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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교시: 영어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영어 영역은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 성취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하였다. 영어 영역의 구체적인 출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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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법과 어휘 문항을 포함한다.

◦듣기는 원어민의 대화·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직접 측정하고, 말하기는

불완전 대화·담화를 듣고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을 적용하여 이를 완성하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읽기는 배경 지식 및 글의 단서를 활용하여 의미를 이해하는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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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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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듣기 문항은 12문항을 출제하였으며, 간접

말하기 문항은 5문항을 출제하였다. 순수 듣기 문항은 담화의 목적(3번)과

같이 맥락을 추론하는 문항 유형이 1문항, 화자의 의견(4번)과 같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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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추론하는 문항 유형이 1문항, 대화자의 관계(5번)와 이유(8번)와 같이

논리적 관계를 추론하는 문항 유형이 2문항, 그림(6번)이나 할 일(7번), 담화

대화의 내용 일치/불일치, 언급/불언급(9번, 10번, 11번, 12번)과 같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이 6문항, 그리고 복합 문항(16번, 17번)이 출제되었다.

간접 말하기 문항은 짧은 대화 응답 2문항(1번, 2번)과 대화 응답 2문항(13번,

14번), 담화 응답 1문항(15번)을 출제하였다. 16번과 17번(복합 문항 유형)은

1대화 담화 1문항과 달리 2회 들려주어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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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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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20번), 함축적 의미(21번)와 같이 맥락을 추론하는 문항 유형 4문항, 요지

(22번), 주제(23번), 제목(24번)과 같이 중심내용을 추론하는 문항 유형 3문항,

그리고 도표(25번), 지문 내용(26번)과 실용자료(27번, 28번)의 세부내용을 파악

하는 문항 유형 4문항을 출제하였다. 논리적 관계를 추론하는 빈칸 추론 유형은

빈칸이 ‘단어’ 단위에 해당하는 문항 1문항(31번)과 ‘구’ 단위에 해당하는 문항

3문항(32번, 33번, 34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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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법(29번), 어휘

(30번)의 어법·어휘 문항 유형 2문항, 그리고 1지문 2문항(제목-41번, 어휘-42

번) 유형과 1지문 3문항(글의 순서-43번, 지칭-44번, 내용일치-45번) 유형을

각각 1문항씩 출제하였다.

4.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내용 영역(인문, 사회, 자연, 예술, 문학 등)별로 균형 있게 출제하여 수험생의

학습 성향에 따라 유 불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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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내용과 맥락을 파악하는 유형을 먼저 제시하고, 세부 내용 파악 유형,

문법 어휘 유형, 빈칸 추론 유형, 쓰기 유형, 복합 문항 순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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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하였다.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사고 수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2점(35문항),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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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항)으로 차등 배점하였다.

◦ ‘중심내용과 맥락(대의파악)’, ‘세부내용(‘세부정보’)’을 묻는 문항은 EBS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5. EBS 연계 예시 문항

영어 영역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방안(2015. 3. 31.)’에 따라

읽기의 ‘중심내용(요지, 주제, 제목)’, ‘맥락(목적, 심경, 주장, 함축적 의미)’, 그리고

‘세부내용(세부정보 일치/불일치)’을 묻는 문항의 경우는 EBS 문항의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되, 단어 문장 등이 쉬운 지문을 활용

하여 연계하였다(【예시 문항 2, 3】참조). 이외의 다른 EBS 연계 문항은 기존의

연계 방식을 유지하였다. EBS 연계 비율은 70%이상을 유지하였다. 영어 영역에서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을 EBS 교재 문항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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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1】 영어 6번

<Script>

W: What are you looking at, honey?
M: Aunt Mary sent me a picture. She’s already set up a room for Peter.
W: Wow! She’s excited for him to stay during the winter vacation, isn’t she?
M: Yes, she is. I like the blanket with the checkered pattern on the bed. 
W: I’m sure it must be very warm. Look at the chair below the window.
M: It looks comfortable. He could sit there and read.
W: Right. I guess that’s why Aunt Mary put the bookcase next to it.
M: That makes sense. Oh, there’s a toy horse in the corner.
W: It looks real. I think it’s a gift for Peter.
M: Yeah, I remember she mentioned it. And do you see the round mirror on the 

wall?
W: It’s nice. It looks like the one Peter has here at home.
M: It does. Let’s show him this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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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특강–영어듣기」 163쪽 23강 5번(그림 내용일치)

<Script>

M: What are you looking at, honey?
W: It’s a picture that my sister sent me. She set up a room for when Tommy     

visits this summer.
M: Wow! Tommy will love it.
W: Yeah, he’ll especially like the blanket on the bed with the stars and moons.
M: Definitely. And look at these stuffed owls on the shelf on the wall. The 

biggest one is wearing a hat.
W: They’re so cute. Tommy will enjoy sitting on this bench next to the lamp.
M: Yeah. He could sit there and read.
W: Right. I think that’s why my sister put the bookcase next to it below the 

window.
M: And Tommy will have fun playing with this wizard hat and wand hanging on 

the tree coat rack.
W: Sure thing. He’s crazy about magic.
M: Yeah. Why don’t you show this picture to Tommy?
W: Okay. He’ll be so ex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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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2】 영어 20번

EBS 교재 「수능특강-영어」 194쪽 Test2 19번(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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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3】 영어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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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완성-영어」 139쪽 실전모의고사 4회 24번(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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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4】 영어 31번



- 10 -

EBS 교재 「수능완성」 142쪽 실전모의고사 4회 29번(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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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5】 영어 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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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특강-영어독해연습」 218쪽 MiniTest3 17번(빈칸추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