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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매와 반응속도
[정답맞히기] 초기 반응 속도는 Ⅱ > Ⅰ > Ⅲ 이므로 ㉠~㉢은 각각 없음, 정촉매, 부
촉매이다.                                                               정답②

2. 고체 결정의 구조
Li()은 체심 입방 구조, C(, 흑연)은 공유 결정, Cu()는 면심 입방 구조이다. 
[정답맞히기] ㄱ. X는 공유 결정이므로 C(, 흑연)이다. 

ㄴ. Y의 단위 세포에 포함된 원자는 체심 1개와 꼭지점 1개(=8개×
 )이므로 총 원자 

수는 2이다. 
ㄷ. Z는 Cu()이므로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다.                     정답⑤

3. 활성화 에너지
[정답맞히기] 정반응의  = 90 kJ이고, 활성화 에너지 a = 250 kJ/mol이므로 역반
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250-90=160 kJ/mol이다.                            정답③

4. 분자 사이의 힘
[정답맞히기] ㄴ. NH

는 H 원자에 N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 구조이므로 NH
()

에서 분자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 
ㄷ.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에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존재한다.             정답④
[오답피하기] ㄱ. CH

에는 분산력이 작용하고, PH는 CH보다 분자량이 크고 쌍극
자·쌍극자 힘이 작용하므로 이다. 

5. 화학 전지
전자가 B() 전극에서 A()전극으로 이동하므로 금속의 반응성은 B>A이다. 
[정답맞히기] ㄱ. B() 전극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극이다.               정답①
[오답피하기] ㄴ. 전지 반응이 진행될 때 A() 전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므로 
A () + e → A()의 반응이 일어난다. 
ㄷ. 전지 반응이 진행될 때 B() 전극의 질량은 감소하고, A() 전극의 질량은 증가한

다. 따라서 B전극의질량
A전극의질량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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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응 엔탈피
[정답맞히기] ㄱ. C(, 흑연) → C(, 다이아몬드)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0보다 크므로 
C(, 흑연) 1 mol의 엔탈피는 C(, 다이아몬드) 1 mol의 엔탈피보다 작다.
ㄷ. C(, 다이아몬드) 1 mol의 엔탈피는 C(, 흑연) 1 mol의 엔탈피의 엔탈피보다 
kJ 만큼 크므로 C(, 다이아몬드) 1 mol이 완전 연소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kJ이다. 따라서 C(, 다이아몬드) 1 mol이 완전 연소될 때 방출하는 열은 
kJ이다.                                                           정답③ 
[오답피하기] ㄴ. C(, 흑연) → C(, 다이아몬드)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C(, 다이아
몬드)의 생성 엔탈피이므로 C(, 다이아몬드)의 생성 엔탈피는 0보다 크다. 

7. 용액의 농도
[정답맞히기] (가)의 밀도가 1.1 g/mL이므로 용액의 질량은 110 g이다. (가)의 농도가 
1 M, 부피가 100 mL이므로 용질의 양은 0.1 mol(=10 g)이다. 따라서 용매의 질량은 
0.1 kg이다. (다)의 농도가 10 %, 질량이 100 g이므로 용질의 질량은 10 g(=0.1 mol)이
고 용매의 질량은 0.09 kg이다. (나)의 용질의 양과 용매의 질량을 각각  mol,  kg

이라고 하면 

 …㉠이다. 

농도 부피(mL) 질량(g)
밀도

(g/mL)
용질의 양

(mol)
용질의 
질량(g)

용매의 
질량(kg)

(가) 1 M 100 110 1.1 0.1 10 0.1
(나) 0.5   
(다) 10 % 100 0.1 10 0.09

(가)~(다)를 혼합한 용액의 몰랄 농도가 1 이므로 


 …㉡이다, ㉠과 ㉡을 

연립하면   ,  이다. (나)의 용매의 질량은 20 g, 용질의 질량은 1 g이므로 
는 21이다.                                                            정답②

8. 증기 압력

(가)와 (나)에서 Y(g)의 압력은 1 atm으로 같다. 따라서 K
L


K

L 이므로 =360

이다. 
[정답맞히기] ㄴ. Y(g)는  K, 1 atm에서 기체이므로 Y(g)의 기준 끓는점은  K보다 
낮다. X(g)는  K에서 증기 압력이 0.6 atm이므로 증기 압력이 1 atm이 될 때의 온
도(기준 끓는점)는  K보다 높다.                                         정답②
[오답피하기] ㄱ. (나)를 보면,  K에서 X(g)와 X(l)가 상평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때 
X(g)의 압력이 0.6 atm이므로  K에서 X(l)의 증기 압력은 0.6 atm이다.



3

ㄷ. (가)와 (나)에서 X(g)의 부피는 같다. 
 이므로 (가)와 (나)에서 X(g)의 몰비

는 



 =3:2이다. (가)에서 X(g)의 양을  mol이라고 하면, (나)에서 X(g)의 

양은  mol, X(l)의 양은  mol이다. 따라서 (나)에서 Xl의질량
Xg의질량

이다.

9. 상평형
 ℃,  atm과  ℃,  atm에서 안정한 상의 수가 모두 2개이고,  > 이므로 
 ℃,  atm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상평형을 이루고 있으며,  ℃,  atm에서는 고
체와 기체가 상평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다. 

[정답맞히기] ㄱ.  ℃,  atm과  ℃,  atm에서 안정한 상의 수가 각각 1과 2이
므로  > 0.0098이다. 
ㄴ.  ℃,  atm에서 고체와 기체가 상평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다. 
ㄷ.  ℃에서 압력이  atm보다 크고,  atm보다 작을 때 가장 안정한 상태는 고
체이다.                                                                 정답⑤

10. 전기 분해
NaCll, NaClaq, H

Ol의 전기 분해에 대한 각 전극 반응은 다음과 같다. 

물질 극 전극 반응

NaCll
(-)극 Na l  e → Nal

(+)극 Cl l → Clg  e

NaClaq
(-)극 H

Ol  e → Hg  OHaq

(+)극 Cl aq → Clg  e

H

Ol

(-)극 H
Ol  e → Hg  OHaq

(+)극 H
Ol → Og  Haq  e

(가)와 (나)의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같고, (나)와 (다)의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
이 같으므로 (가)~(다)는 각각 H

Ol, NaClaq, NaCl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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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맞히기] ㄱ. ㉠은 H
Ol과 NaClaq을 각각 전기 분해할 때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므로 Hg이다.                                                   정답①
[오답피하기] ㄴ. (나)에서 전자 2 mol이 이동할 때 (-)극에서 생성되는 Hg의 양은 
1 mol이고 (+)극에서 생성되는 Clg의 양도 1 mol이다. 
ㄷ. (다)는 NaCll이다. 

11. 완충 용액

HA의 이온화 상수를 라고 하면,  HA

H
OA

이므로, HA

A
H

O

 이다. 

[정답맞히기] ㄱ. (가)와 (나)의 pH가 같으므로 HA

A 가 같다. 따라서  이다.    

                                                                       정답①
[오답피하기] ㄴ. (가)에 1 M NaAaq 10 mL를 첨가하면 HA의 양(mol)은 거의 변화

가 없지만, A의 양(mol)은 증가하므로 HA

A 값이 커진다. 따라서 H
O

 에서 

H
O는 감소하므로 pH > 5.0이다. 

ㄷ. (나)에 1 M HClaq 1 mL를 첨가하면, HA의 양(mol)은 증가하고, A의 양(mol)

은 감소한다. 따라서 HA

A 의 값은 작아지므로, HA

A
 이고, A  HA이다. 

12. 끓는점 오름
[정답맞히기] (가)와 (다)의 끓는점 오름이 같고, 용매의 질량이 같으므로 A와 B의 분

자량을 각각 , 라고 두면, 










 이고, 




 이다. (나)와 

(라)의 용매의 질량이 같으므로 

















이다. 




 이므로 




 



이다.                                                                   정답③

13. 결합 에너지
[정답맞히기] CH


OHg의 생성 엔탈피가 –201 kJ/mol이므로 Cs흑연  Hg




O

g → CH
OHg…㉠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201 kJ이다. 

Cs흑연  → Cg ∆ kJ…㉡
Hg → Hg ∆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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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g → Og ∆ 


kJ…㉣

CH

OHg → Cg + Hg + Og ∆ kJ…㉤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므로, 는 이다.            정답④

14. 기체 반응

[정답맞히기] 
 이므로 반응 전, A(g)와 B(g)의 양(mol)을 

 , 
 라고 두면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Ag   +   Bg   →   Cg   +   Dg

반응 전(mol)   
          



반응(mol)  -
         -

          +
       +



반응 후(mol)   
            0            

        


Heg의 양(mol)은 
 이고, 반응 후 C(g)의 몰 분율이 

 이므로 


 

 이고 

 이다. 반응 후 혼합 기체의 양(mol)은 
 이고, 혼합 기체의 압력은 1 atm이

다. 기체의 부피 

 이므로 혼합 기체의 부피는 5 L이다. 강철 용기의 부피가 

2 L이므로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3 L이다.   이므로 × 

 이다.     정답④

15. 1차 반응
반응 전과 후 질량은 보존되므로, C(g)의 질량 백분율에서 분모인 전체 질량은 일정하
다. 전체 질량을 100 g이라고 두면 C(g)의 질량 백분율은 C(g)의 질량과 같다. 따라서 
0 min에서 A(g)의 질량은 90 g, C(g)의 질량은 10 g이다. 1.5 min과 4.5 min에서 C(g)
의 질량을 각각  g,  g이라고 두면, 반응 시간에 따른 C(g)의 질량은 표와 같다. 

반응 시간(min) 0 1.5 3 4.5 6
C(g)의 질량(g) 10  40  47.5

A(g)의 반감기를 1.5 min으로 가정하면,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생성되는 C(g)의 질량

은 
 배가 되어야 하므로  ×, 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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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반응 시간이 1.5 min이 지날 때 마다 생성되는 C(g)의 질량이 
 배가 되

므로 이 반응의 반감기는 1.5 min이다.

반응 시간(min) 0 1.5 3 4.5 6
C(g)의 질량(g) 10 30 40 45 47.5

C(g)의 질량 
변화(g)

20 10 5 2.5

A와 C의 반응 계수 비가 2:1이므로, A와 C의 분자량을 각각 , 라고 두면 반감
기가 1번 지났을 때 감소한 A(g)의 질량이 45g, 생성된 C(g)의 질량이 20g이므로







   이고,      이다. 

[정답맞히기] ㄴ.      이고, 초기 상태에서 A(g)의 질량은 90 g, C(g)의 질
량은 10 g이므로  이라고 두면,   이다. 6 min은 반감기가 4번 지난 시

점이므로 A(g)의 양(mol)이 초기의 
 배가 된다. 6 min에서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

다. 

  Ag     →     Bg     +     Cg 
반응 전(mol)                                  

반응(mol)   -


             +


          +




반응 후(mol)     

              


           




따라서 B의 몰 분율은 
 이다. 

ㄷ. 반감기가 1.5 min이므로 3 min일 때는 A(g)의 농도가 초기 농도의 
 배, 6 min

일 때는 A(g)의 농도가 초기 농도의 
 배이다. A(g)의 농도는 3 min일 때가 6 min

일 때의 4배이므로, 순간 반응 속도도 4배이다.                             정답⑤
[오답피하기] ㄱ.      이고, 초기 상태에서 A(g)의 질량은 90 g, C(g)의 질
량은 10 g이므로  이라고 두면   이다. 따라서  이다. 

16. 화학 평형
[정답맞히기] (나)에서 왼쪽과 오른쪽 강철 용기에서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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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강철 용기 오른쪽 강철 용기
  Ag  +  Bg  →  Cg   Ag  +  Bg  →  Cg

반응 전(mol)     5         6    3         3

반응(mol)    -       -      +   -        -         +

반응 후(mol)   5-      6-          3-      3-          

강철 용기의 부피는 왼쪽이 30 L, 오른쪽이 20 L이므로 평형 Ⅰ에서 다음과 같은 관
계가 만족한다. 





























이므로 




 이고,  이다. 오른쪽 강

철 용기에서 A(g)~C(g)의 농도(M)가 각각 0.1, 0.1, 0.05이므로 이 반응의 평형 상수 
 이다. (나)에서 고정 장치를 풀었을 때 A(g)~C(g)의 양(mol)은 각각 6, 6, 3이고 
전체 기체의 부피가 60 L이므로 A(g)~C(g)의 농도(M)는 0.1, 0.1, 0.05이고, 반응 지

수(Q)=5이므로 평형 상태이다. 
 이므로   I에서P

는 




 이다. 따

라서 ×

I에서P

×









 이다.                                       정답①

17. 산 염기 평형

[정답맞히기] XXH

X 는 혼합전X의양mol

혼합후X의양mol 과 같다. (가)에서 XXH

X
 

 이

므로 


 

 ,  이다. 따라서 Yaq의 농도는 0.05 M, HClaq의 농도는 

0.1 M이다. YYH

Y



 


 이다. (나)에서 pH가 9이므로 pOH=5이고, 따

라서 

×

 이다. (라)에서 혼합 전 Y의 양은 5 mmol이고 넣어준 HCl의 

양도 5 mmol이므로 먼저 모든 Y는 YH가 된다. (라)에서 YH 





M이고, 

YH는 다음과 같이 가수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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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Haq   +    H
Ol    →    Yaq   +   H

O

반응 전(mol)   


반응(mol)   -                               +           +

반응 후(mol)  
 -                                          

YH의 이온화 상수는 

×

이므로 

× 

≃





×  ,  


× 이다. 

따라서 ×

 


×

× 




×

 

 이다.                                    정답②

18. 기체 반응

[정답맞히기] 전체 기체의 질량은 40 g으로 일정하므로 기체의 밀도(g/L)가 
 , 

 , 



 일 때 기체의 부피(L)는 각각 50, 
 , 

 이다. 기체의 부피가 50 L일 때는 



 L일 때 보다 생성된 B(g)의 질량이 2배이므로, 반응한 A의 양(mol)도 2배이다. 

초기 A(g)의 양을  mol, 기체의 부피가 
 L일 때 반응한 A(g)의 양을  mol이라

고 하면 기체의 부피가 50 L일 때와 
 L일 때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50L 

 L

  Ag  →  Bg  +  Cg   Ag  →  Bg  +  Cg 
반응 전(mol)        

반응(mol)  -         +      +   -         +      +

반응 후(mol)   -                  -                

기체의 부피가 50 L일 때 전체 기체의 양(mol)이 , 
 L일 때 전체 기체의 양

(mol)이 이므로       

 ,   이다. 기체의 부피가  
 L

가 될 때까지 반응한 A(g)의 양을  mol이라고 하면,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mol)은 

이다. 따라서     

 ,  이다.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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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mol)은 , A(g)의 양(mol)은 이므로 A의 몰 분율 


 

 이다. 

                                                                       정답②

19. 일차 반응
[정답맞히기] (가)에 초기에 들어 있는 A(g)의 질량을  g(= mol)이라고 두고, 에
서 A(g)의 반감기를 5 min이라고 가정하면 10 min은 반감기가 2번, 30 min은 반감기
가 6번 지났으므로 10 min, 30 min일 때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10 min 30 min
       Ag    →    Bg       Ag    →    Bg

반응 전(g)                 

반응(g)       -
            +

         -
            +



반응 후(g)        
              

       
             



10 min일 때 A의질량
B의질량

이므로,  이다. 30 min에서 A의질량
B의질량

 이므로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에서 A(g)의 반감기는 5 min이다. (가)에서 A(g)의 초기 

양이  mol이므로 20 min일 때 A(g)의 양은 
 mol이고, B(g)의 양은 

 mol이다.  

가에서 min일때B의양mol

나에서min일때A의양mol
 

 이므로 (나)에서 10 min일 때 A(g)의 양은 


mol이다. 에서 A(g)의 반감기를 10 min이라고 가정하면, 10 min은 반감기가 1번 

지난 시점이므로 (나)의 초기 상태에서 A(g)의 양은 
 mol(=

 g)이다. (나)의 초

기 상태에서 B(g)의 질량을  g이라고 하면 





 , 

 …㉠이다. 10 min은 

반감기가 1번 지난 시점이므로 A의질량
B의질량











…㉡이다, ㉠을 ㉡에 대입하

면   이고, 

 이다. 20 min은 반감기가 2번 지난 시점이므로 

A의질량
B의질량














 이므로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에서 A(g)의 반

감기는 10 min이다. A의 분자량은 B의 분자량의 2배이므로 (나)에서 반응 초기 B(g)

의 양은 
 mol이다. 따라서 (가)에서 15 min일 때와 (나)에서 30 min일때의 양적 



10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15min (나) 30min

       Ag    →    Bg       Ag    →    Bg

반응 전(mol)                 
           



반응(mol)        -
           +

          -
          +

  

반응 후(mol)        
              

       
            



에서



 이므로 

나 min
×가 min





×




 이다.   정답④

20. 평형 이동
(나)의 초기 상태에서 B(g) 4g의 부피가 10L이므로 (가)의 초기 상태에서 기체의 몰 

분율은 B(g)가 
 , C(g)가 

 이다. 따라서 초기 (가)에 들어 있는 B(g), C(g)의 양

(mol)을 각각 10, 20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맞히기] 평형 Ⅱ에서의 부피가 L라면 
 =

 이므로 =
 L이다. 평형 Ⅱ에

서의 A(g)~C(g)의 양(mol)을 각각 , , 이라고 하면 기체의 총 양(mol)

은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고, 평형 상수 =





 ×







이므로  이다. 꼭지를 열기 전 (가)에서 기체의 양(mol)은 B(g), 

C(g)가 각각 10, 20이므로 평형 Ⅰ에서 A~C의 양(mol)을 각각 , , 

이라고 하면, 기체의 총 부피는 ()L 이고, 온도 에서 이므로 















=1에서 이므로 

 =
 이다. 평형 Ⅲ에서 기체의 밀도

(g/L)가 
 이므로 기체의 부피는 56L이어야 한다. 이때 온도는 


 K이므로 기체의 

총 양(mol)은 56×
 =48이다. 따라서 평형 Ⅲ에서 평형 상수 













=
 이

고, ×

 =



×



 =12이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