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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파동 

1. 다음 설명이 맞도록 ( )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1) 빨간색 장미꽃은 빨간색의 빛을 많이 (흡수, 반사)하고,  
다른 색깔의 빛은 (흡수, 반사)하기 때문에 빨갛게 보인다. 

 
(2) 흰색은 모든 파장(색)의 빛을 모두 (반사, 흡수)하기 때문이고,  
검은색은 모든 파장(색)의 빛을 모두 (반사, 흡수)하기 때문이다. 
 
(3) 빨간색 셀로판지를 통해 흰 종이를 보면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 빛만 (통과, 반사, 흡수)하기 때문이다. 
 



파동 

2. 깜깜한 방 안에 있는 빨간색 장미꽃에 다음 표와 같이 색깔
을 다르게 하여 빛을 비추었을 때 보이는 장미의 색을 쓰라. 

   
  

빛의 색 보이는 장미의 색 

빨간색 ① 

파란색 ② 

초록색 ③ 

다홍색 ④ 

노란색 ⑤ 

청록색 ⑥ 

흰색 ⑦ 



파동 

3. 물속에 있는 공기 방울에 평행 광선이 입사될 때, 공기 방울
을 통과한 광선의 경로가 옳은 것은? 

   
  



파동 

4. 다음 표는 빛이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물질의 절대 굴절률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물질 공기 얼음 물 유리 

굴절률 1.00 1.31 1.33 1.55 

① 빛의 속력은 물에서보다 유리에서 더 빠르다. 
② 물에 대한 얼음의 굴절률은 약 1.01이다. 
③ 빛이 얼음에서 물로 진행할 때 진동수는 더 커진다. 
④ 빛이 공기에서 유리로 진행할 때 파장이 짧아진다. 
⑤ 빛이 유리에서 물로 진행할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파동 

5. 오른쪽 그림은 빛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것을 나
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2개 고르면? 

   
  

① 매질 1보다 매질 2가 더 밀한 매질이다. 
② 매질 1보다 매질 2가 굴절률이 더 크다. 
③ 매질 1보다 매질 2에서 빛의 속도가 더 빠르다. 
④ 매질 1보다 매질 2에서 파장이 더 짧다. 
⑤ 빛이 1매질에서 2매질로 진행할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파동 

6. 다음 그림과 같이 물의 높이가 다른 메스실린더 A, B, C, D
에 그림 1은 입구를 입으로 불어서 공명되어 나는 소리를 듣는 
실험이고,  
그림 2는 각 메스실린더를 쇠막대로 쳐서 나는 소리를 듣는 실
험이다. A에서 D로 갈수록 들리는 소리의 변화가 옳은 것은? 

   
  

  (그림 1)  (그림 2)  (그림 1) (그림 2) 
① 저음  저음  ② 저음  고음 
③ 고음  저음  ④ 고음  고음 
⑤ 고음  같은 음 



파동 

7. 오른쪽 그림은 축으로 진행하는 횡파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
다. 빨간색 선은 파동의 처음 모양을 나타낸 것이고, 파란색 선
의 그림은 빨간색 선 파동에서   초 동안 진행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 이 파동의 진폭과 파장을 옳게 나타낸 것은? 
① 5cm, 5cm ② 5cm, 10cm ③ 10cm, 15cm 
④ 10cm, 10cm ⑤ 15cm, 15cm 
 
(2) 이 파동의 주기와 진동수? 
① 0.4s, 1Hz ② 0.4s, 2.5Hz ③ 0.1s, 2.5Hz 
④ 0.1s, 10Hz ⑤ 0.4s, 10Hz 
 
(3) 이 파동의 전파 속도를 구하면? 
① 5cm/s     ② 10cm/s     ③ 15cm/s     ④ 20cm/s     ⑤ 25cm/s 



   

  

     화학반응의 규칙성 

8. 다음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다. 

수소 + 질소 → 암모니아 

(1) 위의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여라. 
 

(2)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 36.0L와 질소 11.2L를 혼합하여 반응시킬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를 구하여라. 
 
(3) 위의 반응에서 반응에 참여한 질소의 전체 분자수가        개 일 때,  
반응에 필요한 수소 분자의 수를 계산하여라. 
 
(4) 위의 반응식에서 나타나는 기체들의 부피비는 돌턴의 원자설로는 설명
이 어렵다. 이 반응을 분자 모형으로 설명하여라.  
(단, 수소 원자 모형은 ○으로, 질소 원자 모형은 ●으로 나타내어라.) 

 
 
 



   

  

     화학반응의 규칙성 

9. 마그네슘 리본 1m의 질량을 측정해 보았더니 24.3g이었다. 이것
을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시켰더니 0℃, 1기압에서 부피가 22.4L
일 때, 질량이 2g인 기체가 발생하였다. 또, 10cm 길이의 마그네슘 
리본을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시켰더니 기체 0.2g이 생기고, 증발
시킨 후에는 고체가 남았다. 다음 물음에 계산과 답을 소수 둘째 자
리에서 구하여라. 

(1) 이 때 생긴 기체의 부피는 0℃, 1기압에서 몇      인가? 
 
(2) 위의 반응에 참여한 이온은 몇 종류인가? 
 
(3)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되는 이온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4) 10% 염산 10mL에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을 넣어 반응시켰더니 30mL의 
수소가 발생하였다. 이 염산의 농도를 로 하고 그 중에서 10mL를 써서 충분
한 양의 마그네슘과 반응시키면 몇 mL의 수소가 발생하겠는가? 



   

  

     화학반응의 규칙성 

10. 금속 마그네슘과 구리를 산소와 반응시키면 각각 산화마그네슘
과 산화구리(Ⅱ)가 각각 생성된다. 이 때의 질량 관계는 오른쪽 그
래프와 같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 오른쪽 그래프로부터 일정량의 산소와 화합하는 질량은 어느 금속이 더 
많은가? 
 

(2) 마그네슘 24g과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몇 g인가? 
 
(3) 구리와 산소가 반응할 때 질량비는 얼마인가? 
 
(4) 산소의 원자량을  y라 하면 구리의 원자량은 얼마인가? 
 
(5) 마그네슘과 구리의 혼합물 22g을 완전 연소시켰더니 MgO과 CuO의 혼
합물 30g이 생겼다. 최소 혼합물 속의 Cu의 질량은 몇 g인가? 



   

  

     화학반응의 규칙성 

11. 일정한 양의 Kl 수용액에           수용액을 넣으면      의 앙금
이 생기는데, 앙금의 질량과 첨가한          수용액의 부피와의 관계
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다. 

(1) A와 C의 용액 중     (요오드 이온) 농도는 같은가?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2) 화학 반응식을 쓰라. 
 
(3) 그래프에서 수평인 부분의 화학적 의미를 설명하여라. 



   

  

     화학반응의 규칙성 

12. 양초는 연소할 때 산소와 반응하여 물을 포함한 몇 가지 연소 
생성물을 발생시킨다. 오른쪽 실험 장치와 같이 유리병에 석회수를 
넣고, 철사에 끼운 양초에 불을 붙여 넣고 고무 마개를 막았다. 잠시 
후 양초는 꺼졌고 병의 윗부분에 그을음이 생겼다. 다음 물음에 답
하여라. 

(1) 석회수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2) 연소 반응 후 병 속에는 어떤 기체가 가장 많이 차 있겠는가?  
(단, 수증기는 제외) 
 
(3) 고무마개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았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방법을 
말하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