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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열(특히 비열 측정) 

1. 대기압(1기압) 상태에서     인 풍선의 온도가 27℃이었다. 
온도를 높이면서 풍선을 2기압으로 누르고 있어도 풍선의 부피
가       가 되었다면, 이 때 풍선의 온도는 몇 ℃이겠는가? 

   
  



   
  

2. 다음과 같은 실험으로 금속의 비열을 측정하려고 한다. 보기의 
그림에서 A는 금속 덩어리이고, B와 C는 상온의 물이 담긴 비커이
며, D는 알코올 램프이다. ㄱ～ㅂ에 해당되는 실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C를 가열한 후 D의 불을 끈다. 
ㄴ. B를 가열한 후 D의 불을 끈다. 
ㄷ. A를 B에 넣는다. 
ㄹ. A를 C에 넣는다. 
ㅁ. B의 온도를 측정한다. 
ㅂ. C의 온도를 측정한다. 

열(특히 비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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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g의 물을 5℃ 높이는 데 50cal의 열량이 필요하였다. 물
의 비열은 얼마인가? 물 10g의 열용량은 얼마인가? 
 

열(특히 비열 측정) 

4. 같은 종류의 물질로 만든 물체 A와 B를 접촉시킨 다음 두 
물체의 온도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하였더니,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가 다음 그래프와 걸었다. A와 B의 질량비와 
열용량비를 각각 구하여라 



   

  

            용해도 

5. 오른쪽 그래프는 여러 가지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용질은 다음과 같다.) 
 



   

  

6. 프로판(      )은 물과 잘 섞이지를 않는데, 에탄올(          )은 물
과 잘 섞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용해도 

 
  

 
 
 

7. 다음 표는 상온에서 액체인 물질 A～D의 몇 가지 성질을 조사한 
것이다. 이 물질에서 A와 D, B와 C가 혼합되어 있다. 이들을 분리하
는 방법과 분리에 이용하는 성질을 쓰라. 
 

물 질 A B C D 

끓는점(℃) 78 35 113 98 

밀도(              ) 0.78 0.70 1.05 0.80 

물에 대한 용해도 잘 섞임 섞이지 않음 잘 섞임 잘 섞임 



   

  

8. 끓는 물에 화상을 입는 경우보다, 끓는 소금물에 데인 경우
가 상처가 심하다. 이것은 물에 염화나트륨과 같은 비휘발성 물
질이 녹게 되면 끓는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염화나트
륨의 농도가 진할수록 끓는점의 오름 정도는 더 크게 나타난다. 
재영이는 소금물을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
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를 얻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
라. 
  

            용해도 

(1) 소금물은 어느 온도에서부터 끓기 시작하였는가? 
 

(2) A와 B 구간에서 존재하는 물질의 상태를 각각 쓰라. (단, 염화나트륨
의 상태 표시는 염화나트륨 수용액, 액체 염화나트륨, 고체 염화나트륨
으로,       의 상태 표시는 얼음, 물, 수증기로 표기한다.) 

  



   

  

9.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여라. 

       여러 가지 운동 

(1) 그림에 대한 속도-시간 그래프로 옳은 것은? 

(2) 가속도가 일정하다 또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주어졌다면,  
속도-시간 그래프로 옳은 것을 문제 (1)의 문항에서 고르면? 



   

  

       여러 가지 운동 

(3) 문제 (2)의 조건에 따른 가속도(   )-시간(  t ) 그래프로 옳은 것은? 

(4) 문제 (3)의 그래프에서    의 값을 구하여라. 



   

  

10.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체가 자유 낙하를 하고 있다. 다음 물
음에 답하여라. (단, 중력 가속도          이다.) 

       여러 가지 운동 

(1) 5초 동안 자유 낙하한 후의 속력  v 는? 

(2) 속력이 30m/s가 되는 시간 t 는? 

(3) 10초 동안 자유 낙하한 거리 s 는? 

(4) 100m 자유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 t 는? 

(5) 500m 자유 낙하한 후의 속력 v 는? 



   

  

11. 지표면 근처에서 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그림1
과 같이 일정하다. 그림 2와 같이 어떤 물체 A를 자유 낙하시키
는 것과 동시에 질량이 같은 물체 B를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던졌을 때, 두 물체 A, B의 운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운동하는 동안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여러 가지 운동 

① 두 물체의 가속도는 같다. 
② 물체 A가 물체 B보다 먼저 지면에 도착한다. 
③ 지면에 도착하는 순간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 
④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0이다. 
⑤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B의 수평 속도는 0이다. 



   

  

12. 영희와 철수의 다음 대화를 읽고 누구의 말이 옳은지 생각
해 보자. 

       역학적 에너지 

영희 : 철수야 날 위해서 일 좀 해 줄래? 
이 물체를 옮겨 줘. 한 일이 있으면 이 알사탕 줄게. 
철수 : 알겠어. 끙～ 
어휴 한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100N의 힘으로 당겼는데도 
하도 무거우니까 꼼짝도 않네! 
영희 : 한 시간 동안 힘 F 를 가했지만 이동 거리 S 가 0이므로 네가 
한 일 W 는 0이야! 
철수 : 아냐! 한 시간 동안 내가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물체가 
받은 일은 0이지만, 내가 한 일은 0이 아니야. 사탕 주기 싫으니까 
별소리 다하네! 
 
 
 
 
 
 
 



   

  

       역학적 에너지 

일( W )의 정의는 일=힘×이동 거리, 즉           이다. 
따라서, 이동 거리 S가 0이므로 아무리 힘을 가했어도 0을 곱하면 
값은 0이 되므로 한 일은 0이다. 즉, 영희의 말이 맞다. 
예를 들어, 철수가 100N의 힘을 가하여 5m를 이동시켰다면 철수가 
한 일은 
   
 
이다. (1N의 힘을 가해서 1m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을 1J(주울)로 정
의한다.) 
 



   

  

13.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가 각각 40cm, 30cm인 사각형 
모양의 물체를 대각선 방향으로 F=10N 의 일정한 힘을 가하여 
S=10m만큼 이동시키는 데 10초가 걸렸다. 물음에 답하여라. 

       역학적 에너지 

(1) 사람이 물체에 해 준 일은? 
① 6J  ② 8J  ③ 40J 
④ 60J  ⑤ 80J 
 
(2) 이 사람이 한 일률 P는 얼마인가? (단, 1초당 1J의 일을 할 때의 
일률을 1W(와트)로 정의한다.) 
 



   

  

14.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 h로부터 질량 m인 물체를 자유 낙하
시켰을 때,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 v를 구하여라. (역학적 에
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여라.) 

       역학적 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