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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학교 3학년 국어

지 부터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선다형 1번~4번까지와 서답형 1번 문제는

듣고 푸는 문제입니다.녹음 내용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하기 바랍니다.내용은 한 번

만 들려 니다.

【선다형 1번】

이제 회의의 일부분을 들려 드립니다.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사회자(남):여러분,지난번 건의 이후 화장실에 화장지를 놓아두었는데요.화장실 화

장지가 무 빨리 없어져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해 한번 이야기해 보았으면 합니다.1반 표가 먼 말 해 주실

까요?

1반 표(여):네,1반 표입니다. 는 학생들이 화장지를 공짜로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니다.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고 화장지를 쓸 수 있다 보니 필

요한 양보다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2반 표(남):화장실 화장지뿐만이 아닙니다.우리 2반에서 보면 자신이 산 화장지조

차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요.학생들이 마구 쓰지 못하게 화장지를

조 만 놓아두어야 할 것 같아요.

1반 표(여):그런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화장지를 게 놓아

두면 더 빨리 없어지기만 할 거 요.학교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모두 공짜

로 여기는 학생들의 인식 자체가 바 어야 합니다.

사회자(남):네.1반 표는 화장실 화장지를 비롯한 학교 물품에 한 학생들의 생각

이 문제라고 보는군요.

(휴지 10 )

(※음 부분은 읽지 않음)



중학교 3학년

- 2 -

【선다형 2번】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오늘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기원에 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원을 합니다.이러한 기원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

나는 ‘나만 잘되자’는 제로섬 기원이고 다른 하나는 ‘함께 잘되자’는 기원입니다.

나만 잘되자는 제로섬 기원은 한 개의 이를 놓고 더 큰 쪽 는 부를 달라는 기

원입니다. 군가 더 큰 쪽을 먹게 되면 다른 군가는 더 작은 쪽을 먹게 되지요. ,

군가 다 먹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그 죠.다른 군가는 못 먹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시험에서 1등 하게 해 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1등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

과 같습니다.

함께 잘되자는 기원은 더 많은 이를 만들어 달라는 기원입니다.이 게 기원

하면 내가 어떤 종류,어떤 크기의 이를 먹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

다.오히려 서로 다른 종류의 이를 주문해서 함께 나눠 먹을 수도 있겠죠?부모님의

건강을 한 기원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로섬 기원을 기원으로 바꾼다면,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요?

(휴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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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형 3번】

이제 라디오 로그램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진행자(여):‘오후의 만남’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오늘은 세계 인 무용가 이지훈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 도록 하겠습니다.이지훈 씨 안녕하세요.

이지훈(남):네,안녕하세요.

진행자(여):요즘 이지훈 씨 인기가 단한데요,발 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이지훈(남):음,자발 인 건 아니었고요, 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시작했어요.

진행자(여):네,어머니의 권유로 시작하셨군요.발 를 배우면서 어려운 은 없었나요?

이지훈(남):많았죠.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가 발 를 하는 것에 한 시선이 곱지

않아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진행자(여): 런,그러셨군요.사회 편견을 극복하는 게 정말 힘든 거죠.그런데 성

공하신 후에 갑자기 리 발 단으로 가셨어요.연습생으로 가셨던 거죠?

이지훈(남):네.세계무 에서 새롭게 도 해 보고 싶었어요.그래서 리로 갔는데,처

음에는 무 에 서지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어요.그땐 정말 조하고 불안

했었죠.

진행자(여):그 군요,많이 힘들었을 것 같네요.어떻게 그 힘든 과정을 잘 견뎌 내고

동양인 최 로 리 발 단 수석 무용수가 되셨는지 궁 해요.그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하죠.

(휴지 10 )

(※음 부분은 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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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듣기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선다형 5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기

바랍니다.

【선다형 4번,서답형 1번】

이번에는 화를 들려 드립니다.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선생님(남):그래, 희들 왔구나.내가 스반과 연극반 표, 희 둘을 부른 건 연습

실 배정 문제 때문이야.그동안 연습실은 연극반이 사용해 왔잖아.그런데 올

해는 스반도 연습실을 쓰겠다고 신청했거든.나는 교무실에 가 있을 테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희들끼리 합리 으로 조정해 .

(휴지 2 )

스반(여):이번에는 연습실을 우리에게 양보해 주면 안 되겠니?연습실은 매년 새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잖아.

연극반(남):우리 연극반은 연습실을 계속 쓰고 싶어.그동안 우리 연극반이 쭉 사용해

왔잖아.그래서 올해에도 우리가 써야 된다고 생각해.

스반(여):우리 스반도 이곳을 쓰고 싶어.다른 곳은 연습을 하기에는 무 좁아서

말이야.

연극반(남): 쎄.우리 연극반이 쭉 써 왔을 뿐 아니라,모든 부원이 당연히 이곳을

우리 연습실이라고 생각해.그러니까,음…… (말을 잇지 못함)

스반(여): 잠깐,요일을 나눠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우리에게도 이곳은 꼭 필

요한 곳이야.합리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휴지 10 )

(※음 부분은 읽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