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학기 일반물리학 및 실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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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전자와 양전자는 전하 부호가 반대이고 질량은 정확히 똑 같은 입자이다. 이 두 입자가 100 fm 떨어진 (1fm 는
10-15m 이다.) 곳에서부터 같은 속력을 가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하여 전기적 인력이 무시되는 아주 먼 곳으로 가기 위해
서 전자(혹은 양전자)는 최소한 얼마만한 속력을 가져야 하는가? ( 1/4πε0

= 9.0 x 109 N m2/C2 이며, 전자의 질량은 10-30 kg

이고 전하량은 10-19 C 이라 한다. )
답 :

2. [10점] 카메라에 내장된 전기용량이 200 ㎌ 인 플레시 축전기를 100V로 충전하였다. 사진을 찍을 때 축전기에 저장된 모든 에
너지가 2 ms안에 다 방출된다면, 방출되는 평균 출력은 몇 와트인가? 답 :

3. [5점] PC에 연결된 USB 케이블에서 1500 mA 의 전류가 흘러나와 전화기를 충전한다. 전화기에 일 분 동안 들어가는 전하량은
얼마인가?
답 :

4. [10점] 어떤 120V / 60W 백열전구를 100V 전원 단자에 연결하였다. 이때 소모되는 전력은 얼마인가?
답 :

5. [10점] 기전력이    V 인 전지에 저항이     ,     인 두 개의 저항을 다음과 같이 연결하여 회로를 완성하였다.
전지의 음극인 점  에서 시작하여 회로를 따라 전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라.

6. [10점] 아래와 같은 저항의 회로에서, 고리   에 있는 10 Ω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여라.

7. [15점] 흑백 TV 브라운관에서 전자가 x-축 방향으로 걸린 4.0 kV 의 전압에 의해 가속된 후, y-축 방향으로 걸린 0.5 T 의
자기장에 의해 방향을 바꾼다. (전자의 질량은 10-30 kg, 전자의 전하량은 10-19 C 이라고 하고, 중력 효과는 무시한다.)
a) 전자가 전기장에 의해 얻게 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답 :
b) 전자가 자기장에 의해 얻게 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답 :
c)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서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면, 회전 반경은 얼마인가? 답 :

8. [10점] 어떤 도선을 지름이 20cm인 원형으로 10번 감은 후 지표면에 대해 수평하게 두고 2A의 전류를 흘러 보냈다. 그런 후,

지표면에 수평인 방향으로(그래서 도선 면에도 평행으로) 0.1T의 자기장을 걸었더니 돌림힘을 받
고 회전하려 한다. 이 돌림힘의 크기를 구하라. 답 :

9. [10점] 그림과 같이 금속막대가 자기장 속에서 왼쪽 끝(pivot)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 막대에 운동기전력이 생기는지와 그 이유를 밝히고, 운동기전력이 생긴다면
막대의 어느 쪽이 전위가 더 높은지 설명하여 보아라.

답 :

10. [10점] 파장이 각각    nm ,    nm ,    nm 인 레이저 빔이 있는데, 빛으로 나오는 출력은 모두

W 이다. 이 레이저빔에서 1초 동안에 나오는 광자의 수를 각각   ,   ,   라고 한다면 이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