이다.

ㄷ. 현대의 원자 모형에서는 보어의 원자 모형과 달리 전자의 위치를 

전자가 발견될 확률로 설명한다. 따라서 전자의 위치가 특정한 궤도

로 정해지는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나)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

07  확률 밀도

슈뢰딩거 파동 방정식의 해를 보통 w로 표기하며 |w|Û`은 어떤 시간

에 특정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인 확률 밀도 함수이다.

ㄱ. 파동 함수 w는 직접 측정하거나 관찰될 수 없다.

ㄴ.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전 구간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합은 1

이다. 0ÉxÉL에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은 

1이다.

ㄷ.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에서 x축과 그래프가 이루는 면적은 입자

를 발견할 확률을 의미한다. 영역 A의 넓이가 영역 B의 넓이보다 크

기 때문에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08  현대적 원자 모형과 양자수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는 양자수 n, l, m으로 전자의 파동 함수를 나

타낸다. 주 양자수 n은 입자의 에너지를, 궤도 양자수 l은 전자의 각

운동량의 크기를, 자기 양자수 m은 각운동량의 한 성분을 결정하는 

양자수이다.

ㄱ.  n=2일 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궤도 양자수 l=0 또는 l=1이

다. (가), (나)는 아령 모양의 전자구름이므로 (가), (나)에서 l=1로 

같다. l=1일 때 자기 양자수 m=-1, 0,+1 중 하나이다. 아령 모

양의 전자구름이 x축에 있을 때 m=1이라 하면 아령 모양의 전자구

름이 y축에 있을 때 m=-1이다. 따라서 (가), (나)에서 자기 양자수

는 서로 다르다.

ㄴ. (가), (나)에서 주 양자수가 같으므로 전자의 에너지는 (가)와 (나)

에서 서로 같다.

ㄷ. 현대적 원자 모형인 구름 모형은 전자를 발견할 확률 밀도를 3차

원으로 분포된 전자구름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전자구름이 (가)에

서는 x축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나)에서는 y축을 중심으로 존재하므

로 x=L
2 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다르다.

01 ④ 02 ③ 03 ③ 04 ③   

본문 117~118쪽수 능 점 테 스 트3

01  전자의 회절과 불확정성 원리

전자가 단일 슬릿을 통과하는 동안 y 방향 위치 불확정성을 Dy, y 방

향 운동량 불확정성을 Dp y라고 하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

성 원리에 따라 DyDpy¾ 2  { = h
2p}가 성립한다.

ㄱ. (가), (나)에서 전자의 속력이 각각 v, 2v이므로 물질파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슬릿의 폭이 같을 때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 따라서 D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ㄴ. 전자의 y 방향 위치 불확정성은 슬릿의 폭에 비례한다. (나), (다)

에서 슬릿이 폭이 각각 d, ;2!;d이므로 전자의 y 방향 위치 불확정성

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ㄷ. 전자의 y 방향 위치 불확정성이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므로 

y 방향 운동량 불확정성은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가)와 (나)

에서 슬릿의 폭이 같으므로 y 방향 위치 불확정성이 같고 y 방향 운

동량 불확정성도 같다. 따라서 전자의 y 방향 운동량 불확정성의 크

기는 (다)>(가)=(나)이다. 

별해 |  운동량의 크기가 p일 때 전자의 y 방향 운

동량 불확정성은 Dpy=psinh이다. 운동량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지만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sinh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 Dpy는 서로 같다.

02  입자의 파동성과 불확정성 원리

입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므로 여러 파장이 중첩된 파동 함수로 표

현할 수 있다.

ㄱ. 진동수가 f인 광자의 에너지는 E=hf이고 진동수는 파장 k에 

반비례하므로 E=hc
k 이다.

ㄴ. 입자의 위치 불확정성은 입자를 표현한 파동 함수 폭이 좁은 C가 

파동 함수의 폭이 넓은 B보다 작다. 위치의 불확정성이 증가하면 운

동량의 불확정성이 감소하므로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C가 B보다  

크다.

ㄷ. 파장이 작은 광자를 이용하면 입자의 위치 측정의 정확성은 높일 

수 있지만 운동량 측정의 정확성은 감소한다.

03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과 현대적 원자 모형

주 양자수가 n=2일 때 허용되는 궤도 양자수(l)는 0, 1이고 허용되

는 자기 양자수(m)는 0, -1, +1이다.

ㄱ. 주 양자수가 같으면 보어의 원자 모형과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수소 원자의 전자의 에너지는 같다. (가), (다)에서 주 양자수는 n=2

로 같으므로 수소 원자의 전자의 에너지는 같다.

ㄴ. (나), (다)는 현대적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자의 궤도 반

지름이 양자수에 따라 정확하게 결정되는 보어 원자 모형과 달리 현

Dy Dpòp 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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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원자 모형에서 전자구름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를 3차

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나)에서는 전자의 정해진 원운동 궤

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ㄷ.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위치는 확률적으로밖에 알 수 없

다. 따라서 (나), (다)에서 전자의 상태는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한다. 

04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의 에너지

주 양자수가 같으면 보어의 원자 모형과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수소 

원자의 전자의 에너지는 같다.

ㄱ. A, B, C 모두 궤도 양자수가 0이고 A, B, C에서 전자가 존재

할 확률 밀도가 큰 지점이 각각 1개, 2개, 3개이므로 A, B, C에서 

주 양자수(n)는 순서대로 1, 2, 3이다. 전자는 전이할 때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전자가 

n=2인 B에서 n=1인 A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10.2`eV

이고, B에서 n=3인 C로 전이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는 1.89`eV이

다. 따라서 B의 전자가 A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C로 전이

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보다 크다.

ㄴ. 전자는 수소 원자 내에 반드시 존재하므로 확률 밀도 함수 그래

프가 r축과 이루는 면적은 B에서와 C에서가 같다.

ㄷ. 궤도 양자수가 0일 때 허용되는 자기 양자수는 0뿐이므로 C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자기 양자수의 개수는 1개이다.

 01 ⑤ 02 ③ 03 ② 04 ④ 05 ③

 06 ⑤ 07 ① 08 ⑤ 09 ③ 10 ④

 11 ① 12 ⑤ 13 ③ 14 ② 15 ②

 16 ⑤ 17 ⑤ 18 ④ 19 ④ 20 ⑤ 

회1 본문 120~124쪽실전 모의고사

01  속도와 가속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0초일 때와 t초일 때의 속도를 각

각 v¼, v라고 하면 t초 동안의 평균 속도 v Õ는 v Õ= v¼+v
2

이다.

ㄱ. 0초부터 4초까지 A의 y축 방향 평균 속도의 크기가 :¢4¥:=12(m/s)

이므로 4초일 때 A의 y축 방향 속도의 크기 vy¢는 vy¢=12_2= 

24(m/s)이고, 0초부터 4초까지 A의 y축 방향 가속도의 크기 ay는 

ay=
24-0

4 =6(m/sÛ`)이다. 0초부터 4초까지 A의 x축 방향 가속 

도의 크기 ax는 ax=
32-0

4 =8(m/sÛ`)이므로 0초부터 4초까지 A의 

가속도의 크기 a는 a="Ã8Û`+6Û`=10(m/sÛ`)이고, A에 작용하는 알

짜힘의 크기 F는 F=2_10=20(N)이다.

ㄴ. 0초부터 2초까지 A의 x, y축 방향 변위의 크기 sx, sy가 각각 

sx=;2!;_8_2Û`=16(m), sy=;2!;_6_2Û`=12(m)이므로 2초일 때 

A의 위치는 (16`m, 12`m)이다.

ㄷ. 3초일 때 A의 x, y축 방향 속도의 크기 vx£, vy£이 각각 

vx£=8_3=24(m/s), vy£=6_3=18(m/s)이므로 3초일 때 A의 

속력 v는 v="Ã24Û`+18Û`=30(m/s)이다.

02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A의 수평 방향 속도의 크기는 P, Q, R에서 같다.

③ P, Q, R에서 A의 수평 방향 속도의 크기를 v¼이라고 하면 P, Q, 

R에서 A의 속력 v¸, vÎ, vä는 각각 v¸= v¼
cos30ù

= 2'3
3

v¼, vÎ=

v¼, vä= v¼
cos60ù

=2v¼이다. 따라서 A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E¸=;3@;mv¼Û`, EÎ=;2!;mv¼Û`, Eä=2mv¼Û`이고 E¹ : EÎ : Eä= 

4 : 3 : 12이다.

03  역학적 에너지

A, B의 질량을 각각 m�, mõ라고 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에 의해 m�gL(1-cos30ù)=;2!;m�v� Û`, mõg_4L(1-cos60ù)

=;2!;mõvõÛ`의 식이 각각 성립한다.

ㄱ. (가)의 P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 아니므로 가속도는 0

이 아니다.

ㄴ. v�Û`=2gL(1-cos30ù), võÛ`=8gL(1-cos60ù)이므로 
võÛ`
v�Û`

=

4(2+'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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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나)에서 S를 지난 후 B가 계속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을 하므로 

(나)의 S에서 B에 연직 위 방향의 알짜힘이 작용한다.

04  정전기 유도

대전체를 도체구 또는 절연체구에 가까이 가져갈 때 대전체와 먼 쪽

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다.

ㄱ. 대전체와의 전기력에 의해 전자가 B에서 A로 이동한다.

ㄴ. (나)에서 A는 음(-)전하, B는 양(+)전하를 띠므로 A와 B 사

이에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ㄷ. (다)에서 C가 절연체이므로 유전 분극에 의해 A와 가까운 쪽에

는 양(+)전하가 먼 쪽에는 음(-)전하가 유도된다.

05  축전기 연결과 전기 용량

A, B의 전기 용량 C�, Cõ는 각각 C�=e¼S
d

, Cõ=e¼ 8S
4d

로 B가 

A의 2배이고, A, B의 극판 사이의 전압은 V로 동일하다.

ㄱ.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과 축전기 극판 사

이의 전압을 곱한 값에 비례하므로 B가 A의 2배이다.

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과 축전기 극

판 사이의 전압의 제곱을 곱한 값에 비례하므로 축전기에 저장된 전

기 에너지는 B가 A의 2배이다.

ㄷ.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는 축전기 극판 사이의 전압에 비례

하고 축전기 극판의 간격에 반비례하므로 A가 B의 4배이다.

06  상호유도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에 의해 2차 코일의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시간당 변화율에 

비례하고 2차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2차 코일의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

는 방향이다.

ㄱ. 0초부터 1초까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시간에 대해 

일정하게 증가하므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2차 코일의 내

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시간당 변화율이 일정하다. 따라서 0초부

터 1초까지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ㄴ. 3초일 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2차 코일의 내부를 오

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3초

일 때,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

른다.

ㄷ.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당 변화율에 비례한다. 따라서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0.5초일 때가 3.5초일 때의 ;3$;배이다.

07  전자기파의 간섭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무늬의 간격은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와 단

색 광원의 파장에 비례하고, 이중 슬릿의 슬릿의 간격에 반비례한다.

ㄱ. SÁ, Sª로부터 각각 P에 도달한 위상이 같은 두 빛의 보강 간섭에 

의해 P에는 밝은 무늬가 나타난다.

ㄴ. O로부터 세 번째 어두운 무늬가 Q에 나타났으므로 SÁ, Sª로부

터 각각 Q에 도달한 두 빛의 경로차는 (2_3-1)_;2!;k=;2%;k이다.

ㄷ. 이중 슬릿만 슬릿의 간격이 ;2!;d인 이중 슬릿으로 교체하면 무늬 

사이의 간격이 2배가 되므로 O로부터 다섯 번째 밝은 무늬가 Q에 나

타나지 않는다.

08  전자기파와 정보 통신

라디오의 공명 주파수를 100`MHz로 맞추었을 때 라디오의 수신 회

로에 진동수 100`MHz의 전파에 의한 전류가 가장 세게 흐르게 된다.

ㄱ.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파를 사람이 들을 수 있으므로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파의 진동수는 약 20 ~20000`Hz이다. 100`MHz는 음성 

신호를 마이크에 입력하여 나온 전기 신호를 첨가한 교류 신호의 진

동수이다.

ㄴ. 라디오 안테나의 전자는 안테나에 수신된 전파의 전기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동한다.

ㄷ. 음성 신호를 마이크에 입력하여 나온 전기 신호의 세기에 따라 

일정한 진폭의 교류 신호의 진동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주파수 변조

(FM), 일정한 진동수의 교류 신호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진폭 

변조(AM)라고 한다.

09  광전 효과

금속판에 금속판의 한계(문턱)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의 빛을 비추었

을 때 금속판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하며, 비추

어 주는 빛의 진동수를 f, 금속판의 한계(문턱) 진동수를 f¼이라고 할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û는 Eû=hf-hf¼(h: 플

랑크 상수)이다.

ㄱ. Q에 진동수 2f¼의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

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이므로 Q의 일함수는 2hf¼이고, P에 진동수 

f¼의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0

이므로 P의 일함수는 hf¼이다. Q의 일함수가 2hf¼=E¼이므로 P의 

일함수는 hf¼=;2!;E¼이다.

ㄴ. Q에 진동수 f의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

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E¼이므로 hf-2hf¼=E¼=2hf¼의 식이 성

립한다. 따라서 f=4f¼이다.

ㄷ. P에 진동수 f=4f¼의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는 E=4hf¼-hf¼=;2#;E¼이다.

10  전자의 물질파와 불확정성 원리

질량 m인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할 때, 전자의 물질파 파장 

k는 k= h
'2 ¶mE

이다.

ㄱ. 슬릿을 통과하는 순간 전자의 운동 에너지 E가 E=e(Vª-VÁ)

이므로 슬릿을 통과하는 순간 전자의 물질파 파장 k는 

k= h
'2 Äme(Vª-VÁ)

이다.

ㄴ. 슬릿을 통과하는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은 슬릿의 폭 d에 비례하므

로 d가 커질수록 슬릿을 통과하는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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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슬릿의 폭 d가 커질수록 전자에 의한 회절 무늬의 폭이 좁아지므

로 d가 커질수록 슬릿을 통과하는 전자의 y축 방향 운동량 불확정성

은 감소한다. 

11  힘의 합성과 분해

(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ㄱ. A가 정지해 있으므로 P, Q가 A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가), (나)에서 mg로 같다.

ㄴ. (가)에서 P와 천장이 이루는 각이 hÁ이므로 P가 연직 방향과 이

루는 각은 90ù-hÁ이고, (가)에서 P가 A에 작용하는 힘을 T¸라 

할 때 T¸cos(90ù-hÁ)=T¸sinhÁ=;2!;mg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

서 T¸= mg
2sinhÁ

이다.

ㄷ. P, Q의 길이가 같으므로 (가), (나)에서 Q가 천장과 이루는 각은 

각각 hÁ, hª이고, Q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TÎ가, TÎ나는 각각 

TÎ가= mg
2sinhÁ

, TÎ나= mg
2sinhª

이다. hÁ<hª이므로 Q가 A에 작용

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12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 하는 물체의 y축 방향 가속도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y 방향 속도의 변화량이다.

ㄱ. A의 가속도의 방향은 원 궤도의 중심 방향이다. 0초일 때 A의 

+y 방향 가속도의 크기가 최대이므로 0초일 때 A의 위치는 (0, 

-r)이다.

ㄴ. A의 각속도를 x라 하면 a=rxÛ`= 4pÛ`r
TÛ`

의 식이 성립한다. T=

4t이므로 t=T
4

=p
2
® r

a
이다.

ㄷ. A의 속력을 v라고 하면 3t, 5t일 때 A의 속도는 각각 -y 방향 

v, +y 방향 v이고, 
vÛ`
r

=a이므로 3t부터 5t까지 A의 속도 변화량 

S는 S=2v=2'a�r이다.

13  전기 에너지와 소비 전력

S를 닫기 전과 후의 전체 저항 R전, R후는 각각 R전= 1
1

6+R+
1
12

= 12(6+R)

18+R
, R후= 1

1
6+

1
12

=4(X)이다.

ㄱ. S를 닫은 후의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6`A이므로 

V=6_4=24(V)이다.

ㄴ. S를 닫기 전의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5`A이므로 

12(6+R)

18+R
=:ª5¢:=4.8(X)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R=2`X이다.

별해 | S를 닫기 전 저항값이 12`X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2$;=2(A)이므로 저항값이 6`X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5-2=3(A)이다. 따라서 
24

6+R
=3(A)에서 R=2`X이다. 

ㄷ. S를 닫기 전과 후의 저항값이 6`X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

기 I전, I후가 각각 I전=
24

6+2
=3(A), I후=:ª6¢:=4(A)이므로 S를 

닫기 전과 후의 저항값이 6`X인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 P전, P후는 각

각 P전=3Û`_6=54(W), P후=4Û`_6=96(W)이다. 따라서 S를 닫

기 전과 후의 저항값이 6`X인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은 S를 닫기 

전이 닫은 후의 ;1»6;배이다.

14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나사 법칙을 

따르고,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도

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②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3%;I¼일 때 x축상의 x=2d에서 A, 

B,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B�, Bõ, B�가 각각 

B�= kI¼
3d

, Bõ= 2kI¼
d

, B�= 5kI¼
3d

이며, x축상의 x=2d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Bõ-B�=B�의 식이 성립하므로 x=2d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각각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어야 한다. 따라

서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y 방향이고, B에 흐르는 전류의 방

향은 -y 방향이다. 또한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y 방향이므로 

원점에서 A, B,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B는 B=-kI¼
d

-2kI¼
d

- 5kI¼
9d

=- 32kI¼
9

이다. B¼=|-kI¼
3d

+ 2kI¼
d |= 5kI¼

3d

이므로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3%;I¼일 때 원점에서 A, B,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1#5@;B¼이다.

별해 | x축상의 x=2d인 지점에서 A, B, C에 의한 자기장을 각각 

B�, 2B, B�라고 하면 B�+2B=B¼이고 B�+2B+B�=0이

다. 여기서 B�=-B¼이므로 C에는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3%;I¼이므로 C에 의한 자기장은 -;3%;B

이다. B�=-;3!;B이므로 A에는 +y 방향, B에는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원점에서 A, B, C에 의한 자기장이 각각 -B, 

-2B, -;9%;B이고, B=;5#;B¼이므로 원점에서 A, B, C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9ª:B=;1#5@;B¼이다.

15  볼록 렌즈의 렌즈 방정식

물체에서 볼록 렌즈까지의 거리를 a, 볼록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

를 b, 볼록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 하면 
1
a
+ 1

b
= 1

f
의 식이 성립하

고, 상의 배율 m은 m=| b
a |이다.

ㄱ. 상의 크기가 ;3@;h이므로 A에서 상까지의 거리 b는 b=2a이다. 

따라서 A의 초점 거리 f는 f= 2_3_a
2+3

=1.2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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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물체에서 A까지의 거리가 A의 초점 거리보다 작으므로 (나)에

서 A에 의한 물체의 상은 허상이다.

ㄷ. (나)에서 A에서 상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하면 
1
a
+ 1

b'
= 1

1.2a
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b'=-6a이므로 (나)에서 A에 의해 생기는 

물체의 상의 크기는 h_|-6a
a |=6h이다.

16  도플러 효과

A의 속력을 v , A가 발생시키는 음파의 진동수를 f¼이라고 할 때 음

파 측정기가 측정한 A 음파의 진동수 f�는 f�= V
V-v

 f¼이다.

ㄱ. A, B 음파의 진동수를 f¼이라고 할 때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음

파 A, B의 파장 k�, kõ는 각각 k�=V
f¼

- v¼
f¼

, kõ=V
f¼

+ v¼
f¼

이다. 

따라서 A, B의 속력이 v¼일 때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음파의 파장은 

A가 B보다 짧다.

ㄴ. A, B의 속력이 v¼일 때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A, B 음파의 진

동수 f Ã¼�, f Ã¼õ가 각각 f Ã¼�= V
V-v¼

 f¼, f Ã¼õ=
V

V+v¼
 f¼이므로 

v¼=;3Á4;V이다.  

ㄷ. A, B의 속력이 2v¼일 때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A, B 음파의 진

동수 f ª Ã¼�, f ª Ã¼õ가 f ª Ã¼�=
V

V-2v¼
 f¼, f ª Ã¼õ=

V
V+2v¼

 f¼이므로 

f� : fõ=9 : 8이다. 따라서 ㉠은 9 : 8이다.

17  포물선 운동

A, B의 P와 Q에서 수평, 연직 방향의 속력 v�수, v�연, võ수, võ연은 

각각 v�수=2v¼cos30ù='3v¼, v�연=2v¼sin30ù=v¼, võ수=v¼cos30ù

='3
2

v¼, võ연=v¼sin30ù=;2!;v¼이다.

⑤ P에서 R까지 A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P에서 R

까지 A의 연직 방향 변위 s�연은 s�연=v¼t-;2!;gtÛ`이고, Q에서 R까

지 B의 연직 방향 변위 sõ연은 sõ연=;2!;v¼t-;2!;gtÛ`인데 수평면을 기

준으로 한 Q의 높이가 P의 높이보다 h만큼 높으므로 s�연-sõ연

=;2!;v¼t=h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P에서 Q까지 수평 거리 L은 

L='3v¼t+ '3
2

v¼t=3'3h이다.

18  일과 역학적 에너지

C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

는 mg sin30ù=;2!;mg이다.

ㄱ. B가 정지해 있으므로 B와 C에 연결된 실이 B,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T는 T=mg이다. 따라서 전동기가 0초부터 2초까지 C

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F¼은 F¼=T-mg sin30ù=;2!;mg이다.

ㄴ. 2초부터 4초까지 전동기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2F¼=mg이므로 2초부터 4초까지 A의 가속도의 크기를 a라고 하

면 ;2!;mg+mg-mg=(2m+m+m)a의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a=;8!;g이고, 4초일 때 A의 속력 v는 v=®Â2_;8!;g_s=;2!;'g�s이다.

ㄷ. 2초부터 4초까지 C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 DE¹와 운동 

에너지 변화량 DEû가 각각 DE¹=mg(-s)s in30ù=mg_ 

{-;2!;s}=-;2!;mgs, DEû=;2!;m{;2!;'g�s}2`=;8!;mgs이므로 2초부

터 4초까지 C의 역학적 에너지는 ;8#;mgs만큼 감소한다.

19  가속 좌표계와 관성력

A의 좌표계에서는 손잡이에 연결된 줄이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과 손

잡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력에 의해 버스 손잡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며, B의 좌표계에서는 손잡이에 연결된 줄이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과 손잡이에 작용하는 중력, 손잡이에 작용하는 관성력이 평형을 

이루어 정지해 있다.

ㄱ. A의 좌표계에서 손잡이에 연결된 줄이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과 

손잡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력 방향이 +x 방향이므로 버스의 가속

도의 방향도 +x 방향이다.

ㄴ. B의 좌표계에서 손잡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 F관은 F관

=0.2_10_tan30ù= 2'3
3

(N)이다.

ㄷ. 공이 P에서 버스 바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t가 t=

®Â1.25_;1ª0;=0.5(s)이고, 공의 수평 방향의 운동이 A의 좌표계에

서는 +x 방향으로 속력 10`m/s로 등속도 운동, B의 좌표계에서는 

처음 속력은 0이고 -x 방향으로 가속도가 
2'3
3

Ö0.2=10'3
3

(m/sÛ̀  )

인 등가속도 운동이므로 버스 바닥에 공이 닿을 때까지 A, B의 좌표

계에서 공의 수평 이동 거리 s�, sõ는 각각 s�=10_0.5=5(m), 

sõ=;2!;_10'3
3

_(0.5)Û̀ = 5'3
12

(m)이다. 따라서 B가 공을 놓은 순간

부터 버스 바닥에 공이 닿을 때까지 공의 수평 이동 거리는 A의 좌표

계에서가 B의 좌표계에서보다 {5-5'3
12
}`m만큼 크다.

20  전자기 유도

1초, 3초, 5초, 7초일 때 금속 고리의 위치는 그림과 같다. 

Ⅰ ⅢⅡ
y

x
(m)

P

0 2 4 6

Ⅰ ⅢⅡ
y

x
(m)

P

0 2 4 6

Ⅰ ⅢⅡ
y

x
(m)

x
(m)

P

0 2 4 6

Ⅰ ⅢⅡ
y

P

0 2 4 6

Ⅰ ⅢⅡ
y

x
(m)

P

0 2 4 6

Ⅰ ⅢⅡ
y

x
(m)

P

0 2 4 6

Ⅰ ⅢⅡ
y

x
(m)

x
(m)

P

0 2 4 6

Ⅰ ⅢⅡ
y

P

0 2 4 6

1초	 	 	 	 	 	 	 	 	 	 	 	 	 	 3초

5초	 	 	 	 	 	 	 	 	 	 	 	 	 	 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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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초일 때 Ⅰ로 들어가는 금속 고리의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

향이 +x 방향이므로 Ⅰ로 들어가는 금속 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

서 Ⅰ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또한 3초일 때 Ⅰ에서 나가 Ⅱ로 들어가는 금속 고리의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x 방향이고, 유도 전류의 세기는 1초일 때 유

도 전류의 세기보다 큰 3I¼이므로 Ⅱ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

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기장의 세기는 Ⅱ에서가 Ⅰ에서의 

2배이다. 

ㄴ. 7초일 때 Ⅲ에서 나가는 금속 고리의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

향이 -x 방향이므로 금속 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xy 평면에서 수직

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 선속이 감소하고 있으며, 유도 전류의 세기

는 2I¼이므로 Ⅲ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Ⅰ에서의 2배이다. 따라서 자

기장의 세기는 Ⅱ에서와 Ⅲ에서가 같다.

ㄷ. 자기장의 방향이 Ⅱ에서는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Ⅲ에서는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서로 반대이고 자

기장의 세기는 Ⅱ에서와 Ⅲ에서 같으므로 5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7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의 2배인 4I¼

이다.

 01 ① 02 ⑤ 03 ① 04 ② 05 ①

 06 ④ 07 ④ 08 ③ 09 ⑤ 10 ⑤

 11 ② 12 ② 13 ⑤ 14 ② 15 ② 

 16 ④ 17 ④ 18 ① 19 ④  20 ③ 

회2 본문 125~129쪽실전 모의고사

01  트랜지스터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원 장치는 순방향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베

이스와 컬렉터 사이의 전원 장치는 역방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또

한 전원 장치를 순방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n형 반도체에는 전원 

장치의 음(-)극을, p형 반도체에는 전원 장치의 양(+)극을 각각 연

결해야 한다.

ㄱ. 트랜지스터에 의해 증폭 작용이 일어날 때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

의 세기는 베이스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합과 같다. 따라

서 전류계에 의해 측정된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ㄴ.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 전원 장치의 전극 a가 양(+)극이면 베이

스와 컬렉터 사이 전원 장치의 전극 b는 음(-)극이어야 회로에 전류

가 흐르고 증폭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ㄷ. b가 양(+)극일 경우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 전원 장치는 역방향

으로 연결해야 하므로 X는 n형 반도체이다.

02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관찰자가 있을 때 관찰자가 바라본 엘리베이터 안의 물체에는 

관성력이 작용한다.

ㄱ. 엘리베이터 밖 행성 위에 정지한 우주인이 P를 관측할 때 P에는 

관성력이 작용하지 않고 P는 던진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 것처

럼 관측된다.

ㄴ. A가 Q를 관측할 때 Q는 엘리베이터 바닥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

로 등속 운동을 하면서 Q에는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하므로 A가 관측한 Q는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관측된다.

ㄷ. A가 관측할 때 P, Q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같다.

03  일과 역학적 에너지

중력이 A에 한 일은 A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ㄱ. C가 S만큼 이동하는 동안 A도 S만큼 높이가 높아졌으므로 중

력이 A에 한 일은 -mgS이다. 

ㄴ. C가 P에서 Q까지 S만큼 이동할 때 C의 속력은 v에서 2v로 변한

다. 이때 C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전동기가 한 일이 아니라 C에 작

용하는 알짜힘 ;2!;mg가 한 일이다. 따라서 F_S+;2!;m(2v)Û̀ -;2!;mvÛ̀

=;2#;mv Û`이므로 F+ 3mvÛ`
2S

이다. 즉, ;2#;mg=F-mg-;2!;mg에 

의해 F=3mg가 되므로 mg=F
3

를 ;2!;mgs=;2#;mvÛ`에 대입하여 

F로 정리하면 F= 9mvÛ`
S

이 된다.

ㄷ. B의 속력은 크기가 ;2!;mg인 마찰력이 작용하는 구간을 S만큼 

이동하는 동안 v에서 2v로 변한다. 또한, 이때의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2!;mg이다. 따라서 이때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B에 

작용하는 알짜힘 ;2!;mg가 한 일과 같으므로 ;2!;mgS=;2!;m(2v)Û`-

;2!;mv Û`=;2#;mvÛ`이 되어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한 일 -;2!;mgS는 

-;2#;mv Û`이 된다.

04  솔레노이드와 전자기 유도

자석이 솔레노이드에 가까워질수록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 선속 변

화에 의해 솔레노이드에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른다.

ㄱ. A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B와 연결된 실이 A에 작용하는 힘과 솔레노이드

가 A에 작용하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므로 A의 역학적 에너

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ㄴ. A가 솔레노이드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솔레노이드 내부의 시간

당 자기 선속의 변화율이 증가하므로 솔레노이드가 A에 작용하는 힘

의 크기는 커진다.

ㄷ. A가 솔레노이드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작

아진다. 따라서 중력이 빗면 아래 방향으로 B에 작용하는 힘은 일정

하므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증가한다.

05  기체가 외부에 한 일

(나)에서 실린더 내부의 기체가 열을 공급 받았을 때 피스톤이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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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 올라가는 동안 피스톤이 기체에 작용하는 힘은 피스톤에 작용하

는 중력과 탄성력의 합력과 같다.

ㄱ. (가)에서는 용수철의 길이 변화가 없으므로 용수철이 정지한 피

스톤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따라서 이상 기체의 내부 압력과 피스

톤의 무게가 이상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는 서로 같으므로 (가)

에서 기체가 피스톤에 작용하는 압력은 
Mg
A

이다.

ㄴ. (나)에서 기체가 피스톤에 한 일은 피스톤에 작용하는 중력에 대

해 한 일 -Mg(L¼-L)와 탄성력에 대해 한 일 -;2!;k(L¼-L)Û̀ 의 합

이다.

ㄷ. (가)에서의 이상 기체에 열에너지를 공급한 것이 (나)에서이므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06  저항의 연결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고 저항

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의 저항값에 비례한다. 또한 저항이 병렬로 연

결되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의 저항값에 반비례한다.

ㄱ. b, d 사이에 걸린 전위차가 a, b 사이 전위차의 5배이고, 저항값

이 RÁ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저항값이 Rª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2배이므로 옴의 법칙에 의해 저항값이 Rª에 흐르는 전류의 세

기를 I라 하면 RÁ=

1
6
V

2I
= V

12I
, Rª=

5
6
V

I
= 5V

6I
이므로 Rª>RÁ

이다.

ㄴ. b, d 사이에 걸린 전위차가 ;6%;V이고 c, d 사이에 걸린 전위차

가 b, c 사이에 걸린 전위차의 3배이므로 c, d 사이에 걸린 전위차는 

;6%;V의 ;4#;배인 ;8%;V이다.

ㄷ. 저항값이 Rª, R£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따라서 

옴의 법칙에 의해 

5
6
V

Rª
=

5
6
V_

1
4

R£
이 성립하므로 R£=;4!;Rª이다.

07  정전기 유도

대전된 동일한 두 도체구의 전하량이 같고 대전된 전하의 종류가 반

대일 때 두 도체구를 서로 접촉시키면 도체구 사이의 전자의 이동이 

발생한다. 또한 절연체에 대전된 도체구를 가까이 가져가면 절연체 

내부에는 전기력에 의해 대전된 도체구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된 도체

구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배열되는 유전 분극이 일어난다.

ㄱ. (가)에서 양(+)전하로 대전된 B를 A에 가까이 가져갈 경우 A,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따라서 A

는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ㄴ. (다)에서 D, C 사이에는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

용하므로 (나)에서 B, C를 서로 접촉했을 때 B, C의 전하량의 합은 

0이 아니다. 따라서 (나)에서 B, C가 서로 접촉하기 전 B, C에 각각 

대전된 전하량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

ㄷ. (다)에서 D에는 유전 분극이 일어나므로 D, C 사이에는 서로 가

까워지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08  자기력

자극이 같을 때 자기력은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자극이 

반대일 때 자기력은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석에 의

한 자기력선은 자석 밖에서는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석 내부에서

는 S극에서 N극 방향으로 폐곡선을 형성한다.

ㄱ. P는 N극이고 B가 정지해 있으므로 자석 A, B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따라서 Q는 S극이다.

ㄴ. C와 실로 연결된 B가 정지해 있으므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

력의 크기는 C의 무게인 mg와 같다.

ㄷ. P, Q의 자극이 서로 반대이므로 P, Q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

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09  빗면에서의 물체의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할 때 A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

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ㄱ. 지면으로부터 Q까지의 높이와 P까지의 높이 차는 h_sin30ù

=;2!;h이다. 따라서 Q에서의 A의 속력을 v라 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 ;2!;gh=;2!;vÛ`이므로 v='g§h이다.

ㄴ.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지면과 나란한 방향의 A의 속력은 'g §h이

고, 연직 방향의 A의 처음 속력은 0이다. 따라서 연직 방향의 운동 

조건을 통해 A가 연직 방향으로 h만큼 낙하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t

라 하면 h=;2!;gtÛ`에 의해 t=®Â 2h
g

이다. 따라서 S는 A가 지면과 나

란한 방향으로 t=®Â2h
g

 동안 등속도 운동을 하여 이동한 거리이므로 

S='g§h_®Â 2h
g

='2h이다.

ㄷ. A가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각각 이동하는 동안 A의 위치

에 대한 높이 차는 ;2!;h, h이다. 따라서 동일한 물체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높이 차에 비례하므로 A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

소량은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이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의 ;2!;배이다.

10  전자기 유도

정사각형 모양의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비례하고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ㄱ.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의 크기 

는 도선의 단면적을 A라 하면 3t, 6t일 때 모두 

1
2
BA

2t
=BA

4t
이므 

로 이때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서로 같다.

ㄴ. (나)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t일 때 양의 값이지만 3t일 때 음의 

값이므로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t일 때 시계 반대 방향이

고, 3t일 때 시계 방향이다.

ㄷ. 저항값이 일정할 때 저항의 소비 전력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또한 도선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시

간에 대한 변화율의 크기는 4t∼5t에서가 0 ∼2t에서의 3배이므로 도

정답과 해설  51

수능완성(물리학2)_해설_10교.indd   51 2022-05-11   오후 4:46:29



선에 연결된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도 4t∼5t에서가 0∼ 2t

에서의 3배이다. 따라서 저항의 소비 전력은 ;2(;t일 때가 t일 때의 9배

이다.

11  광전 효과와 전자기파의 회절

동일한 금속판에 서로 다른 단색광 A, B를 비추었을 때 A를 금속판

에 비추었을 때만 금속판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었다면 단색광의 진동

수는 A가 B보다 크다. 또한 동일한 단일 슬릿을 통과하는 단색광의 

진동수가 작을수록 전자기파의 회절이 잘 일어난다.

ㄱ. (나)에서 A를 비추었을 때만 금속판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었으므

로 단색광의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따라서 단색광의 파장은 A

가 B보다 짧다.

ㄴ. 실험의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단색광만 A에서 B로 변경하였

다. 따라서 동일한 단일 슬릿을 통과하는 단색광의 파장이 클수록 단

색광의 회절이 잘 일어나므로 Dx는 단일 슬릿에 A를 통과시켰을 때

보다 B를 통과시켰을 때가 더 크다.

ㄷ. 단색광의 파장이 k라면 Dx= kL
a

이다. 따라서 단일 슬릿과 스크 

린 사이 거리를 L에서 ;2#;L로 변경시키면 스크린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지점까지의 거리는 Dx의 ;2#;배가 된다.

12  전자기파의 수신

수신 회로의 안테나에 여러 진동수의 전파가 수신될 때 수신 회로의 공

명 진동수와 동일한 진동수를 갖는 전파의 소리만 스피커에서 나온다.

ㄱ. 수신 회로의 공명 진동수를 f¼,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C,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를 L이라고 하면 f¼= 1
2p'ÄLC

이다. 따라서 코일의 

변화가 없을 때 수신 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의 제

곱근에 반비례하므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가), (나)에서 공명 진동

수가 작은 A가 B보다 크다.

ㄴ. (가)의 수신 회로에 여러 전파가 도달했지만 스피커에서는 진동

수가 f¼인 전파의 소리만 나왔다. 따라서 (가)에서 수신 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f¼이다.

ㄷ. (나)에서 스피커에는 공명 진동수 2f¼에 대한 소리만 나오고 있

다. 따라서 이때는 코일과 축전기의 저항 역할이 같고, 회로의 합성 

저항 역할이 최소가 되어 전류는 최대로 흐른다.

13  볼록 렌즈의 응용

물체의 점광원에서 나온 빛의 일부가 카메라의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

서 굴절하여 볼록 렌즈 뒤에 위치한 필름 또는 CCD 장치에 도달하

게 된다.

ㄱ. 필름에 맺힌 물체의 상이 도립 실상이므로 볼록 렌즈와 물체 사

이 거리는 볼록 렌즈의 초점 거리보다 멀다.

ㄴ. 물체의 크기와 상의 크기 비율이 배율이므로 배율은 1보다 작다.

ㄷ. 볼록 렌즈의 위치 조절 없이 물체만 볼록 렌즈로부터 멀리 이동

할 경우 볼록 렌즈와 필름 사이 거리의 변화가 없으므로 물체의 상은 

필름 앞에 맺힌다.

14  수소 원자의 확률 밀도

(가)와 (나)는 수소 원자에서 주 양자수가 n=1일 때와 n=2일 때의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전자를 발견할 확률 밀도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가), (나) 그래프의 아래 면적은 모두 1로 같다.

A  (가), (나)를 통해 원자핵 주위의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이다.

B . (나)를 통해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 rª에는 전자가 전혀 발견되

지 않고,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거리 rÁ, r£에서는 발견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Á, r£에서 전자가 항상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C . (가)에서 주 양자수는 n=1이고 (나)에서 주 양자수는 n=2이

다. 따라서 (가)에서 발견될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나)에서 발견될 전자

의 에너지 준위보다 낮다.

15  드브로이 파장과 물질파

입자의 질량이 일정할 때 입자의 속력이 빠를수록 입자의 드브로이 

파장이 짧아진다.

ㄱ. (가), (나)에서 A, B의 입자의 질량과 균일한 전기장의 세기는 

같지만 전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따라서 A, B는 모두 전하량

이 같은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으므로 입자가 h만큼 낙하한 순간 

속력은 A가 B보다 빠르다. 따라서 이때의 입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A가 B보다 짧다.

ㄴ. 전하량이 같은 양(+)전하로 대전된 A, C의 입자의 질량은 C가 

A의 2배이고 전기장의 방향은 모두 중력 방향이다.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는 (다)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고, (가)에서 A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다)에서 C가 받는 중력의 크기의 ;2!;배이므로 입자가 h만큼 

낙하한 순간 입자의 속력은 같고, 질량은 C가 A보다 크므로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A가 C보다 작다.

ㄷ. 입자의 전하량이 q, 전기장을 E, 입자의 이동 거리를 d라 하면 

전기장이 대전된 입자에 한 일은 qEd이다. 따라서 (가), (다)에서 입

자에 대전된 전하량과 전기장의 방향, 이동 거리가 같고 전기장의 세

기가 (다)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므로 입자가 h만큼 낙하한 순간 전

기장이 입자에 한 일은 (다)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16  볼록 렌즈

볼록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a, 상까지의 거리를 b, 

초점 거리를 f라 할 때 렌즈 방정식은 
1
a+ 1

b= 1
f이다.

ㄱ. A와 P 사이 거리를 a, B와 P 사이 거리를 b라 하면 a=;3@;b

이므로 
1
a+ 1

;2#;a
=;1Á2;을 정리하면 a=20`cm, b=30`cm가 된다. 

따라서 P와 Q 사이 거리가 70`cm이므로 B와 Q 사이 거리는 70- 

30=40(cm)이다.

ㄴ. 배율은 | ba |이므로 P에 의한 B의 크기는 ±
3
2
a

a
±=;2#;L=1.5L

이다. 또한 B와 Q 사이 거리를 a', C와 Q 사이 거리를 b′(=2a'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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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Q에 의한 C의 크기는 | 2a'
a'
|_;2#;L=;2#;L_2=3L이다.

ㄷ. Q의 초점 거리를 f '라 하면 ;4Á0;+;8Á0;= 1
f '이므로 f '=:¥3¼:`cm

이다.

17  평면 위에서의 운동

A, B는 -y 방향으로 크기가 5`m/sÛ`(=10_sin30ù)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며, +x 또는 -x 방향으로 크기가 v, v'인 속력

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포물선 운동을 한다.

ㄱ. A는 x축 방향으로 속력 v로 4초 동안 20`m를 이동한다. 따라

서 v=:ª4¼:=5(m/s)이다.

ㄴ. B의 y축 방향 이동 거리가 16`m일 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하 

면 ;2!;_5_tÛ`=16에 의해 t= 4'1�0
5

초이다. 또한 A가 3초 동안 속

력 v로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5_3=15(m)이다. 따라서 B가  

시간 t= 4'1�0
5

초 동안 속력 v′로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20-15=5(m)이므로 v′= 5
4'1�0

5

= 5'1�0
8

`m/s이다.

ㄷ. A가 y축 방향으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2!;_5_4Û̀ =40(m)

이고,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2!;_5_3Û`=:¢2°:=22.5(m)이므로 

A가 P를 지나 1초 동안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40-22.5=

17.5(m)이다. B가 y축 방향으로 P까지 이동한 거리는 16`m이고, P

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는 17.5`m이므로 B가 y축 방향으로 입사하

여 Q까지 이동한 거리는 16+17.5=33.5(m)이다. 따라서 B가 입

사하여 Q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T라 하면 33.5=;2!;_5_

TÛ`에 의해 T=®Â:¤5¦:초이다.

22.5`m

17.5`m

15`m 5`m

v'

y
x

30ù

A

P

20`m
R

B

16`m

Q

v

18  포물선 운동

A, B는 속력 v¼cosh와 v로 지면을 따라 각각 S와 2S만큼 이동 

한다.

ㄱ. A, B는 던져진 후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S, 2S만큼 지면 방향

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A, B가 던져진 후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

린 시간을 각각 t�, tõ라 하면 t�=2tõ이고, t�= S
v¼cosh

, tõ= 2S
v

이므로 
v
v¼

=4cosh이다.

ㄴ. A가 던져진 후 P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0=v¼sinh-gT에서 T= v¼sinh
g

이다. 또한 A가 던져진 후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t라 하면 t= S
v¼cosh

이다. 따

라서 
t
T

=

S
v¼cosh
v¼sinh

g

= 2gS
2v¼Û`sinhcosh

= 2gS
v¼Û`sin2h

이고 T=v¼Û`sin2h
2gS

t 

이므로 A가 던져진 후 P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 T는 A가 던

져진 후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 t의 

v¼Û`sin2h
2gS

배이다.

ㄷ. B가 연직 아래로 낙하하여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의 속

력을 v⊥라고 하면, B가 던져진 후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낙하한 거리

가 h이므로 v⊥="Ã2gh가 된다. 따라서 B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을 V라 하면 V="ÃvÛ`+v⊥Û`이므로 V="ÃvÛ`+2gh이다.

19  케플러 법칙

위성의 속력은 위성이 행성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빨라지고, 행성으로

부터 멀어질수록 느려진다. 위성의 가속도의 크기는 위성과 행성 사

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ㄱ. h가 45ù보다 작고 b, d 사이의 각이 90ù이므로 행성과 위성 사

이의 거리는 a에서가 e에서보다 가깝다. 따라서 A의 속력은 a에서

가 e에서보다 크다.

ㄴ. c는 행성과 위성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또한 b, c 

사이의 각 h는 45ù보다 작고 c, d 사이의 각은 h보다 크고 90ù보다 

작다. 따라서 행성과 위성 사이의 거리는 b에서가 d에서보다 가까우

므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b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ㄷ. b에서 c를 거쳐 e까지 위성이 이동하는 경로는 행성과 위성 사

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c를 거쳐 지나가는 경로이고 e에서 f를 거쳐 

b까지 이동하는 경로는 행성과 위성 사이 거리가 가장 먼 f를 거쳐 

지나가는 경로이다. 따라서 행성과 위성을 연결한 직선이 지나간 면

적은 f를 거쳐 지나간 면적이 c를 거쳐 지나간 면적보다 크므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해 f를 거쳐 지나간 경로의 걸린 시간은 c를 거

쳐 지나간 경로의 걸린 시간 t보다 크다.

20  돌림힘과 알짜힘의 평형

물체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알짜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 조

건을 만족해야 한다. 

③ q가 끊어지기 전 천장이 축바퀴를 잡아당기는 힘은 2F이므로 

힘의 평형에 의해 F=3mg(=2mg+mg)이고 돌림힘의 평형식 

(2mgrÁ+mgr=2r_F=2rF)에 의해 rÁ=;2%;r이다. 또한 q가 

끊어지고 축바퀴가 30ù 회전하는 동안 A는 A가 연결된 실과 함께 

반지름이 ;2%;r인 축바퀴의 호를 따라 감겨 올라간다. 따라서 A가 축

바퀴의 호를 따라 감겨 올라간 거리는 2p_;2%;r_;1Á2;= 5pr
12

이므로 

A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2mg_ 5pr
12

= 5mgpr
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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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3 본문 130~134쪽실전 모의고사

01  힘의 합성

힘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량이므로 힘을 더하거나 뺄 때는 크기

와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ㄱ. FÁ³의 방향을 x축 방향으로 정하면 FÁ³+Fª³와 FÁ³-Fª³의 크기

가 같기 위해서는 Fª³의 x성분이 0이어야 한다. 따라서 FÁ³과 Fª³는 

서로 수직이다.

ㄴ. FÁ³과 Fª³는 서로 수직이므로 FÁ³+Fª³와 FÁ³이 이루는 각을 h라

고 하면 tanh= |Fª³|
|FÁ³|

이다. FÁ³+Fª³와 FÁ³-Fª³가 서로 수직이 되

기 위해서는 h=45ù이어야 한다. 따라서 FÁ³과 Fª³의 크기는 같다.

ㄷ. Fª³-FÁ³은 FÁ³-Fª³와 서로 반대 방향이다. FÁ³+Fª³와 FÁ³-

Fª³가 서로 수직이므로 Fª³-FÁ³과 FÁ ³+Fª³도 서로 수직이다.

02  일반 상대성 이론과 블랙홀

블랙홀은 질량이 매우 커 탈출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크다.

① 천체의 질량을 M, 천체 중심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r라고 하면, 

물체의 탈출 속력은 ®ÂM
r

에 비례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

량이 큰 천체일수록 주변 시공간을 더 많이 휘게 하는데, 탈출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큰 블랙홀 부근에서는 주변의 시공간이 극단적으로 휘

어 있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한다.

03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 

정지해 있는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힘의 방향으로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x

y

O

A B

d

2d 3d

ㄱ. A의 가속도의 y성분의 크기를 ay, O에서 점(2d, d)까지 운동하

는 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d=;2!;aytÛ`이다. 0부터 t까지 A, B의 

변위의 y성분의 크기는 d로 같으므로 A, B의 가속도의 y성분의 크

기는 같다.

ㄴ.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경우 s=;2!;atÛ`

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변위의 크기에 비례한다. A의 변위는 (2d, d)

이므로 가속도의 x성분의 크기가 y성분의 크기의 2배이다. 따라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5ay이다. B의 변위는 (-d, d)이므로 가속

도의 x성분의 크기와 y성분의 크기가 같다. 따라서 B의 가속도의 크

기는 '2ay이다. A, B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같으므로 m�'5ay=

mõ'2ay에서 질량은 B가 A의 
'1�0
2

배이다.

ㄷ. 충돌 직전 A, B의 속력을 각각 v�, võ라고 하면 2as=vÛ`에서 

2_'5ay_'5d=v�Û̀ , 2_'2ay_'2d=võÛ̀이므로 v�='1�0
2

võ이다.

별해 |  A,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고, 힘이 작용한 시간도 같으

므로 A,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 따라서 점(2d, d)에서 A,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 질량은 B가 A의 
'1�0
2

배이므로 속력은 

A가 B의 
'1�0
2

배이다.

04  불확정성 원리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

정할 수 없다.

ㄱ.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전자의 위치 불확정도 Dx와 운동량 불

확정도 Dp 사이에는 DxDp¾ 2의 관계가 있다. 즉, Dx와 Dp가 동

시에 0이 될 수 없다.

ㄴ. 현대적인 원자 모형에서는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전자의 궤도와 

속력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률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고 본다.

ㄷ. 일상생활에서도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되지만 그 크기가 너무 작

아서 무시할 수 있다.

05  등속 원운동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인 등속 원운동

을 할 때 물체의 속도의 x성분이 0인 경

우는 물체가 점 (-r, 0) 또는 점 (r, 0)

을 지날 때이다. 이 중에서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속도의 x성분이 (+)가 되는 경

우는 물체가 점 (-r, 0)을 지날 때이다. 

또 물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ㄱ. 등속 원운동 하는 물체의 속도의 x성분의 최댓값이 물체의 원운

동 속력이다. 원운동 속력은 A가 B의 2배이고 주기도 A가 B의 2배

이므로 r= v
x

= vT
2p

에서 궤도 반지름은 A가 B의 4배이다.

ㄴ. A의 주기가 4T이고 속력이 2v이므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a=2v_{ 2p
4T
}=pv

T
이다.

ㄷ. A, B의 주기가 각각 4T, 2T이므로, B의 궤도 반지름을 r라고 

하면 2T일 때 A는 점 (4r, 0)을 지나고 B는 점 (-r, 0)을 지나게 

되어 A와 B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된다.

06  케플러 법칙과 중력 법칙

행성이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위성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

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ㄱ. 가속도의 크기는 위성의 질량과는 상관없고 행성에서 b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b에서 P, Q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y

x-r 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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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Q가 a에 있을 때 행성이 P, Q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고 

질량은 P가 Q의 16배이므로 행성에서 a까지 거리를 r라고 하면 행

성에서 b까지 거리는 4r이다. Q의 공전 궤도 긴반지름은 a에서 O까

지 거리이므로 r+4r=5r이다. 따라서 행성에서 c까지 거리는 5r이

고 행성이 Q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에서가 c에서의 25배이다.

ㄷ. 케플러 제3법칙 TÛ`¥r Ü`에서 P의 궤도 반지름은 4r이고 Q의 궤

도 긴반지름은 5r이므로 주기는 Q가 P의 
5'5
8

배이다.

07 단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단진자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단진자에서 실의 

길이가 L, 물체의 질량이 m, 최고점에서 진자가 연직선과 이루는 각

이 h일 때 최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Eû=mgL(1-cosh)이다.

ㄱ. A, B의 질량을 각각 m�, mõ라고 하면 최저점에서 운동 에너

지가 같으므로 m�g_2L(1-cosh)=mõg_L(1-cosh)에서 

mõ=2m�이다.

ㄴ. ;2!;mv Û`=mgL(1-cosh)로부터 최저점에서의 속력은 길이의  

제곱근에 비례하므로 최저점에서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ㄷ.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한 일은 최저

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 따라서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한 일은 A와 B가 같다.

08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축전기를 완전히 충전시킨 후 전원과의 연결을 끊고 극판 간격을 늘

이면 충전된 전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전원과의 연결을 유지한 

채 극판 간격을 늘이면 극판 사이의 전위차가 일정하다.

ㄱ. (가)에서 Cª의 전기 용량을 C라고 할 때 (나)에서 극판 간격을 2

배로 하면 전기 용량은 ;2!;C가 된다. 또 (다)에서 유전율이 4e¼인 유

전체를 가득 채우면 전기 용량은 (나)에서의 4배인 2C가 된다. Cª에 

걸리는 전압은 일정하므로 Cª에 충전된 전하량은 (다)에서가 (가)에

서의 2배이다.

ㄴ. (가)에서 CÁ에 충전된 전하량을 Q라고 하면 (가)와 (나)에서 CÁ

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각각 U가=;2!; QÛ`
C , U나=QÛ`

C 이므로 (나)에

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ㄷ. (가)에서 CÁ, Cª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의 합은 ;2!; QÛ`
C +;2!; QÛ`

C

=QÛ`
C 이다. (다)에서 Cª에 충전된 전하량이 2Q이므로 CÁ, Cª에 저

장된 전기 에너지의 합은 ;2!; QÛ`
2C+;2!; 4QÛ`

2C =;4%; QÛ`
C 이다. 따라서 CÁ, 

Cª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의 합은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09  저항 연결과 소비 전력

0부터 t까지는 저항값이 RÁ과 Rª인 저항이 직렬연결되어 있고, t부

터 2t까지는 저항값이 Rª, R£인 저항이 병렬연결된 후 저항값이 RÁ

인 저항과 직렬연결되어 있다. 또 소비 전력이 P인 저항에서 시간 t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W=Pt이다.

RÁ Rª RÁ
Rª

R£

	 SÁ만	닫았을	때	 SÁ과	Sª를	모두	닫았을	때

④ 0부터 t까지는 저항값이 RÁ과 Rª인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

으므로 두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 P=IÛ`R에서 각 저항

의 소비 전력은 저항값에 비례한다. (나)에서 0부터 t까지 저항값이 

RÁ과 Rª인 저항의 소비 전력이 각각 
100W¼

t , 
50W¼

t 이므로 저항값

은 RÁ=2Rª이다. t부터 2t까지 RÁ과 Rª인 저항의 소비 전력이 각

각 
144W¼

t , 
18W¼

t 이므로 소비 전력은 저항값이 RÁ인 저항이 Rª인 

저항의 8배이다. 이때 RÁ, Rª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각각 IÁ, Iª라

고 하면 저항값이 RÁ=2Rª이므로 P=IÛ`R에서 IÁ=2Iª이다. 저항

값이 Rª와 R£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합이 저항값이 RÁ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같으므로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Á-Iª=Iª이다. 따라서 Rª=R£이므로 RÁ : R£=2 : 1이다.

10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앙페르 법칙으로 

찾고,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도선

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① a에서 P, Q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x 방향이므로 P, Q에 의

한 자기장의 세기는 같다. P, Q에서 a까지 거리가 같으므로 P,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같다.

② a에서 P, Q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x 방향이므로 P에 의한 자

기장 방향은 +x 방향과 45ù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③ O에서 P, Q에 의한 자기장은 +x 방향이므로 A, P, Q에 의한 

자기장이 0이 되려면 A에 의한 자기장은 -x 방향이다. a는 O보다 

A에 더 가까우므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O에서보다 

크다. P, Q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O에서보다 작으므로 a

에서 A, P, Q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x 방향이다.

④ a에서 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x 방향이므로 A에 의한 자기

장은 A의 왼쪽이 N극이다. 따라서 전원 장치의 b는 (+)극이다.

⑤ O에서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B¼이라고 하면 Q에 의한 자

기장의 세기도 B¼이고, P와 Q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으므로 O에

서 P, Q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B¼이다. a에서 P에 의한 자기장

의 세기는 
B¼
'2

이고 P, Q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수직이므로, a에서 P, 

Q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¼이다. 따라서 P, Q에 의한 자기장의 세

기는 O에서가 a에서의 2배이다.

11  전자기 유도

유도 전류의 세기는 단위 시간당 자기 선속의 변화량에 비례하고, 단

위 시간당 자기 선속의 변화량은 도체 막대의 속력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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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4t일 때 도체 막대의 속력을 v라고 하면 도체 막대의 속력은 3t 

일 때와 7t일 때 각각 ;4#;v, ;2!;v이다. 도체 막대의 속력이 3t일 때가  

7t일 때보다 크므로 유도 전류의 세기는 3t일 때가 7t일 때보다 크다.

ㄴ. 5t일 때 도체 막대의 속력이 v로 계속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으

므로 금속 레일과 도체 막대로 둘러싸인 자기장 영역의 면적이 증가

하여 자기 선속이 증가한다. 따라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ㄷ. 7t일 때 도체 막대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므로 금속 레일과 도체 

막대로 둘러싸인 자기장 영역의 면적이 증가한다. 지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 선속이 증가하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저항에는 a → 저항 → b 방향으로 유도 전류

가 흐른다.

12  상호유도와 변압기

변압기에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수 비가 일정하므로 2차 코

일에 연결된 저항의 저항값이 바뀌어도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최

댓값은 일정하다.

①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최댓값이 일정하므로 2차 코일에 걸리

는 전압의 최댓값도 저항의 저항값과 관계없이 V¼으로 일정하고, 저

항에 걸리는 전압의 최댓값도 V¼으로 일정하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

이 일정할 때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저항값에 반비례하므로 저항

값이 2R가 되면 소비 전력은 ;2!;P¼이 된다.

13  이중 슬릿과 빛의 간섭

두 슬릿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 O에서는 빛의 파장에 관계없이 보

강 간섭이 일어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

배가 되어야 한다. P에서 A, B가 모두 보강 간섭하므로 경로차가 

1200`nm이다. 

ㄱ. Q에서 A는 상쇄 간섭, B는 보강 간섭을 한다. 따라서 Q에서는 

빨간색이 밝게 나타난다.

ㄴ. O와 P에서 보강 간섭하므로 O와 P 사이에서 A는 2번 보강 간

섭하고 B는 1번 보강 간섭한다. 따라서 O와 P 사이에서 상쇄 간섭

하는 점의 수는 A는 3개, B는 2개이므로 A가 B의 1.5배이다.

ㄷ. O에서 P까지 거리를 x¼이라고 하면, A, B의 이웃한 밝은 무늬 사

이의 간격은 각각 
x¼
3 , 

x¼
2 이다. 이중 슬릿의 슬릿 간격을 절반으로  

줄이면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2배가 되므로 A, B의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각각 
2x¼
3 , x¼이 된다. 따라서 O에서 거리가 

x¼
2

인 Q에서 A, B가 보강 간섭하지 않는다.

14  도플러 효과의 활용

음원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 측정되는 진동수가 작아지고, 음원이 

관측자에게 접근하면 측정되는 진동수가 증가한다.

② X가 측정한 소리의 진동수가 f¼보다 크므로 vª>vÁ이다. P가 

-x 방향으로 운동할 때 원형 고리의 운동을 포함한 P의 속력은 

vª-vÁ이고, P가 +x 방향으로 운동할 때 원형 고리의 운동을 포함

한 P의 속력은 vª+vÁ이다. X, Y가 측정한 소리의 진동수는 각각 

;1@9);f¼= V
V-(vª-vÁ)  f¼, ;2@3);f¼=

V
V+(vª+vÁ)  f¼에서 vÁ=;2Á0;V, 

vª=;1Á0;V이다.

15  RLC 회로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클수록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하고 코일

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한다.

ㄱ. 스위치를 축전기에 연결했을 때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클수록 축

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므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한다. 

따라서 fÁ<f£이다.

ㄴ. 스위치를 코일에 연결했을 때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클수록 코일

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므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한다. 따라

서 VÁ>Vª이다.

ㄷ. 저항, 축전기, 코일을 직렬연결한 회로에서 교류 전원의 진동수

가 공명(고유) 진동수일 때 축전기와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 

(나), (다)에서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fª일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2!;V¼으로 같으므로 축전기와 코일에 걸리는 전압도 서로 같다. 따라

서 저항, 축전기, 코일을 직렬연결했을 때 공명(고유) 진동수는 fª이다.

16  볼록 렌즈에 의한 상

초점 거리가 f인 볼록 렌즈에서 물체와 상까지의 거리가 각각 a, b일 

때 
1
a+1

b=1
f의 관계가 있고, 볼록 렌즈의 배율은 | b

a |배이다. 또 볼

록 렌즈에서 물체와 같은 쪽에 생기는 상은 허상이다.

ㄱ. A에 의한 상이 A의 오른쪽으로 거리 b인 곳에 생긴다고 할 때 

물체의 크기와 A, B에 의한 상의 크기가 같으므로 | b
2d

_ d
L-b

|

=1에서 b=;3@;L 또는 b=2L이다. b=2L이면 A에 의한 상의 위

치는 B의 오른쪽이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같이 B의 오른쪽에 실

상이 생길 수 없다. 따라서 b=;3@;L이고, A의 배율은 
L
3d<1이다. 

볼록 렌즈에 의한 허상은 항상 물체보다 크므로 A에 의한 상은 실상

이다.

ㄴ. b=;3@;L이므로 B의 배율은 
3d
L >1이다.

ㄷ. 렌즈 방정식을 적용하면 A에서 
1
2d+ 3

2L= 1
f�이므로 f�=

2Ld
L+3d이고, B에서 

3
L+ 1

d= 1
fõ이므로 fõ= Ld

L+3d이다. 따라서 

초점 거리는 A가 B의 2배이다.

17  광전 효과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된

다. 이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에서 일함수를 뺀 

값이다. 

ㄱ. Q의 문턱 진동수가 3f보다 크면 B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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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P의 일함수를 W¹라고 하면, 2hf-W¹=eV¼, 3hf-W¹ 
=2eV¼에서 hf=eV¼이다. 진동수가 2f인 A를 Q에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으므로 Q의 일함수는 2eV¼보다 크다.

ㄷ. Q의 일함수를 WÎ라고 하고 Q에 B를 비추었을 때 정지 전압을 

V라고 하면 3hf-WÎ=eV이다. hf=eV¼이고 WÎ>2eV¼이므

로 3eV¼-WÎ=eV<eV¼이다. 따라서 V<V¼이다.

18  일·운동 에너지 정리와 역학적 에너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

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② 용수철이 '2x만큼 압축되었을 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퍼텐셜 

에너지를 2E라고 하면 용수철이 x만큼 압축되었을 때 용수철에 저

장된 탄성 퍼텐셜 에너지는 E이다.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

안 F에 의해 감소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W라고 하면 

2E-E=2W이다. 물체가 q에서 p까지 내려오는 동안 등속 운동

을 하므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 따라서 F가 한 일은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W=mgh이고, E=2mgh이다. 물체가 빗면을 따라 올라가는 최고

점의 높이를 H라고 하면 2E=mgH+W이므로 H=3h이다.

19  전기장과 전기력

점전하 주위의 한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전기장의 방향은 양(+)전하 주위에서는 발산하

는 방향이고, 음(-)전하 주위에서는 모여드는 방향이다.

ㄱ. (가)의 p에서 전기장이 A, B로부터 발산하는 방향이므로 A, B

는 모두 양(+)전하이다. (나)에서 C를 추가하였을 때 p에서 전기장 

방향이 왼쪽으로 변하였으므로 C는 음(-)전하이다. 따라서 A와 C

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이다.

ㄴ. 그림과 같이 (나)의 p에서 A, B, C에 의한 전기장이 -x 방향

이 되기 위해서는 p에서 C에 의한 전기장의 y성분의 크기가 B에 의

한 전기장의 크기와 같고, C에 의한 전기장의 x성분의 크기가 A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보다 커야 한다.

p
E

�

E
õ

E
�̀ `
®

E
�̀ `
ò

E

p E
�

E
õ

E
y

x

	 (가)	 (나)

또 p에서 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 -x축과 45ù를 이루므로 C에 

의한 전기장의 x성분과 y성분은 크기가 같다. Eõ=E�y=E�x이므

로 E�='2Eõ이다. 또 p까지의 거리는 C가 B의 '2배이므로 

k
q�

('2r)Û`
='2_k

qõ
rÛ`

에서 q�=2'2qõ이다. 

ㄷ.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¼이라고 하

자. 전하량은 C가 B의 2'2배이고 (나)에서 A에서 거

리는 B가 C의 '2배이므로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

의 크기는 4'2F¼이다. 두 힘을 합성하면 A에 작용하

는 전기력 F의 x성분의 크기는 
F¼
'2

이고 y성분의 크기

F¼

412F¼F

A

는 {4'2- 1
'2
}F¼=7'2

2 F¼이므로 F=5F¼이다. 따라서 A에 작

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5배이다.

20  평형과 안정성

수레가 평형을 유지하려면 수레의 두 바퀴가 수레에 작용하는 힘과 

중력이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만족해야 한다. 또 수레가 오른

쪽으로 가장 멀리 갔을 때는 받침대의 오른쪽을 회전축으로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수레가 왼쪽으로 가장 멀리 갔을 때는 받침

대의 왼쪽을 회전축으로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수레의 왼쪽과 오른쪽 바퀴가 수레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각각 

fÁ, fª라고 하면, 힘의 평형에서 fÁ+fª=mg이고, 수레의 오른쪽 끝

을 회전축으로 하여 돌림힘의 평형을 적용하면 mg_;2#;L=fÁ_2L

이므로 fÁ=;4#;mg, fª=;4!;mg이다. 수레의 오른쪽 바퀴가 현재 위치

에서 오른쪽으로 최대 거리 xÁ만큼 이동하면 받침대의 오른쪽 끝을 

회전축으로 하여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때 나무판은 돌

림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xÁ<2L이어야 하고, ;4#;mg(2L-xÁ)

=;4!;mgxÁ에서 xÁ=;2#;L이다.

수평면

2L

회전축

L xÁ

fÁ=;4#;`mg fª=;4!;`mg

수레의 오른쪽 바퀴가 현재 위치에서 왼쪽으로 최대 거리 xª만큼 이

동하면 받침대의 왼쪽 끝을 회전축으로 하여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어

야 한다. 수레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거리가 4L이므로 xª=

4L-;2#;L=;2%;L이고, 회전축에서 오른쪽 바퀴까지의 거리는 ;2#;L이다.

수평면

2L

fÁ fª

회전축

L;2#;`L

나무판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4#;mg_{2L+;2#;L}+;4!;mg_

;2#;L=MgL에서 M=3m이다.

 01 ① 02 ② 03 ③ 04 ① 05 ②

 06 ④ 07 ③ 08 ④ 09 ③ 10 ④

 11 ④ 12 ② 13 ① 14 ④ 15 ③

 16 ③ 17 ⑤ 18 ⑤ 19 ⑤ 20 ⑤  

회4 본문 135~139쪽실전 모의고사

01  힘의 합성과 분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각각의 힘을 성분별로 분해한 후 각각의 

성분별 합을 통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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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x축	방향이므로	물체에	작용하

는	알짜힘의	y성분은	0이다.

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y성분이	0이고,	A의	y성분의	크기가	

5`N이므로,	B의	y성분의	크기는	5`N이다.	B가	x축과	이루는	각이	

45ù이고	B의	y성분의	크기가	5`N이므로	B의	크기는	5'2`N이다.
ㄷ.	A의	x성분의	크기는	5'3`N이고	B의	x성분의	크기는	5`N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5+5'3)`N이다.	물체의	질량이

2`kg이므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5+5'3
2 `m/sÛ`이다.

02  전자기파의 회절

단일	슬릿을	지난	레이저	빛의	회절	무늬의	폭은	파장이	길수록,	슬릿

의	폭이	작을수록,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증가한다.

ㄱ.	회절	무늬의	폭(L)은	파장에	비례한다.	따라서	L은	파장이	긴	빨

간색일	때가	파란색일	때보다	크다.

ㄴ.	회절	무늬의	폭은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	따라

서	d를	증가시키면	L도	증가한다.

ㄷ.	회절	무늬의	폭은	슬릿의	폭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단일	슬릿의	

폭을	증가시키면	L은	감소한다.

03  평면에서의 등가속도 운동

2차원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힘의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

동을	하고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ㄱ.	1초	동안의	구간	변위가	y축	성분은	10`m로	일정하고,	x축	성분

은	11`m,	13`m,	15`m로	일정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x	방향이다.

ㄴ.	물체의	구간별	평균	속도의	y성분은	10`m/s로	일정하고,	x성분

은	11`m/s,	13`m/s,	15`m/s로	매초마다	2`m/s씩	일정하게	증가

한다.	0	~1초	구간에서	평균	속도의	x성분은	11`m/s,	1~	2초	구간

에서	평균	속도의	x성분은	13`m/s이다.	1초일	때	속도의	x성분은	

12`m/s이고,	1초마다	x성분의	변화의	크기가	2`m/s이므로	0초일	

때	속도의	x성분의	크기는	10`m/s이다.	0초일	때	속도의	x성분과		

y성분이	 10`m/s이므로	 0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1 Ã0Û`+10Û`=	

10'2(m/s)이다.

ㄷ.	물체의	가속도의	y성분은	0이고,	x성분의	크기가	2`m/sÛ`이고	

물체의	질량이	2`kg이므로	물체에	작용한	알짜힘의	크기는	4`N이다.

04  케플러 법칙

원운동에	필요한	구심력{m vÛ`
r }이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면	행성과	위성	사이의	거리(r)가	증가하고,	반대로	원운동에	필요

한	구심력의	크기가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작으면	행성으

로부터	위성	사이의	거리(r)는	감소한다.(m:	위성의	질량,	v:	행성

과	위성	사이를	이은	선에	수직인	속도	성분의	크기)

ㄱ.	A와	B의	질량이	같으므로	Q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

기는	같다.	Q에서	A는	원운동에	필요한	구심력이	A에	작용하는	중

력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Q를	지나면서	행성의	중심과	A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Q에서	B는	원운동에	필요한	구심력과	B에	작용하

는	중력의	크기가	같다.	따라서	Q에서	속력은	A가	B보다	크기	때문

에	Q에서	운동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ㄴ.	A가	P를	지나면서	행성으로부터의	거리가	줄어들어야	하므로	

P에서는	A에	작용하는	구심력이	A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작아야	한

다.{m v¸ Û`
(3r)

<G Mm
(3r)Û`

,	v¸:	P에서	속력,	M:	행성의	질량,	m:	위성

의	질량,	G:	중력	상수}	따라서	v¸<®ÂGM
3r
이다.	B에	작용하는	구

심력과	중력은	같아야	하므로{mvõÛ`
r =G Mm

rÛ`
}의	B의	속력	võ=

®ÂGM
r
이다.	v¸<®ÂGM

3r
<®ÂGM

r
=võ이므로	P에서	A의	속력	

은	Q에서		B의	속력보다	작다.

ㄷ.	위성의	주기의	제곱은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TõÛ`
T�Û`

= rÜ`
(2r)Ü`
}	따라서	A의	주기(T�)는	B의	주기(Tõ)의	2'2배이다.

05  전류에 의한 자기장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향하게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도선을	감쌀	때	네	손가락이	감싼	방향으

로	도선	주변에	회전하는	자기장이	형성된다.

ㄱ.	Ⅰ에서는	O에서	자기장이	0이므로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

한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이다.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O에

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므로	B에	흐

르는	전류에	의한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

는	방향이다.	따라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ㄴ.	Ⅱ에서	O에서의	자기장은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은	상쇄되고	나머지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다.	O에서	자

기장의	세기가	Ⅲ에서와	Ⅱ에서	같기	위해서는	A와	C에	흐르는	전

류에	의한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어야	한다.	따라서	A

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y	방향이므로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또한	+y	방향이다.

ㄷ.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O에서	자기장의	세기와	A와	C에	흐르

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같기	위해서는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B¼의	

2배인	2B¼이	되어야	한다.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의	세기는	직선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O로부터의	거리

가	A가	C의	;2!;배이므로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에	흐르는	전류

의	세기	I와	같다.

06  일과 운동 에너지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물체가	받은	일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변위의	힘의	방향	성분의	곱과	같다.	물체가	받은	일과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같다.

ㄱ.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mg이고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B의	변위의	중력	방향	성분의	크기는	h이다.	따라서	수평면에	도달

할	때까지	중력이	B에	해준	일은	mgh이다.

ㄴ.	A와	B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받은	일의	양이	같으므로	수평

면에	도달하는	순간	A와	B의	속도의	크기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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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처음 속도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도의 크기가 같으므로 

평균 속도의 크기도 같다.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평균 속도의 크

기는 같고 이동 거리가 A가 B의 ;2!;배이므로 출발하여 수평면에 도달 

할 때까지 걸린 시간도 A가 B의 ;2!;배이다.

07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중력장 내에서 물체의 운동은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ㄱ. A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따라서 처음 수

평면에서 속도의 크기가 2'g§h이므로 포물선 경로를 지나 도달하는 

처음과 높이가 같은 수평면에서 속도의 크기 또한 2'g§h이다.

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 빗면의 끝인 높이 h인 곳에서 A의 

속도의 크기는 '2¶gh이고, 속도의 수평 성분과 연직 성분의 크기는 

'g §h로 같다. 수평면에서 A의 운동 에너지가 2mgh이고, 경로상 

최고점에서 A의 운동 에너지가 
mgh

2
이므로, 경로상 최고점에서의 

A의 퍼텐셜 에너지는 ;2#;mgh이다. 따라서 수평면으로부터 최고점

까지의 높이는 ;2#;h이다.

ㄷ. 빗면에서 벗어나는 순간 속도의 연직 성분은 'g§h이고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의 연직 성분은 -'3¶gh로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

지 포물선 경로를 운동하는 동안 속도 변화의 크기는 ('3+1)'g§h로 

이동 시간은 ('3+1)® h
g

이다. 포물선 운동 경로에서 속도의 수평 성

분의 크기는 'g §h이므로 포물선 운동에서 수평 이동 거리 s=('3+1)

®h
g
_'g§h=('3+1)h이다.

08  열과 일의 전환

줄의 실험 장치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만큼 열이 발생한다. 감소

한 역학적 에너지가 W일 때 줄의 실험 장치의 회전 날개와 물의 마

찰에 의해 발생한 열량 Q 사이에는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W=JQ 

( J: 열의 일당량)

ㄱ. 줄의 실험 장치에서 추가 일정한 속력으로 낙하하고 있으므로 역

학적 에너지는 낙하하는 동안 감소한 추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만큼 

감소한다.

ㄴ. 실이 줄의 실험 장치에 해준 일은 중력이 추에 해준 일인 mgh와 

같다.

ㄷ. 실이 줄의 실험 장치에 해준 일은 mgh이므로 회전 날개와 액체

와의 마찰로 발생한 열은 
mgh

J
이다. 액체의 질량이 M이고 비열이 

c이므로 액체의 온도 변화는 
mgh
cJM

이다.

09  쿨롱 법칙과 정전기 유도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

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전하의 종류가 같으면 밀어내는 전기력

이 작용하고, 전하의 종류가 다르면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ㄱ. (가)에서 A와 B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ㄴ. (나)에서 B가 매달려 있는 실이 연직선과 나란하고, B가 받는 알

짜힘은 0이다. A와 C의 질량이 같고 A, B, C가 매달려 있는 실이 

천장에 연결된 지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 따라서 A와 B 사이에 작용

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으

므로 h�=h�이다.

ㄷ. (가)에서 A와 B를 접촉한 후 떨어뜨리면 A와 B의 전하의 종류

는 같고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 따라서 (나)에서 A의 전하량을 Q로 

가정하면 B와 C의 전하량 또한 Q이다. (나)에서 A와 B의 전하량의 

합은 2Q이므로 (가)에서 A의 전하량의 크기가 C의 2배인 2Q이면 

B의 전하량은 0이다. B의 전하량이 0이 될 수 없으므로 (가)에서 전

하량의 크기는 A가 C의 2배가 아니다.

10  축전기의 전기 용량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금속판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금속판의 면

적에 비례한다.

ㄱ. 글자판을 누르면 글자판에 있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증가하므

로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이 증가한다.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회로에는 C → 전원 →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ㄴ. 직렬연결된 축전기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 

반비례한다. 글자판을 누르면 글자판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증가하

므로 글자판의 두 금속판 B와 C 사이의 전위차는 감소한다.

ㄷ.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일정할 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의 제곱에 비례한다. 키보드를 누를 경우 P

에 저장된 전하량이 증가하므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증가

한다.

11  저항의 연결과 소비 전력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이 같을 때 저항의 소비 전력은 저항값에 반

비례한다.

④ 회로 전체에 걸린 전압은 회로가 닫혀 있을 때와 열려 있을 때 같

다. 하지만 A, B, C 각각의 저항값을 R라 할 때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회로 전체의 저항값은 ;3@;R이고,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 회로 전

체의 저항값은 ;2!;R이다.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은 전체 저항값에 

반비례하므로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와 닫혀 있을 때 회로 전체의 소

비 전력의 비는 3 : 4이다.

12  등가 원리

우주선 안의 관찰자는 포물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이 

중력 때문인지 관성력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다.

ㄱ. A가 관측할 때 B가 타고 있는 우주선에서 발사한 공은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하므로 공의 운동 경로는 직선이다.

ㄴ. 공의 질량을 m이라 할 때, B와 C가 타고 있는 우주선의 가속도

의 크기가 각각 a, 2a이므로 B와 C가 관측한 공에 작용하는 관성력

의 크기는 각각 ma, 2ma이다.

ㄷ. B와 D가 타고 있는 우주선의 가속도가 같으므로 B와 D가 관측

한 공의 가속도 크기 또한 같다. 그리고 B와 D가 관측할 때 벽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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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이 발사되는 순간 바닥면에 수직인 속도의 성분은 모두 0이고 

바닥면에 나란한 속도 성분의 크기는 v¼으로 같다. B와 D가 관측할 

때 발사된 순간 공의 속도와 공의 가속도가 같으므로 공이 바닥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서로 같다.

13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

전파를 수신할 때 주파수가 
1

2p'¶LC
인 전자기파의 전류가 잘 흐른

다. (L: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 C: 축전기의 전기 용량)

ㄱ. 1차 코일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방송국에서 송신한 전파

와 동일한 진동수의 전류가 흐른다.

ㄴ. 축전기와 코일이 연결된 교류 회로에서 공명 진동수는 코일의 자

체 유도 계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따라서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

가 증가할수록 전류의 세기가 최대가 되는 전파의 진동수는 감소한다.

ㄷ. 축전기와 코일이 연결된 교류 회로에서 공명 진동수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따라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증

가할수록 수신이 잘 되는 전파의 진동수는 감소한다.

14  볼록 렌즈에 의한 상

볼록 렌즈의 초점은 광축에 평행한 광선이 렌즈를 통과한 후 만나는 

지점이다.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크면 볼록 렌즈

에 의한 상은 실상, 초점 거리보다 작으면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은 허

상이다.

ㄱ. 광축에 평행한 광선 A와 B가 x=a인 x축에서 만난다. 따라서 

볼록 렌즈의 초점 거리는 a이다.

ㄴ. P와 볼록 렌즈 사이의 거리(2a)는 초점 거리(a)의 2배이므로 볼

록 렌즈와 볼록 렌즈에 의한 상까지의 거리는 2a이다. 따라서 P에서 

입사한 빛은 볼록 렌즈를 통과한 후 x=2a인 위치의 한 점에 모 

인다.

ㄷ. x=- 3a
2 인 위치에 놓인 물체와 볼록 렌즈 사이의 거리는 볼록

렌즈의 초점 거리보다 크다. 따라서 x=- 3a
2 인 위치에 놓인 물체의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은 실상이다.

15  광학 현미경과 굴절 망원경

굴절 망원경은 아주 멀리 있는 물체를 보기 위한 광학 기기로 물체에

서 대물렌즈를 향한 빛은 광축과 나란한 것으로 생각하여 대물렌즈에 

의한 상의 위치를 찾는다. 현미경은 가까이 있는 물체를 확대하여 보

기 위한 광학 기기로 대물렌즈와 대물렌즈에 의한 상까지의 거리가 

물체와 대물렌즈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

ㄱ. 굴절 망원경의 대물렌즈에 의한 상의 위치는 대물렌즈의 초점 근

처에 있으므로 
p
f(가)

는 1에 가깝다. 현미경의 경우는 대물렌즈 초점 근

처의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는 것이므로 
q

f(나)

는 현미경의 대물렌즈 

배율과 비슷하다. 따라서 
p
f(가)

는 
q

f(나)

보다 작다.

ㄴ. (나)에서 현미경은 확대된 상을 얻기 위함으로 대물렌즈에 의한 

상은 확대된 실상이므로 대물렌즈에서 대물렌즈에 의한 상까지의 거

리는 대물렌즈의 초점 거리보다 크고, 대물렌즈에 의한 상은 접안렌

즈의 초점 근처에 있다. 따라서 대물렌즈와 접안렌즈 사이의 거리는 

두 렌즈의 초점 거리의 합보다 크다.

ㄷ. 굴절 망원경과 광학 현미경에서 대물렌즈는 물체의 실상을 만들

고 대물렌즈에 의해 만들어진 실상을 접안렌즈를 통해 관찰한다. 이

때 접안렌즈를 통해 본 모습은 허상이다.

16  물질파

입자의 드브로이 파장(k)은 입자의 운동량 크기(p)에 반비례한다. 

(k=h
p , h: 플랑크 상수)

ㄱ. 속력이 v¼일 때 운동 에너지는 A가 B의 2배이므로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ㄴ. P와 Q에서 운동 에너지는 같고 질량은 A가 B의 2배이므로 속

력의 제곱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따라서 입자의 속력은 Q에

서가 P에서의 '2배이다.

ㄷ. 질량이 m이고 운동 에너지가 Eû인 입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2 ¶mEû이다. '2¶mEû로부터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이 큰 P에서가 

Q에서의 '2배이다. 드브로이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하므로 드브로

이 파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17  전자의 회절 실험과 불확정성 원리

전자의 회절 실험에서 슬릿의 폭은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에 비례하며 스

크린에 나타난 회절 무늬의 폭은 전자의 운동량 불확정성에 비례한다.

ㄱ. 슬릿의 폭은 C가 A의 2배이므로 슬릿을 통과하는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은 C가 A의 2배이다.

ㄴ. 전자의 위치의 불확정성이 C가 A의 2배이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A가 C의 2배이다.

ㄷ. A와 B의 슬릿의 폭이 같으므로 슬릿을 통과하는 순간 위치의 불

확정성이 A와 B가 같으므로 운동량의 y성분의 불확정성 또한 A와 

B가 같다. D는 운동량의 y성분의 불확정성에 비례한다. A와 B의 

운동량의 y성분의 불확정성은 같지만 입사한 전자의 속력이 B가 A

의 2배이므로 D는 A가 B의 2배이다.

슬릿
스크린

전자

v d
D

y

x

별해 | A와 B의 슬릿의 폭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같고, 전자의 드

브로이 파장은 A가 B의 2배이므로 스크린에 나타난 회절 무늬의 폭 

D는 A가 B의 2배이다.

18  상호유도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각각의 코일의 감긴 수에 

비례하고, 각각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의 코일의 감긴 

수에 반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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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저항의 저항값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

의 세기의 곱과 같다. 따라서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의 최댓값은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최댓값 I¼과 저항

값 R의 곱인 I¼R이다.

ㄴ. 변압기 코일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코일의 감긴 수에 비례한다.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긴 수가 각각 2N, N이므로 1차 

코일의 양단에 걸린 전압의 최댓값은 2차 코일의 양단에 걸린 전압의 

최댓값 I¼R의 2배인 2I¼R이다. 

ㄷ. 변압기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코일의 감긴 수에 반비례

하므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최댓값은 2차 코일에 흐르

는 전류의 세기의 최댓값인 I¼의 ;2!;배인 
I¼
2 이다. 

19  전자기 유도

원형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원형 도선에는 유

도 전류가 흐른다.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기 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비례하고 유도 전류는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

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흐른다.

ㄱ. 0에서 t¼까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일정

하므로 A의 단면을 통과하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또한 일정하다. 따라서 0에서 t¼까지 A에 발생하

는 유도 기전력은 일정하다.

ㄴ. 0 ~2t¼ 구간에서 B의 단면을 통과하는 +x 방향의 코일에 흐르

는 전류에 의한 자기 선속이 감소한다. 따라서 t¼일 때 B의 단면을 통

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상쇄시키기 위해 B에 흐르는 유도 전류

에 의한 q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ㄷ. A와 C의 단면을 통과하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z성분은 각각 +z 방향, -z 방향이다. t¼일 때 A와 C의 단면을 통

과하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A와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p와 r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각각 +z 방

향, -z 방향이다.

20  돌림힘과 힘의 평형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과 돌림힘의 

합은 각각 0이다.

⑤ A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T�, B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의 크기를 Tõ라 하고 A가 연직선과 이루는 각을 h라 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과 막대의 오른쪽 끝을 회전축으로 하여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막대의 길이: l)

합력: 2mg-T�cosh-Tõcos45ù=0, 

   T�sinh -Tõsin45ù=0 …… ①

돌림힘: lmg
2 -lT�cosh=0 …… ②

식 ①, ②로부터 T�cosh=mg
2 , Tõcos45ù=Tõsin45ù=;2#;mg, 

T�sinh=;2#;mg이다. 따라서 A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ÃT�sinh)Û`+(T�cosh)Û`= '1�02 mg이다.

 01 ⑤ 02 ⑤ 03 ⑤ 04 ⑤ 05 ④

 06 ③ 07 ⑤ 08 ③ 09 ① 10 ①

 11 ③ 12 ⑤ 13 ② 14 ③ 15 ④

 16 ③ 17 ④ 18 ④ 19 ④ 20 ⑤ 

회5 본문 140~144쪽실전 모의고사

01  자기장과 자기력선

자기장은 자기력선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자기력선은 폐곡선이고, 자

기력선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이 세다.

ㄱ.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이 조밀한 P에서가 Q에서보다 세다.

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시한

다. 따라서 X가 N극이고 Y가 S극이다.

ㄷ. 나침반은 자기장 영역 안에서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정

렬한다. 자기력선의 화살표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므로 A 

지점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 자침의 N극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02  중력 렌즈 효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태양과 같이 질량을 가진 

천체 주위의 시공간이 휘어져 있어 빛의 진행 경로가 천체에 의해 휘

어진다.

ㄱ. 별들의 위치 변화는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지고, 휘어진 시

공간을 따라 빛이 휘어지는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한 것이다.

ㄴ. 태양에 가까운 별일수록 별의 위치 이동이 크다. 이것은 태양에 

가까울수록 시공간이 크게 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ㄷ. 중력 렌즈 효과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03  불확정성 원리

전자에 비추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은 감소하

고, 전자의 운동량 불확정성은 증가한다.

ㄱ.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비춘 빛은 전자에 의해 산란된 후 

현미경에 의해 모여 스크린에 상을 만든다. 이때 빛의 회절에 의해 상

이 흐려지므로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ㄴ. 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하므로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광자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ㄷ.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하면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은 감소하지만 운동량 불확정성은 증가하여 전자의 운동량

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 

04 속도와 가속도

가속도–시간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다. t=0에서 

물체의 속력은 0이므로 2초일 때 속도의 x성분은 vx=2`m/s, y성

분은 vy=6`m/s이고, 5초일 때 속도의 x성분은 vx=8`m/s, y성분

은 vy=12`m/s이다.

ㄱ. 0초부터 2초까지 x축 방향의 변위의 크기는 sx=;2!;_1_2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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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y축 방향의 변위의 크기는 sy=;2!;_3_2Û`=6(m)이다. 따라

서 0초부터 2초까지 물체의 변위의 크기는 "Ã2Û`+6Û`=2'1�0(m)이다.

ㄴ. 5초일 때 속도의 x성분은 vx=8`m/s, y성분은 vy=12`m/s이

므로 속도의 크기는 "Ã8Û`+12Û`=4'1�3(m/s)이다.

ㄷ.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Ã1Û`+2Û`='5(m/sÛ`)이고, 5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Ã4Û`+2Û`=2'5(m/sÛ`)이므로 가속도의 크기는 5초

일 때가 3초일 때의 2배이다.

05  유도 기전력

길이가 l인 정사각형 도선이 일정한 속력 v로 자기장의 세기가 B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들어갈 때 도선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V=

-DUDt =-BDA
Dt =-Blv이다.

ㄱ. 금속 고리의 속력을 2배로 증가시키면 금속 고리에 유도되는 기

전력의 크기도 2배가 된다.

ㄴ. 정사각형 금속 고리의 면적을 2배로 하면 금속 고리의 한 변의 

길이는 '2배가 되므로 금속 고리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도 '2배
가 된다.

ㄷ. 자기장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를 2배로 증가시키면 금속 고리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도 2배가 된다.

06  일과 운동 에너지

물체에 작용한 알짜힘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를 일·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한다. 

③ 물체는 수평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크기가 Fcos60ù인 힘이 

작용하여 수평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한다. 따라서 물체가 3`m 이동

하는 동안 크기가 Fcos60ù인 알짜힘이 작용하므로 알짜힘이 물체에 

한 일은 그래프 아래의 면적과 같은 27`J이다. 

x(m)

Fcos60ù(N)

0

10
9
8

321

물체는 x=0에서 정지해 있었으므로 x=3`m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

지는 27`J이다. 따라서 x=3`m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의 속력 v

는 ;2!;_2_vÛ`=27에서 v=3'3`m/s이다.

07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에 전압이 V인 직류 전원을 연결하였을 때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2!;CVÛ`이다.

⑤ 두 금속판 사이의 거리가 d, 금속판의 면적이 S, 유전율이 e인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C=e
S
d이다.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는 U=;2!;CVÛ`=;2!;eSdVÛ`에서 U¥
1
d이다. 축전기의 오른쪽 금속 

판이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면 d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U¥
1
d에 의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시간에 대해 반비

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08  단진자와 역학적 에너지

추가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따

라 추의 감소한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추의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다.

ㄱ. 최고점과 최저점의 높이 차가 A는 2l(1-cosh�)이고, B는 

l(1-coshõ)이다. h�>hõ이므로 2l(1-cosh�)>l(1-coshõ)가 

되어 최고점과 최저점의 높이 차는 A가 B보다 크다.

ㄴ. 최저점에서 A의 속력을 v�, B의 속력을 võ, 중력 가속도를 g라

고 하면, 최저점에서 추의 운동 에너지는 추가 최고점에서 최저점까

지 운동하는 동안 감소한 중력 퍼텐셜 에너지와 같으므로 A의 운동 

에너지는 ;2!;mv� Û`=mg2l(1-cosh�)이고, B의 운동 에너지는 

;2!;2mvõ Û`=2mgl(1-coshõ)이다. 따라서 v�='4Ägl(1-cosh�)

이고, võ='2Ägl(1-coshõ)이므로 v�>võ이다.

ㄷ. 추의 운동 에너지는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운동하는 동안 감소

한 중력 퍼텐셜 에너지와 같다. 따라서 최저점에서의 A의 운동 에너

지는 E�=2mgl(1-cosh�), B의 운동 에너지는 Eõ=2mgl(1-

coshõ)이므로 운동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09  렌즈 방정식과 배율

볼록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a, 볼록 렌즈와 상 사이의 거리를 b, 

볼록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 할 때 렌즈 방정식은 
1
a+1

b=1
f이다.

ㄱ. 렌즈 방정식에 a=2f를 적용하면 
1
2f+

1
b=1

f에서 b=2f=a이다.

ㄴ. a>2f일 때, 렌즈에 의해 축소된 도립 실상이 생긴다.

ㄷ. 물체가 볼록 렌즈의 초점 바깥쪽에서 렌즈를 향하여 움직일 때 

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은 렌즈를 중심으로 물체 반대편 초점에서부터 

멀어지고 크기는 커진다.

10  등속 원운동 실험

추의 질량이 M일 때, 실이 고무마개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이

고, 고무마개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Mgsinh이다. 고무마

개가 각속도 x로 주기가 T인 등속 원운동 할 때 x= 2p
T =2pf이다. 

질량이 m인 고무마개가 반지름이 r인 등속 원운동을 할 때 고무마개

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mrx Û`=Mgsinh이다. m(lsinh)
(2pf)Û`=Mgsinh에서 4pÛ`mlf Û`=Mg이다.

ㄱ. 1초당 고무마개의 회전수 f는 줄의 길이가 lÁ일 때가 lª일 때보다 

크다. 따라서 고무마개의 각속도 x는 1초당 고무마개의 f에 비례하

므로 lÁ일 때가 lª일 때보다 크다.

ㄴ. Mgsinh=mgtanh에서 cosh= m
M

이다. 추와 고무마개의 질

량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h는 일정하다. 따라서 고무마개의 속력을 v

라고 하면, Mgsinh=m vÛ`
lsinh이므로 고무마개의 속력은 lÁ일 때

가 lª일 때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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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고무마개의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mlsinhx Û`=Mgsinh에서 

lsinhxÛ`=M
m gsinh이다. 따라서 고무마개의 구심력의 크기는 lÁ일 

때와 lª일 때가 같다. 

11  전기장과 전기력선

균일한 전기장에서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전하량의 크기

와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ㄱ. A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일 때 A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A가 받

는 중력의 방향이 -y 방향이므로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y 

방향이어야 합력이 0이 될 수 있다. A는 양(+)전하이므로 전기장의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따라서 전기장의 방향은 +y 방향이다.

ㄴ.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전기력의 크기가 같을 때 A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되어 등속도 운동을 한다. 따라서 mg=QE에서 전기장

의 세기 E는 
mg
Q 이다.

ㄷ. B는 음(-)전하이므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y 방향

이다. B에 작용하는 합력은 mg+2Q_2E=5mg이다. 따라서 B

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의 5배이다. 

12  도플러 효과

음원이 관찰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면 관찰자가 측정하는 소리의 파

장이 짧아지고 진동수가 커져서 관찰자는 더 높은 소리를 듣게 된다. 

음원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면 관찰자가 측정하는 소리의 파장이 길

어지고 진동수가 작아져서 관찰자는 더 낮은 소리를 듣게 된다.

ㄱ. S가 B에 가까이 다가오면 B가 측정하는 음파의 파장이 짧아지

고 진동수가 커져서 더 높은 소리를 듣게 된다.

ㄴ. f�=f¼ V

V+ 1
10

V
=;1!1);f¼이고, fõ=f¼ V

V- 1
10

V
=:Á9¼:f¼이다. 따

라서 f� : fõ=;1!1);f¼ : :Á9¼:f¼=9 : 11이다.

ㄷ. S의 속력만 2배로 증가하여 움직이면 A에서 측정한 음파의 진

동수 f�'는  f�'=f¼ V

V+ 2
10

V
=;6%;f¼=;1!2!;f�이다.

13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앙페르 법칙을 따

르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

례하고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ㄱ.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이므로 R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y 방향이

다. 따라서 R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일 때 R에

서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y 방향이고, B에 흐

르는 전류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ㄴ. R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일 때 B에 흐르

는 전류의 세기는 I이므로 P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k I
2'2d

이고 x축과 45ù를 이루며, P에서 B에 흐르는 전류

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k I
2d

이고 x축과 나란하다. 또한 Q에서 A

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k I
2d

이고 x축과 나란하며, 

Q에서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k I
2'2d

이고 x축과 

45ù를 이룬다. 따라서 B¸=BÎ이다.

ㄷ. P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k I
2'2d

이고, 

x축과 45ù를 이루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는 x성분과 y성분이 같다. 

P에서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k I
2d

이고, A에 흐

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x성분과 방향이 같다. 따라서 h¸는 45ù보

다 작다. 동일한 과정으로 hÎ도 45ù보다 작다. 따라서 h¸+hÎ는 90ù

보다 작다.

14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 무늬

단색광이 단일 슬릿을 통과한 후 서로 간섭을 하면서 스크린에 회절 

무늬를 만든다. 이때 단색광의 파장을 k, 단일 슬릿의 폭을 a,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L이라 하면 스크린 중앙에서 첫 번째 어두

운 지점까지의 거리는 x=L
a k이다.

ㄱ. 단일 슬릿의 폭이 넓어질수록 스크린 중앙의 밝은 무늬의 폭은 

좁아진다. 따라서 O에서 밝은 무늬의 폭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넓다.

ㄴ. 스크린 중앙의 밝은 무늬의 폭은 단색광의 파장이 길수록, 단일 

슬릿의 폭이 좁을수록, 단일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넓을수록 

넓다{x=L
a k}. 따라서 (가)에서 단색광의 파장을 길게 하면 O에서  

밝은 무늬의 폭은 넓어진다.

ㄷ. 스크린상의 가장 밝은 지점에서 첫 번째 어두운 지점의 중심까지

의 거리 x는 
L
a k이므로 단일 슬릿의 폭이 2배인 (나)에서가 (가)에서

의 ;2!;배이다.

15  전자기파와 정보 통신

전기 용량 C는 극판의 면적 S에 비례하고, 극판 사이의 간격 d에 반

비례한다. 또한 교류 회로에 연결된 축전기의 저항 역할은 진동수가 

클수록 작다. 

ㄱ. 금속판의 면적이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넓으므로 축전기의 전

기 용량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ㄴ. 회로의 공명(고유) 진동수는 f¼= 1
2p'ÄLC

(L: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 C: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다. 따라서 회로의 공명(고유) 진동

수는 전기 용량이 더 작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다.

ㄷ. 회로의 공명(고유) 진동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전파

의 진동수는 fÁ>fª이므로 LC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최대가 

되었을 때 (가)에서 나오는 방송은 진동수가 fÁ인 A의 방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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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광전 효과

금속판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 현

상을 광전 효과라 한다. 광전 효과 실험에서 정지 전압은 광전자의 최

대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ㄱ. 광전 효과 실험에서 정지 전압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정지 전압의 비가 V� : Võ=1 : 2이므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2배이다.

ㄴ. (나)에서 광전류의 세기는 A를 비추었을 때가 C를 비추었을 때

보다 크므로 금속판에 비추는 단색광의 세기는 A가 C보다 세다.

ㄷ. 금속판의 일함수를 W, 단색광 A에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

지를 E라 하면 A의 에너지는 E�=hf�=W+E이고, 진동수가 

2f�인 단색광의 에너지는 E�'=2hf�=2W+2E이다. B의 진동

수를 fõ라 하면 B의 에너지는 Eõ=hfõ=W+2E에서 E�'>Eõ
이므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가 2f�인 단색광을 비출 

때가 B를 비출 때보다 더 크다. 따라서 진동수가 2f�인 단색광을 금

속판에 비추면 전압이 -Võ일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0이 

아니므로 광전류의 세기도 0이 아니다.

17  돌림힘의 평형

책상 모서리가 막대를 받치는 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막대에 작용하

는 돌림힘이 평형을 이룬다. 책상이 막대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힘

은 벽과 막대를 연결한 줄에 걸린 힘과 같고, 수직 방향의 힘은 막대

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④ 책상 모서리가 막대를 받치는 점을 회전축으로 하고 줄에 걸린 

힘을 T라고 할 때, 2l×T=
l
2_mg+l×2mg이므로 T=;4%;mg

이다. 막대에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므로, 책상이 막대에 수평 방

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줄에 걸린 힘의 크기인 ;4%;mg와 같고, 수직 방

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막대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인 3mg와 

같다. 따라서 책상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¾{Ð;4%;mg}2̀ +(3mg)Û̀

=:Á4£:mg이다.

18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포물선 운동

A는 P에서 수평면과 30ù를 이루는 각으로 던져졌으므로 P에서 A

의 속도의 수평 성분은 
'3
2 v�, 연직 성분은 ;2!;v�이다.

④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하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g이고, B의 가

속도의 크기는 gsin30ù=;2!;g이다. A, B를 발사한 순간부터 R에 

A와 B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A가 수평 방향으

로 이동한 거리는 
'3
2 v�t='3L이므로 t= 2L

v� 이다. A는 t 동안 연직 

아래 방향으로 L만큼 이동하므로 -L=;2!;v�t-;2!;gt Û`에서 v�=

'g§L이다. B는 경사면을 따라 등가속도 운동을 하므로 L=võt-

;2!; 
g
2  tÛ`에서 võ='g§L이다. 따라서 

v�
võ=1이다.

19  전기 에너지와 소비 전력

저항값이 R인 저항에 걸린 전압이 V이고 전류의 세기가 I일 때 저

항의 소비 전력은 P=VI=IÛ`R=
VÛ`
R 이다.

ㄱ. 가변 저항 R=3`X일 때 Rª와 가변 저항의 합성 저항값은 ;2#;`X

이고, 전체 회로의 합성 저항값은 ;2(;`X이다.

ㄴ. 회로 전체에 옴의 법칙을 적용하면 V=;2(;I이다. 따라서 RÁ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Á=I=;9@;V이고 RÁ에 걸리는 전압은 VÁ=

;9@;V_3=;3@;V이다.

ㄷ. 가변 저항의 저항값이 3`X일 때 회로 전체의 합성 저항값은 ;2(;`X

이고,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3!;V이다. 가변 저항의 저항값이 

6`X일 때 회로 전체의 합성 저항값은 5`X이고,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

압은 ;5@;V이다. 가변 저항에서 각 저항값에 따라 단위 시간당 소비되

는 전기 에너지의 비는 P=
VÛ`
R 에서 

{
1
3
V}2

3
 : 
{
2
5
V}2

6
=25 : 18

이다. 따라서 R가 6`X일 때 가변 저항에서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전

기 에너지는 R가 3`X일 때의 ;2!5*;배이다. 

20  알짜힘이 하는 일

마찰력의 크기를 f라고 하면, p에서 q까지 운동 방향으로 크기가 

F-mg sin30ù-f인 알짜힘이 작용하고, q에서 r까지 운동 반대 방

향으로 크기가 mg sin30ù+f인 알짜힘이 작용하며, r에서 q까지 운

동 방향으로 크기가 mg sin30ù-f인 알짜힘이 작용한다. 

ㄱ.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p에서 q까지 경사면을 올라갈 

때와 r에서 q까지 경사면을 내려올 때가 2`N으로 같으므로 F- 

mg sin30ù-f=mg sin30ù-f=2(N)에서 F=10`N이고, f=3`N

이다.

ㄴ. p에서 q까지 크기가 2`N인 알짜힘을 받아 물체는 16`m 이동하

므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32`J이다. 따라서 경사면을 올라갈 때 q

에서 물체의 속력은 8`m/s이다. q에서 r까지 물체의 운동 반대 방향

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가 mg sin30ù+f=8`N이므로 

물체는 8`m/sÛ̀ 의 가속도 크기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따라서 

q에서 r까지 물체는 1초 동안 8_1-;2!;_8_1=4(m)를 이동하여 

r에 정지한다.

ㄷ. 최고점 r에서 q까지 내려올 때 크기가 mg sin30ù-f=2`N인 

알짜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4`m를 이동하므로 알짜힘이 한 일은 

2`N_4`m=8`J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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