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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출제 방향. Ⅱ

교시 영어 영역3 : □ 

출제의 기본 방향

영어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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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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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범위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에 속하는 영어 과 영어 과목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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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유형

영어 영역의 문항 유형은 기존의 문항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듣기와 

읽기 영역별로 출제된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듣기 영역의 전체 문항 중 듣기 문항은 문항을 출제하였으며 간접 

말하기 문항은 문항을 출제하였다 듣기 문항은 담화의 목적 번

대화자의 관계 번 와 이유 번 와 같이 맥락을 추론하는 문항 유형이 

문항 화자의 의견 번 과 같이 중심 내용을 추론하는 문항 유형이 문항

그림 번 이나 할 일 번 담화 대화의 내용 일치 불일치 언급 불언급 번

번 번 번 과 같은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항 유형이 문항 그리고 

복합 문항 주제 번 언급 불언급 번 이 출제되었다 간접 말하기 문항은 

짧은 대화 응답 문항 번 번 과 대화 응답 문항 번 번 담화 

응답 문항 번 을 출제하였다 번과 번 복합 문항 유형 은 다른 

문항과 달리 회 들려주어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읽기 영역의 전체 문항 중 읽기 문항은 문항을 출제하였으며 간접 

쓰기 문항은 문항을 출제하였다 읽기 문항은 목적 번 심경 번

주장 번 빈칸 추론 번 번 번 번 과 같이 맥락을 추론하는 

문항 유형 문항 요지 번 주제 번 제목 번 과 같이 중심 내용을 

추론하는 문항 유형 문항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는 문항 번 그리고 

표 번 지문 내용 번 과 실용자료 번 번 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항 유형 문항을 출제하였다 간접 쓰기 문항은 글의 흐름 번 글의 

순서 번 번 그리고 문장 삽입 번 번 과 같이 상황과 목적에 맞게 

쓰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유형 문항과 문단 요약 번 과 같이 

중심내용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유형 문항을 출제하였다 또한 

언어형식 번 어휘 번 의 언어형식 어휘 문항 유형 문항 그리고 

지문 문항 제목 번 어휘 번 유형과 지문 문항 글의 순서 번

지칭 추론 번 내용일치 불일치 번 유형을 각각 문항씩 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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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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문항

점 문항 으로 차등 배점하였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향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에 따라 연계 문항은 모두 간접연계로 전환하여 

출제하였다

연계 예시 문항

연계 문항은 모두 문항의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여 연계하였다 예시 문항 참조 영어 영역에서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을 연계 교재 문항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 -

예시 문항 영어 번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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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수능특강 영어듣기 쪽 강 번 그림 내용 일치EBS 148 22 3 ( )『 – 』 

M: Hi, Melissa. How was your weekend?

W: Hi, Louis. I took my kids to an exhibit where kids are able to participate in 

job-related role-playing activities. Check out this picture.

M: Wow, it looks like a real TV news studio. This girl with glasses sitting at the 

desk must be your daughter.

W: Yes. She loved acting like a news anchor.

M: She looks like a natural. I like this background with a picture of Earth.

W: Me, too. Do you see “KL” in the circle on the desk? It stands for Kids’ Land.

M: That’s cool. This boy holding a roll of paper behind the camera must be your 

son.

W: Right. He was acting like a camera operator.

M: He looks cool! They even have a big screen on the top left like a real studio.

W: Yes. That’s what real anchors use to be able to see what’s on air.

M: Your kids must’ve had a lot of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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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영어 번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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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수능특강 영어듣기 쪽 강 번 담화 문항EBS - 111 17 5~6 (1 2 )『 』 

M: Hello, everyone. Fresh vegetables are an important part of our diet. Some people prefer to 

eat them raw, but cooking vegetables can enhance their flavors. Here are some ways. 

First, boiling is a good, easy way. For example, for broccoli, just cut it into bite size 

pieces, add them to a pot of boiling water, and let them cook for a few minutes. You can 

cook potatoes this way, too. Just place them in cold water and slowly bring the water to a 

boil. Another way to cook vegetables is steaming. It’s a good way to cook asparagus. Just 

chop it up into short pieces. Add 1 inch of water to a pot, heat it, and once it starts 

boiling, add the vegetable on a steam tray and put on the lid. Let it steam for 5 to 6 

minutes. In the case of peas, steam them for 3 minutes. Lastly, roasting vegetables means 

cooking them at high heat for a longer period of time. Carrots cooked this way taste 

wonderful. For the best results, cook them at 350 to 400 degrees Fahrenheit. Toss them in 

a bit of oil and season them with herbs and spices. Then roast them until tender on the 

inside and crispy on the outside. Now, let’s watch a video about these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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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영어 번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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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수능특강 영어 쪽 번 도표EBS - 175 Test 1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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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영어 번4 36【 】 

하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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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수능특강 영어 쪽 강 번 글의 순서EBS 135 21 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