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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고등학교 2학년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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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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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니다.

【선다형 1번】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들려 드립니다.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날 감 에서 수 바퀴를 깎고 있던 한 장인이,고뇌하는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던 감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리 고심하며 책을 읽고 계십니까?”

감이 답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옛 성 의 책에서 길을 찾고 있네.”

그러자 장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아무리 읽어도 원하시는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이 의아해 하며 그 이유를 물어보자,장인이 답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말 드리겠습니다.나무를 깎아 바퀴 축에 맞출 때

무 수월하게 들어가면 헐거워 덜그럭거리고, 무 꽉 끼면 빡빡해서 들어가지 않습니

다. 무 헐겁지도 않고 무 끼지도 않게 하려면 수많은 경험과 시도를 통해 마음속

의 의도가 미묘한 손끝의 감각과 맞아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이건 말이나 로 표

할 수가 없어 자식에게도 가르쳐 수가 없었습니다.”

(휴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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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형 2번】

이번에는 ‘무감독 시험 도입’에 한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무감독 시험 도입에 한 학생들의 건의가 있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

고자 합니다.무감독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에 해,찬성 측과 반

측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먼 ,찬성 측 말 해 주시죠.

찬성 측: 는 무감독 시험 도입에 찬성합니다.학생은 법정신과 책임 의식을 가지

고 있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율 인 존재입니다.따라서 감독

선생님이 안 계셔도 양심 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 측: 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도 학생이 자율 인 존재라는 생각에는 동의하

지만, 구나 시험에서 높은 수를 받고 싶기 때문에 부정행 의 유혹을

좀처럼 이겨 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그런 생각은 기우에 불과합니다.오히려 무감독 시험을 통해 자신의 품 를

스스로 지킬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자존감도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그

것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생,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신뢰 계가 더욱 굳건해

질 수 있지요.

반 측: 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감독 선생님 없이 시험을 보다 보면,

학생들끼리 서로를 의심의 길로 바라보게 돼서 신뢰가 무 지진 않을까

요?그리고 그 게 신경 쓰다 보면 시험을 망칠 수도 있어요.감독 선생님

이 있어야 심리 안정을 느껴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휴지 10 )

(※음 부분은 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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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형 3번】

이번에는 발표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풍선이나 튜 ,자동차 에어백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공기쿠션 같은 것들을

동물들도 이용합니다.물고기 몸속에는 ‘부 ’라는 공기 주머니 즉,공기로 채워진 쿠션

이 있습니다.부 속 공기의 양은 물고기를 떠오르게 하거나 가라앉게 합니다. 개

몸체의 크기가 비슷한 경우,민물에 사는 물고기보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부 에 공

기의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날아다니는 새나 곤충의 몸속에도 ‘기낭’이라는 일종의 공

기쿠션이 있습니다.여기에도 공기가 많을수록 부력이 커져 날기가 수월해집니다.

이와 같이 헤엄치거나 날 때 활용하는 일종의 공기쿠션과는 달리 몸 밖에서 만들어

지는 공기쿠션도 있습니다.소 쟁이는 발끝에 미세한 털이 무수히 많이 나 있어,그

털 사이사이에 들어간 공기가 서로 뭉쳐 공기쿠션이 됩니다.이것이 물을 어내기 때

문에 소 쟁이가 물 에 뜰 수 있는 것이죠.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발가락의 가장자리

에 넓은 비늘이 있어,자기 몸무게의 3배나 되는 힘으로 수면을 내리칠 때,순간 으로

발바닥과 수면 사이에 공기쿠션이 만들어집니다.그 쿠션이 사라지기 에 재빨리 발

을 바꾸어 디디면서 물 를 뛰어가는 겁니다.이 도마뱀이 물 를 아주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도 텔 비 을 통해 많이 보셨을 것 같네요.

(휴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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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형 4번,서답형 1번】

이번에는 ‘선물’에 한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오늘은 한 원주민 마을의 독특한 선물 문화에 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우리는 보통 A가 B에게 선물을 하면,B는 다시 A에게 선물을 합니다.그

런데 이 마을에서는 A가 B에게 선물을 하면 B는 A가 아닌 C에게 선물을 한다고 합니

다.선물을 상호 교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자신의 마음을 표 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들 원주민과 달리 로부터 A가 B에게 선물을 하면 B는 A에게 선

물하는 게 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그런데 재에는 의 차원을 넘어 선물의 가치

를 돈으로 환산하기까지 합니다.즉,원주민에게 선물은 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을 담

아 주는 것인 반면, 재 우리들에게 선물은 상 방에게 가를 바라며 주는 것이라는

에서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산에 있는 비상 피소에는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조난자를 해,먼 다녀

간 등산객이 음식을 남겨 둔다고 합니다.이때 남겨 놓은 음식은 군가를 한 가

없는 선물인 셈이죠.진정한 선물은 군가를 해 피소에 마련해 놓은 비상식량과

같다는 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휴지 20 )

이제 듣기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선다형 5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