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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 탐구영역 ( II )’의 물리문제 해설의 한 모형

소광섭·신학수

(물리교육과)

1. 서 론

최근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정보화 사엽은 교육정책에 일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정보화는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개별화시킬 수 있는 활용 가능한

대안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교육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학습

에 필요한 가치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되면 우리나라 교육의 여러 문제들을

어느정도 완화 또는 해소시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인터넷을 통한 대학수학능력시혐의 해

설은 교육 정보화 사업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과제이다. 특히 수리 · 탐구

(II )영역의 해설은 인쇄 매체로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정들을 보여줄 수 있다‘

동영상을 포함한 풍부한 시각 · 청각적인 다양한 자료와 구조화된 정보와 학습자와

의 상호작용이 용이하다는 것이 그러한 특정들이다.

과학탐구 영역 가운데 물리(과학 II (상» 분야는 이러한 특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

는 특성올 지니고 있다. 물리 문제는 실제하는 혹은 가상적인 현상을 단순화된 형

식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풀이의 구조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조화할 수 있고， 문제

의 핵심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보조자료를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1997학년도에

출제된 물리 분야의 문제는 총 13문항(인문 예체능계 :8문항)으로 전기와 자기 단

원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었고 현대물리 단원의 출제는 없었다. 또한 탐구요소에

따라 분석해 보면[1] 자료의 분석 및 해석 (5문항)과 결론도출 및 평가(5문항)에 집

중되어 있고， 순수 과학적인 상황 문제들이 11(6)문제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다음과 같은 해설방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해설에 반드시 관련 개념 혹은 내용들을 제시하여 해설을 공

부하는 동안 물리의 많은 부분이 공부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둘째， 탐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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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별로 보면 문제의 대부분이 자료의 분석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묻거

나 결론을 묻는 문제이다. 따라서 풀이를 단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단한 원리

혹은 법칙으로부터 전개해 나가는 정성적인 풀이와 수량적인 관계로 문제를 모형

화시키고 그 모형을 분석해 나가는 정량적인 풀이라는 두 가지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다수의 순수 과학적인 상황 문제의 풀이에서 문제에 관련된 이상적인

그림과 사진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해설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 넷째， 염밀한 해를 원하는 학생을 위하여 비록 해설이 고등학교 수준을 넘는

다 할지라도 심화학습으로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출제된 문제의 분석

출제된 물리 문제 (A형)는 2, 3, 11 , 17, 18, 19, 30, 31C 이상 인문， 예체능)， 34, 39,

40, 45, 46(자연 계 )이 다. 이들을 물리 내용， 탐구요소， 탐구 상황의 3차원으로 분류

하면 평가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가. 과학 II(상)

단원 별로 두 문제씩 출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

거나 해석하여 결론을 아끌어 내는 문제에 집중되었다(표 1). 문제에 제시된 상황

을 분석하면 8 문항 중 6 문항이 순수 과학적인 문제 상황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표 2). 열과 에너지에 관련된 문항은 표면적으로는 일상적인 상황이지만 문제를

풀이하는 입장에선 순수 과학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제는

순수 과학적인 상황이고 분석 및 결론 도출이라는 탐구요소를 평가하려는 문제이다.

〈표 n 물리 내용과 탐구 요소에 따른 분류

싫r편랜 힘과 운동 에너지와 열 전기와 자기 빛과 파동

문제 인식 및 가설설정 17

탐구의 설계 및 수행

자료의 분석 및 해석 19 30 11

결론 도출 및 평가 2 31 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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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물리 내용과 탐구 상황에 따른 분류

싫훤펀컨낸폰 힘과 운동 에너지와 열 전기와 자기 빛과 파동

딘까:‘ -A「‘ 」마f하「처「 2, 19 17, 18 3, 11

일상적 30, 31

기술·산업적 17, 18 3, 11

사회적

자연·환경적

나. 물 리

자연계열 물리 문제는 전기와 자기 단원에서 6 문항이 출제되었다. 탐구 상황별

로는 순수 과학적인 문항이 대부분이었으나? 기술 산업적인 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6문항이 출제되었다. 특이한 점은 현대 물리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

았다는 것과 전자기 단원의 문제가 절반 가까이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표 3> 물리 내용과 탐구 요소에 따른 분류

꿇현뀔폰 힘과 운동 에너지와 열 전기와 자기 빛과 파동 현대물리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 17

탐구설계 및 수행 46

자료분석 및 해석 19 30,34 39, 45, 46 11

결론 도출 및 평가 2 31 18,40 3

〈표 4> 물리 내용과 탐구 상황에 따른 분류

싫앓렐낸폰 힘과 운동 에너지와 열 전기와 자기 빛과 파동 현대물리

순수 과학적 2, 19, 36 34 17, 18, 39, 45 3, 11

일상적 30, 31

기술·산업적 17, 18, 39, 40 3, 11

사회적

자연·환경적 34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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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설 방략

가. 해설의 기본 방향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원리와 매체

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은 인지구조와 외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의 상호작

용에 의하여 일어난다[21 즉， 정보를 자신의 인지구조에 맞는 형태로 동화하거나，

동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의 인지구조를 조절하여 정보를 인지구조 내에 구

조화시킨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는 인지구조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하며 인지구조에 동화되었을 때 쉽게 구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를 전파하는 매체는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정보를 빠

른 속도로 이동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인터넷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

으므로 그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따라서 해설을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을 달성할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 문장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 내용을 몇개의 소단위로 분해하여 구조화하고，

@ 중요한 내용이나 핵심적인 내용을 구별할 수 있게 하고， 전체 개념체계 속에

서 문제의 개념을 다시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 사진， 그림， 동영상， 소리 등의 보조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용을 명확

하고 풍부하게 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거하여 해설의 순서를 <정오 판정과 간단한 해설> • <출

제의도> • <정답에 이르는 과정> • <교과서 관련 사항> • <심화학습>으로

잡았다.<정오 판정과 간단한 해설>은 문제를 풀게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다.<출제 의도>를 밝힌 것은 인지구조에서 문제의 개념과 관련된 개념을 준비시

키기 위한 단계이다.<정답에 이르는 과정>은 해설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체의 내용을 몇 개의 소단위로 분해하여 기초개념으로부터 정답에 이르는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렴， 사진， 애니메이션을 이용했다.

<참고해설 및 교과서 관련 사항>에서는 개념의 주소를 밝혀서 그 개념이 전체 개

념체계 속에서 어디에 있는 지를 상기시킴으로서 개념의 정착을 룹고， 정착이 이미

완료된 학생을 위하여 좀 더 수준 높은 문제 풀이 방식을 <심화 학습>으로 처리

했다.

나. 해설의 기본 구조

문제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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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분석한 후 정답을 선택한다.

선택된 번호에 대한 정 · 오를 알려주고

간단한 해설과 안내가 이어진다.

I문제의 평가 목표를 제시한다

| 문제 풀기

정오 표시와

간단한 해설

많과의도

도요
C그

정답에 이르는

과정

참고해설 및

교과서 관련

사항

심화학습

정량적 풀이

3. 해설의 실제

정답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화하여 제시한다.

정량적인 풀이보다 정성적인 풀이 해설을

우선한다.

문제와 관련된 기초 지식이나 핵심적인 내용

을 그림， 사진과 함께 제시하고 교과서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정성적 풀이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고급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적인 풀이법을

소개한다.

문제의 해설과정을 계열 공통 19번 문항과 자연계 39번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 나머지 문제의 해설은 부록에 제시한다.

가. 과학 II(상) (전 계열 공통) [3]

19번 문항은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물체의 운동이 거의 단진동 운동임을 추정

하고 그에 대웅되는 시간-속도의 관계를 찾는 문제이다. 단진동에 대한 정성적인

해석은 이미 중학교 과학 I과 과학 I (하)에서 배웠으므로 문제를 분석하는데 큰 어

려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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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 표시와 간단한 해설

학생이 질문을 분석한 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번호를 선택하변 화면상에 각 변

호에 해당하는 간단한 해설이 나타난다. 정답인 @변을 선택한 학생이 상세한 해설

을 보고자 할 때는 안내된 풀이로 들어가야 한다. 풀이에 들어가면 <출제의도>와

<정답에 이르는 과정>이 나타난다. 나머지 번호를 선택한 경우에 학생은 자신의

선택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간단한 해설을 통해 알게 되고 정답을 보기 위해 다시

풀이로 들어가도록 구성했다.

CDx가 작을 때 단진동 운동입니다. 풀이를 참조하시오.

@ 이 경우 가속도를 그려보면 그렴과 같다.

~i

힘이 한동안 일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위치마다

힘의 크기가 변하기 상황이므로 옳지 않다.

3 가속도(또는 힘)가 한없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원점에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툴렸습니다.

1/
@ 계속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의 그래프입니다.

I\\\\
@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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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의도

문제의 평가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문제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기역해내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1. 출제 의도

(가) 운동방정식을 세우고 그 해를 구할 수 있다.

(나) 주어진 자료에서 단진동 운동임을 분석할 수 있다.

(다) 가속도로부터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라) 과학 I (하) I 단원의 지구의 역장에서 중력장과 통합 유형 문제임 .

• 정답에 이르는 과정

정답에 이르는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그림과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정확

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고，

힘의 분석과정에서 문제에 포함된 가정을 유의점으로 정리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

서는 운동방정식을 세워서 가속도가 변위에 비례함을 보이고， 용수철 진자의 단진

동 운동을 도입하여 물체의 운동이 단진동 운동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단진동 운동의 시간-속도의 관계가 주기함수임을 보이고， 그 운동을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하였다.

II. 정답에 이르는 과정 (정답 CD)
(가) 벽돌에 작용하는 힘

중력의 수평성분

= mg. cos f) = mg 움

6 =위도

* 유의점
· 운동 범위 x가 작을 때에만 적용된다.

• 이 경우 L:::=R로 본다.

· 중력도 x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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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동 방정식

써=--(뽑) x

. 단진자 운동 혹은 용수철 진자의 운동과 같은 모양이다.

용수철 상수 k=뿔 g에 해당

(다) 운동 형태는 sin (2πIt)의 형태이다.

~폐흩~해톨j훨~
I~낙~ [듀I옳~~를숲]듀i냥]

\~슬L j

• 참고 해설 및 교과서 관련 사항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 개념과 다른 문제 상황에 대한 응용력

배양을 위한 공부를 위하여 과학 교과서에 있는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다. 즉， 문제

의 개념이 전체 개념체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밝혀서 학습된 개념의 정

착을 돕기 위한 것이다.

m. 참고 해설 및 관련 교과 내용

(가) 단진동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 H 의 「힘과 운동」 단원의 「원

운동과 만유인력법칙」장에서 「단진동」을 보시오. 또한 공통과학의

「어떤 힘들이 운동에 영향을 주는가?J장에서 r중력 에 대한 조사 • 토

의 J ， 지구과학H의 「우리의 지구」 단원의 「지구의 역장」장에서 「중력

장」과 「지구의 모양과 구조」장에서 「지구의 질량과 밀도」를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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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 학습(정량적 풀이)

출제된 문제에 대한 엄밀한 풀이를 제시하거나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문

제는 에너지에 따라 운동이 상당히 변하는 복잡한 운동이지만， X의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단진동으로 쉽게 풀리고， X의 범위가 커지면 수학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

등학교 수준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됨을 보인다.

(나) 심화 학습

x 범위가 커진다면，

그며 GMm‘-
。'--i - (R2 十 x2) ’

중력의 수평 성분

cos8=~폭 。
vRι + xι

GM x
m× 1효주강)JR2十 x2

(~싹) ;, 1 7 ”
R~ I R (1 + (xl R)")，jα

이 문제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풀기 어렵다.

나. 물리(자연계) [4]

39번 문항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물음이다.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가 회로

에 어떤 기전력을 유도하는 지를 분석해 내는 문제로 <보기>에 주어진 각 상황들

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오 표시와 간단한 해설

이 문제는 <보기>에 주어진 각 상황들을 직접 해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해설

올 정답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개하는 것이 간편하다.

@ 풀이를 참조하시오.

@ 풀이를 참조하시오.

@ 풀이를 참조하시오.

@ 풀이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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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의도

1. 출제 의도

(가) 전류의 변화에 의 한 자기장의 변화

(나) 자기장의 변화에 의한 전기장의 형성과 변화

• 정답에 이르는 과정

<보기>의 각 상황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재현한다.

II. 플이 해설 (정담 @)

보기 (기)

總繼繼驚쩍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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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이 들어오는 동안 코일 속의 자기장이 강해진다.

그러므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석이 정지하면 유도 전류가 0이 된다.

보기 (L)

혔驚홉썼變쓸

짧앓蠻驚생옳

爛
시시υ

•

權
받

鍵鐵짧i졌혔 驚없i變￠짧

자기장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므로 유도 전류는 (+) (-) 부호가 바뀐다.

그러므로 바늘이 0점을 지나 반대 방향까지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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爛
때

표풋
F繼짧…

보기 (c)

爛
뻐

爾
벌
펴

짧웠X쩍

μ용--

鐵
미니니니황

鐵i풋

교류 전원이 연결되므로， 유도 전류도 교류가 되므로 검류계의 바늘도 왕복

운동한다(단， 겸류계의 바늘이 빨리 운동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J .

보기 (근)

처음에 전지에 연결된 회로에 전류가 점점 강해지다가 일정하게 흐른다.

검류계에 연결된 회로에 유도 전류가 생겼다 없어진다.

그러므로 바늘이 한번 움직인후 제자리로 돌아온다.

• 참고해설 및 교과서 관련 사항

자연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물리 I 의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은 유사한 문제를

언제든지 전 계열 공통 문제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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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참고 해설 및 교과서 관련 사항

(가) 전자기 유도를 이해하려면 물리 I 에서 「전기와 자기」 단원의 r 전류의

자기 작용」장에서 「전자기 유도J ， 물리 H 의 「전기와 자기」 단원에서

r전자기 유도」의 「페러데이 법칙」과 「렌즈즈 법칙」을 공부하시오. 교류

를 공부하려면 물리 n의 r전기와 자기」 단원의 r교류」를 공부하시오.

• 심화학습

(나) 심화 학습

1. 자속 증가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름

코일 단면을 통과하는 자속이 증가할 때 자속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구

일에 전류가 흐름.

4φ 「v=- L.JA: , φ= I B dS.L1t ι단연

전기장의 형성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장이 점점 강해지는 경우

E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는 경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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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장

←----μj//
-…←}←~

꽉\
막대자석의 자극에서 멀어질수록 자속밀도가 작아진다.

3. 자석의 N극이 코일에 접근하면 코일의 단변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하고， 자석과 코일의 상대속도가 0이 변 자속의 증가는 없다.

(,) : v=-뽕 < 0일 때 전기장은 시계 방향으로 형성됨

코일의 (+)전하는 시계방향으포 운동하여 검류계를 통과하는 전류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야 하고 검류계 바늘은 오른

쪽으로 움직였다가 0으로 돌아간다.

(L) :자썩 접근할 때 v=-짧 < 0이므로 전기장은 시계방향으로 형성됨

자석이 후퇴할 때 v=-짧 > 0이므로 전기장은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됨

따라서 코일에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의 전류가 교대로 흐르기 때

문에 겸류계를 통과하는 전류의 방향은 왼쪽 • 오른쪽， 오른쪽 •

왼쪽으로 변함.

4. 교류에 의한 전자기 유도

코일에 교류가 흐를 때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달라진다.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하므로 자기장도 주기적으로 변한다.

전류의 세기 : i( t) = iosin wi

자기장의 세기 : B( t.x. Y. z) = B(x. Y. z) sin따

유도 기전력 : v= - Vo(x. Y. z) cos wi

V<O이 면 시계 방향으로， V>O이 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됨.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0 - T/4, 3T/4
- T) , 오른쪽에서 왼쪽으로(T/4 - 3T/4)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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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일에 직류가 흐를 때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류， 자기장， 유도기전력

i에 l 자기장 증가 비율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B(l) I TT L1φv=- "'AOW: <0 -----> 。이 다.
V(l) • I I' L1t

전기장은 시계방향으로 형성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세기가 약해진다.

r와
?/

따라서 검류계의 바늘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온다.

ill. 토 의

수학능력시험 해설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한 학습자료 구성의 한 예를 생각해 보

았다. 유용하게 구성된 자료는 자료의 특성과 매체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된 것이

다. 자료의 특성은 제공되는 자료가 학습이 잘 일어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 매체 특성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자료가 안정적이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자료를 작은 분량으로 세분화하여，

학습자의 인지적 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새로운 자료로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와 인지구조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자료

의 구성법은 없지만， 구성주의적 학습론에 근거하여 자료의 크기를 줄이고 그것들

을 학습자의 인지 구조의 기존 개념에 동화를 촉진시키고 학습한 개념을 물리라는

큰 개념 체계속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구성올 시도하였다.

수학능력시험 해설의 목표는 문제의 답을 알려주는 것 만이 아니라 문제에 관련

된 핵심 개념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해설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었고 시각적인 자료(그렴， 사진， 동영상)를 이용하

였다.<출제 의도>를 밝힌 것은 인지구조의 문제에 관련된 개념을 준비시키기 위

한 ‘선언’ 이다. 출제 의도를 선언하고 난 후 제공되는 <정답에 이르는 과정>은 기

초개념에서 어떻게 정답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인지구조에 개념들이 효과

적으로 정착되도록 <교과서 관련 사항>에서 학습된 개념들이 물리개념 체계 속에

서 차지하는 위치를 상기시켰다. ’97학년도 수리 · 탐구( TI )의 물리 관련 분야에는

정성적으로 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항

에 대한 해설을 정성적인 측면(정답에 이르는 과정)과 정량적인 측면(심화학습)으

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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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교육환경을 적은 비용으로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인 가상공간을 통한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은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다. 교육의 정보화가 제

도적으로 보장되면 교육과정을 수십번 개편하는 것보다 학교 현장에선 더 큰 변화

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거의 유명무실한 기존의 컴퓨터 교육과 학

습보조 프로그램 개발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의 정보화는 기존

의 방식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한대에 가까운 교육 공간의 확장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수학능력시혐의 해설， 특히 수리 · 탐구( II )의 물리 분야 해설을

교육 정보화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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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과학 II(상) (전계열 공통)

2번 문항

CD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0이므로 (L)은 옳은 단계입니다.

참고 해설 (가)를 보시오.

(2) (c)에서 영수의 힘과 철수의 힘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가 아닙니다.

풀이 해설 (나)와 참고 해설 (나)를 보시오.

® (.)과 (L)은 모두 옳은 단계입니다.

@ (c)이 잘못되었습니다‘

풀이 해설 (나)와 참고 해설 (나)를 보시오.

® (c)이 잘못되었으므로 잘못된 단계가 있습니다.

풀이 해설 (나)와 참고 해설 (나)를 보시오.

I. 출제 의도

(가) 뉴턴 운동법칙중 작용 · 반작용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 중학교 수준 : 힘의 합성(합력)과 힘의 평형을 적용할 수 있는가?

II. 풀이 해설 (정답 (2)

(가) 보기에서 ( ..., ) 과 (L)은 힘의 평형 및 힘의 합성에 나오는 기초지식이다.

(나) 보기 (c)은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면 보기 (c)이 틀

렸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각 힘들의 작용과 반작용 짝을 그리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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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참고 해설 빛 교과서 관련 사항

(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모두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작용 반작용을 공부하려면 물리 I 의 「운동과 에너지」 단원 중에서 r l. 물

체의 운동」중 「운동 법칙」을 보시오.

(출처 : 물리 I , 엄정인， 정풍호， 소광섭， 오희균， 금성교과서(주»

(다) 바닥과 물체 사이에 마찰력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오.

(라) <보기> (，)과 (L)을 잘 이해할 수 없다면 중학교 과학 I 의 r 힘과 운

동 단원」중 힘에 대한 기초지식을 복습하시오.

3번 문항

CD F(춧점 ) 밖의 광원에서 출발한 빛은 렌즈의 오른쪽에서 수렴하므로 렌즈의 오

른쪽에 놓인 흰종이 위에 상이 나타납니다. 풀이 해설 (나)를 보시오

(2) F에 서 출발한 광선은 렌즈를 통과한 다음 평행하게 진행하므로 종이 위에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풀이 해설 (다)를 보시오.

® (c)의 경우에 렌즈의 왼쪽에 허상이 생기고 렌즈의 오른쪽에서는 광선이 발산

하므로 렌즈 오른쪽에 있는 흰종이에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풀이 해설 (라)를

보시오.

@ (c)의 경우에 렌즈의 왼쪽에 허상이 생기므로 꼬마전구 왼쪽에 있는 흰종이에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풀이 해설 (라)를 보시오.

® (L)의 경우 렌즈를 통과한 광선은 평 행광이 되고， (근)의 경우 허상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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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종이에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풀이 해설 (다)와 (라)를 보시오.

1. 출제 의도

(가) 볼록 렌즈에서 광원의 위치에 따른 상의 형성을 작도

(나) 실상과 허상 구분

143

II. 풀이 해설 (정답 CD)
(가) 흰종이에 나타나는 상은 실상이다. (광선의 수렴에 의하여 만들어지므로)

(나) F의 왼쪽에 광원이 있을 때 렌즈의 오른쪽에 실상이 생긴다.

이곳에 흰종이를 놓아야 한다.

π~F 、 J ↑\
어상

!즈

(다) F점 에 광원이 있을 때

을 맺지 않는다.

렌즈 오른쪽으로 나오는 빛은 평행광선이 되어 상

(라) F와

어느

렌즈 사이에

곳에 종이를

광원이

놓아도

ol S!
λλE

상이

때 허상이 된다.

맺히지 않는다.

j ， f~1J 、 F"" V\u\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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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참고 해설 및 교과서 관련 내용

(가) 상의 작도 요령

(A) 광축에 평행한 광선은 춧점을 지난다.

V
u\、\

\
\
、

‘

(B) 렌즈의 중섬을 지냐는 광션은 쩍이지 않는다.

(C) 춧점을 통과한 광션은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한다.

//4g hv

이 세가지 규칙에 따라 그리면 상을 쉽게 그릴 수 있다.

(나) 렌즈에 의한 상의 형성을 공부하려면 r파동과 업자」 단원의 「반사와 굴

절」 장에서 「렌즈」를 공부하시오.

(다) 오목 렌즈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11 번 문항

@ 푸른 빛은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무늬 간격 (D)는 좁아지고 세기 μ는

높아집니다. 풀이 해설과 참고 해설 (가)를 보시오.

@ 푸른 빛은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D가 좁아집니다.

풀이 해설 (가)를 보시오.

®CD번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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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빛의 경우 무늬 간격이 좁아지고 μ가 높아집니다.

풀이 해설과 참고 해설 (가)를 보시오.

@ 무늬 폭은 파장에 비례하고 /0는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심화학습을 보시오.

I. 출제 의도

(가) 파장의 변화에 따른 회절 정도의 변화를 분석

(나) 회절 데이터의 정성적인 해석

II. 풀이 해설 (정답 (1»
(가) 파동의 회절하는 정도 D는 파장 A에 비례하고 틈의 넓이 a에 반비례한다.

D IX .-J.
a

(나) 붉은색 파장 보다 푸른색 파장이 짧다.

그러므로 푸른색으로 바꾸면 D가 좁아진다.

(다) 빛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므로 D가 좁아지면 /0가 커진다.

ill. 참고 해설 및 교과서 관련 내용

(가)

l 歡‘
"t!~0I ‘’ ••• 늬

----L

~----“-

----L

’ 012
~Io

셔.~에 억!t •••늬

붉은색의 파장 = 6.75x 10 -7m 푸른색의 파장 = 4.65x 1O-7m

회절 각도 8= 융

회절폭 D=2Lx 웅

(나) 물리 I r 파동과 입자」 단원중 r파동의 간섭과 회절」 장에서 「파동의 회

절」 또는 r 빛 의 회 절과 간섭」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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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좁을 수록 회절이 크다.

(출처 : 물리 I , 엄정인， 정풍호，

소광섭，오희균，금성교과서

(주) p. 162)

(다) 참고 자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심화학습을 보시오.

k 심화 학습

(가) 파장과 회절 폭

파장 .~， 슬릿간격 a, 스크린 까지의 거리 L

어두운 무늬 조건 asin8= nA , n은 정수

sin 6= tan 6= ]L[ 이므로
2L

폴의

밝은 무늬의 폭 = 제 1 어두운 무늬들 간의 거리 D=쯤A

폭은 파잣에 비례하므로 파작이 짧음수록 무늬중앗 밤유 무늬의

좁얀짚단.

= 스크린 상 회절무늬들의 세기

A)를 스크린 상에서 적분한 것임(그림에서

(나) 파장과 회절된 빛의 세기

슬릿으로 입사한 빛의 세기

그림 (나)에서 세기함수 I(y,

는 총면적에 해당함) .

I_oooo dy I(y,A)

붉은 빛의 회절 세기 함수 =:: IR(AR.y) ,

푸른 빛의 회절 세기 함수를 IB(AB.y) ,

빛의 세기

、
‘
，
I
/

R、
A

잘

k

시
의

》
-
-
-
-
애

젤
빛

@

회
는

띠

씨

뻐
웹
규
J냉

t

도

f며dy IR(y , AR) = roooo dy fB(y , AB) =:: 일정

일어남(잘 퍼지므로) .

양이 푸른빛에 비하여 적음.

붉은 빛이 푸른 빛에

중앙의 밝은 무늬에

:f혔2dy IB(y,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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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DB<DR이고 ICy)가 우함수이므로 위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IB(O , i!B) > IR(O , i! R)일 수 밖에 없다.

답 : DB< DR, h(O , AB) > IR(O , AR)

(3=씀 a sin Bc::=.짧 y

중앙에서의 세기 : J(O , i!) =뽑

파장이 짧을수록 더 큰 값을 갖게 된다.

*단일 슬릿에서 빛의 회절에 대한 좀더 엄밀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I(Y, i!) =뀔강 (호피β )2,A β

17번 드:. ;";~
L'- ζ그

@ 건전지와 저항이 모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등한 회로가 아닙니다.

풀이 해설을 참조하시오.

@ 건전지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등한 회로가 아닙니다.

풀이 해설을 참조하시오，

@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지만 건전지는 극이 바뀐 상태로 병렬연결되어 있으

므로 동등한 회로가 아닙니다‘ 풀이 해설을 참조하시오.

@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등한 회로가 아닙니다. 풀이 해설을 참조하

시오.

@ 건전지， 저항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등한 회로입니다.

풀이 해설을 참조하시오.

1. 출제 의도

(가) 저항의 연결 상태 구분

(나) 건전지의 연결 상태 구분

ll. 풀이 해설 (정답 (5)

(가) 이 실험 장치의 건전지와 저항을 회로도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저항과 건전지가 각각 직렬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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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싸-그

IL대싸JV2

(나) 저항과 전지가 모두 직렬로 연결되었음. 이와 동등한 전기 회로도는

RI R2

111

가 된다‘

(다) 답지중 CD， (2) ， ®， @는 병렬연결을 포함하고 있어서 동등한 회로가 아님.

m. 참고 해설 및 교과서 관련 내용

(가) 동등한 회로를 실물로 표현해 보자.

(나) 전지와 저항의 연결을 공부하려면 물꾀 I r 전 기 와 자기」단원의 「전하와

전류」장에서 「저항의 연결」과 r전지 의 기전력」을 보시오.

18번 문항

@ 그래프에서 최대 전력이 나타나는 저항값을 찾고 R=p융블 이용하면 저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참 잘했군요. 자세한 것은 풀이 해설을 참조하시오.

®CD 번을 참고하여 다시 풀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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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변을 참고하여 다시 풀어 봅시다.

®CD 번을 참고하여 다시 풀어 봅시다.

1. 출제의도

(가) 주어진 자료에서 저항과 전력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

(나) 저항의 크기가 도선 단면의 넓이와 도선의 길이의 관계졸 알 수 있다.

II. 풀이 해설 (정답 (2)

최대 전력 소비때 RI = 0 .4.Q임을 본다.

· 저항(R)， 단면적 (A)， 길이(L)의 관계

I = P• L = 비 저항 ×펴으L
γ A . I I 0 " 'd-~ ~

A=:: d . h = 폭 . 높이

. L = 5 em, d = 1.0 mm = 0.1 em , R = 0.1 .Q.

0.1 = p-，;-흐- .·. l =0.OO2
l" 0.1 h

'L= lOem,R=O‘ 4 .Q, d = ?

0‘4=~ x~ =0.002 x -lιh" d

d三 0.05 em = 0.5mm

m. 참고 해설 및 교과서 관련 내용

(가) 저항과 전력관계 그래프를 이해해 보자(이과 학생용).

P= i Z R I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i=--X-=-요:ι- 이고
R1+Rz R1+Rz

9R I
R1에서 소비 전력 : P=τ T""\ , T""\ \?

.•••..•. , '" ... '"… (1)이다.

최대전력은 옳 = 0 에서

dP {\ RI-Rz n--- -..... -,.
dRj

-J

(R I 十Rz) Z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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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R2일 때 최대 소비 전력이 생긴다.

(1)응 그래프로 그려보면

R
‘

이다.

(나) 전류가 하는 일을 이해하려면 물리 I 의 r전 기 와 자기」단원의 「전류의 열

작용」중에서 「전류의 열작용」을 공부하시오，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수학 I 의 「미분법」에서 「극대 · 극소와 최대 · 최

소」를 공부하시오，

30번 문항

@ 집의 온도가 계속 오를 수 없다.

발열량 Po= 열 손실량(/-l)인 경우 온도는 더이상 오르지 않는다.

@ 철수집의 열 손실율이 작으므로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다가 Po=H일 때 일정

하게 된다. 풀이 해설을 참조하시오.

@ 철수집은 열 손실이 적으므로 온도가 더 높아야 된다.

@(들어오는 열량 < 방출되는 열량)일 때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러

한 경우 (들어오는 열량 능방출되는 열량)이어서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없다.

®CD과 마찬가지로 계속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경우이다.

1. 출제 의도

(가) 열의 이동에 대한 수학적인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나) 열 접촉하는 계에서 에너지 보존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 변화율로부터 변화량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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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풀이 해설 (정답 @)

(가) 온도 상승 속도 : 철수집의 열손실이 적다.

따라서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간다.

(나) 평형온도 : Po=H일 때 평형이 된다.

H

영역

철수집 이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간다.

‘T

m. 참고해설 및 교과서 관련 사항

(가) 정량적 풀이

어떤 시칸 옹안 실내에 남아있는 열량 = 들어오는 열량 - 나가는 열량

집에서 방출된 열량은 실외 공기온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L1T( t) = 1에 - T，。

로 잡을 수 있다. 여기서 To는 실외 공기의 온도이고 실내외 온도차의 원

인은 실내 온도의 변화이다.

L1Q= PoL1t - H( T)L1t

L1Q=공기 의 비 열 × 공기 의 질량 x [ πt+L1 t) - π t) ] = dT
。 Mo x .....J~ L1t

U" dt

열량 방출률(1=영희， 2 = 철수)hI: 각각의H( T) = hi L11,

dTcoMo ....;,. =PO-hi(T- To)U dt £ U •• " ~ ~ U

dT , h
U ;, +~T=dt ' coM。

Po+h;T1。

coM。

방정식의 해 : 뼈= To+켈
hi

(1- e coMo')

영희 집의 방출률이 칠수 집의 방출률에 비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t → ∞) 실내외의 온도차는

hI > h2이 고，

보조버 ;<.1 으
L l::! --, i::!. 「운동과

L1T영회 = 콸

(나) 에너지

< L1T철수 =활가 된다

공부하려면 에너지」단원의 「에너지」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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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에너지 보존」절의 r 열 에 너지와 에너지 보존법칙」을 공부하시오.

변화율과 변화량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하려면 r운동과 에너지」 단

원의 「물체의 운동」장에서 「속도」절의 「속력과 속도」를 보시오.

31 번 문항

CD 30번 문제의 결과로부터 시간이 흐르면 집안의 온도가 상승하여

발열량 CPo) =손실량 cm이다‘ 그런데 보기에서 po수H 이므로 잘못된 것임.

~CD번을 참조하시오

®CD번을 참조하시오.

@ 시간이 흐를 수록 열 손실율이 증가하여 영희 집의 손실율 = 철수 집의 손실율

= P，。이 된다. 풀이를 참조하시오.

®CD번을 참조하시오.

1. 출제 의도

(가)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여 30번 결과에 적용하여 방출되는 열량을 정상적으

로 비교할 수 있다.

(나) 열평형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II. 풀이 해설 (정답 @)

(가) Po=H되는 온도일 때부터 열 손실량은 po로 일정하다(온도도 일정하다J .

그러므로 @번만이 정답이다.

(나) 영희네 집은 열 방출이 많다.

m. 참고 해설 및 교과서 관련 사항

(가) 정량적 풀이

30번 문제에서 L1T= 강 (1-e-싫t ) 。1 D 로 다위 시간당 방출되는 열hz hl - , 」

량은 H(t) =h i L1T( t) = po (1- e coMo' )이다. 여기에 h) > hz조건을 적용하

면 영희 집의 방출율이 철수집의 방출율보다 빠르게 증가하다가 둘다 P。

에 접근하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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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 보존법칙과 열 평형을 공부하려면 「운동과 에너지」 단원의 「에너

지」장에서 「열과 에너지 보존」절의 r 열에 너 지와 에너지 보존법칙」을 공

부하시오.

(2) 물리(자연계열)

34번 문항

CD 에너지 보존과 전환에서 위치에너지 + 운동 에너지 + 열에너지 = 일정이다.

보기의 계산에서는 운동에너지 + 열에너지 = 일정을 써서 열에너지로 전환된

양을 계산했다. 그러므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곧 위치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CVCD번을 참조하시오.

@ 역학적 에너지(운동 에너지 + 위치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열이 발생할 수 없다.

@3%만이 운석의 온도를 높였고， 나머지는 빛과 열 등으로 방출되었다.

@ 온도의 변화량을 계산할 때 일정한 비열 값을 썼다.

I. 출제 의도

(가) 에너지 보존법칙을 운동마찰에 의하여 열이 발생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나) 주어진 풀이 과정에 어떠한 가정들이 전제되어 있는지 에너지 보존법칙으

로 분석할 수 있다.

(다) 물리학과 지구과학의 통합 교과적 문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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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풀이 해설 (정담 @)

(가) 주어진 자료

운석의 질량 : 20g , 대기권 진입 속도 : 40，OOOrrνS ， 철의 비열 : 450]/kg.K,

철의 녹는점 : I800K 계산 과정

운동에너지의 3%만이 운석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면

O.03Ek= C칠 M철 L1T=L1Q의 관계를 쓸 수 있고

Ek=융 X2.0x lQ - 2x (4.0 XI04) 2 , L1Q= 450x 2.0x lQ - 2 xL11

결론

L1T= O . 03τ확§ ~5.3xI04K가 되어 운석이 다 녹아버린다
L칠

(나) 정량적 해석

대기권 진입 순간 운석의 역학적 에너지

Eo = E EJj + ER) = 농 mV6 -잭젠 ， η : 중심에서 대기권 상부까지의 거리
ι y。

운석이 녹기전까지 대기권 내에서 운석의 운동에 의한 에너지

= 운석의 역학적 에너지 + 열 에너지

E] =EK1+E P1+ Q]+ Q2=융 %νr -길熱 + Q1 + Q2,

QJ : 운석의 열에너지， Q2: 공기중으로 방출된 열에너지

에너지 보존법칙을 적용

2.2\ , GMm GMQJ=Eo-E]一 Q2= ~ m(v5-vD 十 --------쩍-Q2이 다.
ι γ'J rO

QJ=C철 M철 L1T= O . 03 x EEJj로 잡으면

L1T= O . 03팍，- ~5.3xI04K
C칠

III. 참고해설 및 교과서 관련 사항

(가)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법칙을 이해하려면 물리 I 의 「운동과 에너지」 단원의

「에너지」장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r 열과 에너지 보존」절을 보시오.

(나) 중력장에서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려면 지구과학 I 의 r우주」 단원의 r 태 양

계」장에서 「태양계내의 작은 천체들」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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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 문항

CD 송신소 안테나의 전자기파 발생은 전자기 유도 현장에 기인함.

@ 오옴의 법칙이다.

@ 도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형성 : 시칸적으로 변하지 않는 정적인 현상이므

로 전자기 유도와 다르다.

@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정적인 현상이므로 전자기 유도와 다르다.

@ 전류간에 작용하는 힘이며 전자기 유도가 아니다.

1. 출제 의도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일상적인 현상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임.

II. 풀이 생략 (정답 φ)

III. 참고 해설 및 교과서 관련 사항

(가) 전자기 유도를 이해하려면 물리 I 에서 「전기와 자기」 단원의 r전류의 자

기 작용」장에서 r전자기 유도」를 공부하시오.

(나) 정전기에 의한 전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 가속 운동하는 전하들에 의한

전자기장이 나타나는 물리적 상황들에 대한 구별을 요하는 문제임.

45번 문항

@ 풀이를 참고하시오.

@ 풀이를 참고하시오.

@ 풀이를 참고하시오.

@ 풀이를 참고하시오.

@ 풀이를 참고하시오.

1. 출제 의도

(가)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 전기용량， 전위차의 관계를 적용

(나) 물리， 화학， 생물 통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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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풀이 해설 (정답 (1))

(가) 축전기의 전하량， 전기 용량， 전위차의 관계

Q + + + + + + + + +1+ + + + + + + + +

• Q=C V , C: 축전기 의 전기용량

V

(나) 세포막에서 전하의 이동

1. 세포막에 의한 분극(중성인 세포의 분극과정)

세포 외부 Na+ , cr
세포 내부 : K+ , 약간의 α , 단백질 음이

온 농도차에 의하여 외부의 Na+ , Cl 는

세포막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오고 내부의

K+는 외부로 나감. 단백질 음이온은 막을

통과하지 못함.

2. 자극의 전달과 전하의 이동

..

123456
셔깅 위의 5 단계를 축전기 회로로 나타내면

+ + + + + + + +
가 나 다

- 70mV + 30 mV

------ + + + + + +

- Q1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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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70 mV

+

이다.

+

(가) 단계 • (다) 단계

축전기의 금속판에 모이는 양전하 : Q1+Q2

Qi = CV" C =:: 축전기의 전기용량

Ql + Q2=:: C <0.03 + 0.07) =:: 1.0 X 10-7 C/ cm2

세포막을 통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이온이 1.0 X 10- 7 C/ cm2 이동.

3. 이동한 (+)이온의 수

1 페러데이 = 전자 1볼의 전하량 =:: 9.6xl04C

세포막을 통과한 (+)이온의 몰 수 : 뀔쩍증 =꾀색강~1.0 X lO - 12
9.6xlO· 9.6x lO·

물ι낀?

m‘ 참고 해설 및 교과서 관련사항

• 축전기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전기와 자기」의 r축전기 」 와 「전기 용량」을 보

시오.

• 실생활의 응용 예 : 카메라의 플레쉬 섬광

46번 문항

@ 풀이 해설을 참고하시오.

@ 풀이 해설을 참고하시오.

@ 풀이 해설을 참고하시오.

@ 풀이 해설을 참고하시오.

@ 풀이 해설을 참고하시오.

1. 출제 의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서 물체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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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풀이 해설 (정답 cm
(가) 오징어의 질량 M, 순간 속력 v, 분사한 물의 질량 fi, 분사 속력 v

운동량 보존법칙에 의해

MV= mι

V= 뽑 ι

(나) <보기>에서 (1-)과 (c)을 알면 V를 구할 수 있다.

(다) 축색돌기가 근육에 전달한 에너지는 오징어 내부의 신호전달 및 운동에

관련된 에너지로서 오징어 전체의 운동을 결정하는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다.

III. 참고 해설 및 교과서 관련 사항

(가) 심화 학습

@ 물을 분사하는 동안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콩 L1t = i f;
오징어의 운동에서 처음 질량 M, 물을 분사하는 속도 : 오징어를 기준

으로 -v. L1ι : 오징어의 속도 변화량， L1m 오징어의 질량 변화량， -v
물 분사속력

驚뿔~

~ 驚驚&

·繹뿔&

... 驚驚~

v u ‘

~ 뿔뿔뿔ι

L1t 시간 후의 운동량 : p2=(m+ L1m)(v+ L1v)- L1m(v一 η

t시간에서 의 운동량 : ψ[ = mι

충격량 관계식 : F L1t = mL1v+ VL1m

운동 방정식 m d，~ =- V~싹+F
dt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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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 물에 의한 마찰력이 존재하지만 분사하는 동안

분사에 의한 추진력 보다 매우 작다고 볼 수 있다.

F<{ 분사에 의한 추진력

인터넷을 이용한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 탐구영역(II)’의 물리문제 해설의 한 모형

」￡E =- v」젠가 되고， 이를 적분하면
dt" dt따라서 방정식은

U(0=uo+ l710g-M」 이 고 흐속도를 0이 라고 하면
。 (t) -1-'-'- , =-

U(t)= nog-M-이 된다.
(t)

@ 분사가 끝난 후 (t > to) 물의 마찰력이 중요해지므로 운동 방정식은

(1- a)M-fψ =-bι
dt

aM: 분사가 끝난 후 오징어의 질량， -bv 물의 마찰력

해 v= Vlog급; e칸따(t얘)， 매 : 분사가 끝나는 시간

게갖를

-
낭

앵η
--

빼
”v오징어가 물을 모두 분사한 순간(to) 최대속도

된다.

ν최대 = Vlog급감aV로 근사되어 앞의 정성적 풀이 결과

와 일치한다.

@ 최대 속력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오정어가 물을 분사하는 속도 = V 오징어가 분사하는 물의 총량 =αM

a « 1이 라면

(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해하려면 물리 n의 「힘과 운동」 단원의 「운동량 보

존」장에서 r운동량 보존」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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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et Based Explanation Scheme for Physics Problems

of the '97 Scholastic Ability Test

Soh , Kwang-Sup . Shin, Hak-Soo

Explanation on physics problems of the '97 Scholastic Ability Test is pres

ented through the Internet. The presentation was provided via six-steps : (1)

student's trial choice among the five answers (2) simple evaluation and brief

explanation (3) objective of the problem (4) procedure of solving the problem (5)

supplementarγ explanation and reference material (6) further higher level expla

nation.

In order to make 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communications we

make sentences short and simple, divide the contents into small units, and

emphasize key points by visual means. We also utilize figures, pictures and

ammatl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