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학기 일반물리학 및 실험 I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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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는 길이가  cm 인 렌치를 사용하여 너트를 돌린다. 렌치 핸들이 수평선과  를 이루었을 때, 철수가  N
의 힘을 주어 렌치 끝을 수직 아래로 똑바로 당긴다. 철수가 너트에 작용한 돌림힘은 얼마인가?
답 :

2. [15 점]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길이  cm 의 매우 튼튼하고 가벼운 막대에 부착된 3개의 작고 무거운 구로 이루어진 물
체가 있다. 구의 질량은 각기     kg ,     kg , 그리고     kg 이다. 그것이 축  에 관해서 회전한다면 물체의
관성모멘트는 얼마인가? 또  축에 관해서는 얼마인가?
답 :

3. [15 점] 길이가  cm 인 용수철에   N 인 추를 달았을 때  cm 가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다. 이 용수철을 그림과 같이 한
쪽 끝은 천정에 매달고 용수철이 평형상태가 되도록 무게가   N 인 추를 천정에서  cm 인 곳에 들고 있다가 놓았다. 다음에


답하여라. (용수철의 질량과 추의 크기는 무시하고, 중력가속도는    m  s 을 사용하여라.)
a) 이 용수철 상수를 구하여라.
b) 추가 제일 낮은 곳에 왔을 때의 위치와 속도를 구하여라.
c) 반대편으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구하여라.
답 : a)

b)

c)

4. [10 점] 암벽등반가가 로프를 잡고 암벽에 발을 대고 편안한 자세(평형상태)로 쉬고 있다. 다음에 답하여라.
a) 등반가에게 작용하는 힘을 모두 표시하고 각 힘을 설명하여라.
b) 등반가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는지 설명하여라.
답 :

5. [10 점] 아래 그림에서 두 원판들의 질량은 서로 같은데, 원판1의 각속도는 원판2의 각속도의 두 배이다. 원판2의 각운동량
의 크기가 원판1의 각운동량의 크기의 몇 배인지 계산하라. (단, 질량이  이고 반지름이  인 원판의 중심축에 대한 관성 모멘



트는  




이다.)

답 :

6. [15 점] 총알의 속력을 측정하기 위한 “탄도 용수철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한다. 질량  인 총알이 질량  인 블록에 수평방
향으로 발사되었다. 총알이 박힌 블록은 마찰 없는 탁자를 미끄러져서 한쪽이 고정되어있는 상수가  인 수평방향으로 놓인 용수
철과 충돌하였다. 용수철의 최대 압축길이는  이다.
a) 총알의 초기속력을   라고 할 때 총알이 블록과 충돌한 후 총알과 블록의 속력을 구하라.
b) 총알과 블록이 용수철과 충돌할 때 용수철의 최대 압축길이  를   ,  ,  ,  의 함수로 구하라.
답 : a)

b)

7. [10 점] kg 인 사람이 빠른 속도로 자유영 수영을 할 경우, 대사율은 W 이다.
a) 이 사람이 50분간 이렇게 수영할 경우 소모하는 에너지는 몇 kJ 인가?
b) 또 우리 몸의 효율이  라고 하면, 소모한 전체 에너지 중 얼마만한 에너지를 앞으로 나가는 데 사용했는지 kJ 단위로 말하
라.
답 : a)

b)

8. [15 점] 저온 K 와 고온 K 에서 작동하는 어떤 냉동기는 저온에서 J 의 열을 뽑아서 고온으로 J 의 열을 보낸다.
a) 이 냉동기의 작동계수 CO P 를 구하라.
b) 이 저온과 고온 사이에 작동하는 냉동기중에서 작동계수가 최고가 되는 것의 작동계수 CO P m ax 를 구하라.
답 : a)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