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8

2015학년도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학력진단평가

정답 및 해설

ᆞ국  어ᆞ

정 답

1 ① 2 ⑤ 3 ② 4 ③ 5 ④

6 ④ 7 ③ 8 ④ 9 ③ 10 ④

11 ② 12 ④ 13 ⑤ 14 ⑤ 15 ⑤

16 ① 17 ② 18 ③ 19 ② 20 ④

21 ① 22 ② 23 ③ 24 ⑤ 25 ④

해 설

1. [출제의도] 언어의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기호성, 창조성 

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말로는‘나무’[namu]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tree’[tri:]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

이다.

2. [출제의도] 문단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글의 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앞 문단은 문화유산으로서의 언어에 대해 언급하고, 뒷 문단은 

우리말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앞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화제로 전환시키는 접속어를 넣는 것이 적절하다.

3. [출제의도] 국어의 음운 변동을 이해하고 표준발음법에 맞게 

발음할 수 있다.

‘히읗’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히읃]으로 발음

해야 한다. 

4. [출제의도] 국어 음운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은 ‘ㄷ, ㅐ, ㄹ, ㅗ, ㅇ’의 5개의 음운으로 되어 있고, 

첫음절의 첫소리 ‘ㄷ’은 잇몸소리이며, 둘째 음절의 가운

뎃소리 ‘ㅗ’는 원순모음이다.

5.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새를 파악할 수 있다.

①,②는 안은문장이다. ③,⑤는 이어진문장이나 서술어 자릿

수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

6. [출제의도] 심층 보도를 듣고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

할 수 있다.

뉴스 진행자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고령 사회 진입 속도를 비

교하고, 노인 빈곤율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에 대한 외국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함을 

말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실용적 정보를 담은 글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수력 발전을 위한 댐은 전기 발전 외에도 농업용수, 공업용

수, 홍수 조절 기능 등 다목적 기능을 한다.

8. [출제의도] 글에 사용된 논리적 증명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증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9. [출제의도] 실용적 정보를 담은 글을 읽고, 그 효용성을 판

단할 수 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10. [출제의도] 글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은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증가이

다. 이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으로 운동, 규칙

적인 식사 습관, 균형 잡힌 식단, 체중 조절에 대한 낮은 목

표 설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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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제의도] 실용적 정보를 담은 글을 읽고, 글쓴이의 관점

을 비판할 수 있다.

<보기>는 비만의 원인으로 'FTO' 유전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윗글은 체중 증가의 원인으로 후천적인 스트레스를 제시하고 

있어, 체중 증가의 선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12. [출제의도] 논평을 읽고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를 이해

할 수 있다.

㉠은 소중한 이들과의 대화를 훼방 놓고 이웃과의 단절을 불

러 왔으며, ㉡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의 마력

에 중독되도록 만들었다.

13. [출제의도] 글에 나타난 상황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할 수 

있다.

소통의 매개라는 스마트폰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는 

결과를 유발하였다. 즉 긍정적 목적을 지닌 어떤 대상이 오

히려 정반대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14. [출제의도] 두 글을 읽고 글쓴이의 태도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친구가 김슬기 씨의 말을 듣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것은 스

마트폰을 두고 와서 느끼게 된 불안감과 초조함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지 경박한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한 삶을 회복하

려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15. [출제의도] 소설 속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행동은 극도로 불안한 심리가 표출된 

것이다. 

16. [출제의도]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은미는 반영론적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17. [출제의도] 인용의 방법으로 서평을 쓸 수 있다.

김 첨지와 집과의 거리에 따른 심리 변화를 살펴보면, 김 첨

지는 집과 가까워지면 불안한 심리를 느낀다.

18.  [출제의도] 문학작품의 창작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가)는 현대 문명의 발달로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진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나)는 같은 이유로 생태계가 교란되

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를 통해 공통적

으로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은 현대 문명의 영향이다.

19. [출제의도] 문학작품을 영상물로 제작할 수 있다.

시 속에 등장하는 현대인은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수동적인 

모습으로 현대 문명을 받아들인다.

20.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 현대 문명의 부정적 속성

㉡ : 주체성을 잃어버린 현대인

㉢ :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나약해진 현대인의 모습

㉤ : 생태계 교란이 더 심각해질 미래에 대한 우려

21. [출제의도] 시의 표현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가)에는 과거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22. [출제의도] 고전 문학에 나타난 해학적 표현을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언어유희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23. [출제의도] 시적 화자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

(다)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이다.

24. [출제의도] 고전수필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설’의 내용 전개 방식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후 그 

속에서 발견한 의미나 깨달음을 드러낸다.

25. [출제의도]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조언할 수 

있다.

글쓴이는 자녀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참된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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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수  학ᆞ

정 답

1 ⑤ 2 ④ 3 ② 4 ① 5 ③

6 ④ 7 ③ 8 ③ 9 ③ 10 ②

11 ① 12 ④ 13 ① 14 ④ 15 ②

16 ② 17 ③ 18 ⑤ 19 ④ 20 ③

21 ⑤ 22 ② 23 ⑤ 24 ① 25 ⑤

해 설

1. [출제의도] 이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두 근이    또는   이므로 두 근의 합은 이다.

2. [출제의도]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을 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알 수 있다.

  의 그래프를 축의 방향으로  만큼 평행이동하면 

    의 그래프가 되므로    이다.

4. [출제의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이므로   ,   이다.

따라서     이다.

5. [출제의도]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다.

AB     , AB이므로 sin 




이다.

6. [출제의도] 제곱근의 뜻과 성질을 알 수 있다.

① 의 제곱근은 이다.

② 제곱근 는 이다.

③ 의 제곱근은 ±이다.

④ 



 








이고 




은 




보다 작다.

⑤   은 무리수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7. [출제의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색종이 B의 넓이)        

      이므로 정사각형 색종이 B의 한 변

의 길이는  이다.

8. [출제의도]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여 이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 ,    ± ,  

 ±
이므로 

  ,   이다. 따라서   이다.

9. [출제의도] 이차방정식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 , (나):  , (다):

10. [출제의도]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알 수 있다.

     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가   이므로 

  ,   이고, 이차함수       의 그래프가 

점   를 지나므로   이다. 따라서       이다.

11. [출제의도] 이차함수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다.

이차함수            의 최솟값은

 이다. 그러므로      ,    이다.

12. [출제의도] 대푯값을 구할 수 있다.

    의 평균이 이므로   이다. 

    에서 중앙값 는 이다. 따라서 이다.

13. [출제의도] 평균, 분산, 표준편차의 의미를 알 수 있다.

ㄱ. 반의 분산은 , 반의 분산은 이므로 수학 점수의 

분산은 반이 반보다 크다.

ㄴ. 수학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은 반에 있을 수도 있다.

ㄷ. 각 반의 학생 수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 평균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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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제의도] 분산을 구할 수 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므로

분산  
        

 


 이다.

15. [출제의도] 원의 접선에 대한 성질을 알 수 있다.

원의 접선의 성질에 의하여 CACE , DBDE이다.

CACE 라 하면 DBDE  이고, PAPB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다.

16. [출제의도] 원주각의 성질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다.

BC가 원 O의 지름이므로 ∠BAC  °,∠ABC  °이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쌍의 대각의 크기의 합은 °이
므로 ∠ADC  ° ° °이다.

17. [출제의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간단한 도형에 활용할 수 

있다.

직각삼각형 AEI에서 AE , EI 이므로

AI   이다.

18. [출제의도]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다.

∆AOB  

에서 OBAB , ∆CBD  에서

BDCD이다. 따라서 점 C의 좌표는    

이다.

19. [출제의도]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다.

①   , 


  이므로 바자회가 열리는 날

은 월 일이다.

②         이므로 오후 시에 바자회가 

시작된다.

③ cos° × 

 이므로 파스칼 김밥 줄은 천원이다.

④ sin° tan°   이므로 오일러 떡볶이 인분은 

천원이다.

⑤ tan° 이므로 피타고라스 생수 컵은 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20. [출제의도] 원에서 할선과 접선 사이의 비례관계를 이용하

여 문제를 풀 수 있다.

PT PA×PB에서 PT  ×   이므로 PT 이다.

21. [출제의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간단한 도형에 활용할 수 

있다.

O A , O M 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AM 이다. 따라서 AB  , AD 에서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는  이다.

22. [출제의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간단한 도형에 활용할 수

있다.

정삼각형 ABC의 한 변의 길이를 라고 하면 AD


, 

정삼각형 ADE의 높이 AF 

, 정삼각형 AFG의 높이는  




이다. 따라서 높이의 비는 





   이다.

23. [출제의도]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알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꼭짓점의 좌표가    인 이차함수는    이고, 

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이므로   

이다.

  


 위의 한 점을 P  


 라고 할 때,

사각형 OQPR의 둘레의 길이가 


이므로     


, 

    ,   

 또는   


이다.

따라서 모든 점 P의 좌표의 곱은 


이다.

24. [출제의도] 삼각비를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BC의 넓이)(∆ABD의 넓이)(∆DBC의 넓이)이므로

 × × 


 


× ×BD× sin° 


× ×BD× sin°이다.

따라서 BD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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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제의도] 이차방정식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B



A

C

D

E

F

H

G

직사각형 ABCD에서 AD  , AB  이면 BD  이다.

∆ABD∽∆FBE이므로 BE 

이다.

∆ABD∽∆HGD이므로 GD 

이다.

게시판에서 사다리꼴을 제외한 부분의 넓이가 


이므로 


  

  
  


××  


,      ,

   ,   

 또는   


인데   이므로 

  


이고 게시판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이다.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m 이다.

ᆞ영  어ᆞ

정 답

1 ② 2 ④ 3 ③ 4 ① 5 ①

6 ② 7 ④ 8 ① 9 ③ 10 ④

11 ② 12 ⑤ 13 ⑤ 14 ⑤ 15 ①

16 ③ 17 ⑤ 18 ③ 19 ② 20 ③

21 ④ 22 ⑤ 23 ⑤ 24 ⑤ 25 ④

해 설

1. [출제의도] 설명하는 그림 찾기

W: Wow, are you drawing a sketch for your art class?

M: Yes, it's due next week.

W: Hmm, I see sunflowers in the vase. Great! Are you 

going to draw something else other than them?

M: Yes, let me give you a brief description.

W: Oh, thanks.

M: On the table, there is a vase full of sunflowers. And 

there is a small basket next to the vase. The basket has 

two pumpkins inside it. And lastly, there are several 

apples in front of the vase.

W: Wow. That will look great!

화병 옆 바구니 하나, 그 안에 호박2개, 화병 앞 사과 여러

개를 만족하는 그림은 ②번이다.

2. [출제의도] 언급하지 않은 것 고르기

W: Hello, shoppers!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We 

have a lost girl named Jane who was found in the 

sporting goods section of our store. She is looking for 

her parents. She's five years old. Her hair is long and 

curly. She's wearing a pink shirt and yellow pants. If 

Jane's parents are listening to this announcement, please 

come to the information center near the main entrance. 

Thank you.

이름, 나이, 머리 모양,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정보가 나오므

로 정답은 ④번이다.

3. [출제의도] 설명하는 대상 찾기

W: Yesterday, my father bought this device for my mother 

as her birthday present. Because she is bad with 

directions, she often gets lost when she drives to new 

places. From now on she doesn't need to worry about 

that. She can just type in the name of a place on the 

screen, then it will show her how to get to her 

destination. She also won't be bored while driving because 

she can listen to a lively voice giving her directions.

운전 중 자주 길을 잃어버리는 엄마를 위한 선물이므로 정답

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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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제의도] 전화를 건 목적 고르기

M: White Castle Restaurant. How may I help you?

W: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hree at 5:30.

M: I'm sorry, but we're all booked up at that time.

W: How about 6:30 then? 

M: 6:30 is good. Can I please have your name and your 

phone number?

W: This is Jessica Park and my number is 010-5434-4321.

M: OK. Which do you prefer, smoking or non-smoking?

W: Non-smoking, please.

식당예약을 위한 전화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5. [출제의도] 화자의 심정 파악하기

W: Wake up, Tom. It's time for school.

M: Mom, I'm so tired. Let me sleep for five more minutes.

W: You have to get up and get ready for school.

M: I know, but just five more minutes.

W: I can't let you go back to sleep, because you won't 

wake up in five minutes. 

M: I promise I will wake up in five minutes.

W: You still need to eat breakfast, take a shower, and get 

dressed.

M: I know that, and I can do all that in time when I wake 

up.

W: I don't want you to be late for school today.

M: Mom, I'm not going to be late!

아침에 학교에 가야 할 아들을 반복해서 깨우는 엄마의 심정

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6. [출제의도] 지불할 금액 파악하기

M: Did you enjoy your meal?

W: Yes, we did. 

M: Okay, you had two small pizzas, one cream pasta and 

three glasses of orange juice. Is that right?

W: Yes, that's right. How much is it?

M: A pizza is ten dollars and a pasta costs twenty dollars. 

So in total, it's forty dollars.

W: What about the orange juice?

M: We provide orange juice for free.

W: That's great. I think I have a five dollar off coupon with 

me.

M: Okay, that works.

W: How much is the total with discount? Here is my card.

전체가격 40달러에서 5달러 할인쿠폰을 적용하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7. [출제의도] 올바른 시각 고르기

W: Front desk. May I help you? 

M: This is Tom in room 301. Can you give me a wake-up 

call tomorrow?

W: Certainly. When would you like the call?

M: I need two wake-up calls, if you don't mind, one at 7 

and the other at 7:15.

W: No problem. We'll call you tomorrow morning at 7, and 

again at 7:15.

M: On second thought, could you make the second call at 

7:30 instead of 7:15?

W: Okay. Will there be anything else?

M: Not at the moment, thank you.

두 번의 모닝콜을 부탁하는 남자가 마지막으로 전화 받을 시

각이므로 ④번이 정답이다.

8. [출제의도] 대화 장소 파악하기

M: How did you like your room? Did you sleep well?

W: The room was nice but I didn't get a good sleep.

M: Oh, are you okay?

W: No, not really. I think I'm getting sick. I guess long 

flight yesterday made me tired and sick. 

M: Oh, no. Do you think you need to see a doctor?

W: Yeah, I'm afraid so. But I don't know where we can find 

a doctor here.

M: I think we should call the front desk to see if they can 

help us.

W: Oh, right.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M: And we bought a travel insurance yesterday before we 

departed, right?

W: Right. We did.

M: Great. I am going to call the front desk right now for 

help. 

여행 중 방에서 잠을 자고 난 후 안부를 묻고, 안내 데스크

에 병원정보를 확인하려 하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9. [출제의도] 어색한 대화 고르기

① W: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M: No, I don't. It is too hot here.

② W: What did you think of her new dress?

M: I think it looked good on her. 

③ W: You've got a new laptop. Can I take a look?

M: Oh, look at that nice laptop.

④ W: Math is too difficult for me. I don't know what to do 

with it.

M: Cheer up. I can help you with it.

⑤ W: I'd like to have one Mickey Burger Combo Number 2.

M: For here or to go? 

승낙이나 거절의 대답으로 나와야 하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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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제의도] 경험으로부터 교훈 찾기

M: On a cold winter day I decided to go for a walk. I came 

to a path off of the main road and ventured that way. 

The landscape became rough as sharp rocks and high 

hills appeared. I climbed over dead trees and walked 

through water. I was cold, cut, and bruised. I was ready 

to give up because I was very tired. But, as I continued 

a little further, there were not many obstacles as before. 

Then out of nowhere came a meadow. Light was shining 

down from the sky and it had the greenest grass with a 

beautiful stream and flowers. I made it through my 

journey. 

추운 겨울에 힘든 여정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결과, 푸르고 평탄한 길이 나온 것을 이야기 하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11.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M: Hello. Mercury Computer Center. May I help you?

W: Yes. My computer seems to be broken. I need some 

help.

M: What's wrong with it?

W: It's just not connecting to the Internet.

M: How long have you been having this problem?

W: For the past few days.

M: Is your Internet cable connected to the computer?

W: Yes, I already checked. Could you send someone to fix 

it today?

M: I'll send a technician over to fix it.

W: How soon can he be here?

M:                                  

technician을 언제 보내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12.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How was sports day last week?

M: It was amazing.

W: Really? What was the most amazing moment?

M: We were having a hundred-meter relay. Of the four 

classes of grade three, we found ourselves in the third 

place after our slow start. So we were starting to worry 

about our performance. Then...

W: Then?

M: In the last part of the relay, Class One fell and our 

runner, Peter, ran past him. Just before the finish line, 

Peter beat the runner from Class Three! So, he came in 

first!

W:                                  

체육대회 계주에서 역전우승을 한 것에 대한 반응을 찾는 문

제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13. [출제의도] 적절한 주장 고르기 

발표 시 느끼는 긴장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복

하여 연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14. [출제의도] 가리키는 대상 찾기

①, ②, ③, ④는 새를 지칭하고 ⑤는 뉴질랜드인을 지칭하

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15. [출제의도] 알맞은 단어 넣기

숲속에 있는 모든 것이 순환되고 있음을 설명하므로 ①번이 

정답이다.

16.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어휘 고르기

중세 유럽에서 귀족들은 많은 빵을 먹었다. 게다가, 빵과 더불어 

먹을 많은 음식 종류가 있었다. 귀족들은 돼지고기나 구운 쇠고기

와 같은 육식을 즐겼고, 인도에서 온 후추와 같은 향신료를 즐겼

다. 소금과 같은 향신료는 종종 하층민에게는 너무 비싸서 오직 

상류층만 먹을 수 있었다. 사실 중세 성에서 식사를 할 때, 소금

은 아주 화려한 단지에 놓여 있었고, 귀족들은 소금에 가까이 앉

아서 쉽게 취할 수 있었다. 반면, 하인들은 탁자에서 멀리 앉아 

소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

도입부에서 귀족들이 빵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

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A)에서는 many가 적절

하고, (B)에서는 소금이 하층민에게는‘비싸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expensive가 적절하고, (C)에서는 귀족만이 비싼 

소금에 가까이 할 수 있었으므로 near가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적용하기

지혈에 도움이 되는 것은 비타민Z이고, 피부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어 과도한 흉터생성을 막아주는 것이 비타민 Y이므

로 정답은 ⑤번이다.

18. [출제의도] 문장삽입위치 찾기

출발한 날짜는 16일이고, 나흘 뒤에 도착했으므로 정답은 ③

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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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제의도] 알맞은 심정 변화 고르기

글의 앞부분에서는 혼자 있는 생활을 즐겼으므로 만족한 기

분이 드러나고, 후반부에서는 인기척을 느끼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20. [출제의도] 어법에 맞는 표현 정하기

(A)에서는 서술하고 있는 시점인 과거보다 더 이전의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 (B)에서는 능동 상황을 묘사하며, (C)는 선

행사 money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21. [출제의도] 이어질 내용 순서 정하기

1820년대 중반에 수술은 여전히 마취제 없이 이루어졌다. 수 세

기동안, 의사들은 수술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왔다. 

초기에는 알콜과 식물추출물을 사용해보았다. 가끔은 환자들을 물

리력을 사용하여 의식을 잃게 했지만, 불행히도 아무 효과도 없었

다. 하지만 의사들은 새로운 시도들을 멈추지 않았다. 그 후 

1846년 보스톤에서 수술 중 환자에게 가스 형태의 황산에테르를 

주입하였다. 의사는 환자의 턱에서 종양을 제거하였고, 환자는 어

떠한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 이것이 수술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시작이었다.

마취제 발견을 위한 여러시도들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으나 

황산에테르를 주입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었다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22. [출제의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 찾기

물은 등산객들이 지니는 가장 무겁고도 중요한 짐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음식준비와 마시는 용도로 필요하다. 다행히, 등산객들은 

등산중 자연에서 물을 구할 수 있어서, 등산 중 필요한 물을 모두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등산객들은 마실 

수 있는 물과 그렇지 않은 물을 구분할 수 없다. 안전하지 못한 

물을 마시면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며칠이나 

몇 주 후에 당신의 부주의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야생의 모든 물을 위험하다고 여기고 마시기 전에 끓여

라.

마실 수 있는 물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구분할 수 없다고 했으

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23. [출제의도] 알맞은 단어 넣기 

당신은 물이 정지해있는 듯 보일 때도, 물 분자는 움직인다는 것

을 보고 싶은가? 여기 그 방법이 있다. 먼저, 물 한 컵을 가져와

서 비닐로 덮은 후 작은 구멍을 뚫어라. 그 다음 컵을 건드리지 

말고,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이틀을 기다려라. 마지막으로, 

구멍속에 빨간 물방울을, 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한 방울만 떨

어뜨려라. 처음엔 그 물이 퍼지기 전까지 한 곳에서만 빨간색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며칠에 걸쳐 서서히 그 빨간색은 물 전체로 

퍼질 것이다. 왜냐하면 물 분자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 가만히 정지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 분자

가 항상 움직인다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24. [출제의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 찾기

1년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국가의 소유가 된다고 했으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25.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하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

로 정답은 ④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