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물리Ⅱ)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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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ㄱ.  공은 P에서 R까지 곡선 운동을 하고 수레는 Q에서 R까지 직선 운동하므로 

이동거리는 공이 더 크다.

ㄴ. 같은 시간동안 공이 이동한 거리가 수레보다 크므로 평균 속력도 공이 수레보

다 크다.

ㄷ. 공이 중력만 받으면서 운동하므로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하

고 크기도 일정하다.

2. ㄱ.  0초부터 15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속력-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

적과 같은데 A의 면적이 B보다 크므로 이동거리도 A가 B보다 크다.

ㄴ.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의 크기는 0초 때 0m/s이고, 10초 때 15m/s이므로 상

대속도는 10초 때가 더 크다. 

ㄷ. 12초 일때 가속도의 크기는 10-15초 사이에 등가속도 운동하므로 10-15초 사

이의 그래프 기울기의 절대값과 같다. 따라서 A는 4㎨이고, B는 1㎨으로 A의 가속

도가 더 크다.

3. ㄱ. 그래프를 보면  0-4초 사이에 한 번 진동하므로 주기는 4초이다.

ㄴ. 변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인데 1초와 3초 때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

이므로 속도의 방향은 반대이다.

ㄷ. 단진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변위가 최대일 때 가장 큰데 2초와 4초 때 변위의 

크기가 같으므로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4. ㄱ, x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므로 가속도가 0이고, y축 방향으로는 등가속

도 운동하여 가속도가 일정하므로 결국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ㄴ. x축방향의 속력은 일정하지만 y방향으로는 속력이 계속 증가하므로 운동 경로

는 포물선이 된다. 

ㄷ. 4초 동안 x축상의 이동거리는 4m이고, y축상의 이동거리는 2m이다. 따라서 변



위는 20= 2 5 (m)이고, 평균속도의 크기는 0.5 5 (m/s)이다.

5. ㄱ. 1-3초 사이에 가속도의 부호가 계속 (+)이므로 속력은 계속 증가한다.

ㄴ. 4-5초 사이에 가속도의 부호가 (-)이지만 0-4초 사이에 증가한 속도보다 4-5

초 사이에 감소한 속도가 작으므로 5초 때 속도는 (+)값을 갖는다. 그런데 가속도

는 (-)값을 가지므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다. 따라서 속도의 방향과 알짜

힘의 방향(=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이다.

ㄷ.  0-8초 사이에 속도의 부호는 계속 (+)값을 가지므로 이동거리는 계속 증가한

다. 운동 방향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운동하는 동안 이동거리는 항상 증가한다. 

6. 철수 : A를 끓는 물에 10분 정도 담가놓으면 A와 물이 열적 평형을 이뤄 온도

가 같아지므로 물의 온도를 측정하여 A의 온도를 알아낸다.

영희 : 열용량은 “질량 × 온도변화량”이다. 따라서 질량에 온도를 곱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민수 : 과정 (4)의 T 3 는 찬 물에 금속시료를 넣은 뒤의 열평형 온도이므로 찬 물

의 처음 온도 T 2 보다 높다.

7. ᄀ. A가 포물선 운동하는 동안 수평방향의 속력은 일정하지만 연직 방향의 속력

은 감소하다 증가하므로 속력은 계속 변한다.

ㄴ. B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 원운동하는데 실이 물체를 계속 중심쪽으로 

당겨주므로 B에 작용하는 실의 장력이 구심력이다.

ㄷ. C가 등속 원운동하는 동안 가속도는 항상 지구중심을 향한다. 따라서 가속도 

방향은 계속 변한다.

8. ㄱ. A가 바닥에 충돌한 후 처음 높이까지 올라가지 못했으므로 비탄성 충돌을 

하였다. 탄성충돌을 해야 처음 높이까지 올라간다.

ㄴ. A와 B의 충돌 전 속도는 같은데 충돌 후 속도는 더 높이 올라간 A가 더 크다. 

따라서 속도 변화량이 A가 더 크고 질량도 A가 더 크므로 운동량 변화량이 A가 B

보다 크다.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도 A가 B보다 크다.

ㄷ. 충돌후 B와 C가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므로 충돌 후 속도는 B와 C가 같다. 그

런데 질량이 B가 더 크므로 운동에너지는 B가 더 크다.

9. ᄀ.  기체가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은 “압력 × 면적”이므로 기체 A가 피스톤에 

가하는 힘은 PAS A 이다.

ㄴ. 피스톤이 정지해있으므로 피스톤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따라서 기체 A와 

B가 피스톤에 가하는 힘은 같은데( PASA=PBS B ) 피스톤의 단면적이 기체 A쪽이 



더 작으므로( SA < S B ) 압력은 기체 A가  크다( PA > PB ). 

ㄷ. 두 기체의 몰수와 온도가 같으므로 PV=nRT에서 PV값이 같다. 따라서 

PALASA=PBL BS B 인데 PASA=PBS B 이므로 LA=L B 이다.

10. 등속 원운동할 때 구심력은  F=
4π 2mr
T 2

이다. 이 때  m과 r은 같고, 구심력

은 탄성력이 두 배인 B가 두 배 크므로  주기는 B가 
1
2

배 짧다.

11. ᄀ. P에서는 등속 원운동하므로 가속도가 있으나 Q에서는 등속도 운동하므로 

가속도는 0이다.

ㄴ. 등속 원운동하므로 속력은 P, Q에서 같다. 그런데 책상 아래로 떨어지면서 중

력에 의해 가속되므로 속력이 증가한다. 따라서 R에서의 속력이 P에서보다 크다.

ㄷ. P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O점을 향하지만 R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아랫방향

으로 서로 다르다.

12. ᄀ. 전기장의 방향은 항상 등전위선과 직각을 이루고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한다. 따라서 전기장의 방향은 P에서 Q로 향하는 방향이다.

ㄴ. 전기력이 한 일은 “전하량×전위차”와 같은데 두 전하가 (가)(나)의 경로로 이동

할 때 전하량이 같고 전위차도 같으므로 한 일도 같다.

ㄷ. (나)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이 변하므로 이동거리는 변위의 크기보다 

크다. 따라서 평균 속력은 평균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13. ᄀ. 이상기체가 한 일은 이동경로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면적과 같다. 따라서 

(가)과정에서 한 일이 더 크다.

ㄴ. 압력과 부피가 변하다가 처음 상태도 되돌아와 압력과 부피의 변화가 없으므로 

PV = nRT에서 온도 변화가 없다. 온도 변화가 없으므로 내부에너지(=
3
2
nRT )의 

변화도 없다.

ㄷ. Q= ΔU+W 에서 ΔU 는 0인데 W는 (가)과정이 더 크므로 흡수한 열량 Q는 

(가)과장에서 더 크다. 즉, 내부에서의 변화는 없는데 외부에 한 일이 (가)가 더 크

므로 흡수한 열량도 (가)가 더 크다.

14. ᄀ. (가)에서 실의 장력은 물체의 무게와 같은 mg이다. (나)에서 물체는 정지해

있으므로 알짜힘은 0이다. 따라서 실의 장력은 그림에서와 같이 중력과 전기력의 

합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므로 cos 60〫=
mg
T

에서 T = 2mg이다.



ㄴ. 위 그림은 참조하면 (나)에서  중력 : 전기력 = mg : QE 0 = 1 : 3 이므

로 중력이 전기력보다 작다.

ㄷ. 최고점과 최저점의 높이차가 l- lcos 60〫=
l
2

이다. 따라서 위치에너지 차이

는 
mgl
2

= 
QE 0
3
l
2
=
QE 0l

2 3
이고, 최고점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최저

점보다 
QE 0l

2 3
만큼 크다.

15. ㄱ, 실이 끊어지는 순간 B는 원의 접선 방향인 오른쪽 방향의 속도를 갖고 있

으므로 B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ㄴ. 운동하는 동안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으므로 역학적에너지는 보존된다. A와 B의 

위치에너지 감소량은 같지만 처음 속도가 A는 0이지만 B는 0이 아니다. 따라서 최

고점에서 역학적에너지가 B가 더 크므로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도 B가 더 

크다.

ㄷ. 지면에서 도달할 때까지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이동거리는 s=
1
2
at2이다. A의 

경우 빗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가속도는  gsinθ(θ:경사각)이고, 이동거리는 h보다 

크다. 그런데 B의 경우는 가속도가 g이고 이동거리가 h이므로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가속도는 더 크면서 이동거리가 작은 B가 더 작다. 

16. 두 인공위성의 질량이 같고, P점과 Q점에서 인공위성과 지구사이의 거리가 같

으므로 위치에니지가 같다. 위치에너지는 같은데 역학적에너지는 A가 B보다 작다

고 했으므로 운동에너지는 A가 B보다 작다.

ᄀ. 운동에너지가 A가 작으므로 속력도 A가 작다,

ㄴ,ㄷ. 인공위성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같고 질량이 같으므로 만유인력과 위치에너

지는 같다.



17. ᄀ. 피스톤이 정지해있으므로 피스톤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기체가 피스

톤에 가하는 힘=피스톤의 무게에 의해 기체에 가해지는 힘 + 대기압”의 관계가 성

립한다. 실린더 A가 기울어있으므로 피스톤의 무게가 기체에 가하는 힘은 
mg
2

로 B의 mg 보다 작다. 따라서 기체의 압력은 실린더 B에서 더 크다.

ㄴ. PV = nRT에서 nRT가 같은데 압력 P는  B가 더 크므로 부피 V는 B가 더 작

다.

ㄷ. 온도가 같다고 했으므로 분자 1개당 평균 운동에너지(=
3
2
kT )는 같다.

18. A가 높이 h인 곳에서 내려와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을 v라면 v = 2gh 이다. 

충돌 직전 B의 속력은 4gh = 2 v이고 충돌 후 B의 속력이 gh 라고 했으

므로 충돌 후 속력은  
v
2

이다. 충돌 직후 A의 속력을 x라면 반발계수의 식으로

부터 
x+

v
2

v+ 2v
= 0.5 에서 x는 0.5v(=

v
2

)이다. 충돌 후 A의 속력이 충돌 전의 

1/2배로 감소했으므로 올라간 최고높이는 1/4배로 감소하여 
h
4

가 된다.

19. 음전하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면서 속력이 감소했으므로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

이다. 양전하가 왼쪽으로 운동하는 동안 양전하에는 전기장의 방향인 오른쪽으로 

전기력이 작용하므로 양전하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

게 된다.

20. ․ 위쪽으로 휘어진 입자 : 전기력의 방향은 위쪽이고, 전기력이 중력보다 더 크

다(전기력>중력).

․ 직선 운동한 입자 : 중력과 전기력의 힘의 평형을 이루므로 전기력의 방향은 위쪽

이고, 중력과 전기력의 크기는 같다(전기력=중력).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두 입자 모두 아래쪽으로 전기력을 받으므로 아래쪽

으로 “중력+전기력”을 받게 되어 아래쪽으로 휘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이 때 아래쪽으로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위쪽으로 휘어졌던 입자가 더 크므로 알짜

힘도 위쪽으로 휘어졌던 입자가 더 커서 아래쪽 입자보다 더 급격히 휘어지는 곡선 

운동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