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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교시: 영어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영어 영역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하였다. 영어 영역의 구체적인 출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되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하여 출제한다. 

◦ 동일한 능력을 측정하는 유사한 문항 유형을 가감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모듈형 원칙에 따라 검사지를 구성한다.

◦ 영어의 유창성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강조하여 균형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언어형식과 어휘 문항을 포함한다.

◦ 듣기는 원어민의 대화･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말하기는 

불완전 대화･담화를 듣고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을 적용하여 이를 완성하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 읽기는 배경지식 및 글의 단서를 활용하여 의미를 이해하는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 쓰기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2. 출제 범위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에 속하는 ‘영어Ⅰ’과 ‘영어Ⅱ’ 과목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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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항 유형

영어 영역의 문항 유형은 기존의 문항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듣기와 

읽기 영역별로 출제된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듣기 영역의 전체 17문항 중, 듣기 문항은 12문항을 출제하였으며, 간접 

말하기 문항은 5문항을 출제하였다. 듣기 문항은 담화의 목적(1번), 

대화자의 관계(3번)와 이유(7번)와 같이 맥락을 추론하는 문항 유형이 

3문항, 화자의 의견(2번)과 같이 중심 내용을 추론하는 문항 유형이 1문항, 

그림(4번)이나 할 일(5번), 담화･대화의 내용 일치/불일치, 언급/불언급(6번, 

8번, 9번, 10번)과 같은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항 유형이 6문항, 그리고 

복합 문항(주제-16번, 언급/불언급-17번)이 출제되었다. 간접 말하기 문항은 

짧은 대화 응답 2문항(11번, 12번)과 대화 응답 2문항(13번, 14번), 담화 

응답 1문항(15번)을 출제하였다. 16번과 17번(복합 문항 유형)은 다른 

문항과 달리 2회 들려주어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읽기 영역의 전체 28문항 중, 읽기 문항은 22문항을 출제하였으며, 간접 

쓰기 문항은 6문항을 출제하였다. 읽기 문항은 목적(18번), 심경(19번), 

주장(20번), 빈칸 추론(31번, 32번, 33번, 34번)과 같이 맥락을 추론하는 

문항 유형 7문항, 요지(22번), 주제(23번), 제목(24번)과 같이 중심 내용을 

추론하는 문항 유형 3문항,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는 문항(21번), 그리고 

도표(25번), 지문 내용(26번)과 실용자료(27번, 28번)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항 유형 4문항을 출제하였다. 간접 쓰기 문항은 글의 

흐름(35번), 글의 순서(36번, 37번), 그리고 문장 삽입(38번, 39번)과 같이 

상황과 목적에 맞게 쓰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유형 5문항과 문단 

요약(40번)과 같이 중심내용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유형 1문항을 

출제하였다. 또한 언어형식(29번), 어휘(30번)의 언어형식･어휘 문항 유형 

2문항, 그리고 1지문 2문항(제목-41번, 어휘-42번) 유형과 1지문 3문항(글의 

순서-43번, 지칭 추론-44번, 내용일치/불일치-45번) 유형을 각각 1문항씩 

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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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내용 영역(인문, 사회, 자연, 예술, 문학 등)별로 균형 있게 출제하였다.

◦ 수험생의 인지적 과정에 따라 문항 유형을 배열하였다. 즉 지문(대화문)의 

중심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는 유형을 먼저 제시하고, 세부 내용 파악 유형, 

언어형식･어휘 유형, 빈칸 추론 유형, 쓰기 유형, 복합 문항 순으로 

제시하였다. 

◦ 학교 현장의 실제 영어 사용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사고 수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2점(35문항), 

3점(10문항)으로 차등 배점하였다. 

◦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향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2018. 8. 17.)’에 따라 EBS 연계 문항은 모두 간접연계로 전환하여 

출제하였다. 

5. EBS 연계 예시 문항

연계 문항은 모두 EBS 문항의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여 연계하였다(【예시 문항 1, 2, 3, 4】참조). 영어 영역에서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을 EBS 연계 교재 문항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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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1】 영어 4번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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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특강 – 영어듣기』 122쪽 19강 3번(그림 내용 일치)

<Script>

W: What are you looking at?
M: It’s a picture of the auditorium for the English speech contest. I finished 

setting up the stage today.
W: Great. Can I have a look at it?
M: Sure. [Pause] What do you think about it?
W: It looks great. What is the rectangular table on the left side of the stage for?
M: It’s for trophies. We’ll put the three trophies on it tomorrow.
W: Good idea. And the “2021 English Speech Contest” banner on the wall looks 

good.
M: Thanks.
W: And you put our school flag under the banner.
M: Yes.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peech desk in the middle of the stage?
W: I like it. And the flower pot in front of the speech desk looks beautiful.
M: Yeah. The flowers are in full bloom.
W: I think the stage is perfect.
M: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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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2】 영어 14번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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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완성-영어』 135쪽 4회 15번 (담화 응답)

<Script>

W: Jason is on the first day of a three-day trip by himself. He has booked a hotel 
with a beautiful beachfront view and is looking forward to getting some nice 
rest and relaxation. After checking in at the hotel, he goes to his room with 
great anticipation. He opens his hotel room door, but all he can smell is a 
thick smell of cigarettes. He specifically booked a nonsmoking room. He 
feels it is his right to ask for a room change. So, he directly goes down to the 
front desk to ask for it.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Jason most likely say to 
the hotel front desk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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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3】 영어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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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완성-영어』 27쪽 5강 3번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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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4】 영어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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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특강 – 영어독해연습』 56쪽 5강 3번 (글의 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