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제시문 및 출제의도]

물리
※ 시작 전 반드시 쪽 번호를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   의 그네가 놓여 있다. 그네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고, 그네를 타는
사람의 질량은   이다. 그네를 타는 사람의 질량중심은 그네 발판에 있다. 지구의 중력가속도는

 ⋅ 이고, 공기 저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계산은 유효숫자 두 자리로 답하시오.)

1-1. 그네타기를 하는 경우 진폭이   일 때, 최대 진폭에서의 복원력과 그네 줄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하고,
그네타기 운동의 주기를 구하시오.
1-2. 그네 앞에서 친구가 5개의 야구공을 던지고 그네에 있는 사람이 야구공을 받는다고 할 때, 언제 받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네의 진폭을 키울 수 있을까? 이 조건에서 5개의 야구공을 모두 받은 후의 최대 진폭은
얼마인지 설명하시오. (야구공 하나의 질량은   이고, 야구공을 받을 때 야구공의 속도는   이다.)

총 6쪽 중 1쪽
이 문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제시문] 물리

1-3. 아래 그림과 같이 서울과 부산에 각각 큰 탑을 세우고, 그 사이를 직선경로의 진공터널로 연결하여 진공열차를
건설하려고 한다.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하고 중력에 의해 진공열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인지 계산하시오. 서울-부산 간의 거리(     )는 지구 반지름의 길이(     )에
비해 충분히 작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으로 생각하고, 자전 효과는 무시한다.

총 6쪽 중 2쪽
이 문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제시문] 물리

문제 2. 다음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인 반원 모양의 동일한 도체판 두 개가 마찰이 없고 수평한
절연판 위에 수직하게 놓여있다. 두 도체판은 아래 양 꼭짓점과 가장 위 부분에 가늘고 딱딱한 금속 막대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각 금속 막대의 길이는  이며, 그 저항은  이다. 두 도체판 사이의 거리는 금속
막대의 길이로 항상 유지되며, 금속 막대 길이 는 도체판의 지름의 길이 보다 매우 작다고 하자.
절연판에 수직인 위쪽 방향(   방향)으로 자기장이  의 크기로 주어진 상황에서, 물체가   방향으로
속력  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초기에 물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고, 물체의
움직임은 절연된 실을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문제 2>의 상황

<문제 2>의 상황을 위에서 본 모습

총 6쪽 중 3쪽
이 문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제시문] 물리

2-1.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두 도체판을 연결하는 금속 막대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전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각 금속 막대에 흐르는 초기 전류의 크기와 그 방향을 구하시오.

2-2.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금속 막대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각각의 도체판에 대전된 전하량을 구하시오.
이 경우, 물체의 등속도 운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2-3. 두 도체판을 연결하는 가는 금속 막대가 딱딱하지 않고 탄성계수  를 갖는 경우를 고려하자.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충분히 오래하여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두 도체판 사이의 거리와 각각의 도체판에 대전된
전하량을 구하시오.

2-4. 절연판의 절연 기능이 손상되어 두 개의 도체판이 지면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었다. 이 상태로 물체가 오랜
시간 동안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자. 각각의 도체판에 대전된 전하량과 각 금속 막대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하시오. 등속 운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총 6쪽 중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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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물리

활용 모집단위

활용 문항

자연과학대학 물리 ‧ 천문학부

[문제 1], [문제 2]

1-1.
[출제의도]

단진동의 복원력을 이해하고, 단진동의 주기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개념]

단진자의 운동 및 주기

[출처]

곽성일 외, “Ⅰ. 운동과 에너지, 1-6. 단진동”, 《물리Ⅱ》, 천재교육, 51-54쪽.
김영민 외, “Ⅰ. 운동과 에너지, 1-3. 평면 운동”, 《물리Ⅱ》, 교학사, 38쪽.
김영민 외, “Ⅰ. 운동과 에너지, 1-4. 힘과 운동 법칙”, 《물리Ⅱ》, 교학사, 53쪽.

1-2.
[출제의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응용하여, 단진동에서의 진폭과 속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개념]

단진자 운동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 운동량 보존 법칙

[출처]

곽성일 외, “Ⅰ. 운동과 에너지, 1-6. 단진동”, 《물리Ⅱ》, 천재교육, 55쪽.
김영민 외, “Ⅰ. 운동과 에너지, 1-4. 힘과 운동 법칙”, 《물리Ⅱ》, 교학사, 55쪽.
곽성일 외, “Ⅰ. 시공간과 우주, 1-5. 일과 에너지”, 《물리Ⅰ》, 천재교육, 42-44쪽.
김영민 외, “Ⅰ. 시공간과 우주, 1-5. 일과 에너지”, 《물리Ⅰ》, 교학사, 56-57쪽.
곽성일 외, “Ⅰ. 운동과 에너지, 1-4. 충돌”, 《물리Ⅱ》, 천재교육, 39-43쪽.
김영민 외, “Ⅰ. 운동과 에너지, 1-5. 운동량 보존 법칙”, 《물리Ⅱ》, 교학사, 56-60쪽.

1-3.
[출제의도]

제시된 물리적 상황으로부터 단진동을 유추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개념]

진자의 등시성

[출처]

곽성일 외, “Ⅰ. 운동과 에너지, 1-6. 단진동”, 《물리Ⅱ》, 천재교육, 54쪽.
김영민 외, “Ⅰ. 운동과 에너지, 1-3. 평면 운동”, 《물리Ⅱ》, 교학사, 35-38쪽.

총 6쪽 중 5쪽
이 문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출제의도] 물리

2-1.
[출제의도]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로런츠 힘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개념]

로런츠 힘

[출처]

곽성일 외, “Ⅱ. 전기와 자기, 2-4. 로런츠 힘”, 《물리Ⅱ》, 천재교육, 150-151쪽.
김영민 외, “Ⅱ. 전기와 자기, 2-2.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힘”, 《물리Ⅱ》, 교학사, 147-151쪽.

2-2.
[출제의도]

축전기의 충전 원리를 이해하고,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과 두 판 사이에 유도되는 전기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개념]

로런츠 힘, 평행판 축전기의 전위차 및 저장되는 전하량

[출처]

곽성일 외, “Ⅱ. 전기와 자기, 2-4. 로런츠 힘”, 《물리Ⅱ》, 천재교육, 150-151쪽.
김영민 외, “Ⅱ. 전기와 자기, 2-2.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힘”, 《물리Ⅱ》, 교학사, 147-151쪽.
곽성일 외, “Ⅱ. 전기와 자기, 1-2. 축전기의 전기용량”, 《물리Ⅱ》, 천재교육, 113-115쪽.
김영민 외, “Ⅱ. 전기와 자기, 1-2. 평행판 축전기”, 《물리Ⅱ》, 교학사, 131-132쪽.
곽성일 외, “Ⅱ. 전기와 자기, 1-1. 전기장과 전위”, 《물리Ⅱ》, 천재교육, 106-108쪽.
김영민 외, “Ⅱ. 전기와 자기, 1-1. 전기장과 전위”, 《물리Ⅱ》, 교학사, 125-130쪽.

2-3.
[출제의도]

충전된 두 도체판 사이의 전기력과 판이 자기장 속을 움직이면서 받는 로런츠 힘을 막대의 복원력과 결합하여, 알짜힘
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개념]

로런츠 힘, 전기장과 전기력선, 훅의 법칙, 알짜힘에 의한 운동 상태의 변화

[출처]

곽성일 외, “Ⅱ. 전기와 자기, 2-4. 로런츠 힘”, 《물리Ⅱ》, 천재교육, 150-151쪽.
김영민 외, “Ⅱ. 전기와 자기, 2-2.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힘”, 《물리Ⅱ》, 교학사, 147-151쪽.
곽성일 외, “Ⅱ. 전기와 자기, 1-2. 축전기의 전기용량”, 《물리Ⅱ》, 천재교육, 113-115쪽.
김영민 외, “Ⅱ. 전기와 자기, 1-2. 평행판 축전기”, 《물리Ⅱ》, 교학사, 131-132쪽.
곽성일 외, “Ⅱ. 물질과 전자기장, 1-1. 전기장과 전기력선”, 《물리Ⅰ》, 천재교육, 92-94쪽.
김영민 외, “Ⅱ. 물질과 전자기장, 1-1. 전기장과 전기력선”, 《물리Ⅰ》, 교학사, 109-112쪽.
곽성일 외, “Ⅰ. 운동과 에너지, 1-6. 단진동”, 《물리Ⅱ》, 천재교육, 51쪽.
김영민 외, “Ⅰ. 운동과 에너지, 1-4. 힘과 운동 법칙”, 《물리Ⅱ》, 교학사, 52쪽.
곽성일 외, “Ⅰ. 시공간과 우주, 1-4. 운동의 법칙”, 《물리Ⅰ》, 천재교육, 33쪽.
김영민 외, “Ⅰ. 시공간과 우주, 1-4. 뉴턴 운동 법칙”, 《물리Ⅰ》, 교학사, 41-42쪽.

2-4.
[출제의도]

접지 개념을 이해하고, 접지된 이후의 물리적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개념]

대전체의 접지

[출처]

곽성일 외, “Ⅱ. 물질과 전자기장, 1-2. 정전기 유도”, 《물리Ⅰ》, 천재교육, 101쪽.
김영민 외, “Ⅱ. 물질과 전자기장, 1-2. 정전기 유도”, 《물리Ⅰ》, 교학사, 115-116쪽.

총 6쪽 중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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