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날개 정오표 (2018.01.29.)
**학습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욱 노력하는 두날개 되겠습니다.

페이지

내용

수정

문제
p.7쪽 3. 등가속도 직선

    

운동

p.25쪽 3번 문제

교육과정 밖인 종단속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함

       로 수정

문제를 삭제

두 번째 그림도 역시 첫 번째
p.32쪽 23번 문제

그림과 같은 그림으로 되어

그림을 다음과 같이 수정

있음

p.62쪽 13번 문제

p.94쪽 23번 문제

p.119쪽 21번 문제

p.123쪽 32번 문제

p.154쪽, 155쪽

보기 ㄱ. ~ 걸리는 시간이

“ㄱ. ~ 걸리는 시간이

보다 길어진다.

 보다 길어진다.”로 수정

보기 ④ ㄱ, ㄷ

④ ㄱ, ㄴ 으로 수정

문제의 발문 중 “단, A는
평명에서~”

 평면으로 수정

보기 ㄷ “~ A와 B의

“~ A와 B의 운동에너지의

충돌에너지의 합은 0이다.”

합은 0이다.”로 수정

28번과 30번의 그림이 서로

28번의 그림과 30번의

뒤바껴있음

그림을 서로 바꿔야 함

p.194쪽 14번 문제

실험 과정 (3) 두 번째 줄

p.216쪽 25번 문제

그림 (가)와 (나)

p.217쪽 28번 문제

p.229쪽 17번 문제

p.237쪽 35번 문제

p.248쪽 58번 문제

p.249쪽 60번 문제

p.252쪽 66번 문제

(가) 그림과 (나) 그림 상단에
“단열된 실린더”가 잘려 있음

“열량꼐”를 “열량계”로 수정

그림 (가)와 (나) 그림이
서로 바뀌어 있음

그림을 다음과 같이 수정

문제에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조건이 없음

조건을 추가

보기 ㄷ. 압력 1개의~

ㄷ. 입자 1개의~ 로 수정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에

첫 번째 그림은 (가), 두

(가), (나) 누락

번째 그림은 (나) 분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에

첫 번째 그림은 (가), 두

(가), (나) 누락

번째 그림은 (나) 분류

보기 ㄱ. A → B 기체는~

ㄱ. A → B에서 기체는~
으로 수정

p.291쪽 48번 문제

선지 ④와 ⑤ 사이

⑤를 ② 바로 밑에 위치

p.314쪽 11번 문제

발문 중   이~

“  이”를 “  의”로 수정

보기 ㄷ. 두 축전기에~
p.317쪽 19번 문제

 




뒤에 “배”를 추가


ㄱ그림과 ㄷ그림이 서로

p.322쪽 7번 문제

보기 ㄱ 그림과 ㄷ 그림

바뀌었음 ㄱ그림은 ㄷ으로,
ㄷ그림은 ㄱ으로 수정해야함

p.354쪽 12번 문제

두 문제가 중복되어 있음

두 문제 중 하나를 삭제

p.338쪽 13번 문제

③ c 1

1을 삭제

p.339쪽 18번 문제

두 번째 줄 “  에 한 ~”

“  에 의한 ~”으로 수정

p.406쪽 21번 문제

보기 ㄷ. ~ 전하량은 2배로

p.410쪽 30번 문제



보기 ㄴ 
 

p.458, 459쪽 49, 51번 문제

중복 배열

p.431쪽 11번 문제

p.507쪽 2번 문제

“전하량은”을
“전하량을”으로 수정


 
로 수정

 

두 개의 문제 중 하나를
삭제

보기 ㄷ. (나)에서 물결파가

“유리관”을 “유리판”으로

유리관이~

수정

p.534쪽 57번 문제

보기 ㄴ. 유리관에서~

“유리관”을 “유리판”으로

ㄷ. ~ 유리관에서가~

수정

표의 세 번째 칸 (3, 1) 의 B

B를 A로 수정

(4, 3)의  
p.551쪽 101번 문제

p.560쪽 121번 문제

ㄱ

p.561쪽 122번 문제

p.584쪽 4번 문제

A
B
B

2
4
3

맨 밑   를   로 수정




A
A
B

2
4
3





보기를 다음과 같이 수정

< 보 기 >
ㄴ

ㄷ

보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기 ㄷ. ~ 전압렌즈의 초점

“전압렌즈”를 “접안렌즈”로

거리보다 크다.

수정

p.611쪽 5번 문제

p.622쪽 (3) 파동 함수의
물리적 의미

보기의 세기, 방향

두 번째 줄 “입자를 발결할”

p.631쪽 7번 문제

보기

p.643쪽 34번 문제

보기 ㄴ. 물질과 파장

해설

각각 “운동 에너지”,
“드브로이 파장”으로 수정

“입자를 발견할”으로 수정

보기가 모두 누락되어 있음
아래 그림을 추가

“ㄴ. 물질파 파장”으로 수정

p.3쪽 빠른정답 49번

p.8쪽 55번 문제

③

③을 ①으로 수정

“ㄷ. 방향이 변하는

“ㄷ.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므로 가속도 운동이

운동이므로 등속도 운동이

아니다.”

아니다.”로 수정
ㄴ.~ ㄷ.~

ㄱ.~ ㄴ.~
p.10쪽 2번 문제

오답풀이

오답풀이

ㄱ.~

ㄷ.~

오답풀이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함

보기 ㄷ 두 번째 줄
p.11쪽 10번 문제

“0초에서 0.4초까지 속력은
증가하고 ~”

p.12쪽 19번 문제

보기 ㄱ, ㄷ이 정답, 보기

되어있음

ㄴ이 오답임

속력은 각각 m  s~”

p.12쪽 20번 문제

보기 ㄷ. “가속도는
    이다.”

p.14쪽 42번 문제

위치는 증가하고 ~”

오답풀이의 위치가 잘못

보기 ㄴ. “1초일 때 A와 B의

p.12쪽 25번 문제

각각 “0초에서 0.4초까지

각각 “1초일 때 A와 B의

속력은 각각  ms~”,

“가속도는

해설이 다르게 되어 있음

 m  s  이다.”로 수정
민수가 볼 때 공은 수평

(문제지의 해설은 9월 평가원

방향으로 던진 물체와 같은

3번이 아닌 4번 해설임)

운동을 한다. 따라서 속도의

다음과 같이 해설을

성분은 일정하고 성분은

수정해야함
다음과 같이 5m/s와 4 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누락되어 있음

ㄴ. 4초일 때   와   가

ㄴ. 4초일 때   와   가

모두 5m/s이다. 따라서

모두 이다 따라서 초일 때
속력은
  
       
 m  s 이

4초일 때 속력은
  
       
 m  s 
이다.

다.

p.15쪽 46번

ㄱ. A가 본 B의 상대속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오른쪽에 다음 그림을 추가

p.19쪽 41번 문제

p.28쪽 66번 문제

오답풀이의 위치가 잘못

보기 ㄴ과 ㄷ이 정답, 보기

되어있음

ㄱ이 오답임



세 번째 줄



÷  



















÷









로





수정

평가원 정답은 4번으로 되어
p.33쪽 2번 문제

있으나 풀이를 해본결과
4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를 삭제

그냥 문제를 삭제하겠습니다.

p.33쪽 4번 문제

보기 ㄷ “각속도  와 각속도
 의 ~”

“각속도  와 선속도  의
~”로 수정

ㄷ. 1초 일 때 B의
p.36쪽 37번 문제

보기 ㄷ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가속도는 존재하므로
가속도는 모두 0이 아니다.

p.37쪽 45번 문제 4번째 줄

A아 B의~

p.38쪽 51번 문제

오답풀이 ㄱ. ㄴ. ㄷ.

p.39쪽 62번 문제

p.42쪽 3번 문제

“A와 B의~“ 로 수정

오답풀이에 보기 ㄱ과 ㄴ을
삭제

세 번째 줄

  sin    sin    으로

   sin    sin   

수정

⑤ ~      ~

“~     
  ~”로
수정

p.43쪽 8번 문제

세 번째 줄 “~ 속력이 10m

“~ 속력이 10m/s가

s가 되어”

되어”로 수정

보기 ㄴ “~ A의 속력은
이므로 ~”
p.43쪽 13번 문제

ㄷ “ ~ 그런데 충돌 후에
A와 B의 가로 방향의
운동량은 0이고 이것은 충돌
전에 A와 B의 가로 방향의~”

p.44쪽 17번 문제

p.45쪽 26번 문제

p.47쪽 44번 문제

p.47쪽 49번 문제

p.48쪽 51번 문제

두 번째 줄 “속력을
 라고”~

ㄴ. “~ 공이 ㅂ다는 ~”

보기 ㄴ “~ A의 속력은 
이므로 ~”
ㄷ “ ~ 그런데 충돌 후에
A와 B의 세로 방향의
운동량은 0이고 이것은
충돌 전에 A와 B의 세로
방향의~”로 수정

“”을 “ B ”로 수정

ㄴ. “~ 공이 받는 ~”으로
수정

첫 번째 줄 “~ 하면 출돌

“~ 하면 충돌 전과 ~”로

전과 ~”

수정

보기 ㄷ. “~     J  ~”

“~     J  ~”로 수정

ㄴ과 ㄷ 해설이 서로 바뀌어

ㄴ과 ㄷ 해설을 서로

있음

바꿔야 함

첫 번째 줄 “충돌 전후
p.49쪽 64번 문제

운동량이 보존되므로, 충돌

을  로 수정

후 B의 속도를 라 하고”

p.55쪽 28번 문제

p.56쪽 31번 문제

첫 번째 줄 “주기는 A가

“주기는 A와 B가 같다”로

B보다 크다”

수정

보기 ㄴ “~ 용수철 더 큰 ~”

“~ 용수철 상수가 더 큰
~”으로 수정

보기 ㄷ. 가속도의 크기는
p.56쪽 33번 문제



이다.



p.58쪽 57번 문제

보기 ㄴ과 ㄷ 사이

p.60쪽 74번 문제

열 번째 줄 “주기


    이다. ~”


p.63쪽 95번 문제

p.65쪽 14번 문제

p.65쪽 19번 문제



보기 ㄴ과 ㄷ 사이
“오답풀이” 추가
“주기



      이다.





~”로 수정

95 95. 정답 ③

“95.”를 삭제

첫 번째 줄 “~ 찬물이 잃은

“~ 찬물이 얻은 열량은

열량은 ~”

~”으로 수정

영희 해설 중 열용량은 “질량
× 온도변화량”

     에서   의
p.67쪽 41번 문제



를  으로 수정




    



“비열 × 질량” 으로 수정

    
  로 수정

ㄱ. 칸막이가 그대로
있으므로 양쪽 기체의
압력이 같다.
오답풀이
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에서 절대 온도
p.69쪽 5번 문제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

 는 몰수 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B의 온도가 A의
2배이다.
ㄷ.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B가 A의

p.70쪽 15번 문제

해설이 잘못 되어 있음

2배이다.
ㄷ. 열평형 상태에서 A,

B의 기체의 온도가
같으므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다.
오답풀이
다음과 같이 수정

ㄱ.    에서 부피와
온도가 같을 때 기체의
압력은 몰수에 비례한다.
ㄴ.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몰수에 비례한다.

p.72쪽 30번 문제

ㄱ.~ ㄷ.~ 오답풀이 ㄴ.~

ㄱ과 ㄴ 위치를 서로 바꿈

보기 ㄱ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단원자

p.73쪽 37번 문제

문제와 해설

이상기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외이므로 문제를
삭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ㄴ. 압력-부피 그래프에서
넓이는 받는 일을 의미한다.

      에서 과정
p.74쪽 5번 문제

보기 ㄴ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

(나)는    이고,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으므로

 의 부호는 (-)이다.
따라서  의 부호도
(-)이므로 열을 방출했음을
알 수 있다.
(다)는 단열팽창이므로

p.75쪽 9번 문제

다음과 같이 해설을 보충

온도가 내려가고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p.75쪽 10번 문제

보기 ㄴ “단열압축이므로

“단열압축이므로 온도가

온도가 감소한다.”

증가한다.”로 수정

p.75쪽 12번 문제

보기 ㄷ “C에서 A로 가능 ~”

p.75쪽 15번 문제

보기 ㄷ 두 번째 줄 “~

“C에서 A로 가는 ~”으로
수정
“~ (가)과정에서 더 ~”로

p.76쪽 23번 문제

p.77쪽 34번 문제

(가)과장에서 더 ~”

수정

보기 ㄴ “~ 흡수한 열량이

“~ 흡수한 열량이 방출한

방출한 열량보다 많다.”

열량보다 적다.”로 수정

오답풀이의 위치가 잘못 됨

p.79쪽 49번 문제

보기 ㄱ이 정답, 보기 ㄴ,
ㄷ이 오답임

보기 ㄷ “~ 즉,

“~ 즉,      이다.”로

     이다.”

수정
다음 해설을 추가
오답풀이

p.79쪽 51번 문제

오답풀이 ㄴ. 이 없음

ㄴ. (나) → (다)에서 기체가 한
일은 (가) → (나)에서 기체가 받은
일보다 크다.

보기 ㄱ. ~ B와 C에서의

p.83쪽 79번 문제

부피는 각각   ,   이다. ~

p.98쪽 77번 문제

각각  ,   이다. ~”로
수정

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기울기가 전기장의

전기장이므로 ~

세기이므로 ~”로 수정

보기 ㄴ. B에 충전된~ b에
p.107쪽 31번 문제

“ㄱ. ~ B와 C에서의 부피는


연결하였을 때(      )~




  를     로 수정

  


다음과 같이 해설을 고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ㄱ, ㄴ. a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는   방향의 전류이며     이므로

세기를  ,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가 된다.
 라 하면,      가 된다.
p.109쪽 4번 문제



b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이므로      ,


    이다. 따라서  는  방향,

ㄷ. c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이므로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이다.
5번째 줄 자기자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로 수정
다음과 같이 해설을 고쳐주시길
p.111쪽 27번 문제
부탁드립니다.
  방향으로 흐르므로   인 지점과
도선 A에는 전류의 세기가  인 전류가
P.110쪽 8번 문제

  인 지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인 지점에서 자기장은

방향은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이다. 도선

′
   ′

           이 된다.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방향으로





놓고 이 때 도선 B에 흐르는 전류를

문제에서   인 지점과   인

 ′라고 하고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을 (+),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고

나오는 방향을 (-)로 하면   인

  ′
   ′
했으므로      이고



지점에서 자기장은



′

  ′







    ′       ′이므로 B에 흐르는

           이 되고,



전류의 세기는  ′   임을 알 수 있다.

P점이 O점으로부터 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P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p.113쪽 38번 문제

보기 ㄷ 해설을

따라서 P점에서 자기장의

다음과 같이 수정

세기는



         
 
  
이다. 즉, P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B의 영향이 더

p.114쪽 1번 문제

ㄱ. 자기력이 센~ 첫 번째

크므로   방향이다.
ㄱ. 자기력이 센~ 두 번째

결과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결과와 같은 실험 결과를

있다.

얻을 수 있다.

ㄴ. 저항의 값이~ 두 번째

ㄴ. 저항의 값이~ 첫 번째

결과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결과와 같은 실험 결과를

있다.

얻을 수 있다.
ㄱ. 자속밀도는 그대로이나
면적의 변화율이 자속의

p.117쪽 27번 문제

ㄱ. (가)에서는 자기장의
변화율이~

변화율을 만들게 된다.
유도전압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므로 전류의 세기도
(가)에서 더 크다.

p.118쪽 41번 문제

다음과 같이 해설을 보충

a와 b에서의 합성저항이 R이므로 a와 b의

R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류가 금속

위쪽 방향의 두 도선의 합성저항은 2R임을

고리를 따라 흐를 때 저항은 4R임을 알 수

알 수 있고, 따라서 각 도선의 저항은
있다.
p.125쪽 3번 문제
보기 ㄱ. 두 번째 줄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은~”

p.130쪽 45번 문제

(+)전하에서 (-)전하를
향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기 ㄷ 해설을 다음과 같이
보충하겠습니다.

F
   에서 전기장에서 받는 힘의 크기는


1:3이므로 A의 처음속력 , 나중속력을

같고 질량의 비는 A와 B가 3:1 이므로

가정하면 V      V        이

가속도의 비는 1:3이다. 등가속도 공식

된다. 따라서 속력이 줄었으므로 전기장의

       에서  는 같고 가

p.130쪽 48번 문제

V , B의 처음속력 , 나중속력을 V 라고

방향은  임을 알 수 있다.
보충 해설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겠습니다.

등속원운동의 속력  는

같이 Ⅱ 영역에서 반지름 의

Ⅰ, Ⅱ 영역에서 변동이

등속원운동을 하게 된다. 빗변과 밑변이

없으므로 원호의

각각 , 인 직각삼각형이므로

길이비율이

   이며. Ⅱ 영역에서 원호의 길이는

시간비율이다.


전체 원주의  회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서 , ,


Ⅰ 영역과 Ⅱ 영역의 이동거리의 비는


 ×      ×     이고 속도는



는 일정하고 자기장의

세기는 Ⅱ 영역이 Ⅰ 영역의  이므로

운동경로 
 를 이라 했을 때 그림과

p.131쪽 51번 문제

p.138쪽 8번 문제

p.138쪽 10번 문제

일정하므로 걸린 시간은   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줄 “자기장 영영”

ㄴ. 해설 중 따라서   만
닫았을 때~

ㄱ. 해설 중 ““

전류의 고유 진동수는
p.143쪽 48번 문제




 ′ ′

“자기장 영역”으로 수정

  를   으로 수정

  로 수정


를


 ′ ′


로 수정

 
 ′ ′

p.147쪽 12번 문제

오답풀이의 위치

p.147쪽 20번 문제

오답풀이의 위치

오답풀이를 ㄱ 해설 뒤, ㄴ
해설 앞에 위치

ㄴ 을 정답풀이, ㄱ 을
오답풀이로 이동
“ㄴ.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와 같은데
B가 A의 두 배이다.
오답풀이

p.147쪽 22번 문제

해설이 잘 못 되어 있음
다음과 같이 수정

ㄱ. 주기가 같다고
하였으므로 진동수는 같다.
ㄷ. 전파 속력=진동수 ×
파장인데 진동수는 같지만
파장이 B가 크므로 전파
속력은 B가 크다.”
로 수정
ㄱ. 파동 발생을 멈춘 1초
동안 P는 20cm
이동하였으므로 속력은
20cm/s이다.
ㄴ. Q는 20cm의 거리가

p.148쪽 30번 문제

해설이 잘 못 되어 있음
다음과 같이 수정

이므로 파장은
10cm이다.
ㄷ. 파동의 진행 속력은

이다.


P  Q    이므로,

 P  Q    이다.

p.150쪽 7번 문제

p.151쪽 14번 문제

p.152쪽 28번 문제

4번째 줄 “지점은 으로부터”

“지점은   으로부터”로
수정

※ P점을 마디선이라고도

※ “Q점을 마디선이라고도

한다.

한다.” 로 수정

두 번째 줄 “수면파 파장의

“수면파 파장의 반의

반의 홀수수배 이다.”

홀수배이다.”로 수정

영희 해설을 다음과 같이

p.155쪽 7번 문제

보충하겠습니다.

영희 : 동전에서 나온 빛이 굴절이 되어

※ 영희의 설명은 역진을 생각해보면 더

눈으로 향하게 된다. 물과 공기의

쉽다.

굴절률보다 소금물과 공기의 굴절률

민수의 설명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보면

차이가 더 크므로 굴절률이 더 큰


′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소금물은 물보다 적게 부어도 동전이
보이기 시작한다.

p.158쪽 26번 문제

p.158쪽 28번 문제

p.160쪽 43번 문제

p.162쪽 64번 문제

p.163쪽 78번 문제

※ ㄷ. 점 S에서 입사각은
 이다.

C : 빛은   방향으로

빛은  방향으로 더

꺾이게 된다.

꺾이게 된다.

보기 ㄴ. ~ 빛의 공기 중
파장은  이다.

공 프

공 기
sin
  
sin
프 리 즘


~ ㄹ은  주기 뒤의

형태이다.

p.163쪽 79번 문제

p.166쪽 109번 문제

p.168쪽 131번 문제

 를  로 수정

ㄱ. 파장이 1m 임을 알 수
있다. ~ 파장 는 1m이다.

보기 ㄴ. 파장이 보다~

해설이 잘못되어있음
다음과 같이 수정

 을  로 수정

공 기
sin
공 프     로
sin
프 리 즘
수정

ㄹ은 가 다르므로 이런
형태는 나타날 수 없다.

1m를 2m로 수정

“ㄴ. 파장이 보다~” 로
수정

ㄴ. O에서 두 빛의 경로차가 0 이므로 이
지점에서 두 빛의 위상은 같다.


 
×        × 로서 액체 속에서 빛의


 

ㄷ. P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중심에서

반파장의 홀수배이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두 번째인 지점이므로 P까지의 경로차는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반파장의 4배인  × 이다 액체 속에서


오답풀이


파장은  이므로 P점까지의 경로차는



속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이다.


p.175쪽 17번 문제

p.177쪽 6번 문제

p.183쪽 2번 문제

ㄱ. 파장은 굴절률에 반비례하므로 액체

보기 ㄴ.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는 이고~

~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전자기파의 속력은~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다음과 같이 진공조건을 추가

속력은~”

두 번째 줄 따라서 흑체의

“따라서 흑체의 온도는 A가

온도는 가 보다 높고 또한

B보다 높고, 또한 단위

단위 면적당 A, B,복사

면적당 복사 에너지는~”

p.184쪽 1번 문제

금속의 에너지 = ~

p.184쪽 2번 문제

ㄴ. 금속의 에너지 = ~

p.184쪽 4번 문제

“”을 “”로 수정

“광양자  = ~”로 수정

“ㄴ. 광양자  = ~”로
수정

ㄷ. ~ 광전자의 최대 운동

“ㄷ. ~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일 때가  일

에너지는  일 때가  일

때보다 크다.

때보다 크다.”로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