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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교시: 영어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영어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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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

하여 출제한다.

◦동일한 능력을 측정하는 유사한 문항 유형을 가감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모

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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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작용적 독해

능력을 직접 측정하고, 쓰기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문장으로 요약하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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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와 읽기 영역별로 출제된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듣기 영역의 전체 17개 문항 중, 순수 듣기 문항은 12개, 간접 말하기 문항은

5개 문항을 출제하였다. 간접 말하기 문항은 짧은 대화 응답 2개, 대화 응답

2개, 담화 응답 1개 문항을 출제하였다. 순수 듣기 문항은 대화나 담화의 주제,

의견, 대화자의 관계 등에 대한 추론적 종합적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이 3개,

그림이나 담화 대화 내용 일치 5W 1H와 같은 사실적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이

7개, 복합 문항 1개 문항이 출제되었다. 복합 문항 유형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인

“긴 대화 담화를 듣고 일반적 정보 및 구체적 정보 등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



한다.”에 근거하여 출제되었다. 복합 문항 유형은 1대화 담화 1문항과 달리 2회

들려주어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읽기 영역의 전체 28문항 중, 순수 읽기 문항은 22개, 간접 쓰기 문항은 6개

문항을 출제하였다. 간접 쓰기 문항은 ‘글의 흐름’ 1개, ‘문장 삽입’ 2개, ‘글의

순서’ 2개, 그리고 ‘문단 요약’ 1개 문항을 출제하였다. 순수 읽기 문항은 대의를

파악하는 문항 유형(목적, 심경, 주장, 주제, 제목 등) 6개 문항과 세부정보(세부

사항)를 파악하는 문항 유형(내용 일치 불일치 등) 4개 문항을 출제하였다.

빈칸 추론 유형은 빈칸이 ‘단어’ 단위에 해당하는 문항 1개, ‘구’ 단위에 해당하는

문항 2개, ‘절’ 단위에 해당하는 문항 1개 등 모두 4개 문항을 출제하였다. 또한

어법과 어휘 문항 유형 3개, 그리고 1지문 2문항 유형 및 1지문 3문항 유형을

각각 1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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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의를 파악하는 유형을 먼저 제시하고, 문법 어휘 유형, 세부 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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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항)으로 차등 배점하였다.

◦ EBS 연계 교재의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의파악’과 ‘세부정보(세부사항)’을 묻는 문항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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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문제가 개선되도록 출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읽기의 ‘대의파악’과 ‘세부정보(세부사항)’를 묻는 문항의 경우 EBS 문항의 지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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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하여 연계하고자 하였다(【예시 문항 2, 3】참조). 이 외 다른 EBS 연계 문항은



기존의 연계 방식을 유지하였다. 영어 영역에서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을 EBS 교재

문항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문항 1】 영어 6번

  

  <Script>

  

M: What are you looking at, honey?
W: My friend Lisa sent me a picture of the park we’re visiting this 

weekend.
M: Oh, did she? Let me see.
W: She said her family had a really good time there.
M: Oh! There are two trees near the fence. That’s very nice.
W: Yeah, it is. And I like the bench between the trees.
M: Me, too. We can rest in the shade there.
W: And look at the pond with the fish. It looks peaceful.
M: It does. I like the bear statue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W: Yeah, it’s cute. I think the kids will like it, too. We can take photos in 

front of it.
M: They’ll also have a lot of fun with the swing at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W: Definitely. They’ll really enjoy it.
M: The park will be perfect for our family.



EBS 교재 「수능완성 - 영어」 58쪽 6번

  

  <Script>

  

W: Honey, I have good news.
M: What is it?
W: Betty showed me a nice house today. We should rent it immediately.
M: Is it that beautiful? What’'s so special about it?
W: Well, in the backyard there’'s a garden with grapevines in it.
M: That does sound beautiful.
W: It’'s not just that. There’'s a nice bench under the vines. And beside the 

bench is a round tea table with two chairs.
M: Hmm. It sounds like a comfortable place to sit and drink tea in the 

morning.
W: Yeah, I agree. Also, there is a tree swing on an oak tree. It would be 

perfect for our children.
M: Wait a minute! Does it have a dog-shaped statue next to the pond?
W: Yes. How do you know that?
M: Mike just told me he used to rent a beautiful house on Jackson Street. 

Maybe it’'s the same house.



【예시 문항 2】 영어 22번

  

  

  



EBS 교재 「인터넷수능 - 영어독해연습1」 62쪽 Exercise 1

  

  



【예시 문항 3】 영어 23번 

  



EBS 교재 「수능완성 - 영어」 72쪽 1번

  

    

    



【예시 문항 4】 영어 37번

  

  

EBS 교재 「인터넷수능 - 영어독해연습2」 33쪽 Exercise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