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성 명 ( )

※ 유의사항

1.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펜을 사용하시오.
2. 답안지에 제목을 쓰지 말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3. 답안 작성 시 문제번호(예 : 논제 I, 논제 II, 논제 III...)를 기재 후, 번호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며, 문제별 소문항이
있는 경우 번호[예 : (1), (2)...]를 쓰고 이어서 논술하시오.

4. 문항별 분량 제한은 없으나 답안지는 1장만 사용하시오.
5. 답안 정정 시 두 줄을 긋고 여백을 이용해야 하며, 수정도구(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본교에서 지급한
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0점 또는 감점 처리하므로 유의하시오.

6. 자연계(화학) 문제지는 총 1장 2쪽이며, 인쇄상태를 확인하시오.

[논제 I]

볼타 전지는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다. 반면에,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비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를 이용하여 용융된 NaCl을 성분 원소인 Na와 Cl2로 분해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가하여 진행되는 이러한 과정을 전기 분해 반응(electrolysis reaction)이라고 하며,

이 반응은 전해 전지(electrolytic cell)에서 진행된다. 배터리 충전, 알루미늄 생산 및 크로뮴 도금 등은 전기 분해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도금은 용액 중의 금속 이온을 환원시켜 대상 물질의 표면에 중성 금속을

석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 분해 반응의 화학량론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전자의 개수를 알려준다. 아래의 반쪽 반응과 같이

Cu2+에서 Cu로의 환원에는 두 개의 전자가 관여한다.

Cu2+(aq) + 2e → Cu(s)

모든 반쪽 반응에 있어서, 전해 전지에서 산화 또는 환원되는 물질의 양은 전지를 통과한 전자수에 비례한다.

전기 회로를 통과한 전하량은 일반적으로 쿨롬(C) 단위로 측정되고 전하 1 mol당 전하량은 96,500 C이다.

1 C은 1암페어(A)의 전류가 1초 동안 전기 회로의 한 지점을 통과한 전하량으로 정의된다.

(1) 금(Au) 이온 화합물의 수용액에 1시간 36분 30초 동안 2.5 A의 전류를 흘려주며 전기 분해하여 9.85 g의 순수한

금을 얻었다. 이온 화합물을 구성하는 금 이온의 산화수에 대해 논술하시오. (단, 금의 몰질량은 197 g/mol이다.)

(20점)

(2) 아래와 같이 좌우 대칭인 금속 장식에 은도금을 하려고 한다. 충분한 양의 AgNO3 용액에 금속 장식을 담그고

전류를 흘려주어 0.1 mm의 두께로 은도금을 한 경우, 금속 장식에 도금된 은의 질량에 대해 논술하시오. (단, 은의

밀도는 10.5 g/cm3이고 원주율(π)은 3.14이다. 아래 그림에서 길이의 단위는 cm이고 금속 장식의 두께는 무시한다.)

(15점)

(3) [논제 I] (2)의 조건으로 10 A의 전류를 흘려주어 도금을 진행할 때, 도금이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

논술하시오. (단, 은의 몰질량은 107.9 g/mol이다.) (15점)

[2 - 1] <뒷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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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II]

기체 상태는 분자 간의 상호 작용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가 우세한 상태이며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온도가 변하면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 등의 다른 물리적 상태가 된다.

이상 기체는 가상적 개념이다. 실제 기체는 일정한 부피를 가진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체 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유용한 부피는 이상 기체의 부피와 다르다. 또한 기체 입자 사이에서 상호 작용이 존재하므로 실제

압력은 이상 기체의 압력과 다르다. 그러므로 낮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서는 많은 기체들이 이상 기체 법칙에

근접해 있지만 어떠한 기체도 이상 기체 법칙을 정확히 따르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제 기체는 제한된 조건에서

이상 기체의 거동과 유사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실제 기체 상태는 이상 기체 방정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정하여 표현한다. 다음과 같은 반데르발스(van der Waals) 방정식은 널리 이용되는 상태 방정식이다.

   
 



     

입자 간의 상호 작용은 두 입자 사이의 관계식으로부터 근사하며 반데르발스 상호 작용을 기본으로 하는

Lennard-Jones 퍼텐셜이 많이 이용된다. 다음 식은 Lennard-Jones가 발표한 두 입자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근사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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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입자 간 거리를 의미한다. 중성인 입자들도 근접한 범위 내에서는 이중극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짧아져 두 입자의 전자 구름이 겹치게 되면 강한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러한 힘들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다르므로 두 항의 지수는 다르다.

Xe의 경우   × Pa·m·mol ,   ×  m·mol ,   ×  J,   ×  m이다.

(1) Xe 입자들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 평형 거리와 평형 거리에서의 입자 간

상호 작용에 대해 논술하시오. (단,   ,    ,    이다.) (10점)

(2) Xe 입자 간 상호 작용으로 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온에서 Xe이 단원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논술하시오. (단, 볼츠만 상수 는  ×  J·K 이다.) (10점)

(3) 반데르발스 방정식에서 이용되는  값의 의미를 논술하고, Xe 입자 사이의 평형 거리로부터 추정되는  값에 대해

논술하시오. (10점)

(4) Xe 입자 사이의 평형 거리로부터 계산된  값과 실젯값(×  m·mol)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논술하고,

실젯값을 이용하여 Xe 입자 사이의 반발력이 작용하는 반지름에 대해 논술하시오. (단,  ,  ,

  이다.) (10점)

(5) Ar 원자의 반지름이 Xe 원자의 반지름의 0.86배일 때 Ar에 적용되는  값에 대해 논술하시오. (10점)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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