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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THEME

01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7쪽

정답 ④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양(mol)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곱에 비례하

므로 B(g)의 양을 2n mol이라고 하면 A(g)의 양은 Pn mol이다. 

He(g)의 부피비는 (가) 과정 후：(나) 과정 후=2：3이므로 (가) 과정 

후 부피를 2V L라고 하면 (나) 과정 후 부피는 3V L이다. (가) 과정 

후와 (나) 과정 후 기체의 양(mol)은 일정하므로 P(가), B(g)_V(가), B(g) 

+P(가), He(g)_V(가), He(g)=P(나), (전체 기체)_V(나), (전체 기체)에서 2 atm_ 

1 L+1 atm×2V L=1 atm_(1+3V) L이고, V=1이다.

(다) 과정 후 실린더 부피가 5 L이므로 전체 기체의 부피는 7 L이고, 

He(g)의 양은 2n mol이므로 반응 기체의 남은 양과 생성된 C(g) 
양의 합은 5n mol이다. (다)에서 A(g)가 모두 반응하였다고 가정

할 때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2A(g) + B(g) 1Ú 2C(g)

반응 전(mol) Pn 2n 0

반응(mol) -Pn -;2!;Pn +Pn

반응 후(mol) 0 2n-;2!;Pn Pn

2n-;2!;Pn+Pn=5n에서 P=6이므로 A(g)가 모두 반응한다고 

가정한 상황과 모순이다.

(다)에서 B(g)가 모두 반응하였다고 가정할 때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2A(g) + B(g) 1Ú 2C(g)

반응 전(mol) Pn 2n 0

반응(mol) -4n -2n +4n

반응 후(mol) Pn-4n 0 4n

Pn=5n에서 P=5이다.

01 ③ 02 ④ 03 ⑤ 04 ⑤ 0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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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8~9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보일ㆍ샤를 법칙

(가)와 (나)에서 He(g)의 양(mol)은 일정하므로 He(g)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He(g)의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절대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므로 He(g)의 압력과 부피의 곱도 (나)

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ㄱ. (가)에서 대기압=He(g)의 압력+38 cmHg이므로 He(g)의 

압력은 38 cmHg(=0.5 atm)이다.

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절대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므로 He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비는 (가)：(나)=1：2이다.

ㄷ. (가)에서 기체의 압력은 0.5 atm, 부피는 10 mL, 온도는 T K

이고, (나)에서 기체의 부피는 15 mL, 온도는 2T K이므로 기체의 

압력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인 ;3@; atm이다. 따라서 수은 기둥

에 의한 압력이 ;3!; atm(=:¦3¤: cmHg)이므로 a=:¦3¤:>25이다.

02  기체의 온도와 부피

이상 기체 방정식 PV=nRT에서 기체의 양(mol) n=
질량(w)

분자량(M)

이므로 PV= w
M RT이다. (가)와 (나)에서 Hª(g)와 He(g)은 압

력(P), 부피(V), 질량(w)이 같다. 그러므로 절대 온도는 분자량이 큰 

He(g)이 Hª(g)보다 높다.

ㄱ. 기체의 밀도=
기체의 질량 

기체의 부피 
 이므로 기체의 질량과 부피가 같은 

(가)에서와 (나)에서 기체의 밀도는 같다.

ㄴ. (가)와 (나)에서 분자량(M)은 절대 온도(T)에 비례하므로 분자

량 4인 He(g)이 들어 있는 (나)에서의 절대 온도가 분자량 2인 

Hª(g)가 들어 있는 (가)에서의 절대 온도보다 2배 높은 값을 갖는다.

ㄷ. 기체의 양(mol) n= w
M 이고, (가)와 (나)에서 기체의 질량(w)이 

같으므로 기체의 양(mol)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따라서 

분자 간 평균 거리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큰 값을 갖는다.

03  이상 기체 방정식

이상 기체 방정식 PV=nRT에서 기체의 부피(V)는 기체의 압력

(P)에 반비례하고, 기체의 양(n)과 절대 온도(T)에 비례한다. 

V¥nT
P

(가)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으면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하므로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따라서 기체의 양과 부피가 비례하므로 적절한 그래

프는 ㄷ이다.

(나) (가)에서 만든 풍선을 액체 질소에 넣으면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

므로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 다시 공기 중에 꺼내 놓으면 온도가 높

아지므로 기체의 부피는 증가한다. 따라서 기체의 절대 온도와 부피

가 비례하므로 적절한 그래프는 ㄴ이다.

(다) 풍선을 손으로 강하게 누르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 풍선의 크기가 

작아진다. 따라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므로 적절한 그래프

는 ㄱ이다.

04  이상 기체 방정식

이상 기체 방정식 PV=nRT에서 기체의 양(mol) n=
질량(w)

분자량(M)

이므로 PV= w
M RT이다.

ㄱ. He(g)의 부피는 t¾에서가 0¾에서의 2배이므로 절대 온도

(T)는 t¾일 때가 0¾일 때의 2배이다. 따라서 (t+273)=(0+273)

×2이므로 t=27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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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분자 사이의 힘

분산력은 모든 분자 사이에, 쌍극자·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은 분자 내 F, O, N와 결합한 H가 있는 분자 사이에 작용

하는 힘이다.

ㄱ. 분산력은 액체 상태에서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므로 3

가지 물질 모두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작용한다. 

ㄴ. NOª와 C£H¥의 분자량은 비슷하므로 두 물질에서 분산력의 크

기는 비슷하지만 극성 분자인 NOª(l)에서는 분자 사이에 쌍극자·

쌍극자 힘이 추가로 작용한다. 따라서 두 물질의 기준 끓는점 차이의 

주된 이유는 쌍극자·쌍극자 힘 때문이다.

ㄷ. 극성 분자인 NOª(l)에서는 분자 사이에 분산력, 쌍극자·쌍극

자 힘이 작용하고, 극성 분자인 CªH°OH(l)에서는 분자 사이에 분

산력, 쌍극자·쌍극자 힘, 수소 결합이 동시에 작용한다. 따라서 두 

물질의 기준 끓는점 차이의 주된 이유는 수소 결합 때문이다.

01 ③ 02 ③ 03 ③ 04 ⑤ 05 ④

06 ② 07 ④ 08 ⑤

본문 10~13쪽수 점 스능 테 트3

01  보일 법칙

일정량의 기체에서 온도가 같을 때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ㄱ. 압력이 같을 때 A에서가 B에서에 비해 부피(V)가 4배이므

로 기체의 양(mol)이 4배이다. 기체의 양(mol) n=
질량(w)

분자량(M)
이므 

로 Hª {w
2
}가 CH¢ {2w 

16
}의 4배이다. 따라서 A에 해당하는 기체는 

Hª(g)이고, B에 해당하는 기체는 CH¢(g)이다. B와 C는 압력과 부

피의 곱이 일정하므로 동일한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C에 

해당하는 기체는 CH¢(g)이다.

ㄴ. A에서는 B에서에 비해 부피가 4배이고, 기체의 양(mol)도 4배

이므로 단위 부피당 분자 수는 A에서와 B에서가 같다. 따라서 분자 

간 평균 거리는 A에서와 B에서가 같다.

ㄷ. 기체의 밀도=
기체의 질량 

기체의 부피 
이므로 단위 부피당 질량은 밀도에 

비례한다. 기체의 질량비는 A：C=w g : 2w g=1：2이고, 기체

의 부피비는 A：C=4a 
p ：

a 
2p=8：1이다. 따라서 기체의 밀도비는 

A：C=;8!;：;1@;=1：16이다.

02  이상 기체 방정식

용기 Ⅰ에서 대기압(76 cmHg)=Hª(g)의 압력(Pîª)+2h cmHg이

고, 용기 Ⅱ에서 He(g)의 압력(PîÒ)=대기압(76 cmHg)+h cmHg

이다. 두 식을 연립하면 PîÒ-Pîª=3h cmHg이다.

ㄱ. 이상 기체 방정식 PV=nRT에서 기체의 양(mol) n=
질량(w)

분자량(M)
 이므로 P= wRT

VM 이다. PîÒ=2.5x_25 
1_4  atm이고, 

Pîª=
x_25
2_2   atm이므로 PîÒ=2.5Pîª이고, Pîª=2h cmHg

ㄴ. 이상 기체 방정식에서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V∝n(= w
M)이므

로 w∝VM이다. t¾에서 기체의 부피(V)는 He이 Hª의 2배이고, 

분자량(M) 또한 He이 Hª의 2배이므로 질량(w)은 He이 Hª의 4배

이다. 따라서 x=4y이다.

ㄷ. 기체의 밀도=
기체의 질량 

기체의 부피
 이므로 (가)에서는 

y
a
2  

, (나)에서는 

4y 
2a 이다. 따라서 기체의 밀도는 (가)와 (나)에서 

2y 
a  (g/L)로 같다.

05  기체의 분자량

(가)와 (나)에서 A(g)의 압력은 같다. A(g)의 압력을 P�라고 할 때 

(가)에서 P�=3h cmHg, (나)에서 P�+h cmHg=76 cmHg이므

로 h=19이고, P�=57 cmHg(=;4#;  atm)이다.

(가)와 (나)에서 P�V=nRT이고, 기체의 양(mol) n=
질량(w)

분자량(M)

이므로 P�V= w
M RT이며, M=wRT

P�V  =
1 g_24 atm·L/mol

3 
4  atm_2 L 

=16(g/mol)이다.

06  이상 기체 방정식

이상 기체 방정식 PV=nRT에서 기체의 압력(P)은 기체의 양(n)

과 절대 온도(T)에 비례하고 기체의 부피(V)에 반비례한다. 

P¥nT
V

ㄱ. (가)에서와 (나)에서 X(g)의 밀도가 같고, 질량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므로 X(g)의 부피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

다.

ㄴ. P¥nT
V 인데 기체의 양(n), 절대 온도(T), X(g)의 부피(V)는 

모두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므로 X(g)의 압력(P) 또한 (나)에

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ㄷ. X(g)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만 비례하므로 

2T K인 (나)에서가 T K인 (가)에서의 2배이다.

07  부분 압력 법칙

CH¢의 분자량이 16이고 몰 분율이 0.9이므로 천연 가스에서 전체 기

체의 양을 n mol이라고 할 때 CH¢은 0.9n mol이고 질량은 14.4n g

이다. CªH¤(g)의 분자량이 30이고 몰 분율이 0.1이므로 CªH¤은 

0.1n mol이고 질량은 3n g이다. 전체 기체의 질량이 17.4 g이므로 

n=1이다.

전체 기체의 압력(P)=nRT
V =1_24

16 =1.5 atm이고, 혼합 기체

에서 각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은 전체 기체의 압력에 해당 기체의 몰 

분율을 곱한 값과 같으므로 CªH¤(g)의 부분 압력=1.5 atm_0.1 

=0.15 at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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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cmHg이므로 (가)에서 P�,(가)=38 cmHg이다.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기체의 부피에 반비례

한다. (가)에서 (나)로 변화될 때 절대 온도가 2배로 증가하고 기체의 

부피가 ;5$;배로 감소하였으므로 (나)에서 A(g)의 압력 P�,(나)=P�,(가)

×2×;4%;=38 cmHg×2×;4%;=95 cmHg이다. 그러므로 (나)에서 

수은 기둥의 높이는 오른쪽이 19 cm만큼 높다.

따라서 (가)에서 (나)로 변화될 때 추가한 Hg의 부

피는 왼쪽에서 ㉠에 해당하는 부피(10 cmÜ ), 오른

쪽에서 ㉡(38 cmÜ ), ㉢(10 cmÜ ), ㉣(19 cmÜ )에 해

당하는 부피를 모두 합한 값과 같으므로 77 cmÜ 이

고 x는 77이다.

06  부분 압력 법칙

실린더 속 A(g)의 부분 압력을 P�, He(g)의 부분 압력을 PîÒ이 

라고 할 때 (다)에서 
P�
PîÒ=2이고, 고정 장치를 푼 (라)에서도 기체

의 부분 압력비는 변하지 않으므로 
P�
PîÒ=2이다. (라)에서 고정 장 

치를 풀었으므로 전체 기체의 압력(Pÿ)은 1 atm이고 P�=;3@; atm,  

PîÒ=;3!; atm이며 실린더의 부피가 4.5 L이므로 전체 기체의 부피

는 7.5 L이다. 온도가 같을 때 기체의 양(n)은 (기체의 압력×부피)

에 비례(n¥PV)하고 A(g)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 atm×1 L+x atm×2 L=;3@; atm×7.5 L이고, x=2이다. 

(가) 과정 후 P�=2 atm이고, 
P�
PîÒ=;3*;이므로 PîÒ=;4#; atm이

다. 또한 He(g)의 양은 변하지 않으므로 ;4#; atm×2 L+y atm×

2 L=;3!; atm×7.5 L이고, y=0.5이다.

(나) 과정 후 기체의 부분 압력은 기체의 양(mol)에 비례하고, 기체의 

몰비는 A：He=(1 atm×1 L+2 atm×2 L) : ;4#; atm×2 L=10 : 3

이므로 
P�
PîÒ=:Á3¼:=a이다. 따라서 

y
x×a=0.5

2 ×:Á3¼:=;6%;이다.

07  기체의 성질

온도가 같을 때 기체의 압력(P)은 기체의 양(n)에 비례하고 기체의 

부피(V)에 반비례하므로 P¥ n
V이다.

ㄱ. (가)에서 h가 19 cm이므로 B(g)의 압력은 ;4#; atm이고, A(g)

의 압력은 ;4!; atm이다. 그러므로 
x
1  : 

y
2=1：3이고, y=6x이다.

ㄴ. (나) 과정에서 A(g)가 남고 B(g)가 모두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반응 전후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A(g) + bB(g) 1Ú 2C(g)

반응 전(mol) x 6x 0

반응(mol) -
6
b
 x -6x +

12
b

 x

반응 후(mol) x-
6
b
 x 0

12
b

 x

㉡

㉣
㉠

㉢
처음
위치

이다. 이를 76 cmHg=Pîª+2h cmHg에 대입하면 h=19이다.

ㄴ. Pîª=2h cmHg=38 cmHg(=0.5 atm)이므로 Pîª=
wRT 
VM

=x_25 
2_2

=0.5 atm에서 x=0.08이다.

ㄷ. 꼭지를 열기 전과 후 전체 기체의 양(mol)은 같으므로 전체 기체

의 양 nÿ=nîª+nîÒ에서 
Pÿ_Vÿ

RT =Pîª_Vîª

RT +PîÒ_VîÒ
RT 이

고, Pÿ×Vÿ=Pîª×Vîª+PîÒ×VîÒ이다. 따라서 Pÿ×3 L=;2!; 

atm×2 L+;4%; atm×1 L이고, Pÿ=;4#; atm이다.

03  보일ㆍ샤를 법칙

(나)에서는 (가)에서에 비해 He(g)의 양(mol)과 부피가 같고 온도가 

2배이므로 압력이 2배이다. (다)에서는 (나)에서와 He(g)의 양(mol)

과 온도가 같고 압력이 ;2!;배이므로 부피는 2배이다.

ㄱ. 기체의 밀도=
기체의 질량 

기체의 부피 
인데 기체의 부피와 질량은 (가)와 

(나)에서 같으므로 실린더 속 기체의 밀도는 (가)=(나)이다.

ㄴ. (나)와 (다)에서 기체의 양(mol)과 온도가 일정하므로 기체의 압

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부피비는 (나) : (다)=1 : 2이므로 기체의 압

력비는 (나) : (다)=2 : 1이다.

ㄷ. 기체의 양(mol)이 일정할 때 분자 간 평균 거리가 2배가 되면 부

피는 2Ü =8배가 된다. 기체의 부피는 (다)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므

로 분자 간 평균 거리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지만 2배보다는 

작다.

04  이상 기체 방정식

이상 기체 방정식 PV=nRT에서 기체의 압력(P)은 기체의 양(n)

과 절대 온도(T)에 비례하고 기체의 부피(V)에 반비례한다. 

P¥nT
V

ㄱ. (가) 과정 후와 (다) 과정 후 기체의 부피는 V L로 같고, 기체의 

양(n)은 (다) 과정 후가 (가) 과정 후의 ;2!;배이며, 기체의 절대 온도(T)

는 (다) 과정 후가 (가) 과정 후의 2배이다. 따라서 실린더 속 기체의 압

력은 (가) 과정 후와 (다) 과정 후가 같다.

ㄴ. 기체의 밀도=
기체의 질량  

기체의 부피
이고, (나) 과정 후와 (다) 과정 후 기체

의 질량과 기체의 부피가 같으므로 실린더 속 기체의 밀도는 같다.

ㄷ.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기체의 절대 온도에만 비례하며 

분자의 크기, 모양 및 종류와는 관계없다. 따라서 기체의 절대 온도는 

(다) 과정 후가 (가) 과정 후의 2배이므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

지는 (다) 과정 후가 (가) 과정 후의 2배이다.

05  보일ㆍ샤를 법칙

(가)에서 대기압(P대기압)은 A(g)의 압력(P�,(가))과 수은 기둥에 의한 

압력(Pî©)의 합과 같다. P대기압=P�,(가)+Pî©, 76 cmHg=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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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와 고체
THEME

02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16쪽

정답 ④

ㄱ. 다이아몬드는 탄소(C) 원자가 이웃한 C 원자와 4번의 공유 결합

을 통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원자 간 모든 결합은 공유 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공유 결정이다.

ㄴ. (나)는 CaFª(s)인데 결정 구조 안에 포함된 A의 수는 4, 다른 

입자의 수는 8이므로 A는 CaÛ ±, 다른 입자는 FÑ이다.

ㄷ. (다)는 금속 결정인 Na(s)이고 고체 상태에서 자유 전자가 자유

롭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전기 전도성이 있다.

01 ② 02 ④ 03 ⑤ 04 ⑤ 05 ①

06 ③ 07 ③ 08 ⑤

본문 17~18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HªO의 밀도

얼음은 물보다 빈 공간이 많은 구조이므로 단위 질량당 부피는 얼음

이 물보다 크다. 밀도=
질량  

부피
이므로 밀도는 얼음이 물보다 작다.

ㄱ.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는 이유는 물이 얼어 얼음이 되는 과정에서 

HªO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 0¾에서 물이 얼어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밀도가 작아지는 과정과 관련이 있으

므로 C → B 변화와 관련 있다.

ㄴ. 1 g당 HªO 분자 수는 A와 D에서 같다. 고체 상태인 A에서는 

한 분자당 수소 결합 수가 4이지만 액체 상태인 D에서는 수소 결합

의 일부가 끊어지므로 1 g당 수소 결합 수는 A>D이다.

ㄷ. D는 E보다 밀도가 크다. 따라서 1 mL당 질량은 D>E이므로 

1 mL당 HªO 분자 수는 D>E이다.

02  표면 장력

표면 장력은 액체가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으로 표면 장력이 클수

록 액체 방울의 모양은 구형에 가깝다.

ㄱ. 물방울의 모양이 구형에 가까울수록 표면적이 작으므로 

HªO(l)의 표면적은 50¾에서가 4¾에서보다 크다.

ㄴ. 액체 방울의 모양이 구형에 더 가까운 4¾에서가 50¾에서보다 

표면 장력이 크다. 따라서 ‘온도가 낮을수록’은 ㉠으로 적절하다.

ㄷ. 물방울의 모양은 4¾에서가 50¾에서보다 구형에 가까우므로 

표면 장력은 4¾에서가 50¾에서보다 크다. 따라서 a>b이다.

기체의 전체 양이 (x+6
b x) mol이고, 전체 기체의 부피가 3 L이며, 

h가 38 cm이므로 전체 기체의 압력은 0.5 atm이다. (가)에서 B(g)

의 압력이 ;4#; atm이고, (나) 과정 후 전체 기체의 압력이 0.5 atm이

므로 
6x
2 ：

x+6 
b x 

3
=3：2에서 b=;5^;이고, A(g)가 남고 B(g)가  

모두 반응한다고 가정한 상황과 모순이다.

(나) 과정에서 B(g)가 남고 A(g)가 모두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반

응 전후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A(g) + bB(g) 1Ú 2C(g)

반응 전(mol) x 6x 0

반응(mol) -x -bx +2x

반응 후(mol) 0 6x-bx 2x

기체의 전체 양이 (8x-bx) mol이므로 
6x
2 ：

8x-bx
3 =3：2에서 

b=2이다.

ㄷ. (나) 과정 후 전체 기체의 압력은 0.5 atm이고, C(g)의 몰 분율

이 ;3!;이므로 C(g)의 부분 압력은 ;6!; atm이다.

08  분자 사이의 힘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분산력, 쌍극자·쌍극자 힘, 수소 결합이 

존재하며 수소 결합을 하는 물질은 분자량이 작아도 분자 사이에 작

용하는 힘이 커서 기준 끓는점이 높다.

ㄱ. (다)는 분자량이 가장 크지만 기준 끓는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

아 분자 사이에 분산력만 작용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다)는 무극성 

분자인 Ar이다.

ㄴ. CªH¤과 Ar은 모두 무극성 분자로 액체 상태에서 각 분자 사이

에 분산력만 작용한다. 기준 끓는점이 CªH¤이 Ar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분산력은 CªH¤이 Ar보다 큼을 알 수 있다.

ㄷ. (가)는 (나)보다 분자량이 작음에도 기준 끓는점이 높은 것으로 

보아 CH£OH이고, (나)는 HªS이다. HªS(l) 분자 사이에는 분산력

과 쌍극자·쌍극자 힘이 작용하지만 CH£OH(l) 분자 사이에는 분산

력과 쌍극자·쌍극자 힘, 수소 결합이 동시에 작용하므로 기준 끓는

점이 CH£OH>HªS인 주된 이유는 CH£OH(l) 분자 사이에 작용

하는 수소 결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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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Y(l)의 증기 압력 차는 커진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온인 tª¾

에서의 증기 압력 차(2a-a=a(atm))보다 상대적으로 고온인 tÁ¾

에서의 증기 압력 차(b-2a(atm))가 크므로 b-2a>a이고, 

b>3a이다.

ㄷ. 기준 끓는점은 Y가 X보다 높으므로 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은 

X가 Y보다 크다. 상대적으로 저온인 tª¾에서 (가)의 증기 압력과 

상대적으로 고온인 tÁ¾에서 (나)의 증기 압력이 2a atm으로 같으므

로 (가)는 X(l), (나)는 Y(l)이다. 따라서 액체 상태에서 분자 간 힘

은 기준 끓는점이 높은 (나)가 (가)보다 크다.

06  증기 압력

A(l)의 표면에서 증발한 증기에 의한 압력이 증기 압력이고 30¾에

서 A(l)의 증기 압력은 수은 기둥의 높이 차에 해당한다.

ㄱ. 30¾에서 A(l)의 증기 압력은 수은 기둥의 높이 차에 해당하 

고 1 atm=76 cmHg이므로 30¾에서 A(l)의 증기 압력은 ;7%6&;=

;4#; atm이다.

ㄴ. 기준 끓는점은 외부 압력 1 atm에서 A(l)의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의 온도이다. 30¾에서 A(l)의 증기 압력이 

1 atm보다 작으므로 A(l)의 기준 끓는점은 30¾보다 높다.

ㄷ. 꼭지 b를 열고 평형에 도달하면 오른쪽 수은 기둥에는 대기압인 

1 atm, 왼쪽 수은 기둥에는 A(l)의 증기 압력인 ;4#; atm이 작용한

다. 따라서 수은 기둥의 높이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19 cm만큼 높다.

07  결정의 종류

C(s, 다이아몬드)는 원자 결정, Iª(s)은 분자 결정, CsCl(s)은 이온 

결정이다.

ㄱ. 원자 결정에서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분자 결정에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보다 훨씬 크므로 1 atm에서 녹는점은 C(s, 다

이아몬드)>Iª(s)이다.

ㄴ. 다이아몬드, Iª, CsCl은 모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ㄷ.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C, Iª을 구성하는 I은 모두 비금속 원소

이므로 (가)와 (나)에서 구성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은 공유 결합으로 

같다.

08  결정 구조

A-B 연결선과 단위 세포에서 만나는 입자 수는 단순 입방 구조에

서는 0이고, 체심 입방 구조에서는 정육면체의 중심에 위치한 입자로 

1이며, 면심 입방 구조에서는 마주보는 면의 중심에 위치한 입자로 2

이다.

         단순 입방 구조       체심 입방 구조        면심 입방 구조

ㄱ. A-B 연결선에서 만나는 입자 수가 0인 구조는 단순 입방 구조

이다. 따라서 X의 결정 구조는 단순 입방 구조이다.

03  고체의 가열 곡선

비열은 물질 1 g의 온도를 1¾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므로 질량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도 크다.

ㄱ. ㉠은 녹는점에 처음 도달한 고체 상태이고, ㉡은 고체가 모두 녹

아 액체가 된 상태이다. 금속은 자유 전자로 인해 고체와 액체 상태에

서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

ㄴ. 질량은 Y가 X의 2배이고 비열은 X가 Y의 2배이므로 같은 열

원으로 가열할 때 단위 시간당 온도 변화량은 같다. 따라서 1910¾

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11 min으로 같다.

ㄷ. 원자량은 Y가 X의 2배이고 비열은 X가 Y의 2배이므로 25¾ 

X(s), Y(s) 1 mol을 각각 같은 열원으로 가열할 때 가열 곡선의 

기울기는 같다. 하지만 기준 녹는점은 Y가 X보다 53¾만큼 높으므

로 기준 녹는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X가 Y보다 짧다.

04  수소 결합과 물의 특성

물 분자 내의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산소(O) 원자는 이웃하는 물 

분자의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수소(H) 원자와 매우 강한 분자 간 

힘인 수소 결합을 형성한다. 이로 인해 물은 다른 물질과 달리 독특한 

성질을 나타낸다.

(가) 물이 얼 때 물 분자 1개는 주변에 이웃한 4개의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하면서 입체 육각 구조의 빈 공간이 있는 결정을 형성하기 때

문에 같은 질량의 얼음의 부피는 물의 부피보다 크고 얼음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작다. 따라서 얼음이 물에 뜬다.

(나) 물 분자 간 수소 결합으로 인해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크

다. 한낮에는 바다보다 비열이 작은 육지의 온도가 더 빨리 높아지기 

때문에 육지 쪽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바다 쪽 공기가 상대적

으로 차갑다. 반면, 밤에는 육지의 온도가 더 빨리 낮아지기 때문에 

육지 쪽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갑고, 바다 쪽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

하다. 따라서 낮에는 해풍이, 밤에는 육풍이 분다.

(다) 물 분자 간 수소 결합으로 인해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표면 장력

이 크다. 물방울이 둥근 모양을 하는 이유는 물방울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의 경우 외부에는 인력이 작용할 물 분자가 없으므로 물방울 

중심 방향으로만 힘을 받게 되면서 구형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05  증기 압력 곡선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액체 

표면에 위치한 분자들의 증발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증기의 양(mol)

이 많아지므로 증기 압력이 커진다.

1
b

2a
a

0

증기 압력

(atm)

온도(¾)

X(l)Y(l)

tª tÁ

(가) (나)

ㄱ. (나)의 경우 tÁ¾에서의 증기 압력(2a atm)이 tª¾에서의 증기 

압력(a atm)보다 크므로 tÁ>tª이다. 

ㄴ. 증기 압력이 1 atm 이하일 때 같은 온도에서 X와 Y의 증기 압

력 곡선 기울기 대소 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온도가 높을수록 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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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 압력은 76-35=41 cmHg이므로 t¾에서 증기 압력은 Y(l)

가 X(l)의 :¢6Á:배이다.

ㄷ. t¾에서 증기 압력은 Y(l)>X(l)이고 액체로부터 증발한 기체

의 양이 많을수록 압력이 크므로 시험관 속 기체의 양(mol)은 Y>X

이다.

04  증기 압력 곡선

tÁ¾에서 A(l)의 증기 압력이 B(l)의 증기 압력보다 hÁ cmHg만

큼 크므로 ㉠은 A(l), ㉡은 B(l)이다. 

tª tÁt£

76

증기 압력

(cmHg)

온도(¾)

 hÁ`cmHg

 hª`cmHg

㉠, A(l)

㉡, B(l)

ㄱ. tÁ¾에서 B(l)의 증기 압력이 대기압(76 cmHg)보다 hª cmHg

만큼 크므로 tÁ¾는 B(l)의 기준 끓는점인 t£¾보다 높다. 따라서 

tÁ>t£이다.

ㄴ. tÁ¾에서 A(l)와 B(l)의 증기 압력을 각각 P�, Põ라고 할 때 

P�=Põ+hÁ cmHg이고, Põ=(76+hª) cmHg이다. 그러므로 

P�=(76+hÁ+hª) cmHg이다.

ㄷ. A(l)의 기준 끓는점인 tª¾에서 A(l)의 증기 압력은 76 cmHg

이다. 따라서 A(l)와 B(l)의 증기 압력 차(hÁ cmHg)는 대기압

(76 cmHg)과 B(l)의 증기 압력 차(hª cmHg)와 값이 같으므로 

B(l)를 중심으로 양쪽 수은 기둥의 높이 차는 같다.

05  결정의 종류

Li(s), HªO(s), SiOª(s), CaFª(s) 중에서 구성 원자 간 화학 결

합의 종류가 같은 것은 원자 간에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HªO(s)과 

SiOª(s)이다. HªO(s)은 분자 결정, SiOª(s)는 원자 결정(공유 결

정)이므로 (나)는 SiOª(s), (다)는 HªO(s)이다. (가)는 구성 입자의 

종류가 2가지이므로 이온 결정의 형태로 존재하는 CaFª(s)이고, 

(라)는 금속 결정의 형태로 존재하는 Li(s)이다.

ㄱ. (가)는 CaFª(s)인데 결정 구조 안에 포함된 A의 수는 8, 다른 

입자의 수는 4이므로 A는 FÑ, 다른 입자는 Ca2+이다.

ㄴ. 원자 결정에서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분자 결정에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보다 훨씬 크므로 1 a tm에서 녹는점은 

SiOª(s)>HªO(s)이다.

ㄷ.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은 금속 결정인 (라) Li(s) 
1가지이다.

06  고체 결정 구조

면심 입방 구조에서 단위 세포에 포함된 입자 수는 꼭짓점에 있는 입

자 8개가 ;8!;씩, 면의 중심에 있는 입자 6개가 ;2!;씩 포함되므로 

8×;8!;+6×;2!;=4이다.

ㄱ. NaCl 결정에서는 Na±끼리, ClÑ끼리 각각 면심 입방 구조를 이

ㄴ. X는 단순 입방 구조, Z는 만나는 입자 수가 2이기 때문에 면심 

입방 구조이므로 Y는 체심 입방 구조이다. 체심 입방 구조의 경우 

A-B 연결선에서 만나는 입자 수는 1이다. 따라서 a=1이다.

ㄷ. C-D 연결선과 단위 세포에서 만나는 입자는 C, D 꼭짓점에 

위치한 입자이고, 단순 입방 구조, 체심 입방 구조, 면심 입방 구조에

서 모두 2로 같다.

01 ③ 02 ① 03 ④ 04 ⑤ 05 ②

06 ④

본문 19~21쪽수 점 스능 테 트3

01  액체와 기체의 성질

(가)는 외부 압력에 따라 부피 변화가 크지 않고, (나)는 외부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가 매우 크며 반비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가)는 액체, 

(나)는 기체 상태이다.

ㄱ. 1 atm에서 (가)와 (나)의 부피가 같다. 기체 상태는 액체 상태에 

비해 밀도가 매우 작으므로 같은 부피 속에 들어 있는 A의 질량은 액

체가 기체에 비해 매우 크다. 따라서 x>y이다.

ㄴ. 액체 상태에서는 기체 상태에 비해 분자 간 거리가 매우 가까워 

분자 간에 상대적으로 강한 힘이 작용한다. 따라서 분자 간 힘은 액체 

상태인 (가)에서가 기체 상태인 (나)에서보다 크다.

ㄷ. 기체 상태에서는 액체 상태에 비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매우 멀

어 분자 간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자 간 평균 거리

는 액체 상태인 (가)에서가 기체 상태인 (나)에서보다 훨씬 작다.

02  HªO의 구조와 온도에 따른 부피

결합 A는 HªO 분자 간의 결합으로 수소 결합이고, 결합 B는 HªO 

분자 내 결합으로 공유 결합이다.

ㄱ. ㉠은 고체 상태, ㉡은 액체 상태이다. HªO 한 분자당 수소 결합

의 평균 수는 고체 상태에서가 액체 상태에서보다 크므로 HªO 1 g당 

수소 결합의 평균 수는 ㉠>㉡이다.

ㄴ. HªO 1 mL당 결합 B(공유 결합)의 수는 HªO 분자 수에 비례한

다. HªO 분자 수는 질량에 비례하므로 밀도가 클수록 또는 1 g당 부

피가 작을수록 1`mL당 HªO 분자 수는 크다. 따라서 ㉠~㉣ 중 HªO 

1 mL당 결합 B의 수는 1 g당 부피가 가장 작은 ㉢이 가장 크다.

ㄷ. 0¾ 물보다 4¾ 물의 밀도가 더 크므로 0¾ 물에 4¾ 물을 첨가

하면 물의 온도는 0¾보다 높고 4¾보다 낮다. 이 물의 밀도는 0¾ 

물보다 크므로 0¾ 물에 비해 단위 질량당 부피는 감소하고 분자 간 

평균 거리도 감소한다.

03  액체의 증기 압력

(가)에서 Hg 기둥의 높이가 76 cm이므로 대기압은 76 cmHg이다.

ㄱ. t¾에서 기준 끓는점이 높은 X(l)의 증기 압력이 기준 끓는점

이 낮은 Y(l)의 증기 압력보다 작으므로 ‘기준 끓는점이 높은 액체

일수록 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이 작다.’는 ㉠으로 적절하다.

ㄴ. t¾에서 X(l)의 증기 압력은 76-70=6 cmHg이고, Y(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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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의 농도
THEME

03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24쪽

정답 ②

농도가 M(mol/L)이고 부피가 V(L)일 때 용액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은 MV(mol)이다. 1 M A(aq) 100 mL에 녹아 있는 용질 A의 

양은 0.1 mol이고, 물을 넣어 희석한 0.5 M A(aq)의 부피가 400 

mL이므로 녹아 있는 용질 A의 양은 0.2 mol이다. 따라서 처음 

1 m A(aq) 106 g에 녹아 있는 용질 A의 양은 0.1 mol이고, A의 

화학식량을 M�라고 하면 1 m= 0.1 mol  
106-0.1M� 

1000  kg 

이고, M�=60

이다.

1 M A(aq) 100 mL의 밀도가 1.02 g/mL이므로 1 M A(aq)의 

질량은 102 g이다. 물을 넣어 희석한 0.5 M A(aq)의 부피가 400 

mL이고, 밀도가 1.01 g/mL이므로 0.5 M A(aq)의 질량은 404 

g이다. 두 수용액을 혼합하고 물을 첨가하기 전과 후 질량은 같으므

로 106+102+x=404이고 x=196이다. 따라서 
x

A의 화학식량

=
196
60

=
49
15

이다.

01 ① 02 ③ 03 ⑤ 04 ② 05 ⑤

06 ④ 07 ⑤ 08 ② 

본문 25~26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몰 농도

ㄱ. 용액의 몰 농도(M)=
용질의`양(mol) 
용액의`부피(L)

이므로 용액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mol)=용액의 몰 농도(M)×용액의 부피(L)이다. 따라서 

0.1 M X 수용액 100 mL에 녹아 있는 X의 양은 0.1 M_0.1 L 

=0.01 mol이다.

ㄴ. 용질의 양(mol)=
용질의`질량(g)

용질`1 mol의`질량(g/mol)
 이므로 X의 화

학식량을 MX라고 하면 0.01 mol= a g 
MX g/mol 이고, MX=100a

이다. 따라서 X의 화학식량은 100a이다.

ㄷ. X 수용액의 밀도가 1 g/mL이므로 X 수용액 100 mL의 질량

은 100 g이고, 물의 질량은 (100-a) g이다. 용액의 몰랄 농도(m)=
용질의`양(mol)
용매의`질량(kg)

 인데, 용매의 질량은 0.1 kg보다 작고, 용질의 양은 

0.01 mol이므로 X 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0.1 m보다 크다.

02  ppm 농도

ㄱ.  ppm 농도는 용액 1_10ß  g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질량(g)을 

루고 있다.

ㄴ. (가)에서 ClÑ끼리 면심 입방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ClÑ에 가장 

인접한 ClÑ 수는 12이다. ClÑ에 가장 인접한 Na± 수는 ClÑ을 중심

으로 전후상하좌우로 둘러싸고 있으므로 6이다. 따라서 (가)에서 

ClÑ에 가장 인접한`ClÑ 수
ClÑ에 가장 인접한 Na± 수

=:Á6ª:=2이다.

ㄷ. Na±, ClÑ, X는 모두 면심 입방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단위 세

포에 포함된 입자 수는 Na±, ClÑ, X가 모두 4로 같다. NaCl의 화

학식량이 58.5(=23+35.5), X의 원자량이 63.5이므로 단위 세포

에 포함된 모든 입자의 질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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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몰 농도와 몰랄 농도

   A. 몰 농도(M)는 용액 1 L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mol)을 나타

낸다. 1 M NaOH(aq) 1 L에는 용질 NaOH이 1 mol 녹아 있으

므로 수용액 100 mL에는 NaOH이 0.1 mol 녹아 있다.

몰랄 농도(m)는 용매 1 kg에 녹인 용질의 양(mol)을 나타낸다. 1 m 

NaOH(aq)은 물 1000 g당 용질 NaOH이 1 mol 녹아 있다. 따라

서 1 m NaOH(aq) 100 g에는 물의 양이 100 g보다 작으므로 용

액 속에 녹아 있는 NaOH은 0.1 mol보다 작다. 따라서 수용액에 녹

아 있는 NaOH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B. 온도가 달라지면 수용액의 부피가 변하므로 몰 농도는 변하게 된다.

   C. 용액의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양(mol)으로 농도를 

표시하기 때문에 온도가 30¾가 되어도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07  몰랄 농도와 용질의 몰 분율

ㄱ. 용액의 몰랄 농도(m)=
용질의`양(mol) 
용매의`질량(kg)

 이므로 용질의 양(mol)

=몰랄 농도(m)×용매의 질량(kg)이다. 따라서 A(aq)에서 A의 

양은 0.1a mol이고, B(aq)에서 B의 양은 0.3a mol이다. 또한 

A의 화학식량을 M�, B의 화학식량을 Mõ라고 하면, 0.1a= w
M� 

이므로 M�=10w
a  이고, 0.3a= w

Mõ 이므로 Mõ=10w
3a 이다. 따

라서 화학식량은 A가 B의 3배이다.

ㄴ. 퍼센트 농도(%)=
용질의`질량(g)
용액의 질량(g)

 _100이다. A(aq)의 퍼센

트 농도(%)= w g
(100+w) g _100= 100w

100+w이고, B(aq)의 퍼센트 

농도(%)= w g
(300+w) g _100= 100w

300+w이므로 퍼센트 농도는 A

(aq)이 B(aq)의 3배보다 작다.

ㄷ. 용질의 몰 분율은 용질의 양(mol)을 용매의 양(mol)과 용질의 

양(mol)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용매의 질량은 B(aq)이 A(aq)의 

3배이고, 몰랄 농도는 A(aq)과 B(aq)이 같으므로 용질의 양(mol)

도 B가 A의 3배이다. 따라서 A(aq)과 B(aq)에서 용질의 몰 분율

은 같다.

08  퍼센트 농도와 용액의 희석

ㄱ. 10% CH£COOH(aq)의 밀도가 1.1 g/mL이므로 CH£COOH 

(aq) 100 mL의 질량은 110 g이다. 또한 퍼센트 농도(%)=
용질의`질량(g)
용액의 질량(g)

 _100이므로 10% CH£COOH(aq) 110 g에 녹아  

있는 CH£COOH의 질량을 a g이라고 하면, 10%= a g
110 g _100이 

고, a=11이다. 따라서 (가)에 녹아 있는 CH£COOH의 질량은 11 g

이다.

ㄴ. (가)에 물 x g을 추가하여 (나)가 되었으므로 5%= 11 g
(110+x) g  

_100이고, x=110이다.

ㄷ. 용액의 몰랄 농도(m)=
용질의`양(mol) 
용매의`질량(kg)

이고, (가)와 (나)에서 

수용액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mol)은 같다. (가)에서 물의 질량은 

110 g-11 g=99 g이고, (나)에서 물의 질량은 220 g-11 g= 

나타낸다. 따라서 (가)는 ppm 농도이다.

ppm 농도(ppm)=
용질의`질량(g)
용액의 질량(g)

_10ß 

ㄴ. ppm 농도는 용매와 용질의 질량을 기준으로 농도를 표시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해도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ㄷ. 지하수 1 kg 중 산소가 0.01 g 녹아 있는 지하수에서 산소의 농

도=0.01 g
10Ü g  _10ß =10 ppm이다.

03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
용질의`질량(g)
용액의 질량(g)

_100이다.

에탄올 수용액에서 에탄올의 부피가 187.5 mL이고, 에탄올의 밀도가

0.8 g/mL이며, 밀도(g/mL)=
질량(g)
부피(mL)

이므로 에탄올의 질량은

0.8 g/mL_187.5 mL=150 g이다. 또한 에탄올 수용액의 부피는 

250 mL이고, 밀도는 d g/mL이므로 에탄올 수용액의 질량은 d`g/mL

_250 mL=250d`g이다. 따라서 에탄올 수용액에서 에탄올의 퍼

센트 농도(%)는 
150 g
250d g_100=60

d  이다.

04  몰랄 농도 수용액 만들기

ㄱ. 용액의 몰랄 농도(m)=
용질의`양(mol) 
용매의`질량(kg)

 이므로 1 m=

x 
40 mol  

0.1 kg
 

이고, x는 4이다.

ㄴ. 퍼센트 농도(%)=
용질의`질량(g)
용액의 질량(g)

_100이므로 1 m NaOH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 4 g
104 g _100=;1%3);%이다.

ㄷ. 수용액의 질량이 104 g이고, 밀도가 1 g/mL이므로 수용액의 부

피는 104 mL로 0.1 L보다 크다. 용액의 몰 농도(M)=
용질의`양(mol) 
용액의`부피(L)

이고, 용질의 양은 0.1 mol이므로 이 수용액의 몰 농도는 1 M보다 

작다.

05  몰 농도를 몰랄 농도로 환산하기

ㄱ.  (가)에서 용액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mol)=몰 농도(M)×용액

의 부피(L)이다. 따라서 0.1 M NaOH 수용액 1 L에 녹아 있는 

NaOH의 양은 0.1 M_1 L=0.1 mol이다. 따라서 a는 0.1이다.

ㄴ. (나)에서 수용액의 밀도가 d g/mL이고, 밀도(g/mL)=

질량(g)
부피(mL)

이므로 수용액 1 L의 질량은 1000d g이다. 또한 0.1 M 

NaOH 수용액 1 L에는 0.1 mol, 즉 4 g의 NaOH이 녹아 있으므

로 용매인 물의 질량은 (1000d-4) g이고, b는 1000d-4이다.

ㄷ. (다)에서 몰랄 농도(m )=
용질의`양(mol) 
용매의`질량(kg)

 이므로 0.1  M  

NaOH(aq)의 몰랄 농도는 
0.1 mol  

1000d-4 
1000  kg 

 = 100
1000d-4   m이다. 

따라서 c는 
100 

1000d-4
  이다.

정답과 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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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g이므로 몰랄 농도는 (가)가 (나)의 2배보다 크다.

01 ⑤ 02 ④ 03 ③ 04 ① 05 ③

06 ②

본문 27~29쪽수 점 스능 테 트3

01  ppm 농도

ㄱ. ppm 농도는 용액 1_10ß  g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질량(g)을 

나타내므로 Pb의 농도 5 ppm은 지하수 1_10ß  g 속에 Pb이 5 g 

들어 있음을 나타낸다. 지하수의 밀도가 1 g/mL이므로 1_10ß  g은 

1_10ß  mL=1000 L에 해당한다. 즉 지하수 1000 L에 Pb이 5 g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하수 1 L에는 Pb이 5 mg 포함되어 있다.

ㄴ. 1 ppm은 용액 1_10ß  g 속에 용질 1 g이 들어 있음을 나타내므

로 용액 1_10Ü  g 속에는 용질 1 mg이 들어 있다. 생수의 밀도가 

1 g/mL이므로 생수 1 L의 질량은 1 kg이고, mg/L는 mg/kg과 단

위가 같다. 따라서 생수에 들어 있는 칼슘의 함량 12.9~21.4 mg/L는 

12.9~21.4 ppm과 같다.

ㄷ. 용액의 몰 농도(M)=
용질의`양(mol) 
용액의`부피(L)

 이다. 생수 1 L당 마그네

슘은 
1.0
24  ~ 

1.5
24  (mmol)가, 칼륨은 

0.8
39  ~ 

1.5
39  (mmol)가 들어 있으 

므로 몰 농도(M)는 마그네슘이 칼륨보다 크다.

02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 용액 만들기

ㄱ. 퍼센트 농도(%)=
용질의`질량(g)
용액의 질량(g)

_100이므로 (가)의 퍼센트 

농도는 
a g 

(100+a) g _100=5%이고, (나)의 퍼센트 농도는 

b g 
(100+b) g_100=10%이다. 용매의 질량이 일정할 때 용질의 질

량이 2배가 되면 퍼센트 농도는 2배보다 작다. 따라서 b는 2a보다 

크다.

ㄴ. 용액의 몰 농도(M)=
용질의`양(mol) 
용액의`부피(L)

이므로 용액의 부피가 일

정할 때 용질의 질량이 2배가 되면 용질의 양(mol)이 2배가 되어 몰 

농도가 2배가 된다. 따라서 d는 2c이다.

ㄷ. 물에 설탕을 녹인 후 수용액의 부피를 정확히 100 mL로 맞추기 

위해서는 부피 플라스크가 필요하다. 따라서 준비물에는 100 mL 부

피 플라스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03  용액의 몰 농도와 용질의 몰 분율

ㄱ. 용액의 몰 농도(M)=
용질의`양(mol) 
용액의`부피(L)

이므로 용액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mol)=몰 농도(M)×용액의 부피(L)이다. 따라서 1 M 요

소 수용액 1 L에 녹아 있는 요소의 양은 1 mol/L_1 L=1 mol이

고, 요소의 분자량은 60이므로 요소의 질량은 60 g이다.

ㄴ. (나)에서 ‘(가)의 수용액 250 mL에 들어 있는 요소의 질량+요

소 x g=;3@; M 요소 수용액 500 mL에 들어 있는 요소의 질량’이다. 

1 M 요소 수용액 250 mL에 포함된 요소의 양는 0.25 mol이고 

0.25 mol_60 g/mol=15 g이다. 또한 ;3@; M 요소 수용액 500 mL

에 들어 있는 요소의 양은 ;3!; mol이고, ;3!; mol_60 g/mol=20 g

이다. 따라서 x는 5이다.

ㄷ.  (가)에서 1 M 요소 수용액 1 L의 밀도가 1.06 g/mL이므로 요

소 수용액의 질량은 1060 g이다. 따라서 요소의 몰 분율 X요소=
n요소

n물+n요소

 =
1

1000 
18 +1

 = 9
509 이다. … ①

(다)에서 ;3@; M 요소 수용액 250 mL에 들어 있는 요소의 양은 

;3@; M_;4!; L=;6!; mol이고, 질량은 ;6!; mol_60 g/mol=10 g이다.

또한 요소 수용액 500 mL의 밀도가 1.06 g/mL이므로 요소 수용액

의 질량은 530 g이고, 물의 질량은 530-(10+y)=(520-y) g이

다. 따라서 요소의 몰 분율 X요소 =
n요소

n물+n요소

 =

10+y
60

520-y 
18

 +10+y 
60

 
 

이다. … ②

(가) 수용액과 (다) 과정에서 만든 수용액에서 요소의 몰 분율이 같으

므로 ①=②이고, 이 식을 풀면 y=20이다.

[다른 풀이] (가)의 수용액과 (다) 과정에서 만든 수용액에서 요소의 

몰 분율이 같으므로 몰랄 농도가 서로 같다.

(가)의 요소 수용액 1`L의 질량은 1000`mL_1.06`g/mL=1060`g 

이고, 요소의 양은 1`mol(=60`g)이므로 물 1000`g에 요소 1`mol

이 녹아 있어 몰랄 농도는 1`m이다.

(다) 과정에서 만든 요소 수용액 500`mL의 질량은 500`mL_ 

1.06`g/mL=530`g이므로 물 500`g에 요소 0.5`mol(=30`g)이 

녹아 있어야 한다. ;3@;`M 요소 수용액 250`mL에 녹아 있는 요소의

양은 ;3@;`M_;4!;`L=;6!;`mol(=10`g)이므로 10`g+y`g=30`g에서

y=20이다.

04  농도의 변환

ㄱ. 용액을 희석할 때 수용액의 부피를 정확히 250 mL로 맞추기 위

해서는 부피 플라스크의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넣어야 한다. 따라서 

실험 기구 A는 ㉢이 가장 적절하다.

ㄴ. 0.1 M NaOH(aq) 250 mL에 들어 있는 용질 NaOH의 양은 

0.025 mol이고, NaOH의 화학식량이 40이므로 질량은 1 g이다. 

(나)에서 1`m NaOH(aq)`x`mL를 취하여 0.1`M NaOH(aq) 
250`mL를 만들었으므로 1 m NaOH(aq) x mL에도 NaOH이 

1 g 들어 있다.

ㄷ. 몰랄 농도는 용매 1 kg에 녹인 용질의 양(mol)을 나타내므로 

1 m NaOH(aq)에는 물 1000 g에 NaOH 1 mol(=40 g)이 녹아 

있고, 밀도가 d g/mL이므로 부피는 
1040 g
d g/mL =1040

d   mL이다. 

피펫으로 취한 1 m NaOH(aq) x mL에 NaOH이 1 g 녹아 있으

므로 다음 식이 성립한다.

용액 
1040
d  mL : 용질`40 g=용액`x mL : 용질`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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묽은 용액의 성질
THEME

04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32쪽

정답 ⑤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 있는 묽은 용액의 어는점 내림

(DTÄ)은 용매의 몰랄 내림 상수(KÄ)와 용액의 몰랄 농도(m)의 곱과 

같다.

DTÄ=KÄ_m

ㄱ. 몰랄 농도 m=DTÄ 
KÄ   이므로 몰랄 농도의 비 Ⅰ:Ⅱ=0.4k

2k  : 
0.3k
k  

=2 : 3이다.

ㄴ. X의 화학식량을 Mþ, Y의 화학식량을 Mç라고 하면, 몰랄 농

도는 
용질의`양(mol) 
용매의`질량(kg)

이므로 용액 Ⅰ과 Ⅱ의 몰랄 농도의 비는 Ⅰ:Ⅱ

=

a
Mþ mol

0.1 kg
 : 

b 
Mç mol

0.2 kg
=2 : 3이다. 그런데 Mþ=3Mç이므로 

Ⅰ:Ⅱ=

a
3Mç mol

0.1 kg
 : 

b 
Mç mol

0.2 kg
=2 : 3이고, a=b이다. 따라서 

a
b

=1이다.

ㄷ. B(l) 100 g에 X b g을 녹인 용액은 용액 Ⅱ와 비교할 때 용매

의 질량은 ;2!;배이고, 용질의 양(mol)은 ;3!;배이므로 몰랄 농도가 

1
3
1
2
  

=;3@;배이다. 따라서 B(l) 100 g에 X b g을 녹인 용액의 어는점 

내림은 ;3@; m_0.3k ¾/m=0.2k¾이다.

01 ③ 02 ④ 03 ⑤ 04 ① 05 ⑤

06 ④ 07 ② 08 ② 

본문 33~34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끓는점 오름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 있는 묽은 용액의 끓는점 오름

(DTº)은 용액의 몰랄 농도(m)에 비례한다.

DTº=Kº_m (Kº는 몰랄 오름 상수)

ㄱ. 끓는점 오름은 Y(aq)이 X(aq)의 2배이므로 몰랄 농도는 

Y(aq)이 X(aq)의 2배이다.

ㄴ. 몰랄 농도는 용매 1 kg에 녹인 용질의 양(mol)을 나타내므로 

몰랄 농도(m)=
용질의`양(mol) 
용매의`질량(kg)

이다. 용질 X의 화학식량을 Mþ, 

Y의 화학식량을 Mç라고 하면, 몰랄 농도의 비 X(aq): Y(aq)

=

2w 
Mþ mol  

0.2 kg
  :  

6w 
Mç mol  

0.1 kg
 =1 : 2이고, Mþ : Mç=1 : 3이다. 따라

서 화학식량은 Y가 X의 3배이다.

따라서 x=26
d  이다.

05  몰 농도와 몰랄 농도

ㄱ. 수용액에서 용질의 양(mol)은 몰 농도(M)와 용액의 부피(L)의 곱

과 같으므로 수용액에서 용질의 몰비는 (가) : (나)=2 : 1이다. 따라 

서 A의 화학식량을 M�, B의 화학식량을 Mõ라고 하면, 
2a
M� : 

3a
Mõ 

=2 : 1이고, M� : Mõ=1 : 3이므로 화학식량은 B가 A의 3배

이다.

ㄴ. 용액의 몰랄 농도(m)=
용질의`양(mol) 
용매의`질량(kg)

 이므로  

(가)와 (나)의 밀도를 d g/L라고 하면 몰랄 농도의 비 (가) : (나)=
2a 
M�  

2Vd-2a
 : 

3a
Mõ  

Vd-3a
 이고, Mõ=3M�이므로 (가) : (나) =

2a 
M�  

2Vd-2a
 : 

3a
3M�  

Vd-3a
=

a 
M�  

Vd-a
 : 

a 
M�  

Vd-3a
=Vd-3a : Vd-a

이다. 따라서 몰랄 농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

ㄷ. 혼합 용액의 부피는 혼합 전 각 용액의 부피의 합과 같으므로 (가)

와 (나)를 혼합한 수용액의 부피는 3V L이다. 따라서 A의 몰 농도는 

2a
M�
3V

   M이고, B의 몰 농도는 

3a
Mõ
3V

  =

a
M�
3V

    M이므로 A의 몰 농도와 

B의 몰 농도의 합은 

2a
M�+

a
M�  

3V
=

3a
M�
3V

= a
M�_V  M이다. 그런

데 (가)의 몰 농도는 

2a
M�  

2V
 = a

M�_V =1 M이므로 혼합 수용액에

서 A의 몰 농도와 B의 몰 농도의 합은 1 M이다.

06  몰 농도 수용액과 몰랄 농도 수용액의 혼합

수용액 (가)와 (나)를 혼합한 후 물을 가하여 수용액 (다)가 될 때 (가)

와 (나)에 녹아 있는 포도당의 질량의 합은 (다)에 녹아 있는 포도당의 

질량과 같다. 

(가) 1 m 포도당 수용액은 물 1000 g에 포도당 1 mol(=180 g)을 

녹여 만든 수용액이다. 따라서 1 m 포도당 수용액 1180 g 속에는 포

도당 180 g이 들어 있으므로 1 m 포도당 수용액 118 g 속에는 포도

당 18 g이 들어 있다.

(나) 용액의 몰 농도(M)=
용질의`양(mol) 
용액의`부피(L)

이므로 용액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mol)=몰 농도(M)×용액의 부피(L)이다. 따라서 x M 포

도당 수용액 100 mL에 녹아 있는 포도당의 양은 x M_0.1 L 

=0.1x mol이다.

(다) 0.5 M 포도당 수용액 500 mL에 녹아 있는 포도당의 양은 

0.5 M_0.5 L=0.25 mol이다.

혼합 전과 후 포도당의 양이 같으므로 
18
180+0.1x=0.25 mol이고,

x=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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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삼투압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 있는 묽은 용액의 삼투압(p)은 용액

의 몰 농도(C)와 절대 온도(T)에 비례한다.

p=CRT

ㄱ. 온도가 일정할 때 삼투압은 (나)가 (가)의 1.5배이므로 몰 농도는 

(나)가 (가)의 1.5배이다.

ㄴ. 삼투압 p=CRT= n
V RT= w

MV RT식에서 

분자량 M=wRT
pV  이다. 따라서 온도(T)와 용액의 부피(V)가 같을 

때 용질의 분자량 M¥w
p  이므로 분자량비 M� : Mõ=2w

2P : 
w 
3P 

=3 : 1이다.

ㄷ. 온도가 일정할 때 용액의 삼투압은 용액의 몰 농도에 비례하고, 

용액의 부피가 같을 때 몰 농도는 용질의 양(mol)에 비례하며, 용질

의 종류가 같을 때 용질의 양(mol)은 용질의 질량에 비례한다. (가)에

서 용질 A 2w g일 때 삼투압이 2P atm이므로 A의 질량이 w g이

면 삼투압은 P atm이고, (나)에서 용질 B w g일 때 삼투압이 3P 

atm이므로 B의 질량이 2w`g이면 삼투압은 6P atm이 된다. 따라

서 용질 A w g과 B 2w g을 녹인 수용액 V mL의 삼투압은 7P 

atm이다.

05  끓는점 오름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 있는 묽은 용액의 끓는점 오름

(DTº)은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액의 몰랄 농도(m)에 비례한다.

DTº= Kº_m (Kº는 몰랄 오름 상수)

 A. 같은 온도에서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 있는 수용액은 용매보다 증

기 압력이 작으므로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진다. 따라서 수용액의 끓는점은 물의 끓는점보다 높다. 

 B. 몰랄 농도가 같으면 용질의 종류 X, Y에 관계없이 수용액의 끓

는점 오름은 같다.

 C. 수용액의 농도가 0.1 m일 때 끓는점 오름이 a¾이므로 물의 몰랄 

오름 상수 Kº =DTº
m  = a¾

0.1 m =10a ¾/m이다.

06  용액의 총괄성

ㄱ. 용액의 끓는점 오름(DTº)은 용액의 몰랄 농도(m)에 비례한다.

DTº=Kº_m (Kº는 몰랄 오름 상수)

수용액 (가)의 밀도가 1 g/mL이므로 수용액 1 L의 질량은 1000 g

이다. 수용액 1000 g에 포함된 포도당은 0.1 mol(=18 g)이고, 물의 

질량은 982 g이다. 따라서 (가)의 몰랄 농도는 0.1 m보다 크고, 끓는

점 오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

ㄴ. 온도가 같을 때 용액의 삼투압(p)은 용액의 몰 농도(C)에 비례

한다.

p =CRT

수용액 (나)에는 물 1000 g당 포도당 0.1 mol(=18 g)이 녹아 있다. 

(나)의 밀도가 1 g/mL이므로 수용액 1018 g의 부피는 1018 mL이

다. 따라서 (나)의 몰 농도는 0.1 M보다 작고, 삼투압은 (가)가 (나)

보다 크다.

ㄷ.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 있는 묽은 용액의 증기 압력 내

림(DP)은 용질의 몰 분율(X용질)에 비례한다.

DP=P용매_X용질

또한 용질의 몰 분율(X용질)은 용질의 양(mol)을 용매의 양(mol)과 

용질의 양(mol)의 합으로 나눈 값과 같다.

 X용질=
n용질

n용매+n용질

 

몰랄 농도는 Y(aq)이 X(aq)의 2배이므로 일정량의 물에 녹인 용

질의 양(mol)은 Y가 X의 2배이다. 따라서 용질의 몰 분율은 

Y(aq)이 X(aq)의 2배보다 작고, 증기 압력 내림도 Y(aq)이 

X(aq)의 2배보다 작다.

02  증기 압력 내림

용기 A와 B 사이의 U자관에서 오른쪽 수은 기둥의 높이가 더 높으

므로 증기 압력은 용기 A에 들어 있는 수용액이 용기 B에 들어 있는 

수용액보다 더 크다.

ㄱ. 용질 X의 분자량을 Mþ, Y의 분자량을 Mç라고 하면, Mþ 

=3Mç이고, (가)와 (나)에 녹아 있는 용질의 몰비는 n(가) : n(나)= 

9
Mþ

 : { 6
Mþ

+ 2
Mç

}= 9
3Mç

 : { 6
3Mç

+ 2
Mç

}=3 : 4이다. 또한 

수용액 (가)와 (나)에서 물의 양(mol)은 서로 같고, 용매의 몰 분율  

X용매=
n용매

n용매+n용질

 이므로 물의 몰 분율은 (가)가 (나)보다 크다.

ㄴ.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 있는 묽은 용액의 증기 압력(P용액)

은 용매의 몰 분율(X용매)에 비례한다.

P용액 =P용매 _X용매

물의 몰 분율은 (가)가 (나)보다 크므로 용기 A에는 수용액 (가)가 들

어 있다.

ㄷ. t¾에서 용기 A에 들어 있는 수용액 (가)의 증기 압력 P(가)= 

(760-hÁ) mmHg이고, 용기 B에 들어 있는 수용액 (나)의 증기 압

력 P(나)=P(가)-hª mmHg=(760-hÁ-hª) mmHg이다.

03  끓는점 오름과 어는점 내림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 있는 묽은 용액의 어는점 내림(DTÄ)
은 용액의 몰랄 농도(m)에 비례한다.

DTÄ=KÄ_m  (KÄ는 몰랄 내림 상수)

ㄱ. 포도당 수용액의 어는점 내림 DTÄ=0.05b¾이므로 포도당 수

용액의 몰랄 농도는 0.05 m이다.

ㄴ. 용액의 끓는점 오름은 몰랄 농도에 비례하므로 DTº=Kº_m 

=a ¾/m_0.05 m=0.05a¾이고, 포도당 수용액의 기준 끓는점

은 (100+0.05a)¾이다.

ㄷ. 포도당 수용액의 부피는 1000 mL이고, 밀도는 1.009 g/mL이

므로 포도당 수용액의 질량은 1009 g이다. 수용액 중 용질인 포도당의 

질량이 x g이므로 용매인 물의 질량은 (1009-x) g이고, 수용액의 

몰랄 농도(m)=
용질의`양(mol) 
용매의`질량(kg)

 이므로 0.05 m=

x
180 mol 

1009-x 
1000

 kg 
  

이다. 따라서 x는 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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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5~37쪽수 점 스능 테 트3

01  끓는점 오름

ㄱ. 수용액의 몰랄 농도가 커질수록 끓는점 오름이 커지므로 ‘끓는점 

오름은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는 가설로 적절하다.

ㄴ. 1 atm에서 0.1 m X(aq)의 끓는점 오름이 k¾이므로 끓는점은 

(100+k)¾이다.

ㄷ. 물 1 kg에 X(s) 0.5 mol을 녹인 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0.5 m

이고, 용액의 끓는점 오름은 용액의 몰랄 농도(m)에 비례하므로 

0.5 m X(aq)의 끓는점 오름은 5k¾이다.

02  증기 압력 내림과 끓는점 오름

일정한 온도에서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이 가장 크고, 용질의 몰 분

율이 클수록 증기 압력 내림이 크므로 3개의 곡선은 위부터 아래로 

각각 HªO(l), 0.1 m X(aq), 0.2 m X(aq)의 증기 압력 곡선이

다.

tÁ tª t£

PÁ

P£

Pª

0

증기 압력

(atm)

온도(¾)

0.1`m X(aq)

0.2`m X(aq)

HªO(l)

ㄱ. 일정한 압력에서 끓는점 오름(DTº)은 용액의 몰랄 농도(m)에 

비례한다.

DTº=Kº_m (Kº는 몰랄 오름 상수)

따라서 P Á에서 0 .1  m  X(a q)의 끓는점 오름(DT º )은 

(tª-tÁ)¾=Kº_0.1 m이고, 0.2 m X(aq)의 끓는점 오름(DTº)
은 (t£-tÁ)¾=Kº_0.2 m이다. 두 식을 연립하면, 2(tª-tÁ)= 

t£-tÁ이고, 2tª=tÁ+t£이다.

ㄴ. 일정한 온도에서 증기 압력 내림(DP)은 용질의 몰 분율(X용질)에 

비례하므로 0.1 m X(aq)에서 P£-Pª=P£_X용질이다. 따라서 X용질 

=P£ -Pª
P£  이다.

ㄷ. 일정한 온도에서 증기 압력 내림(DP)은 용질의 몰 분율(X용질)에 

비례한다. 

DP=P용매_X용질

그런데 용질의 몰 분율(X용질)은 0.2 m X(aq)이 0.1 m X(aq)의 2

배보다 작으므로 t£¾에서 증기 압력 내림(DP)도 0.2 m X(aq)이 

0.1 m X(aq)의 2배보다 작다. 따라서 P£-PÁ<2(P£-Pª)이다.

03  끓는점 오름

물 100 g에 A w g을 녹인 A 수용액과 B 6w g을 녹인 B 수용액의 

끓는점 오름(¾)은 각각 0.1k, 0.2k 중 하나이다. B의 분자량이 A

ㄷ. 묽은 용액의 증기 압력(P용액)은 용매의 몰 분율(X용매)에 비례하

고, 용매의 몰 분율(X용매)은 용매의 양(mol)을 용매의 양(mol, n용매)

과 용질의 양(mol, n용질)의 합으로 나눈 값과 같다.

P용액 =P용매 _X용매

X용매 =
n용매

n용매+n용질

수용액 (다)에는 100 g당 물 99 g, 요소 1 g(=;6Á0; mol)이 들어 있으

므로 요소 6 g(=0.1 mol)은 물 594 g에 녹아 있다. 수용액 (가)~ 

(다)에서 용질 0.1 mol을 녹이기 위한 물의 질량이 각각 982 g, 

1000 g, 594 g이므로 용매의 몰 분율은 (다)가 가장 작고, 수용액의 

증기 압력도 (다)가 가장 작다.

07  증기 압력 내림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 있는 묽은 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

(DP)은 용질의 몰 분율(X용질)에 비례한다.

DP=P용매_X용질 (라울 법칙)

ㄱ. 용액 (가)에서 0.2 m인 용액은 0.1 m 용액보다 용질의 몰 분율

이 2배보다 작다. 따라서 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은 2배가 되지 않고, 

PÁ-P£<2(PÁ-Pª)이다.

ㄴ. t¾에서 0.1 m 용액 (가)의 증기 압력은 Pª atm이다. 온도가 

낮을수록 증기 압력은 감소하므로 외부 압력이 P£ atm으로 낮아지

면 용액 (가)의 끓는점은 t¾보다 낮아진다.

ㄷ. 용매의 종류가 서로 다른 두 용액에 대하여 몰랄 농도가 같을 때 

용매의 분자량이 서로 다르면 용질의 몰 분율은 서로 같지 않다. 용액 

(가)와 (나)의 몰랄 농도가 0.2 m로 같을 때 용질 X의 몰 분율이 다 

르므로 (가)에서 용질 X의 몰 분율 Xþ= DP 
P용매  

=PÁ -P£
 PÁ  와 (나)에

서 용질 X의 몰 분율 Xþ= DP 
P용매  

=P£ -P¢ 
 P£  는 서로 같지 않다.

08  증기 압력 내림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 있는 묽은 용액에서 용액의 증기 압

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보다 작다.

ㄱ. U자관에서 왼쪽 수은 기둥의 높이가 더 높으므로 증기 압력은 X 

용액이 A(l)보다 크고, 기준 끓는점은 A(l)가 X 용액보다 높다.

ㄴ. X 용액의 용매가 A(l)라고 한다면, X 용액의 증기 압력은 

A(l)보다 낮아야 한다. 그런데 X 용액의 증기 압력이 A(l)보다 크

므로 X 용액의 용매는 B(l)이다.

ㄷ. 묽은 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DP)은 용질의 몰 분율(X용질)에 비

례한다.

DP=P용매 _X용질 

B(l)의 증기 압력 Põ=20h mmHg이고, 용질 X의 몰 분율이 

Xþ=0.05이므로 X 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 DP=P용매_X용질 

=20h mmHg_0.05=h mmHg이다. 따라서 X 용액의 증기 압

력 Pþ는 20h mmHg-h mmHg=19h mmHg이고, t¾에서 

A(l)의 증기 압력을 P�라고 하면, P�+h mmHg=Pþ이므로 

P�는 18h mmH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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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0

증기 압력

(mmHg)

온도(¾)

B 수용액

 A 수용액

ㄱ. 증기 압력 내림은 A 수용액이 B 수용액보다 크므로 용질의 몰 

분율도 A 수용액에서가 B 수용액에서보다 크다. 따라서 A 수용액

에서 용질의 몰 분율은 ;2Á1;이다.

ㄴ. t¾에서 물의 증기 압력을 PÁ mmHg라고 하면, A 수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라울 법칙이 성립한다.

DP=P용매 _X용질

5h mmHg=PÁ mmHg_;2Á1;

따라서 PÁ=105h이다.

B 수용액에 대해서도 라울 법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DP=P용매 _X용질

x`mmHg=PÁ mmHg_;3Á5;, x`mmHg=105h mmHg_;3Á5;

따라서 x=3h이다.

ㄷ. (나)에서 y mmHg는 t¾에서 B 수용액의 증기 압력이므로

y`mmHg=(P Á-x) mmHg=(105h-3h) mmHg=102h 

mmHg이고 y=102h이다.

05  어는점 내림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 있는 묽은 용액의 어는점 내림

(DTÄ)은 용액의 몰랄 농도(m)에 비례한다.

DTÄ=KÄ_m (KÄ는 몰랄 내림 상수)

용매의 질량이 같을 때 분자량이 클수록 추가로 녹인 용질 1 g당 양

(mol)(또는 몰랄 농도)이 작으므로 어는점 내림이 작아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따라서 기울기가 완만한 그래프는 분자량이 큰 

B를 추가한 수용액이고 기울기가 급격한 그래프는 분자량이 작은 A

를 추가한 수용액이다.

a b

t
t-0.1k
t-0.2k

0

어는점

(¾)

추가로 녹인 용질의 질량(g)

A를 추가한 수용액

B를 추가한 수용액

물 100 g에 A(s) a g과 B(s) b g이 녹아 있는 수용액에 A(s)를 a 

g 추가로 녹였을 때 어는점이 0.1k¾ 더 낮아지므로 A의 분자량을 

M�라고 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DTÄ=KÄ_m에서 0.1k¾ =k ¾/m_ 

a 
M� mol 

0.1 kg
이고, M�=

100a이다.

또한 물 100 g에 A(s) a g과 B(s) b g이 녹아 있는 수용액에 B(s)
를 b g 추가로 녹였을 때 어는점이 0.2k¾ 더 낮아지므로 B의 분자

량을 Mõ라고 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의 분자량보다 작다면 B의 양(mol)(또는 B 수용액의 몰랄 농도)은 

A의 6배보다 크고, 끓는점 오름도 B(aq)이 A(aq)의 6배보다 커

야 한다. 이는 처음 2가지 수용액의 끓는점 오름의 비(1 : 2)와 일치

하지 않으므로 B의 분자량은 A의 분자량보다 커야 한다. 또한 용매

의 질량이 같을 때 분자량이 클수록 추가로 녹인 용질 1 g당 양(mol)

(또는 몰랄 농도)이 작으므로 끓는점 오름이 작아서 그래프의 기울기

는 작다. 따라서 기울기가 큰 그래프는 A(aq)이고 기울기가 작은 

그래프는 B(aq)이다.

x

100+0.1k

100+0.2k
tÁ

0

끓는점(¾)

추가로 녹인 용질의 질량(g)

A(aq)

B(aq)

ㄱ. 묽은 용액의 끓는점 오름(DTº)은 용액의 몰랄 농도(m)에 비례

한다.

DTº=Kº_m (Kº는 몰랄 오름 상수)

처음 A 수용액과 B 수용액의 끓는점 오름의 비가 1 : 2이므로 몰랄 

농도의 비도 1 : 2이고, 용매의 질량이 같으므로 용질의 몰비도 1 : 2

이다. A의 분자량을 M�, B의 분자량을 Mõ라고 하면 

w
M� : 

6w 
Mõ=1 : 2이고, M� : Mõ=1 : 3이다. 따라서 분자량은 B가 

A의 3배이다.

ㄴ. A 수용액과 B 수용액에 각각 A(s) x`g과 B(s) x`g을 추가로 

녹였을 때 수용액의 끓는점이 t Á¾로 같으므로 A (w+x) g, B 

(6w+x) g을 녹인 A 수용액과 B 수용액의 끓는점 오름이 같고, 몰

랄 농도가 같다. 또한 A 수용액과 B 수용액에서 물의 질량이 같으므

로 용질의 양(mol)이 같다. 따라서 
w+x
M�  =6w+x 

Mõ  이고, Mõ= 

3M�이므로 x=1.5w이다.

ㄷ. 용액의 끓는점 오름은 몰랄 농도에 비례하고, 물의 질량이 일정

하므로 A 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A의 양(mol) 또는 질량에 비례한

다. A w g을 녹인 수용액의 끓는점 오름이 0.1k¾이므로 A 

(w+x)`g=(w+1.5w) g=2.5w`g을 녹인 수용액의 끓는점 오름은 

0.25k¾이고, tÁ은 100+0.25k이다.

04  증기 압력 내림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 있는 묽은 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

(DP)은 용질의 몰 분율(X용질)에 비례한다.

DP=P용매_X용질 (라울 법칙)

t¾에서 물의 증기 압력을 PÁ mmHg라고 하면 A 수용액의 증기 

압력은 (P Á-5h) mmHg, B 수용액의 증기 압력은 (P Á-x) 

mmHg이다. 따라서 t¾에서 증기 압력은 B 수용액이 A 수용액보

다 크므로 (나)에서 위에 있는 그래프는 B 수용액이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A 수용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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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탈피와 열화학 반응식
THEME

05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39쪽

정답 ⑤

ㄱ.  Hª(g)+;2!;Oª(g) 1Ú HªO(l)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285 

kJ이므로 HªO(l)의 생성 엔탈피는 -285 kJ/mol이다. 

ㄴ. 1 mol이 완전 연소될 때의 CH¢(g)과 Hª(g)의 반응 엔탈피는 

각각 -890 kJ, -285 kJ이므로 1 mol이 완전 연소될 때의 반응 

엔탈피는 Hª(g)가 CH¢(g)보다 크다.  

ㄷ. CH¢(g) 8 g은 0.5 mol이므로 완전 연소될 때 열의 출입량은 

445 kJ이고, Hª(g) 8 g은 4 mol이므로 완전 연소될 때 열의 출입

량은 1140 kJ이다. 

01 ① 02 ③ 03 ③ 04 ④ 05 ⑤

06 ② 07 ④ 08 ③

본문 40~41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반응 엔탈피

25¾, 1 atm에서 탄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는 C(s, 흑연)이다.  

ㄱ.  반응 엔탈피가 0보다 작으므로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ㄴ. 탄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는 C(s, 흑연)이므로 CH¢(g)의 생성 

엔탈피는 a kJ/mol이 아니다. 

ㄷ. 화학 반응식의 반응 계수가 ;2!;배가 되면 반응 엔탈피도 ;2!;배가 

된다. 

02  생성 엔탈피

생성 엔탈피는 어떤 물질 1 mol이 구성 원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로

부터 생성될 때의 반응 엔탈피이다. 

ㄱ.  COª(g)의 생성 엔탈피는 b kJ/mol이다. 

ㄴ. 탄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는 C(s, 흑연)이므로 C(g)의 엔탈피는 

C(s, 흑연)의 엔탈피보다 크다. 따라서 b>a이다.

ㄷ. C(s, 다이아몬드)의 엔탈피는 C(s, 흑연)보다 크다. 생성물의 양

(mol)과 종류가 같으므로 C(s, 다이아몬드)와 C(s, 흑연)의 연소 반

응의 반응 엔탈피 차이는 C(s, 다이아몬드)와 C(s, 흑연)의 엔탈피 차

이와 같다. C(s, 흑연) 1Ú C(s, 다이아몬드) 반응은 흡열 반응이므

로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b-c) kJ이다. 

03  반응 엔탈피와 생성 엔탈피

ㄱ.  (가) 반응은 발열 반응이므로 반응물의 엔탈피 합은 생성물의 엔

탈피 합보다 크다. 

DTÄ=KÄ_m에서 0.2k¾ =k ¾/m_ 

b  
Mõ mol 

0.1 kg
 이고, Mõ=

50b이다.

따라서 물 100 g에 A(s) a g과 B(s) b g을 녹인 수용액의 몰랄 농

도는 
{

a 
M� +

b  
Mõ} mol  

0.1 kg
 =

{
a 

100a +
b  

50b} mol  

0.1 kg
 = 0.3 m이고, 

이 수용액의 어는점 내림 DTÄ=KÄ_m=k ¾/m_0.3`m=0.3k¾ 

이다. 따라서 1 atm에서 물의 어는점은 0¾이므로 t는 -0.3k이다.

06  삼투압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 있는 묽은 용액의 삼투압(p)은 용액

의 몰 농도(C)와 절대 온도(T)에 비례한다.

p=CRT

ㄱ. (다)에서 PÁ은 삼투압이다. X 수용액의 몰 농도 C=

a  
180 mol  

0.1 L
 

= a   
18  

 M이므로 삼투압 p=CRT= a   
18   mol/L_R atm·L

mol·K_

300 K=:°3¼:aR`atm이고, PÁ은 :°3¼:aR`atm이다.

ㄴ. p=CRT에서 온도 T가 낮아지면 삼투압 p가 작아지므로 수면

의 높이 차는 hÁ보다 작아진다. 또는 온도가 낮아지면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므로 수면의 높이 차는 hÁ보다 작아진다.

ㄷ. 분자량이 처음 용질의 ;3!;배가 되면 수용액의 몰 농도가 처음 용

액의 3배가 되므로 삼투압은 3배가 된다. 따라서 (다)에서 압력은 

3P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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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엔탈피는 -42.84 kJ이다. 

08  중화 반응의 반응 엔탈피

산 염기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은 

H+(aq)+OHÑ(aq) 1Ú HªO(l)이다. 

ㄱ.  c<0이므로 b<0이다. 

ㄴ. (가)에서 NaOH(s)은 HCl(aq)에 용해되면서 산 염기 반응이 

일어나므로 a+b이다. 

ㄷ. (다)에서 중화 반응으로 HªO(l) 2 mol이 생성되므로 c=2b이다. 

01 ⑤ 02 ③ 03 ① 04 ③ 05 ⑤

06 ③

본문 42~44쪽수 점 스능 테 트3

01  반응 엔탈피 

ㄱ. COª(g)의 생성 엔탈피는 b kJ/mol이다. 

ㄴ. (나)는 C(s, 흑연)의 연소 반응으로 발열 반응이므로 b<0이

다. 
a
b>1이므로 a<0이다. (가)와 (나) 반응의 생성물은 같고 

a
b>1

이므로 반응 엔탈피는 (나)가 (가)보다 크다. 따라서 C(s, 흑연)+ 

Oª(g) 1Ú C(g)+2O(g)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ㄷ. CH¢(g) 1 mol이 연소될 때 열의 출입량은 -c kJ이므로 

CH¢(g) 1g이 연소될 때 열의 출입량은 - c
16 kJ이고, C(s, 흑연) 

1 mol이 연소될 때 열의 출입량은 -b kJ이므로 C(s, 흑연) 1 g이 

연소될 때 열의 출입량은 - b
12 kJ이다. 

c
b>2이므로 1 g이 연소될  

때 열의 출입량은 CH¢(g)>C(s, 흑연)이다. 

02  반응 엔탈피 

열량계 Ⅰ에서는 HCl 0.1 mol과 MgO 0.05 mol이 반응하고 열량

계 Ⅱ에서는 HCl 0.05 mol과 NaOH 0.05 mol이 반응한다. 

ㄱ. 열량계 Ⅰ에서 수용액에 흡수된 열은 -0.05a`kJ이고, 열량계 

Ⅱ에서 수용액에 흡수된 열은 -0.05b kJ이다. a와 b는 모두 0보다 

작으므로 수용액에 흡수된 열은 열량계 Ⅰ에서가 Ⅱ보다 크다.

ㄴ. 열량계 Ⅰ에서 수용액에 흡수된 열은 -0.05a kJ이므로 

-0.05a kJ=(c_d_1.8) kJ이고, a=-1.8cd
0.05  이다.

ㄷ. c_d=-a_0.5
18  이고, 열량계 Ⅱ에서 수용액에 흡수된 열은 

-0.05b kJ이므로, -0.05b kJ=(-a_0.5
18

_0.1_(x-25)) kJ

이다. 따라서 x=18b
a

+25이다. 

03  엔탈피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합을 뺀 값

이다. 

A(g)+aOª(g) 1Ú bCOª(g)+bHªO(l) 반응에서 반응 엔탈피 

x=(b mol COª(g)의 엔탈피+b mol HªO(l)의 엔탈피) - (1 

ㄴ. CH£COOH(l)의 엔탈피는 CH£COOH(g)보다 작으므로 

`CH£COOH(l) 1Ú COª(g)+CH¢(g)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b kJ보다 크다.  

ㄷ. (가) 반응의 생성물이 (나) 반응의 반응물이므로 CH£COOH(g)
의 생성 엔탈피는 (a+b) kJ/mol이다. 

04  열화학 반응식

CªH¤(g) 15 g은 0.5 mol이므로 CªH¤(g) 1 mol이 연소하여 

COª(g)와 HªO(l)을 생성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1560 kJ

이다. 따라서 C ªH¤의 연소 반응에 대한 열화학 반응식으로   

‘2CªH¤(g)+7Oª(g) 1Ú 4COª(g)+6HªO(l)  TDH=-3120 kJ’

은 적절하다. 

05  HªO과 관련된 반응의 엔탈피(H) 변화

ㄱ. 엔탈피는 HªO(l)이 HªO(s)보다 크므로 생성 엔탈피는 

HªO(l)이 HªO(s)보다 크다. 

ㄴ. HªO(l) 1Ú HªO(g) 반응은 흡열 반응으로 땀이 마를 때 시

원해지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ㄷ. HªO(l) 1Ú HªO(s)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a kJ이므로 

HªO(l) 2 mol이 응고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2a kJ이다. 

06  생성 엔탈피

C(s, 흑연) 6 g은 0.5 mol이므로 C(s, 흑연) 1 mol이 연소되는 반

응의 열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C(s, 흑연)+Oª(g) 1Ú COª(g)   DH=-394 kJ

Hª(g)와 Oª(g)는 2 : 1의 몰비로 반응하므로 Hª(g) 1 mol이 연소

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Hª(g)+;2!;Oª(g) 1Ú HªO(l)   DH=-286 kJ

Nª(g) 0.5 mol이 Oª(g)와 반응하여 1 mol의 NO(g)를 생성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2!;Nª(g)+;2!;Oª(g) 1Ú NO(g)   DH=90 kJ

따라서 생성 엔탈피는 NO(g)>HªO(l)>COª(g)이다.

07  NaOH(s)의 물에 대한 용해 반응의 반응 엔탈피

NaOH(s)이 물에 용해될 때 물의 온도가 증가하였으므로 

NaOH(s)의 물에 대한 용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ㄱ. 열량계 Ⅱ는 Ⅰ과 비교하여 물에 녹은 NaOH(s)의 양(mol)이 

2배이다. 따라서 NaOH(s)이 물에 용해될 때 발생한 열이 열량계 

Ⅰ에서의 2배이다. 수용액이 흡수한 열 Q=c수용액_m수용액_DT 

(c수용액은 수용액의 비열, m수용액은 수용액의 질량)이고 두 수용액의 

비열이 같으며, 열량계 Ⅱ에 들어 있는 수용액의 질량은 열량계 Ⅰ에

서의 2배이므로 온도 변화(DT)는 열량계 Ⅰ에서와 열량계 Ⅱ에서가 

같다. 

ㄴ. Q=c수용액_m수용액_DT=4.2_102_5=2142 J이다.

ㄷ. (가)에서 NaOH(s) 0.05 mol이 물에 용해될 때 수용액이 흡수

한 열이 2142 J이므로 1 mol의 NaOH(s)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의 

이 식을 정리하면 n물={ PÁ
5h`mmHg -1}_ 2w 

M� 이다. … ①

수용액 B에 대해서도 라울 법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DP=P용매 _ v용질

3h``mmHg=PÁ_

w 
M�

n물+
w 

M�

이 식을 정리하면 n물={ PÁ
3h`mmHg -1}_ w 

M� 이다.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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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 A(g)의 엔탈피+a mol Oª(g)의 엔탈피)이다. 따라서 x+(1 

mol A(g)의 엔탈피+a mol Oª(g)의 엔탈피)=(b mol COª(g)
의 엔탈피+b mol HªO(l)의 엔탈피)이고, y+(1 mol B(g)의 엔

탈피+c mol Oª(g)의 엔탈피)=(d mol COª(g)의 엔탈피+d 

mol HªO(l)의 엔탈피)이다. 

ㄱ. 
x+(가)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합

y+(나)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합
=;2#; 이므로

 (b mol`COª(g)의`엔탈피+b`mol`HªO(l)의`엔탈피)

(d mol`COª(g)의`엔탈피+d`mol`HªO(l)의`엔탈피) 
=;2#;이고 

b
d=;2#;이다. b=6인 경우 a>6이므로, b=3, d=2이고, A는 C£H¤,

B는 CªH¢이다. 따라서 1 mol에 들어 있는 총 원자 수비는 A : B= 

3 : 2이다.

ㄴ. 1 mol이 연소될 때 A(g)의 생성물의 엔탈피 합은 (3 mol  

COª(g)의 엔탈피+3 mol HªO(l)의 엔탈피)이고, B(g)의 생성

물의 엔탈피 합은 (2 mol COª(g)의 엔탈피+2 mol HªO(l)의 엔

탈피)이다. 따라서 A(g)가 B(g)보다 크다. 

ㄷ. A(g), B(g) 각각 1 g이 완전 연소되는 반응에서 열의 출입량 

은- x
42 ,- y

28이므로 
B(g)`1 g이`완전 연소될 때`열의`출입량

A(g)`1 g이`완전 연소될 때 열의`출입량  
=

42y
28x=1.5y

x 이다. 

04  반응 엔탈피

탐구 2에서 물 100 g이 b kJ의 열을 흡수하였을 때 온도 변화량이 

32.5¾이므로 Q=c_m_TDt(c는 물의 비열, m은 물의 질량)에서 

4.2_100_32.5=13650 J=13.65 kJ이다. 따라서 b=13.65

이다. 에탄올 0.46 g(=0.01 mol)의 연소에 의해서 방출된 열이 

b kJ=13.65 kJ이므로 에탄올 1 mol이 연소되는 반응의 반응 엔탈

피는 -1365 kJ이다. 따라서 a=-1365이다. 

05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ㄱ. (가)와 (나)에서 생성물이 같고 a>b이므로, X(g)의 엔탈피는 

Y(g)의 엔탈피보다 작다. 따라서 X(g) 1Ú Y(g)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ㄴ. (가)와 (나) 반응에서 각각 반응물과 생성물에 8Oª(g)를 더하여

도 반응 엔탈피는 변하지 않는다. 

X(g)+8Oª(g) 1Ú 5C(g)+12H(g)+8Oª(g)
DH=a kJ … ㉠

Y(g)+8Oª(g) 1Ú 5C(g)+12H(g)+8Oª(g)
DH=b kJ … ㉡

이라고 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H)는 다음과 같다.
H

(kJ)
5C(g)+12H(g)+8Oª(g)

5COª(g)+6HªO(l)

Y(g)+8Oª(g)

X(g)+8Oª(g) a

b

c d

a와 b는 양수이고, c와 d는 음수이므로 
c
a>d 

b  이다.

ㄷ. X, Y의 분자식은 모두 C°HÁª이고 엔탈피는 Y(g)가 X(g)보
다 크므로 생성 엔탈피는 Y(g)가 X(g)보다 크다.

06  연소 반응의 반응 엔탈피

A(g)와 B(g)의 분자량을 각각 MA, MB라고 하면, A(g)와 B(g)
가 각각 0.5 mol이 완전 연소될 때 방출되는 열이 445 kJ, 143 kJ 

이므로, 1 g이 완전 연소될 때 방출하는 열은 A(g)가 
890
MA

  kJ,  

B(g)가 
286
MB

  kJ이다. 

ㄱ. A(g)가 143 kJ의 열을 방출할 때 연소된 부피는 
12_143

445  ? 

3.9(L)이므로 열의 출입량이 143 kJ일 때 연소된 기체의 부피는 

B(g)가 A(g)의 2.5배보다 크다. 

ㄴ. A(g)와 B(g)가 각각 1 mol씩 완전 연소될 때 방출되는 열이 

890 kJ, 286 kJ이므로 기체 1 mol의 연소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

피는 B(g)가 A(g)보다 크다.

ㄷ. 1 g이 완전 연소될 때 방출하는 열은 A(g)가  
890
MA

  kJ, B(g)가 

286
MB

 kJ 이므로 
890
MA

 : 
286
MB

=445 : 1144이고, 
MA

MB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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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에너지와 헤스 법칙
THEME

06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47쪽

정답 ②

2Hª(g)+Oª(g) 1Ú 2HªO(g)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484 kJ이

므로 H-H의 결합 에너지를 w kJ/mol이라고 하면 2w+498-

4_460=-484이므로 w=429이다. C(s, 흑연) 1Ú C(g) … ㉠, 

Hª(g) 1Ú 2H(g) … ㉡, CH¢(g) 1Ú C(g)+4H(g) … ㉢이라

고 하면, ㉠+2_㉡-㉢이 C(s, 흑연)+2Hª(g) 1Ú CH¢(g)이므

로 715+2_429-4_410=x, x=-67이다.

01 ① 02 ⑤ 03 ④ 04 ③ 05 ④

06 ③ 07 ⑤ 08 ③ 09 ② 10 ①

11 ③ 12 ① 

본문 48~50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

ㄱ. 발열 반응이므로 반응물의 엔탈피 합은 생성물의 엔탈피 합보다 

크다. 

ㄴ.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

피 합을 뺀 값이다. Oª(g)의 생성 엔탈피가 0이고,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므로, 생성 엔탈피는 HªOª(g)가 HªO(g)보다 크다. 

ㄷ. 발열 반응이므로 결합 에너지 총합은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크다.

02  헤스 법칙

ㄱ. Nª(g), Oª(g)로부터 NO(g) 2 mol이 생성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a`kJ이므로 NO(g)의 생성 엔탈피는 
a
2  ̀kJ/mol이다. 

ㄴ. 
(가) 
2  +(나)는 ;2!;Nª(g)+Oª(g) 1Ú NOª(g)이므로 NOª(g)

의 생성 엔탈피는 {a+2b
2  } k̀J/mol이다. 

ㄷ. (가)+(나)+(다)는 Nª(g)+;2#; Oª(g) 1Ú NªO£(g)이므로 

NªO£(g)의 생성 엔탈피는 (a+b+c) k̀J/mol이다. 

03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

반응 엔탈피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뺀 값이므로 (NªN의 결합 에너지)+3_(H-H의 결합 에

너지)-6_(H-N의 결합 에너지)=a kJ이므로 이 자료로부터 구 

한 H-N의 결합 에너지는 {-a+b+3c
6 } kJ/mol이다. 

04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

ㄱ. (가)와 (나)는 ;2!;Nª(g)+;2#;Hª(g) 1Ú NH£(g) 또는 

C(g)+Oª(g) 1Ú COª(g) 중 하나이다. 25¾, 1 atm에서 C(g)의 

생성 엔탈피는 0이 아니므로 (가)는 ;2!;Nª(g)+;2#;Hª(g) 1Ú NH£(g)
이다. 

ㄴ. (나)는 C(g)+Oª(g) 1Ú COª(g)으로 발열 반응이다. 따라

서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합은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합보다 작다.

ㄷ. Hª(g)+;2!;Oª(g) 1Ú HªO(l) 반응의 생성물이 액체 상태이

므로, 이 반응은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만으로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없다. (가)와 (나)는 모두 반응물

과 생성물이 기체 상태이므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생성물

의 결합 에너지 총합)만으로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는가?’는 ㉠으

로 적절하다.

05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

ㄱ. 2COª(g)+3HªO(g) 1Ú 2C(g)+6H(g)+7O(g)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4x+6y) kJ이므로 4x+6y+a+b이다. 

ㄴ. -(a+b) kJ은 CªH¢(g) 1 mol과 Hª(g) 1 mol이 완전 연소

되어 COª(g)와 HªO(g)를 생성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이므로 

CªH¢(g) 1 mol이 완전 연소되어 COª(g)와 HªO(g)를 생성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보다 작다. 

ㄷ. CªH¤(g) 1Ú CªH¢(g)+Hª(g)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a kJ

이므로 a kJ=6_(C-H의 결합 에너지)+(C-C의 결합 에너

지)-4_(C-H의 결합 에너지)-(C=C의 결합 에너지)-(H-H

의 결합 에너지)>0이다. 이를 정리하면 2_(C-H의 결합 에너

지)+(C-C의 결합 에너지)>(C=C의 결합 에너지)+(H-H의 

결합 에너지)이다. 2_(C-H의 결합 에너지)+2_(C-C의 결합 

에너지)>2_(C-H의 결합 에너지)+(C-C의 결합 에너지)이므

로 (C-C의 결합 에너지)+ (C-H의 결합 에너지)는

 
(C=C의`결합`에너지)+(H-H의`결합`에너지)

2
 보다 크다. 

06  헤스 법칙

ㄱ. Hª(g)+;2!;Oª(g) 1Ú HªO(l)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a`kJ

이므로 HªO(l)의 생성 엔탈피는 -a`kJ/mol이다. 

ㄴ. 주어진 자료에서 반응 엔탈피가 (a+c)̀kJ과 (b+d)̀kJ에 해당

하는 반응은 모두 HªO(l) 1Ú 2H(g)+O(g)이므로 a+c=b+d 

이다. 

ㄷ. HªO(g) 1Ú 2H(g)+O(g)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d`kJ이므

로 H-O의 결합 에너지는 
d
2  ̀kJ/mol이다.

07  반응 엔탈피와 헤스 법칙

(나)와 (다)에서 수용액이 흡수한 열의 합이 (가)에서 수용액이 흡수한 

열과 같다. 수용액의 부피, 밀도, 비열이 모두 같고, (가)에서 용액이 

중성이므로 0.2x= y
40, y=8x이다. (나)와 (다)에서 

y
40 =0.1z, 

y=4z이고 z=2x이다. 따라서 x+y
z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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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 

CªH°I(g)+HªO(g) 1Ú CªH°OH(g)+HI(g) 반응에서 반응

물과 생성물에 각각 C-H 결합과 C-C 결합의 수가 같고, H-O 

결합은 반응물에서 2개, 생성물에서 1개 있으므로 이 반응의 반응 엔

탈피는 (C-I의 결합 에너지)+(H-O의 결합 에너지)-(C-O의 

결합 에너지)-(H-I의 결합 에너지)와 같다. 따라서 a=4이다.  

09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 

반응 엔탈피가 (x-y+z) kJ에 해당하는 화학 반응식은 (가)- 

(나)+(다)로 CªH¢(g)+Hª(g) 1Ú CªH¤(g)이다. 따라서 

(x-y+z) kJ=4_(C-H의 결합 에너지)+(C=C의 결합 에너

지)+(H-H의 결합 에너지)-6_(C-H의 결합 에너지)-(C-C

의 결합 에너지)=-123 kJ이다. 

10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 

ㄱ. x-92=-187로 x=-95이다. 

ㄴ. ;2!;Nª(g)+;2#;Hª(g) 1Ú NH£(g)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46 kJ이므로 NH£(l)의 생성 엔탈피는 -46 kJ/mol이 아니다. 

ㄷ. NªH¢(g)+Hª(g) 1Ú Nª(g)+3Hª(g)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0보다 작다. 따라서 (N-N의 결합 에너지)+4_(N-H의 결합 에너

지)+(H-H의 결합 에너지)-(NªN의 결합 에너지)-3_(H-H

의 결합 에너지)<0이다. 이를 정리하면 4_(N-H의 결합 에너

지)-2_(H-H의 결합 에너지)<(NªN의 결합 에너지)-(N-N

의 결합 에너지)이다. 4_(N-H의 결합 에너지)-4_(H-H의 결

합 에너지)<4_(N-H의 결합 에너지)-2_(H-H의 결합 에너지)

이므로 4_ [(N-H의 결합 에너지)- (H-H의 결합 에너

지)]<(NªN의 결합 에너지)-(N-N의 결합 에너지)이다. NªN

의 결합 에너지는 N-N의 결합 에너지보다 크므로 

(N-H의`결합`에너지)-(H-H의`결합 에너지)

(NªN의`결합 에너지)`-(N-N의`결합`에너지)
<;4!;이다.

11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 

ㄱ. C(s, 흑연)+Oª(g) 1Ú COª(g) 반응의 반응 엔탈피 x kJ= 

(C(g)의 생성 엔탈피)+2_(O(g)의 생성 엔탈피)-2_(C=O의 

결합 에너지)이므로 이 자료로부터 구한 C=O의 결합 에너지는 

{a+2c-x
2 } kJ/mol이다. 

ㄴ. 2Hª(g)+Oª(g) 1Ú 2HªO(g) 반응의 반응 엔탈피 (y+2w) 

kJ=4_(H(g)의 생성 엔탈피)+2_(O(g)의 생성 엔탈피)-4_

(H-O의 결합 에너지)이므로 이 자료로부터 구한 H-O의 결합 에

너지는 {4b+2c-y
4 } kJ/mol이 아니다.  

ㄷ. CH¢(g) 1 mol이 완전 연소되어 COª(g)와 HªO(l)을 생성하

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CH¢(g)+2Oª(g) 1Ú COª(g)+2HªO(l)
COª(g)의 생성 엔탈피가 x kJ/mol, HªO(l)의 생성 엔탈피가 

y
2 kJ/mol, CH¢(g)의 생성 엔탈피가 z kJ/mol이므로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x+y-z) kJ이다. 

12  헤스 법칙

4_(가)-(나)+
(다)

2
 를 하면 9Hª(g)+;2(; Oª(g) 1Ú 9HªO(l)가

나오므로 HªO(l)의 생성 엔탈피는 {8x-2y+z
18 } kJ/mol이다. 

01 ③ 02 ② 03 ③ 04 ④ 05 ⑤

06 ②

본문 51~53쪽수 점 스능 테 트3

01  헤스 법칙

ㄱ. DHÁ+DHª와 DH£에 해당하는 반응은 모두 C(s, 흑연)+ 

Oª(g) 1Ú COª(g)이므로 DHÁ+DHª=DH£이다. 

ㄴ. DH°는 CH£OH(l)의 생성 엔탈피로 COª(g)의 생성 엔탈피

보다 크다. 

ㄷ. CH£OH(l)+;2#; Oª(g) 1Ú COª(g)+2HªO(l) 반응의 반

응 엔탈피는 DH£+DH¢-DH°이다.

02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 

기체 반응에서 반응 엔탈피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

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면 구할 수 있다. 

CH¢은 C-H 결합이 4개 있고, CHCl£은 C-H 결합이 1개, C-Cl 

결합이 3개인 분자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CH¢(g)+3Clª(g) 1Ú 

CHCl£(g)+3HCl(g) 반응의 반응 엔탈피(DH)는 [(4_C-H의 

결합 에너지)+(3_Cl-Cl의 결합 에너지)]-[C-H의 결합 에너지

+(3_C-Cl의 결합 에너지)+(3_H-Cl의 결합 에너지)]이므로 

DH=[4(a+170)+3a]-[a+170+3(a+90)+3(a+190)] 

=-330 kJ이다. 따라서 x=-330이다.

03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 

HCl(g)의 생성 엔탈피는 -92 kJ/mol, NH£(g)의 생성 엔탈피

는 -46 kJ/mol이다. 

ㄱ. NH¢Cl(s)의 생성 엔탈피를 x kJ/mol이라고 하면 x+92+ 

46=-176이므로 x=-314이다. 

ㄴ. Cl-Cl의 결합 에너지를 y kJ/mol이라고 하면 (가)에서 

436+y-864=-184이므로 y=244이고, NªN의 결합 에너지

를 z kJ/mol이라고 하면 (나)에서 z+1308-2340=-92이므로 

z=940이다. 따라서 
NªN의 결합 에너지

Cl-Cl의 결합 에너지
 ?3.9이다. 

ㄷ. ;2!;Nª(g)+2Hª(g)+;2!;Clª(g) 1Ú NH¢Cl(s)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314 kJ이다. N(g) 1Ú ;2!;Nª(g) 반응의 반응 엔탈피 

가 -470 kJ, 4H(g) 1Ú 2Hª(g)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872 kJ, 

Cl(g) 1Ú ;2!;Clª(g)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122 kJ이므로 

NH¢Cl(s) 1Ú N(g)+4H(g)+Cl(g)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1778 kJ이다.

정답과 해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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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 

ㄱ. C(g)+Oª(g) 1Ú COª(g)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x kJ이므

로 COª(g)의 생성 엔탈피는 x kJ/mol이 아니다. 

ㄴ. C(g)+4Hª(g)+Oª(g) 1Ú CH¢(g)+2HªO(g) 반응의 반

응 엔탈피 (x+y) kJ은 C(g)+2Hª(g) 1Ú CH¢(g)…㉠ 반응의 

반응 엔탈피와 2Hª(g)+Oª(g) 1Ú 2HªO(g)…㉡ 반응의 반응 

엔탈피의 합과 같다. ㉠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2a-4b) kJ이므로 ㉡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2a+4b+x+y) kJ이다. 따라서 HªO(g)

의 생성 엔탈피는 
-2a+4b+x+y

2   kJ/mol이다. 

ㄷ. COª(g)+4Hª(g) 1Ú CH¢(g)+2HªO(g) 반응의 반응 엔

탈피가 y kJ이므로 C=O의 결합 에너지를 w kJ/mol이라고 하면 

2w+4a-4b-4c=y이다. 따라서 w=-4a+4b+4c+y 
2  이다. 

05  헤스 법칙

ㄱ. 6Hª(g)+3Oª(g) 1Ú 6HªO(l)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b+c) 

kJ이다. 따라서 HªO(l)의 생성 엔탈피는 {b+c
6

 } kJ/mol이다.

ㄴ. b kJ은 (CªH°OH(l)의 생성 엔탈피+COª(g)의 생성 엔탈피)

_2와 같다. COª(g)의 생성 엔탈피는 d
6
 kJ/mol이므로 CªH°OH(l)

의 생성 엔탈피는 {b2-
d
6  } kJ/mol이다. 

ㄷ. C¤HÁªO¤(s) 1 mol이 완전 연소하여 COª(g)와 HªO(l)을 생

성할 때 열의 출입량은 CªH°OH(l) 2 mol이 완전 연소하여 

COª(g)와 HªO(l)을 생성할 때의 열의 출입량보다 많다. 따라서 1 

mol이 완전 연소하여 COª(g)와 HªO(l)을 생성할 때 열의 출입량

은 C¤HÁªO¤(s)에서가 CªH°OH(l)에서보다 많다.

06  헤스 법칙

ㄱ. (다)의 반응 엔탈피가 (가)의 반응 엔탈피보다 크므로 1`mol이 

연소될 때 열의 출입량은 CªH¤(g)에서가 CªHª(g)에서보다 많다.

ㄴ. (나)-(가)+(라)는 CªH¢(g)+Hª(g) 1Ú CªH¤(g)이므로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122`kJ이다.

ㄷ. (가)-(나)는 CªH¤(g)+;2!; Oª(g) 1Ú CªH¢(g)+HªO(g) 

DH=-120 kJ…㉠이고, 

(나)-(다)는 CªH¢(g)+;2!; Oª(g) 1Ú CªHª(g)+HªO(g) 

DH=-60 kJ…㉡이다. 

㉠-㉡은 CªH¤(g)+CªHª(g) 1Ú 2CªH¢(g) DH=-60 kJ이

다. 따라서 (C-C의 결합 에너지)+(CªC의 결합 에너지)-2_

(C=C의 결합 에너지)<0이므로 

(C-C의`결합`에너지)+(CªC의`결합`에너지)

2
 는 (C=C의`결합`에

너지`)보다 작다. 

화학 평형과 평형 상수
THEME

07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55쪽

정답 ①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양(mol)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곱에 비

례한다. 따라서 (나)에서 Ⅰ 속 혼합 기체의 양은 3 mol이다. 

ㄱ. A(g)와 B(g)의 반응 계수가 같고 (나)에서 Ⅰ 속 A(g)와 B(g)
의 양(mol)이 같으므로 (가)에 Ⅰ 속에 넣어 준 A(g)와 B(g)의 양

(mol)은 같다. (가)에 Ⅰ 속에 넣어 준 A(g)의 양을 x mol, (나)까지 

반응한 A(g)의 양을 a mol이라고 하면 Ⅰ의 부피가 1 L이므로 Ⅰ에

서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Ⅰ A(g) + B(g) ^jj& C(g)

반응 전(M) x x 0

반응(M) -a -a +a

반응 후(M) x-a x-a a

(나)에서 Ⅰ 속 혼합 기체의 양은 3 mol이므로 2x-a=3…㉠이다. 

이 반응의 평형 상수(K)가 1이므로 1= a
(x-a)Û

 …㉡이다. ㉠과 ㉡

을 연립하면 x=2, a=1이다. 따라서 (가)에서 Ⅰ 속 혼합 기체의 양

은 4 mol이다. 

ㄴ. Ⅱ에서 (나)까지 반응한 C(g)의 농도를 b M라고 하면 Ⅱ에서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Ⅱ A(g) + B(g) ^jj& C(g)

반응 전(M) 0 0 2

반응(M) +b +b -b

반응 후(M) b b 2-b

이 반응의 평형 상수(K)가 1이므로 1=2-b
bÛ

 이고 b=1이다. 따라

서 (나)에서 Ⅱ 속 혼합 기체의 양은 6 mol이고 혼합 기체의 압력은 

3P atm으로 Ⅰ에서와 같다. 

ㄷ. (나)에서 Ⅰ 속 A(g)~C(g)의 양은 모두 1 mol이고, Ⅱ 속 

A(g)~C(g)의 양은 모두 2 mol이다. 꼭지를 열었을 때 A(g)~ 

C(g)의 농도는 모두 1 M로 반응 지수(Q)가 평형 상수와 같으므로 

평형 상태이다. 

01 ⑤ 02 ② 03 ④ 04 ④ 05 ⑤

06 ④ 07 ① 08 ①

본문 56~57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평형 상수

ㄱ. 평형 상태이므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는 같다. 

1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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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A는 고체 상태이므로 이 반응의 평형 상수 K=
[C]

[B]
 이다.

ㄷ. 평형 상수 K=
[C]

[B]
>1이므로 C(g)의 부분 압력은 B(g)의 부

분 압력보다 크다. 

02  평형 상태

ㄱ. tÁ일 때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이므로 
정반응의`속도

역반응의`속도
>1이다. 

ㄴ. tª일 때가 tÁ일 때보다 NªO¢(g)의 농도는 크고 NOª(g)의 농도

는 작다. 따라서 반응 지수 Q=
[NªO¢]
[NOª]Û

 는 tª일 때가 tÁ일 때보다 크다.

ㄷ. t£일 때 이 반응은 동적 평형 상태이므로 정반응의 속도는 0이 아

니다. 

03  초기 상태와 평형 상태

초기 상태와 평형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가 같으므로 이 반응은 반응 

전후 전체 기체의 양(mol)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1+b=c이다. 

반응 후 A(g)의 양이 0.5 mol, C(g)의 양이 1 mol이므로 c=2, 

b=1이다. 평형 상태에서 [A]=0.5
V   M, [B]=0.5

V  M, [C]= 1
V M 

이므로 K=4이다. 따라서 
c
b_K=8이다. 

04  평형 상태

실험Ⅰ에서 감소한 A(g)의 양을 w mol, 실험 Ⅱ에서 증가한 A(g)
의 양을 k mol이라고 하면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실험 Ⅰ] A(g) + bB(g) ^jj& cC(g)

반응 전(mol) 0.1 0.1 0

반응(mol) -w -bw +cw

반응 후(mol) 0.1-w 0.1-bw cw

[실험 Ⅱ] A(g) + bB(g) ^jj& cC(g)

반응 전(mol) 0 0 0.2

반응(mol) +k +bk -ck

반응 후(mol) k bk 0.2-ck

실험 Ⅰ과 Ⅱ에서 각각 도달한 평형 상태가 같으므로 A(g)에서 

0.1=w+k이다. 이를 각각 B(g)와 C(g)의 양에 대입하면 b=1, 

c=2이다.

ㄱ. b+c=3이다. 

ㄴ. 평형 상태에서 C의 몰 분율은 
x+y 

2(x+y)=0.5이므로 
2w
0.2=0.5

이고 w=0.05이다. 따라서 평형 상태에서 [A]=0.05 M, [B]= 

0.05 M, [C]=0.1 M이므로 평형 상수 K=4이다. 

ㄷ. A(g)~C(g)의 초기 농도가 모두 0.1 M일 때 반응 지수 

Q=1<K이므로 반응 초기에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05  반응 지수와 평형 상수

실험 Ⅰ에서 Q=K이므로 평형 상태이다. 

ㄱ. 실험 Ⅰ에서 평형 상태이므로 평형 상수 K=0.5_2
2Û

=0.25이다. 

ㄴ. 실험 Ⅱ에서 반응 지수 Q=2_2
1Û

>K이므로 반응 초기에 역반 

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ㄷ. 실험 Ⅲ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한 B(g)의 농도를 

x M라고 하면 평형 상태에서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2A(g) ^jj& B(g) + C(g)

반응 전(M) 4 0 0

반응(M) -2x +x +x

반응 후(M) 4-2x x x

평형 상수 K= xÛ
(4-2x)Û  =;4!;이므로 x=1이다. 평형 상태에서 

A(g)는 2 M, B(g), C(g)는 각각 1 M이므로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A의 몰 분율은 0.5이다. 

06  화학 반응식과 평형 상수

ㄱ. 2C(g) ^j& A(g)+B(g) 반응은 (가)의 역반응이므로 평형 상

수 K= 1
4_10ÑÜ  =250이다. 

ㄴ. C(g) ^j& ;2!;D(g)+;2!;E(g) 반응의 반응 계수는 (나)의 ;2!;배

이므로 평형 상수 K=!$1 $_ $10Ý  =100이다. 

ㄷ. A(g)`+B(g) ^j& D(g)+E(g) 반응은 (가)+(나)이므로 평

형 상수 K=(4_10ÑÜ )_(1_10Ý )=40이다. 

07  기체의 압력과 평형 상수

tª 이후 전체 기체의 압력이 변하지 않으므로 평형 상태이다. 강철 용

기에 A(g) 2 mol이 들어 있을 때 기체의 압력이 2P atm이므로 평

형 상태에서 전체 기체의 양은 1.5 mol이다. 평형 상태에서 B(g)의 

양을 x mol이라고 하면 반응 전과 후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aA(g) ^jj& B(g)

반응 전(mol) 2 0

반응(mol) -ax +x

반응 후(mol) 2-ax x

따라서 2-ax+x=1.5…㉠이다. 평형 상태에서 B의 몰 분율이 ;3!;

이므로 
x

2-ax+x=;3!;…㉡이다. ㉠과 ㉡을 연립하면 a=2, x=

0.5이다. 

ㄱ. a=2이다. 

ㄴ. a=2, x=0.5이므로 평형 상태에서 [A]=1 M, [B]=0.5 M이

다. 따라서 평형 상수 K=0.5이다. 

ㄷ. t£일 때와 t¢일 때는 평형 상태이므로 정반응의 속도가 같다. 

08  초기 상태와 평형 상태

실험 Ⅱ에서 증가한 A(g)의 농도가 0.25b M이므로 감소한 B(g)
의 농도는 0.25bÛ  M이다. 따라서 b-0.25bÛ =1이고 b=2이다.

ㄱ. b=2이므로 B(g)의 평형 농도는 실험 Ⅰ에서와 Ⅱ에서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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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초기 상태와 평형 상태

실험 Ⅲ을 보면 A(g)가 1 M 감소할 때 B(g)가 2 M 감소하므로 

b=2이다. 

ㄱ. b=2이므로 실험 Ⅰ에서 B(g)의 평형 농도는 2 M이다. 온도가 

일정하므로 실험 Ⅰ에서와 Ⅱ에서의 평형 상수는 같다. 

(4x)�
8_2Û

=(2x)�
2_2Û

 이므로 c=2이다. 따라서 b+c=4이다. 

ㄴ. c=2이므로 실험 Ⅲ에서 C(g)의 평형 농도는 4 M이다. 따라서 

평형 상수 K= 4Û 
2_1Û

 =8이다. 

ㄷ. 평형 상수 K=8이므로 실험 Ⅱ에서 
4xÛ

2_2Û
=8이고 x=4이다. 

실험 Ⅰ에서 C(g)의 평형 농도가 16 M이므로 초기 농도는 14 M이고 

실험 Ⅱ에서 C(g)의 평형 농도가 8 M이므로 초기 농도는 4 M이다. 

따라서 C(g)의 초기 농도는 실험 Ⅰ에서가 Ⅱ에서의 3배보다 크다.

05  평형 상수

이 반응의 평형 상수는 K=
[C]� 
[B]

 이다.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감소한 

B(g)의 양을 x mol이라고 하면 A(s) w g은 2x mol, 1.5w g은 

3x mol이다. 따라서 (가) → (나)로 갈 때,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2A(s) + B(g) ^jj& cC(g)

반응 전(mol) 3x 1 0

반응(mol) -2x -x +cx

반응 후(mol) x 1-x cx

(나)에서 A(s)와 B(g)의 몰비가 1 : 5이므로 x : 1-x=1 : 5, 

x=;6!;이다.

ㄱ. x=;6!;이므로 A(s) w g은 ;3!; mol이다. 따라서 A의 화학식량

은 3w이다. 

ㄴ. (나)에서 전체 기체의 압력이 ;6&;P atm이므로 전체 기체의 양은 

;6&; mol이고 cx-x=;6!;이다. x=;6!;이므로 c=2이다. 

ㄷ. 평형 상태에서 [B]=;6%; M, [C]=;3!; M이므로 평형 상수 K=

;1ª5;이다. 

06  화학 반응식과 평형 상수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구역 Ⅰ에서 증가한 A(g)의 양을 x mol, 구

역 Ⅱ에서 감소한 A(g)의 양을 y mol이라고 하면 양적 관계는 다음

과 같다. 

[구역 Ⅰ] A(g) + bB(g) ^jj& bC(g)

반응 전(mol) 0 0 4

반응(mol) +x +bx -bx

반응 후(mol)  x bx 4-bx

ㄴ. 실험 Ⅱ의 평형 상태에서 [A]=0.5 M, [B]=1 M이므로 평형  상

수 K=2이다. 따라서 
K
b  =1이다. 

ㄷ. 온도 T에서 A(g), B(g)의 초기 농도가 각각 1 M, b M일 때 

반응 지수 Q=4>K이므로 반응 초기에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

다. 

01 ① 02 ② 03 ③ 04 ⑤ 05 ③

06 ⑤

본문 58~60쪽수 점 스능 테 트3

01  평형 상수

ㄱ. (가)의 평형 상수 K=
[C]Û 

[A][B]Û
 =10이다.

ㄴ. (나)의 반응 계수는 (가)의 반응 계수의 ;2!;배이므로 (나)의 평형 

상수 K=1120이다. 

ㄷ. A(g)+2B(g) ^j& 2D(g)+2E(g)는 (가)-2_(다)이므로 

이 반응의 평형 상수(K)는 10_{;4!;}Û =;8%;이다. 

02  화학 반응식과 평형 상수

(가)에서 꼭지를 열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C의 몰 분율은 0.5

이다. (다)에서 C의 몰 분율이 0.5이므로 (가)에서 꼭지를 열었을 때 

A(g)~C(g) 양(mol)의 변화는 없으며 평형 상태이다. 이때 [A]=

1 M, [B]=1 M, [C]=2 M이므로 평형 상수 K= 2� 
1_1 =4이고 

c=2이다. 반응 계수비가 A : B : C=1 : 1 : 2이므로 용기 Ⅰ에서와 

Ⅱ에서의 평형 상태에서 A(g)~C(g)의 농도는 각각 같다. 따라서  

x=y이고 
y 
x_c=2이다. 

03  화학 반응식과 평형 상수

반응 전 A(g)의 양을 2k mol이라고 하면 B(g)의 양은 k mol이

다. 반응이 일어날 때 감소한 A(g)의 양을 x mol이라고 하면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A(g) + B(g) ^jj& cC(g)

반응 전(mol) 2k k 0

반응(mol) -x -x +cx

반응 후(mol) 2k-x k-x cx

전체 기체의 압력이 1.5P atm이므로 3k-2x+cx=3k이고 x≠0

이므로 c=2이다. C의 몰 분율이 ;3!;이므로 
2x
3k= ;3!;이고 x=0.5k이다.

ㄱ. c=2이다. 

ㄴ. 평형 상태에서 A(g)의 양은 1.5k mol, B(g)의 양은 0.5k mol, 

C(g)의 양은 k mol이므로 평형 상수 K=;3$;이다. 

ㄷ. 평형 상태에서 A(g)의 양은 1.5k mol, B(g)의 양은 0.5k mol

이므로 부분 압력은 A(g)가 B(g)의 3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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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Ⅱ] A(g) + bB(g) ^jj& bC(g)

반응 전(mol) 2 2b 0

반응(mol) -y -by +by

반응 후(mol) 2-y 2b-by by

평형 상태에서 구역 Ⅰ과 Ⅱ의 부피가 같으므로 x+bx+(4-bx) 

=(2-y)+(2b-by)+by가 성립하고 이를 정리하면 x+y= 

2b-2이다. 구역 Ⅰ과 Ⅱ에서 A(g)의 부분 압력이 같으므로 x= 

(2-y)가 성립하고 이를 정리하면 x+y=2이고, b=2이다. (가)의 

구역 Ⅱ에서 6 mol의 부피가 6V L이므로 y=1, x=1이다. 

ㄱ. b=2이다. 

ㄴ. (나)에서 구역 Ⅰ, Ⅱ에서 모두 [A]= 1
5V  M, [B]= 2

5V  M, [C]=

2
5V  M이므로 (나)에서 

C(g)의`부분`압력

B(g)의`부분`압력
 은 Ⅰ에서와 Ⅱ에서가 같다. 

ㄷ. 평형 상수 K=
{ 2
5V}

2

 

{ 1 
5V

}_{ 2
5V

}Û
=5V이다.  

화학 평형 이동
THEME

08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63쪽

정답 ④

ㄱ. 초기 상태에서 정반응이 일어난 후 평형 상태 Ⅰ에 도달하였을 

때, 반응한 A(g)의 양을 a mol이라고 하면 Ⅰ에서 물질의 양은 

A(g) (1-a) mol, B(g) (1-a) mol, C(g) a mol이다. 온도가 

일정할 때 실린더 속 혼합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양에 비례하므로 2 : 

(2-a)=8 : 7이고 a=;4!;이다. Ⅰ에서 물질의 양은 A(g) ;4#; mol, 

B(g) ;4#; mol, C(g) ;4!; mol이므로 C(g)의 부분 압력은 ;7!; atm

이다.

ㄴ. 외부 압력을 1 atm에서 P atm으로 변화(Ⅰ→Ⅱ)시키면 실린

더 속 B(g)의 양(mol)은 ;4#; → ;7#;으로 감소하므로 P>1이다.

ㄷ. Ⅰ에서 실린더 속 혼합 기체의 부피를 VÁ L라고 하면, 평형 상수

(K)=

{14}

VÁ

{34}

VÁ

 

_
{34}

VÁ

 
=;9&;이므로 V Á=;4&;이다. Ⅱ에서 물질의 양은 

A(g) ;7#; mol, B(g) ;7#; mol, C(g) ;7$; mol이고, 실린더 속 혼합 

기체의 부피를 Vª L라고 하면, 평형 상수(K)=

{47}

Vª

{37}

Vª

 

_
{37}

Vª

 
 =;9&;

이므로 Vª=;4!;이다.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비는 7 : x=;4&; : ;4!;이므

로 x=1이다.

01 ② 02 ④ 03 ③ 04 ③ 05 ⑤

06 ④ 07 ② 08 ④ 09 ⑤ 10 ④

11 ③ 12 ④

본문 64~66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조건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 이동

ㄱ. NaCl(s)을 첨가하면 평형 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ㄴ. NaOH(s)을 첨가하면 OHÑ의 농도가 증가하여 OHÑ과 H±이 

반응하고 H±의 농도가 감소하므로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ㄷ. NaªCrO¢(s)을 첨가하면 CrO¢Û Ñ의 농도가 증가하여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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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평형 이동 실험

ㄱ. 평형 상수(K)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므로 A와 B에서 서로 같다.

ㄴ. B에서 진한 염산(HCl(aq))을 첨가하면 ClÑ의 농도가 증가하므

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 후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ㄷ. 반응 엔탈피(DH)<0이므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C에서 

온도를 낮추면 발열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CuCl¢] Û Ñ의 양(mol)은 평형에 도달한 후가 도달

하기 전보다 크다.

03  여러 가지 반응의 평형 이동

평형 상태에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흡열 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

다.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 화학 반응은 (가)와 (나)로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x=2이다. 

COª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COª의 농도를 감소하려는 방향으로 반응

이 진행된다. COª 농도를 증가시키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반응은 (다) 1가지이므로 y=1이다. 따라서 x+y=3이다.

04  농도와 평형 이동

ㄱ. 온도가 같으면 평형 상수는 같으므로 Ⅰ과 Ⅱ에서 평형 상수는 

같다. 2A(g)+B(g) ^j& 2C(g)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

(K)=
[C]Û 

[A]Û [B]
 이다. Ⅰ에서 물질의 농도를 대입하면 K= 0.2Û 

1Û _0.2

=0.2이고 Ⅱ에서 C(g)의 몰 농도(M)를 c라고 하면 K= cÛ 
2Û _5=

0.2이므로 c=2이다. 따라서 Ⅱ에서 C(g)의 몰 농도는 2 M이다.

ㄴ. Ⅰ에서 B(g) x mol과 C(g) y mol을 추가하면 생성된 A(g)
의 양이 1 mol이므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평형 Ⅱ] 2A(g) + B(g) ^jj& 2C(g)

반응 전(mol) 1 0.2+x 0.2+y

반응(mol) +1 +0.5 -1

반응 후(mol) 2 0.7+x y-0.8

Ⅱ에서 0.7+x=5, y-0.8=2이므로 x=4.3, y=2.8이다. 따라

서 x+y=7.1이다.

ㄷ. 온도와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은 기체의 양(mol)에 비례한다. 따

라서 전체 기체의 압력비는 Ⅰ:Ⅱ=1.4 : 9=7 : 45이다.

05  온도와 평형 이동

ㄱ. 1 L 강철 용기에 A(g)만 넣어 반응이 일어나고 초기 상태에서 

[A]-[B]=0.8 M이므로 초기에 넣어 준 A(g)의 농도는 0.8 M이

다. 반응한 A(g)의 농도가 2x M라고 하면, Ⅰ에서 화학 반응의 양

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평형 Ⅰ] 2A(g) ^jj& 3B(g)

반응 전(mol) 0.8 0

반응(mol) -2x +3x 

반응 후(mol) 0.8-2x 3x 

Ⅰ에서 [A]-[B]=0.8-5x=0.3이고 x=0.1이므로 물질의 농도

는 [A]=0.6 M, [B]=0.3 M이다. 따라서 Ⅰ에서 

평형 상수(K)= 0.3Ü 
0.6Û =;4£0;이다.

ㄴ. t일 때 온도를 높이면 [A]-[B]가 증가하므로 역반응이 우세하

게 진행된다. 온도를 높이면 흡열 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하므로 역

반응이 흡열 반응이다.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므로 DH<0이다. 

ㄷ. 온도를 높인 후 반응한 B(g)의 농도를 3y M라고 하면, Ⅱ에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평형 Ⅱ] 2A(g) ^jj& 3B(g)

반응 전(mol) 0.6 0.3

반응(mol) +2y -3y 

반응 후(mol) 0.6+2y 0.3-3y

Ⅱ에서 [A]-[B]=0.3+5y=0.6이고 y=0.06이므로 물질의 농도

는 [A]=0.72 M, [B]=0.12 M이다. 

Ⅱ에서 B(g)의 몰 분율=0.12 
0.84 =;7!;이다.

06  온도와 평형 이동

ㄱ. (가)에서 평형 상수(KÁ)=
{2 2}

2

 

{x 
2
}
=2이므로 x=1이다.

ㄴ. (가) → (나)로 평형이 이동할 때 B의 몰 분율이 감소하므로 반응

한 B(g)의 양을 2y mol이라고 하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

과 같다.

A(g) ^jj& 2B(g)

반응 전(mol) 1 2 

반응(mol) +y -2y 

반응 후(mol) 1+y 2-2y 

(나)에서 B의 몰 분율이 0.4이므로 
2-2y
3-y =0.4이다. y=0.5이므로

(나)에서 물질의 양은 A(g) 1.5 mol, B(g) 1 mol이다. 따라서 

(나)에서 평형 상수(Kª)=
{1 2}

2
 
 

{1.5 
2
}
=;3!;이다.

ㄷ. (가) → (나)로 평형이 이동할 때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고, 역

반응이 발열 반응이므로 TÁ>Tª이다. PV=nRT에서 부피가 일

정할 때 T는 
P
n에 비례하므로 TÁ : Tª=PÁ

3   :  
Pª
2.5 이다. TÁ>Tª에

서 PÁ>;5^; Pª이다.

07  압력과 평형 이동

ㄱ. 온도가 일정하므로 평형 상수(K)는 일정하다. 평형 상수(K)는 

Ⅰ에서와 Ⅱ에서가 같다.

ㄴ.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를 1 L로 변화시키면 압력이 증가한다. 압

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양(mol)을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

행되므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Nª(g)의 양(mol)은 

Ⅰ에서가 Ⅱ에서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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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몰 농도(M)는 기체의 양(mol)을 부피로 나눈 값으로 실린더의 

부피를 1 L로 하면 처음 부피의 ;2!;배가 되어 실린더 속 각 기체의 농

도는 2배가 된다.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 후 평형 Ⅱ에 도달하므

로 NH£(g)의 농도(M)는 Ⅱ에서가 Ⅰ에서의 2배보다 크다.

08  온도와 평형 이동

초기에 넣어 준 A(g)가 a mol이고 Ⅰ에서 B(g)가 1 mol이므로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평형 Ⅰ] 2A(g) ^jj& 2B(g) + C(g)

반응 전(mol) a 0 0

반응(mol) -1 +1 +0.5

반응 후(mol) a-1 1 0.5

Ⅰ에서 A의 몰 분율은 
a-1
a+0.5=;1¥1;이고 a=5이다. 

Ⅰ→Ⅱ로 평형이 이동할 때 A의 몰 분율이 감소하므로 정반응이 우

세하게 진행된다. 반응한 A(g)의 양을 2x`mol이라고 하면 화학 반

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평형 Ⅱ] 2A(g) ^jj& 2B(g) + C(g)

반응 전(mol) 4 1 0.5

반응(mol) -2x +2x +x

반응 후(mol) 4-2x 1+2x 0.5+x

Ⅱ에서 A의 몰 분율은 
4-2x
5.5+x=;2!;이고 x=0.5이다.

ㄱ. a=5이다.

ㄴ. Ⅰ→Ⅱ로 평형이 이동할 때 정반응(흡열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

된다. 따라서 Tª>TÁ이다.

ㄷ. PV=nRT에서 부피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은 기체의 양

(mol)과 절대 온도를 곱한 값에 비례한다. 기체의 양은 Ⅰ에서 5.5 

mol이고, Ⅱ에서 6 mol이므로 전체 기체의 압력비는 Ⅰ:Ⅱ= 11TÁ  

: 12Tª 이다. C의 몰 분율은 Ⅰ에서 ;1Á1;이고, Ⅱ에서 ;6!;이므로 C(g)

의 부분 압력비는 Ⅰ:Ⅱ=;1Á1;_11TÁ : ;6!;_12Tª=TÁ : 2Tª이다.

[다른 풀이] C(g)의 양은 Ⅰ에서 0.5 mol, Ⅱ에서 1 mol이므로 

C(g)의 부분 압력비는 Ⅰ:Ⅱ=0.5_TÁ`:`1_Tª=TÁ`:`2Tª이다.

09  압력과 평형 이동

ㄱ. T K, PÁ atm에서 실린더 (가)에 처음 넣어 준 A(g)의 양을 

x mol이라고 하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2A(g) ^jj& B(g)

반응 전(mol) x         0

반응(mol) -0.64 +0.32 

반응 후(mol) 0.16 0.32 

T K, Pª atm에서 실린더 (나)에 처음 넣어 준 A(g)의 양을 y mol

이라고 하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2A(g) ^jj& B(g)

반응 전(mol) y         0

반응(mol) -0.80 +0.40 

반응 후(mol) 0.40 0.40

x=0.8, y=1.2이므로 넣어 준 A(g)의 몰비는 (가) : (나)=2 : 3이다.

ㄴ. (가)와 (나)에서 온도가 같으므로 평형 상수(K)는 같다.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를 (가)에서 VÁ L, (나)에서 Vª L라고 하면, 

평형 상수(K)=
{0.32VÁ }

 
 

{0.16 
VÁ

}Û
=

{0.40Vª }
 
 

{0.40 
Vª

}Û
 이므로 VÁ : Vª=1 : 5이다. 따

라서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비는 (가) : (나)=1 : 5이다.

ㄷ. PV=nRT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은 
n
V에 비례하므로 

PÁ : Pª=0.48
1   :  

0.8
5  =3 : 1이다.

10  온도와 평형 이동

ㄱ. (가) → (나)로 평형이 이동할 때 은 1 mol 감소, 은 2 mol 

감소, 은 2 mol 증가하므로 은 A, 은 B, 은 C이다. (가) → 

(나)에서 온도를 증가시켜 정반응이 진행되므로 정반응은 흡열 반응

이고 DH>0이다.

ㄴ. 평형 상수(K)는 (가)에서 K= 4Û
2_3Û  =;9*;이고, (나)에서 

K= 6Û
1_1Û =36이므로 평형 상수(K)비는 (가) : (나)=2 : 81이다.

ㄷ. PV=nRT에서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은 nT에 비례하므로 강철 

용기 속 기체의 압력비는 (가) : (나)=9_T : 8_3T=3 : 8이다.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전체 기체의 압력_성분 기체의 몰 분율이므로 

(가)에서 B(g)의 부분 압력(atm)은 P=(가)의 전체 압력_;9#;이다. 

따라서 전체 기체의 압력(atm)은 (가)가 3P, (나)가 8P이다. (나)에

서 C(g)의 부분 압력(atm)=8P_;8^;=6P이다.

11  압력과 평형 이동

ㄱ. 초기 상태에서 평형 Ⅰ에 도달할 때 반응한 HªO(g)의 양을 

y mol이라고 하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평형 Ⅰ] C(s) + HªO(g) ^jj& CO(g) + Hª(g)

반응 전(mol) x x 0 0

반응(mol) -y -y +y +y

반응 후(mol) x-y x-y y y

Ⅰ에서 전체 기체의 양(mo l)은 x-y+y+y=1.5x이므로 

y=0.5x이다. Ⅰ에서 기체의 양(mol)은 HªO(g), CO(g), Hª(g)
가 각각 0.5x이다. 

마찬가지로 Ⅱ에서 전체 기체의 양(mol)은 1.6x이므로 Ⅱ에서 기체

의 양(mol)은 HªO(g)가 0.4x, CO(g), Hª(g)가 각각 0.6x이다.

Hª(g)의`부분`압력

HªO(g)의`부분`압력
 은 Ⅰ:Ⅱ=2 :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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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Ⅰ과 Ⅱ에서 온도는 같으므로 평형 상수(K)는 같다. Ⅰ과 Ⅱ에서 

실린더의 부피를 각각 VÁ L, Vª L라고 하면

K=

0.5x
VÁ _

0.5x
VÁ

0.5x 
VÁ

=

0.6x
Vª _

0.6x
Vª

0.4x 
Vª

 이므로 VÁ : Vª=5 : 9이다.

ㄷ. PV=nRT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P는 
n
V에 비례하므로

PÁ`:`Pª=1.5x
5 `:` 1.6x9 이다. 따라서 PÁ>Pª이다.

12  화학 평형 이동

ㄱ. Ⅰ에서 Ⅱ로 평형이 이동할 때 ㉠과 ㉡은 각각 0.1`mol 감소하

고 ㉢은 0.2`mol 증가하므로 ㉠과 ㉡은 각각 A와 B 중 하나이고 ㉢

은 C이다.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는 A : B : C=1 : 1 : 2이고 b=1, 

c=2이므로 b+c=3이다.

ㄴ. Ⅰ에서 실린더의 부피를 V L라고 하면, K=
{0.3V }

2 

{0.3 
V

}{0.2 
V

}
 =1.5

이다.

ㄷ. 이 반응은 반응이 진행될 때 기체의 양(mol)이 변하지 않으므로 

압력 변화에 따라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B라면, 평형 Ⅰ에서 

A(g)의 양은 0.3 mol보다 커야 하므로 조건에 맞지 않는다. ㉠은 

A, ㉡은 B이다. 초기 상태의 실린더에 A(g) x mol, C(g) y mol을 

넣은 후 평형 Ⅰ에 도달하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평형 Ⅰ] A(g) + B(g) ^jj& 2C(g)

반응 전(mol) x 0 y

반응(mol) +0.2 +0.2 -0.4

반응 후(mol) 0.3 0.2 0.3

따라서 x=0.1, y=0.7이다.

01 ② 02 ③ 03 ⑤ 04 ③ 05 ⑤

06 ②

본문 67~69쪽수 점 스능 테 트3

01  온도와 평형 이동

초기에 A(g)~C(g)를 각각 3 mol씩 넣고 반응시켰을 때 Ⅰ에 도

달하기까지 반응한 A(g)의 양이 1 mol이므로 화학 반응의 양적 관

계는 다음과 같다.

[평형 Ⅰ] A(g) + B(g) ^jj& cC(g)

반응 전(mol) 3 3 3

반응(mol) -1 -1 +c

반응 후(mol) 2 2 3+c

Ⅰ에서 C(g)의 몰 분율은 
3+c
7+c=0.5이므로 c=1이다. 

Ⅰ에서 평형 상수는 KÁ=
{4 1} 

 
 

{2 
1
}{2 

1
}
 =1이다. Ⅰ→Ⅱ로 평형이 진행될

 

때 생성된 A(g)의 양을 x mol이라고 하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는 다음과 같다.

[평형 Ⅱ] A(g) + B(g) ^jj& C(g)

반응 전(mol) 2 2 4

반응(mol) +x +x -x

반응 후(mol) 2+x 2+x 4-x

Ⅱ에서 C(g)의 몰 분율은 
4-x
8+x=0.2이므로 x=2이다. 

Ⅱ에서 평형 상수는 Kª=
{2 1} 

 
 

{4 
1
}{4 

1
}
 =;8!;이다.

ㄱ. c=1이다.

ㄴ. 평형 상수비는 KÁ : Kª=8 : 1이다.

ㄷ. PV=nRT에서 기체의 부피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은 기체

의 양(mol)과 절대 온도를 곱한 값에 비례한다. 전체 기체의 압력비 

는Ⅰ:Ⅱ=8_T : (10_2T)=2 : 5=P : ;2%;P이다. 따라서 Ⅱ에서 전 

체 기체의 압력은 ;2%;P atm이고, C(g)의 부분 압력은 ;2%;P_0.2=

P
2   atm이다.

02  화학 평형 이동

초기에 A(g) x mol을 넣고 반응이 진행되어 평형에 도달하면, (나)

에서 물질의 양은 A(g)가 0.4 mol, B(g)가 0.1 mol이므로 

x-0.2=0.4이고 x=0.6이다. 

ㄱ. (가)와 (나)에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므로 실린더 속 기체의 부

피는 기체의 양(mol)에 비례한다. (가) : (나)=12 : V=0.6 : 0.5이므

로 V=10이다. 

ㄴ. (나)에서 평형 상수(K)=
{0.110 } 

{0.4 
10

}Û 
 =:ª4°:'이다.

ㄷ. (나)의 피스톤 위에 추를 올려 압력을 높이고 A(g) y mol을 추

가한 후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부피가 V L이다. 반응한 A(g)
의 양을 2z mol이라고 하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평형 Ⅱ] 2A(g) ^jj& B(g)

반응 전(mol) 0.4+y 0.1

반응(mol) -2z +z

반응 후(mol) 0.4+y-2z 0.1+z

대기압이 1 atm이고 추 1개가 작용하는 압력이 1 atm이므로 (다)

에서 전체 기체의 압력은 3 atm이다. (나)와 (다)에서 온도와 부피가 

일정할 때 기체의 양(mol)은 압력에 비례하므로 기체의 몰비는 (나) 

: (다)=1 : 3=0.5 mol : 1.5 mol이다. 따라서 (다)에서 기체의 양은 

1.5 mol이므로

0.4+y-2z+0.1+z=1.5이고 y-z=1이다.  ……식 ① 

(다)에서 B(g)의 부분 압력(Põ)=;5#; atm=3 atm_B(g)의 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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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다. 따라서 B(g)의 몰 분율은 0.2이다. 이를 이용하여 

0.1+z
1.5  =0.2이므로 z=0.2이다.

식 ①에 z=0.2를 대입하면 y=1.2이다.

03  화학 평형 이동

ㄱ. 꼭지를 열기 전과 후의 기체의 부피비는 (나) : (다)=2 : 3이고 

A(g)의 부분 압력(atm)비가 (나) : (다)=3 : 2이므로 PV=nRT

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A(g)의 양(mol)은 꼭지를 열기 전과 후에 

같다. (나)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 후 꼭지를 열었을 때 A(g)의 양

(mol)이 변화가 없으므로 이 반응은 반응 전과 후에 전체 기체의 양

(mol)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c=2이다.

ㄴ. 과정 (나)에서 반응한 C(g)의 양을 2x mol이라고 하면 화학 반

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과정 (나)] A(g) + B(g) ^jj& 2C(g)

반응 전(mol) 0 0 6

반응(mol) +x +x -2x

반응 후(mol) x x 6-2x

평형 상수(K)=(6-2x)Û
x Û  =4에서 x=1.5이다. (나)에서 용기 Ⅰ에 

들어 있는 기체의 양은 A와 B가 각각 1.5 mol, C는 3 mol이므로 

C(g)의 몰 분율은 0.5이다.

ㄷ. (다)의 강철 용기에 B(g) 1.5 mol을 추가하면 정반응이 우세하

게 진행되고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한 

A(g)의 양을 y mol이라고 하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과정 (라)] A(g) + B(g) ^jj& 2C(g)

반응 전(mol) 1.5 3 3

반응(mol) -y -y +2y

반응 후(mol) 1.5-y 3-y 3+2y

온도가 일정하므로 평형 상수(K)= (3+2y)Û
(1.5-y)(3-y) =4이고 y=0.3 

이다. 반응 후 A(g)의 양은 1.2 mol이다.

A(g)의 부분 압력은 기체의 양(mol)에 비례하므로 (라)에서 A(g)

의 부분 압력은 ;3@; P : a=1.5 : 1.2=5 : 4이다. a=;1¥5;P이다.

04  화학 평형 이동

ㄱ. Ⅱ에서 평형 상수(KÁ)= 1Û
2.5 =0.4이고, Ⅰ과 Ⅱ에서 온도가 TÁ K

로 같으므로 평형 상수가 같다. 반응 A(g) ^j& 2B(g)에서 기체의 

분자량비는 A : B=2 : 1이므로 평형 Ⅰ에서 기체의 몰비는 A : B=
4a
2   :  

a
1 =2 : 1이다. 기체의 양(mol)을 A(g)가 2n, B(g)가 n이라

고 하면, 평형 상수(K)= nÛ
2n =0.4이고 n=0.8이다. Ⅰ에서 기체의 

양은 A(g)가 1.6 mol, B(g)가 0.8 mol이다. A(g) 1.6 mol이 4a g

이므로 A의 분자량은  ;2%;a이다.

ㄴ. Ⅰ에서 B(g) b mol을 첨가하면 역반응이 진행되고 생성된 

A(g)가 0.9 mol이다.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평형 Ⅱ] A(g) ^jj& 2B(g)

반응 전(mol) 1.6 0.8+b

반응(mol) +0.9 -1.8 

반응 후(mol) 2.5 1 

b=2이다.

ㄷ. Ⅱ에서 온도를 변화시켜 평형 Ⅲ에 도달할 때 반응한 A(g)의 양

을 x mol이라고 하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평형 Ⅲ] A(g) ^jj& 2B(g)

반응 전(mol) 2.5 1

반응(mol) -x +2x 

반응 후(mol) 2.5-x 1+2x  

A(g)의 몰 분율=2.5-x
3.5+x=;7#;이므로 x=0.7이다. Ⅲ에서 기체의 

양은 A(g)가 1.8 mol,  B(g)가 2.4 mol이다. Ⅲ에서 평형 상수(Kª )

=2.4Û
1.8  =3.2이다. 따라서 Kª=8KÁ이다.

05  화학 평형 이동

ㄱ.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양(mol)은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에 비

례하므로 (가)에서 강철 용기에 각각 A(g) 4n mol, B(g) 2n mol

이 들어 있다. 꼭지 a와 b를 열어 A(g)가 x mol 반응하였다고 가

정하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평형 Ⅰ] A(g) + B(g) ^jj& C(g)

반응 전(mol) 4n 2n     0

반응(mol) -x -x +x

반응 후(mol) 4n-x 2n-x x

Ⅰ에서 물질의 몰비는 A(g) : B(g)=5 : 1이고 (4n-x) : (2n-

x)=5 : 1이므로 x=1.5n이다. TÁ K에서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물

질의 양은 A(g) 2.5n mol, B(g) 0.5n mol, C(g) 1.5n mol이

다. 따라서 C(g)의 몰 분율은 
1.5n
4.5n =;3!;이다.

ㄴ. 물질의 몰비는 Ⅰ에서 B(g)  : C(g)=1  : 3이고, Ⅱ에서 

B(g) : C(g)=1 : 1이므로 온도를 Tª K로 변화시켰을 때 역반응이 

진행된다. 따라서 TÁ K에서 Tª K로 온도를 변화시키면 역반응이 우

세하게 진행되므로 평형 상수(K)는 Ⅰ에서가 Ⅱ에서보다 크다. 온도

를 Tª K로 변화시켰을 때 C(g)가 y mol 반응하였다고 하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평형 Ⅱ] A(g) + B(g) ^jj& C(g)

반응 전(mol) 2.5n 0.5n 1.5n

반응(mol)    +y +y -y

반응 후(mol)  2.5n+y 0.5n+y 1.5n-y

Ⅱ에서 물질의 몰비는 B(g) : C(g)=1 : 1이므로 

(0.5n+y) : (1.5n-y)=1 : 1이고 y=0.5n이다. Ⅱ에서 물질의 양

은 A(g) 3n mol, B(g) n mol, C(g) n mol이다. 

ㄷ. PV=nRT에서 압력은 대기압 1 atm으로 일정하므로 온도는

V
n  에 비례한다. 전체 기체의 양은 Ⅰ에서 4.5n mol이고, 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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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n mol이다. 기체의 부피는 Ⅰ에서 3.5 L, Ⅱ에서 4 L이다. 따라서 

온도비는 TÁ : Tª= 3.5
4.5n  :  

4
5n =35 : 36이다.

06  온도와 평형 이동

ㄱ.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면 분자량비는 A : B : C=4 : 2 : 5이다. 

(가)에서 TÁ K의 평형 상태에서 기체의 몰비는 A : B : C=2w
4  : 

w
2  : 

10w
5  =1 : 1 : 4이다. PV=nRT에서 기체의 양은 n=PV

RT

=2_1
24 =;1Á2; mol이고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기체의 양(mol)은 

A(g)~C(g)가 각각 ;7Á2;, ;7Á2;, ;1Á8;이다. C의 양(mol)은 ;1Á8;= 

10w
C의`분자량

이므로 C의 분자량은 180w이다.

ㄴ. 강철 용기에 A(g) a g과 B(g) b g를 넣고 TÁ K에서 평형에 

도달할 때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TÁ K에서] 2A(g) + B(g) ^jj& 2C(g)

반응 전(mol) ;7°2; ;7£2;  0

반응(mol) -;1Á8; -;3Á6; +;1Á8;

반응 후(mol) ;7Á2; ;7Á2; ;1Á8;

초기에 넣어 준 기체의 질량비는 a : b=;7°2;_2 : ;7£2;_1=10 : 3이다. 

ㄷ. (나)의 Tª K에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B(g)와 C(g)의 

부분 압력이 같아지므로 역반응이 진행되었고 반응한 C(g)의 양을 

2x mol이라고 하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Tª K에서] 2A(g) + B(g) ^jj& 2C(g)

반응 전(mol) ;7Á2; ;7Á2; ;1Á8;

반응(mol) +2x +x -2x

반응 후(mol) ;7Á2;+2x ;7Á2;+x ;1Á8;-2x

;7Á2;+x=;1Á8;-2x이므로 x=;7Á2;이다.

Tª K에서 K=
{ 1 
36}

2
 
 

{ 1 
24

}Û _ 1 
36

=16이다.

상평형
THEME

09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71쪽

정답 ②

ㄱ. 1 atm에서 HªO의 끓는점은 100¾이고, 어는점은 0¾이다. P 

atm에서 (tª-tÁ)은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으므로 P<1이다.

ㄴ. HªO의 어는점은 P atm에서가 1 atm에서보다 크므로 tÁ>0

이다.

ㄷ. 100¾, P atm에서 HªO의 안정한 상은 기체이다. 

01 ⑤ 02 ④ 03 ② 04 ⑤ 05 ④

06 ③ 07 ① 08 ①

본문 72~73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상평형 그림

ㄱ. (TÁ K, PÁ atm), (Tª K, Pª atm), (T£ K, Pª atm)에서 X의 

안정한 상이 각각 2가지이고, 1가지씩 다르므로 세 지점은 서로 다른 

상평형 곡선 상에 각각 위치한다. PÁ atm에서 2개의 상이 평형을 이

루는 온도가 TÁ K로 1군데이므로 PÁ atm은 삼중점에서의 압력보

다 작다. 따라서 P¼>PÁ이고, T¼>TÁ이다.

ㄴ. Pª atm에서 2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는 온도가 Tª K, T£ K로 

2군데이므로 Pª>P¼이다. 

ㄷ. X의 안정한 상은 (Tª K, Pª atm), (T£ K, Pª atm)에서 공통

적으로 ㉢을 가지므로 ㉢은 액체이다. T ª>T£이므로 T ª K, 

Pª atm에서는 액체와 기체, T£ K, Pª atm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존재하므로 ㉠은 기체, ㉡은 고체이다.

02  물의 상평형

ㄱ. t¾, P atm에서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t¾, 

P atm은 증기 압력 곡선 상의 온도와 압력이다. (가)에서 온도를 

t¾로 일정하게 하고 고정 장치를 풀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면 실린

더 내부 압력이 1 atm이 되고 물질이 모두 액체가 되므로 P<1, 

t<100이다.

ㄴ. P<1이므로 P atm에서 HªO의 끓는점은 1 atm에서 HªO의 

끓는점인 100¾보다 낮다. 

ㄷ. 0¾, P atm에서 HªO의 안정한 상은 고체이다.

03  상평형 그림

ㄱ. Pª atm에서 2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는 온도가 (나)와 (다) 2군

데이므로 Pª는 삼중점에서의 압력보다 크다. 따라서 Pª>P¼이다.

ㄴ. (가)와 (나)는 온도는 같고 압력이 다르므로 각각 승화 곡선 또는 

융해 곡선 중 하나에 위치한다. (나)와 (다)는 압력은 같고 온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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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므로 각각 융해 곡선 또는 증기 압력 곡선 중 하나에 위치한다. 따

라서 (가)는 승화 곡선 상에, (나)는 융해 곡선 상에, (다)는 증기 압력 

곡선 상에 위치한다. Pª atm에서 융해 곡선 상의 온도는 TÁ K이고 

상평형 그림에 (가)~(다)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ÁT¼ Tª

PÁ
P¼

Pª

압력

(atm)

(가)

(나)
(다)

온도(K)

고체

기체

액체

(나)는 융해 곡선 상에 있으므로 (나)에서 HªO의 안정한 상은 고체와 

액체이다. 

ㄷ. Tª K, PÁ atm에서 HªO의 안정한 상은 기체이다.

04  상평형

ㄱ. T Á K, P Á atm에서 X의 안정한 상의 수는 3이므로 T Á K, 

PÁ atm은 X의 삼중점에서의 온도와 압력이다. TÁ K, Pª atm에서 

X의 안정한 상은 액체이므로 Pª>PÁ이고 X의 융해 곡선은 음의 기

울기를 가진다.

ㄴ. X의 융해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가지므로 X의 어는점은 압력이 

낮아질수록 높아진다.

ㄷ. Tª K, Pª atm에서 X는 기체이므로 Pª atm에서 X의 끓는점

은 Tª K보다 낮다.

05  물의 상평형

ㄱ. t¾, PÁ atm에서 HªO은 고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므

로 t¾, PÁ atm은 승화 곡선 상의 온도와 압력이다. Pª atm에서 

HªO의 녹는점이 t¾이므로 t¾, Pª atm은 융해 곡선 상의 온도와 

압력이다. 따라서 Pª>PÁ이다.

ㄴ. Pª atm일 때 HªO의 끓는점이 85¾이므로 Pª<1이고, HªO

의 융해 곡선의 기울기가 음수이므로 Pª atm에서 HªO의 녹는점은 

1 atm에서의 녹는점인 0¾보다 높다. 따라서 t>0이다.

ㄷ. 85¾, PÁ atm에서 HªO의 안정한 상은 기체이다. 물의 상평형 

그림에 t¾, PÁ atm, Pª atm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0
t 85 100

PÁ

Pª

1

압력

(atm)

온도(¾)

기체

액체고체

06  이산화 탄소의 상평형

ㄱ. PÁ atm에서 2가지 상이 평형을 이루는 온도는 2가지이므로 

PÁ atm은 삼중점에서의 압력보다 크다. Pª>PÁ이므로 -56.6¾, 

Pª atm에서 COª의 안정한 상은 고체이다. 이를 상평형 그림에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56.6
t

압력

(atm)

온도(¾)

기체

고체 액체

Pª

PÁ

ㄴ. t¾, PÁ atm에서 COª의 안정한 상은 기체이다. 

ㄷ. COª의 융해 곡선에서 압력이 높을수록 녹는점이 높아진다. 따라

서 COª의 녹는점(¾)은 Pª atm에서가 PÁ atm에서보다 높다.

07  상평형 그림

ㄱ. 증기 압력 곡선에서 압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압력이 높을수록 X의 끓는점이 높아진다.

ㄴ. 삼중점에서의 압력(P atm)보다 낮은 압력에서 X의 안정한 상

은 고체와 기체만 가능하므로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온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ㄷ. 1 atm에서 융해 곡선은 (가)와 (나) 사이를 지나므로 1 atm에서 

X의 녹는점은 tÁ¾보다 높다.

08  상평형 그림

TÁ K, PÁ atm에서 고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승화 곡

선 상의 점이고, Tª K, Pª atm에서 고체, 액체, 기체가 평형을 이루

고 있으므로 삼중점이다.

ㄱ. Tª>TÁ이다.

ㄴ. Tª K, PÁ atm에서 X의 안정한 상은 기체이다.

ㄷ. Tª K, Pª atm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낮추면 X의 

안정한 상은 고체이다.

01 ⑤ 02 ③ 03 ⑤ 04 ⑤ 05 ②

06 ①

본문 74~76쪽수 점 스능 테 트3

01  상평형 그림 

ㄱ. Ⅰ에서 X는 기체와 액체로 존재하므로 P>P¼이다.

ㄴ. Ⅱ에서 X는 기체만 존재하고, Ⅲ에서 X는 고체와 기체가 공존하

므로 TÁ>Tª이고 Tª K는 삼중점에서의 온도인 217 K보다 낮다.

ㄷ. Tª<217이고, P>P¼이므로 Tª K, P atm에서 X의 안정한 

상은 고체이다. 

02  COª의 상평형 그림

ㄱ. Tª>TÁ, Pª>PÁ이고 낮은 온도, 낮은 압력(TÁ K, PÁ atm)과 

높은 온도, 높은 압력(Tª K, Pª atm)에서 각각 COª의 안정한 상이 

2개이고, 2개의 안정한 상 중에서 1가지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상평

형 곡선 상에 있다. 상평형 그림에서 높은 온도, 높은 압력(Tª K, 

Pª atm)은 낮은 온도, 낮은 압력(TÁ K, PÁ atm)보다 오른쪽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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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며 COª의 상평형 그림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압력

(atm)

온도(K)217TÁ Tª

5.1

PÁ

Pª

0

고체 액체

기체

낮은 온도(TÁ K), 높은 압력(Pª atm)에서 COª의 안정한 상은 고체

이므로 ㉠은 고체이다. 낮은 온도, 낮은 압력(TÁ K, PÁ atm)에서는 

고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높은 온도, 높은 압력(Tª K, Pª atm)

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므로 ㉡은 기체, ㉢은 액체이다.

ㄴ. Tª>217>TÁ이고 Pª>5.1>PÁ이다. 따라서 Pª>5.1이다.

ㄷ. Tª K, PÁ atm에서 COª의 안정한 상은 기체(㉡)이다.

03  물의 상평형

ㄱ. PÁ>Pª이므로 HªO의 끓는점은 PÁ atm에서가 Pª atm에서

보다 높다.

ㄴ. TÁ>Tª이므로 HªO(l)의 증기 압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ㄷ. 373 K, Pª atm에서 HªO의 안정한 상은 기체이다.

04  상평형 그림

ㄱ. 실린더에 w g의 X(s)를 넣고 상변화가 일어나 상평형 

(가)~(다)에 도달하므로 상태 (가)~(다)에서 실린더 속 X의 총량

(mol)은 일정하다. 따라서 a+b=f+g이다.

ㄴ. (가)는 융해 곡선 상에 있고, (나)는 삼중점, (다)는 증기 압력 곡

선 상에 있으며 P£>PÁ이다. X의 상평형 그림에서 (가)~(다)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Tª>TÁ이다.

Tª T£

Pª

PÁ
P£

압력

(atm)

온도(K)

기체

액체

고체

(가)

(나)

(다)

TÁ

ㄷ. X의 어는점은 PÁ atm에서가 P£ atm에서보다 높다.

05  상평형 그림

ㄱ. HªO의 삼중점은 0.0098¾, 0.006 atm이고, COª의 삼중점은 

-56.6¾, 5.1 atm이다. X는 tÁ¾, 1 atm에서 고체와 액체가 공

존하므로 X의 삼중점에서의 압력은 1 atm보다 작다. 따라서 X는 

HªO이다. X(HªO)는 tÁ¾, 1 atm에서 고체와 액체로 존재하므로 

이 온도와 압력은 융해 곡선 상에 있다. 물의 융해 곡선은 음의 기울

기이므로 tÁ¾는 HªO의 삼중점에서의 온도보다 낮다. 따라서 tÁ< 

0.0098이다. 

ㄴ. Y(COª)가 tª¾, P atm에서 액체이므로 P atm은 COª의 삼

중점에서의 압력인 5.1 atm보다 크다.

ㄷ. tÁ¾, 0.006 atm에서 X의 안정한 상은 고체이고, tª¾, 1 atm

에서 Y의 안정한 상은 기체이다.

06  상평형 그림

ㄱ. HªO과 COª의 상평형 그림 중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력

을 높이면서 기체 → 액체 → 고체 상태 순서로 상변화가 일어나려면 

COª의 상평형 그림에서 삼중점 이상의 온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X는 COª이다. 

ㄴ. X(COª)의 상평형 그림에서 삼중점 이하의 압력과 삼중점 이상

의 온도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력을 높이면 기체 → 액체 → 고

체 상태 순서로 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tÁ>-56.6이다.

ㄷ. Y는 HªO이고 tª¾, Pª atm에서 HªO의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력을 높였을 때 기체 → 고체 → 액체 상태 순서로 상변화가 일어나

므로 tª<0.0098이고 Pª<0.0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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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염기 평형
THEME

10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79쪽

정답 ②

ㄱ. (가)에서 [HA]=0.1 M이고, NaOH(s) w g을 첨가한 후 (나)

에서 [Na±]=0.1`M이므로 (나)에서 HA는 완전히 중화되었고, 첨

가된 NaOH의 양은 0.01 mol이므로 w=0.4이다.

ㄴ. (가)에서 HA의 산의 이온화 상수 K�=
(1_10ÑÞ )Û

0.1 
=1_10Ñá 

이다.

ㄷ. (나)에서의 반응 AÑ(aq)+HªO(l) ^j& HA(aq)+OHÑ 

(aq)에서 AÑ의 염기의 이온화 상수 Kº=
1_10Ñ14 
1_10Ñá

 =1_10ÑÞ 이

고 (나)에서 pH=11, pOH=3이므로 [OHÑ]=1_10Ñ Ü 이다. 

Kº=
[HA][OHÑ]

[AÑ]  
 =

[HA]

[AÑ]  
_10Ñ Ü =1_10Ñ Þ 이므로 

[HA]

[AÑ]  
= 

0.01이다. 따라서 
[AÑ]
[HA]  

=100이다.

01 ⑤ 02 ① 03 ⑤ 04 ④ 05 ③

06 ④ 07 ⑤ 08 ③ 09 ③ 10 ⑤

11 ③ 12 ③

본문 80~82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산의 이온화 상수와 산의 세기

ㄱ. HA의 이온화 상수는 K�=3_10ÑÝ 이므로 산의 세기는 H£O±

>HA이다.

ㄴ. 이온화 상수는 HA가 HB보다 크다. 산의 세기는 HA>HB이

고 염기의 세기는 BÑ>AÑ이다.

ㄷ. 25¾에서 HA(aq)과 HB(aq)의 pH가 같으므로 [H£O±]가 

같다.

HA의 이온화 상수는 
[H£O±][AÑ]

[HA] 
 =3_10ÑÝ  이고 

HB의 이온화 상수는 
[H£O±][BÑ]

[HB]  
 =8_10ÑÞ  이므로

[AÑ] 
[HA] 

_
[HB] 

[BÑ] 
 =3_10ÑÝ 

8_10ÑÞ
 =:Á4°:이다.

02  염 수용액

ㄱ. (가) XCl(aq)에서 
[H£O±]
[OHÑ]

=1이므로 

[H£O±]=[OHÑ]=1_10-7 M이고 X±과 ClÑ은 가수 분해하지 않

는다. (나) XY(aq)의 pH=9이므로 YÑ은 가수 분해하여 OHÑ이 

생성된다. 따라서 염기의 세기는 YÑ>ClÑ이다.

ㄴ. YÑ은 가수 분해하고 X±은 가수 분해하지 않으므로 
[YÑ] 
[X± ]

 <1이다.

ㄷ. (나)에서 [H£O±]=1_10-9 M이고, 

[OHÑ]=
K·  

[H£O±]
 =1_10Ñ Þ M이다. YÑ이 가수 분해하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YÑ(aq) + HªO(l) ^jj& HY(aq) + OHÑ(aq)

반응 전(M) 0.01 

반응(M) -x +x +x

반응 후(M) 0.01-x x x

염기 YÑ의 이온화 상수(Kº)=
[HY][OHÑ] 

[YÑ]
= x2 

0.01-x ? x2 
0.01 에서 

x=[OHÑ]=1_10ÑÞ   M이므로 Kº=(1_10ÑÞ )2 
0.01  =1_10-8이다. 

25¾에서 K·=K�_Kº=1_10-14이므로 HY의 이온화 상수

(K�)=1_10Ñß 이다.

03  산의 이온화 상수

ㄱ. 산의 이온화 상수(K�)가 클수록 강한 산이므로 산의 세기는 HA> 

HB 이고 염기의 세기는 BÑ>AÑ이다.

ㄴ. HA의 이온화 상수는 K�=
[H£O±][AÑ]

[HA] 
이고 

[AÑ]
[HA] 

=
K�

[H£O±]

= 1_10ÑÞ
1_10-3  =0.01이다.

ㄷ. (가) HA(aq)의 몰 농도는 3a M, [H£O±]=1_10ÑÜ M이므로 

K�= (1_10ÑÜ )Û
3a 

=1_10ÑÞ 이고 a=;3Á0;이다. (나)에서 HB(aq)의 

몰 농도는 ;3!; M이고 K�= [H£O±]Û
1 
3  

=3_10Ñ¡ 이므로 [H£O±]=1_ 

10ÑÝ M이고 b=4이다.

04  약산과 완충 용액 비교

수용액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다음과 같다.

(가) HA(aq)+HªO(l) ^j& AÑ(aq)+H£O±(aq)
(나) HA(aq)+HªO(l) ^j& AÑ(aq)+H£O±(aq)
      NaA(aq) 1Ú Na±(aq)+AÑ(aq)

ㄱ. (나)는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로 이루어진 완충 용액으로 
[AÑ]
[HA] 

는 (나)>(가)이다.

ㄴ. 수용액의 온도가 일정하므로 HA의 이온화 상수(K�)는 같고 

[AÑ]
[HA] 

는 (나)>(가)이므로 [H£O±]는 (가)>(나)이다. (가)와 (나)의 

수용액의 부피는 같으므로 H£O±의 양(mol)은 (가)>(나)이다.

ㄷ. (나)는 완충 용액이므로 0.001 mol의 NaOH(s)을 넣어도 pH 

변화가 크지 않다. 따라서 pH의 변화는 (가)>(나)이다.

05  산의 이온화 상수

HA가 약산이므로 짝염기인 AÑ은 물에서 가수 분해하여 OHÑ을 생

성한다. NaA(aq)의 액성은 염기성이고 pH>7이므로 pH=3a= 

9이다. a=3이므로 pH는 HA(aq)이 3, NaA(aq)이 9, N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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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이 12이다.

HA는 약산이므로 K�=
[H£O±]2

x  에서 1.0_10ÑÞ =(1_10-3)2 
x  이므 

로 x=0.1이다. 염기 AÑ의 이온화 상수(Kº)=K· 
K�=

1_10Ñ14
1_10ÑÞ  =

1_10-9이다. NaA(aq)의 [AÑ]=y M이고 pH=9이므로 pOH

=5, [OHÑ]=1_10Ñ Þ  M이다. Kº=
[OHÑ]2

y
에서 1_10-9=

(1_10Ñ5)2 

y
 이므로 y=0.1이다. NaOH(aq)의 pH=12이므로 

pOH=2, [OHÑ]=0.01 M이다. 따라서 z=0.01이다. x_y_

z=1_10ÑÝ`이다.

06  완충 용액

ㄱ. HªPO¢Ñ(aq)+HªO(l) ^j& HPO¢Û Ñ(aq)+H£O±(aq) 반응

에서 산의 이온화 상수 K�=6_10Ñ¡̀ 이다.

1 M NaHªPO¢(aq)과 1 M NaªHPO¢(aq)을 혼합하여 만든 수용 

액 (가)는 
[HPO¢Û Ñ] 
[HªPO¢Ñ]

=1인 완충 용액이고 여기에 소량의 NaOH(s) 

을 첨가하면 H£O±이 소모되어 정반응이 진행되므로 
[HPO¢Û Ñ] 
[HªPO¢Ñ]

>1

이다. 따라서 ㉠은 HPO¢Û Ñ이다.

ㄴ. (가)에서 
[HPO¢Û Ñ] 
[HªPO¢Ñ]

=1이므로 25¾에서 K�=[H£O±]=6_10Ñ¡ 

이다.

ㄷ. NaªHPO¢(aq)에서 HPO¢Û Ñ은 가수 분해하므로 
[HPO¢Û Ñ] 

[Na±]
 <;2!; 

이다.

07  염 수용액의 분류

NaCl(aq)은 가수 분해하는 이온이 없으므로 중성이고, NH¢Cl 

(aq)에서 NH¢±은 가수 분해하여 H£O±을 생성하므로 수용액의 액

성은 산성이다. CH£COONa(aq)에서 CH£COOÑ은 가수 분해하여 

OHÑ을 생성하므로 수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고 
[OHÑ ] 
[H£O±]

>1이다. 

따라서 ㉠은 NH¢Cl(aq), ㉡은 NaCl(aq), ㉢은 CH£COONa(aq)
이다.

ㄱ. 수용액에서 가수 분해하는 양이온이 있는 것은 NH¢Cl(aq)이
므로 ㉠은 NH¢Cl(aq)이다.

ㄴ. ㉠(NH¢Cl(aq))의 액성은 산성이고 ㉡(NaCl(aq))의 액성은 

중성이므로 25¾에서 같은 농도의 ㉠과 ㉡을 1 : 1의 부피비로 혼합

한 용액의 pH<7이다. 

ㄷ. 0.1 M ㉢(CH£COONa(aq)) 100 mL와 0.1 M CH£COOH

(aq) 100 mL를 혼합한 용액은 
[CH£COOÑ] 
[CH£COOH]

=1인 완충 용액이다.

08  산의 이온화 상수

ㄱ. (가)에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HA(aq) + HªO(l) ^jj& AÑ(aq) + H£O±(aq)

반응 전(M) 0.1

반응(M) -x +x +x

반응 후(M) 0.1-x x x

HA는 약산이고 HA의 이온화 상수는 (가)와 (나)에서 같다. 

(가)에서 K�=
[H£O±][AÑ]

[HA] 
 ≒ 

[H£O±]2

0.1
=1_10ÑÞ  이므로 

[H£O±]2=1_10Ñ6 M2이다. 마찬가지로 (나)에서 K�=
[H£O±]2

0.01
=1_10ÑÞ 이고 [H£O±]2=1_10Ñ7 M2이다. 따라서 [H£O±]는 (가)> 

(나)이다. 

ㄴ. [H£O±]는 (가)>(나)이므로 pOH는 (가)>(나)이다.

ㄷ. K�=
[H£O±][AÑ]

[HA] 
에서 HA의 이온화 상수는 (가)=(나)이고, 

[H£O±]는 (가)>(나)이므로 
[AÑ]
[HA] 

 는 (나)>(가)이다. 

09  완충 용액 만들기

ㄱ. 
[AÑ]
[HA] 

=1인 완충 용액에서 [HA]=[AÑ]이고, HA와 AÑ의 양

(mol)이 같다. 혼합 전 용액의 부피비가 (가) : (다)=2 : 5인 경우, 혼

합 용액은 
[AÑ]
[HA] 

 =1인 완충 용액이 된다.

ㄴ. (가)와 (라)를 혼합하면 다음과 같은 반응이 진행된다. 

HA(aq)+NaOH(aq) 1Ú NaA(aq)+HªO(l)

HA의 양(mol)의 ;2!;이 중화되면 
[AÑ]
[HA] 

 =1이고 혼합 전 물질의 

몰비는 HA`:`NaOH=2`:`1이어야 한다. 혼합 용액을 만드는 데 사

용한 (가)와 (라)의 부피(L)를 각각 x, y라고 하면 0.5x`:`0.2y= 

2`:`1이고 x`:`y=4`:`5이다. 따라서 혼합 전 용액의 부피비가 

(가) : (라)=4 : 5인 경우 만족한다.

ㄷ. 마찬가지로 HB의 양(mol)의 ;2!;이 중화되면 
[BÑ]
[HB] 

 =1이고 혼

합 전 물질의 몰비는 HB`:`NaOH=2`:`1이어야 한다. 혼합 용액을 

만드는 데 사용한 (나)와 (라)의 부피(L)를 각각 x', y'라고 하면 

0.1x'`:`0.2y'=2`:`1이고 x'`:`y'=4`:`1이다. 따라서 혼합 전 용액의 

부피비가 (나) : (라)=4 : 1인 경우 만족한다.

10  산의 이온화 상수

ㄱ. (가)에서 [AÑ]=[H£O±]=2_10ÑÞ M 이므로 pH<5이다.

ㄴ. HA(aq)에서 이온화하는 HA의 몰 농도를 y M이라고 하면,  

HA의 이온화 상수는 K�=
[AÑ][H£O±]  

[HA]
=(2_10ÑÞ )2 

0.2-y  이고 HA는 

약산이므로 0.2-y?0.2이므로 K�=(2_10ÑÞ )2 
0.2 =2_10-9이다.

ㄷ. 25¾에서 반응 HA(aq)+OHÑ(aq) ^j& AÑ(aq)+HªO(l)

의 평형 상수(K)=
[AÑ] 

[HA][OHÑ]
= 1

Kº=
K� 
K· =

2_10-9

1_10-14=2_10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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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완충 용액의 pH
ㄱ. (가)에서 이온화하는 HA의 몰 농도를 a M라고 하면 HA의 

이온화 상수 K�=
[H£O±]2

0.05-a
=2_10ÑÝ̀ `이고 0.05-a≒0.05이므로 

[H£O±]2=1_10Ñ5 M2이다.

ㄴ. 산 HA의 이온화 상수(K�)는 2_10ÑÝ 이므로 AÑ(aq)+HªO(l) 

^j& HA(aq)+OHÑ(aq)에서 염기 AÑ의 이온화 상수(Kº)=K·  
K� 

=1_10Ñ14
2_10ÑÝ =5_10Ñ11이다. (나)에서 AÑ의 처음 농도는 0.02 M

이고, 반응 AÑ(aq)+HªO(l) ^j& HA(aq)+OHÑ(aq)에서 

이온화하는 AÑ의 몰 농도를 b M라고 하면 Kº=
[HA][OHÑ] 

[AÑ]
=

b2

0.02-b?
b2

0.02=5_10Ñ11이므로 [OHÑ]=1_10Ñ6 M이다. 따라서 

pOH=6이다.

ㄷ. (다)의 pH=3이므로 [H£O±]=1_10Ñ3 M이다. 산 HA의 이온

화 상수(K�)=
[AÑ][H£O±]

[HA] 
=2_10ÑÝ 에서 

[AÑ]
[HA] 

_10Ñ3=2_10ÑÝ

이므로 
[AÑ]
[HA] 

=;5!;이다. (다)에 NaOH(s)을 소량 넣어 준 혼합 용 

액에서는 HA의 양(mol)이 감소하고 AÑ의 양(mol)이 증가한다. 따

라서 
[AÑ]
[HA] 

>;5!;이다.

12  완충 용액의 [H£O±]

(가)에서 K�=6_10ÑÞ =
[AÑ]
[HA] 

_3_10Ñ4이므로 
[AÑ]
[HA] 

=;5!;이고, 

[A]=0.01 M이므로 [HA]=0.05 M이다. (가)에 0.1 M NaOH(aq) 
x L를 첨가하면 첨가된 OHÑ의 양은 0.1x mol이고,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HA(aq) + OHÑ(aq) ^jj& AÑ(aq) + HªO(l)

반응 전(mol) 0.05 0.1x 0.01

반응(mol) -0.1x -0.1x +0.1x

반응 후(mol) 0.05-0.1x 0 0.01+0.1x

(나)에서 K�=
[AÑ][H£O±]

[HA]
이고 K�=[H£O±]=6_10ÑÞ 이므로 

[HA]=[AÑ]이다. 0.05-0.1x=0.01+0.1x이다. 따라서 x=0.2이

다.

01 ④ 02 ② 03 ⑤ 04 ③ 05 ⑤

06 ②

본문 83~85쪽수 점 스능 테 트3

01  산과 염기의 이온화 상수

ㄱ. BÑ(aq)+ HªO(l) ^j& HB(aq)+OHÑ(aq)에서 Kº=5 

_10Ñ ß  이므로 BÑ의 짝산인 HB의 이온화 반응식은 HB(aq)+ 

HªO(l) ^j& BÑ(aq)+H£O±(aq)이고 HB의 이온화 상수 K�=

K·  
Kº=

1_10-14

5_10-6=2_10Ñ9이다. 산의 이온화 상수가 HA>HB 

이므로 산의 세기는 HA>HB이다.

ㄴ. (가)에서 K�=
[AÑ][H£O±]

[HA] 
 =0.01_[H£O±]=3_10Ñ8이므

로 [H£O±]=3_10Ñ6 M이다.

ㄷ. (나)의  pH=5이므로 [H£O±]=1_10ÑÞ M이다. HB의 이온화 

반응 HB(aq)+HªO(l) ^j& BÑ(aq)+H£O±(aq)에서 HB의 이

온화 상수는 K�=
[BÑ][H£O±]

[HB] 
?

[H£O±]2

x
=(1_10-5)2

x =2_10Ñ9

이다. 따라서 x=0.05이다.

02  완충 용액 만들기

ㄱ. XCl(aq)의 액성은 중성이므로 X±은 가수 분해되지 않는다. Ⅰ

은 염과 강염기의 혼합 용액이고, Ⅱ는 염과 염의 혼합 용액으로 모두 

완충 용액이 아니다.  따라서 ㉠은 ‘아니요’이다.

ㄴ. CH£COOX(aq)의 액성이 염기성인 이유는 CH£COOÑ이 가

수 분해되어 OHÑ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Ⅳ는 CH£COOÑ과 

CH£COOH의 혼합 용액인 완충 용액이다. 

Ⅲ에서 V=50이면 CH£COOH이 모두 반응하여 완충 용액이 될 수 

없으므로 혼합 전  XOH(aq)의 부피(mL) V<50이다.

ㄷ. Ⅳ는 완충 용액으로 [CH£COOH]?[CH£COOÑ]이고

[X±]
[H£O±]

?
[CH£COOÑ] 

[H£O±]
"1이므로 [X±]>[H£O±]이다.

03  약산의 이온화 반응과 이온화 상수

ㄱ. (가)와 (나)에서 [ClOÑ]=[H£O±]이고 [H£O±]2은 (나)>(가)이므

로 [ClOÑ]는 (나)>(가)이다.

ㄴ. HClO(aq)의 처음 농도가 C M, 반응 농도가 x M라고 하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HClO(aq) + HªO(l) ^jj& ClOÑ(aq) + H£O±(aq)

반응 전(M) C

반응(M) -x +x +x

반응 후(M) C-x x x

HClO의 이온화 상수는 K�=
[H£O±][ClOÑ]

[HClO]
= x2

C-x에서 C-x

≒C이고 K�= x2

C=
[H£O±]2

C
이다. (나)에서 K�=6_10-7

0.2 = 

3_10Ñ6이므로 25¾에서 HClO의 이온화 상수(K�)는 3_10Ñ6이다.

(가)에서 K�=3_10-8

a =3_10Ñ6이고 a=0.01이다.

ㄷ. 25¾에서 HClO의 이온화 상수 K�=3_10Ñ6이므로 짝염기인 

ClOÑ의 이온화 상수(Kº)=K·  
K�=

1_10-14

3_10-6  이다. 25¾에서 0.03 M  

NaClO(aq)에서 Na±은 가수 분해되지 않고, HClO은 약산이므로 

ClOÑ은 가수 분해된다. ClOÑ(aq)의 처음 농도는 0.03 M이고, 반

응 농도를 y M라고 하면 ClOÑ이 가수 분해되는 화학 반응의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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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과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ClOÑ(aq) + HªO(l) ^jj& HClO(aq) + OHÑ(aq)

반응 전(M) 0.03

반응(M) -y +y +y

반응 후(M) 0.03-y y y

ClOÑ의 이온화 상수 Kº=
[HClO][OHÑ] 

[ClOÑ]
= y2

0.03-y≒
y2

0.03= 

1_10-14

3_10-6 이고 y=[OHÑ]=1_10ÑÞ  M이므로 pOH=5이고 pH

=9이다.

04  완충 용액

25¾에서 NH£의 이온화 상수는 Kº=
[NH¢±][OHÑ] 

[NH£]
=1.8_10ÑÞ 

이다.

ㄱ. (가)는 
[NH¢±] 
[NH£]

=1이고 약염기와 그 약염기의 짝산으로 이루어

진 완충 용액이다.

ㄴ. Kº=
[NH¢±][OHÑ] 

[NH£]
에서 수용액의 온도는 25¾로 일정하므로 

Kº는 일정하고 [OHÑ]는 
[NH¢±] 
[NH£]

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나)의 [OHÑ] 
(가)의 [OHÑ]

=:Á9Á:이고 
(나)의 [H£O±] 
(가)의 [H£O±]

=;1»1;이다.

ㄷ. (가)에서 NH£(aq)과 HCl(aq)의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NH£(aq) + H±(aq) ^jj& NH¢±(aq)

반응 전(mol) 
12 
1000

xy 
1000

반응(mol) -
xy 
1000

-
xy 
1000

+
xy 
1000

반응 후(mol)
12-xy 
1000

0
xy 
1000

[NH¢±] 
[NH£]

 = xy
12-xy=1이므로 xy=6이다.…식 ㉠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NH¢±] 
[NH£]

 = 12x
0.4y-12x=;1»1;이므로 

y=200
3  x이다. …식 ㉡  

㉠과 ㉡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x=0.3, y=20이다.

05  약산의 이온화 상수와 pH
ㄱ. (가)에서 반응한 HA의 몰 농도를 x M라고 하면, 평형 상태에서 

물질의 몰 농도는 [HA]=0.6-x≒0.6 M, [AÑ]=[H£O±]=x M이

다. 

산 HA의 이온화 상수(K�)=
[AÑ][H£O±]

[HA] 
=

[AÑ]2

0.6
 =6_10ÑÞ 이므

로 [AÑ]=6_10Ñ3 M이다.

ㄴ. (다)에서 
[AÑ]
[HA] 

=;3$;이므로 K�=;3$;_[H£O±]=6_10Ñ Þ`이다. 

따라서 [H£O±]=4.5_10ÑÞ M이다.

ㄷ. (라)에서 pH=5이므로 [H£O±]=1_10ÑÞ M이고, K�=
[AÑ]
[HA] 

_10ÑÞ  =6_10ÑÞ  이므로 
[AÑ]
[HA] 

=6이다. (라)에서 [AÑ]=0.6 M이

고 [HA]=0.1 M이므로 (라)에 들어 있는 HA(aq)의 양은 0.1 mol

이다.

06  산의 이온화 상수

ㄱ. (가)에서 HA의 양은 0.003 mol, NaOH 0.12 g은 
0.12
40 = 

0.003 mol이므로 HA(aq)+NaOH(aq) 1Ú NaA(aq)+ 

HªO(l) 반응이 진행되어 HA와 NaOH이 모두 소모되고 NaA 

0.003 mol이 생성된다. 따라서 (나)에서 
[AÑ] 
[HA]

 는 1이 아니다.

ㄴ. (나)에서 [AÑ]=0.003
0.1 =0.03 M이고 pH=8이므로 [OHÑ]=

K· 

 [H£O±]
=1_10-14

1_10-8=1_10Ñ6 M이다.  

AÑ은 가수 분해되어 OHÑ을 생성한다. 물에서 가수 분해하여 반응

한 AÑ의 몰 농도를 x M라고 하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AÑ(aq) + HªO(l) ^jj& HA(aq) + OHÑ(aq)

반응 전(M) 0.03

반응(M) -x +x +x

반응 후(M) 0.03-x x x

AÑ의 이온화 상수(Kº)=
[HA][OHÑ] 

[AÑ]
=

[OHÑ]2 
0.03-x

 ≒
(1_10-6)2

0.03

=;3!;_10Ñ10이고 HA의 이온화 상수(K�)=K·  
Kº=3_10ÑÝ 이다.

ㄷ. 0.3 M HA(aq) 10 mL에 NaOH(s) 0.12 g을 녹인 수용액에

서는 HA 0.003 mol과 NaOH 0.003 mol이 반응하여 NaA 

0.003 mol이 생성된다. [AÑ]=0.003 mol 
0.01 L =0.3 M이고 AÑ은 가

수 분해하여 OHÑ을 생성한다. 가수 분해하는 AÑ의 몰 농도(M)를 

z M라고 하면 AÑ의 이온화 상수(Kº)=
[HA][OHÑ] 

[AÑ]
=

[OHÑ]2 
0.3-z

 

≒
[OHÑ]2
0.3 =;3!;_10Ñ10이다. [OHÑ]2=1_10Ñ11 MÛ   이므로 [OHÑ] 

=10Ñ5.5 M이다. 따라서 pOH=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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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속도
THEME

11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89쪽

정답 ③

시간 0~100 s, 100 s~200 s에서 증가한 전체 기체의 압력은 각각 

;4!; atm, ;8!; atm이고, 반응하는 A(g)의 양(mol)과 생성되는 

C(g)의 양이 같으므로 결국 증가한 전체 기체의 압력은 증가한 

B(g)에 의한 것이다. t=100 s에서 C(g)의 부분 압력은 ;2!; atm

이므로 생성 몰비는 B : C=1 : 2이고 b=1이다.  

ㄱ. t=200 s일 때 P�은 t=100 s일 때 P�_;2!;만큼 증가했으므로 

이 반응은 A에 대한 1차 반응이고, 반감기는 100 s이다. 

ㄴ. 반응 초기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A(g)의 양(mol)을 4n이라고 

할 때, t=200 s일 때는 반감기가 2번 지난 시점이므로 A(g)~C(g)

의 양(mol)은 각각 n, ;2#;n, 3n이고 B(g)의 몰 분율은 ;1£1;이다. 

ㄷ. 일정 시간 동안의  -D[A]
Dt

 는 평균 반응 속도이다. t=0~100 

s와 t=0~200 s에서 평균 반응 속도는 각각 -2n-4n
100

,-n-4n 
200

에 비례하므로 평균 반응 속도는 t=0~100 s 동안이 t=0~200 s 

동안의 ;3$;배이다. 

01 ⑤ 02 ③ 03 ③ 04 ③ 05 ⑤

06 ③ 07 ⑤ 08 ④ 09 ② 10 ②

11 ③ 12 ⑤ 

본문 90~92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의 반응 속도

탄산 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CaCO£(s)+2HCl(aq) 1Ú CaClª(aq)+HªO(l)+COª(g)
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량이 감소하는 것은 반응 결과 COª(g)가 

생성되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성물 중 기체 상태의 물질

이 존재한다. 

ㄴ. 0~10 s에서 질량 변화는 1.0 g이다. 따라서 0~10`s에서 반응의  

빠르기는 
1.0 g
10 s  =0.1 g/s이다. 

ㄷ. 질량 변화는 0~10 s에서 1.0 g, 10~20 s에서 0.5 g, 20~30 s

에서 0.3 g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응의 빠르기는 점점 감소한

다. 이는 반응이 진행되어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하고 그 결과 반응의 

빠르기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02  기체 발생 반응의 반응 속도 측정 방법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은 Hª(g)가 발생하는 반응이다. 기체

가 발생하는 반응의 경우 반응 시간에 따라 생성된 기체를 포집하거

나,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며 감소하는 질량 변화를 측

정함으로써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A는 질량 변화를 측정하는 

장치를, B는 생성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장치를 준비하였으므로 

A와 B는 주어진 반응의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C는 반응 결과 

고체가 생성되는 반응에 적합한 장치이므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의 

반응 속도를 측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03  반응 속도식과 1차 반응

ㄱ. 주어진 반응의 반응 속도식이 v=k[A]이므로 이 반응은 A에 대

한 1차 반응이다. 따라서 [A]가 클수록 반응 속도는 크다. 

ㄴ. 일정한 온도에서 k는 일정하다. 따라서 반응이 진행이 되더라도 

온도가 일정하므로 k는 일정하다. 

ㄷ. A(g)의 초기 농도가 [A]¼라고 할 때, 반감기가 1번 지나면 [A]

는 ;2!;[A]¼가 되는데 반응 계수비가 A : B=1 : 2이므로 반감기가 1

번 지났을 때 [B]는 [A]¼와 같다. 

04  반응물의 초기 농도와 반응 속도식

ㄱ. 반응물의 초기 농도와 반응 속도가 비례하므로 이 반응은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따라서 m=1이다. 

ㄴ. A에 대한 1차 반응이므로 이 반응은 반감기가 일정하다.

ㄷ. v=k[A]이므로 a M/s=k_1 M, k=a sÑÚ 이다. 

05  화학 반응식과 1차 반응

ㄱ. 주어진 반응은 반감기가 t s로 일정한 반응이므로 반응물의 농도

에 대한 1차 반응이다. 따라서 NªO°에 대한 1차 반응이다.

ㄴ. 반응 전후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 수는 같으므로 

a=2, b=4이다. t s는 반감기가 1번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이때 

NªO°(g)와 NOª(g)의 부분 압력은 각각 ;2!; atm, 1 atm이다. 

ㄷ. 2t s는 반감기가 2번 지난 시점으로 이때 NªO°(g), NOª(g), 

Oª(g)의 부분 압력은 각각 ;4!; atm, ;2#; atm, ;8#; atm이므로 전체 

기체의 압력은 :Á8¦: atm이다. 

06  생성물의 농도와 1차 반응

반응 계수비는 A(g) : B(g)=2 : 1이고, 시간 t s가 지날 때마다 [B]

의 변화량(M)이 2, 1, 0.5이므로 0~3t s에서 t s가 지날 때마다 [A]

의 변화량(M)은 4, 2, 1이다. 따라서 초기에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A]=8 M이다. 
x mol
0.5 L  =8 M, x=4이고 4t s일 때 [B](=y)=3.75 

M이므로 x×y=15이다. 

07  반응물의 농도와 반응 속도

ㄱ. [A]는 0~1 min 동안 1 M 감소, 1 min~2 min 동안 0.5 M 

감소하므로 이 반응은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따라서 반응 속도식

은  v=k[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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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3 min은 반감기가 3번 지난 시점이므로 x=0.25이다. 

ㄷ. 1 min일 때 [A]~[C]는 각각 1 M, 1 M, 2 M이고, 2 min일 

때 [A]~[C]는 각각 0.5 M, 1.5 M, 3 M이다. 

따라서 
1`min에서`A(g)의`부분`압력 

2`min에서`C(g)의`부분`압력
=;1°2; 이다. 

08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 속도는 빠르다. A(g)
가 들어 있는 강철 용기에서 ㉠과 ㉡이 각각 일어날 때 초기 반응 속도

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이 ㉠보다 빠르지만 A(g)의 초기 농도가 

같으므로 반응이 모두 진행된 후 생성된 B(g)의 농도는 서로 같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B]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09  반응물의 농도와 반응 속도식

ㄱ. Ⅰ과 Ⅱ에서 [B]가 2배 증가할 때 초기 반응 속도는 2배 증가하

므로 이 반응은 B에 대한 1차 반응으로 n=1이다. 

Ⅲ과 Ⅳ에서 [A]가 ;2#;배, [B]가 ;9$;배일 때 초기 반응 속도는 같으므

로 A에 대한 2차 반응이다. 따라서 m=2이고 m+n=3이다. 

ㄴ. 초기 반응 속도는 Ⅳ에서가 Ⅰ에서의 4배이므로 4_x2y= 

(3y)2(4y)이고, x=3y이다. 

ㄷ. 반응 속도식은 v=k[A]Û [B]이므로 k=
v

[A]2[B]
 이고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는 
M/s

M2·M
=MÑ2·sÑ1이다. 

10  반응물의 농도와 순간 반응 속도

ㄱ. 시간에 따른 [B]가 ㉠에서가 ㉡에서보다 크다. 따라서 반응물의 

농도는 ㉠이 ㉡보다 크다. (가)와 (나)의 부피는 각각 1 L, 0.5 L이고 

초기에 넣은 A(g)의 양이 1 mol로 동일하므로 (가)와 (나)에서 A의 

초기 농도는 각각 1 M, 2 M이다. 따라서 ㉠은 초기 농도가 큰 (나)

이다. 

ㄴ. 반응에서 계수비는 A(g) : B(g)=1 : 2이므로 같은 시간 동안 

(가)와 (나)에서 반응한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된 생성물의 농도비는 

같다. 

ㄷ. P와 Q에서 생성물의 농도가 각각 2 M, 1 M이므로 반응물의 

농도는 각각 1 M, 0.5 M이다. 따라서 순간 반응 속도는 P에서가 Q

에서보다 크다. 

11  물질의 농도와 반응 속도

ㄱ.  (가)에서 t min일 때, [B] : [C]=1 : 6이므로 c=6이다. (나)에

서 A(g)의 초기 농도는 6.4 M이고 t min일 때 0.8 M이므로 

t min 동안 A(g)는 5.6 mol 반응했고, 생성된 B(g)는 1.4 mol

이다. 따라서 a=4이므로 a : c=2 : 3이다.

ㄴ. 반응 계수비는 A(g): B(g): C(g)=4 : 1 : 6이므로 x=0.2,

y=8.4이고 y=42x이다. 

ㄷ. [A]는 (나)가 (가)의 4배인데 초기 반응 속도는 (나)가 (가)의 4배

이다. 따라서 이 반응은 A에 대한 1차 반응이고 반감기가 일정하다. 

(가)와 (나)에서 t min일 때 [A]가 각각 0.2 M, 0.8 M로 반감기

가 3번 지난 시점이므로, 이 반응의 반감기는 ;3!; t min이다. 따라서 

;3!; t min는 반감기가 1번 지난 시점이므로 (가)에서 [A]=0.8 M, 

(나)에서 [C]=4.8 M이므로 
(가)에서 [A] 

(나)에서 [C]
=;6!; 이다.

12  기체의 압력과 반응 속도

ㄱ. 반응 시간이 0일 때, 전체 기체의 압력이 1`atm이고 t min일 

때는 ;2#;`atm, 2t min일 때는 ;4&;`atm이다. 따라서 시간 변화량이  

t`min일 때 압력 증가량이 ;2!;`atm, ;4!;`atm으로 변화하므로 b=2이 

고 반감기는 t min이다. 

ㄴ. 표는 시간에 따른 A(g)와 B(g)의 양(mol)과 전체 기체의 압력

(P)이다. 

반응 시간(min) 0 t 2t 3t

물질의
양(mol)

A(g) N 0.5N 0.25N 0.125N

B(g) 0 N 1.5N 1.75N

P(atm) 1 ;2#; ;4&; :Á8°:

따라서 x=:Á8°: 이다. 

ㄷ. 화학 반응 전후 전체 기체의 질량은 일정하다. 2t min은 반감기

가 2번 지난 시점이므로 A(g)는 ;4!; w g 남고, B(g)는 ;4#; w g 생성

되었다. 따라서 2t min일 때 
A의`질량

B의`질량
 =;3!;이다. 

01 ② 02 ③ 03 ⑤ 04 ② 05 ①

06 ④

본문 93~95쪽수 점 스능 테 트3

01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합과 반응 속도

반응 시간이 0일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 농도 합이 8 M이므로 초

기에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A]=8 M이다. 따라서 A w g의 양은 

0.8 mol이다. 

ㄱ. 1 min 간격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합은 8 M, 12 M, 14 

M, 15 M, 15.5 M로 변한다. 

표는 시간에 따른 A(g)와 B(g)의 농도이다. 

반응 시간(min) 0 1 2 3

[A] (M) 8 4 2 1

[B] (M) 0 8 12 14

[A]+[B] (M) 8 12 14 15

0~2min 동안 생성된 [B]=12 M이므로 평균 생성 속도는 
12 M
2 min

=6 M/min이다. 

ㄴ. 2 min은 반감기가 2번 지난 시점이므로 A(g)는 ;4!;w g 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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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는 ;4#;w g 생성된다.

ㄷ. A(g)의 초기 농도가 다르더라도 온도가 일정하므로 반감기는 

1 min이다. 따라서 3 min은 반감기가 3번 지난 시점이므로 [A]는 

4×{;2!;}
3
=0.5 M이다. 

02  시간에 따른 반응물의 농도와 1차 반응

(가)에서 X(g)의 초기 농도([X]¼)에 따른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하므로 X(g) 1Ú Z(g) 반응은 X에 대한 1차 반응이고, (나)에서 

반감기가 t s로 일정하므로 Y(g) 1Ú Z(g) 반응은 Y에 대한 1차 

반응이다. 

ㄱ. X(g) 1Ú Z(g), Y(g) 1Ú Z(g) 반응은 모두 반응물에 대

한 1차 반응이므로 m, n은 각각 1로 같다.

ㄴ. 반응 속도 상수는 Y(g) 1Ú Z(g) 반응이 X(g) 1Ú Z(g)  
반응보다 크므로 X(g) 1Ú Z(g) 반응의 반감기는 Y(g) 1Ú 

Z(g) 반응의 반감기인 t s보다 크다. 따라서 t s일 때 [X]는 2 M보

다 크다. 

ㄷ.  X(g) 1Ú Z(g) 반응에서 반응 속도 상수 k=a M/s
2 M =a

2   sÑ
1 

이다. 따라서 Y(g) 1Ú Z(g) 반응에서 반응 속도 상수는 a  sÑ1이고, 

4t s일 때 [Y]=0.25 M이므로 4t s일 때 vª=0.25 M_a  sÑ1=0.25a 

M/s이다.

03  반응물의 초기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비

A(g)가 들어 있는 강철 용기에서 반응이 모두 진행되었을 때 [B]와 

[C]의 비가 3 : 1이므로 c=1이다. 3 L에 0.1 mol의 A(g)가 들어 있

고, 이때 A(g)의 압력은 P=0.1 mol×30 atm·L/mol
3 L =1 atm, 

[A]¼=;3Á0; M이다. 1 atm의 A(g)가 모두 반응하였을 때 생성되는 

B(g)는 1.5 atm{;2Á0; M}이므로 6a=1.5, a=;4!;이다. 표는 반응  

시간에 따른 
[B]

 [A]¼
 , 

[C]

 [A]¼
 이다. 

반응 시간(min) 1 2 3 t

[B]

[A]¼ 
;4#; ;8(; ;1@6!; ;2#;

[C]

[A]¼ 
;4!; ;8#; ;1¦6; ;2!;

ㄱ. 1 min일 때 
[B]

 [A]¼
=;4#;이므로 [B]=;4#;×;3Á0; M=0.025 M이다. 

ㄴ. 0~1 min 동안 
[B]

 [A]¼
가 ;4#;만큼 증가했으므로 

[A]

 [A]¼
는 ;2!;만큼  

감소했고, 1~2 min 동안 
[B]

 [A]¼
가 ;8#;만큼  증가했으므로 

[A]

 [A]¼
는 ;4!;

만큼  감소했다. 0~1 min 동안 [A]는 [A]¼의 ;2!;만큼  감소, 1~2 min  

동안 [A]는 [A]¼의 ;4!;만큼 감소했으므로 이 반응은 A에 대한 1차 반

응이고 반감기는 1 min이다. 따라서 2~3 min 동안 [A]는 [A]¼의 ;8!; 

로 감소하므로 
[B]

 [A]¼
, 

[C]

 [A]¼
 는 각각 ;1£6;, ;1Á6;만큼 증가하고 3 min

일 때 
[B]

 [A]¼
, 

[C]

 [A]¼
는 각각 ;1@6!;, ;1¦6;이다. 

ㄷ. 4 min은 반감기가 4번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A(g)는 1 atm×

{;2!;}
4
=;1Á6; atm이고, B(g)는 ;1!6%; atm×;2#;=;3$2%; atm이며, C(g)

는 ;1!6%; atm×;2!;=;3!2%; atm이다. 따라서 혼합 기체의 압력은 ;1#6!; 

atm이다. 

04  반응물의 질량과 1차 반응

ㄱ. Ⅰ에서 반응 종료 후 C(g)의 압력이 4P atm이므로 반응 초기

에 용기에 들어 있는 A(g)와 B(g)의 압력(atm)은 각각 4P, 8P

이다. 5 min에서 혼합 기체의 압력이 8P atm이므로 반응 계수비

로부터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A(g)~C(g)의 압력(atm)은 각각 

2P, 4P, 2P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g)의 부분 압력은 2P 

atm이다. 

ㄴ. Ⅰ과 Ⅱ에서 5 min 동안 감소하는 압력이 4P atm으로 같으므

로 반응 속도는 같다. 따라서 Ⅱ에서 반응 초기에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A(g), B(g)의 압력(atm)은 각각 4P, 14P이고 반응 완결 후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기체는 B(g)와 C(g)이며 압력(atm)은 각각 

6P, 4P이다. Ⅰ에서 A(g) 4P atm, B(g) 8P atm에 해당하는 

질량의 합이 w g, Ⅱ에서 A(g) 4P atm, B(g) 14P atm에 해당

하는 질량의 합이 1.3w g이므로 Ⅰ과 Ⅱ의 질량 차인 0.3w g은 

B(g) 6P atm에 해당하는 질량이다. 따라서 Ⅰ과 Ⅱ에서 반응 초기

에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B(g)의 질량은 각각 0.4w g, 0.7w g으로 

질량비는 Ⅰ:Ⅱ=4 : 7이다. 

ㄷ. Ⅲ에서 5 min 동안 감소한 전체 기체의 압력이 6P atm이고, 

주어진 반응은 A에 대한 1차 반응이므로 Ⅲ에서의 반응 속도는 Ⅰ,

Ⅱ에서의 1.5배이다. 따라서 반응 초기에 용기에 들어 있는 A(g), 
B(g)의 압력(atm)은 각각 6P(0.9w g), 10P(0.5w g)이고 반응 완

결 후 B(g)는 모두 반응하며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A(g), C(g)의  

압력(atm)은 각각 P, 5P이다. 따라서 x=1.4w, y=6이고, 
x 
y

=;3¦0; w이다. 

05  기체의 부분 압력과 반응 속도

A(g) a mol과 He(g)이 혼합되어 있을 때 초기의 P=;2#; atm, 

P�=1 atm이므로 A(g)와 He(g)의 몰비는 2 : 1이고,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He(g)은 ;2!; a mol, 부분 압력은 ;2!; atm이다. 

ㄱ. He(g)의 부분 압력은 항상 일정하므로 0, t, 2t에서 He(g)을 

제외한 혼합 기체의 압력은 각각 1 atm, ;8%; atm, ;3!2&; atm이다. 

0~t 동안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2A(g) 1Ú B(g)

반응 전(atm) 1 0

반응(atm) -2pÁ +pÁ

반응 후(atm) 1-2pÁ p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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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에서 전체 He(g)를 제외한 혼합 기체의 압력이 ;8%; atm이므로  

1-pÁ=;8%;, pÁ=;8#;이다. 따라서 t에서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A(g), 

B(g), He(g)의 부분 압력은 각각 ;4!; atm, ;8#; atm, ;2!; atm이다. 

따라서 x=;4!;이다. 

ㄴ. t~2t 동안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2A(g) 1Ú B(g)

반응 전(atm) ;4!; ;8#;

반응(atm) -2pª +pª

반응 후(atm) ;4!;-2pª ;8#;+pª

2t에서 He(g)을 제외한 혼합 기체의 압력이 ;3!2&;  atm이므로 ;4!;+

;8#;-pª=;3!2&;, pª=;3£2; 이다. 따라서 2t일 때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A(g), B(g), He(g)의 압력은 각각 ;1Á6; atm, ;3!2%; atm, ;2!; atm

이다. A(g) a mol의 압력이 1 atm이므로 B(g)의 양은 ;3!2%; a mol

이다. 

ㄷ. 0, t, 2t일 때 A(g)의 압력은 각각 1 atm, ;4!; atm, ;1Á6; atm

이다. 따라서 시간 t 간격으로 A(g)의 압력이 ;4!;씩 감소하므로 주어 

진 반응은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따라서 순간 반응 속도는 t일 때

가 2t일 때의 4배이다.

06  기체의 몰 분율과 반응 속도

Ⅰ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A(g) 1Ú 2B(g)

반응 전(mol) x 0

반응(mol) -nÁ +2nÁ

반응 후(mol) x-nÁ 2nÁ

2t`s일 때 A(g)의 몰 분율은 
x-nÁ
x+nÁ  =;3!;, nÁ=;2!;x이다. 따라서 

2t s일 때 A(g), B(g)의 양(mol)은 각각 ;2!;x, x이다. 

Ⅱ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C(g) 1Ú 2D(g)

반응 전(mol) y 0

반응(mol) -nª +2nª

반응 후(mol) y-nª 2nª

2t`s일 때 C(g)의 몰 분율은 
y-nª
y+nª =;7!;, nª=;4#;y이다. 따라서 2t s 

일 때 C(g), D(g)의 양(mol)은 각각 ;4!;y, ;2#;y이다. 3t`s일 때  

C(g)의 몰 분율은 
y-n£
y+n£  =;1Á5;, n£=;8&;y이다. 따라서 3t`s일 때 

C(g), D(g)의 양(mol)은 각각 ;8!;y, ;4&;y이다. 

표는 반응 시간에 따른 물질의 양(mol)이다. 

반응 시간(s) 0 t 2t 3t

물질의 양(mol)

A(g) x ;4#;x ;2!;x

B(g) 0 ;2!;x x

C(g) y ;4!;y ;8!;y

D(g) 0 ;2#;y ;4&;y

2t s일 때 [A]=[C]=m M이므로 ;2!;x=;4!;y, y=2x이다. 따라서  

기체의 양(mol)은 Ⅱ에서가 Ⅰ에서의 2배이므로 PÁ=2이다. 

3t s일 때 [A]=[C]=n M이므로 Ⅰ에 들어 있는 A(g)와 B(g)의 양

(mol)은 각각 ;4!;x, ;2#;x이다. 따라서 a=;7!;이다. C(g) r1Ú 2D(g) 

반응은 반감기가 t s로 일정한 반응으로 t s일 때 C(g), D(g)의 양

(mol)은 각각 ;2!; y, y이고, b=;3!;이다.

반응물이 모두 반응한 후 생성된 B(g), D(g)의 양(mol)은 각각 

2x, 2y(4x)이다. (가)에서 Ⅰ에 A(g) x mol 들어 있을 때의 압력이 

1 atm이므로 (다)에서 부피가 2V`L이고, 전체 기체의 양은 6x mol

이므로 전체 기체의 압력(Pª)은 3 atm이다. 따라서 
b
a_

Pª
PÁ=

1 
3

 
 

1 
7

 _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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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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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98쪽

정답 ③

ㄱ. 
Põ
P�  는 

B(g)`의`양(mol)
A(g)의`양(mol) 과 같다. TÁ에서 반응 시간 3t일 때 

A와 B의 양(mol)이 각각 2n, 25n이라고 할 때, 2t일 때 A와 B의 

양(mol)은 각각 4n, 22n, t일 때 A와 B의 양(mol)은 각각 8n, 

16n이다. 따라서 반응 전 A와 B의 양(mol)은 각각 16n, 4n이다. 

따라서 TÁ에서 반감기는 t이고, (가)에서 반응 전 A(g)의 몰 분율은 

;5$;이다. 

ㄴ. 반응 전 전체 기체의 몰비가 (가) : (나)=5 : 4이므로 반응 전 (가)

와 (나)에 들어 있는 전체 기체의 양(mol)을 각각 20n, 16n이라고 할 

때, 반응 전 B(g)의 몰비는 (가) : (나)=1 : 2이므로 (가)에서 반응 전 

B(g)의 양(mol)은 4n이고 (나)에서 반응 전 B(g)의 양(mol)은 8n

이다. (나)에서 3t일 때 Põ
P� =

8n+3x
8n-2x

=:Á2¦:이므로 0~3t 동안 반

응한 A(g)의 양(mol)은 6n이다. 따라서 3t일 때 A(g)의 양(mol)

은 2n으로 반감기가 2번 지난 시점이므로 Tª에서 이 반응의 반감기

는 ;2#;t이다. 

ㄷ. 반응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는 크고 반감기는 작다. TÁ에서 

반감기는 t이고, Tª에서 반감기는 ;2#;t이므로 TÁ>Tª이다. 

01 ⑤ 02 ③ 03 ⑤ 04 ① 05 ③

06 ④ 07 ④ 08 ② 09 ③ 10 ④

11 ① 12 ③

본문 99~101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촉매와 반응 속도

  ①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부촉매

는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물질이다. ㉠

은 촉매 X를 사용한 경우로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보다 활성화 에

너지가 크다. 따라서 X는 부촉매이다. 

  ② ㉠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a-c이고, ㉡에서 역반응의 활

성화 에너지는 b-c이다. 따라서 ㉠과 ㉡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

지 차이는 a-b이다. 

  ③ 반응 엔탈피는 촉매 유무와 무관하고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 ㉡에서 정반응의 반응 엔탈피(DH)는 모

두 c-d이다. 

  ④ 화학 반응에서 평형 상수는 온도에 의존한다. 따라서 ㉠과 ㉡은 

온도가 일정하므로 평형 상수가 같다. 

  ⑤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와 촉매의 영향을 받는다. 

㉠은 ㉡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커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보다 

느리게 일어나므로 kÁ과 kª는 ㉠이 ㉡보다 작다. 

02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ㄱ. 같은 시간 동안 생성된 B(g)의 몰 농도는 Ⅱ에서가 Ⅰ에서보다 

크다. 따라서 반응 속도는 Ⅱ에서가 Ⅰ에서보다 크므로 Tª>TÁ이다. 

ㄴ. A에 대한 1차 반응이고 Ⅰ~Ⅲ에서 초기 A(g)의 농도가 모두 

같으므로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 상수에 의해 결정된다. 0~10 s 동

안 생성된 B(g)의 농도로부터 초기 반응 속도는 Ⅱ>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응 속도 상수는 Ⅱ>Ⅰ이다.

ㄷ.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Ⅰ과 Ⅱ에

서 반응 속도가 다른 것은 활성화 에너지는 같지만 온도가 높은 Ⅱ에

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 수가 많기 때문이다. Ⅲ

에서 사용한 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정촉매이고, 반응의 활

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Ⅰ=Ⅱ>Ⅲ이다. 

03  촉매와 활성화 에너지

ㄱ.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 수가 증가하여 반응 속도가 빨라

진다.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Ⅰ에서가 Ⅱ에서보다 크다. 따라서 

TÁ>Tª이다.

ㄴ. TÁ>Tª이므로 초기 반응 속도는 TÁ일 때가 Tª일 때보다 빨라

야 하는데 초기 반응 속도는 X(s)를 첨가한 Ⅱ가 Ⅰ보다 크다. 따

라서 X(s)는 반응 속도가 빨라지도록 영향을 주는 정촉매임을 알 

수 있다. 

ㄷ.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Ⅱ에 정

촉매를 첨가하였으므로 활성화 에너지는 Ⅰ>Ⅱ이다. 

04  온도와 반응 속도

ㄱ.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 상수가 증가하므로 반응 속도는 빨라

진다. 따라서 반응 속도 상수는 (나)>(가)이다. 

ㄴ. 반응 속도 상수가 크면 반감기는 짧다. (나)는 (가)보다 온도가 높

아 반응 속도 상수가 크므로 반감기가 짧다. 따라서 반감기는 

(가)>(나)이다. 

ㄷ. 온도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활

성화 에너지는 (가)=(나)이다. 

05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ㄱ. 반응물의 농도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반응

물의 농도만 다르고 그 외 모든 변인은 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Ⅰ과 

Ⅱ는 반응물에 해당하는 HCl(aq)의 농도만 다르므로 실험 결과를 

비교하면 반응물의 농도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ㄴ. 표면적이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반응물의 표

면적만 다르고 그 외 모든 변인은 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Ⅱ와 Ⅲ은 

반응물에 해당하는 Mg(s)의 표면적만 다르므로 실험 결과를 비교

하면 표면적이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ㄷ.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과 Mg(s)을 반응시켰으므로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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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ª(g)의 총 부피는 Mg(s)의 질량에 의해 결정된다. Ⅰ~Ⅲ에서 

Mg(s)의 질량이 w g으로 동일하므로 반응 완결 시까지 걸린 시간

은 다르더라도 생성된 Hª(g)의 총 부피는 같다. 따라서 VÁ=Vª= 

V£이다.

06  서로 다른 온도에서의 반응과 반응 속도

ㄱ. (가)와 (나)는 A(g)의 초기 농도와 초기 반응 속도가 모두 비례

하므로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따라서 모두 m=1이다. 

ㄴ. A(g)의 초기 농도가 같을 때, 초기 반응 속도는 (가)>(나)이다. 

따라서 반감기는 (나)>(가)이다. 

ㄷ. A(g)의 초기 농도가 같을 때, 초기 반응 속도가 빠르면 반응 속

도 상수가 크다. 따라서 반응 속도 상수는 (가)>(나)이다. 

07  온도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

ㄱ. 반감기는 초기 농도의 ;2!;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반감기는 

(가)에서가 10 s, (나)에서가 15 s이므로 반감기는 (나)>(가)이다. 

ㄴ.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고 반감기가 짧다. 따라서 온

도는 (가)>(나)이다. 

ㄷ.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모두 반감기가 일정한 반응으로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가)는 (나)보다 온도가 높고 A(g)의 초기 

농도가 크다.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는 (가)>(나)이다. 

08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촉매의 영향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 반응의 빠르기를 조절한다. 정촉매

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빠르게,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

를 높여 반응을 느리게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ㄱ. 촉매를 사용하더라도 반응이 완결된 후 생성되는 생성물의 총량

은 촉매를 사용하지 않을 때와 같다. 

ㄴ.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엔탈피 합과 반응물의 엔탈피 합의 차이

고, 반응 엔탈피는 촉매 사용 여부와 무관하다. 

ㄷ. 촉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반응의 활

성화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09  반응물의 농도와 순간 반응 속도

ㄱ. 주어진 반응은 A에 대한 1차 반응이고, Ⅱ에서 1 s 간격으로 순

간 반응 속도가 ;2!;씩 감소하는 것은 반응물의 농도가 1 s 간격으로 

;2!;씩 감소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Ⅱ에서 반감기는 1 s이다. 

ㄴ. Ⅰ과 Ⅱ에서 초기 반응 속도가 각각 3, 4이고, Ⅰ에서 초기 반응 

속도를 v=a[A]Ⅰ, Ⅱ에서 초기 반응 속도를 v=2a[A]Ⅱ라고 할 때,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A(g)의 초기 농도비는 [A]Ⅰ : [A]Ⅱ=
3
a  ̀: 

4
2a=3 : 2이다. 따라서 A(g)의 초기 농도는 Ⅰ>Ⅱ이다. 

ㄷ. 2 s일 때 Ⅰ은 반감기가 1번, Ⅱ는 반감기가 2번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Ⅰ에서 A(g)의 농도는 
3
2a M, Ⅱ에서 A(g)의 농도는 

1
2a M

이다. 따라서 
Ⅱ에서의``A(g)의`농도

Ⅰ에서의`A(g)의`농도
 =;3!;이다. 

10  1차 반응과 반응 속도식

반응 속도식으로부터 주어진 반응은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나)에서 2t~3t s 동안 [B]는 ;2!; M만큼 증가했으므로 [A]는 ;4!; M

만큼 감소했다. 따라서 t~2t s에서 [A]는 ;2!; M만큼 감소하고 [B]는 

1 M만큼 생성되었으며 0~t s 동안 [A]는 1 M만큼 감소하고 [B]는 

2 M만큼 생성되었다. 이로부터 Tª에서 반감기는 t s임을 알 수 있

고, x=2이다. 

ㄱ. 
Tª에서의`반감기

TÁ에서의`반감기 
=;2!;이므로 (가)에서 반감기는 2t s이다. 

ㄴ. (가)에서 A(g) 4x mol 들어 있을 때 압력이 P atm이고, 2t s

는 반감기가 1번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A(g)와 B(g)는 각각 2x 

mol, 4x mol 들어 있고 전체 기체의 양은 6x mol이므로 용기 내 

기체의 압력은 ;2#;P atm이다. 

ㄷ. 4t s일 때는 반감기가 2번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A(g)의 양은 

x mol이고, x=2이므로 A(g)의 농도는 2 M이다. 

11  온도와 1차 반응의 반응 속도

ㄱ. t s일 때 (가)에서 A(g)의 농도는 A(g)의 초기 농도×;4!;이고,  

(나)에서 A(g)의 농도는 A(g)의 초기 농도×;2!;이다. 따라서 반감

기는 (가)에서는 ;2!;t s, (나)에서는 t s이므로 온도는 TÁ>Tª이고 반

응 속도 상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ㄴ. (다)에서 t s일 때 A(g)의 농도는 초기 농도의 ;2!;이므로 반감기

는 t s이다. 따라서 ㉠은 Tª이다. 

ㄷ. t s일 때 A(g)의 농도비는 각각 1 : 2 : 4이고 반응 속도 상수는 

(가)>(나)=(다)이므로 순간 반응 속도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

12  온도와 1차 반응

(가)에서 [A]¼와 초기 반응 속도가 비례하므로 주어진 반응은 A에 대

한 1차 반응이다. [A]¼=a M일 때 TÁ과 Tª에서 초기 반응 속도는 

각각 3v, 2v이다. 따라서 TÁ>Tª이다. 

ㄱ. (나)의 ㉠은 반감기가 1 min이고, ㉡은 반감기가 1.5 min이다. 

따라서 ㉠이 ㉡보다 온도가 높으므로 ㉠은 TÁ이다.

ㄴ. [A]¼=a M일 때 TÁ과 Tª에서 초기 반응 속도는 각각 3v, 2v으

로 반응 속도 상수비는 TÁ : Tª=3 : 2이다. 따라서  

Tª에서의`반응`속도`상수

TÁ에서의`반응`속도`상수 
=;3@;이다. 

ㄷ. ㉠은 반감기가 1 min이고 ㉠에서 3 min일 때는 반감기가 3번 지

난 시점이므로 [A]=12×{;2!;}
3
=1.5 M, ㉡은 반감기가 1.5 min이

고 ㉡에서 3 min일 때는 반감기가 2번 지난 시점이므로 [A]=6×

{;2!;}
2
=1.5 M이다. 따라서 3 min일 때 반응 속도비는 반응 속도 

상수비와 같으므로 반응 속도는 ㉠에서가 ㉡에서의 ;2#;배이다.

40  EBS 수능완성 화학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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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02~105쪽수 점 스능 테 트3

01  온도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

ㄱ.	2A(g)	1Ú	2B(g)+C(g)	반응은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초기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A(g)의	양이	n	mol일	때,	반감기	횟수

에	따른	A(g),	B(g)의	양은	표와	같다.	

반감기(회)
물질의 양(mol) nõ

n�	A(g) B(g)

1 ;2!;n ;2!;n 1

2 ;4!;n ;2!;n+;4!;n 3

3 ;8!;n ;2!;n+;4!;n+;8!;n 7

4 ;1Á6;n ;2!;n+;4!;n+;8!;n+;1Á6;n 15

따라서	x=1,	y=3이므로	x+y=4이다.	

ㄴ.	TÁ에서	반감기는	t,	Tª에서	반감기는	;2!;t이므로	반응	속도	상수

는	Tª에서가	TÁ에서보다	크다.

ㄷ.	A(g)가	반응하여	반감기가	1번	지났을	때	몰비는	A(g)	:	B(g)	:	
C(g)=2	:	2	:	1이고,	질량비는	A(g)	:	B(g)	:	C(g)=9w	:	5w	:	4w 

이다.	따라서	분자량비는	A	:	B	:	C=9	:	5	:	8이다.	

02 기체의 압력과 반응 속도

TÁ에서	초기에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A(g)의	양(mol)이	16이라면	

t,	2t,	3t일	때	전체	기체의	양은	각각	20,	22,	23이다.	0~t,	t~2t,	

2t~3t에서	각각	증가한	전체	기체의	양(mol)이	4,	2,	1이고	이것은	

생성된	C(g)의	양(mol)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시간	구간에서	감소

한	A(g)의	양(mol)은	8,	4,	2이므로	이	반응은	A에	대한	1차	반응

이다.	

ㄱ.	TÁ에서	시간	t일	때는	반감기가	1번	지난	시점이므로	A(g)의	

농도는	1	M이다.	반응한	[A]가	1	M이므로	생성된	[C]는	0.5	M이

다.	

ㄴ.	화학	반응식에서	A(g)와	B(g)의	반응	계수비는	1:1이다.	따라

서	온도가	같을	때	A(g)의	소모	속도와	B(g)의	생성	속도는	같다.	

그런데	TÁ에서	B(g)의	생성	속도가	Tª에서	A(g)의	소모	속도의	

;2#;배이므로	kÁ	:	kª=3	:	2이다.	

ㄷ.	온도는	TÁ>Tª이므로	Tª에서	반감기는	t보다	길다.	Tª에서	t

일	때는	1번의	반감기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TÁ에서	[A]¼=2	M

일	때	반감기가	1번	지난	시점에서	[A]~[C]는	각각	1	M,	1	M,	0.5	

M이고	전체	기체의	몰	농도	합은	2.5	M이며	이때	C(g)의	몰	분

율은	;5!;이다.	TÁ에서	A(g)가	1	M일	때	Pt=P	atm이므로	2.5	M	

일	때	Pt=2.5P	atm이고	C(g)의	부분	압력은	;5!;_2.5P	atm=	

;2!;P	atm이다.	Tª에서	반응	시간	t는	반감기보다	짧고,	온도	Tª는	

TÁ보다	낮으므로	C(g)의	부분	압력은	;2!;P	atm보다	작다.	

03  반응 속도와 정촉매

P=nRT
V 	이므로	일정한	온도와	부피에서	P는	n에	비례한다.	따라

서	
Põ+P�

P� 	=nõ+n�
n� 	이다.	

0~1	min에서	반응한	A(g)의	양(mol)이	n이라고	할	때,	1	min에

서	A(g)~C(g)의	양(mol)은	각각	x-n,	2n,	n이므로

nõ+n�
n� 	=	

3n
x-n	=9,	n=;4#;x이다.	2	min에서	

3n
x-n	=45,	

n=;1!6%;x,	3	min에서	n=;3#2!;x,	4	min에서	n=;6^4#;x이다.	

ㄱ.	0,	1	min,	2	min,	3	min,	4	min에서	A(g)의	양(mol)은	각각		

x,	;4!;x,	;1Á6;x,	;3Á2;x,	;6Á4;x이다.	반응	시작	후	2		min까지는	반감기	

가 0.5	min이고,	2	min	이후는	반감기가	1	min이므로	t=2이다.	

ㄴ.	X를	첨가하기	전보다	X를	첨가했을	때	반감기가	증가했으므로	

반응	속도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X는	반응	속도를	감소시키는	부촉

매이다.	

ㄷ.	반응	시간	1.5	min은	반감기가	3번	지난	시점으로	반응하고	남

은	A(g)의	양(mol)은	 ;8!;x이고	생성된	C(g)의	양(mol)은	 ;8&;x이

다.	온도	T에서	부피가	3	L인	강철	용기에	A(g)	x	mol이	들어	있

을	때	압력이	1	atm이므로	x	mol=PV
RT	= 1 atm_3 L

30 atm�L/mol	=	

0.1	mol,	x=0.1이다.	따라서	1.5	min에서	C(g)의	양은	;8¦0;	mol

이다.

04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반응물의	농도가	다르더라도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온도가	같으면	반

감기가	같다.Ⅰ~	Ⅳ	중	반감기가	같은	것은	Ⅱ와	Ⅳ이고	초기	농도가	

높은	것은	Ⅱ이므로	Ⅱ는	㉢,	Ⅳ는	㉠에	해당한다.	따라서	Ⅰ은	㉣,	Ⅲ

은	㉡에	해당한다.

ㄱ.	농도가	같은	㉢과	㉣은	각각	Ⅱ,Ⅰ에	해당하는데	초기	반응	속도

는	Ⅱ>Ⅰ이므로	온도는	TÁ>Tª이다.	

ㄴ.	㉠과	㉡은	각각	Ⅳ,	Ⅲ에	해당하는데	초기	반응	속도는	Ⅳ>Ⅲ이

다.	따라서	X는	부촉매이고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	㉠보다	크

다.	

ㄷ.	㉠과	㉢은	온도가	같고	2t에서	A(g)의	농도는	㉢이	㉠의	2배이

다.	따라서	2t일	때	순간	반응	속도는	㉢이	㉠의	2배이다.

05  물질의 몰비를 이용하여 반감기 구하기 

ㄱ.	TÁ에서	반응	전	A(g)의	양이	1	mol이라고	할	때,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A(g) 1Ú 2B(g)

반응 전(mol) 1 0

반응(mol) -a +2a

반응 후(mol) 1-a 2a

반응	후	
nõ
n�	=

2a
1-a	=2일	때	a=;2!;이고,	이때	A(g)의	양은	;2!;	mol

이다.	
nõ
n�	=

2a
1-a	=14일	때	a=;8&;이고,	이때	A(g)의	양은	;8!;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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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반응 속도식은 v=k[A]이므로 t=20 s일 때 A(g)의 양은 

;4!; mol이고 이때 B(g)의 양은 ;4^; mol이다. 따라서 x=6이고 반감 

기는 10 s이다.

Tª에서 반응 전 A(g)의 양을 4 mol이라고 할 때, 반응의 양적 관계

는 다음과 같다. 

A(g) 1Ú 2B(g)

반응 전(mol) 4 0

반응(mol) -b +2b

반응 후(mol) 4-b 2b

반응 후 
nõ
n� = 2b

4-b =x=6일 때 b=3이고 이때 A(g)의 양은 

1 mol이다. 
nõ
n� = 2b

4-b =30일 때 b=:Á4°: 이고 이때 A(g)의 양

은 ;4!; mol이다. 따라서 Tª에서 반감기는 5 s이므로 반감기는 Ⅰ에

서가 Ⅱ에서의 2배이다.

ㄴ. Tª에서 t=30 s은 반감기가 6번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A(g)

의 농도는 4×{;2!;}
6
=;1Á6; M이고, B(g)의 농도는 :Á1ª6¤: M이다. 

따라서 x=6,`y=126이므로 
y
x =21이다. 

ㄷ. t=10 s일 때 Ⅰ과 Ⅱ에 들어 있는 A(g)의 양은 각각 ;2!; mol, 

1 mol이다. 따라서 t=10 s일 때 용기 내 A(g)의 질량은 Ⅱ에서

가 Ⅰ에서의 2배이다. 

06  생성물의 질량과 1차 반응

ㄱ. TÁ에서 반응 시간에 따른 B(g)의 질량(g)은 0 → 10 → 15 → 

17.5로 10 min 간격으로 증가한 B(g)의 질량(g)은 10 → 5 → 2.5

이며 이전 증가량의 ;2!;이므로 10 min 간격으로 A(g)의 농도는 이전  

감소량의 ;2!;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반응은 A에 대한 1차 반응이

고 TÁ에서 반감기는 10 min이다.

Tª에서 반응 시간에 따른 C(g)의 질량(g)은 0 → 12 → 15 → 

15.75로 10 min 간격으로 증가한 C(g)의 질량(g)은 12 → 3 →  

0.75이며 이전 증가량의 ;4!;이다. 따라서 Tª에서 반감기는 5 min이다.

반감기는 TÁ에서가 Tª에서보다 크므로 온도는 Tª> TÁ이다. 

ㄴ. TÁ에서 반감기가 2번 지난 시점은 20 min이고, Tª에서 10 min

은 반감기가 2번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TÁ에서 20 min일 때 C(g)
의 질량과 Tª에서 10 min일 때 C(g)의 질량은 같으므로 TÁ에서 20 

min일 때 C(g)의 질량은 12 g이다. TÁ에서 처음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A(g)의 양을 n mol이라고 할 때, 20 min에서 A(g)~C(g)

의 양은 각각 ;4!;n mol, ;4#;n mol, ;8#; n mol이고 이때 B(g)와 C(g)

의 질량은 각각 15 g, 12 g이므로 분자량비를 구하면 B : C=
15
3 
4 n 

 : 
12
3 
8 n 

 =5 : 8이다. 

[다른 풀이] 1차 반응에서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생성물의 질량은 반

감기까지 생성된 생성물의 질량의 2배이므로 반응 완결 후 B(g)의 

질량은 10 g_2=20 g이고, C(g)의 질량은 8 g_2=16 g이다. 몰 

비는 B(g) : C(g)=2 : 1이므로 분자량비는 B : C=20
2  : 16=5 : 8

이다.

ㄷ. 10 min은 TÁ에서는 반감기가 1번 지난 시점으로 A(g)의 양은 

;2!;n`mol, Tª에서는 반감기가 2번 지난 시점이으로 A(g)의 양은 

;4!;n`mol이다. 따라서 A(g)의 질량은 TÁ에서가 Tª에서의 2배이다. 

07  온도와 촉매의 반응 속도에 대한 영향

ㄱ. 0~2 min에서 1 min마다 P�(atm)은 1.6 → 0.8 → 0.4로 이 

전 농도의 ;2!;로 변하므로 이 반응의 반감기는 1 min이다. 

2 min 직후 X(s)를 가하지 않고 온도를 TÁ로 유지했다면 3 min에

서 P�과 Põ은 각각 0.2 atm, 0.7 atm이다. 이때 온도를 2TÁ로 올

린다면 P�은 0.4 atm인데 T ª<2T Á이므로 3 min에서 P�은 

0.4 atm보다 작아야 한다. 그런데 3 min에서 P�은 0.4 atm이므

로 X(s)는 반응을 느리게 일어나게 하는 물질, 즉 부촉매이다. 

ㄴ. 0~1 min 동안 P�은 0.8 atm 감소, Põ은 0.4 atm 증가했다. 

따라서 a : b=2 : 1이다. 

3 min에서 Tª<2TÁ이고 P�은 0.4 atm이므로 Põ은 1.4 atm보

다 작다. 따라서 
b
a _x<0.7이다. 

ㄷ. 0~1 min에서 P�은 0.8 atm 감소하고, 2 min~3 min에서는 

압력 변화는 없으나 3 min에서는 Tª<2TÁ이므로 0.2 atm보다 덜 

감소한다. 따라서 평균 반응 속도는 0~1 min에서가 2 min~3 min

에서의 4배보다 크다. 

08  온도와 반응 속도

ㄱ. 반응 속도식 v=k[A]로부터 이 반응은 A에 대한 1차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에서 [A]는 4 s일 때가 2 s일 때의 ;2!;이므로 반감기는

2 s이고 초기 A(g)의 몰 농도는 ;5@;x M이다. 

㉡에서 [A]는 6 s일 때가 4 s일 때의 ;2!;이므로 반감기는 2 s로 ㉠에

서와 같다. 따라서 온도는 ㉠에서와 ㉡에서가 같다.

ㄴ. 2 s일 때 [A]는 ㉠에서 ;5!;x M, ㉡에서 ;5@;x M이다. ㉠과 ㉡에 

서 온도는 같고 [A]는 ㉡에서가 ㉠에서의 2배이므로 순간 반응 속도

는 ㉡에서가 ㉠에서의 2배이다. 

ㄷ. 4 s는 반감기가 2번 지난 시점이므로 감소한 A의 농도(M)는 

a-{;2!;}Û a=;4#;a이다. 따라서 평균 반응 속도는 

3 
4 a M  

4 s
= 3

16 a M/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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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전지와 전기 분해
THEME

13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108쪽

정답 ②

CuClª(aq)을 전기 분해할 때 각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극 : 2ClÑ(aq) 1Ú Clª(g)+2eÑ

(-)극 : Cu2+(aq)+2eÑ 1Ú Cu(s)
CuSO¢(aq)을 전기 분해할 때 각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극 : 2HªO(l) 1Ú Oª(g)+4H+(aq)+4eÑ

(-)극 : 2Cu2+(aq)+4eÑ 1Ú 2Cu(s)
ㄱ. (가)와 (나)의 (-)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므로 금속인 Cu가 

생성된다.

ㄴ. (가)에서 생성된 금속과 기체의 몰비는 1 : 1이므로 (가)는 

CuClª(aq)이고, (나)에서 생성된 금속과 기체의 몰비는 2 : 1이므로 

(나)는 CuSO¢(aq)이다. 

ㄷ. (가)의 전기 분해에서 생성된 기체는 Clª이고, (나)의 전기 분해

에서 생성된 기체는 Oª이다.

01 ③ 02 ② 03 ③ 04 ① 05 ⑤

06 ⑤ 07 ⑤ 08 ④

본문 109~110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볼타 전지

볼타 전지의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

음과 같다.

(-)극 : Zn(s) 1Ú Zn2+(aq)+2eÑ

(+)극 : 2H+(aq)+2eÑ 1Ú Hª(g)
ㄱ.   Zn은 전자를 내놓으면서 Zn2+이 되므로 산화된다.

ㄴ. Cu 전극에서 H+은 환원되어 Hª가 된다.

ㄷ. Zn에서 내놓은 전자는 도선을 따라 Cu 전극으로 이동한다.

02  다니엘 전지

다니엘 전지의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극 : Zn(s) 1Ú Zn2+(aq)+2eÑ

(+)극 : Cu2+(aq)+2eÑ 1Ú Cu(s)
ㄱ. Zn이 산화되어 전자를 내놓으므로 Zn 전극은 (-)극이다.

ㄴ. Cu 전극에서 Cu2+이 환원되어 Cu로 석출된다.

ㄷ. 반응이 진행되면 (가)의 수용액에서 Zn2+의 수가 증가하고, (나)

의 수용액에서 Cu2+의 수가 감소하므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가)의 수용액에서 [Zn2+] 

(나)의 수용액에서 [Cu2+]
 는 증가한다.

03  금속의 이온화 경향

Hª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은 산 수용액에 넣으면 Hª(g)가 발생

한다. (가)의 A에서 Hª(g)가 발생하지 않고, B에서 Hª(g)가 발생

하므로 A는 Hª보다 이온화 경향이 작고, B는 Hª보다 이온화 경향

이 크다. (나)에서 A는 산화되어 A 이온이 되고, C2+은 환원되어 

C(s)가 되므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A가 C보다 크다. 따라서 

A~C의 이온화 경향 크기는 B>A>C이다. 

04  금속의 이온화 경향과 화학 전지

(가)에서 A는 산화되어 A 이온이 되고, H+은 환원되어 Hª가 된다. 

(나)에서 A는 산화되어 A 이온이 되고, B 전극에서 H+은 환원되어 

Hª가 된다.

ㄱ. (가)와 (나)에서 H+은 환원되어 Hª가 되므로 발생한 기체는 

Hª(g)이다.

ㄴ. (나)에서 B는 H+에게 전자를 전달해 주고 H+은 전자를 받아 환

원된다. B는 전자를 전달해 주지만 환원되지 않는다.

ㄷ. (가)와 (나)에서 A가 산화되어 A 이온이 되므로 수용액 속 금속 

양이온의 종류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05  전기 분해

CuClª(aq)을 전기 분해할 때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극 : Cu2+(aq)+2eÑ 1Ú Cu(s)
(+)극 : 2ClÑ(aq) 1Ú Clª(g)+2eÑ

ㄱ.   전극 ㉠에서 Cu2+이 환원되어 Cu가 된다.

ㄴ. 전극 ㉡에서 Clª(g)가 발생된다.

ㄷ. 전기 분해할 때 Cu2+이 환원되어 Cu가 되고, ClÑ이 산화되어 

Clª가 되므로 수용액 속 전체 이온 수는 감소한다.

06  전기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

AgNO£(aq)을 전기 분해할 때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극 : 4Ag+(aq)+4eÑ 1Ú 4Ag(s)
(+)극 : 2HªO(l) 1Ú 4H+(aq)+Oª(g)+4eÑ

ㄱ.  NO£Ñ은 HªO보다 산화되기 어려우므로 (+)극에서 HªO이 산

화된다. 따라서 ㉠은 HªO(l)이다. 

ㄴ. (가)에서 Ag+은 환원되어 Ag이 되므로 (가)는 (-)극에서 일어

나는 반응이다. 

ㄷ. (가)와 (나)에서 이동하는 전자 수가 같을 때 생성되는 Ag(s)과 

Oª(g)의 몰비는 4 : 1이다. 따라서 일정 시간 동안 전기 분해할 때 

생성되는 물질의 양(mol)은 Ag(s)이 Oª(g)의 4배이다.

07  화학 전지와 전기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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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전지의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극에서 환원 반응

이 일어난다. 전기 분해 장치의 (-)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ㄱ. (가)에서 A 전극의 질량이 감소하였으므로 A는 산화되어 A 이

온이 된다. (가)의 A 전극은 (-)극이다. (나)의 전극 ㉠에서 금속이 

석출되므로 전극 ㉠에서 Cu2+이 환원되어 Cu가 된다. (나)의 전극 

㉠은 (-)극이다. 

ㄴ. (가)의 A 전극에서 생성된 전자는 도선을 따라 B 전극으로 이동

하여 수용액 속 H+에게 전달된다. 수용액 속 H+은 환원되어 Hª가 

된다. (나)의 수용액 속 SO¢2Ñ은 HªO보다 산화되기 어려우므로 (나)

의 전극 ㉡에서 2HªO(l) 1Ú 4H+(aq)+Oª(g)+4eÑ 반응이 

일어난다. (가)의 B 전극에서 Hª(g)가 생성되고, (나)의 전극 ㉡에서 

Oª(g)가 생성된다. 

ㄷ. (가)의 A 전극에서 A가 A 이온이 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나)의 전극 ㉡에서 HªO이 산화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08  혼합 용액의 전기 분해

금속의 이온화 경향 크기는 B>A이므로 B는 A보다 산화되기 쉽고 

A+은 B2+보다 환원되기 쉽다. 혼합 용액을 전기 분해할 때 (-)극

에서 A+이 환원된 후 B2+이 환원된다. 혼합 용액을 전기 분해할 때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극 : 4A+(aq)+4eÑ 1Ú 4A(s)
            2B2+(aq)+4eÑ 1Ú 2B(s)
(+)극 : 2HªO(l) 1Ú 4H+(aq)+Oª(g)+4eÑ 

ㄱ. 전극 ㉡에서 2가지 금속이 석출되었으므로 전극 ㉡은 (-)극이

고, 전극 ㉠은 (+)극이다. 

ㄴ. A+은 B2+보다 환원되기 쉬우므로 전극 ㉡에서 A(s)가 석출된 

후 B(s)가 석출된다. 

ㄷ. 금속이 석출되는 동안 (+)극에서 H+이 생성되므로 수용액의 

pH는 감소한다.

01 ② 02 ③ 03 ① 04 ① 05 ④

06 ⑤ 07 ② 08 ⑤

본문 111~114쪽수 점 스능 테 트3

01  화학 전지와 금속의 이온화 경향

(가)의 A 전극의 질량이 감소하였고, (가)의 B 전극에서 B(s)가 석

출되었으므로 (가)의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

식은 다음과 같다.

(-)극 : A(s) 1Ú A2+(aq)+2eÑ

(+)극 : B2+(aq)+2eÑ 1Ú B(s)
(나)의 B 전극의 질량이 감소하였고, (나)의 C 전극에서 C(s)가 석

출되었으므로 (나)의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

식은 다음과 같다.

(-)극 : B(s) 1Ú B2+(aq)+2eÑ

(+)극 : C2+(aq) +2eÑ 1Ú C(s)

ㄱ. (가)에서 A가 산화되어 내놓은 전자가 B 전극 쪽으로 이동하므

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다. 

ㄴ. (나)의 B 전극이 들어 있는 비커에서 B가 산화되어 B2+이 되므

로 수용액 속 B2+(aq)의 양(mol)은 증가한다.

ㄷ. (가)에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 크기는 A>B이고, (나)에서 금속

의 이온화 경향 크기는 B>C이므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 크기는 

A>B>C이다.

02  화학 전지

(가)와 (나)에서 전자는 B 전극에서 A 전극으로 이동하므로 B 전극

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A 전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ㄱ.  (가)와 (나)의 B 전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므로 B는 산화된다.

ㄴ. (가)의 A 전극에서 기체가 발생하므로 H+이 환원되어 Hª가 된 

다. B2+ 1개가 생성될 때, H+ 2개가 반응하므로 반응이 진행될 때 수

용액 속 전체 이온의 양(mol)은 감소한다. 

ㄷ. (나)의 A 전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므로 A 전극은 (+)극이다.

03  화학 전지

전극 (가)에서 B(s)가 석출되었으므로 B2+이 환원되어 B가 된다. 

전극 (가)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므로 A 전극과 전극 (나)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ㄱ.  A 전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므로 A 전극은 (-)극이다.

ㄴ. 전극 (나)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므로 B는 산화된다. 

ㄷ. 전극 (나)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므로 C 전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04  화학 전지에서 생성되는 이온의 양

(나)에서 이동한 전자의 양(mol)이 증가할수록 Am+의 양(mol)은 

증가하고 Bn+의 양(mol)는 감소한다. 반응이 진행되면 A는 산화되

어 Am+이 되고, Bn+은 환원되어 B가 된다. 

ㄱ.  A 전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B 전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

난다.

ㄴ. 이동하는 전자의 양(mol)이 같을 때 생성되는 Am+과 반응하는 

Bn+의 몰비는 1 : 2이다. A가 산화되어 Am+이 생성될 때 내놓은 

전자의 양(mol)과 Bn+이 환원될 때 얻는 전자의 양(mol)이 같아야 

하므로 1_m=2_n이다. 따라서 m : n=2 : 1이다.

ㄷ. 금속의 이온화 경향 크기는 A>B이므로 A를 Bn+(aq)에 넣어 

반응시키면 A는 산화되어 Am+이 되고 Bn+은 환원되어 B가 된다. 

생성되는 Am+과 반응하는 Bn+의 몰비는 1 : 2이므로 전체 이온 수

는 감소한다. 

05  전기 분해

NaCl(aq)을 전기 분해할 때,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극 : 2HªO(l)+2eÑ 1Ú Hª(g)+2OHÑ(aq)
(+)극 : 2ClÑ(aq) 1Ú Clª(g)+2eÑ

Cu(NO£)ª(aq)을 전기 분해할 때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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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극 : 2Cu2+(aq)+4eÑ 1Ú 2Cu(s)
(+)극 : 2HªO(l) 1Ú 4H+(aq)+Oª(g)+4eÑ 

전극 ㉣에서 기체가 발생했으므로 전극 ㉣은 (+)극이다. 전극 ㉠과 

전극 ㉢은 (-)극이고, 전극 ㉡은 (+)극이다.

ㄱ. 전극 ㉡은 (+)극이다.

ㄴ. 전극 ㉢에서 Cu2+은 환원되어 Cu가 된다. 따라서 전극 ㉢에서 

Cu(s)가 석출된다.

ㄷ. NaCl(aq)을 전기 분해하면 (-)극에서 OHÑ이 생성되고, 

Cu(NO£)ª(aq)을 전기 분해하면 (+)극에서 H+이 생성된다. 따라

서 수용액의 pH는 (가)에서 증가하고, (나)에서 감소한다. 

06  NaCl(l)과 NaCl(aq)의 전기 분해

NaCl(l)을 전기 분해할 때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극 : 2Na+(l)+2eÑ 1Ú 2Na(l)
(+)극 : 2ClÑ(l) 1Ú Clª(g)+2eÑ

NaCl(aq)을 전기 분해할 때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극 : 2HªO(l)+2eÑ 1Ú Hª(g)+2OHÑ(aq)
(+)극 : 2ClÑ(aq) 1Ú Clª(g)+2eÑ

ㄱ.  NaCl(l)을 전기 분해하면 (-)극과 (+)극에서 생성되는 

Na(l)과 Clª(g)의 몰비는 2 : 1이다. NaCl(aq)을 전기 분해하면 

(-)극과 (+)극에서 생성되는 Hª(g)와 Clª(g)의 몰비는 1 : 1이다. 

따라서 (가)는 NaCl(l)이고, (나)는 NaCl(aq)이다.

ㄴ. (나)는 NaCl(aq)이므로 (나)를 전기 분해하면 (-)극에서 

Hª(g)가 생성되고, (+)극에서 Clª(g)가 생성된다.

ㄷ. (+)극에서 생성된 Clª(g)의 양(mol)은 ㉠에서와 ㉡에서가 같

으므로 ㉠과 ㉡에서 이동한 전자의 양(mol)은 같다.

07  전기 분해

ANO£(aq)을 전기 분해할 때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극 : 4A+(aq)+4eÑ 1Ú 4A(s)
(+)극 : 2HªO(l) 1Ú 4H+(aq)+Oª(g)+4eÑ 

BSO¢(aq)을 전기 분해할 때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극 : 2B2+(aq)+4eÑ 1Ú 2B(s)
(+)극 : 2HªO(l) 1Ú 4H+(aq)+Oª(g)+4eÑ 

이동한 전자의 양(mol)이 같을 때 생성되는 A(s)와 B(s)의 몰비는 

2 : 1이다. 석출된 A와 B의 질량은 각각 5.4 g, 1.6 g이므로 A와 B 

의 원자량비는 
5.4
2

 : 
1.6
1
=27 : 16이다. 따라서 

B의 원자량 

A의 원자량
 =;2!7̂;

이다.

08  화학 전지와 전기 분해

A 전극의 질량이 증가하였으므로 A 전극에서 A(s)가 석출된다. A 

전극에서 A2+이 환원되므로 A 전극은 (+)극이고, B 전극에서 B가 

산화되므로 B 전극은 (-)극이다. 

ㄱ.  화학 전지에서 B가 산화되므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 크기는 

B>A이다.

ㄴ. 화학 전지에서 A 전극은 (+)극이고, B 전극은 (-)극이므로 전기 

분해에서 전극 ㉠은 (-)극이고, 전극 ㉡은 (+)극이다. CuSO¢(aq)을 

전기 분해할 때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극 : 2Cu2+(aq)+4eÑ 1Ú 2Cu(s)
(+)극 : 2HªO(l) 1Ú 4H+(aq)+Oª(g)+4eÑ 

전극 ㉠에서 Cu(s)가 석출된다.

ㄷ. B 전극은 화학 전지에서 (-)극이므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전

극 ㉡은 전기 분해에서 (+)극이므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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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연료 전지의 활용
THEME

14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본문 116쪽

정답 ①

수소 연료 전지에서 일어나는 전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

다.

2Hª(g)+Oª(g) 1Ú 2HªO(l)
이 반응에서 생성물은 HªO이므로 수소 연료 전지는 환경 오염을 거

의 일으키지 않는다.

01 ② 02 ⑤ 03 ② 04 ①

본문 117쪽수 점 스능 테 트2

01  수소 연료 전지

수소 연료 전지에는 반응물인 수소와 산소가 외부에서 계속 공급된

다. 수소 연료 전지는 공급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될 때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다. 따라서 (가)는 수소이다.

02  수소 연료 전지

(가)와 (나)의 반응을 완성하면 다음과 같다.

(가) 2Hª 1Ú 4H++4eÑ

(나) Oª+4H++4eÑ 1Ú 2HªO

ㄱ.  ㉠은 H+이고, ㉡은 HªO이다.

ㄴ. (가)는 산화 반응이고, (나)는 환원 반응이다. 수소 연료 전지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 (-)극이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

극이 (+)극이다. 따라서 (가)는 (-)극에서 일어난다.

ㄷ. 전지 반응에서 생성물은 HªO이다. HªO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

지 않는다.

03  수소 연료 전지

전해질이 KOH인 수소 연료 전지에서 (-)극과 (+)극에서 일어나

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극 : 2Hª(g)+4OHÑ(aq) 1Ú 4HªO(l)+4eÑ

(+)극 : Oª(g)+2HªO(l)+4eÑ 1Ú 4OHÑ(aq)
ㄱ. 수소 연료 전지에서 (-)극과 (+)극의 화학 반응식을 제시된 화

학 반응식과 비교하면 x=2, y=4이다. 따라서 2x=y이다. 

ㄴ. 전극 ㉠은 (-)극이므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ㄷ. 반응이 진행될 때, (-)극에서 OHÑ이 반응하고, 반응한 OHÑ의 

양(mol)만큼 (+)극에서 OHÑ이 생성되므로 전지에서 OHÑ의 양

(mol)은 일정하다.

04  광분해 장치

광분해 장치의 광촉매 전극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HªO이 산화되

고, 백금 전극에서 H+이 환원된다.

ㄱ.  광촉매 전극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하므로 물의 광분해 반응에서 

빛에너지가 필요하다.

ㄴ. 광촉매 전극에서 HªO이 산화되어 내놓은 전자가 백금 전극 쪽

으로 이동하므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다. 

ㄷ. 광분해 반응의 전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2HªO(l) 1Ú 

2Hª(g)+Oª(g)이므로 광분해 반응에서 생성물은 Hª(g)와 Oª(g)
이다.

01 ④ 02 ③ 03 ⑤ 04 ④

본문 118~119쪽수 점 스능 테 트3

01  수소 연료 전지

(가)의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극 : 2Hª(g)+4OHÑ(aq) 1Ú 4HªO(l)+4eÑ

(+)극 : Oª(g)+2HªO(l)+4eÑ 1Ú 4OHÑ(aq)
(나)의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극 : 2Hª(g) 1Ú 4H+(aq)+4eÑ

(+)극 : Oª(g)+4H+(aq)+4eÑ 1Ú 2HªO(l)
ㄱ. ㉠은 OHÑ(aq)이고, ㉡은 H+(aq)이다.

ㄴ. (가)와 (나)에서 Hª는 전자를 잃고 산화된다.

ㄷ. (가)와 (나)에서 전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2Hª(g)+Oª(g) 
1Ú 2HªO(l)로 같다.

02  볼타 전지와 수소 연료 전지

(가)는 볼타 전지이고, 볼타 전지의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

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극 : Zn(s) 1Ú Zn2+(aq)+2eÑ

(+)극 : 2H+(aq)+2eÑ 1Ú Hª(g)
(나)는 수소 연료 전지이다. 

ㄱ. (가)와 (나)는 모두 화학 전지이므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로 전환시킨다. 

ㄴ. (가)에서 X는 Hª이다. (나)에서 A(g)는 산화되고, B(g)는 환

원되므로 A는 Hª이고, B는 Oª이다. 따라서 X와 A는 화학식이 같

다.

ㄷ. (가)의 Cu 전극과 (나)의 전극 ㉠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므로 

(가)에서 Cu 전극과 (나)에서 전극 ㉠은 모두 (+)극이다. 

03  물의 전기 분해 장치와 물의 광분해 장치

물의 전기 분해 장치의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

응식은 다음과 같다.

(+)극 : 2HªO(l) 1Ú Oª(g)+4H+(aq)+4e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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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 4HªO(l)+4eÑ 1Ú 2Hª(g)+4OHÑ(aq)
물의 광분해 장치의 광촉매 전극과 백금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광촉매 전극 : 2HªO(l) 1Ú Oª(g)+4H+(aq)+4eÑ

백금 전극 : 4H+(aq)+4eÑ 1Ú 2Hª(g)
ㄱ. (가)에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고, (나)에서 빛에

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분해한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반

응은 흡열 반응이다. 

ㄴ. (가)의 (+)극과 (나)의 광촉매 전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가)의 (-)극과 (나)의 백금 전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다. 

ㄷ. (가)와 (나)에서 전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2HªO(l) 1Ú 

2Hª(g)+Oª(g)이다. (가)와 (나)에서 Hª(g)와 Oª(g)가 생성된다.

04  수소 연료 전지와 물의 광분해 장치

(가)에서 반응물은 Hª(g)와 Oª(g)이고 생성물은 HªO(l)이므로 

(가)의 두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과 ㉢이다. (나)에

서 반응물은 HªO(l)이고 생성물은 Hª(g)와 Oª(g)이므로 (나)의 

두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과 ㉣이다. 

 01 ② 02 ⑤ 03 ② 04 ② 05 ④

 06 ③ 07 ⑤ 08 ① 09 ② 10 ⑤

 11 ① 12 ⑤ 13 ① 14 ⑤ 15 ①

 16 ③ 17 ③ 18 ① 19 ⑤ 20 ④

회1 본문 120~124쪽실전 모의고사

01  발열 반응

발열 반응에서는 반응물의 엔탈피 합이 생성물의 엔탈피 합보다 커서 

반응이 일어날 때 엔탈피가 감소하므로 생성물의 엔탈피 합에서 반응

물의 엔탈피 합을 뺀 반응 엔탈피(DH)는 0보다 작다.

반응물

생성물

DH<0

엔탈피

02  이상 기체 방정식

이상 기체 방정식 PV=nRT에서 기체의 양(n)은 
질량(w) 

분자량(M) 
이므

로 PV= w
M

 RT이다. 온도(T)와 질량(w)이 같을 때 기체의 압력 

P ∝ 
1

MV이다. 질량이 같은 X(g)와 Y(g)에서 온도가 같을 때 기

체의 부피는 X가 Y의 2배이고 분자량은 X가 Y의 2배이므로 기체

의 압력은 PÁ이 Pª의 ;4!;배이다. 따라서 
Pª
PÁ=4이다.

03  수용액과 용융액의 전기 분해

ㄱ. NaCl(aq)의 전기 분해로 OHÑ(aq)이 생성되므로 pH는 증가

한다.

ㄴ. 전기 분해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ㄷ. NaCl(l)의 (-)극에서는 Na(l)이 생성되고, NaCl(aq)의 

(-)극에서는 Hª(g)와 OHÑ(aq)이 생성된다. 

04  이온 결정 구조

염화 나트륨(NaCl) 결정은 나트륨 이온(Na±)끼리, 염화 이온(ClÑ)

끼리 각각 면심 입방 구조를 이루고 있다. 염화 세슘(CsCl) 결정은 

세슘 이온(Cs±)끼리, 염화 이온(ClÑ)끼리 각각 단순 입방 구조를 이

루고 있고, 두 단순 입방 구조가 연속적으로 서로 겹쳐져 있는 구조이

다.

ㄱ. NaCl 결정에서 단위 세포에 포함된 Na± 수는 4이고, ClÑ 수도 

4이다. 그러므로 
단위 세포에 포함된 음이온 수 

단위 세포에 포함된 양이온 수
 는 1이다. CsCl 결정

에서 단위 세포에 포함된 Cs± 수는 1이고, ClÑ 수도 1이다. 

그러므로 
단위 세포에 포함된 음이온 수 

단위 세포에 포함된 양이온 수
 는 1이다. 따라서 (가)와 (나)

에서 
단위 세포에 포함된 음이온 수 

단위 세포에 포함된 양이온 수
 는 1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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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ªO(l) 1Ú Hª(g)+;2!; Oª(g) DH=286 kJ

-} HªO(l) 1Ú HªO(g)  DH=44 kJ

HªO(g) 1Ú Hª(g)+;2!; Oª(g) DH=242 kJ

결합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물질을 구성하는 두 원자 사이의 공유 결

합 1 mol을 끊어 기체 상태의 원자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다. 

또한 기체 반응에서 반응 엔탈피(DH)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

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뺀 값과 같다.

반응 엔탈피(DH)=(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2_(H-O의 결합 에너지)-[(H-H의 결합 에너

지)+;2!;_(O=O의 결합 에너지)]=242 kJ이므로 H-O의 결합 에 

너지=
242+436+;2!;_498

2 
=463.5(kJ/mol)이다.

09  연료 전지

(가)의 연료 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극 : 2Hª(g)+4OHÑ(aq)- 1Ú 4HªO(l)+4eÑ  산화 반응

(+)극 : Oª(g)+2HªO(l)+4eÑ - 1Ú 4OHÑ(aq)   환원 반응

전체 반응 : 2Hª(g)+Oª(g)- 1Ú 2HªO(l)
ㄱ. x는 4이다.

ㄴ. (나)의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ㄷ. (나)에서 전자 4 mol이 이동할 때 소모되는 Oª(g)의 양은 1 mol

이므로 전자 6 mol이 이동할 때 소모되는 Oª(g)의 양은 1.5 mol이다.

10  용액의 농도

황산 구리 오수화물(CuSO¢·5HªO)의 화학식량이 250이므로 

CuSO¢·5HªO 250 g 속에는 CuSO¢ 160 g, HªO 90 g이 들어 있

다. 따라서 CuSO¢·5HªO 37.5 g 속에는 CuSO¢ 24 g이 들어 있

다. 몰랄 농도(m)는 용매 1 kg에 녹인 용질의 양(mol)이고, 몰 농도

(M)는 용액 1000 mL 안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mol)이다.

ㄱ. t¾에서 CuSO¢ 포화 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1.5 m이므로 물 

1000 g당 CuSO¢ 1.5 mol(=240 g)이 녹아 있다. CuSO¢·5HªO 

37.5 g 속에 들어 있는 CuSO¢의 질량은 24 g, HªO의 질량은 

13.5 g이다. CuSO¢ 24 g이 물 100 g에 녹아 있을 때의 몰랄 농도가

1.5 m인데 1.5 m=
용질의 양(mol) 
용매의 질량(kg)

 =

24 
160 

 mol 
0.1 kg 

에서 추  가로 넣어

야 하는 물의 질량은 100-13.5=86.5 g이다. 따라서 x는 86.5이다.

ㄴ. (나)에서 만든 수용액의 전체 질량은 124 g이고 CuSO¢의 질량은

24 g이므로 퍼센트 농도는 
24
124  _100=600

31 (%)이므로 20%보다 

작다.

ㄷ. (나)에서 만든 CuSO¢ 포화 수용액의 밀도가 d g/mL이고 질량

이 124 g이므로 부피는 
124
d

  mL이다. CuSO¢의 질량이 24 g이므로

몰 농도 M=

24
160
124
d

1000

=75 
62 d M이다.

ㄴ. NaCl 결정에서 1개의 ClÑ에 가장 인접한 ClÑ 수는 12이고, 

CsCl 결정에서 1개의 ClÑ에 가장 인접한 ClÑ 수는 6이므로 1개의 

ClÑ에 가장 인접한 ClÑ 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ㄷ. NaCl 결정에서 1개의 ClÑ에 가장 인접한 양이온(Na±) 수는 6이

고, CsCl 결정에서 1개의 ClÑ에 가장 인접한 양이온(Cs±) 수는 8이

므로 1개의 ClÑ에 가장 인접한 양이온 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05  금속의 반응성

ㄱ. (가)의 B 전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ㄴ. (나)에서 전자는 C 전극에서 A 전극 쪽으로 이동하므로 C 전극

은 (-)극이다. 

ㄷ. 반응성은 C>A>B이므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 크기 순서는 

C>B이다.

06  분자 사이의 힘

분산력은 모든 분자 사이에 존재하는 힘으로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

이 크다. 쌍극자·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고, 수

소 결합은 분자 내 F, O, N와 결합한 수소가 있을 때 분자 사이에 존

재하는 힘이다. 

ㄱ.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지므로 액체 상태에서 분산력의 크

기는 (다)>(나)>(가)>(라)이다.

ㄴ. (가)~(라) 중 (라)는 분자량이 가장 작으므로 분산력이 가장 작음

에도 기준 끓는점이 가장 높다. 따라서 (라)는 HF이고 액체 상태에

서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

ㄷ. 2~5주기 17족 원소의 수소 화합물은 HF, HCl, HBr, HI이

다. 쌍극자·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므로 액체 

상태의 HF, HCl, HBr, HI 각 분자 사이에는 모두 쌍극자·쌍극자 

힘이 존재한다.

07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ㄱ. 실험Ⅰ과 Ⅲ을 비교하면 A(g)의 초기 농도가 2배가 되었을 때 

초기 반응 속도가 2배가 되었다. 실험 Ⅰ과 Ⅲ은 모두 촉매를 첨가하

지 않았으며, 온도가 같으므로, 이 반응은 1차 반응이다. 

ㄴ. 실험 Ⅰ과 Ⅱ를 비교하면 실험 Ⅱ에서 촉매 X(s)를 넣었을 때 초

기 반응 속도가 3v로 실험 Ⅰ에서의 초기 반응 속도보다 빠르다. 실험 

Ⅰ과 Ⅱ는 온도와 A(g)의 초기 농도가 같으므로 X(s)는 정촉매이

다. 정촉매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주므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실험 Ⅰ에서가 실험 Ⅱ에서보다 크다. 

ㄷ. 실험 Ⅰ을 볼 때 온도 TÁ에서 A(g)의 초기 농도가 3a M이면 이 

반응의 초기 반응 속도는 3v가 됨을 알 수 있다. 온도 Tª에서 A(g)의 

초기 농도가 3a M일 때 초기 반응 속도가 5v이므로 Tª>TÁ이다. 

08  헤스 법칙과 결합 에너지

제시된 2가지 열화학 반응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열화학 반응식

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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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서`0`s일 때`순간`반응`속도 

(가)에서`t`s일 때`순간`반응 속도
=1이다.

13  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

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DP)은 용매의 증기 압력(P용매)과 용질의 몰 

분율(X용질)의 곱이다(DP=P용매_X용질).

ㄱ. (가) 용액에서 증기 압력 내림은 a atm이므로 DP=P용매_  

X용질=100a_X용질=a atm이고 X용질은 0.01이다. 

X용질=
n용질 

n용질+n용매

이고 n용질은 6
60

=0.1 mol이므로 n용매는 9.9 mol

 이다. 따라서 물의 질량(x g)=물의 양(mol)_물의 분자량=9.9 mol 

_18 g/mol=178.2 g이므로 x는 178.2이다.

ㄴ. (나) 용액에서 증기 압력 내림은 2a atm이므로 X용질은 0.02이다. 

 (가) 용액에서 몰랄 농도 bÁ m=
용질의 양(mol) 
용매의 질량(kg)

 =

6
60
x

1000

=100 
x  m

이고 bÁ=100  
x 이다. bª=200  

x 이라면 용매의 질량은 유지한 채 용질 

의 양만 2배로 녹인 용액이다. 이때 X용질=
n용질 

n용질+n용매

이므로 X용질은 

2배로 증가하지 않으므로 증기 압력 내림은 2배가 아니다. 따라서 bª는 

200  
x 이 아니다.

ㄷ. 끓는점에서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은 같아지므로 기준 끓는점에

서의 증기 압력은 (가) 용액에서와 (나) 용액에서가 1 atm으로 같다.

14  화학 평형

ㄱ. 실험 Ⅰ에서 B(g)의 평형 농도는 초기 농도에서 1 M 감소해야 

하므로 x=4이고, KÁ= 4Û 
2_4=2이다. 실험 Ⅱ의 평형 상수도 2이

므로 2= z Û 
0.5_0.25이고, z=0.5이다. 실험 Ⅱ에서 A(g) 와 C(g)의 

초기 농도가 각각 0.25 M, y M이고, 평형 농도가 각각 0.5 M, 0.5 

M이다. A(g)와 C(g)의 반응 계수비가 1 : 2이므로 A(g)가 0.25 

M 증가할 때 C(g)는 0.5 M 감소해야 한다. 그러므로 y-0.5=0.5

이고, y=1이다. 따라서 
x_z 

y
=2이다.

ㄴ. 실험 Ⅲ에서 A(g)의 농도가 0.25 M 감소하였으므로 B(g)와 

C(g)의 평형 농도는 각각 1.25 M, 0.5 M이다. Kª= 4
25로 KÁ보다

작다. 이 반응은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므로 Tª>TÁ이다.  

ㄷ. 
KÁ 
Kª

=25
2 이다.

15  수용액의 pH
(나)에서 [H£O±]=K�이므로, NaOH(s)을 넣기 전 (나)에서 

[HA]=0.4 M이다. 

ㄱ. 
[AÑ] 
[HA]

 =
K�

[H£O±]
 =;3!;이다. 

11 증기 압력

ㄱ. T K에서 X(l)의 증기 압력이 76 cmHg로 대기압과 같다. 따

라서 hª=0이다.

ㄴ. 주어진 증기 압력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커진다. 따라서 a>b이다. 

ㄷ. (나)에서 기체의 부피를 V L라고 하면 1 atm=76 cmHg이므 

로 (T-a) K일 때 기체의 양은 
(76-hÁ)V 
76R(T-a) ̀mol이고, (T+b) K

일 때 기체의 양은 
(76+hÁ)V 
76R(T+b)  mol이다. 따라서 

(T+b) K일 때 용기 속 기체의 양(mol)  
(T-a) K일 때 용기 속 기체의 양(mol)=

(T-a)_(76+hÁ)
(T+b)_(76-hÁ)

이다. 

12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정한 온도와 부피에서 기체의 압력은 기체의 양(mol)에 비례한다. 

이 반응에서 A(g)와 B(g)의 반응 계수가 같으므로 증가하는 전체 

기체 압력은 생성되는 C(g)의 양(mol)에 비례한다. (가)에서 0~3t s

까지 t s가 지날 때마다 생성되는 C(g)의 양(mol)은 ;2!;배가 되므로, 

이 반응은 반감기가 t s인 1차 반응이다. 

ㄱ. (가)에서 반응 전 A(g)의 양을 a mol이라고 하면, t s에서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A(g) 1Ú B(g) + cC(g)

반응 전(mol) a 0 0

반응(mol) -0.5a +0.5a +0.5ac

반응 후(mol) 0.5a 0.5a 0.5ac

32
a = 48

a+0.5ac이므로 c=1이다.

ㄴ. (가)에서 촉매를 넣지 않을 경우 C(g)의 부분 압력(P�) 변화량

은 다음과 같다. 

시간(s) 0 t 2t 3t 4t

전체 기체 압력(상댓값) 32 48 56 60 62

DP�(상댓값) 16 8 4 2

X(s)를 넣어서 3t~4t s에서 DP�(상댓값)은 3이 되었으므로 X(s)
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ㄷ. (나)에서 반응 전 A(g)의 양을 b mol이라고 하면, t s일 때 양

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A(g) 1Ú B(g) + C(g)

반응 전(mol) b 0 0

반응(mol) -0.5b +0.5b +0.5b

반응 후(mol) 0.5b 0.5b 0.5b

 (나)에서 기체의 양이 1.5b mol일 때의 전체 기체의 압력(상댓값)이 

24이므로 0 s에서 전체 기체의 압력(상댓값)은 16이다. 일정한 온도와 

부피에서 압력은 기체의 양(mol)에 비례하므로 a : b=2 : 1이다.

(가)에서 t s일 때 A(g)의 농도는 0 s에서의 ;2!;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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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g) 1Ú bB(g) + C(g)

반응 전(mol) 2 0 0

반응(mol) -2w +bw +w

반응 후(mol) 2-2w bw w

3t s에서 기체의 양(mol)은 2-w+bw=23
8 …㉠이다. 

3t s에서 
[C]

[A]+[B] 
= 7

16=
w 

2-2w+bw…㉡이다. 

㉠과 ㉡을 연립하면 w=;8&;, b=2이다. 화학 반응식에서 A(g)와 

B(g)의 반응 계수가 같으므로, 반응이 진행하여도 [A]+[B]는 일정

하다. t s가 지날 때마다 증가하는 [C]가 ;2!;배가 되므로 이 반응은 반

감기가 t s인 1차 반응이다.

시간(s) 0 t 2t 3t

[C]

[A]+[B] 
;1¼6; ;1¢6; ;1¤6; ;1¦6;

D[C](상댓값) 4 2 1

ㄱ. 반감기가 t s이므로 t s에서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2A(g) 1Ú 2B(g) + C(g)

반응 전(mol) 2 0 0

반응(mol) -1 +1 +0.5

반응 후(mol) 1 1 0.5

기체의 양이 2.5 mol이므로 x=20이다. 

ㄴ. b=2이다. 

ㄷ. 0~t s 동안 평균 반응 속도는 t~2t s 동안 평균 반응 속도의 2

배이다. t~1.5t s 동안 평균 반응 속도는 t~2t s 동안 평균 반응 속

도보다 크므로 0~t s 동안 평균 반응 속도는 t~1.5t s 동안 평균 반

응 속도의 2배보다 작다.

19  이상 기체 방정식

대기압이 1 atm이므로 (나) 과정 이후 X(g)의 압력은 1 atm이다. 

따라서 각 과정 후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정 (가) (나) (다)

Y(g)의 압력

X(g)의 압력 
4 2 1.5

Y(g)의 압력(atm) 2 2 1.5

X(g)의 압력(atm) 0.5 1 1

(다) 과정 전후 Y(g)의 양(mol)은 변하지 않으므로  n¥PV
T 에서 

P(나)_V(나)

T(나) 
=

P(다)_V(다)

T(다) 
이고, 

2 atm_a L
T K

=
1.5 atm_10 

3 
 L 

2T K 

에서 a는 ;4%;이다.

(가) 과정 후 기체의 압력비 X：Y=1：4이고 P¥nT
V 이므로

ㄴ. NaOH(s)을 넣기 전 (가)에 들어 있는 HA의 양을 x mol이라

고 하면 NaOH(s) 0.1 mol을 넣었을 때 

[AÑ] 
[HA]

 = 0.1
x-0.1 =;3!;, x=0.4이다. [HA]+[AÑ]는 NaOH(s)을 

 넣기 전 초기 [HA]와 같으므로 [HA]+[AÑ]는 (가)가 (나)의 2배

이다. 

ㄷ. [H£O±]=
[HA] 

[AÑ]
 _K�이다. (나)에 증류수를 200 mL 넣어도 

[HA] 

[AÑ]
 가 일정하므로 [H£O±]는 ;7%;_10ÑÞ  M가 아니다. 

16  완충 용액

0.1 M HA(aq)의 pH가 3이므로 HA의 이온화 상수 

K�= (1_10ÑÜ )Û
0.1-1_10ÑÜ

  ?1_10ÑÞ 이다. (가)에 NaOH(s) 0.05 mol을 

넣었을 때 pH가 5이므로 (가) 수용액은 1 L이다. (나)에서 x M 

HA(aq)의 pH가 2.5이므로 x=1이고, NaOH(s) 0.05 mol을 

넣었을 때 pH가 5이므로 (나) 수용액은 0.1 L이다. 

ㄱ. HA의 이온화 상수 K�=1_10ÑÞ 이다.

ㄴ. 수용액의 부피는 (가)가 (나)의 10배이다. 

ㄷ. (나)에서 NaOH(s) 0.1 mol을 넣은 수용액에서 AÑ의 농도가 

1 M이므로 pH는 9.5이다. 따라서 
y 
x>9이다. 

17  화학 평형과 평형 이동

꼭지를 열기 전 두 강철 용기에서와 꼭지를 연 후 도달한 새로운 평형

에서 온도가 같으므로 평형 상수(K)는 같다.

ㄱ. 이 반응에서 평형 상수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K=
[C]Û 

[A]_[B]º 
 =

{ 6
3V}Û

4
3V_{ 1

3V}º
=

{ 3
2V}Û

1
2V_{ 1

2V}º

이 식을 정리하면 3b-1=2b-1이므로 b=1이다.

ㄴ. b=1이므로 오른쪽 강철 용기에서 구한 T K에서의 평형 상수 

K=
{ 3
2V}Û

1
2V_ 1

2V

=9이다.

ㄷ. 꼭지를 열면 평형 이동 전 B(g)의 몰 분율은 
2

5+2+9=
1
8이다. 

이때 반응 지수 Q=
[C]Û 

[A]_[B] 
=

{ 9
5V}Û

5
5V_ 2

5V

=81
10=8.1<K

 이므로 정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반응이 진행된다. 따라서 B(g)의

양(mol)은 감소하므로 B(g)의 몰 분율은 ;8!;보다 작다.

18  1차 반응의 반감기

0 s에서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A(g) 2 mol의 압력이 16(상댓값)이

므로 3t s에서 기체의 양은 
23
8   mol이다. 0~3t s 동안 감소한 A(g)

의 양을 2w mol이라고 하면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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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의``압력 

X(g)의``압력
=

y_T
5
4

x_T
2

=4에서 
y
x
=5

2이다. 따라서 a_ y
x
=;4%;_

;2%;=25
8 이다.

20 부분 압력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P)과 부피(V) 사이에 

PV=k가 성립하고, 혼합 기체에서 전체 압력은 각 성분 기체의 부

분 압력의 합과 같다.

(나) 과정 후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 양(mol)을 각각 Pÿ,(나), Vÿ,(나), 

nÿ,(나)라고 할 때 이상 기체 방정식 PV=nRT에서  n=PV 
RT이고, 

꼭지 a를 열기 전과 후 전체 기체의 양(mol)은 같으므로 nÿ,(나)=nHe 

+nNe에서 
PT,(나)_VT,(나)

RT =PHe,I_VHe,I 

RT
+PNe,Ⅱ_VNe,Ⅱ 

RT
이고,

PT,(나)_VT,(나)=PHe,I_VHe,I+PNe,Ⅱ_VNe,Ⅱ이다. 따라서 4_6 

=2_2+x_4이고, x=5이다.

(다) 과정 전 용기 Ⅰ과 Ⅲ에서 기체의 압력을 각각 PⅠ, PⅢ, 용기 Ⅰ

과 Ⅲ의 부피를 각각 VⅠ, VⅢ, (다) 과정 후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각

각 PT,(다), VT,(다)라고 할 때 PT,(다)_VT,(다)=PⅠ_VⅠ+PⅢ_VⅢ

이다. 따라서 3_3=4_2+y_1이고, y=1이다.

온도는 일정하므로 PV∝n이고, (나) 과정 전후 He의 분자 수(n)는 

일정하므로 He(g)의 PV도 일정하다. 그러므로 2_2=PHe,(나)_6

에서 PHe,(나)=;3@; atm이다. (다) 과정 전후 He의 분자 수(n)는 일정

하므로 ;3@;_2+1_1=PHe,(다)_3에서 PHe,(다)=;9&; atm이다. (라) 

과정 전후 He의 분자 수(n)는 일정하므로 ;3@;_4+;9&;_1=PHe,(라)_

5에서 PHe,(라)=;4#5!; atm이고, a=;4#5!;이다. 따라서 
x
y
_a=;1%;_;4#5!;

=:£9Á:이다.

 01 ④ 02 ⑤ 03 ① 04 ④ 0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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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② 12 ② 13 ① 14 ③ 15 ①

 16 ⑤ 17 ⑤ 18 ③ 19 ④ 20 ④

회2 본문 125~129쪽실전 모의고사

01  이상 기체 방정식

ㄱ.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양(mol)에 비례

한다. 300 K, 1 atm에서 기체 1 g의 부피비가 VX : VY=d : b

이므로 몰비도 nX :  nY=d : b이다. 또한 기체의`양(mol)=
질량(g) 

1 mol의 질량(g/mol)
이므로 질량이 같을 때 분자량은 기체의 

양(mol)에 반비례하고, 분자량의 비 MX : MY=b : d이다.

ㄴ. 기체를 냉각시킬 때 기체의 부피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0이 되는 

온도는 끓는점이다. 끓는점은 X가 Y보다 높으므로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은 X가 Y보다 크다.

ㄷ. 이상 기체 방정식 PV=nRT에서 기체의 양(mol) n=PV 
RT 이

 다. 끓는점에서 기체 X와 Y는 압력이 1 atm으로 같으므로 몰비

nX :  nY=
c 
T2

 : 
a 
T1

 이고, d : b= c 
T2

 : 
a 
T1

 이다. 따라서 T1 :  T2=

ad : bc이다.

02  혼합 기체와 부분 압력

ㄱ. 이상 기체 방정식 PV=nRT에서 기체의 양(mol) n=PV 
RT 이

므로 반응 전 A의 양(mol)은 
2 

RT , B의 양(mol)은 
3 

RT 이다. 

 또한 반응 계수 a¾1이므로 꼭지를 열어 반응시키면 A는 모두 소모

되고, B는 남게 된다. 따라서 반응 전과 후 A~C의 양적 관계는 다

음과 같다.

aA(g) +` B(g) 1Ú 2C(g)

반응 전(mol) 
2

RT
3

RT
0

반응(mol) -
2

RT
-

1
a
_

2
RT

+
2
a
_

2
RT

반응 후(mol) 0
1

RT
_{3- 2

a
} 1

RT
_

4
a

 또한 반응 후 혼합 기체에서 C(g)의 부분 압력(PC)은 전체 압력(PT) 

에 C의 몰 분율(XC)을 곱한 값과 같다. 

PC=PT_XC

 반응 후 전체 압력(PT)은 1 atm이고, C의 부분 압력(PC)이 0.4 atm 

이므로 C의 몰 분율(XC)은 0.4이다. He의 양(mol)은 
1 

RT 이므로

 

X C=
nC 

nB+nC+nHe
 =

1 
RT_ 4 

a 

1 
RT

 _{3- 2 
a
}+ 1 

RT
 _ 4 

a
+ 1 

RT

=0.4

이고, a=2이다.

ㄴ. 반응 후 B의 양(mol)은 
2 

RT , C의 양(mol)은 
2 

RT , He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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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의 몰랄 농도(m)=
용질의 양(mol) 
용매의 질량(kg)

 이므로 (가)에서 

 

 요소 수용액의 몰랄 농도=

60 
60 mol  

0.14 kg
=50 

7   m이 고, 7 m보다 크다. 

(가)에 용매를 추가해야 농도가 묽은 (나)를 만들 수 있으므로 X는 물

이다.

ㄷ. (나)에서  요소 수용액의 몰랄 농도=
1 mol

(140+a) 
1000  kg 

=7 m이므로 

a=20 
7 이다.

06  용액의 끓는점 오름과 증기 압력 내림

ㄱ. 용액의 끓는점 오름(DTb)은 용액의 몰랄 농도(m)에 비례한다. 

(나)는 (가)에 비해 용질 X의 질량이 3배이므로 몰랄 농도가 3배이

고, 끓는점 오름도 3배이므로 (나)에서 ㉠은 0.3k이다.

ㄴ. (라)는 용질 Y의 질량이 (가)에서 용질 X의 질량의 3배인데, 끓는

점 오름이 같으므로 (가)와 (라)의 몰랄 농도는 서로 같다. 따라서 (가)

와 (라)에서 용질의 양(mol)은 같고, 화학식량은 Y가 X의 3배이다.

 라울 법칙에 의하면 묽은 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DP)은 용질의 몰 분

율(X용질)에 비례한다. X의 화학식량을 MX, Y의 화학식량을 MY, 

물 100 g의 양(mol)을 n물이라고 하면

(가)에서 용질의 몰 분율은 

w 
MX

w 
MX

 +n물

 이고, (다)에서 용질의 몰 분율은

 

w
MY

w 
MY

 +n물

=

w 
3MX

w 
3MX

 +n물

 이므로 증기 압력 내림은 (가)가 (다)보다 

크다.

ㄷ. (나)에서 용질의 몰 분율은 

3w 
MX

3w 
MX

 +n물

 이고, (가)에서 용질의 몰 

분율은 

w
MX

w 
MX

 +n물

 이므로 증기 압력 내림은 (나)가 (가)의 3배보다 

작다.

07  헤스 법칙

ㄱ. 생성 엔탈피는 물질 1 mol이 구성 원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로부

터 생성될 때의 반응 엔탈피이다. 가장 안정한 원소인 N2(g)와 

O2(g)로부터 NO(g) 2 mol이 생성될 때의 반응 엔탈피(DH)가 

a kJ이므로 NO(g)의 생성 엔탈피(DH)는 
a 

2
  kJ/mol이다.

ㄴ. 첫 번째 반응식으로부터  NO(g)의 생성 엔탈피는 
a 

2
  kJ/mol

이다. 첫 번째 반응식에서 두 번째 반응식을 뺀 후 2로 나누어 얻은 

NO2(g)의 생성 엔탈피는 
a-b 
2

  kJ/mol이다. 
a 

2
-{a-b 

2
}=b 

2
이므

로 NO(g)의 생성 엔탈피는 NO2(g)의 생성 엔탈피보다 b
2
 kJ/mol

만큼 크다.

(mol)은 
1 

RT 이므로 He의 몰 분율 

XHe=
nHe 

nB+nC+nHe
 =

1 
RT

2 
RT

 + 2 
RT

+ 1 
RT

 =0.2이다.

ㄷ.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mol)은 
5 

RT 이고, 전체 기체의 부피는 

 

V=nRT 
P =

5 
RT_RT  

1
=5 L가 된다. 또한 두 강철 용 기의 부피가 

각각 1 L이므로 반응 후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3 L가 된다.

03  액체의 증기 압력

ㄱ. 그림에서 증기 압력은 A(l)>B(l)이므로 (가)는 A(l)이고, 

(나)는 B(l)이다.

ㄴ. h1=60-24=36이고, h2=760-24=736이다. 따라서 h2-h1 

=736-36=700이다.

ㄷ. B의 기준 끓는점은 100¾이므로 B의 온도가 78¾일 때 증기 

압력은 760 mmHg보다 작다. 따라서 h2는 0보다 크다.

04  ppm 농도

ppm 농도는 용액 1_106 g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질량(g)을 나타

낸다.

ppm 농도(ppm)=
용질의 질량(g) 
용액의 질량(g)

_106

지하수의 밀도가 1 g/mL이므로 지하수 1 L의 질량은 1000 g이고, 

녹아 있는 산소의 질량을 x g이라고 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1 ppm=
x g 

103 g
_106이고, x=1_10-3이다.

또한 지하수 1 L(1000 g)에 포함된 Fe의 질량을 a g이라고 하면, 다

음 식이 성립한다.

5.6 ppm=
a g 

103 g
_106이고, a=5.6_10-3이다.

따라서 Fe의 몰 농도는  

5.6_10-3 
56  mol  

1 L
=1_10-4 M이므로 

y=1_10-4이고, 
x 

y
=

1_10-3 

1_10-4=10이다.

05  퍼센트 농도와 몰랄 농도

ㄱ. 용액의 몰 농도(M)=
용질의 양(mol) 
용액의 부피(L)

 이므로 용액의 몰 농도 

 를 구하기 위해서는 용액의 부피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가)의 몰 농

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 수용액의 밀도를 알아야 한다.

ㄴ. 용액의 퍼센트 농도(%)=
용질의 질량(g) 
용액의 질량(g)

_100이다. (가)에서 

 요소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가 30%이므로 용질의 질량을 x g이라고

하면, 30%=
x g
200 g

_100이고, x는 60이다. 따라서 용매의 질량은 

140 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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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평형 상수

ㄱ. (가)에서 반응한 A의 양(mol)을 2x라고 하면 반응 전과 후 

A~C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2A(g) ^jj& B(g) + 2C(g)

반응 전(mol) n 0 0

반응(mol) -2x +x +2x

반응 후(mol) n-2x +x +2x

 평형 상태에서 C의 몰 분율이 0.5이므로 
2x

(n-2x)+x+2x =0.5

이고, x=n
3  이다. 따라서 평형 상태에서 [A]는 

n
3  M, [B]는 

n
3  M, 

[C]는 
2n
3  M이고, 평형 상수 K=

[B][C]2 

[A]2
=

n 
3_{2n 

3 }2
 

{n 
3
}2

=;3$; n이다.

ㄴ. (가)와 (나)는 온도와 부피가 같으므로 기체의 압력은 기체의 양

(mol)에 비례한다. (가)에서 A(g) n mol의 압력이 2 atm이므로 

(나)에서 B(g) n3   mol의 압력은 ;3@;   atm이다.

ㄷ. (나)에 A(g)와 B(g)를 각각 n mol씩 추가하면 [A]는 
4n
3   M, 

[B]는 
4n
3   M, [C]는 

2n
3   M이다. 따라서 반응 지수 Q=

[B][C]2 

[A]2
=

 4n 
3 _{2n 

3 }2
 

{4n 
3
}2

=n
3 이다. 이때 Q<K이므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

된 후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10  평형 상수

A(g) ^j& 2B(g) 반응에서 A 1 mol이 반응하면 B 2 mol이 생성되

므로 A 1 mol의 질량과 B 2 mol의 질량이 같다. 따라서 분자량은 A

가 B의 2배이므로 A의 분자량을 MA, B의 분자량을 MB라고 하면  

MA=2MB이다. 강철 용기 속 A의 양(mol)은 
1.5w 
MA

= 1.5w 
2MB

 

=0.75w 
MB

  이고, 실린더 속 B의 양(mol)은 
2w
MB 

  이다. 따라서 기체의 

몰비는 A : B=0.75 : 2이다.

ㄱ. 강철 용기 속 A의 양(mol)을 0.75n, 실린더 속 B의 양(mol)을 

2n이라고 하고, 실린더에서 반응한 B의 양(mol)을 2x라고 하면 반

응 전과 후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A(g) ^jj& 2B(g)

반응 전(mol) 0 2n

반응(mol) +x -2x

반응 후(mol) x 2n-2x

 혼합 기체에서 각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 해당 기체의 

몰 분율을 곱한 값과 같다. 평형 상태에서 B(g)의 부분 압력이 

0.5 atm이므로 B의 몰 분율은 0.5이고, x=2n-2x이다. 따라서 

x=;3@;n이고, 평형 상태에서 A와 B의 양(mol)은 각각 ;3@;n이다. 

ㄷ. NO2(g)`1Ú ;2!;N2(g)+O2(g) 반응의 반응 엔탈피(DH)는 

헤스 법칙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N2(g)+O2(g)` 1Ú `2NO(g) DH=a kJ … (가)

2NO2(g) 1Ú 2NO(g)+O2(g) DH=b kJ … (나)

(나)-(가)의 반응은 

2NO2(g) 1Ú N2(g)+2O2(g) DH=(b-a) kJ이므로 

NO2(g) 1Ú  ;2!;N2(g)+O2(g)  DH=b-a
2  kJ이다.

H
2NO(g)+Oª(g)

Nª(g)+2Oª(g)

2NOª(g)

(b-a)`kJ

b`kJ

a`kJ

08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

CH4(g) 1Ú C(s,`흑연)+2H2(g) 반응은 CH4(g) 1 mol이 

C(g)와 4H(g)로 완전히 분해된 후, 기체 원자들이 결합하여 C(s, 

흑연) 1 mol과 H2(g) 2 mol이 생성되는 엔탈피(H) 변화와 같다. 

C(g)+4H(g)
H

CH¢(g)

C(s, 흑연)+4H(g)

C(s, 흑연)+2Hª(g)

-x`kJ

-2_436`kJ

+75`kJ

+4_410`kJ

CH4(g) 1Ú C(s,`흑연)̀+`2H2(g) 반응의 DH=4_(C-H 결

합 에너지)-C(g)의 생성 엔탈피-2_(H-H 결합 에너지)이므로 

75=4_410-x-2_436이다. 따라서 x=693이다.

CO2(g)+4H2(g) 1Ú CH4(g)+`2H2O(l) DH=y kJ 반응은 

헤스 법칙을 이용하여 엔탈피 변화(DH)를 구할 수 있다.

CO2(g)+4H2(g) 1Ú CH4(g)+2H2O(g)  DH1 … (가)

H2O(l) 1Ú H2O(g)  DH2=44`kJ … (나)

CO2(g)+4H2(g) 1Ú CH4(g)+2H2O(l) 반응은 (가)-2_

(나)와 같으므로 엔탈피 변화 y kJ=DH1-88 kJ이다. 

COª(g)+4Hª(g)
H

CH¢(g)+2HªO(l)

DHÁ
y`kJ

88`kJ

CH¢(g)+2HªO(g)

(가)에서 DH1=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

이므로 DH1=2_799+4_436-4_410-4_460=-138 kJ이

다. 따라서 y=-138-88=-2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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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Ⅰ과 Ⅱ에

서 온도가 같고 반응물의 반응 계수의 합이 생성물의 반응 계수보다 

크므로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체의 압

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P2>P1이고 전체 기체의 양(mol)은 Ⅰ>Ⅱ이

므로 V1>V2이다.

ㄴ. B(g)의 양(mol)은 Ⅱ>Ⅲ이므로 Ⅲ은 Ⅱ에서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같을 경우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 

평형에 도달하면 전체 기체의 양(mol)이 감소하므로 기체의 부피는 

작아져야 하지만, Ⅱ에서와 Ⅲ에서의 기체의 부피가 같으므로 온도는 

T2>T1이다.

ㄷ. Ⅱ에서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 

Ⅲ에 도달하므로 정반응은 흡열 반응이고, 반응 엔탈피 DH>0이다.

12  화학 평형과 평형 상수

화학 반응식에서 A(g)와 B(g)의 반응 계수비가 1 : 2이므로 분자량

은 A가 B의 2배이다. (가)에서 A의 양을 n mol이라고 하면 A의 질

량과 B의 질량이 같으므로 B의 양(mol) 2n mol이다. (가) → (나)에

서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여 압력이 증가하므로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이때 반응한 B(g)의 양을 2x mol이라고 하면 

(나)에서 A(g)의 양은 (n+x) mol, B(g)의 양은 (2n-2x) mol이

다. (나)에서 A의 질량=2_B의 질량이므로 2_(n+x)=2_

(2n-2x), x=;3!;n이다. (나)에서 A의 양은 ;3$;n mol, B의 양은 

;3$;n mol이다. (가)와 (나)에서 기체의 온도가 T K로 같으므로 평형

상수는 같다. K1=
[B]2 

[A]
=

{2n 
V1

}2
 

n 
V1

=
{ 4n 
3V2

}2
 

4n 
3V2

, V2=;3!;V1이다. 

이상 기체 방정식에서 T=PV 
nR이고, (가)와 (나)에서 기체의 온도는 

같으므로 T= P1V1

(n+2n)R=
P2V2

{4 
3  n+4 

3  n}R 
 , 

P2 
P1

=;3*;이다. 

(다)에서 전체 기체의 양을 a mol이라고 하면 이상 기체 방정식에서 

V=nRT 
P 이고, (나)와 (다)에서 기체의 부피는 같으므로 

V2=
{4 
3  n+4 

3  n}RT 

P2
=aR_2T

5 
2  P2 

, a=10n
3   이다. (나) → (다)에서

전체 기체의 양이 증가하므로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

다. 이때 반응한 A(g)의 양을 y mol이라고 하면 (다)에서 A(g)의 

양은 {4n
3   -y} mol, B(g)의 양은 {4n

3   +2y} mol이므로 전체 기

체의 양은 {4n
3   -y}+{4n

3   +2y}=10n
3   , y=2n

3   이다.  

(다)에서 A(g)의 양은 
2n
3    mol, B(g)의 양은 

8n
3    mol이므로 

K2=
{ 8n 
3V2

}2
 

2n 
3V2

=
{8n 
V1

}2
 

2n 
V1

=32n
V1

이다. 

또한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양(mol)에 비례한

다. 초기에 B(g) 2n mol의 부피가 2 L이므로 평형 상태에서 실린더 

속 혼합 기체의 부피는 V=;3$; L이다. 

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실린더에서 평형 상수 K=
[B]2 

[A]
=

»
2
3n

4 
3

¼
2

2
3n

4 
3
 

 
=0.5n이다.  강철 용기에서 반응한 A의 양(mol)을 y라고 

하면 반응 전과 후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A(g) ^jj& 2B(g)

반응 전(mol) 0.75n 0

반응(mol) -y +2y

반응 후(mol) 0.75n-y 2y

T K에서 A(g) ̂ j& 2B(g) 반응의 평형 상수가 0.5n이므로 K=
[B]2 

[A]

= (2y)2 
0.75n-y=0.5n이고, y=0.25n이다. 따라서 평 형 상태에서 A와 

B의 양(mol)은 각각 0.5n이고, 전체 기체의 양(mol)은 n이다. 온도

가 같을 때 혼합 기체의 압력은 
전체 기체의 양(mol) 

기체의 부피(L)
에 비례한다. 평

형 상태에서 강철 용기와 실린더 속 혼합 기체의 압력의 비는 

(0.5n+0.5n) mol 
1 L

 : 
{2 
3  n+2 

3  n} mol   

4 
3
 L

=1 : 1이다. 따라서 실린

더 속 혼합 기체의 압력이 1 atm이므로 강철 용기 속 혼합 기체의 

압력도 1 atm이다.

[다른 풀이] 반응 전 실린더에 있는 B(g)는 1 atm에서 2n mol의 

부피가 2 L이었으므로 반응 후 강철 용기 속 혼합 기체 n mol, 1 L

의 압력은 1 atm이다.

ㄷ. 평형 상태에서 강철 용기와 실린더 속 기체의 압력은 서로 같으므

로 꼭지를 열었을 때 전체 기체의 부피는 강철 용기와 실린더 속 기체

의 부피의 합과 같다. 평형 상태에서 꼭지를 열었을 때 강철 용기와 실

린더에 들어 있는 A와 B의 농도는 각각 
{2 
3  n+1 

2  n} mol   

{1+4 
3
} L

=;2!; n M

이 므로 반응 지수 Q=
[B]2 

[A]
=

{n 
2   }Û   

n 
2

=n 
2  이고, Q=K이다. 따라서 

꼭지를 열면 A(g)와 B(g)는 평형 상태에 있으므로 평형이 이동하

지 않는다.

[다른 풀이] 평형 상태에서 강철 용기와 실린더의 압력이 서로 같으므

로 꼭지를 열어도 압력 변화가 없다. 따라서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

11  평형 이동

ㄱ. B(g)의 양(mol)은 Ⅰ>Ⅱ이므로 Ⅱ는 Ⅰ에서 정반응 쪽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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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분해 반응을 한다. 

 AÑ(aq)+H2O(l) 1Ú HA(aq)+OHÑ(aq)
(다)는 염기성이므로 (다)의 pH는 7보다 크다.

16  효소

효소는 생명 현상에서 촉매 역할을 한다. 촉매 중 정촉매는 반응의 활

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므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17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제시된 반응은 A에 대하여 1차 반응이므로 초기 반응 속도는 A의 

초기 농도에 비례한다.

ㄱ. Ⅱ에서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A(g)의 초기 농도는 Ⅱ에서

가 Ⅰ에서의 2배이므로 초기 반응 속도는 Ⅱ에서가 Ⅰ에서의 2배이

어야 한다. 그러나 초기 반응 속도는 Ⅱ에서가 Ⅰ에서의 8배이므로 

X(s)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정촉매이다.

ㄴ. Ⅲ에서 온도가 T1이라면 A(g)의 초기 농도는 Ⅲ에서가 Ⅰ에서

의 3배이므로 초기 반응 속도는 Ⅲ에서가 Ⅰ에서의 3배이어야 한다. 

그러나 온도는 Ⅲ에서가 Ⅰ에서보다 높으므로 초기 반응 속도는 Ⅲ에

서가 Ⅰ에서의 3배보다 크다. 따라서 ㉠>3a이다.

ㄷ. 정촉매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므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Ⅲ에서가 Ⅱ에서보다 크다.

18  1차 반응

t=0~t=a min에서 감소한 용기 속 기체의 압력은 Ⅰ에서가 

4P atm, Ⅱ에서가 6P atm이다. t=0~t=a min에서 반응 속도

는 Ⅱ에서가 Ⅰ에서의 ;2#;배이므로 용기에 넣은 A(g)의 농도는 Ⅱ에

서가 Ⅰ에서의 ;2#;배이다. Ⅰ에서 용기에 넣은 A(g)의 양을 2x mol

이라고 하고, 용기에서 14P atm에 해당하는 기체의 양을 14N mol

이라고 하면 용기에 넣은 B(g)의 양은 (14N-2x) mol이다. Ⅱ에

서 용기에 넣은 A(g)와 B(g)의 양은 각각 3x mol, (14N-

3x) mol이다. 반응 완결 후 감소한 전체 기체의 양은 Ⅰ에서와 Ⅱ에

서가 같으므로 Ⅰ에서 A(g)가 모두 반응하고, Ⅱ에서 B(g)가 모두 

반응한다. Ⅰ과 Ⅱ에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 Ⅰ] A(g)` + bB(g) 1Ú C(g)

반응 전
(mol) 2x (14N-2x)

반응(mol) -2x -2bx +2x 

반응 후
(mol) 0 (14N-2x-2bx) 2x

[실험 Ⅱ] A(g)` ` + bB(g) 1Ú C(g)

반응 전
(mol) 3x (14N-3x)

반응(mol) -(14N-3x)
b

-(14N-3x) +(14N-3x)
b

반응 후
(mol) 3x-(14N-3x)

b
0 (14N-3x)

b

K1=
{2n 
V1

}2
 

n 
V1

=4n
V1

이므로 
K1

K2
=

4n 
V1

32n 
V1

=;8!;이다. 따라서 
P2

P1
_K1

K2
=

;3*;_;8!;=;3!;이다.

13  상평형

(가)에서 H2O을 가열하면 상태 변화가 2번 일어나므로 t1¾, P1 atm

에서 H2O의 안정한 상은 고체와 액체이다.

ㄱ. P1 atm에서 t1¾의 H2O을 가열하면 액체, 기체로 상태 변화하

므로 t1¾, P1 atm에 해당하는 지점은 융해 곡선에 해당한다. P2 

atm은 삼중점의 압력이므로 P1>P2이다.

ㄴ. 삼중점의 온도인 t2¾는 t1¾보다 높다.

ㄷ.  t1¾, P2 atm에서 H2O의 안정한 상은 고체이다. 

14  산 염기 평형

HA의 이온화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HA(aq)+H2O(l) ^j& AÑ(aq)+H3O
+(aq)

ㄱ. (가)에서 [H3O+]를 x M라고 하면 

Ka=
[H3O

+][AÑ] 
0.2-x

≒
x2 
0.2=2_10-5, x=2_10-3 M이다.

ㄴ. (나)에서 HA(aq)의 몰 농도를 a M라고 하면 (나)에서 [H3O+]= 

1_10-3  M이므로 Ka=
[H3O+][AÑ] 
a-1_10-3≒

[H3O+][AÑ] 
a

 =(1_10-3)2 
a

=2_10-5, a=0.05이다.

ㄴ. 수용액에 용해된 HA의 양(mol)은 (가)와 (나)에서 같으므로 

0.2 M_100 mL=0.05 M_(100+V) mL, V=300이다. 

15  염의 가수 분해와 완충 용액

HA의 이온화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HA(aq)+H2O(l) ^j& AÑ(aq)+H3O+(aq)
약산 HA의 짝염기는 AÑ이다. 

ㄱ. (가)와 (나)는 HA(aq)의 양(mol)과 AÑ(aq)의 양(mol)이 같

다. 따라서 (가)와 (나)는 완충 용액이다.

ㄴ. (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HA(aq)+NaOH(aq) 1Ú 

NaA(aq)+H2O(l)이다. (가)에서 HA(aq)은 NaOH(aq)과 반

응하여 NaOH(aq)의 양(mol)만큼 AÑ(aq)이 생성된다. (가)와 (나)

에서 
[A-] 

[HA]
=1이므로 혼합 용액 속 HA(aq)의 양(mol)과 AÑ(aq) 

의 양(mol)이 같고 NaOH(aq)의 양(mol)은 HA(aq)의 양

(mol)의 ;2!;배이고, V1=50이다. (나)에서 NaA(aq)은 Na+(aq)과 

AÑ(aq)으로 모두 이온화한다. HA(aq)의 양(mol)과 AÑ(aq)의 양

(mol)이 같으므로 NaA(aq)의 양(mol)은 HA(aq)의 양(mol)과 

같고, V2=100이다. 따라서 V2>V1이다. 

ㄷ. (다)는 HA(aq) 100 mL와 NaOH(aq) 100 mL의 혼합 수

용액이다. HA(aq)과 NaOH(aq)의 몰 농도가 같아 모두 반응하

므로 (다)는 NaA를 물에 녹여 만든 수용액과 같다. NaA는 물에 녹

아 Na+(aq)과 AÑ(aq)으로 이온화하고, AÑ(aq)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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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3 본문 130~134쪽실전 모의고사

01  열화학 반응식

ㄱ. (가)는 물의 기화 반응으로 흡열 반응이다. 따라서 땀이 마를 때 

시원함을 느끼는 현상은 (가)와 관련이 있다. 

ㄴ. (나)의 반응 엔탈피가 0보다 작으므로 발열 반응이다. 

ㄷ. (나)-(가)를 하면 H2(g)+;2!;O2(g) 1Ú H2O(l)의 반응식이 

 만들어지고 이때 반응 엔탈피는 (b-a) kJ이다. 따라서 H2O(l)의 

생성 엔탈피는 (b-a) kJ/mol이다.

02  상평형 그림

CO2(l)는 삼중점에서의 압력이나 온도보다 낮은 조건에서 안정한 

상으로 존재할 수 없다.

5.1

1
0

압력

(atm)

온도(¾)-78.5-80
-56.6 25

고체 액체

기체
(가)

(나)

(다)

 A. 25¾, 1 atm (가)에서 안정한 상은 기체이다.

  B. 25¾, 1 atm에서 안정한 상을 갖는 CO2에 온도를 유지한 채 

5.1 atm까지 압력을 가하면 (나)의 위치이고 (나)에서 안정한 상은 기

체이다.

  C. 25¾, 1 atm에서 안정한 상을 갖는 CO2에 압력을 유지한 채 

-80¾까지 온도를 낮추면 (다)의 위치이고 (다)에서 안정한 상은 고

체이다.

03  수소 연료 전지

수소 연료 전지의 (-)극에서는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극에서

는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ㄱ. 전극 A에서 공급된 H2(g)가 H+으로 변환되어 전해질을 거쳐 

전극 B로 이동한다. 따라서 전극 A는 H2가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

이 일어나는 (-)극이다.

ㄴ. 전자는 도선을 따라 (-)극인 전극 A에서 (+)극인 전극 B로 이

동한다. 따라서 전극 B에서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ㄷ. 수소 연료 전지는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

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이다.

04  온도와 반응 속도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활성화 에너

지(E�)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 수가 증가한다.

ㄱ. T1에서보다 T2에서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므로 온도는 

T2>T1이다.

Ⅰ에서 반응 후 (14N-2x-2bx)+2x=6N, bx=4N이고, Ⅱ에

서 반응 후 3x-14N-3x
b +14N-3x

b =6N, x=2N이다. 이 식

을 풀면 b=2이다. Ⅰ에서 반응 전 용기에 넣은 A(g)와 B(g)의 양

은 각각 4N mol, 10N mol이다. t=0~t=a min에서 반응한 

A(g)의 양을 z mol이라고 하면 t=a min일 때 A(g)~C(g)의 양

은 각각 (4N-z) mol, (10N-2z) mol, z mol이다. t=a min일 

때 용기 속 기체의 양은 (4N-z)+(10N-2z)+z=10N, z=2N

이다. A(g)의 양은 t=a min일 때가 t=0일 때의 ;2!;배이므로 이 

반응의 반감기는 a min이다.Ⅰ에서 t=a min일 때 B(g)의 양은 

10N-2_2N=6N(mol)이다. Ⅱ에서 반응 전 용기에 넣은 A(g)
와 B(g)의 양은 각각 6N mol, 8N mol이므로 t=a min일 때 

B(g)의 양은 8N-2_3N=2N(mol)이다. 따라서 

b_
t=a min일 때 Ⅱ에서 B(g)의 양(mol)
t=a min일 때Ⅰ에서 B(g)의 양(mol)  =2_2N

6N=;3@;이다.

19  화학 전지

ㄱ. (가)에서 A2+은 환원되어 A가 되고, B는 산화되어 B 이온이 된

다.

ㄴ. (나)에서 C2+은 환원되어 C가 되므로 A는 산화된다. 따라서 A 

전극은  (-)극이다.

ㄷ. (가)에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 크기는 B>A이고, (나)에서 금속

의 이온화 경향 크기는 A>C이다. 따라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 크기

는 B>C이다.

20  전기 분해

물질을 전기 분해하면 (-)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ㄱ. (가)와 (나)는 환원 반응이므로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ㄴ. ACl(l)에는 A+(l)과 ClÑ(l)이 있으므로 ACl(l)을 전기 분

해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가)와 (다)이다. 

ㄷ. ACl(l)을 전기 분해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가)와 (다)이므로 

ACl(aq)을 전기 분해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나)와 (라)이다. A+

과 H2O 중 H2O이 먼저 환원되므로 ACl(aq)의 전기 분해에서 전자

를 얻기 쉬운 경향은 H2O>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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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로 모두 산화 환원 반응이 일

어난다.

ㄱ. (가) 전기 분해 장치와 (나) 화학 전지는 모두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상호 전환시킨다.

ㄴ. (가) 전기 분해 장치에서 (+)극인 오른쪽 전극에서는 전자를 잃

는 산화 반응이 진행되므로 2ClÑ(l) 1Ú Cl2(g)+2eÑ 반응이 일

어나며 기체가 발생한다. (나) 화학 전지에서 Cu는 Zn보다 이온화 

경향 크기가 작으므로 Cu가 (+)극, Zn이 (-)극이 된다. 오른쪽 Cu 

전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진행되므로 Cu2+(aq)+2eÑ 

1Ú Cu(s) 반응이 일어난다. 따라서 (가)의 오른쪽 전극에서만 기

체가 발생하고 (나)의 오른쪽 전극에서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ㄷ. (가) 전기 분해 장치의 (-)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 

Na+(l)+eÑ 1Ú Na(l)이 일어나고, (나) 화학 전지의 (-)극에

서는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 Zn(s) 1Ú Zn2+(aq)+2eÑ이 일어

난다.

09  전기 분해

CuSO4(aq)을 전기 분해하면 (-)극에서는 Cu2+과 H2O이, (+)극

에서는 SO4
2Ñ과 H2O이 산화 환원 반응 경쟁을 하며 (-)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극에서는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일

어난다.

ㄱ. 전극 A에서 금속이 석출되었으므로 전극 A는 Cu2+이 전원 장

치에서 나오는 전자를 얻어 Cu(s)가 석출되는 전극이므로 (-)극이

다. 따라서 전극 B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므로 (+)

극이다.

ㄴ. 전극 B에서 O2(g)가 발생하였으므로 H2O(l)이 산화되는 반응 

2H2O(l) 1Ú O2(g)+4H+(aq)+4eÑ이 일어난다. 따라서 H2O

과 SO4
2Ñ과의 산화 반응 경쟁에서 H2O이 먼저 산화되므로 H2O(l)

이 SO4
2Ñ(aq)보다 산화되기 쉽다.

ㄷ. 전극 A에서 석출된 금속은 Cu이고 12.7 g은 0.2 mol에 해당하

는 질량이다. 그러므로 Cu2+(aq)+2eÑ 1Ú Cu(s) 반응에서 이

동한 전자의 양은 0.4 mol이다. 따라서 2H2O(l) 1Ú O2(g) 
+4H+(aq)+4eÑ 반응에서 0.4 mol의 전자가 이동할 때 생성된 

O2(g)의 양은 0.1 mol이다.

10  화학 반응식과 평형 상수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양(mol)에 비례한다. 

따라서 (나)의 실린더에 들어 있는 전체 기체의 양은 1.4 mol이다. 

실린더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으며, 이때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A(g) + bB(g) ^jj& cC(g)

반응 전(mol) 0.2 0.1 0.9

반응(mol) +0.2 +0.2b -0.2c

반응 후(mol) 0.4 0.1+0.2b 0.9-0.2c

따라서 1.4+0.2(b-c)=1.4로 b=c이다. 이 반응의 평형 상수 

K=
35 
2

V=
{0.9-0.2b 

7V }b
 

{ 0.4 
7V

}_{0.1+0.2b 
7V

}b
 이다. 0.9-0.2b=0.1+0.2b

ㄴ.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커지므로 A(g)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T2에서가 T1에서보다 크다.

ㄷ.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 상수(k)는 커지고 반응 속도는 빨라

진다. 따라서 k는 T2에서가 T1에서보다 크다.

05  헤스 법칙과 결합 에너지

ㄱ. (나)에서 ;2#;O2(g)` 1Ú ̀O3(g)```DH= 
427
2 =213.5 kJ이다. 

ㄴ. (가)는 흡열 반응이므로 생성물의 엔탈피 합이 반응물의 엔탈피 

합보다 크다. 

ㄷ. 2_[(가)+(다)]-(나)를 하면 O2(g) 1Ú 2O(g)가 되므로 이 

자료로부터 구한 O=O의 결합 에너지는 495 kJ/mol이다. 

06  산과 이온화 상수

HA는 수용액에서 H+(=H3O+)과 AÑ으로 이온화되므로 H3O+과 

AÑ의 양(mol)은 같다.

ㄱ. HA(aq)에 존재하는 음이온은 AÑ과 OHÑ이고 H3O+과 AÑ의 

농도는 같다. 또한 산 수용액에서 [H3O+]>[OHÑ]이다. 따라서 존

재비가 큰 Y 이온은 AÑ이고, X 이온은 OHÑ이다.

ㄴ. 
Y 이온 

X 이온
=

[AÑ] 
[OHÑ]

=
[H3O+] 

[OHÑ]
=1_106이고, K·=[H3O+]_

[OHÑ]=1_10Ñ14이므로 [H3O+]=1_10-4 M, [OHÑ]=1_10-10 

M이다. 따라서 pH=-log(1_10-4)=4.0이다.

ㄷ. 용질의 양(mol)=용액의 몰 농도(M)_용액의 부피(L)이므로 

H3O+의 양=1_10-4  
mol
L _0.1 L=1_10-5 mol이다.

07  금속 결정 구조와 단위 세포

금속 결정 구조의 단위 세포는 다음과 같다. 
A"A A'

B"B B'

C"C C'

         
단순 입방 구조의

단위 세포      
면심 입방 구조의

단위 세포       
체심 입방 구조의

단위 세포

따라서 X는 단순 입방 구조, Y는 면심 입방 구조를 갖는다. 단위 세포

에 들어 있는 원자 수는 단순 입방 구조가 1, 면심 입방 구조가 4이다. 

ㄱ. Y는 면심 입방 구조를 갖는다. 

ㄴ. 
원자`1개의`부피 

단위`세포의`부피
 에 단위 세포에 들어 있는 원자 수를 곱하

면, 단위 세포에서 원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된다. 

1-(단위 세포에 들어 있는 원자 수_
원자`1개의`부피  

단위`세포의`부피
 )=

단위 세포 내`원자가`채워져`있지`않은`공간의`부피  

단위`세포의`부피
 이므로 X가 Y보

다 크다. 

ㄷ. 한 원자에 가장 인접한 원자 수는 X가 6, Y가 12이다. 

08  전기 분해와 화학 전지

전기 분해 장치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화학 전지는 화학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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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 min일 때 B의 몰 분율이 ;1!5$;이므로 A의 몰 분율은 ;1Á5;이다. 

그러므로 
n-y

(n-y)+2y=
n-y
n+y=;1Á5;이고, y=;8&;n이다. 남은 A의 

양이 ;8!;n mol이고, t=6 min일 때 반감기가 3번 지났으므로 반감

기는 2 min이다.

ㄱ. 이 반응은 1차 반응이고 반감기는 2 min이므로 반응 속도는 

t=4 min일 때가 t=6 min일 때의 2배이다. 따라서 반응 속도는 

t=3 min일 때가 t=6 min일 때의 2배보다 크다.

ㄴ. 반감기가 2 min이므로 t=12 min일 때는 반감기가 6번 지난 

시간이다. 따라서 남은 A의 양은 (;2!;)6_n=:6Á4: n mol이고, 생성된 

B의 양은 ;6^4#;n_2=126
64  n mol이므로 A의 몰 분율은 

1 
64  n   

\ 1 
64

 n+126
64

 n
= 1

127 < 
1
120이다.

ㄷ. 
B의 질량

A의 질량
=1이 되는 시간은 A의 양(mol)의 절반이 반응한 시

간이므로 2 min이다. 따라서 t=3 min일 때는 t=2 min일 때보다  

반응이 더 진행된 시점이므로 
B의 질량

A의 질량
>1이다.

14  완충 용액

HA의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K�)는 다음과 같다. 

HA(aq)+H2O(l) ^j& AÑ(aq)+H3O+(aq)

K�=
[AÑ][H3O+]

[HA]
=4_10-7 

수용액의 pH가 7.0이므로 [H3O+]=1_10-7 M이고, 
[AÑ]
[HA]

=4

이다.

ㄱ. 
[AÑ]
[HA]

=4이고 NaA(aq)과 HA(aq)의 농도가 0.5 M로 같으

 므로 혼합한 용액의 부피는 NaA(aq)>HA(aq)이다. 따라서 y>x

이다.

ㄴ. HA의 이온화 상수(K�)가 매우 작으므로 역반응이 우세한 평형

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염기의 세기는 AÑ>H2O이다.

ㄷ. (가)에 소량의 NaOH(s)을 가하면 NaOH(s)의 이온화 반응

에 의해 생성된 OHÑ이 H3O
+과 반응하여 평형을 정반응 쪽으로 이

동시킨다. 따라서 [AÑ]는 증가하고, [HA]는 감소하므로 [AÑ]
[HA]

는 4

보다 커진다.

15  액체의 증기 압력

(가)~(다)에 들어 있는 A의 양(mol)은 같다. 기체의 양(mol)은 

n=PV 
RT이므로, (나)로부터 (가)~(다)에 들어 있는 A의 양은 

n= PV 
30R  mol임을 알 수 있다. (가)에서 A(g)의 양은 

PV   
90R  mol

이므로, A(l)의 양은 
2PV  
90R   mol이다. 

이므로, b=c=2이다. 

ㄱ. (가)와 (나)에서 전체 기체의 압력은 1 atm으로 같으므로 (가)와 

(나)에서 A(g)의 부분 압력비는 A(g)의 몰 분율비와 같다. 

(가)와 (나)에서 A(g)의 몰 분율은 각각 ;6!;, ;7@;이므로 A(g)의 부분 

압력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가 아니다. 

ㄴ. b=c=2이므로 b+c=4이다. 

ㄷ. (나)에서 B(g)와 C(g)의 양은 0.5 mol로 같다. 따라서 B와 C

의 몰 분율은 같다. 

11  반응 속도

B(g)의 몰 농도 증가량이 t마다 절반씩 줄어들므로 이 반응의 반감

기는 t이고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ㄱ. 0~t 동안 [B]가 2a M 증가하고, t~2t 동안 [B]가 a M 증가하

므로 평균 반응 속도는 0~t 동안이 t~2t 동안의 2배이다.

ㄴ. A(g)의 초기 농도를 x M라고 할 때 반감기가 2번 지난 2t까지

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2A(g) 1Ú bB(g)

반응 전(M) x 0

반응(M) -;4#;x +;8#;bx

반응 후(M) ;4!;x ;8#;bx

그러므로 
B(g)의 몰 농도

A( g)의 몰 농도
 =

3 
8 bx    

\1 
4
 x

=;2(;이고, b=3이다.

ㄷ. 0~t 동안 생성된 [B]는 2a M이므로 반응한 [A]는 ;3$;a M이다. 

따라서 A(g)의 초기 농도는 0~t 동안 반응한 [A]의 2배인 ;3*;a M

이다.

12  삼투압

 ㄱ. 삼투압은 온도에 비례하므로, 온도를 T K보다 높이면 수면의 

높이 차는 hÁ보다 커진다. 

 ㄴ. 수면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추가로 가해 준 압력이 4 atm이므로, 

(나)에서 X(aq)의 삼투압은 4 atm이다. 

 ㄷ. 삼투압이 4 atm이므로 p=[X]RT=[X]_25=4이다. 따라

서 [X]=0.16 M이다. X의 분자량을 MX라고 하면 용액의 부피가 

200 mL, 녹아 있는 X(s)의 질량이 1.92 g이므로 MX=60이다. 

13  반응 속도

A의 초기 양을 n mol, 반응한 A의 양을 y mol이라고 할 때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A(g) 1Ú 2B(g)

반응 전(mol) n 0

반응(mol) -y +2y

반응 후(mol) n-y  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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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 상태에서 용기에 들어 있는 기체의 양(mol)은 A(g) : 
B(g)=1 : 4이다. (나)에서 B(g)가 먼저 소모되므로 이때 양적 관

계는 다음과 같다. 

A(g) + bB(g) 1Ú 2D(g)

반응 전(mol) 
V

RT
4V
RT

0

반응(mol) -
4
b
_

V
RT

-
4V
RT

+
8
b
_

V
RT

반응 후(mol) (1-
4
b
)

V
RT

0
8
b
_

V
RT

따라서 혼합 기체의 압력 P={1  
3+

4  
3b} atm이다. 

hÁ  
hª=1이므로 

P는 2 atm 또는 0.6 atm이 될 수 있는데, 
1  
3+

4  
3b=2인 경우 

b=4  
5가 되고 이때 A(g)가 B(g)보다 먼저 소모되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1  
3+

4  
3b=0.6이고, b=5이다. 

19  수용액의 전기 분해

황산 나트륨 수용액을 전기 분해할 때 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

응식은 다음과 같다. 

(+)극 : 2H2O(l)  1Ú O2(g)+4H+(aq)+4e-

(-)극 : 4H2O(l)+4e-  1Ú 2H2(g)+4OH-(aq)

전체 반응 : 2H2O(l)  1Ú 2H2(g)+O2(g)

도선을 통해서 이동하는 전자와 전기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전체 기체

의 몰비는 4 : 3이므로 전기 분해를 통해 생성된 전체 기체의 양(mol)

은 0.0096 mol이다. 기체의 부피가 250 mL이므로 전기 분해를 통해 

발생한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은 P=0.0096_25
250_10-3 = 0.96 atm이다.

대기압은 1 atm이므로, 눈금 실린더에 들어 있는 HªO(g)의 부분 압력

은 0.04 atm이다.

20  평형 상수

온도가 같으면 평형 상수(K)는 같고, 혼합 기체에서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 그 기체의 몰 분율을 곱한 값과 같다.

ㄱ. 이상 기체 방정식 PV=nRT에서 온도가 같을 때 기체의 압력

은 기체의 양(mol)에 비례하고, 기체의 부피(V)에 반비례한다 

(P∝
n
V). 그러므로 실린더에서 V L의 부피 속에  4 mol의 기체가 있 

을 때 전체 기체의 압력이 1 atm이므로 강철 용기 2 V L의 부피 속에

C(g) 6 mol이 있을 때 C(g)의 부분 압력은 ;4#; atm이다.

ㄴ. 온도가 T로 같으므로 강철 용기에서의 

평형 상수 »
{ 6 
2V}c

 

3
2V

_ 2
2V

¼ 와 실린더에서의 평형 상수 »
{ 2 
V}c

 

1
V
_ 1

V

¼ 는 같다. 

{ 6 
2V}c

 

3
2V

_ 2
2V

=
{ 2 
V}c

 

1
V
_ 1

V

의 식을 만족하려면 c=1이고, K=2V이다. 

따라서 c_K=2V이다.

ㄱ. (가)에서 A(g)와 A(l)의 몰비는 A(g) : A(l)=1 : 2이다. 

ㄴ. (가)에서 A(g)의 압력은 A(l)의 증기 압력이다. 고정 장치를 

제거하면 실린더 내의 압력은 대기압과 같은 1 atm이 되는데, P>1

이므로 실린더 내의 모든 A(l)는 A(g)가 된다. 고정 장치를 제거

한 (가)에서 기체의 부피를 k L라고 하면, 

n(가)=n(다)=
1_k  
90R=1.5xPV  

150R 이다. 따라서 k=0.9xPV이다. 

ㄷ. (나)의 온도를 120 K에서 90 K로 내릴 때 액화가 일어나지 않

는다고 가정하면 
P  
T는 일정하므로 

2P  
120=

1.5P  
90 에서 A(g)의  압력은 

1.5P atm이 된다. 90 K에서 A(l)의 증기 압력이 P atm이므로, 

온도를 내리는 과정에서 액화가 일어나고 A(l)와 A(g)가 평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A(g)의 압력은 90 K에서 A(l)의 증기 압력

인 P atm이 된다. 

16  몰랄 농도와 퍼센트 농도

용질의 화학식량이 M인 x% 수용액의 몰랄 농도가 y m일 때 

y= 1000x  
(100-x)M 이다. 역수를 취하면 

1  
y=

M 
10_

1  
x-

M 
1000 이므로 

주어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M 
10이다. 따라서 A의 화학식량은 60, 

B의 화학식량은 40이다. 

ㄱ. A의 화학식량이 60이므로, 주어진 그래프에서 A(aq)의 관계

식은 
1  
y=6_ 1  

x-0.06이다. x=12를 대입하면 y?2.27>2.1이다. 

ㄴ. 화학식량비는 A : B=3 : 2이다. 

ㄷ. P에서 B(aq)의 퍼센트 농도는 10%이므로 수용액 100 g에는 

B 10 g(=0.25 mol)이 녹아 있다. P에서 B(aq)의 밀도가 1.1 g/mL

이므로 수용액 100 g의 부피는 ;1Á1; L이다. 따라서 B(aq)의 몰 농도 

는 2.75 M이다. 

17  어는점 내림

(가)와 (나) 수용액에서 용매의 질량을 각각 w(가), w(나), A와 B의 화

학식량을 각각 M, 3M, 물의 몰랄 내림 상수를 kÄ라고 하면 

(가)에서 10t=kÄ_ 2x
M _ w(가)

 … ㉠, 15t=kÄ_ 3x
M _ w(가)

 이고, 

(나)에서 3t=kÄ_ 6x+y
3M _ w(나)

 … ㉡, 4t=kÄ_ 9x+y
3M _ w(나)

 이다. 

5t=kÄ_ x
M _ w(가)

 , t=kÄ_ x
M _ w(나)

 이므로 w(가)  :  w(나)= 

1  :  5이다. 

ㄱ. 
10t 
3t =

㉠ 
㉡
=

2x 
M 

6x+y 
15M

 이므로 y=3x이다. 

ㄴ. 용매의 질량은 (나)가 (가)의 5배이다. 

ㄷ. A(s)를 추가하기 전 용질의 몰비는 (가) : (나)=1 : 2이므로, 

용액의 몰랄 농도비는 (가) : (나)=5 : 2이다. 따라서 (가)와 (나)의 

끓는점 오름(DTº)비는 (가) : (나)=5 : 2이다. 

18  기체의 성질과 양적 관계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양(mol)은 압력과 부피의 곱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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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4 본문 135~139쪽실전 모의고사

01  기체의 성질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양(mol)은 (압력_부피)에 비례한다. (가)에

서 용기에 들어 있는 A(g)의 양을 2xn mol이라고 하면, 용기에 들어 

있는 B(g)의 양은 2yn mol이다. 실린더에서 C(g)의 부분 압력이 

;4!;이므로 C(g)의 양을 zn mol이라고 하면 B(g)의 양은 3zn mol

이다.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8 L이므로 기체 zn mol의 부피는 2 

L에 해당한다. (나)와 (다)에서 A(g)와 B(g)의 반응이 일어나므로 

(나)에서 B(g)가 모두 반응한다.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양적 관

계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A(g) + bB(g) 1Ú 2C(g)

반응 전(mol) 2xn 3zn zn

반응(mol) -
3z
b

n -3zn +
6z
b

n

반응 후(mol) (2x-
3z
b
)n 0 (z+

6z
b
)n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는 용기 속 기체의 부피 2 L와 실린더 속 기

체의 부피 6 L의 합인 8 L이다. 기체 zn mol의 부피가 2 L에 해당 

하므로 (2xn- 3zn
b )+(zn+6zn

b )=4zn이고, (나) 과정 후 실린더 

에서 C(g)의 부분 압력이 
3
4 atm이므로 A(g)와 C(g)의 몰비는 

(2xn-3zn
b ) : (zn+6zn

b )=1 : 3이다. 이 식을 풀면 b=3, x=z

이고, A(g)와 C(g)의 양은 각각 xn mol, 3xn mol이다. (나) 과정

후 실린더에 들어 있는 A(g)의 양은 xn_ 6
2+6=;4#;xn(mol)이고, 

C(g)의 양은 3xn_ 6
2+6=;4(;xn(mol)이다. (다)에서 반응이 일어

나면 A(g)가 모두 반응하거나 B(g)가 모두 반응한다. 각 경우에서 

반응의 양적 관계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 A(g)가 모두 반응할 경우

A(g) + 3B(g) 1Ú 2C(g)

반응 전(mol) ;4#;xn 2yn ;4(;xn

반응(mol) -;4#; xn -;4(;xn +
3
2
 xn 

반응 후(mol) 0 (2yn-;4(;xn) :Á4°:xn

;4#;T K에서 실린더 속 기체와 꼭지 b로 연결된 용기 속 기체의 부피 

합은 4 L+2 L=6 L이므로 T K에서 실린더 속 기체와 꼭지 b로 연

결된 용기 속 기체의 부피 합은 6_;3$;=8(L)이다. 

2yn-;4(;xn+:Á4°:xn=4xn, y=;4%;x(㉠)이다. 

실린더에서 C(g)의 부분 압력이 ;1!6%; atm이므로 B(g)와 C(g)의  

ㄷ. 꼭지를 열기 전 강철 용기와 실린더 속에 들어 있는 기체의 양은 

A(g) 4 mol, B(g) 3 mol, C(g) 8 mol이고 B(g)의 몰 분율은

;1£5;=0.2이다. 꼭지를 열면 강철 용기 속 기체의 전체 압력이 :Á8Á: atm

이므로 대기압보다 크기 때문에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V L보다 커

진다.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고 압력이 감소하므로 르샤틀리에 원리에 

따라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 즉 전체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하는 방향으

로 평형이 이동해야 하므로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꼭지

를 열고 도달한 새로운 평형에서 B(g)의 몰 분율은 0.2보다 크다.

60  EBS 수능완성 화학 Ⅱ

2023수능완성 화학2_해설(14-실전).indd   60 2022-05-02   오전 11:23:16



www.ebsi.co.kr

몰비는 (2yn-;4(;xn) : :Á4°:xn=1 : 15, y=;4%;x로 ㉠과 같다. 

ⓑ B(g)가 모두 반응할 경우 

A(g) + 3B(g) 1Ú 2C(g)

반응 전(mol) ;4#;xn 2yn ;4(;xn

반응(mol) -;3@;yn -2yn +;3$;yn

반응 후(mol) (;4#;xn-;3@;yn) 0 (;4(;xn+;3$;yn) 

T K에서 실린더 속 기체와 꼭지 b로 연결된 용기 속 기체의 양(mol)

의 합은 (;4#;xn-;3@;yn)+(;4(;xn+;3$;yn)=4xn, y=;2#;x(㉡)이다. 반 

응 후 A(g)의 양(mol)은 ;4#;xn-;3@;_;2#;xn=-;4!;xn(mol)이므

로 모순이다. 

ⓐ의 경우 자료에 부합하지만, ⓑ의 경우 자료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y=;4%;x이다. 따라서 b_ y 
x=3_

5 
4 x  

x
=:Á4°:이다.

02  분자 사이의 힘

중심 원자가 14족인 화합물은 CH4, SiH4이고, 중심 원자가 15족인 

화합물은 NH3, PH3이다. 분자량은 SiH4>CH4이므로 기준 끓는

점은 SiH4>CH4이다. NH3는 액체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하므

로 기준 끓는점은 NH3>PH3이다. 따라서 (가)~(라)는 각각 NH3, 

PH3, SiH4, CH4이다.

ㄱ. (가)는 NH3이므로 액체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한다.

ㄴ. (나)(PH3)의 중심 원자는 P이고, (다)(SiH4)의 중심 원자는 Si이

므로 (나)와 (다)의 중심 원자는 모두 3주기 원소이다.

ㄷ. (다)(SiH4)와 (라)(CH4) 중 분자량은 (다)>(라)이므로 분산력은 

(다)>(라)이다.

03  물의 성질

(가)에서 ㉡은 0¾보다 온도가 낮은 H2O(s), ㉢은 0¾ H2O(l)이
고, (나)에서 A는 0¾ H2O(s)이다.

ㄱ. (나)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H2O(s)의 밀도는 감소하므로 (가)에

서 H2O의 밀도는 ㉠>㉡이다.

ㄴ. H2O(s) 1Ú H2O(l)일 때 H2O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 일부

가 끊어지므로 평균 수소 결합 수는 A>㉢이다.

ㄷ. H2O(l)은 온도가 높을수록 수소 결합 수가 감소하여 분자 사이

의 인력이 감소한다. 따라서 표면 장력은 B>C이다.

04  끓는점 오름

X와 Y의 분자량을 각각 a, b라고 하면 (가)~(다)의 기준 끓는점이 

모두 같으므로 (가)~(다)의 몰랄 농도는 같다. (가)와 (나)의 몰랄 농

도가 같으므로 

2w 
a +6w 

b  

100
1000

=

2w 
a +12w 

b  

150
1000

, b=3a이다. 분자량은 Y가 X의 3배이다.

(가)와 (다)의 몰랄 농도가 같으므로 

2w 
a +6w 

3a  

100
1000

=

w 
a +24w 

3a  

㉠
1000

, ㉠=225이다. 따라서 ㉠_
X의 분자량

Y의 분자량
=

225_;3!;=75이다.

05  고체의 결정 구조

X는 정육면체 꼭짓점과 면 중심에 원자가 있으므로 면심 입방 구조

이고, Y는 정육면체 꼭짓점과 중심에 원자가 있으므로 체심 입방 구

조이다.

ㄱ. X의 결정 구조는 면심 입방 구조이다.

ㄴ. X는 원자 1개에 가장 인접한 원자 수가 12이고, Y는 원자 1개

에 가장 인접한 원자 수가 8이다. 따라서 원자 1개에 가장 인접

한 원자 수는 X가 Y의 ;2#;배이다.

ㄷ. X에서 단위 세포에 포함된 원자 수는 ;2!;_6+;8!;_8=4이

고, Y에서 단위 세포에 포함된 원자 수는 1+;8!;_8=2이다. 

원자량비는 X : Y=10 : 13이므로 단위 세포에 포함된 모든 원자의 

질량의 합은 X : Y=4_10 : 2_13=20 : 13이다. 따라서 단위 세

포에 포함된 모든 원자의 질량의 합은 X>Y이다.

06  수용액의 농도

x% A(aq)의 질량이 100 g이므로 A(aq)에 녹아 있는 A의 질량

은 x g이다. 

ㄱ. 몰랄 농도=
용질의 양(mol) 
용매의 질량(kg)

이므로 (나)에서 A(aq)에 A(s)를 

 더 녹인 수용액은 용질의 양(mol)은 증가하지만, 용매의 양은 일정하

다. ;5*;x% A(aq)의 몰랄 농도가 x% A(aq)의 몰랄 농도 의 2배이

므로 x% A(aq)에 더 녹인 A(s)의 질량은 x g이다. 따라서 x=y

이다. 

ㄴ. x% A(aq)에 A(s) x g을 더 녹인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가 

;5*;x%이므로 
x+x

100+x_100=;5*;x, x=25이다.

ㄷ. A의 화학식량을 a라고 하면 25% A(aq)의 몰랄 농도는 :ª3°: m

이므로 

25 
a  

100-25
1000

=:ª3°:, a=40이다.

07  증기 압력 내림

t2¾에서 A(aq)의 증기 압력 내림은 DP=;2@4%;P-P=;2Á4;P(atm) 

이다.

ㄱ. t2¾에서 A(aq)의 증기 압력 내림 DP=(t2¾에서 용매의 증

기 압력)_(용질의 몰 분율)=;2@4%;P_(A의 몰 분율)=;2Á4;P, A의 

몰 분율은 ;2Á5;이다.

ㄴ. A(aq)에서 H2O의 몰 분율은 1-;2Á5;=;2@5$;이므로 t1¾에서 

A(aq)의 증기 압력은 (t1¾에서 용매의 증기 압력)_(용매의 몰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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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에서 A(g)의 초기 농도는 ;6%;+;2!;_;3!;=1(M)이다. 따라서 x=

;5@;, y=1이므로 
x
y=;5@;이다.

11  평형의 원리

ㄱ. 용기 Ⅰ에서 반응이 일어난 후 전체 기체의 압력이 ;5$;P atm이

므로 (나)에서 용기 Ⅰ에 들어 있는 전체 기체의 양은 4 mol이고 

A(g)~C(g)의 양은 각각 1 mol, 2 mol, 1 mol이다. 용기 Ⅱ에서 

반응이 일어난 후 전체 기체의 압력이 2 atm이므로 (나)에서 용기 Ⅱ

에 들어 있는 전체 기체의 양은 4a mol이고 A(g)~C(g)의 양은 각

각 a mol, a mol, 2a mol이다. (나)에서 평형 상수는 Ⅰ에서와 Ⅱ

에서가 같으므로 

1 
2V 

1
2V

_ 2
2V

=

2a 
V  

a
V
_ a

V

=V, a=2이다. 

ㄴ. (나)에서 용기 Ⅱ에 들어 있는 전체 기체의 양은 8 mol이고 부피

는 V L, 압력이 2 atm이므로 (나)에서 용기 Ⅰ에 들어 있는 기체의 

압력은 ;2!; atm이다. 따라서 P=;8%;이다.

ㄷ. (나)에서 꼭지를 열고 반응이 일어나기 전 전체 기체의 부피는 

3V L, A(g)~C(g)의 양은 각각 3 mol, 4 mol, 5 mol므로 전체 

기체의 압력은 1 atm이고 A(g)의 몰 분율은 ;4!;, A(g)의 부분 압

력은 ;4!; atm이다. 이때 Q=

5 
3V 

3
3V

_ 4
3V

=;4%;V이고 K(=V)보다 크

므로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고 이때 A(g) 

의 부분 압력은 ;4!; atm보다 크다.  

12  평형 이동

ㄱ. (가)에서 평형 상수는 4이다. (가)의 평형 상태에 C(g) n mol을 

추가하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

다. 이때 생성된 A(g)와 B(g)의 양을 각각 a mol이라고 하면, 반응

한 C(g)의 양은 2a mol이다. 따라서 평형 상태에서 A(g)~C(g)의 

양은 각각 (1+a) mol, (1+a) mol, (2+n-2a) mol이고 전체 기

체의 양은 (4+n) mol이다. (가)에서 전체 기체의 양이 4 mol일 때의 

부피가 2V L인데 (나)에서 (4+n) mol에 해당하는 부피가 3V L

이므로 n=2이다. (나)에서 평형 상수는 (가)에서와 같은 4이므로 

(4-2a)2

(1+a)(1+a)=4, a=;2!;이고 (나)에서 A(g)~C(g)의 양은 각각

;2#; mol, ;2#; mol, 3 mol이다. 이때 A(g)의 몰 분율은 ;4!;인데, (다)

에서 A(g)의 몰 분율이 ;3!;이므로 (나)에서 피스톤을 고정 장치로 고

정한 후 온도를 2T K로 올렸을 때 반응은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H<0이다. 

ㄴ. (다)에서 반응이 일어나 생성된 A(g)의 양을 b mol이라고 할 

때 A(g)의 몰 분율은 

3 
2 +b  

6
=;3!;, b=;2!;이다. 따라서 (다)에서 A(g)

~C(g)의 양은 각각 2 mol, 2 mol, 2 mol이다. (다)에서 전체 기체

=P_;2@5$;=;2@5$;P(atm)이다.

ㄷ. A(aq)에서 물의 질량을 w g, A의 양을 a mol이라고 하면 A의

몰 분율은 
a

w
18+a  

=;2Á5;, w=432a이다. A(aq)의 몰랄 농도는 

a
w

1000  
=:Á5ª4°:>2이다.

08  헤스 법칙

ㄱ. C2H6(g)의 생성 엔탈피는 2C(s, 흑연)+3H2(g) 1Ú C2H6(g) 
반응의 반응 엔탈피이고, [(가)+(나)]의 반응 엔탈피에 해당한다. 

C2H6(g)의 생성 엔탈피는 (a+b)  kJ/mol이다.

ㄴ. C(s, 흑연)+O2(g) 1Ú CO2(g)은 
[(가)+(다)-(라)]  

2
 에 해

당하므로 반응 엔탈피 DH=a+c-d
2   kJ이다.

ㄷ. C2H6(g)의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C2H6(g)+;2&;O2(g) 1Ú  

2CO2(g)+3H2O(l)이고 [(다)-(나)+;2!;_(라)]에 해 당하므로 

C2H6(g) 1 mol을 완전 연소시켜 CO2(g)와 H2O(l)이 생성될 때 

반응 엔탈피는 (-b+c+;2!;d) kJ이다.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므로 

C2H6(g) 1 mol을 완전 연소시킬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b-c-;2!;d) kJ이다. 

09  결합 에너지

HF(g)의 생성 엔탈피는 a kJ/mol이므로 관련된 열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H2(g)+F2(g) 1Ú 2HF(g)    DH=2a kJ

반응 엔탈피=[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이므로 [H-H의 결합 에너지+F-F의 결합 에너지]-2_

H-F의 결합 에너지=2a이다. [F-F의 결합 에너지-2_(H-F

의 결합 에너지)]=2a-b(ⓐ식)이다. 

반응 2HCl(g)+F2(g) 1Ú 2HF(g)+Cl2(g)에서 반응 엔탈피

=[2_H-Cl의 결합 에너지+F-F의 결합 에너지]-[2_H-F

의 결합 에너지+Cl-Cl의 결합 에너지]이므로 ⓐ식을 대입시키면 

반응 2HCl(g)+F2(g) 1Ú 2HF(g)+Cl2(g)에서 반응 엔탈피

=2a-b+2c-d이다.

10  평형 상수

ㄱ. 온도가 일정할 때 평형 상수는 같으므로 Ⅰ과 Ⅱ에서 

K=
[B]b 

[A]
=

{1 
5}

b
 

3
10

=
{1 
3}

b
 

5
6

, b=2이다.

ㄴ. b=2이므로 Ⅰ에서 K=
{1 
5}

Û

3
10

=;1ª5;이다.

ㄷ.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한 A(g)의 양(mol)은 생성된 B(g)의 ;2!;

배이므로 Ⅰ에서 A(g)의 초기 농도는 ;1£0;+;2!;_;5!;=;5@;(M)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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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평형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X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ª tÁ t£
P£
PÁ

Pª

압력

(atm)

온도(¾)

기체

액체

고체

ㄱ. t2¾, P1 atm에서 가장 안정한 상은 고체이다. 

ㄴ. 끓는점은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을 때의 온도이다. t3¾, 

P2 atm에서 X의 가장 안정한 상은 액체와 기체이므로 대기압이 P2 

atm일 때 X의 끓는점은 t3¾이다. 

ㄷ. 융해 곡선의 기울기가 음(-)의 값이므로 밀도는 t2¾, P2 atm

에서 X(l)>X(s)이다. 

15  산 염기 평형

K�=
[H3O+][AÑ] 

[HA]
  이다. (가)에서 pH=3이므로 [H3O+]=1_10-3  M,

K�=1_10-3_1_10-3 

0.1 =1_10-5이다. (가)에 NaA(s) 0.01 mol

을 첨가했으므로 (나)에서 
[AÑ] 
[HA]

=

0.01 mol 
0.1 L    

0.1 M
=1이고 [H3O+]=1_ 

10-5 M, pH=5이므로 a=5이다. (가)에 들어 있는 HA는 

0.01 mol이고 0.1 M NaOH(aq) 100 mL에 들어 있는 NaOH

은 0.01 mol이므로 (다)는 중화점이다. 이때 수용액의 전체 부피는 

200 mL이고 [AÑ]=0.02 mol
0.2 L =0.1 M이다. 그러므로 AÑ의 Kº=

K·  
HA의 K�

=
[HA][OHÑ] 

[AÑ]
=1_10-9, [OHÑ]=1_10-5 M, [H3O

+]

=1_10-9이다. 따라서 (다)에서 
[OHÑ] 
[H3O+]

=b=1_104이고, a_

b=50000이다. 

16  산 염기 평형

ㄱ. 0.2 M HA(aq) 50 mL에 0.1 M NaOH(aq) 50 mL를 추가

하면 중화점의 ;2!;지점이므로 
[AÑ] 
[HA]

=1이다. 

Ⅰ에서 
[H3O+] 

[OHÑ]
=1_106이므로 [H3O+]=1_10-4 M, [OHÑ]= 

1_10-10 M이다. 따라서 HA의 이온화 상수 K�=
[H3O

+][AÑ]
[HA]

= 

1_10-4이다. 

ㄴ. Ⅱ에서 
[BÑ] 
[HB]

=;2!;이므로 중화점의 ;3!;인 지점이다. 따라서 x=0.1

이다. HB의 이온화 상수(K�)는 5_10-5이므로 K�=
[H3O

+][BÑ]
[HB]

=5_10-5, [H3O+]=1_10-4 M이다. 따라서 [OHÑ]=1_10-10 M

이므로 Ⅱ에서 
[H3O+] 

[OHÑ]
=1_106=y이고, 

y
x=1_107이다. 

ㄷ. Ⅱ에 0.1 M NaOH(aq) 100 mL를 첨가하면 중화점에 도달한

의 양(mol)은 (나)와 같은데 온도가 (나)에서의 2배이므로 압력은 

2 atm이다. 따라서 C(g)의 부분 압력은 (가)에서 ;2!; atm, (다)

에서 ;3@; atm이므로 (다)에서가 (가)에서의 ;3$;배이다. 

ㄷ. (가)와 (나)에서 평형 상수 KÁ=4이고, (다)에서 평형 상수 Kª=1 

이므로 KÁ_Kª=4이다. 

13  평형 이동

반응물 계수의 합과 생성물 계수의 합이 같고 (나) 과정 후 Ⅰ의 부피

가 2 L이므로 (가)에서 Ⅰ과 Ⅱ에 들어 있는 기체의 몰비는 

(1+x) : ;2#;x=2 : 1, x=;2!;이다. 

(나) 과정 후 Ⅱ에 들어 있는 B(g)의 몰 분율이 ;4!;이고, 전체 기체의 

양은 ;4#; mol이므로 B(g)의 양을 a mol이라고 하면 
a
3 
4  
=;4!;, a=

;1£6;이다. 따라서 A(g)~C(g)의 양은 각각 ;1£6; mol, ;1£6; mol, 

;8#; mol이고 평형 상수 K=4이다. 

(나) 과정에서 반응한 A(g)와 B(g)의 양이 각각 b mol이라고 할 때, 

(나) 과정 후 Ⅰ에 들어 있는 A(g)~C(g)의 양은 각각 (1-b) mol, 

(;2!;-b) mol, 2b mol이고 평형 상수가 4이므로

{2b 
2
}2

(1-b) 
2

 {1 
2
  -b} 
2

 
=4, b=;3!;이다. 따라서 A(g)~C(g)의 양이 각

각 ;3@; mol, ;6!; mol, ;3@; mol이므로 B(g)의 몰 분율(z)은 ;9!;이다. 

Ⅲ에 들어 있는 C(g)의 양은 
3 atm_2 L

24 atm·L/mol =;4!; mol이다. 역반

응이 진행되어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 상수가 4이므로 반응한 

C(g)가 2c mol이라고 하면 평형에서 A(g)~C(g)의 양은 각각 

c mol, c mol, {;4!;-2c} mol이고, K=

»
1 
4 -2c  

2  
¼
Û

 

c
2_

c
2

=4, c=;1Á6;

이다. 따라서 평형에서 Ⅲ에 들어 있는 A(g)~C(g)의 양은 각각 

;1Á6; mol, ;1Á6; mol, ;8!; mol이다. 꼭지를 열어 Ⅱ와 Ⅲ에 들어 있는 

기체가 혼합되어 전체 기체의 압력이 변하더라도 화학 반응식에서 반

응물의 계수의 합과 생성물의 계수의 합이 같아 평형 이동은 일어나

지 않는다. 이때 He(g)의 부피가 1 L이므로 Ⅱ와 Ⅲ에 들어 있는 전

체 기체의 부피는 4 L이다. 

(가)에서 Ⅲ에 들어 있는 C(g)의 양은 ;4!; mol, 압력은 3 atm, 부피

는 4 L이다. (라) 과정 후 Ⅱ와 Ⅲ에 들어 있는 A(g)~C(g)의 양은 

각각 ;4!; mol, ;4!; mol, ;2!; mol이고, 전체 기체의 양은 1 mol, 부피

는 4 L이므로 전체 기체의 압력은 6 atm이다. 따라서 (가)에서 He(g)

의 압력(y)은 3 atm이다. x=;2!;, y=3, z=;9!;이므로 x_y_z=;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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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P�
P  는 C의 몰 분율과 같다. T2에서 t일 때 

P�
P  =;1£1;이고 반감

 기가 2번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T1에서 반감기는 t이고, T2에서 반

감기는 0.5t이므로 반응 속도 상수는 T2에서가 T1에서보다 크다. 

ㄷ. T2에서 2t일 때는 반감기가 4번 지난 시점으로 A(g)와 C(g)

의 양은 각각 ;1Á6; N, ;3!2%; N이다. B와 C의 분자량비가 B : C=5 : 4

이므로 A~C의 분자량비는 A : B : C=7 : 5 : 4이다. 따라서

C(g)의 질량 

A(g)의 질량
=:£7¼:이다. 

19  반응 속도와 촉매

ㄱ. 반응 완결 후 생성물의 몰 농도가 Ⅰ=Ⅱ>Ⅲ이므로 A(g)의 초

기 농도는 Ⅰ=Ⅱ>Ⅲ이다. 

ㄴ. Ⅰ과 Ⅱ에서 온도는 같고, 반응 초기 A(g)의 농도도 같으나 초

기 반응 속도는 Ⅰ이 Ⅱ보다 빠르므로 첨가한 물질 X(s)는 정촉매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ㄷ. A(g)의 초기 농도는 Ⅱ>Ⅲ이지만 초기 반응 속도는 Ⅲ>Ⅱ이

므로 온도는 T2>T1이다.

20  화학 전지 

ㄱ. (가)에서 X에서만 반응이 일어났으므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 크

기는 X>Z이고, Y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금속의 이온

화 경향 크기는 Z>Y이다. 따라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 크기는 

X>Z>Y이다. 

ㄴ. 금속의 이온화 경향 크기가 X>Z>Y이므로 (나)에서 Z는 산

화되고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Y로 이동한다. 

ㄷ. Z는 산화되어 수용액에 금속 양이온으로 녹아들어가고, Z에서 

Y로 전자가 이동하므로 Y 표면에서 Y 양이온이 환원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따라서 (나)에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Z(s)의 질량은 감

소한다.   

다. 이때 수용액에서 [BÑ]=0.015 mol
0.3 L =0.05 M이다.

Kº=
[HB][OHÑ] 

[BÑ]
=

[OHÑ]Û 
[BÑ]

?
[OHÑ]Û 
0.05

=
K· 

K�
=;5!;_10-9, [OHÑ]  

=1_10-5.5 M이므로 pOH는 5.5이다. 따라서 25¾에서 pH= 

14-pOH이므로 pH는 8.5이다. 

17  반응 속도

일정한 온도와 부피에서 기체의 압력은 기체의 양(mol)에 비례하므

로 몰 농도에 비례한다. 

ㄱ. 주어진 반응은 A에 대한 1차 반응이므로 반감기가 진행됨에 따

라 A(g)와 B(g)의 부분 압력은 다음과 같다.

반감기 A의 부분 압력(atm) B의 부분 압력(atm)

1회 ;2!; 1 
2a

2회 ;4!; 3 
4a

3회 ;8!; 7 
8a

2 min, 3 min일 때 Põ가 각각 ;8#; atm, ;1¦6; atm이므로 a=2이다.

ㄴ. A(g)의 부분 압력은 3 min일 때가 2 min일 때의 ;2!;이므로 이 

반응의 반감기는 1 min이다. 따라서 1 min일 때 A(g)의 부분 압력

은 ;2!; atm이고, B(g)의 부분 압력(x)은 ;4!; atm이다. 

ㄷ. 2 min일 때 A(g)와 B(g)의 부분 압력은 각각 ;4!; atm, ;8#; atm

이므로 용기 속 전체 기체의 압력은 ;8%; atm이다. 

18  반응 속도

강철 용기에 처음 들어 있는 A(g)의 양(mol)을 N이라고 할 때, 주

어진 반응에서 반감기에 따른 반응의 양적 관계는 표와 같다. 

반감기(회)
기체의 양(mol)

A(g) B(g) C(g)

1 ;2!; N ;2!; N ;4!; N

2 ;4!; N ;4#;; N ;8#; N

3 ;8!; N ;8&; N ;1¦6; N

4 ;1Á6; N ;1!6%; N ;3!2%; N

ㄱ. T1에서 생성된 B(g)의 질량은 0~t에서 ;2%;w, t~2t에서 ;4%;w,  

 2t~3t에서 ;8%;w만큼씩 증가한다. B(g)의 질량 증가량이 t마다 절반

씩 줄어들므로 반감기는 t이다. 2t는 반감기가 2번 지난 시점이고, 2t

에서 강철 용기에 들어 있는 B(g)와 C(g)의 양(mol)은 각각 ;4#; N, 

;8#; N이며 이때 질량이 각각 :Á4°:w, ;2#;w이므로 분자량비는 B : C=

5 : 4이다. 따라서 t와 3t에서 C(g)의 질량은 각각 w, ;4&; w이므로 
x
y

=;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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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분자 간 인력

동일한 용기에 같은 부피의 X(l)~Z(l)를 넣은 후 평형에 도달했을 

때 P2>P1>P3으로부터 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은 Y(l)>X(l) 
>Z(l)임을 알 수 있다.

ㄱ. P2>P1>P3이므로 기체의 양(mol)은 Y(g)가 가장 크다. 

ㄴ. 온도가 일정할 때,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증기 압력이 작다. 따

라서 분자 간 인력은 X(l)>Y(l)이다. 

ㄷ. Z는 H2O이고, 분자량이 가장 작지만 액체 상태에서 분자 간 수

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증기 압력이 가장 작다.

04  액체의 증기 압력

t¾에서 X(l)~Z(l)의 증기 압력은 X(l)>Y(l)>Z(l) 순이다. 

ㄱ. 증기 압력이 작을수록 기준 끓는점이 높다. 따라서 기준 끓는점

은 Z(l)가 가장 높다.

ㄴ. 증기 압력이 X(l)>Y(l)>Z(l)이고 증기 압력이 클수록 액

체 상태에서 분자 간 인력이 작다. 따라서 분자 간 힘은 X(l)가 가장 

작다. 

ㄷ. t¾에서 X(l)의 증기 압력은 Y(l)보다 h mmHg만큼 크고, 

Y(l)의 증기 압력은 Z(l)보다 2h mmHg만큼 크다. 따라서 t¾에

서 증기 압력은 X(l)가 Z(l)보다 3h mmHg만큼 크다.  

05  고체의 결정 구조

ㄱ. 그림은 면심 입방 구조와 체심 입방 구조의 단위 세포 모형이다. 
A

B
C

D A'

C'
B'

D'

면심 입방 구조 체심 입방 구조

따라서 (가)와 (나)의 결정 구조는 각각 면심 입방 구조와 체심 입방 

구조이다. 

ㄴ. 면심 입방 구조에서 단위 세포에 포함된 입자 수는 (각 면에 ;2!;_

6+각 꼭짓점에 ;8!;_8)=4이고, 체심 입방 구조에서 단위 세포에 포

함된 입자 수는 (단위 세포의 중심에 1+각 꼭짓점에 ;8!;_8)=2이므

로 (가)>(나)이다. 

ㄷ. 한 원자에 가장 인접한 원자 수는 면심 입방 구조에서 한 면에 위

치한 입자의 xy,`yz,`zx 평면으로 각각 4개의 입자가 둘러싸고 있으

므로 12이고, 체심 입방 구조에서 단위 세포 중심에 위치한 입자를 꼭

짓점에 위치한 8개의 입자가 둘러싸고 있으므로 8이다. 따라서 한 원

자에 가장 인접한 원자 수비는 (가) : (나)=3 : 2이다. 

06  용액의 농도

ㄱ. (가)는 1 M이므로 50 mL에 들어 있는 NaOH은 0.05 mol 

(2 g)이고, (나)는 1 m이므로 104 g에 들어 있는 NaOH은 4 g(0.1 

mol)이므로 Ⅰ에 들어 있는 NaOH의 질량은 6 g이다. 

ㄴ. (가) 100 mL에 들어 있는 NaOH은 0.1 mol(4 g)이고, (나) 52 

g에 들어 있는 NaOH은 2 g(0.05 mol)이므로 Ⅱ에 들어 있는 

NaOH의 총량은 0.15 mol이고 Ⅱ의 농도는 0.75 m이므로 Ⅱ에 들

 01 ⑤ 02 ② 03 ③ 04 ⑤ 05 ①

 06 ⑤ 07 ② 08 ③ 09 ① 10 ④

 11 ② 12 ④ 13 ② 14 ③ 15 ⑤

 16 ③ 17 ⑤ 18 ③ 19 ⑤ 20 ③

회5 본문 140~144쪽실전 모의고사

01  기체의 성질

반응 전 A(g)의 압력과 반응 후 혼합 기체의 압력은 1 atm으로 같

다. 반응 전 실린더에 들어 있는 A(g)의 양을 7n mol이라고 할 때 

(나) 과정 후 전체 기체의 양은 11n mol이다. A(g)와 B(g)가 각각 

모두 반응할 때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A(g) + 2B(g) 1Ú 2C(g)

반응 전
(mol)  7n 7P1n 0

A(g)
모두
반응

반응
(mol) -7n -14n +14n 7P1n=11n

반응 후
(mol) 0 7P1n-14n 14n ∴ P1=:Á7Á:

B(g)
모두
반응

반응
(mol) -

7P1 
2

  n -7P1n +7P1n
7n+

7P1 
2

  n

=11n

반응 후
(mol) 7n-

7P1 
2

  n 0 7P1n ∴ P1=;7*;

A(g)가 모두 반응하면 B(g)의 양(mol)이 음의 값이 되므로 B(g)
가 모두 반응했음을 알 수 있고, 반응 후 A(g), C(g)의 양은 각각 

3n mol, 8n mol이다. 초기에 A(g) w g의 양이 7n mol, B(g) 

w g의 양이 8n mol이므로 분자 몰비는 A : B=7 : 8이고 P1=;7*;

이다. 

X가 A(g)라면 P2=1이고, 용기 Ⅱ에 들어 있는 A(g)의 양은 

7n mol이며, 전체 기체의 양은 18n mol이 되어 실린더에 들어 있는 

기체의 양은 4n mol이므로 V1 :  V2 :  V3=7 : 4 : 2의 조건에 부합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용기 Ⅱ에 들어 있는 기체는 B(g)이고, P2=P1

이며, 꼭지 2를 열었을 때 A(g)~C(g)의 양은 각각 3n mol, 

8n mo l, 8n mo l이므로 A(g)가 모두 반응하고 B(g)와  

C(g)가 2n mol, 14n mol 남는다. 전체 기체의 압력은 1 atm이고  

C(g)의 몰 분율은 ;8&;이므로 C(g)의 부분 압력(P�)은 ;8&; atm이다. 

따라서 P1_x=1이다. 

02  기체의 성질

M=dRT
P  이므로 X에 대하여 

2RT
P1

=1.5RT
P2

, P1 :  P2=4 : 3이

다. P1과 P2를 각각 4P, 3P라고 할 때 Y에 대하여 
xRT
4P =3RT

3P ,

x=4이다. Mþ=2RT
4P  이고, Mç=3RT

3P  이므로 Mþ : Mç=1 : 2

이다. X에 대하여 P1V1=P2V2이므로 V1 : V2=3 : 4이고, Y에 

대하여 P1V2=P2V3이므로 V2 : V3=3 : 4이고, V1 : V3=9 : 16

이다. 따라서 x_Mþ
Mç_

V1

V3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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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물은 200 g이다. Ⅱ는 (가) 100 mL+(나) 52 g(물 50 g)+물 

50 g을 혼합하여 만든 수용액이므로 (가) 100 mL에 들어 있는 물의 

양은 100 g이다. (가) 100 mL에 물 100 g과 NaOH 4 g이 녹아 있

으므로 (가) 100 mL의 질량은 104 g이다. 따라서 (가)의 밀도는 1.04 

g/mL이다. 

ㄷ. (가) 50 mL에 들어 있는 물과 NaOH의 양은 각각 50 g, 2 g이

고, (나) 52 g에 들어 있는 물과 NaOH의 양은 각각 50 g, 2 g이다. 

따라서 Ⅲ의 퍼센트 농도는 
4 g

(104+x) g_100=2%, x=96이다.  

07  묽은 용액의 성질

(가)의 DTTÄ이 0.4k이고 물 200 g을 추가했을 때 DTTÄ이 0.2k로 몰

랄 농도는 ;2!;배가 된다. 따라서 w=200이다.  

DTTÄ=k_

4x 
M�  mol  

0.2 kg
=0.4k, 

x
M�=0.02이다. 

(나)는 물 400 g에 A(s)와 B(s)가 각각 x g씩 녹아 있으므로

DTTÄ=k_
{

x 
M� +

x 
Mõ } mol  

0.4 kg
=0.2k, 

x
Mõ=0.06이다. 따라서 

M� : Mõ=3 : 1이다. 

(나)에 물 200 g을 추가하면 물의 양은 600 g이므로 

㉠=k_(0.02+0.06) mol
0.6 kg =;1ª5;k이다. 따라서 

M�
Mõ_㉠=0.4k

이다. 

08  용액의 증기 압력

ㄱ. 용액의 증기 압력=용매의 증기 압력_용매의 몰 분율이다. T1

에서 (가)의 증기 압력은 a`mmHg=(a+b)̀mmHg_용매의 몰 분 

율이므로 용매의 몰 분율= a
a+b 이다. T2에서 (가)의 증기 압력은  

3a`mmHg=용매의 증기 압력_ a
a+b , 용매의 증기 압력=3(a+

b)`mmHg이다. 

ㄴ. T2에서 (나)의 증기 압력은 (3a+b)`mmHg이므로 용매의 몰 

분율= 3a+b
3(a+b) 이다. 따라서 T1에서 (나)의 증기 압력은 (a+b)_ 

3a+b
3(a+b)=

3a+b
3  ̀mmHg이다. 

ㄷ. T2에서 증기 압력은 (나)>(가)이므로 용매의 몰 분율은 (나)>(가) 

이다. 따라서 몰랄 농도는 (가)>(나)이고, 

w
X의 화학식량   

0.2
 > 

w
Y의 화학식량   

0.1
이므로 

Y의 화학식량

X의 화학식량
>2이다. 

09  반응 엔탈피

ㄱ. C(s, 다이아몬드) 1Ú C(s, 흑연) 반응의 반응 엔탈피(DTH)는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합)-(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합)=0-2 kJ/mol=-2 kJ/mol로 0보다 작으므로 이 반응은 발

열 반응이다. 

ㄴ. CO2(g)의 생성 엔탈피는 C(s, 흑연)+O2(g) 1Ú CO2(g) 

반응의 반응 엔탈피인데 C(s, 다이아몬드)는 C(s, 흑연)보다 표준 생

성 엔탈피가 2 kJ/mol만큼 크다. 따라서 C(s, 다이아몬드)+O2(g) 
1Ú CO2(g) 반응의 반응 엔탈피(DTH)는 -395 kJ이다.

ㄷ. C(s, 흑연)과 O2(g)로부터 CO2(g)가 생성되는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엔탈피

COª(g)

C(g), Oª(g)

C(g), 2O(g)

C(s, 흑연), Oª(g)

249`kJ_2

716`kJ

-393`kJ

(C=O 결합 에너지_2)

따라서 716+(249_2)-(C=O의 결합 에너지_2)=-393, 

C=O의 결합 에너지는 803.5 kJ/mol이다. 

10  결합 에너지와 반응열

반응 엔탈피(DTH)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생성물의 결

합 에너지의 총합)이다. 

-241=2a+(O=O의 결합 에너지)-4b…①

x=(4b+2c)-(4b+O=O의 결합 에너지)=2c-(O=O의 결합 

에너지)…②

①에서 O=O의 결합 에너지=-241-2a+4b이므로 이를 ②에 

대입하면 x=2a-4b+2c+241이다.

11  촉매와 반응 속도

(가)의 활성화 에너지(E�)는 (x-y) kJ이고, 반응 엔탈피(DTH)는  

(z-y) kJ이다.  

ㄱ. (나)에서 정촉매를 사용하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E�)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활성화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므로 x-y>a이다.

ㄴ. 촉매를 사용하여도 반응 엔탈피(DTH)는 변하지 않으므로 (나)에

서 반응 엔탈피는 (z-y) kJ이다.

ㄷ. 반응 속도 상수는 정촉매를 사용할 때가 더 크므로 초기 반응 속

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12  전기 분해

(가)에서 X+이 전자를 얻어 X(s)로 석출되므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

은 Cu>X이다. X는 Ag, Y는 Na이다. 전극 B와 D에서는 

H2O(l)이 산화되어 O2(g)가 발생하므로 전극 B와 D는 (+)극이

다. 전극 A~D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전극 A : 2Ag+(aq)+2eÑ 1Ú 2Ag(s)

전극 B : H2O(l) 1Ú ;2!; O2(g)+2H+(aq)+2eÑ

전극 C : 2H2O(l)+2eÑ 1Ú H2(g)+2OHÑ(aq)

전극 D : H2O(l) 1Ú ;2!; O2(g)+2H+(aq)+2e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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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의 이온화 상수는 K�=
[H3O+][BÑ]

[HB]
 ≒ [H3O+]2

y
 에서 

y=
[H3O+]2

K�
=

{
3_10-4 

0.1   }
2

1.8_10-5 =0.5이다.

ㄷ. (가)에서 HA의 양은 x_0.3= 3x
10  mol이고 여기에 x M 

NaOH(aq) 150 mL를 혼합하면 3x
20

 mol이 중화된다. (가)에 

x`M NaOH(aq) 150 mL를 혼합한 수용액에서 
[AÑ] 
[HA]

=1이고 

K�=
[H3O+][AÑ]

[HA]
=[H3O+]=1_10-5이므로 pH=5이다.

15  화학 전지와 수용액의 전기 분해

ㄱ. 금속 X와 Y를 전극으로 사용하는 화학 전지에서 전극 A의 질

량이 감소하므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 크기는 X>Y이고 전극 A는 

(-)극이다. 따라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다.

ㄴ. 전극 B에서 Y2+이 전자를 얻어 Y로 석출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

난다. 전극 D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Y2+이 전자를 얻어 Y로 석

출되므로 전극 B와 D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같다.

ㄷ. 전극 C에서 H2O(l) 1Ú ;2!; O2(g)+2H+(aq)+2eÑ 반응이 

일어나므로 전극 C에서는 O2(g)가 발생한다.

16  온도와 반응 속도

ㄱ. 이 반응은 1차 반응이고 반감기는 (가)에서 1 min, (다)에서 

1.5 min이므로 T1>T2이다.

ㄴ. (가)에서 1 min일 때 [B]=1.20 M이고 반감기가 1번 지났으므

로 (가)에서 처음 넣어 준 A(g)의 몰 농도는 1.2 M이다. (나)는 (가)

와 온도가 T1 K로 같으므로 반감기는 1 min이다. (나)에서 2 min일 

때 반감기가 2번 지났으므로 남아 있는 A(g)의 양은 처음 넣어 준

양의 ;4!;이다. (나)에서 처음 넣어 준 A(g)의 몰 농도(M)를 a라고 하

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A(g) 1Ú 2B(g)

반응 전(mol) a 0

반응(mol) -0.75a +1.5a

반응 후(mol) 0.25a 1.5a

1.5a=1.2이므로 a=0.8이다. (나)에서 처음 넣어 준 A(g)의 몰 농도

는 0.8 M이다. 따라서 A(g)의 초기 몰 농도비는 (가) : (나)=1.2 : 

0.8=3 : 2이다.

ㄷ. (가)에서 3 min일 때 반감기가 3번 지났으므로 A(g)의 양은

1.2_{;2!;}
3
=0.15 mol이다. (다)에서 3 min일 때 [B]=1.05 M이고 

반감기가 2번 지났으므로 처음 넣어 준 A(g)의 양을 b mol이라고 

하면 1.5b=1.05이므로 b=0.7이다. (다)에서 3 min일 때 반감기가 

2번 지났으므로 A(g)의 양은 0.7_{;2!;}
2
 =0.175 mol이다. 따라서 

3 min일 때 A(g)의 몰 농도(M)비는 (가) : (다)=0.15 : 0.175= 

6 : 7이다.

ㄱ. 전극 B에서는 H2O(l)이 전자를 잃고 O2(g)가 발생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ㄴ. 전극 C에서 2H2O(l)+2eÑ 1Ú H2(g)+2OHÑ(aq) 반응

이 일어나므로 H2(g)가 발생한다.

ㄷ. (나)에서 전기 분해가 일어나면 전극 B에서 H+이 발생하여 pH

는 전기 분해 후가 전기 분해 전보다 작아진다. (다)에서 전기 분해가 

일어나면 전극 C에서는 OHÑ이, 전극 D에서는 H+이 같은 양(mol) 

발생하여 (다)의 pH는 전기 분해 전과 후가 같다. 따라서 수용액의 

pH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13  상평형

온도를 T1 K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압력(atm)이 변화(P1 → P2)

하면 H2O의 상태가 액체 → 고체 → 기체가 되므로 T0>T1이고 

P1>P0 >P2 이다. 온도를 T2 K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압력

(atm)이 변화(P1 → P2)하면 H2O의 상태가 액체 → 기체가 되므로 

T2>T0이다. P1>P0 >P2, T2>T0 >T1이고 이를 그림으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T¼
TÁ

Tª

P¼
Pª

PÁ
압력

(atm)

온도(K)

기체

액체

고체

ㄱ. P1 >P2이다.

ㄴ. T2>T0이다.

ㄷ. T1 K, P0 atm에서 H2O의 안정한 상은 고체이다.

14  산의 이온화 상수

ㄱ. AÑ(aq)+H2O(l) ^jj& HA(aq)+OHÑ(aq)에서 

 Kº=1_10-9이고 25¾에서 K·=1_10-14이므로 HA의 이온화 

상수 K�=1_10-5이다. (가)의 액성은 산성이므로 pOH>pH이

다. 25¾에서 pH+pOH=14이고 |pH-pOH|=8이므로 

pH=3이다. (가)에서 [H3O+]=1_10-3 M이다.

반응한 HA(aq)의 농도를 z` M라고 하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HA(aq) + H2O(l) ^jj& AÑ(aq) + H3O±(aq)

처음 농도(M) x

반응 농도(M) -z +z +z

평형 농도(M) x-z z z

HA는 약산이고 HA의 이온화 상수는 K�=
[H3O+][AÑ]

[HA]
= z2

x-z 

?z2

x=
[H3O

+]2

x 이므로 x=
[H3O

+]2

K�
=(1_10-3)2 

1_10-5 =0.1이다.

ㄴ. (가)와 (나)에서 H3O+의 양(mol)은 같다. (가)에서 [H3O+]= 

1_10-3 M이므로 H3O+의 양은 1_10-3_0.3= 3_10-4 mo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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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in에서 [C]=0.7
V  M이다.

19  산의 이온화 상수와 완충 용액

ㄱ. (가) 0.1 M HA(aq) 500 mL의 pH=1이므로 HA는 강산이

고 AÑ은 가수 분해하지 않는다.

ㄴ. (가)에 NaOH(s) 2x g을 넣었을 때 수용액의 pH=7이므로 

중화점이고 [H3O
+]= [OHÑ ]=1_10-7 M이다. 넣어 준 

NaOH(s)의 양은 HA의 양과 같고 0.05 mol이다. 따라서 2x=2

이고 x=1이다. 

 25¾에서 (나) 0.1 M HB(aq) 500 mL에 NaOH(s) x(=1) g을 

넣어 반응시켰을 때 수용액의 pH=5이므로 [H3O+]=1_10-5 M

이다.

[BÑ]
[HB]

=

0.025 mol 
0.5 L  

(0.05-0.025) mol  
0.5 L

=1이므로 25¾에서 HB의 이온화 상

수 K�=[H3O+]=1_10-5이다. 

 HB(aq)의 처음 농도가 0.1 M, 반응 농도를 z M라고 하면 화학 반

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HB(aq)+H2O(l) ^jj& BÑ(aq) + H3O+(aq)

반응 전(M)   0.1

반응(M)   -z +z +z

반응 후(M) 0.1-z z z

HB는 약산이고 HB의 이온화 상수(K�)=
[BÑ][H3O+]

[HB]
= z2

0.1-z

? z2

0.1=
[H3O+]2

0.1
=1_10-5에서 [H3O+]=1_10-3 M이고 y=3

이다. 따라서 x+y=4이다. 

ㄷ. 25¾에서 K·=K�_Kº=1_10-14이므로 염기 BÑ의 이온 

화 상수(Kº)=
K·
K�

= 1_10-14 

1_10-5 =1_10-9이다. 25¾의 0.4 M 

 NaB(aq)에서 BÑ이 가수 분해하는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BÑ(aq)+H2O(l) ^jj& HB(aq) + OHÑ(aq)

반응 전(M)   0.4

반응(M)   -z′ +z′ +z′

반응 후(M) 0.4-z′ z′ z′

Kº=
[HB][OHÑ]

[BÑ]
= z′2

0.4-z′
? z′2

0.4=1_10-9이므로 [OHÑ]=2_

10-5 M이다. 

20  화학 평형 이동

ㄱ. Ⅰ에서 물질의 양은 A(g)가 0.24 mol, B(g)가 0.12 mol이므

로 실린더에 처음 넣어 준 A(g)의 양은 0.3 mol이다. 따라서 a=0.3

이다. Ⅱ에서 A(g)가 0.2 mol이므로 B(g)가 0.2 mol이다. Ⅰ과 Ⅱ

에서 온도가 T K로 같으므로 평형 상수(K)가 같다. Ⅰ과 Ⅱ에서 실린

더 속 기체의 부피를 각각 V1 L, V2 L라고 하면 

17  화학 평형 이동

초기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한 A(g)의 양을 x mol이

라고 하면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평형 Ⅰ] A(g) + B(g) ^jj& 2C(g)

반응 전(M) 4a 3a 0

반응(M) -x -x +2x

반응 후(M) 4a-x 3a-x 2x

ㄱ. Ⅰ에서 
[B]

[C]
=3a-x

2x =1이므로 x=a이다. Ⅰ에서 물질의 양은 

A(g) 3a mol, B(g) 2a mol, C(g) 2a mol이고 온도 T1에서 평형 

상수(KÁ)= (2a)Û
3a_2a=;3@;이다.

ㄴ. Ⅰ→Ⅱ로 평형이 이동할 때 
[B]

[C]
 는 1 → "":Á8Á:로 증가하므로 역반

 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이 반응은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고 온도를 

낮추면 발열 반응(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므로 T1>T2이다.

ㄷ. Ⅰ→Ⅱ로 평형이 이동할 때 반응한 C(g)의 양을 2y mol이라고 

하면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평형 Ⅱ] A(g) + B(g) ^jj& 2C(g)

반응 전(M) 3a 2a 2a

반응(M) +y +y -2y

반응 후(M) 3a+y 2a+y 2a-2y

 Ⅱ에서 
[B]

[C]
= 2a+y

2a-2y=:Á8Á:이므로 y=0.2a이다. Ⅱ에서 물질 의 양

은 A(g) 3.2a mol, B(g) 2.2a mol, C(g) 1.6a mol이다. 

3.2a=1.6이고 a=0.5이다. 따라서 B(g)의 양(mol)은 2.2a=1.1

이다.

18  반응 속도

ㄱ. 각 물질의 몰 분율과 전체 기체의 양을 이용하여 A(g)~C(g)의

양을 계산하면 10 min에서 물질의 양은 A(g)가 2.2_;1ª1;=0.4 mol,

B(g)가 2.2_;1¤1;=1.2 mol, C(g)가 2.2_;1£1;=0.6 mol이다. 

 생성된 물질의 몰비는 B : C=b : 1=2`:`1이므로 b=2이다. 마찬 

가지로 5 min에서 물질의 양은 B(g)가 2.0_;5@;= 0.8 mol, C(g)가 

0.4 mol로 A의 몰 분율은 ;5@;이고 A(g)는  0.8 mol이다. 반응하는  

물질의 몰비는 A : B : C=2 : 2 : 1이므로 a=b이다.

ㄴ. 이 반응은 1차 반응으로 A(g)의 농도가 절반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 min으로 일정하다. 따라서 강철 용기에 처음 넣어 준 

A(g)의 양은 1.6 mol이고 x=1.6이다.

ㄷ. 반응 시간에 따른 기체의 양(mol)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반응 시간(t) t=5 min t=10 min t=15 min

기체의 양
(mol)

A(g) 0.8 0.4 0.2

B(g) 0.8 1.2 1.4

C(g) 0.4 0.6 0.7

전체 기체의 양(mol) 2.0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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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에서 평형 상수(K)=
{0.12 

V1
}
2
 

{0.24 
V1

}
= 3

50V1
 이고, 

Ⅱ에서 평형 상수(K)=
{0.2 
V2

}
2
 

{0.2 
V2

}
= 1

5V2
 이므로 V1 : V2=3 : 10이다. 

따라서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비는Ⅰ:Ⅱ=3 : 10이다.

ㄴ. PV=nRT에서 P=nRT
V  이므로 기체의 압력비 P1 :  P2=

0.36_RT
3  : 

0.4_RT
10 =3 : 1이다.

ㄷ. 초기 상태에서 Ⅲ에 도달할 때 반응한 A(g)의 양을 y mol이라

고 하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A(g) ^jj& 2B(g)

반응 전(mol) 0.3 0

반응(mol) -y +2y

반응 후(mol) 0.3-y 2y

 Ⅲ에서 기체의 몰비는 A : B=1 : 2이므로 0.3-y=y이고 y= 

0.15이므로 Ⅲ에서 물질의 양은 A(g) 0.15 mol, B(g) 0.3 mol이

다. Ⅲ에서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를 V3 L라고 하면, PV=nRT에 

서 V=nRT
P 이므로 V2 : V3=0.4_T : 0.45_2T=4 : 9이다. 

평형 상수(K)비는 Ⅱ : Ⅲ=
{0.2 
V2

}
2
 

{0.2 
V2

}
 : 

{0.3 
V3

}
2
 

{0.15 
V3

}
= 1

5V2
  : 

3
5V3

 =

;2Á0; : ;4£5;=3 :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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