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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가[ ]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원자이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원자는 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897년 톰슨

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 전자의 존재를 발견하였고(Thomson) , 이를 바탕으로 (+)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공 속에 (−) 전하를 띠는 전자가

여기 저기 박혀 있는 원자 모형을 제안하였다 년 러더퍼드 는 얇게 편 금박에. 1911 (Rutherford) (+) 전하를 띠는 α 입자(He2+ 를)

충돌시켰을 때 대부분의 α 입자는 얇은 금박을 통과하여 그대로 직진하지만, 매우 적은 수의 α 입자는 90° 이상의 큰 각도로 튕겨

나오는 것을 근거로 (+) 전하를 띤 입자가 매우 작은 부피 속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원자핵이라 하였다. 이를 토대로 러더퍼드는

원자의 대부분을 빈 공간이라 생각하여 (+) 전하를 띤 원자핵이 중앙에 위치하며 (−) 전하를 띤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원자

모형을 제안하였다.

나[ ]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지개와 같이 가시광선의 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연속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수소.

방전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 주면 빛이 방출되는데 이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보라색, 푸른색 초록색 빨간색의 선 스펙트럼을 볼 수, ,

있다 년 보어 는 수소의 선. 1913 (Bohr)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원자 모형을 제안하였다.

다[ ]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며, 이러한 물질은 화학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화학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지는 입자들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된 이온 결합과 비금속 원자가 서로 전자를 내어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두

원자가 공유하여 결합을 형성하는 공유 결합이 있다.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의 경우 『전자쌍 반발 이론』으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분자의 구조는 그 분자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

[라]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용해도라고 한다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변화하며 기체의. ,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그래프는 기압에서 온도에 따른. 1 고체 질산 칼륨(KNO3 과 산소) (O2) 기체의 물에 대한

용해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마] 화학 반응은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속도로 일어나며, 반응 속도는 대부분의 경우 반응물의 농도, 온도 및 촉매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촉매는 산업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의 합성과 자동차 배기가스에 들어 있는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의 변환에는

금속을 촉매로 활용하고 있다 생물체 내에서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가 생체 촉매로 작용하며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여 생명 활동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침 속에 들어 있는 효소인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며 간, 에 들어

있는 효소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해독 작용을 한다.

1. 제시문 가[ ]와 나[ ]는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제시문. 나[ ]에서 언급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보어가 제안한

원자 모형을 설명하시오. 또한 보어 원자 모형의 한계를 설명하고, 이를 보완한 현대 원자 모형을 오비탈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점[10 ]

2. 제시문 [다]에서 언급한 전자쌍 반발 이론에 기초하여 메테인(CH4 과) 암모니아(NH3)의 분자 구조와 극성 여부를 각각 설명하시오. 또한

분자량이 비슷한 메테인과 암모니아의 끓는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단, 메테인과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각각 16, 17이다). [10점]

3. 제시문 라[ ]의 용해도 곡선을 바탕으로 질산 칼륨과 산소 기체의 용해 과정의 엔탈피 변화( HΔ )를 입자 사이의 상호 작용과 관련지어 각각

설명하시오. 점[10 ]

4. 제시문 [마]에서 언급한 효소가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효소의 특성을 서술하시오. 점[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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