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1. 그림은 마그네슘 리본,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 마그네

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에 묽은 염산을 2 방울씩 떨어

뜨리고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는 것은 화학 변화이다.

② 마그네슘 리본을 태워도 마그네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③ (가), (나)에서 기체가 발생한다.

④ (다)에서는 물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가), (나)에서 화학 변화, (다)에서 물리 변화가 일

어난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2.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

오.

[보기]

ㄱ. 떨어뜨린 유리컵이 깨졌다.

ㄴ. 철로 만든 열쇠에 녹이 슬었다.

ㄷ.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ㄹ. 향수병의 뚜껑을 열어 두었더니 향기가 퍼졌다.

Ⅰ- 1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 

3. 다음은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원자의 종류와 ( ㉠ )는(은) 변

하지 않고, 원자의 ( ㉡ )이(가) 달라져 새로운 물질

이 생성된다.

 ㉠, ㉡에 알맞은 말을 옳게 짝 지은 것은?

        ㉠      ㉡                ㉠      ㉡ 

①   수     크기          ②   수     배열

③   크기     수           ④   배열     수

⑤   배열   성질

 |화학 반응식| 

4. 그림은 물질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으로 옳은 것은?

① A+B → C            ② A+B → 2C

③ 2A+2B → C          ④ 2A+B → 2C

⑤ A+B → 3C

|화학 반응식| 

5. 과산화 수소가 분해되면 물과 산소가 생성된다. 과산

화 수소 분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① 과산화 수소 → 산소

② 과산화 수소 → 물+산소

③ H2O2 → O2

④ H2O2 → H2O+O2

⑤ 2H2O2 → 2H2O+O2

형성 평가 Ⅰ.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____반 ____번 이름________________



|화학 반응식|

6. 다음은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N2 + 3H2 → 2NH3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응 후 분자의 수가 감소한다.

② 반응물과 생성물의 성질이 전혀 다르다.

③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원자 수의 비는 질소 : 

수소 : 암모니아=1 : 3 : 2이다.

④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분자 수의 비는 질소 : 

수소 : 암모니아=1 : 3 : 2이다.

⑤ 질소 분자 2 개가 모두 반응하려면 수소 분자가 최

소 6 개 필요하다.

Ⅰ- 2   화학 반응의 규칙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7. 그림은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 은 수용액의 반응

에서 질량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두 수용액을 섞으면 물리 변화가 일어난다.

② 흰색 앙금인 질산 나트륨이 생성된다.

③ 생성된 앙금의 양만큼 질량이 증가한다. 

④ 질량은 (가)와 (나)가 같다.

⑤ (나)의 반응 직후 시험관을 막아 두면 (다)에서 질

량이 증가한다.

8~9. 그림은 묽은 염산과 탄산 칼슘의 반응에서 질량 변

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8.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시오.

[보기]

ㄱ. (가)와 (나)의 질량은 같다.

ㄴ. (가)와 (나)의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같다.

ㄷ. (나)의 질량은 (다)보다 크다.

|질량 보존 법칙과 입자 모형|  

9. 그림은 (나)에서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의 질량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염화 칼슘의 모형

으로 옳은 것은?

|일정 성분비 법칙|  

10. 그림은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마그네

슘과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15 g의 마그네슘이 모두 연소할 때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g)은?

① 10          ② 15          ③ 20

④ 25           ⑤ 30



|일정 성분비 법칙|  

11.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물 ㄴ. 질소 ㄷ. 설탕물

ㄹ. 이산화 탄소 ㅁ. 아이오딘화 칼륨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ㅁ

 

12~13. 표는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화합물 X를 만들 

때, 볼트와 너트 및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 X의 

개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볼트의 수(개) 6 6 6

너트의 수(개) 4 8 16

화합물 X의 수(개) 2 4 6

남은 모형의 

종류와 수(개)

수나사 

4

수나사 

2

암나사 

4

|일정 성분비 법칙과 입자 모형| 

12. 화합물 X의 모형으로 옳은 것은?

|일정 성분비 법칙과 입자 모형| 

13. 볼트 1 개의 질량은 3 g은 너트 1 개의 질량은 2 g

일 때, 화합물 X를 이루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를 

구하시오.

|일정 성분비 법칙| 

14. 표는 물질 A와 물질 B가 완전히 반응하여 물질 C를 

생성할 때 반응물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반응 전 물질의 질량(g) 반응 후 남은 

물질의 종류와 

질량(g)A  B

1 0.2 ㉠ B 0.2

2 0.6 3.2 A 0.2

3 2.7 5.6 ㉡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

른 것은?

[보기]

ㄱ. ㉠은 1.6 g이다.

ㄴ. 실험 2에서 C는 3.6 g이 생성된다.

ㄷ. ㉡은 A 2 g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일정 성분비 법칙의 적용| 

15. 그림과 같이 불을 붙인 

양초에 유리컵을 씌웠더

니 잠시 후 불이 꺼졌다. 

불이 꺼진 까닭은?

①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질량이 같기 때문

② 원자의 종류마다 크기와 질량이 다르기 때문

③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

④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자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

⑤ 화합물은 성분 원소가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기 

때문



 |기체 반응 법칙과 부피 모형| 

16. 그림은 메테인(CH4)이 연소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온도와 압

력은 일정하다.)

①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한다.

② 생성되는 이산화 탄소와 수증기의 부피는 같다.

③ 화학 반응식의 계수의 비는 산소 : 수증기=1 : 1

이다.

④ 생성되는 수증기 분자 수는 반응하는 메테인 분자 

수의 2 배이다.

⑤ 메테인 20 mL가 완전히 연소하면 이산화 탄소 20 

mL가 생성된다.

 |기체 반응 법칙| 

17. 수소 기체 400 mL와 산소 기체 100 mL가 완전히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할 때, 남는 기체의 종류와 그 

부피(mL)를 구하시오.

|기체 반응 법칙|  

18.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A와 기체 B가 반

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할 때 기체의 부피 관계를 나타

낸 것이다.

실

험

반응 전 기체의 

부피(mL)
반응 후 남은 

기체의 

부피(mL)

생성된 

기체 C의 

부피(mL)A B

1 40 10 A, 10 20

2 30 20 ㉠ ㉡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      ㉡ 

①   0       20           ②   0      15

③  A, 10    20          ④  B, 10   20

⑤  B, 20   40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과 활용|  

21. 그림과 같이 질산 암모늄이 들어 있는 비닐 주머니

에 물이 들어 있는 지퍼 백을 넣고 비닐 주머니를 

밀봉한 다음, 물이 들어 있는 지퍼 백을 눌러 물이 

나오게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한다.

②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③ 비닐 주머니가 차가워진다.

④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한다.

⑤ 이 반응을 활용해 냉찜질 주머니를 만들 수 있다.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의 활용|  

22. 냉각 장치에 활용할 수 있는 반응을 모두 고르면? 

(2 개)

① 철과 산소의 반응

② 소금과 얼음물의 반응

③ 산화 칼슘과 물의 반응

④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⑤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반응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의 활용|  

23.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을 활용하는 예를 |보

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보기]

ㄱ. 광합성 ㄴ. 에어컨

ㄷ. 발열 도시락 ㄹ. 냉찜질 주머니

ㅁ. 염화 칼슘 제설제

|일상 생활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23. 지면을 기준면으로 할 때, 위치 에너지만 가지는 경

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1 ③ 2 ㄱ, ㄷ, ㄹ 3 ② 4 ② 5 ⑤ 6 ③ 7

④ 8 ㄱ, ㄴ, ㄷ   9 ③ 10 ④ 11 ④ 12 ② 13

수나사:암나사=3:4 14 ④ 15 ⑤ 16 ② 17 수소,

200 mL 18 ④ 19 ③ 20 ① 21 ④ 22 ②, ④

23 ㄷ, ㅁ

1. 마그네슘을 구부리는 것은 물리 변화이고, 마그네

슘을 태우는 것은 화학 변화이다. (가)~(다)에서 

모두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2. 철이 녹슬어 생긴 산화 철(Ⅲ)은 철과는 성질이 

다른 물질이다.

3. 화학 반응은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새로운 물질

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4. A 입자 3 개와 B 입자 3 개가 반응하여 C 입자 

6 개가 생성되므로,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입자 수비는 A：B：C=3：3：6=1：1：2이다.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는 물질의 입자 수의 비와 

같다.

5. 반응물인 H2O2를 화살표 왼쪽에, 생성물인 H2O과 

O2를 화살표 오른쪽에 쓰고, 화학 반응 전후에 원

자의 수가 같도록 계수를 맞춘다.

6.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비는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분자 수의 비와 같다. 원자 수의 비는 질

소 : 수소 : 암모니아=1 : 3 : 4이다.

7.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 은 수용액이 반응하

면 흰색 앙금인 염화 은이 생성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 전 물질의 총질

량과 반응 후 물질의 총질량이 같다.

8. 화학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되므로 (가)와 (나)의 

질량은 같지만, (다)에서 뚜껑을 열면 생성물 중 

이산화 탄소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므로 질량

이 감소한다.

9.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반응이 일어나도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

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10. 마그네슘과 산소는 3 : 2의 질량비로 반응하므

로, 마그네슘 15 g과 반응하는 산소는 10 g이다.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 마그네슘 15 g과 산소 

10 g이 반응하면 산화 마그네슘 25 g이 생성된

다.

11.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

소의 질량비에 관한 법칙이다. 따라서 홑원소 물

질인 질소(N2)는 일정 성분비 법칙과 관련이 없으

며, 설탕물과 같은 혼합물은 성분비 법칙이 성립

하지 않는다.

12. 볼트 2 개와 너트 4 개가 결합하여 화합물 X 2 

개를 만들므로, 볼트와 너트가 1 : 2의 개수비로 

결합한다.

13.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가 3 : 2이므로, 개수비 1 

: 2로 결합할 때의 질량비는 3 : 4이다.

14. 실험 2에서 물질 A와 B가 0.4 : 3.2=1 : 8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15. 양초가 연소하면 이산화 탄소와 수증기가 생성

되는데, 이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 따라

서 밀폐된 용기에 들어 있는 산소가 반응하여 없

어지면 양초가 남아 있어도 연소 반응이 일어나

지 않는다.

16. 메테인 연소 반응에서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

질의 부피비가 메테인 : 산소 : 이산화 탄소 : 수

증기=1 : 2 : 1 : 2이므로, 생성되는 이산화 탄소

와 수증기의 부피비는 1 : 2이다. 반응물과 생성

물이 모두 기체인 반응에서 화학 반응식의 계수

비는 부피비, 분자 수의 비와 같다.

17. 수증기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2H2+O2  →  

2H2O이다.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2 : 1의 부

피비로 반응하므로 수소 200 mL가 산소 100 

mL와 반응한다. 따라서 수소 200 mL가 남는다.

18. 기체의 부피비가 A : B : C=3 : 1 : 2이므로, 

A 30 mL와 B 20 mL가 반응하면 B는 10 mL만 

반응하고 기체 C는 20 mL가 생성된다.

19.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에너지가 출입하며, 

상태 변화와 같은 물리 변화에도 에너지가 출입

한다.



20. 철 가루와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할 때 에너지

를 방출하므로 부직포 주머니가 따뜻해진다.

21.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

므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이 반응을 

이용하면 냉각 장치를 만들 수 있다.

22. 냉각 장치에 활용할 수 있는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23. 발열 도시락은 산화 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방

출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데운다. 염화 

칼슘과 물이 반응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여 온도

가 높아지므로 눈이 빨리 녹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