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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의 법칙과 저항 

1. 그림(가)는 저항을 직렬로, 그림(나)는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 놓
은 전기 회로도이다. (가)에는 4A의 전류가 흐르고, 전압의 크기는 
모른다. (나)에는 120V의 전압이 걸려 있고 전류의 세기는 모른다. 
(가)의 저항 10Ω에 걸리는 전압과 (나)의 저항 10Ω에 걸리는 전압
의 비는? 

①1:1   ② 1:2   ③ 1:3   ④ 2:3   ⑤ 3:1 



   

  
옴의 법칙과 저항 

2. 2Ω,3 4Ω, 3개의 저항을 6V의 전압에 연결한 회로도이다. 이 그
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전체 저항은 2Ω이다. 
ㄴ. 2Ω에 걸리는 전압은 6V이다. 
ㄷ. 3Ω에 가장 높은 전압이 걸린다. 
ㄹ. 3Ω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A이다. 

① ㄱ, ㄷ     ② ㄱ,ㄹ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옴의 법칙과 저항 

3. 저항이 같은 개의 니크롬선, 전압이 같은 개의 건전지를 이용하
여 회로도 (가), (나), 9다)와 같이 연결하였다. 각 회로에 흐르는 전
체 전류의 세기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가) ＞ (나) ＞ (다)    ② (나) ＞ (가) ＞ (다) 
③ (나) ＞ (다) ＞ (가)    ④ (다) ＞ (가) ＞ (나)    ⑤ (다) ＞ (나) ＞ (가) 
  



   

  
옴의 법칙과 저항 

※ 같은 양의 물이 담긴 스타이로폼 그릇 A~D에 저항 3Ω, 6Ω, 3Ω, 4Ω와 전 
    압 27V를 그림과 같이 연결하였다.  

4. 스타이로폼 의 전류 세기로 옳은 것은? 

5. 스타이로폼 에서 소모하는 전기에너지 비는? 



  
옴의 법칙과 저항 

6. 그림의 회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스위치가 열린 상태에서 전류계 와 의 값 비교하여 부등호로 나타내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 스위치가 닫힌 상태에서 전류계 와 의 값 비교하여 부등호로 나타내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옴의 법칙과 저항 

7. 전구 A는 정격전압이 100V이고 소비전력 50W, 전구 B는 정격전압이 
100V이고 소비전력이 100W이다. (가)는 두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였고, 
(나)는 두 전구를 병렬로 연결하였다.  
(단, 두 회로에 걸리는 전압은 100V이다.)  

(1) 전기 회로 (가)와 (나)의 전체 저항을 구하시오. 
 

 
(2) 전기 회로 (가)의 A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전기 회로 (나)의  
    A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비를 풀이과정을 포함하여 구하시오. 
 



  
옴의 법칙과 저항 

8. 그림은 저항의 크기가 다른 니크롬선 5개를 혼합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옴의 법칙과 저항 

9. A 와 B 사이의 저항값은? 

10. A 와 D 사이의 저항값은? 



자기력 

1. 그림과 같이 막대자석 주위에 나침반의 놓았을 때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 그림과 같이 전류를 흐르게 한 후 그 주변에 나침반을 놓 
    았다. 나침반 바늘의 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자기력 



   

  
자기력 

3. 그림과 같이 장치한 전기 회로의 도선의 위 또는 아래에 
나침반을 놓았다. 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자침의 
변화가 거의 없는 나침반의 기호를 모두 고르시오. (정답 개) 



   

  
자기력 

4. 다음은 코일을 감아 만든 두 전자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B와 C는 모두 N극이다. 
ㄴ. C는 N극, D는 S극이다. 
ㄷ. A와 D에 생기는 극의 종류는 같다. 
ㄹ. 두 전자석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자기력 

5. 그림은 코일에 전원장치를 연결한 모습이다.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
시오. 

(1) 점 A, B, C에 각각 나침반을 놓았을 때 자침의 극이 가리
키는 방향을 동, 서, 남, 북으로 나타내시오. 

(2) 코일 주위에 막대자석과 매우 비슷한 자기장이 생겼을 
    때 점 D와 점E 는 각각 자석의 어느 극에 해당하는가? 



   

  
자기력 

6. 그림은 말굽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놓여 있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보기>는 이 때 발생하는 
자기력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하는 내용이다. 옳은 진술을 한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가 : 말굽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어. 
• 나 : 전류는 앞에서 뒤로 흐르니까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도선 오른쪽에선 아래 방향 
        으로, 도선 왼쪽에선 위 방향으로 형성될 거야. 
• 다 : 그럼 두 자기장이 서로 만나 자기장 세기의 차이가 생기면서 힘이 발생하는구나. 
• 라 : 그렇지, 도선 왼쪽 공간은 상대적으로 자기장이 세고, 도선 오른쪽 공간은 상대적으 
        로 자기장이 약해져. 
• 마 : 아, 그럼 도선은 자기장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즉 왼쪽인 (라)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아 움직이겠네. 



   

  
자기력 

7. <보기> 중 자기력을 받아 도선이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것

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단, ◉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

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고, ⊗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다.) 

<보기> 



   

  
자기력 

8. 그림과 같이 자석의 두 극 사이에 아래로 전류가 흐르는 도
선을 놓았다. 이 도선이 힘을 받는 방향은? 



   

  
자기력 

9. 그림은 세워 놓은 말굽자석의 두 극 사이로 지나가는 직선 
도선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직선 도선 주위에 반시계방향의 
자기력선이 생겼을 때 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자기력 

10. 그림과 같이 원형으로 감은 코일 위에서 자석을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였다. 유도 전류의 방향을 바르게 나타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A,B     ② B,C    ③ A,D    ④ B,D    ⑤ C,D 



   

  
자기력 

11. 코일주위에서 자석의 극과 극을 운동시킬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은 것끼리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코일의 
감긴 방향은 모두 같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자기력 

12. 전원 장치에 연결한 전자석 근처에 검류계를 연결한 코일을 놓
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킬 
때, 코일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아무런 변화가 없다. 
ㄴ. A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ㄷ. B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ㄹ. 전자석으로부터 인력을 받는다. 
ㅁ. 전자석으로부터 척력을 받는다. 

① ㄱ     ② ㄴ,ㅁ     ③ ㄷ,ㄹ     ④ ㄷ,ㅁ     ⑤ ㄱ,ㄴ,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