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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물 리

2차 시험 2교시 2문항 50 시험 시간 120분

수험생 유의 사항

1. 문제지(초안 작성 용지 포함)와 답안지의 전체 면 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시오. 답안지는 문항당 2쪽(교시당 4쪽), 초안 작성 용지는 

교시당 4쪽입니다. 답안은 문항당 2쪽 이내로만 작성하시오.

2. 각각의 문항에 대한 답안은 해당 문항의 전용 답안지에만 작성하시오.

3.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 수험 번호,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해당란에 

‘●’로 표기하시오.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시오.

예시

1번 문항, 1번째 답안지 표기 1번 문항, 2번째 답안지 표기

문항 1

전용 답안지

쪽 번호 표기란

●   ②  

문항 1

전용 답안지

쪽 번호 표기란

①   ●  

4.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시오(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

5. 답안지에는 문항 내용을 일절 옮겨 적지 마시오. 단, 하위 문항이 있을 경우, 하위 문항의 번호(1-1, 1-2)를 답안지 앞부분에 쓰고 

답안을 작성하시오.

6. 각 문항 답안 작성 후 마지막 문장 뒤에는 반드시‘끝’자를 쓰시오(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각 하위 문항에도‘끝’자를 쓰시오.).

7. 답안 초안 작성은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시오. 초안 작성 용지는 답안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8.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기 바라며, 종료종이 울리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9. 답안 수정 시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두 줄(〓)을 그으시오.

10.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오.

∙ 다른 문항의 답안지에 작성한 부분

∙ 문항당 답안지 2쪽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

∙ 답안 작성란 이외의 공간(뒷면 등)에 작성한 부분

∙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 정보를 노출한 답안지 전체

∙ 개인 정보를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

11.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12.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 수험 번호,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기재ㆍ표기한 후, 답안지 4쪽을 모두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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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7년 데이비슨(C.Davisson)과 머(L.Germer)는 니 결정에 자빔을 입사시켰더니 X선을 입사시켰을 때 얻은 회

무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고,이로부터 자가 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드 로이(deBroglie)의 이론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물리 Ⅱ ‘미시 세계와 양자 상’ 역에 포함되어 있다.

<자료 1>은 A교사가 이 내용을 지도하기 해 비한 수업 계획이며,<자료 2>는 <자료 1>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 후

A교사가 동료 교사들과 나 수업에 한 평가,<자료 3>은 정방구조 결정에서의 X선 회 과 련된 내용이다.【30 】

<자료 1>

[수업 목표]

데이비슨－ 머 실험을 통하여 자가 동의 성질을 나타냄을 설명할 수 있다.

[수업 방법]

컴퓨터 모의실험,귀추 (abductive)사고,순환학습 모형

[교수․학습 활동]

(1)탐색: 동의 회 에 한 컴퓨터 모의실험 → X선 회 사진 찰 → 데이비슨- 머 실험 결과 찰 → 두 회 무늬

비교를 통한 자의 동 성질 추론

(2)개념 소개:드 로이의 물질 이론 소개, 자의 드 로이 장 계산

(3)개념 용:물질 이론을 용하여 자 미경의 원리를 설명

<자료 2>

A교사 :학생들이 컴퓨터로 모의실험할 때까지는 좋아했는데,모의실험이 끝나고 X선 회 이 나오면서부터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히 떨어져서 힘들었습니다. 한,수업 후 확인해 보니 부분의 학생들이 자가 횡 처럼

진동하며 움직인다고 생각하더군요.

이 교사:A선생님의 수업 계획은 좋았습니다.다만 수업 방법을 실제 수업에 용할 때는 계획 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에서 문제가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A교사 : 는 학생들이 탐색 단계에서 귀추 사고를 활용하여 자의 동 성질을 스스로 발견하기를 기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과연 이러한 근이 옳았는지 반성이 되네요.

김 교사:물질 이론을 먼 소개하는 신,학생들의 탐색 활동을 먼 도입한 이 수업 근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물질의 이 성 개념 자체가 워낙 추상 이라 내용 이해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순환학습 모형을 확장하여,

참여-탐색-설명-정교화-평가로 구성되는 5E모형으로 재의 교수․학습 활동을 보완하면 어떨까요?

박 교사:탐색 단계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 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 시도입니다.그런데,개별 활동 주로 진행된

이 수업을 다양한 수 의 학생들이 고루 섞이는 모둠 활동 주로 바꾸면,개념 이해뿐만 아니라 과학 태도 함양

에도 더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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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그림 (가)는 장 인 X선이 결정체에 입사하 을 때,산란된 X선을 검출하는 것을 나타낸 모식도이다.입사된 X선과

산란된 X선의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은 이다.그림 (나)는 정방구조 결정체에서 장 인 X선이 간격 인 격자면에

각 로 입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는 X선 방향과 격자면 사이의 각이고 은 격자상수이다.

(가) (나)

3-1.<자료 1>과 <자료 2>를 근거로 하여 A교사의 의도 로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과 그 원인을 <자료 1>의 3가지

수업 방법 측면에서 각각 논하시오. 한,김 교사의 제안에 따라 <자료 1>의 [교수․학습 활동]을 다시 작성하시오.박 교사의

주장처럼 개별 활동을 모둠 활동으로 재구성할 때 기 되는 장 을 2가지 쓰고,이에 해 비고츠키(L.Vygotsky)의 이론

(사회문화 )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20 ]

3-2.<자료 3>의 그림 (가)에서 간격이 인 이웃한 두 결정면에 의한 X선 회 무늬 세기가 1차 최 인 조건식을 유도하시오.

그림 (나)에서 결정체의 과 의 계식을 구하고, nm인 X선을 사용하여   ﾟ에서 1차 최 회 신호가 검출

되었을 때 을 구하시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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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4.신체의 단층 촬 에 사용되는 자기공명 상(MRI)장비는 스핀 각운동량의 세차운동을 기반으로 한다.<자료 1>은 력장

속에서 자 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의 세차운동 각진동수를 구하는 방법을,<자료 2>는 균일한 자기장 속에 있는 수소H

원자핵의 스핀 각운동량의 세차운동을 <자료 1>과 같은 고 역학 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료 1>

그림과 같이 O와 질량 심을 지나는 축을 회 축으로 하여 자 하는 질량 인

물체의 각운동량 은 토크 를 받아 축 둘 를 각진동수 p로 세차운동을 하게 되며,

이때 p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단, 력가속도는 이고,O로부터 물체의 질량

심까지의 치 벡터는 ,는 축과  사이의 각이다.)

[p를 구하는 과정]

물체에 작용하는 토크는  ×  이므로 


  ×  ①

그림에서 시간 간격 동안 세차운동에 의한 의 변화의 크기는   sin   ②

식 ①과 ②로부터 
 sin


 ×sin

따라서  의 세차운동의 각진동수 p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p 






<자료 2>

그림은 자기 극자 모멘트   인 수소H 원자핵의 스핀 각운동량  가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축 둘 를 각진동수 s로 세차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단,는 자기회 비(gyromagneticratio)이다.)

<자료 1>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 2>에서  의 세차운동 각진동수 s를 를 포함하여 구하고,

수소 원자핵을 낮은 에 지 스핀상태(spinup상태)에서 높은 에 지 스핀상태(spindown상태)로 이시키기 한 자기 의

각진동수 r를 구하여 s와 비교하시오. 한,균일한 자기장  속에 있는 물체(단 부피당 수소원자의 개수 ,

온도 )에서 수소원자들이 열평형상태의 분포를 이루고 있을 때,볼츠만 분포를 이용하여 스핀-업(spinup)상태,스핀-다운

(spindown)상태인 단 부피당 수소 원자핵의 개수 ,을 각각 구하고,
 방향의 알짜 자화(netmagnetization) 의

크기를 구하시오.【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