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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홍현창선생님 



강사 소개 



힘의종류와 합성 (특히부력) 

1. 어떤 물체를 달았더니 늘어난 길이가 1m인 용수철을 다음
과 같이 연결하였을 때, 각각 늘어난 길이를 구하여라. 

   
  



   
  

2. 회전축으로부터 1m인 위치에 문과 의 방향으로 비스듬
하게 힘을 가할 때 평형이 되는 힘 는 몇 N인가? 

힘의종류와 합성 (특히부력) 



  

3.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가속되고 있는 차의 천정에 
매단 추가 연직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30°각도를 유지하고 있
을 때, 이 추가 받은 관성력은 몇 N이겠는가? (단, 추의 무게는 
30N이다.) 

힘의종류와 합성 (특히부력) 



   

  

4. 무게 100N인 물체를 천정에 매단 다음 그림에서 줄의 장
력 를 구하여라. 

힘의종류와 합성 (특히부력) 



   

  

5. 다음 그림과 같이 지구와 달에 의한 두 인력의 합이 0이 
되는 지점의 거리의 비 를 구하여라. (단, 달의 질량은 지구의 
질량의 이다.) 

힘의종류와 합성 (특히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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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그림과 같이 줄(Joule)의 실험 장치에서 날개축에 연결된 
줄에 질량이 4.2kg인 추 2개를 각각 매달고 3m 높이에서 10회씩 
떨어뜨렸을 때, 날개가 회전하여 물을 휘젓게 하였다. 이 때, 물의 
질량이 100g이었다면, 그 온도는 몇 ℃ 상승하였는가? (단, 열의 일
당량은 이다.) 



   

  

7. 금속의 비열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실험하였
다. 
 
실험 과정 
1. 열량계에 물을 넣고 물의 온도 과 물의 질량 을 측정한다. 
2. 비커의 물 속에 질량 를 알고 있는 금속구를 넣고 가열한다. 
3. 비커의 물이 끓을 때 물의 온도 를 측정한다. 
4. 끓는물 속의 금속구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열량계 속에 재빨리 넣고 잘 섞
으면서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의 온도 t를 측정한다. 
 
  

 
  

이 실험에서 금속구의 비열은? (단, 열량계를 통해 빠져 나간 열은 없다고 가정하고, 
물의 비열은 1kcal/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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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절대 온도(캘빈 온도) 체계는 기체 분자 1개의 운동 에너지
를 온도로 정의한 온도 체계이다. 
 
       (T : 절대 온도, K: 볼츠만 상수)  
 
온도와 압력이 같은 조건에서 수소 분자(분자량=2)의 속력은 
산소 분자(분자량=32)의 속력의 몇 배이겠는가? 
 

9. 실내 온도가 20℃이고 바깥 온도가 0℃일 때, 넓이가     이고 
두께가 3mm인 유리창을 통하여 1분 동안 밖으로 전도되는 열량
은 몇 cal인가? (단, 유리의 열 전도율은 0.002cal/cm․℃․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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