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학기 일반물리학 및 실험 I 제1차 시험
강좌번호

소속

학년

학번

성명

감독자인

점수

☞ 1)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2) 풀이 과정은 필히 써야 하고, 3) 답은 답란에 써야합니다.

1. [10 점] 자동차가    s 에

  m에서 출발하여 아래의 속도-시간 그래프를 따라 움직였다.

a)    s 에서 자동차의 위치   를 구하라.
b)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운동의 방향을 바꾸었는가? 그렇다면 언제인지
그 시간을 말하라.
답 : a)

b)

2. [15 점] 수평으로  m 떨어져있는 아주 높은 성벽을 향해 포탄이 지면과 30 °기울어진 각도로  m  s 의 초기 속력을 가지
고 발사되었다.



(단, g   m  s ,


 = 1.5 로 계산하여라.)

a) 포탄이 성벽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b) 포탄이 성벽에 닿는 높이를 구하라.
답 : a)

b)

3. [10 점] 빠르게 달리고 있는 10톤 트럭의 앞 유리창에 꿀벌이 충돌하였다.
a) 꿀벌이 유리창에 가하는 힘과 유리창이 꿀벌에 가하는 힘의 크기는 어느 것이 더 큰가, 아니면 동일한가?
b) 이러한 힘을 받은 꿀벌의 속도와 유리창의 속도는 어느 것이 더 많이 변화하는가?
답 : a)

b)

4. [15 점] 50명의 경찰들이  kg 의 질량을 가진 보잉 747 비행기를  s 동안  m 를 끌고 갔다. 비행기를 끄는 데 경
찰관 1명이 낸 평균힘을 구하여라.
답 :

5. [10 점] 길동이와 오성이가 롤러를 사용하여 테니스장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각자가 롤러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같다면
누가 더 운동장을 단단하게 고를 수 있겠는가? 각 롤러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한 자유물체도형을 그려서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자유물체도형

길동

오성

답 :
이유 :

6. [15 점] 질량이

kg인 벽돌 A는 마찰이 없는 탁자 위에 놓여있다. 이 벽돌 A를 질량이 무시되는 줄을 사용하여 마찰을 무시

할 수 있는 도르래를 지나,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벽돌 B에 연결되어 있다. 질량 C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을 사용하여
벽돌 B 아래에 매달아 두었다. 벽돌 B의 질량을

kg, 벽돌 C의 질량을 kg이라 할 때 다음을 구하라. (단, 줄들은 늘어나지 않

는다.)

5kg

a) 벽돌 A와 B 사이의 줄의 장력을 구하여라.
b) 벽돌 B와 C 사이의 줄의 장력을 구하여라.
c) 벽돌 A와 B, C 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답 : a)

b)

c)

2kg

1kg

7. [15 점] 질량이  kg 인 놀이 기구에 길이가  m 인 줄을 매달아서 수평으로 원운동하게 했다. 줄의 장력은  N 까지만 가
능하다면 이 놀이기구의 최소 회전 주기는 몇 초인가?
답 :

8. [10 점] 원둘레를 도는 롤러코스터의 차를 타고 있는 소녀는 바닥 A 에서 겉보기 무게가 실제 무게의 2배가 되는 것을 느꼈


다. 이 때 소녀의 속력은 얼마인가? 롤러코스터의 반경은  m 이고 중력 가속도는  m  s 으로 하라.
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