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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험`번호

1. 그림 (가)는 희가 그네를 타는 모습을, (나)는 (가)의
운동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물체는 원형 경로를
따라 점 A와 최하점 B를 지나 점 C를 통과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에서 C까지 물체의 이동 거리는 변위의 크기보다 크다.
ㄴ. A에서 C까지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ㄷ. B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보 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 그림 (가)는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의 변위를 위치 x에
따라나타낸것이고, (나)는 이 순간부터 x=1 m인위치 P에서의
변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진행 방향은 +x방향이다.
ㄴ. 진동수는 4 Hz이다.
ㄷ. 진행 속력은 1 m/s이다. 

<`보 기`>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3.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모눈
종이에 점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충돌 전후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ㄴ. 충돌 전 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ㄷ.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보 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 그림은일정량의이상기체 A와 B의
부피를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압력은 1기압으로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몰수는 A가 B보다 크다.
ㄴ. t는 절대 온도로 0 K이다.
ㄷ. 200 C̆일 때 A의 부피는 2Vº보다 크다.

<`보 기`>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5. 다음은 21세기 현대 과학 기술의 근간이 되는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 두 명의 물리학자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에 관한 이다.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가) (나) (가) (나)
① 이중성 파동 함수 ② 이중성 일함수
③ 불확정성 파동 함수 ④불확정성 일함수
⑤ 상대성 파동 함수

○ 하이젠베르크는입자의위치를정확하게측정하기위해서는
운동량을교란할수밖에없고, 운동량을 정확하게측정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교란할 수밖에 없으므로“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원리를 제시하 다.
○ 슈뢰딩거는 입자의 파동성을 기술하는 파동 방정식을 제안

하 다. 이 방정식의 해인 로부터 어떤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알 수 있다.

(나)

(가)

(가) (나)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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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 (가)는 냉각팬을작동시키는스털링기관의모습을, (나)는
스털링 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 상태가 A → B → C → D
→ A를 따라 변할 때 압력 P와 부피 V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 → B와 C → D 과정은 각각 온도가 TÓ와 TÒ인 등온
과정이며, B → C와 D → A 과정은 정적 과정이다. A → B 과정
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QÓ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ㄱ. TÓ= TÒ이다.

ㄴ. A → 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QÓ와 같다.
ㄷ. B → 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D → A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과 같다.

3
2

<`보 기`>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8. 그림 (가), (나)와 같이 판의 면적과 두 판 사이의 거리가 같은
평행판축전기가교류전원에연결되어있다. 교류전원의진동수는
f 이고, 전압의 실효값은 V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실효값은 (가)가 (나)보다 작다.
ㄷ. (가)에서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실효값은 감소한다.

<`보 기`>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가) (나)

9. 그림은전하량과질량이같은
입자 A와 B가 같은 속력 v로
균일한 자기장 역에서 각각
원운동과 나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ㄱ. A는 양(+)으로 대전되어 있다.   
ㄴ. B에작용하는자기력의방향과자기장의방향은서로수직

이다. 
ㄷ.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보 기`>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7. 사진은 전기 용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손가락이
접촉된 위치를 알아내는 방식의 터치스크린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터치
스크린에손가락을접촉하기전과후의전기용량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회로도이다. (가), (나)에서
전원의 전압은 V로 같고, 축전기 C¡의 전기 용량은 축전기 C™의
전기 용량보다 작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ㄱ. C¡에 걸리는 전압은 (가)가 (나)보다 크다.
ㄴ. (나)에서 C¡과 C™에 걸리는 전압은 서로 같다.
ㄷ. (나)에서 C¡과 C™에 충전된 전하량은 서로 같다.

<`보 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10. 그림과 같이 진동수가 fº인 사이렌 소리를 내는 소방차가 멀리
서부터 다가와 도로에 인접해 정지해 있는 철수를 지나쳐 갔다.
소방차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철수가 듣는 사이렌 소리의 진동수를 시간에 따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가) (나)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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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은 점전하 A가 고정된 점전하 B에 의한
전기력을 받으며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운동 경로 상의 점 p, q에서 B까지의 거리가
각각 2d, d이고, B는 양(+)으로 대전되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ㄱ. A는 음(-)으로 대전되어 있다.
ㄴ. B에 의한 전위는 p에서가 q에서보다 높다. 
ㄷ.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보 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12. 다음 낱말 맞추기의 <가로 열쇠> 1번에 해당하는 낱말로 옳은
것은?

① 자기력선속 ② 자기쌍극자 ③ 자기양자수
④ 전자기유도 ⑤ 전기쌍극자

<가로 열쇠>
1. 자석이나 전류가 흐르는 원형 고리처럼

N극과 S극을가지는것

<세로 열쇠>
1. 자석이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이것이 형성됨
2. 전류가 흐르는 회전자와 자기장에 의한 돌림힘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전환하는 장치

3.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면서 전파하는 파동

13. 다음은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하여 미세 물체를 관찰하는 전자
현미경의 사진과 이에 관한 설명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 수십 킬로볼트의 전압으로 가속된
전자를 이용하는 전자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보다높은분해능의상을얻는다.

○ 서로가까이붙어있는두점을구분해
낼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분해능은현미경에서사용하는
빛이나 물질파의 파장이 짧을수록 증가한다.

○ 전압 V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eV이다.

전자 현미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e는 기본 전하량, m은 전자의 질량, h는
플랑크 상수이다.) [3점]

ㄱ. 전자의드브로이파장은가시광선의파장보다짧다. 
ㄴ. 분해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의 속력을 감소

시켜야 한다. 

ㄷ.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이다.h
"√2 meV

<`보 기`>

14. 다음은 희가 상호 유도 현상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가) (나) (가) (나)

① A·s/V ② V·s/A

③ V·A/s ④ V·s/A

⑤ V·A/s
DI™
Dt

DI™
Dt

DI¡
Dt

DI¡
Dt

DI¡
Dt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에 의해 2차 코일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I¡에 비례한다.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면 2차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 V™는

V™=-N™ =-M

이다. 여기서 F™는 2차 코일의 자기력선속이고, M은 상호
유도 계수이며 그 단위는 H 또는 이다.(나)

(가)DF™
Dt

15. 다음은 흑체 복사에 관한 설명과 흑체 복사 에너지 스펙트럼
그래프이다.

그림은 흑체 복사에 대해 철수, 희, 민수가 대화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옳게 말한 사람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① 희 ② 민수 ③ 철수, 희
④ 철수, 민수 ⑤ 희, 민수

○ 흑체란 입사하는 전자기파를
파장에상관없이모두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를 말한다.

○ 복사에너지스펙트럼은흑체를
구성하는물질의성질이나모양,
크기와는 상관이 없고 오직
흑체의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
진다.

T=55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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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16. 다음은 기주 공명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음파의 파장을 측정
하는 실험이다.

이 실험에 대해 옳게 말한 사람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철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이유는 유리관 안에서 공명이 일어
나기 때문이야.

희:(라)에서 만들어진 음파의 파장은 10 cm야.
민수: f™가 f¡보다 커.

<`보 기`>

① 철수 ② 희 ③ 철수, 민수
④ 희, 민수 ⑤ 철수, 희, 민수

[실험 과정]
(가) 물통을 움직여 유리관 안의 수면이

유리관의 위쪽 끝에 가도록 한다.
(나) 진동수가 f¡인 소리 굽쇠를 진동시켜

유리관 위에 가까이 가져간다.
(다) 물통을 서서히 내리면서 소리가 크게

들릴 때마다 유리관의 위쪽 끝으로부터
수면까지의 거리 L을 기록한다.

(라) 진동수가 f™인 소리 굽쇠로 바꾸어 실험을 반복한다.

[실험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0
60
100

10
30
50

진동수가 f¡일 때 진동수가 f™일 때
L (cm)

20. 그림은 점 P로부터 각각 R와 2R만큼 떨어진 두 지점에서 물체
A, B가 동시에 발사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는 2 m/s의 속력
으로 수평면에 대해 45˘의 각으로, B는 vº의 속력으로 발사된다.

A와 B가 각각 포물선 운동을 하여 동시에 점 P에 도달할 때,
vº은? [3점]

① 2 m/s ② '5 m/s ③ '6 m/s ④ 2'2 m/s ⑤ '∂10 m/s

18. 그림은 물체의 한 점에서 나온 빛이 두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망원경에서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ㄱ. 대물렌즈에 의한 상은 실상이다.  
ㄴ. 접안렌즈에 의한 상은 허상이다. 
ㄷ. 대물렌즈에의한상과접안렌즈사이의거리는접안렌즈의

초점 거리보다 크다.

<`보 기`>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19. 그림 (가)는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이 원래 길이
Lº보다 L만큼늘어나정지해있는모습을, (나)는 (가)의 용수철과
물체를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고 물체를 평형 위치에서 L만큼
당겼다가 놓았을 때 물체가 단진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물체의 최대 속력은? (단, 중력 가속도는 *이다.)
[3점]

① '∂*L ② æ– ③ æ– ④ '∂*L ⑤ '∂2*L
*L
2

*L
3

1
2

(가) (나)

17. 그림 (가)는 레이저의 구조를, (나)는 매질 내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빛의 유도 방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 E™,
E£은 전자의 에너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가)에서 공급된 에너지는 매질 내 전자를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시킨다. 

ㄴ.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는 E™-E¡에 비례한다.  
ㄷ. 매질 내에서 빛은 유도 방출에 의해 증폭된다. 

<`보 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가)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