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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탐구 - 화학Ⅱ

1. 정답 : ③

   해설 :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용융액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것은 이온 결정이다.

2. 정답 : ③

   해설 : 부피가 일정하므로 온도를 올리면 분자의 평균속력이 증가하여 충돌수가 많아지고 압력이 증가한

다.

3. 정답 : ①

   해설 : A에 대한 1차 반응이므로 반감기가 일정하다. 1분일 때 A가 4기압이므로 2분일 때는 2기압, C가 

6기압 생성되면 B도 6기압 생성되므로 전체 압력은 14기압.

4. 정답 : ②

   해설 :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크다. 4기압, T2에서 A의 용해도는 4a이다.

5. 정답 : ④

   해설 : 빛의 파장은 B가 A보다 짧다.

        

6. 정답 : ④

   해설 : (가)는 산성, (나), (다)는 염기성이다.

7. 정답 : ④

   해설 : A, B, C, D는 등전자 이온으로 각각 Na+, Mg2+, O2-, F- 이다. 

8. 정답 : ⑤

   해설 : 몰농도는 용액 1L속의 용질의 몰수, 몰랄농도는 용매 1Kg에 녹은 용질의 몰수.

9. 정답 : ①

   해설 : A수용액은 0.5m, B수용액은 1m용액이다. 분자량은 A가 B의 3배이며 농도가 진할수록 증기압은 

작다.

10. 정답 : ⑤

    해설 :  B는 바닥상태이며 원자가 전자수는 6개이다.

11. 정답 : ③

    해설 : O-H 결합에너지는 ΔH3의 절반이다.

12. 정답 : ①

    해설 : T1에서의 증기압력은 대기압보다 낮으므로 고정장치를 풀면 실린더 내부 부피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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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답 : ②

    해설 : 같은 온도에서 X의 증기압력은 440mmHg, Y의 증기압력은 500mmHg이므로 분자간 인력은 X가 

크다. 콕을 열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h2는 60mm(500-440)가 된다.

14. 정답 : ⑤

    해설 : 1×0.1×0.022 = 1×M×0.020, M = 0.11

           식초를 1/10로 묽힌 농도였으므로 처음 식초 농도는 1.1M, (다)의 혼합 용액의 CH3COO-이온은 

물을 가수 분해하는데 쓰이므로 Na+의 수가 많다.

15. 정답 : ②

    해설 : 촉매는 평형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몰분율은 변하지 않는다. 정반응이 발열반응이므로 (나)로 되

면 평형상수가 감소한다. 전체몰수는 항상 같다.

16. 정답 : ②

    해설 : (가) 극성 물질인가?, (나) 모든 원자는 같은 평면에 있는가?, (다) 다중 결합이 있는가?

17. 정답 : ③

    해설 : ㄱ. 1.0M B(aq)의 pH=14-pOH=14-(4-log4)≒10.6

           ㄷ. 100mL용액에 NaOH(s) 0.1몰을 넣으면 1.0M NaOH용액이 되므로 거의 완전중화되어 완충용  

    액이 될 수 없다.

          

18. 정답 : ②

    해설 : H2O2는 환원제이다. 1몰의 Cr2O7
2-이 반응하면 O2가 3몰 생성된다.

19. 정답 : ①

    해설 : (가)에서 금속 X양이온 한 개가 석출될 때 물에서 수소이온 두 개가 유리되므로 수용액의 전체 양

이온 수는 증가한다.

20. 정답 : ④

    해설 : 묽은 황산 10ml에 있는 수소이온 수를 2N개라 할 때 황산 이온은 N개, X염기 10ml에 있는 수산

화 이온 수는 2N, 양이온 수는 N이다. Y염기 40ml속의 수산화 이온 수가 2N이며 양이온 수는 

2N이다. 황산과 염기 X가 중화 반응할 때 생성되는 염은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