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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연소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알아내기

 [해설] 반응 계수비는 :::=1:5:3:4이다. 프로판 
22g은 0.5몰이므로 소모된 산소 분자수는 
××개, 생성된 와 의 질량비는 
3×44:4×18이다.

2. [출제의도] 기체의 압력에 따른 


 그래프 해석하기

 [해설] 300기압에서 A의 
 값이 B보다 1.25배이므

로 부피는 1.25배이다. 
 =1일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한다. 150기압에서 B의 부피는 300기
압일 때의 1.5배이다.

3. [출제의도] 증기 압력으로 두 액체의 물리량 비교하기 

 [해설] 액체의 증기 압력은 기압과 수은 기둥 높이의 
차이므로 액체의 증기 압력이 A<B이다. 따라서 분자
간의 인력은 A>B, 끓는점은 A>B, 몰증발열은 A>B
이다.

4. [출제의도] 확산 속도와 온도, 분자량의 관계 이해하기

 [해설] 기체의 분자량이 <이므로 흰 연기는 
중앙의 오른쪽에 생기며,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의 평
균 속력이 빨라지므로 흰 연기는 빨리 생긴다. 
보다 의 분자량이 크므로 (가)에서보다 오른쪽에 
생긴다.

5. [출제의도] 와  오비탈의 공통점 찾기

 [해설] 와 오비탈은 구형이고, 전자를 최  2개까
지 채울 수 있다. 와  오비탈에서 전자가 존재
할 확률은 핵에서의 거리에 따라 서로 다르다.

6. [출제의도]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크기 비교하기

 [해설] 3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핵전하량이 클
수록 작으므로 원자 번호는 A<B<C<D이다. 원자가 
안정한 양이온이 될 때 전자껍질이 감소하므로 반지
름이 작아지고, 안정한 음이온이 될 때 전자수가 증
가하여 반지름이 커진다.

7. [출제의도] 혼합 기체에서의 부분 압력비 구하기

 [해설] 기체 A의 압력은 기압과 수은주의 높이와 합
이므로 124cmHg이다. 기체 A와 B 혼합 기체의 압력
은 152cmHg이므로 B의 부분 압력은 38cmHg이다. 
따라서 A와 B의 부분 압력비(:)는 3:1이다.

8. [출제의도] 융해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찾기

 [해설] AT곡선은 융해 곡선이고, 압력이 증가하면 녹는
점이 낮아지므로 얼음에 압력이 가해지면 녹는다. 영
하의 날씨에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은 승화이며, 압
력솥 내의 압력이 증가하므로 물의 끓는점이 높아져 
밥이 빨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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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제의도] 어는점을 이용하여 요소의 분자량 구하기

 [해설]  =물의 어는점-요소 수용액의 어는점=×
이다. 분자량은 ×

  이다. 요소 수용액의 농도
가 %이면 물 100-g에 요소가 g이 녹아 있으므
로 요소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온도와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그래프 

해석하기

 [해설] 그림 (가)에서 기체 A의 부피가 B의 2배이므로 
몰수는 2배이며, 두 기체의 질량이 같으므로 B의 분
자량은 A의 0.5배이다. 600K에서도 A의 몰수가 B의 
2배이므로 부피는 2배이다. (나)에서 에서의 부피
가 의 2배이므로 온도는 >이다.

11. [출제의도] 두 수용액의 가열 곡선 해석하기

 [해설] (가)에서 수용액의 농도는 1m이고 입자의 농도
는 
 =3m이므로 물질 X 1몰이 이온화되면 3몰

의 이온이 된다. (나)에서 수용액의 농도는 
 m이므

로 화학식량은 111이고, A점에서의 농도는 
 m이므

로 물질 X의 질량이 3.7g이므로 물의 질량은 50g이
다.

12. [출제의도] 물과 수용액의 증기 압력 비교하기

 [해설] 물 100g 속에 들어 있는 입자의 몰수는 설탕물
은 0.5몰이고, 소금물은 0.05몰×2이다. 입자의 수가 
적을수록 증기 압력이 크므로 (가)>(다)>(나)이다.

13. [출제의도] 1차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 개념 

이해하기

 [해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기체 상태의 중
성 원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내어 양이온이 쉽고, 전자 
친화도가 클수록 전자를 받아들여 음이온이 되기 쉽
다. 가  로 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14. [출제의도] 기체의 용해도 곡선 이해하기

 [해설] 온도가 올라갈수록 물에 녹는 질소의 질량은 감
소하고, 압력이 증가할수록 물에 녹는 질소의 질량은 
증가하지만 부피는 일정하다. 물의 부피가 2배, 압력
이 2배가 되면 녹는 질소의 질량은 4배이다.

15. [출제의도]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 이해하기

 [해설] 성분 물질의 이동 속도는 A>B>C이다. 분리된 
색소의 성분 물질은 3가지이지만 이동상이 달라지면 
더 많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성분 물질은 3가지 이상
이다. 는 사용한 이동상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16. [출제의도]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해석하기

 [해설] 빛의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크므로 에너지는 
A>B이고, B는 =3(에너지 준위 ==)에서 
=2(=)로 전이할 때 나타난다. 에너지 준위는 


 kJ/mol이므로 에너지 준위간의 간격은 좁아
진다.

17. [출제의도] 혼합 용액의 농도를 1m로 만들기

 [해설] 수용액 B의 질량은 300mL×1.1g/mL=330g이므
로 물이 300g, 포도당이 30g이다. A와 B의 혼합 용
액은물이 500g, 포도당이 45g(0.25몰)이므로 농도는 
0.5m이다. 포도당을 45g을 더 넣어야 1m가 된다.

18. [출제의도] ∝으로부터 두 기체의 분자량 비교

하기

 [해설]  ∝이고 질량이 같으므로 B의 분자량이 A
의 2배이고, A의 분자수는 B의 2배이다. A와 B의 온
도가 같으므로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같다.

19. [출제의도]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해하기

 [해설] A는 <<≪이므로 3주기 13족이다. B
와 C는 <≪<이고, B의 이 C의 보다 
작으므로 B는 3주기 2족, C는 2주기 2족이다.

20. [출제의도]  원자와 이온의 전자 배치 이해하기

 [해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
이므로 A는 들뜬 상태, B와 C는 바닥상태, D는 이온
의 전자 배치이다.

[생물Ⅱ]


	2008년 5월 고3(경기도교육청) 전영역 문제 및 해설
	3학년



 
 
    
   HistoryItem_V1
   InsertBlanks
        
     Where: before current page
     Number of pages: 1
     same as current
      

        
     1
     1
     1
     722
     424
    
            
       CurrentAVDoc
          

     SameAsCur
     BeforeCur
      

        
     QITE_QuiteImposingPlus2
     Quite Imposing Plus 2 2.0
     Quite Imposing Plus 2
     1
      

   1
  

 HistoryList_V1
 qi2b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