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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역별 출제 방향

□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학습자의 

외국어 능력과 한문 이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출제하였다.

◦제2외국어 교과는 일상생활에서 해당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과 해당 외국(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한문 교과는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에 활용하는 능

력, 한자 어휘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

의 삶과 지혜 및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

하였다.

2. 출제 범위

출제 범위는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

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등 9개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 범위

와 수준에 맞추었다. 제2외국어 교과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 과목별 ‘기본 어휘

표’와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참고하여 출제하였다. 한문 교과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사용하되, 이 기초 한자에 포함되지 않은 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석을 달았다.

3. 문항 유형

제2외국어 교과는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대화문과 서술문 등을 활용하여 문항을 출제하였다. 또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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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트남어Ⅰ 15번), 안내문(독일어Ⅰ 7번, 스페인어Ⅰ 15번, 아랍어Ⅰ 15번), 게

시문(중국어Ⅰ 12번, 일본어Ⅰ 22번), 포스터(프랑스어Ⅰ 19번, 스페인어Ⅰ 12번,

중국어Ⅰ 10번, 일본어Ⅰ 26번), 문자 메시지(프랑스어Ⅰ 6번, 스페인어Ⅰ 18번,

일본어Ⅰ 25번, 아랍어Ⅰ 19번), 전자우편(프랑스어Ⅰ 10번, 러시아어Ⅰ 15번, 아

랍어Ⅰ 23번), 블로그(중국어Ⅰ 8번), 그래프(일본어Ⅰ 18번) 등의 사실 자료뿐만 

아니라 삽화(독일어Ⅰ 3번, 프랑스어Ⅰ 17번, 스페인어Ⅰ 2번, 중국어Ⅰ 15번, 일

본어Ⅰ 12번, 러시아어Ⅰ 13번, 아랍어Ⅰ 3번, 베트남어Ⅰ 19번), 명화(스페인어

Ⅰ 3번), 사진(아랍어Ⅰ 27번) 등 시각적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한문 교과는 실용 한자와 성어(9번), 명언과 명구(15번), 경서(24-25번), 한시

(20-21번) 등을 활용한 문항과 문학ㆍ역사ㆍ철학 및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19번),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11번)과 관련된 문항을 출제하였다. 아울

러 수묵담채화(1번), 삽화(7번) 등 시각적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자료를 다양하게 활

용하였다.

4.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제2외국어>

문항의 소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밖에서 접할 수 있는 일

상생활적인 내용, 시사적인 내용 등이 활용되었다. 이들 소재를 중심으로 발음·

철자(문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문화 영역에서 언어 이해와 언어 표현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고루 출제하였다.

<한문>

지문과 소재의 범위는 현행 13종의 고등학교 ‘한문Ⅰ’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 일부 소재의 경우 언어생활 및 한자문화권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한문의 이해와 한문의 활용 영역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균형 있게 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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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BS 연계 예시 문항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을 EBS 연계 교재 내용과 비

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 -

【예시 문항 1】 프랑스어Ⅰ 26번

EBS 교재 『수능특강 – 프랑스어Ⅰ』 80쪽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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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2】 일본어Ⅰ 4번

EBS 교재 『수능특강 – 일본어Ⅰ』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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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3】 아랍어Ⅰ 28번

EBS 교재 『수능완성 – 아랍어Ⅰ』 18쪽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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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4】 한문Ⅰ 9번

EBS 교재 『수능특강 – 한문Ⅰ』 15쪽 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