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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인

점수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풀이 과정은 필히 써야 합니다.

뉴턴 방정식을 사용하는 모든 문제에 자유물체도형을 그리고 풀이를 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공기저항은 무시하고, 중력가속도    m  s  로 한다.

1. [15 점] 아래의 그림은 x-축을 따라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시간 그래프이다.
A-F 까지 구간들 중 다음에 해당되는 구간을 찾고 각각의 이유를 설명하라.
1) 어느 구간(들)에서 속도가 일정한가?
2) 어느 구간(들)에서 물체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가?
3) 어느 구간(들)에서 물체의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가?
4) 어느 구간(들)에서 물체가 정지해 있는가?
5) 어느 구간(들)에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가?

2. [10 점] 스포츠카가 중력가속도의 0.8 배의 최대 옆 방향 가속도를 가진다. 이 가속도는 원형의 수평한 도로 위를 주행할 때
미끄러지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최대 구심 가속도이다. 만일 도로의 반지름이 450 m 라면 스포츠카가 회전할 수 있는 최대 속력
은 얼마인가?
답 :

3. [10 점] 오토바이를 탄 스턴트맨이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절벽의 끝에서 속도는  ms 의 수평 성분만 있다. (단,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의 좌표를 (0.0) 이라 하고,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을 +  방향으로 한다.)
a) 0.5 초 후 오토바이의 위치 (x,y) 는?
b) 0.5 초 후 오토바이의 속력은 얼마인가?
답 : a)

b)

4. [15 점] 아래와 같이 비탈진 경사면 위에 질량   이 놓여 있고 팽팽한 줄로 연결된 질량   가 도르래를 거쳐 연결되어 있다.
(   과 비탈면과의 마찰, 도르래의 질량과 도르래 축의 마찰은 무시한다.)
a) 두 질량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b)   의 가속도가 위로 향하기 위한   과   간의 관계는?
답 : a)

b)

5. [10 점] 다음 물체에 대한 자유물체도형을 그리고 알짜힘의 방향을 표시하여라.(크기가 같은 힘이 있으면  ║ 등으로 표시 하
여라.)
a) 책을 벽에 대고 움직이지 않도록 누르고 있다.
b) 트럭 뒤에 상자를 싣고 가다가 신호등에서 정지했는데 상자는 미끄러지지 않았다.
답:

a)

b)

6. [15 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네모난 질량  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작은 질량이  이 놓여 있다. 질량  과  간의 정지마
찰계수는  라 한다. 질량  에 수평으로 힘  을 가하면 질량  이 움직이는데, 이 때 질량  이 질량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
으려면 힘  는 얼마보다 작아야 하는가?
답 :

7. [10 점] 용수철이 균형점에서  거리만큼 늘어날 때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이다. 여기서  는 용수철 상수이다. 균형점
에서  지점까지 잡아당기기 위해 필요한 일은 얼마인가?
답 :

8. [15 점]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추가 매달려 있다. 줄의 길이는  이며, 추의 질량은  이다.
리는데 소요되는 일은 얼마인가?
답 :

추를 잡아 당겨서 각도   만큼 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