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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가[ ] 우리 주변에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같은 운동 형태를 반복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용수철에 매달린 추를 잡아 당겼다 놓으면. ,

일정한 폭을 왕복한다 용수철의 탄성력은 추를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한다 이와 같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

한다.

나[ ] 그네를 타는 사람 또는 줄에 매달린 추의 운동과 같이 한 쪽 끝이 고정된 줄에 매달려 왕복 운동하는 물체를 진자라 한다 진자의.

속도와 가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고 가속도의 방향은 알짜힘의 방향과 같다 줄의 길이에 비하여 왕복 운동하는 폭이 매우, .

작으면 진자의 운동이 거의 수평에 가깝다.

다[ ]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동하는 열은 물체의 상태나 온도를 변화시키고 기체의 압력이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다 모든 기체 분자는 열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운동 에너지를 가지며 기체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가질. ,

수 있다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는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기체에 열을 가하면 내부. .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외부에 일을 하게 된다 이 때 열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하여 에너지가 보존된다. .

라[ ]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대부분 교류를 사용한다 교류를 사용하는 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류 전원에 연결된 코일 축전기. , ,

저항 등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코일을 교류 전원에 연결하면 자신이 생성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축전기를 교류 전원에 연결하면 전압에 비례하는 전하가 축전기에 저장된다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자체 유도, .

계수 에 비례하고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의 양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 에 비례한다 이상적인 코일과 축전기에서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마[ ]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나타낼 때 이 파동을 물질파라고 한다 독일의 물리학자 보른 은 물질파를 확률과 관련지어 해석하였으며, . (Born) ,

슈뢰딩거 는 물질파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가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찾아내었다 길이가(Schrödinger) . 인 차원 상자 속에 질량이1 인

입자 개가 갇혀 있는 경우에 이 입자의 에너지 준위는1  
 



(은 자연수, 는 플랑크 상수 로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며 파동)

함수는 상자의 경계에서 마디를 이루는 정상파의 모양을 가진다.

1. 길이가 인 가벼운 실에 질량이 인 추를 매달아 각도 만큼 당겼다가 가만히 놓으면 운동을 하게 된다 추의 위치의 최고점과 최저점에서, .

실이 추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각도. 가 작은 경우에 추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고려하여 추의 가속도를 논하고 주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논하시오. 점[10 ]

2. 개의 단원자 분자로 이루어진 이상 기체가 일정한 압력  부피,  절대 온도, 를 유지하다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천천히,

팽창하여 부피가 배로 증가하였고 과정 잠시 후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압력이 배로 증가하였다 과정 그 후 압력을 일정하게4 ( 1), 5 ( 2).

유지하면서 부피가 


배로 감소하였고 과정 잠시 후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압력이( 3), 


배로 감소하였다 과정 이와 같이 이상( 4).

기체의 상태가 변하였을 때 각 과정마다 열과 일의 출입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 온도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 . 점[10 ]

3. 코일만 있는 회로를 교류 전원에 연결하였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 논하고 축전기만 있는 회로를 교류 전원에 연결하였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 논하시오 코일과 축전기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교류 전원에 연결하였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

논하시오 단 교류 전원의 전압의 최댓값은. , 이고 주파수는 이다. 점[10 ]

4. 길이가 인 차원 상자 속에 질량이1 인 입자 개가 갇혀 있을 때 입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경우와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1

경우를 비교하여 입자가 발견될 확률을 위치에 따라 논하시오 이 입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장 작은 값부터 커지는.

순서대로 나열할 때 처음 개 에너지에 대해 논하시오 단 입자는 상자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상자 내부에 있을 때에는 어떤 힘도 받지5 . , ,

않는다. 점[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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