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일반물리학 및 실험 II 제2차 시험
강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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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인

점수

☞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풀이 과정은 필히 써야 합니다.

빛의 속도      ×  m  s , 물의 굴절률      , 비눗방울(비눗물 막)의 굴절률      , 유리의 굴절률      ,

1. [10 점] 코일이 종이면 위에 놓여 있고 자기장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향한다. 다음 중 시계방향의 전류가 유도되는 경우를 고
르고 그 이유를 기술하라(정답이 여러 개일 수 있다).
(a) 자기장이 강해질 때
(b) 코일의 크기가 줄어들 때
(c) 코일이 종이면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d) 자기장이 종이면과 수직하지 않게 기울어 질 때

2. [15 점] 휴대전화 충전기 속에는 120 V 교류전압을 3.7 V 전지에 충전시키기 위해 5.0 V 교류전압으로 낮추는 변압기가 들
어있다. 이차코일의 감은 수가 30회이고 충전기가 이차코일에 700 mA의 전류를 흘려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a) 일차코일의 감은 수
(b) 일차 코일에 흘려야 할 전류
(c) 변환되는 전력
답 : a)

b)

3. [10 점] 어떤 전자기파의 전기장의 최댓값이  × 

c)



V m 라면, 자기장의 세기의 최댓값은 얼마인가?

답 :

4. [10 점] 휴대전화 안테나의 길이는 보통 1/4 파장 길이로 한다. 어떤 휴대전화의 막대형 안테나의 길이가 4.2 cm 라면 휴대
전화의 송수신 진동수를 추정해보라.
답 :

5. [10 점] 핸드폰을 호수 가장자리 깊이 2.6 m인 물속에 떨어뜨렸다. 물속을 거의 똑바로 내려다 볼 때 핸드폰은 얼마의 깊이에
있어 보이는가?
답 :

6. [15 점] 어떤 동전 수집가가 초점 거리  cm 인 수렴 렌즈를 사용하여 동전으로부터  cm 떨어진 곳에 렌즈를 놓고 동전을
살펴본다. 실제 동전의 지름이  cm 일 때, 상의 크기는 얼마인가?
답 :

7. [15 점] 단색광이 간격이    mm 인 두 개의 매우 좁은 슬릿에 입사한다.    m 떨어진 스크린에 생기는 중앙 띠 가까이에
서 연속적인 두 띠의 간격이    cm 이다. 이 빛의 파장과 진동수를 구하여라.
답 :





8. [15 점] a)어떤 비눗방울이 관측자에게 가장 가까운 앞 표면에서 초록색(    nm )으로 보였다. 이 비눗방울 막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얇은 두께는 얼마인가?
b) 비눗물이 유리에 떨어져 반사될 때 초록색(    nm )으로 보인다. 이 비눗물 막의 최소 두께는 얼마인가?
답 : a)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