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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역별 출제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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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

되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

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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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측정하고, 말하기

는 불완전 대화·담화를 듣고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을 적용하여 이를 완성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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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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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항 유형

영어 영역의 문항 유형은 기존의 문항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듣기와 읽

기 영역별로 출제된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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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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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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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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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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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

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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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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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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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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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내

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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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하여 수험생

의 학습 성향에 따라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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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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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출제하였다.

◦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사고 수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2점(35문항), 3

점(10문항)으로 차등 배점하였다.

◦ 중심 내용과 맥락 파악, 함축적 의미, 세부 내용(세부 정보)을 묻는 문항은 

EBS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여 출제하였

다.

5. EBS 연계 예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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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읽기의 ‘중심 내용(요지, 주제, 제목)’, ‘맥락(목적, 심경, 주장)’, ’함축적 의미’,

그리고 ‘세부 내용(세부 정보 일치/불일치)’을 묻는 문항의 경우는 EBS 문항의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되, 단어 문장 등이 쉬

운 지문을 활용하여 연계하였다(【예시 문항 2, 3】참조). 이외의 다른 EBS 연계 

문항은 기존의 연계 방식을 유지하였다. EBS 연계 비율은 70% 이상을 유지하였

다. 영어 영역에서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을 EBS 교재 문항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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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1】 영어 4번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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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특강 – 영어듣기』 185쪽 26강 6번(그림 내용일치)

<Script>

M: Honey, check out this old picture. Remember this picnic at Eastland Park? 
W: Wow! Of course I do! Where did you find this picture? It’s like 10 years old. 
M: I found it in a book. I must’ve used it as a bookmark. 
W: That picnic was so much fun, and the kids were so young. Look at Jane 

standing next to the tree. She made the flower crown she’s wearing during 
the picnic. 

M: Yes, so cute. And remember the cap John’s wearing? He wore that 
everywhere. 

W: Right. He loved that cap so much. And look at you carrying the butterfly net. 
I can’t remember, did you catch any butterflies? 

M: No. John and I caught dragonflies, though. 
W: Oh, yeah. And look at what I’m sitting on. It’s the checkered picnic blanket 

my grandma gave me. We’re still using it. 
M: Yeah, that’s really old. We also have the picnic basket. And the ribbon is still 

tied on the handle. 
W: You’re right. We should go back to Eastland Park som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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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2】 영어 21번 



- 7 -

EBS 교재 『수능완성 – 영어』 14쪽 1번(글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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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3】 영어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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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특강 – 영어』 41쪽 4번(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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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4】 영어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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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완성 – 영어』 125쪽 실전모의고사 3회 30번(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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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5】 영어 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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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완성 – 영어』 22쪽 4강 1번(글의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