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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마무리
01

05 따뜻한 빵 위에 버터를 올려놓으면

물질의 상태 변화

01 (가)~(다)에 해당하는 물질의 상태를 옳게 짝 지은 것은?

서서히 녹는다. 이와 같은 상태 변화로
옳은 것은?

① 과일 껍질이 마른다.
②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

(가) 입자의 배열이 매우 규칙적이다.

③ 쇳물이 식어서 단단한 철이 된다.

(나) 흐르는 성질이 있고 쉽게 압축된다.
(다) 용기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일정하다.

④ 주머니에 넣어둔 초콜릿이 녹는다.
⑤ 겨울철 빨래가 언 상태에서도 마른다.

(가)

(나)

(다)

① 고체

액체

기체

② 고체

기체

액체

③ 액체

고체

기체

① 입자의 운동이 느려진다.

④ 기체

액체

고체

② 물질의 부피가 감소한다.

⑤ 기체

고체

액체

③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해진다.

06 융해와 기화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④ 쉽게 압축되는 성질이 생긴다.
[02 ~03 ] 그림은 상태 변화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
에 답하시오.

A

07 시험관에 에탄올을 넣고

F
B

비닐봉지를 입구에 연결한 뒤
에탄올
질량을 측정하고 뜨거운 물에
넣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
C

CDM

D

02 A~E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A-승화

② B-융해

④ D-응고

⑤ E-액화

⑤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③ C-기화

03 F에 해당하는 예로 옳은 것은?

뜨거운 물

POWER

보기

ㄱ. 뜨거운 물에 넣으면 에탄올은 기화한다.
ㄴ. 뜨거운 물에 넣으면 에탄올의 부피가 증가한다.
ㄷ. 뜨거운 물에 넣으면 에탄올의 질량이 감소한다.
ㄹ. 뜨거운 물에서 꺼내면 에탄올 입자의 운동이 점점 빨
라진다.

① 어항 속의 물이 점점 줄어든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② 이른 아침 산등성이에 안개가 낀다.

④ ㄴ, ㄷ

⑤ ㄴ, ㄹ

③ ㄱ, ㄹ

③ 추운 겨울 자동차 창문에 성에가 생긴다.
④ 드라이아이스 조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⑤ 영하의 날씨에도 눈사람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0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를 쓰시오.
고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거나 기
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가 된다.

174

08 각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응고 : 처마 밑 고드름이 자란다.
② 융해 : 봄이 되면 꽁꽁 얼었던 호수가 녹는다.
③ 액화 : 얼음 조각상이 햇빛을 받아 녹아내린다.
④ 기화 : 운동장에 고인 물이 점점 줄어든다.
⑤ 승화 : 옷장 속 나프탈렌 조각이 점점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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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 비커에 물을 넣고 비커 입구에 얼음
이 담긴 시계접시를 올려놓은 뒤 비커의 바닥
을 가열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
(나)
(가)

02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13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를 시계접시 위에 올려놓고 상태 변화
를 관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

(가)~(다)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옳게 짝 지은 것은?

(가)

(나)

(다)

① 기화

액화

융해

① 얼음의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진다.

② 기화

액화

응고

② 드라이아이스는 액체 상태가 관찰되지 않는다.

③ 기화

융해

응고

③ 얼음은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를 한다.

④ 액화

기화

융해

④ 드라이아이스는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를 한다.

⑤ 액화

승화

응고

⑤ 드라이아이스 접시 주변의 수증기가 냉각되어 액화한다.

보기

ㄱ. (가)에서는 물질의 부피가 증가한다.
ㄴ. (가)와 (나)에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⑤ ㄴ, ㄷ, ㄹ

시간(분)

보기

③ ㄱ, ㄴ, ㄹ

11

초콜릿을 틀에 넣어 굳혔다. 이 때 변하
지 않는 것은?(답 2개)

① 물질의 부피

② 물질의 성질

③ 물질의 질량

④ 입자의 운동 속도

12 물질의 부피가 감소하는 상태 변화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ㄷ. A의 녹는점은 C의 녹는점보다 낮다.
ㄹ. B가 C보다 늦게 융해하기 시작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④ ㄴ, ㄷ

⑤ ㄴ, ㄹ

③ ㄱ, ㄹ

15 그래프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

⑤ 입자 사이의 거리

ㄴ. 물질의 양은 A가 B보다 많다.

¾

)

④ ㄱ, ㄷ, ㄹ

C

(

② ㄴ, ㄹ

B

ㄱ. A와 B는 같은 물질이다.

가져다 대면 모두 붉게 변한다.

① ㄱ, ㄷ

A

0

ㄷ. (가)~(다)에 존재하는 물질은 모두 같은 물질이다.
ㄹ. (나)와 (다)에 생긴 액체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¾

)

로 고른 것은?

14 고체 A~C를 가열하면서 시

온도

10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드라이아이스
▲
드라이아이스

(

▲얼음
얼음

로 고르시오.
보기

ㄱ. 나뭇잎에 서리가 맺힌다.
ㄴ. 이마에 흐른 땀이 마른다.

0

(가)

(나)

(다)

(라)

(마)
냉각 시간

다음 현상과 관련 있는 구간을 쓰시오.

ㄷ. 양초가 녹아 촛농으로 흐른다.
ㄹ. 겨울철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 안경에 김이 서린다.

차가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대단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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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과 같은 가열 장치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면서 온도

19 그래프는 고체 물질을 가열하였다가 냉각시킬 때 시간에 따
온도

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온도계

(

¾

(
)

¾

)

끓임쪽

물

찬물

0

A

B

(가)

C

(나)

(다)

(라)

(마)

0

가열 시간(분)

(바)
시간(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구간에서 융해가 일어난다.

① A 구간에서 입자의 운동이 점점 활발해진다.

② (나) 구간에서 기화열 흡수가 일어난다.

② B 구간의 온도를 물의 끓는점이라고 한다.

③ (라) 구간에서 물질은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③ B 구간에서는 열에너지를 상태 변화에 사용한다.

④ 열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나는 구간은 (마)와 (바)이다.

④ C 구간에서 물질의 부피가 점점 증가한다.

⑤ 얼음이

얼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과 관련 있

⑤ 물은

A 구간에서 얼음, B 구간에서 물, C 구간에서 수

는 구간은 (마)이다.

증기 상태로 존재한다.

20 다음 현상들과 같은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의 출입을 사용한
예는?

17 다음은 파라핀 찜질기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
맞은 말을 고르시오.
액체 상태의 파라핀에 손을 담갔다가
꺼내면 파라핀이 ( 응고/융해 )하면서
열에너지를 ( 흡수/방출 )하여 손이

① 액체 손난로가 굳으면 따뜻해진다.

( 따뜻/시원 )해진다.

② 열이 날 때 물수건을 머리에 얹는다.
③ 더운 여름날 아스팔트에 물을 뿌린다.
④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드라이아이스를 넣는다.
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같이 넣으면 음료수가 시원해진
다.

18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
ㄴ. 냉장고에 넣은 음료수가 꽁꽁 언다.
ㄷ. 뜨거운 라면 위에 올린 치즈가 녹는다.
ㄹ. 냉동실 벽면에 얼음 조각들이 생긴다.
ㅁ. 그늘에 쌓인 눈이 녹은 흔적없이 사라진다.
ㅂ. 뚜껑을 열어 놓은 향수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ㅁ, ㅂ

176

③ ㄴ, ㄹ, ㅂ

21 스케이트장의 얼음판 아래 관에
서는 냉매의 기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녹았던 얼음이 다시 얼게 된다.
이 때 일어나는 열에너지의 출입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액화열 흡수, 응고열 방출
② 액화열 방출, 융해열 흡수
③ 기화열 흡수, 응고열 방출
④ 기화열 흡수, 융해열 방출
⑤ 기화열 방출, 융해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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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이 들어 있는 주전자를 가

정답과 해설 46쪽

04 드라이아이스 주변에 하얀 연기가 생기는 현상을 이용하여

열하면 주전자의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얗게 김이 생기
는 것을 볼 수 있다. 입구에서 조
금 떨어진 곳에 김이 생기는 과
정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무대의 안개 효과를 만드는 장치를 만든다.

Tip 수증기는 기체 상태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안개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의 출입과 관
련하여 간단히 서술하시오.

Key Word 수증기, 냉각

Tip 드라이아이스 주변의 하얀 연기와 무대 위 안개는 작은 물방울

들이다.
Key Word 승화, 열에너지, 액화

02 금속 제품을 만들 때는 용광로에
서 녹인 금속을 틀에 부어 굳힌다. 틀
의 크기와 만들어진 제품의 크기를
비교하고 그 이유를 물질의 입자 사
이의 거리와 관련하여 간단히 서술하
시오.

05 에어컨의 실내기에서는 냉매

Tip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물질의

부피가 감소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물질의 부피가 증가한
다.
Key Word 응고, 입자 사이의 거리, 부피

가 기화하고 실외기에서는 냉매
가 액화한다. 실내기에서 일어나
는 상태 변화에 따른 열에너지의
출입과 주변의 온도 변화를 서술
하시오.

<실내기>
냉매가
기화한다.

<실외기>
냉매가
액화한다.
압축기
응축기

Tip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열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Key Word 기화, 열에너지, 온도

03 유리병에 물을 가득 넣고 냉동실에서 얼리면 유리병이 깨진
다.

06 열대 지방에 전기의 공급이 어려
물

얼음

그 이유를 물과 얼음의 입자 배열에 따른 부피 변화와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Tip 물이 얼음이 될 때 입자의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하지만 입자 사

운 지역에서는 두 개의 항아리 사이
에 젖은 모래를 채워서 음식을 시원
하게 보관하는 항아리 냉장고를 사용
한다. 항아리의 음식이 시원하게 보
관될 수 있는 원리를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의 출입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Tip 항아리 사이 젖은 모래의 물이 기화한다.

이에 빈 공간이 생긴다.
Key Word 빈 공간, 부피

Key Word 기화, 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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