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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3교시

영  어
학교 3학년 ( )반 ( )번 이름 ( )

1.문제지는 8면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시오.

2.선다형 문항의 답안은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

OMR답안지에 바르게 표기하시오.

3.서답형 문항의 답안은 OMR답안지 뒷면의 서답형 답란에

쓰시오.서답형 문항의 답안은 연필이나 펜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선다형 1번～15번과 서답형 1번～3번 문제는 듣고 푸는

문제입니다.녹음 내용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하기 바랍니다.

내용은 한 번만 들려 니다.

1. 화를 듣고,두 사람이 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문구 ② 안경

③ 사진 ④ 운동장

⑤ 옷 가게

2. 화를 듣고,남자의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disappointed ② nervous

③ worried ④ pleased

⑤ proud

3. 다음을 듣고,캠 에 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7월 25일에 시작한다.

② 1,2학년 학생이 참가할 수 있다.

③ 교재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④ 화 보기가 활동에 포함되어 있다.

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한다.

4. 화를 듣고,여자의 조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자신의 발음에 자신감을 가져라.

② 듣기 훈련을 매일 규칙 으로 해라.

③ 거울 앞에서 입 모양을 보며 발음 연습을 해라.

④ 어 말하기 회에 꾸 히 참가해라.

⑤ 어 TV 로그램을 자주 시청해라.

5. 화를 듣고,여자가 남자에게 화를 건 목 을 고르시오.

① 빌려 교과서를 돌려받기 해

② 연주회장의 치를 확인하기 해

③ 친구의 화번호를 알려 주기 해

④ 피아노 연주회에 올 수 있는지 물어보기 해

⑤ 휴 화 서비스 센터의 치를 문의하기 해

6. 화를 듣고,두 사람의 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교사－학생 ② 작곡가 －가수

③ 아나운서－기자 ④ 화 상담원－고객

⑤ 라디오 진행자－청취자

7. 다음을 듣고,주어진 그림 다음에 이어질 그림을 순서 로

배열한 것을 고르시오.

(A) (B) (C)

➡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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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를 듣고,남자가 할 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여행 정보 블로그 속하기

② 여행 안내 서 출하기

③ 캐나다 여행 계획 짜기

④ 친구에게 소포 보내기

⑤ 여행사에 화하기

9. 다음을 듣고,무엇에 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학교 도서 축제

② 발명품 경진 회

③ 그림 시회 일정

④ 도서 이용 방법

⑤ 방과 후 로그램

10. 다음을듣고,남자가지난여름에한일을순서 로배열한것을

고르시오.

(A)기타 수업을 받았다.

(B)어린이 병원에서 사 활동을 했다.

(C)가족과 해변에 갔다.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11. 화를 듣고,내용과 일치하는 메모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2. 화를 듣고,여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Man:

① Let’smeetat3:30.

② Ipreferactionmovies.

③ Themoviestartsat4:30.

④ I’mafraidIcan’tmakeit.

⑤ Let’smeetinfrontofthelibrary.

13. 다음을 듣고,주어진 상황에서 할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I’m sorryforbeinglate.

② CanItakeyourmessage?

③ Wouldyoupleasestopusingyourphone?

④ DoyoumindifIturnonthelight?

⑤ Sorry,butthisseatistaken.

14. 다음을 듣고,남자의 마지막 말에 한 응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Weshouldhelpfriendsinneed.

② Weshouldgetenoughexercise.

③ Weshouldwaitinlineforlunch.

④ Weshouldarriveatschoolontime.

⑤ Weshouldlistentoteachersinclass.

15. 화를 듣고,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Woman:

① Okay.I’lldotheresearch.

② No.I’vealreadymadeareservation.

③ Yes.I’llpreparethesciencematerials.

④ Sure.ThenI’llmakethepresentationfile.

⑤ Notreally.Wedon’thaveanythingt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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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듣기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선다형 1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기 바랍니다.

【서답형 1】 화를 듣고,질문에 한 답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 단어로 쓰시오.

Question:Whatdoesthegirlwanttobe?

➡ Shewantsto bethenew fortheschool

newspaper.

【서답형 2】다음을 듣고,빈칸 (1)과 (2)에 알맞은 말을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여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WhenSumivisitedher(1)u ,shebrokea

(2)f pot.

【서답형 3】다음을 듣고,질문에 한 답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여 한 단어로 쓰시오.

Question:Whydidtheboystopexercising?

➡ Hestoppedexercisingbecausehefeltthats

everydaywastoomuchforhim.

16. 다음 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Manychildrentodaystartwatchingbabyvideosbefore

theyaretwoyearsold.Somepeoplethinkthesevideos

canhelpachild’sbraindevelop,butresearchshowsthat

theoppositeistrue.Babies’brainsaredesignedtolearn

from interactingwithothers.Theycannothavethiskind

ofinteractionwithvideos.Also,rapidscenechangesand

brightcolors,whicharetypicalofbabyvideos,mayhave

negativeeffectsonthenormaldevelopmentofababy’s

attention.Inaddition,astudyshowsthatchildrenwho

watchedviolentvideosatanearlyagearemorelikelyto

havedifficultyconcentratingwhentheygetolder.

① 유아용 비디오 시청의 필요성

② 유아용 비디오 로그램의 제작 과정

③ 비디오 시청 시간과 폭력 행동의 련성

④ 유아의 집 력 향상을 한 비디오의 역할

⑤ 비디오 시청이 유아들에게 미치는 부정 인 향

17. 다음 에서 친 말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Dishonestyisimpossibletohide.Thatiswhyitistrue

thatweusually know when someoneislying tous.

When people lie,they send out information about

themselveswithoutknowing it.Theirwordssay one

thing,buttheirbodiessayanother.Wepickupthese

signalswhenotherslie.Thesamemustalsobetrue

whenwelie.Otherspickupthesamesignals.Although

we think the lie is working,we are fooling only

ourselves,notothers.Intheprocessofbeingdishonest,

wedamageourreputationanddestroythetrustofother

people.

① 거짓말을 알아차린다.

② 교통 신호를 수한다.

③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④ 동일한 손짓을 사용한다.

⑤ 같은 신호를 다르게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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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의 분 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Thecold winterhasfinally gone.Itisa timeof

awakening andgrowth.Alltheschoolgirlsandboys

gatherononegoldenafternoontogooutforawalkto

enjoythewarmthofthesun.Astheywalkdeeperinto

theforest,theycanhearthefrogssingingintheponds

nearby.Thesunlightshinesthroughtheleavesofthe

trees,filling theforestwithbrightness.Thegirlsand

boysfindaplacetositdownandstartchattingand

laughing.

① 무섭다 ② 활기차다

③ 고요하다 ④ 긴박하다

⑤ 침울하다

19. 다음 의 내용에 따라 (A)～(C)를 일어난 순서 로 배열한

것은?

MartinLutherKing,Jr.wasoneofthemostimportant

peoplein American history.Hesaw how badly black

peopleweretreatedandbecameinvolvedin theCivil

RightsMovementduringthe1950s.In1954,Kingbecame

theministerofachurchinMontgomery,Alabama.About

oneyearlater,ablackwoman,RosaParks,wasarrested.

Thishappenedbecauseshedidnotgiveupherseattoa

whitepersononabus.Becauseofherarrest,manyblack

people,includingKing,gotangry,anddecidednottouse

the city buses.Later,King led a famous march on

Washingtonandworkedforequalrights.

*theCivilRightsMovement:미국 민권 운동

(A)King은 도시 버스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B)King은 워싱턴에서의 행진을 주도하 다.

(C)King은 목사가 되었다.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20. 댓 을 쓴 다섯 사람 Sara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CCTV:폐쇄 회로 텔 비

① Alex,Jack ② Sam,Rachel

③ Jack,Hana ④ Alex,Sam,Jack

⑤ Sam,Hana,Rachel

21. 다음 고에서 언 되지 않은 것은?

TheworldfamousauthorBrianJohnsonisdoinga

tour,andweareluckyenoughthathewillstopbyour

townandjoinus.HewillbeappearingatThompson’s

BookstoreonWednesday,May16,2012.Hewillread

from hislatestbook,Big Insects.Hewillalsosign

copiesofhisbookandansweranyquestionsthatyou

have.Thiseventisforbothchildrenandparents,andis

freetoattend.You can sign up on theThompson’s

Bookstorewebsite.

① 참가 비용 ② 청 작가

③ 교통 안내 ④ 신청 방법

⑤ 행사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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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ulie가 작성한 다음 양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ShewantstovolunteeratYellowwoodPublicLibrary.

② Shecandovolunteerworkthreedaysaweek.

③ Sheisinterestedinhelpingwithspecialprogramsforkids.

④ Shewasheddishesandcleanedroomsatanursinghome.

⑤ Shehassomevolunteerworkexperienceatalibrary.

23. 다음 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How manydifferentfoodsdoyoueatduringatypical

day? Doctors say that is the key to a

balanceddietandgoodhealth.Youneedmorethan40

differentnutrientstostayhealthy.Nosinglefoodorfood

groupcansupplyallofthesenutrientsintheamounts

youneed.Togetthesenecessarynutrients,youmust

balanceyourfoodchoices.Onewaytohaveabalanced

dietisto choosefoodseach day from allfivefood

groups.

*nutrient: 양소

① price ② variety

③ amount ④ service

⑤ freshness

24. 다음 친 (A)∼(C)에서 어법상 맞는 것을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Harry Willsher,12,isthechieftasterin a candy

factory.Hisjobistodescribetheflavorandsmellof

differentcandies and tell(A)[who/which]mightbe

popularwithchildren.Heisreally(B)[excited/exciting]

abouthisjobbecausehecanfeelthesweettasteof

happinesseveryday.Thecandyfactoryevengavehim a

businesscard.Inadditiontotastingthecandies,healso

visitsfactoriesinotherareasandsuggestsnew ideasfor

differentcandies.Itmightnotsoundlikeahealthyjob,

butitis(C)[definite/definitely]asweetjob!

(A) (B) (C)

① who excited definite

② who exciting definitely

③ who exciting definite

④ which excited definitely

⑤ which exciting definitely

25. 다음 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Artiseverywhere.Copiesofworksofartareshown

onposters,onT-shirts,andinbooks.However,copies

arenotthesameastheoriginals.Seeingoriginalworks

ofartinamuseum issomethingweshouldalltrytodo.

Wecanlearnalotaboutartinamuseum.Artmuseums

teachusaboutartistsandhowtheywork.Theyallowus

toseeworksofartindifferentways.Wecanseethem

from upcloseandalsostepbacktoview them asa

whole.Ifyougetachancetogotoanartmuseum,don’t

missit!

① TheLivesofGreatArtists

② TheHistoryofModernArt

③ ReasonstoGotoArtMuseums

④ DifferentTypesofMuseums

⑤ TheOriginofArtMuse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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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어진 다음에 이어질 의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은?

Emperorpenguinshavetheirbabieson theseaice.

Themotherpenguin laysoneegg in themiddleof

winter.

(A)Thebabypenguinwillcontinuegrowingassummergoes

on.Whenitsparentsleavetogofishing,itwilljoin

otherbabiestoformagrouptoprotectthemselves.

(B)Bythetimesummerstarts,thebabypenguinwillbetoo

bigtositonitsfather’sfeet.

(C)Thenthefatherpenguinplacesitonhisfeetandcovers

itwithhiswarm skin.Whenthebabypenguincomes

outoftheegg,ithasitsownnest―itsfather’sfeet.

*Emperorpenguin:황제 펭귄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27. 다음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화요일에 선생님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는 행사가 있다.

② 목요일 오후 5시에 독서 클럽 활동이 있다.

③ 목요일에 이야기 속 등장인물처럼 옷을 입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요일 오 8시에 동물원으로 장 학습을 간다.

⑤ 다음 주 요일 아침까지 과학 보고서를 완성해야 한다.

28. 다음 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llovertheworld,therearevariousbirthdaytraditions

for children.In Canada,they spread butter on the

birthdaychild’snose.Theybelievebadluckcannotcatch

thechildwhenhisnoseisslippery.InGermany,onthe

child’sbirthday,afamilymemberwakesupwhenthesun

risesandlightsbirthdaycandles.Thecandlesareleft

burningalldaylong.InIsrael,themotherplacesacrown

onherbirthdaychild’shead.Thenthechildsitsina

specialchair.Thefatherraisesthechairandeverybody

singsanddancesaroundasthechairgoesupanddown.

*slippery:미끄러운

① 캐나다에서는 생일 맞은 어린이의 이마에 버터를 바른다.

② 캐나다의 어린이 생일 풍습은 불운을 피하기 한 것이다.

③ 독일에서는 어린이의 생일 날 밤새도록 생일 를 켜 둔다.

④ 독일에서는 어머니가 생일 맞은 어린이에게 왕 을 워 다.

⑤ 이스라엘에서는생일맞은어린이의아버지가특별한의자에앉는다.

29. 다음 에 나타난 Phillip의 심경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Onthemorningofmyperformance,Iwasworriedabout

forgettingmylines.Anhourbeforetheperformance,Igot

dressed.Iwalked around behind thestagetalking to

myself.Thedirectorsaid,“Phillip,sitsomewhereand

relax.I’llcallyouwhenyouneedtogoonstage.”Iwas

unabletositstill.Iwaswanderingaround,repeatingmy

lines.Atlast,thedirectortookmyarm.“Comeon.You

havehalfaminutenow.”Whenmyturncame,Ifroze,

andthedirectorhadtopushmeontothestage.

① happy ② bored

③ nervous ④ satisfied

⑤ conf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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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에 나타난 쓴이의 주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Everybody makesmistakes,especially when you are

doingthingsforthefirsttime.Youhaveprobablyspent

countlesshourskicking yourselfforstupidthingsyou

havedone.Inordertorecoverfrom mistakes,youshould

giveashortapologyassoonaspossible.Thereisno

need forlong speechesand explanations.Justsay,“I

didn’thandlethatverywell.Iapologize.”Thesooneryou

dothisafterrecognizingyourmistake,thebetter.Ifyou

waitalongtimetoapologize,itmakesthingsworse.

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② 실수했을 때 바로 사과해라.

③ 실수한 이유를 길게 설명해라.

④ 친구의 실수를 용서해 주어라.

⑤ 실수하지 않도록 매사에 신 해라.

31. 다음 에서 Michael이 새로운 헬멧을 만들게 된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Michaellikes to inventthings to make life more

comfortableandhelpoutpeopleinneed.Whenhewas12

yearsold,hejoinedanicehockeycamp.Therehemeta

boywhohadhearingdifficulties.Itwasdifficultforthe

boytohearthewhistleorunderstandwhatthecoach

wassaying.Michaelwantedtohelphim.Hethought

abouttheboy’sproblem and then designed aspecial

helmetwhichusedflashinglightstosendplayerssignals

aboutwhattodoandwheretogo.

①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하여

② 청각 장애가 있는 친구를 도와주기 하여

③ 아이스하키 회에서 우승하기 하여

④ 가볍고 멋진 헬멧을 사용하기 하여

⑤ 발명품 경진 회에 출품하기 하여

32. 다음 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Children who are gratefulare very differentfrom

childrenwhoarenotgrateful.Gratefulchildrenaremore

likelytohelpothers.Also,theyarehealthierandhappier

thanthosewhoarenotgrateful,andtendtobemore

satisfiedwiththeirlives.Childrenwhogivethanksfeel

morepositiveandarehappierwithschool,theirfamily,

andtheirfriends.Theyalsofeellesscompetitiveandare

lesslikelytobedepressed,andevendobetterinschool.

Thishelpsthemsucceedlaterintheirlives.

① CharacteristicsofGratefulChildren

② TheImportanceofCompetition

③ TheJoyofHelpingOthers

④ TipsforMakingFriends

⑤ HowtoGiveThanks

33. 의 흐름으로 보아,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은?

That’sbecausethehappymomentsdonotcomefrom

whatmoney can buy,buthow and with whom you

spendyourtime.

Canmoneybuyhappiness?(① )Thinkaboutthehappy

momentsofyourlifesuchastalkingwithafriendor

watchingyourfavoriteTVshow.(② )Thenaskyourself:

Istheconversationwithyourfriendmoreenjoyableifyou

arewearingexpensiveclothes?(③ )IstheTV show

funnierona60inchTVthana32inchone?(④ )The

answerisno.(⑤ )Thistellsourhappinesslevelsdonot

dependonhowmuchmoneywe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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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chartshowshow manykilogramsofnewspapers

thechildreninLincolnElementarySchoolrecycledinJune.

①Thestudentsrecycledforty-ninekilogramsofnewspapers

intotal.②Among them,Mrs.White’sclassrecycledthe

most newspapers. ③Mrs. White’s class recycled four

kilogramsmorethanMr.Lee’sclass.④Mr.Kent’sclass

recycledonekilogram lessthanMrs.Smith’sclass.⑤Mr.

Brown’s class didn’t recycle as many kilograms of

newspapersasMrs.Smith’sclass.

【서답형 4】다음 을 읽고,질문에 한 답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 네 단어로 쓰시오.

Danielisoftenforgetful.Forexample,hefrequently

leavesthingslikecapsorbooksatplaceshevisitsand

losesthem.Oneday,hewaswearingacap.Whilehe

wasonthebus,hefellasleep.Whenheopenedhiseyes,

herealizedhehadtogetoff.Hestoodupandrushedout

thedoor.Afterhegotoffthebus,hethoughthehadleft

thecaponthebus.Soheranafterthebustogetit

back.Thensomethingfelloffhishead.Itwashiscap.

Question:WhydidDanielrunafterthebus?

➡ He ran after the bus to

.

【서답형 5】다음 Robin의 을 화 로 바꾸어 쓸 때,빈칸 (1)과

(2)에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여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LastweekendIwenttotheStarShowwithmyfamily.

Itwas amazing.Itstarted with plate spinning.The

performersmademanyplatesspinaroundonthinsticks.

Thereweremanyotherperformanceswhichwerereally

exciting. But my favorite one was the motorbike

performance.Tenpeopleonmotorbikesdroveextremelyfast

in circleswithoutcrashing into each other.Iwasso

worriedabouttheperformers,buttheydroveperfectly.

*spin:돌리다

 

Emily:Robin,whatdidyoudolastweekend?

Robin:IwenttotheStarShowwithmyfamily.

Emily:Thatsoundslikeitwasalotoffun.

Robin:Yes,itwas.Itwasamazingtoseeperformers

spinningsomany(1)p onsticksatthe

sametime.

Emily:Wow!Whatelsedidyousee?

Robin:Isaw amotorbikeperformance.Thatwasmy

(2)f performance. Ten people on

motorbikesdroveextremelyfastincircles.

【서답형 6】다음 을 읽고,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 (1)과 (2)에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Ms.Simpson’sfamilyloveswatermelons.Theyeata

lotofwatermelonsinsummer.Usuallytheythrow away

allthewatermelonskin.So,Ms.Simpsondecidedtofind

agoodway tousethewatermelonskintogivethe

environmentahelpinghand.Afteralotofthinking,she

cutthewatermelonskinintosmallpiecesandmadea

glassofgreenjuiceoutofit.Inaddition,shemixedthe

juicewithflourandmadeadeliciousgreencake.Her

familylikedhergreenjuiceandcakesomuchthatthey

askedhertomakemorejuiceandcakesinthefuture.

 

Ms.Simpsonmadeaglassofgreenjuiceandagreen

(1) usingthe(2) skin.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