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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Ⅱ 해설

1. [출제의도] 열의 일당량 결론 도출하기
  추가 낙하하면서 감소한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회전 날개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회
전 날개의 운동 에너지는 물과의 마찰에 의해 열
로 전환된다.
2. [출제의도] 단진자 운동 탐구 설계 및 수행하기
ㄱ. 실이 추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최하점에서 

가장 크다.
ㄴ. 실의 길이가 길수록 최고점과 최하점의 높이

차에 따른 중력 퍼텐셜 에너지 차이가 크므로 
최하점에서 추의 속력도 크다.

ㄷ. 단진자의 주기는 실의 길이에만 의존하므로 
주기는 (라)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3. [출제의도] 힘의 평형 이해하기
  A와 B의 질량을 각각 A, B라 하고 실이 A
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각각 A, B 라 하면 
AsinBsin이고 AcosA, 
BcosB 이므로 BA이고, B

A이다. B가 A를 당기는 힘은 A가 B를 당기
는 힘과 그 크기가 


B 로 같다.  

4. [출제의도] 물체의 운동 자료 분석하기
ㄱ, ㄷ. 0~8초 동안 물체의 위치는 방향으로 

m만큼 변하고, 1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ms 이다. 

ㄴ. 속력= 
 이다. 2초, 6초일 때 속력은 

 ms로 같고, 4초일 때 속력은 ms이
므로 4초일 때 최대이다.

5. [출제의도] 등속 원운동 문제 인식 및 가설 설
정하기

  추의 질량  , 물체의 질량  , (가)에서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라 하면,   이
고, sin 가 구심력의 크기이므로 sin 

sin


 이고  





 이다. (나)에
서 주기는 






 이다. 

6. [출제의도] 케플러 법칙 적용하기
ㄱ. 위성의 속력은 행성으로부터 가까울수록 크므

로 운동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ㄴ. 위성의 가속도 크기는 행성과 위성 사이의 거

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행성으로부터 q, O까지 
거리 비가 1:2이므로 가속도의 크기는 4:1이다.

ㄷ. A, B의 공전 주기를 각각 A  B , B 궤도의 
긴반지름을 B 라 할 때 A

B
 

B
 이므로 

B  이다. 
7. [출제의도] 일․운동 에너지 정리 적용하기
  빗면 아래 방향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를  라 하고 일․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면 
  이다. 따라서 구간 Ⅱ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다.

8. [출제의도] 전기장 자료 분석하기
ㄱ. p, O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A → B 방향이므로 

A는 양(+)전하, B는 음(-)전하이다.
ㄴ. O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p에서와 같으므로 O

에서 A, B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의 비는 4:3이
다.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하
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A, B의 전하량
의 비는 ×  ×    이다.

ㄷ. A, B에 의한 전기장은 O에서는 서로 수직이
고 p에서는 같은 방향이고, A, B로부터 거리는
p까지가 O까지보다 가까우므로 전기장의 세기
는 p에서가 O에서보다 크다.

9. [출제의도] 일반 상대성 이론 이해하기
ㄱ, ㄷ. (가)와 (나)에서 물체가 점 p, q에 각각 

닿을 때까지 바닥에 대한 물체의 가속도의 크
기는  로 같으므로 걸린 시간은 같다. 

ㄴ. 외부를 볼 수 없다면,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
과 가속도  인 가속 좌표계에서 관성력이 작
용하는 상황을 구별할 수 없다. 

10. [출제의도] 정전기 유도 탐구 설계 및 수행하
기

ㄱ. 음(-)으로 대전된 금속 막대에 의해 (나)에
서 A, B는 모두 음(-)으로 대전된다. 

ㄴ. (나)에서 음으로 대전된 B를 대전되지 않은 
C와 접촉시키면 C는 음(-)으로 대전되므로 A
와는 척력이 작용한다.

ㄷ. (나)에서 A와 B의 전하량을 모두  라 하
면 (다)에서 A의 전하량은  이고 (마)에서 
A의 전하량은 

 이다.

11. [출제의도] 저항의 특성과 전기 회로 자료 분
석하기

ㄱ, ㄷ. 저항값은 비저항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
비례하므로 B의 저항값은 A와 같다. 따라서 A,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ㄴ. A, B의 합성 저항값과 C의 저항값이 같으므
로 C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이다.

12. [출제의도]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 결론 
도출하기

  6개의 저항값을 , 전원 장치의 전압을  라 할 
때, S만 닫을 때의 R에 흐르는 전류, 회로 전체 
저항과 전압은 각각 

 ,  ,


 이
고 S만 닫을 때는 

 , 


, 


 이

다. 식을 연립하면   Ω, V 이고, S과 
S를 모두 닫았을 때 회로 전체의 합성 저항은 130Ω
이므로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0.4A, 소비 전력
은 W이다.
13. [출제의도] 트랜지스터 문제 인식 및 가설 설

정하기
ㄱ. B와 E가 순방향으로 연결되었으므로 n-p-n

형 트랜지스터이다.
ㄴ. 트랜지스터는 B와 E 사이의 전압을 조절하면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할 수 있다.
ㄷ. B와 E 사이의 전압이 작아지면 B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지므로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가 작
아지거나 흐르지 않게 된다.

14. [출제의도] 평행판 축전기의 전하량과 전기 
에너지 적용하기

ㄱ. 전기 용량은 극판 사이의 간격에 반비례한다.
ㄴ, ㄷ.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전기 용

량에 반비례하므로 
 배이다. 힘이 해 준 일

은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

15. [출제의도]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력선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하기

ㄱ, ㄷ. (나)의 O에서 자기장이 0이므로 B에 흐르
는 전류의 방향은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
은 p에서는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q에서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ㄴ. p에서는 A, B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
이 같으므로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보다 크다.

16. [출제의도]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해하기
ㄱ, ㄷ. p에서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 방향 성분과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
기장은 방향이 반대이고,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 방향 성분과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방향이 반대이므로, A
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에 흐르는 전
류의 방향과 반대이다.

ㄴ. p에서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 방향 성분의 크기와 A에 흐르는 전류(A)
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같으므로  








A 에서 A   이다. 

17. [출제의도] 상호유도 자료 분석하기
ㄱ.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1차 코

일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하므
로,  일 때가  일 때의 2배이다.

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할 때
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
할 때,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같다.

ㄷ. 2차 코일에는 항상 1차 코일의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며,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18. [출제의도] 물체의 평형 조건 결론 도출하기
  B에서 높이가 가장 높은 점을 O라 할 때, O를 
회전축으로 하여 C가 평형을 유지하려면 C의 무
게 중심 위치가 O를 지나는 연직선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C의 무게 중심이 O를 지나
는 연직선상에 있을 때가 C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의 최대 길이이고, 값은  이다.
19. [출제의도] 전자기 유도 자료 분석하기
ㄱ. 

 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므
로 자기장의 방향은 Ⅰ과 Ⅱ에서가 반대이다.

ㄴ. 

 일 때 A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감소하

므로 유도 전류의 방향은 Q→O→P이다.
ㄷ.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  


 이

다.
20. [출제의도]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

존 결론 도출하기
  물체의 질량을  이라 할 때, 물체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이므로 B에서 물체의 속력은 
 , 속도의 연직, 수평 방향 성분의 크기는 각각 
 ,  이다. B에서 최고점까지 운동 시간은 





 이고, 최고점의 높이는 
 이므로 운동 시

간은 




 이다.  는 수평 방향 속력과 포물선 
운동 시간의 곱이므로 

 =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