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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험생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의 출제 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학교 수업을 통해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할
것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수능 준비를 위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및 평가의 적절한 운영 및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에도 수능 준비생들을 위한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2020학년도 수능 체제의 특징, 영역별 시험의 성격 및 평가 목표, 학습 방법, 수능
-EBS 연계 방식 및 유형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EBS 연계 방식 및 유형에서는
연계 유형별 특징과 예시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EBS 연계 교재를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자를 통하여 수험생들이 수능의 성격과 평가 목표를 더 잘 이해하여 효율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교사 및 교육 관계자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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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능 체제의 특징

2020학년도 수능은 2009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7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어 치르는 시험으로서, 2019학년도 수능과 동일한 체제가 적용된다.

2020학년도 수능 체제의 주요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출제된다.
•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된다.

둘째, 수학 영역은 가/나형 시험으로 출제된다.
• 수학 영역에서는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유형별 출제 과목은 아래와 같다.
- 가형 :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 나형 :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셋째,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출제된다.
• 영어 영역은 영어Ⅰ, 영어Ⅱ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듣기 17문항과
읽기 28문항이 출제된다.

넷째, 한국사 영역 시험은 필수로, 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운영된다.
• 한국사 영역은 4교시에 탐구 영역과 함께 실시되며, 문항 수는 20문항이고 시험 시간은 30분이다.
• 4교시 시험 시간은 한국사 영역이 포함됨에 따라 90분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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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탐구 영역에서는 최대 2개 과목,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 과학탐구 영역은 8개 과목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 직업탐구 영역은 10개 과목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여섯째, 성적통지표에는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을 제외하고는 2019학년도와 같이 영역별/과목별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2020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에는 <그림 1>과 같이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등급만 제공되고,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본인이 응시한 유형이 표시되며,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본인이 응시한 선택 과목명이 함께 표시되고, 영역별/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그림 1〉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예시)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연도)

12345678

홍 길 동

01.09.05.

남

한국고등학교 (9)

구 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사회탐구 영역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일본어Ⅰ

영어
영역

나형
표준점수

131

137

53

64

69

백분위

93

95

75

93

95

2

2

4

2

2

등 급

2

1

201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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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2020학년도 수능 체제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구분
영역

국어

문항 수

문항 유형

45

5지선다형

30

1∼21번
5지선다형,
22∼30번
단답형

가형
수학
(택 1)

나형

배점
문항

전체

2, 3

100점

시험 시간

80분

출제 범위(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미적분 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2, 3, 4 100점

100분
수학 Ⅱ, 미적분 Ⅰ, 확률과 통계

영어

45

5지선다형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

2, 3

100점

70분

영어Ⅰ, 영어Ⅱ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한국사
(필수)

20

5지선다형

2, 3

50점

30분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최대 60분)

탐구
(택 1)

사
회
탐
구

과목당
20

과
학
탐
구

과목당
20

직
업
탐
구

5지선다형

2, 3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9개 과목 중 최대 택 2

과목당
20

5지선다형

5지선다형

2, 3

2, 3

과목당
50점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최대 60분)

과목당
30분
(최대 60분)

물리Ⅰ, 화학Ⅰ, 생명 과학Ⅰ, 지구 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 과학Ⅱ, 지구 과학Ⅱ
8개 과목 중 최대 택 2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10개 과목 중 최대 택 2

제2외국어/
한문

과목당
30

5지선다형

1, 2

과목당
50점

과목당
40분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9개 과목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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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시험의 성격, 평가 목표, 학습 방법, EBS 연계

가. 시험의 성격
국어 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을 기초로 대학 수학(修學)
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국어 영역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중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과목의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측정한다.

나. 평가 목표
1) 개관
•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의 평가 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기초로
설정하였다.
•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의 세부적인 평가 수준과 요소는 각 과목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설정하였다.

2) 내용 영역
화법 능력은 사회생활이나 대학 교육에서 발표·토의·토론 등의 언어활동이 빈번하

화법

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화법
영역에서는 화법에 대한 기본 개념과 아울러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요구되는 사실

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이를 위해 대화·연설·강연·
토의·토론·대담·협상·발표 등 다양한 유형의 담화 자료들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담화 상황이나
주제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작문 능력은 사회생활이나 대학 교육에서 보고서·문서·논문 작성 등의 과제 수행이

작문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작문 영역에서는 작문에 대한 기본 개념과 아울러 국어 규범에 기초한 작문 능력,

다양한 유형의 글을 쓰는 데 요구되는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이를 위해 정보전달·설득·사회적 상호작용·자기 성찰·학습 등 다양한 작문 목적과
작문 상황(주제·예상독자 등)을 설정하여 출제하되, 문항에서 요구하는 작문 과제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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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능력은 정보화 시대의 국어 생활 맥락과 문헌 해석 및 활용 능력이 중시되는

독서

학문 활동 환경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독서 영역에서
는 인문학·사회학·자연과학·기술공학·예술 분야의 다양한 글을 제재로 하여, 독

서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글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지문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문법 능력은 사회생활이나 학문 활동에서 정확하고 적절한 국어사용의 필요성을 고려

문법

할 때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문법 영역에서는 국어 생활의 기초가
되는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음운·단어(어휘)·문장·담화 등 국어 단위

의 체계와 역사에 대한 지식, 담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어 문화 소양, 한글의 창제와
사용을 비롯한 우리글과 우리말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국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태도 등을 포함하
여 국어사용 능력의 기초가 되는 국어 지식, 정확하고 적절한 국어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국어 규범의
이해와 적용 능력, 국어사 지식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문학 능력은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심미적·창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가치

문학

있는 삶과 세계의 창조에 기초가 되는 상상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
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또한 작품에 드러나는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화를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고전
시가·고전소설·고전산문·민속극·현대시·현대소설·현대극·시나리오 등 다양한 문학 갈래
의 작품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문학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작품을 주로 활용하고 작품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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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 영역
어휘
•
개념

어휘·개념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어휘 사용 능력과 과목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개념의 이해 능력을 측정 요소로 한다. 어휘의 지시적·문맥적·비유적 의미를 이해하
고 표현하는 능력, 속담이나 고사성어 같은 관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표현하는 능력,

문장과 문단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화법, 작문, 독서, 문법,
문학 영역의 기본 개념도 어휘·개념 영역에서 다루게 된다.

사실적 이해란 언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사실적
이해

말이나 글에 담긴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말이나 글의 조직과 구조를 파악하
는 능력을 의미한다.

추론적
이해

추론적 이해란 말이나 글에서 직접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내포적(함축적,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 전제나 논거를 추론하는 능력, 전후 관계
를 추론하는 능력, 필자의 견해·주장·의도를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비판적 이해란 말이나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의 타당성·적절성·

비판적
이해

적용
•
창의

가치 및 우열에 대해 평가하며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적용·창의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말이나 글의 개념과 원리를 새로운 맥락에 적용
또는 활용하는 능력, 말이나 글의 생산을 위해 내용을 생성·조직·표현·수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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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 방법
1) 화법
화법 영역에서는 화법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여 다양한 담화 상황에 적합한 화법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하는 능력과 아울러 의사소통 상황과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화법 내용과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화법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다양한 담화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담화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하고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며 자신의
말하기를 성찰하기

화법의
본질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고 성찰하며 화법에서 지켜야 할 윤리 인식하기
화법의 본질과 실제에 부합하는 정보 전달, 설득,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의 원리 이해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화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 수집과 선정 방법, 매체 활용의 원리 이해하기
정보 전달의 원리를 이해하여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의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
기

정보
전달의
화법
(발표, 강연
등)

의사소통 상황과 정보 전달 화법의 원리를 이해하여 다양한 시각 자료와 매체 자료를 선정,
활용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정보 전달 화법의 원리를 이해하여 언어적·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전략
활용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정보 전달 화법의 원리를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능동적 태도로 듣기
논증과 설득의 원리를 이해하여 논증과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의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기

화
법
의
실
제

설득의
화법
(연설, 협상,
토의, 토론
등)

의사소통 상황과 논증·설득 화법의 원리를 이해하여 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 활용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논증·설득 화법의 원리를 이해하여 합리적 해결 능력, 논제 분석 능력, 비판적
듣기 능력과 반박 능력 신장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논증·설득 화법의 원리를 이해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설득적 의사소통에 참여하기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의
화법
(대화, 면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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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에서 진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장애 요인을 점검·해소하여 자신의 의사
소통 방식 성찰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자기표현·사회적 상호 작용의 원리를 이해하여 담화의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면접의 원리를 이해하여 질문하고 답변하기 위해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는
능력 신장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자기표현·사회적 상호 작용의 원리를 이해하여 자신의 의사소통 내용과 방식을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담화 상황과 목적에 맞는 자료 활용

예시 문항

◉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야생조류보호협회의 ○○○입니다.
여러분, 혹시 걷다가 유리문에 부딪친 적 있나요? (대답을 듣고) 네, 몇몇 학생들
이 경험했군요. 꽤 아팠죠? 그런데 사람보다 훨씬 빠른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소에서 발간한 안내서에 따르면 유리창 충돌이 야생
조류가 사고로 죽는 원인 중 2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야생 조류는 왜 유리창에 잘 부딪치는 걸까요? (㉠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넓어서 전방에 있는 사물을 잘 인식하지만, 대부분의
야생 조류는 눈이 머리 측면에 있어서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좁습니다.
이 때문에 전방 인지 능력이 떨어지므로 유리창을 인식하지 못해서 부딪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치지 않도록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연구
소의 안내서에는 그물망 설치나 줄 늘어뜨리기 등의 방법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중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외선을 볼 수 없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죠?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군요. (㉡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야생 조류는
사람과 달리 우리가 보는 색뿐만 아니라 자외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것이 바로 자외선 반사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를 유리창에 붙이면 야생 조류가
테이프에서 반사된 자외선을 보고 그곳에 장애물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지요. 그러
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테이프 부착 전후를 비교한 결과, (㉢ 자료 제시) 보시
는 것처럼 부착 후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이 크게 줄었습니다.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안내한 방법
중에는 여러분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
요.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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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는 강연에서 강연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강연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① <자료 1>은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여 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
였다.
② <자료 1>은 사람과 야생 조류의 시야 범위가 다름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③ <자료 1>은 자외선 반사 테이프의 부착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④ <자료 2>는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⑤ <자료 2>는 야생 조류가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3번)

이 문항은 담화 상황 및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고 이를 언어 내용과 연결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양한 담화 유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담화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화자가 활용한 자료가
담화 내용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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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문
작문 영역에서는 작문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여 다양한 작문 상황에 적합한 글의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하는 능력과 아울러 예상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과 구조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작문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다양한 유형별 글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작문 과정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작문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하고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며 자신의
글쓰기를 성찰하기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이해하고 성찰하며 작문에서 지켜야 할 윤리 인식하기

작문의
본질

작문의 본질과 실제에 부합하는 정보 전달, 설득,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의 원리 이해
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작문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 수집과 선정 방법, 매체 활용의 원리 이해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정보 전달 작문의 원리를 이해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정보를 선별
하기

정보
전달의
작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의 구조를 이해하여 글의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정보 전달 작문의 원리를 이해하여 글의 내용, 구조,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 예상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며 글의 내용과 표현의 윤리성을 성찰하기
논증과 설득의 원리를 이해하여 논증과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의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기

작
문
의
실
제

설득의
작문

의사소통 상황과 논증·설득의 원리를 이해하여 글쓰기 과정에서 논제 분석 능력, 타당성 있는
논거 제시 능력, 합리적 해결 능력 신장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논증·설득의 원리를 이해하여 글쓰기 과정에서 다양한 설득적 표현 전략 활용
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논증·설득의 원리를 이해하여 논거의 타당성, 내용 조직의 효과성, 표현의 적절
성을 평가하기
생활 속의 체험과 깨달음을 다양한 형식의 글로 표현하기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의
작문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조와 성찰의 내용을 다양한 형식의 글로 표현하기
다양한 작문 상황과 목적에 맞는 자기소개서 쓰기
다양한 작문 상황과 맥락에 맞는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표현 전략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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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상황에 맞는 계획과 전략

예시 문항

◉ (가)는 공개 토론 장면의 일부이며,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략>
(나)
이번 토론회는 대표성 높은 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토론에
대한 의견을 밝혀 학교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자 한다.
찬성 측은 입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과반을 득표한 사람이 학생회장으
로 선출되므로 대표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회 시간에 배운 A 나라는
결선 투표제를 실시했지만 1차 투표율보다 결선 투표율이 낮아 당선자의 득표율은
전체 유권자의 34%였다. 결국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의 34%만의 대표성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은 경우, 찬성 측의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반대 측은 입론에서 단순 다수제가 1회만 투표하므로 더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주장하나,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설득
력이 부족하다. 또한 우리 학교는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투표율이 낮은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이 토론이 시작된 것이다. 반대 측은 투표율이 낮은 문제 상황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 제도를 유지할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
토론 단계에 따른 발언의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면, 입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토론에서 반대 측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투표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입론 단계
에 적합하다. 한편, 반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투표 제도의 도입으로
생기는 담합의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상대측과는 달리 사례나 증
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나는 이 토론을 보면서 ‘대표성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찾아보니 국민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므로 선거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할 사람을 선출한다. 따라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수
록 당선자의 대표성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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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높은 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 방식 개선에 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투표는 권리이
자 의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대표성 높은 후보자를 선출하게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토론 참여자와 청중 모두에게 민주적 의사 결정의 과정을 경험하게
해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학교의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쟁하고 공동체의 일원으
로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민주적 의사소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 다음은 (나)를 쓰기 위한 글쓰기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6번)

이 문항은 글쓰기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글쓰기 계획을 세워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글 유형 및 쓰기 과정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작문 상황과 조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한 글쓰기 계획과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양한 글쓰기 상황 속에서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
여 적절한 쓰기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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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서
독서 영역에서는 독서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글을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아울러 이를 새로운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
한다. 학생들은 독서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유형별 글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독서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하고 독서의 가치를 성찰하기
독서는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독서 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며 읽기

독서의 본질

시대적 맥락에 따라 글쓰기 관습과 독서 문화가 달라짐을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재구
성하며 읽기
지역별 문화의 특성이 글의 내용과 형식에 반영됨을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재구성하며
읽기
글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담화로서의 글의 특성을 판단하며 읽기
글의 유형(설명, 설득 등)에 따른 기본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며 읽기
글의 구성단위 간 관계를 이해하며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기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글의 내용이나 자료에 나타난 필자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읽기

글의 내용과 표현에 대해 공감하며 읽기
글의 화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하면서 창의적 관점에서 글의 화제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을 수립하며 읽기
다양한 관점과 분야(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등)의 글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며 읽기

시대별 글쓰기 관습과 독서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며 다양한 시대의 글 읽기

독서의 실제
지역별 문화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며 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

정보화 시대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며 다양한 매체의 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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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내용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
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
고 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
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LFIA 키트는 주로 ㉠ 직접 방식 또는 ㉡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
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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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와 B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여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였을 때, 검사 결과 (
높고, (

B

A

)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는

)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는 높다.

A

B

①

진양성

진음성

②

진양성

위음성

③

위양성

위음성

④

위음성

진음성

⑤

위음성

위양성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37번)

이 문항은 글의 내용에 대한 독해 결과를 새로운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 및 구조에 대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독해의
원리를 이해할 뿐 아니라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다룬 글을 폭넓게 읽음으로
써 실제적인 독서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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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법
문법 영역에서는 언어의 본질, 국어 단위의 체계, 국어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
자료를 탐구하여 국어의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문법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국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
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탐구하고 이해하기

언어의 본질
언어의 기호성, 규칙성, 창조성, 사회성, 역사성을 탐구하고 이해하기

음성·음운의 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올바르게 발음・표기하기

단어의 품사를 분류하고 각 품사별 특징을 이해하기

단어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탐구하기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국어 구조의
이해
단어의 의미 관계와 의미 변화의 양상을 탐구하고 이해하기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고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기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문법 요소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기

담화의 표현 원리를 탐구하고 담화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국어 자료를 읽고 국어의 변천을 탐구하기

선인들의 삶을 통하여 국어 수난과 발전의 역사를 이해하기

국어 자료의
탐구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탐구하기

세계 속의 한국어 위상을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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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구조 이해하기

예시 문항

◉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탐구 과제
하나의 문장이 안긴문장으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각 문장에서 안긴문장을 파악한 후,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 자료
㉠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
㉢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안긴문장의 종류

생략된 문장 성분

①

㉠

부사절

없음

②

㉡

명사절

없음

③

㉢

명사절

주어

④

㉣

관형절

부사어

⑤

㉤

관형절

목적어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15번)

이 문항은 안긴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인 문장 성분, 구, 절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문장의 구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문장이 만들어지는 규칙과
과정을 이해하고, 문장 구성 과정에서 생략되거나 변형되는 문장 성분의 특성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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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학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의 특징과 갈래, 한국 문학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재구성하는 능력과 아울러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문
학적 인식과 표현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문학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학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감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작품을 섬세하게 읽고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감상·평가하기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재구성·창작하기

문학의
수용과 생산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타인과 소통하기
문학과 예술·인문·사회 등 인접 분야 간의 관련성 이해하기
다매체 시대의 창의적 표현 방식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한국 시가 문학의 전개 양상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기
한국 서사 문학의 전개 양상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기
한국 극 문학의 전개 양상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기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한국 수필 문학의 전개 양상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기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수용하고 계승하기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수용하고 재구성하기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하며 한국 문학의 역사적 변천 과정 이해하기
시대 상황을 고려하며 한국 문학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재구성하기
개인의 경험과 문학 작품을 연관 지어 감상하며 자아를 성찰하기
다문화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며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타자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기

문학과 삶
사회적 문제와 문학 작품을 연관 지어 감상하며 공동체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문학 활동을 통해 타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신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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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갈래의 문학 작품을 비교하며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 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와 차 사이에는 몰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이쁜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그들의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네가 언제나 또 온단 말이냐? ……’
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기나 하는 것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쁜아.”
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벙하니 딸의 옆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
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적을 두어 번 울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정신 채려, 조심해서, 해라 ……”
그러나 ㉠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어 번 운 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이쁜이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 서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른다. 그 마음속을 알아주면서
도, 아낙네들이, 경사에 눈물이 당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혼도해 버리고 말
것 같은 극도의 피로와, 또 이제는 이미 도저히 구할 길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그는
일시에 느꼈다(하략).
- 박태원, ｢천변풍경｣ -

(나)
#68. 산비탈 길
뚜벅뚜벅 걷고 있는 철호.
#69. 피난민 수용소 안(회상)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흩어
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E * :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철호◯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 O･L* ―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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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산비탈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섰다. 황홀에 묻힌 거리.
#71. 자동차 안
해방촌의 골목길을 운전수가 땀을 빼며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보고
운전수 : 손님!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겠는데요.
영호 : 그럼 내립시다. 시시한 동네까지 몰구 오느라고 수고했소.
천 환짜리 한 장을 꺼내 준다.
운전수 : (공손히) 감사합니다.
#72. 철호의 방 안
철호의 아내가 만삭의 배를 안고 누더기를 꿰매고 있다. 옆에서 콜콜 자고 있는 혜옥.
영호 : (들어오며) 혜옥아!(하략)
-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

◉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
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
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
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 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73과 #74
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
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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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
하면 연결 방식에서 구별되는군.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
서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2019학년도 수능 국어 26번 )

이 문항은 소설과 시나리오에서 구현된 서사 전개 방식의 특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 다양한 갈래의 작품을 감상하며 갈래의
특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향유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학습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서정, 서사, 교술, 극 등 문학 상위 갈래의 본질적 특성이 개별
하위 갈래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인식하며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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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능- EBS 연계 방식 및 유형
학습자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수능-EBS 연계 출제 정책’에 따라 국어 영역에서는
5가지 유형의 연계 방법을 활용하여 연계 문항들을 개발하고 있다. 각 유형별 특징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수능 국어 영역을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한다.

1) 지문 활용 유형
지문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다양한 분야의 독서 지문이나 문학 작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활용하여 지문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점이 심복을 보내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옥에 가두니, 경업이 옥에 갇혀 생각하되,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 일을 모르고 구치 아니시는고?’
하며 주야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옥졸이 자점의 부촉(咐囑)*을 들은 고로
물도 주지 아니하여 경업이 더욱 한하더니, 전옥(典獄) 관원은 강직한지라 경업의 애매
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더러 왈,
“장군을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흉계니,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으라.”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흉계로 알고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바로 몸을 날려 옥문(獄門)
을 깨치고 궐내에 들어가 상을 뵙고 청죄한데,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반겨 가로되,
“경이 만리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매 반가움이 끝이 없거늘 무삼 일로 청죄하느
뇨?”
경업이 돈수사죄 왈,
“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만사무석이오나, 대명(大明)
과 함께 호왕을 베어 병자년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간인에
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다가 천행으로 살아 돌아옵더니, 의주(義州)에서 잡혀 아무 연고
인 줄 알지 못하옵고 오늘을 당하와 천안(天顔)을 뵈오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
다.”
상이 들으시고 대경하사 신하더러 왈,
“경업을 무슨 죄로 잡아온고?”
하시고 자점을 패초(牌招)*하사 실사를 물으시니, 자점이 속이지 못하여 주왈,
“경업이 역적이옵기로 잡아 가두고 계달코자 하였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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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이 대로하여 고성대매 왈,
“이 몹쓸 역적아! 들으라.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거늘 무엇이 부족하여 모반할
마음을 두어 나를 해코자 하느뇨?”
자점이 듣고 무언이거늘, 상이 노하여 왈,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또한 만고충신이거늘 네 무슨 일로 죽이려 하느뇨?”
하시고,
“자점과 함께한 자를 금부에 가두고 경업은 물러가 쉬게 하라.”
하시다.
경업이 사은하고 퇴궐할새, 자점은 궐문 밖에 나와 심복 수십 명을 매복하였다
[A]

가, 경업이 나옴을 보고 불시에 달려들어 난타하니, 경업이 아무리 용맹한들
손에 촌철이 없는지라. 여러 번 맞아 중상하매 자점이 용사들을 분부하여 경업
을 옥에 가두고 금부로 가니라.

이때 대군이 시자(侍者)더러 문왈,
“임 장군이 입성하였으나 지금 어디 있느뇨?”
시자가 대왈,
“소인 등은 모르나이다.”
대군이 의심하여 바삐 입궐하여 경업의 거처를 묻되, 상이 수말을 이르시니 대군이
주왈,
“자점이 이런 만고충신을 해하려 하오니 이는 역적이라. 엄치 하소서.”
하고, 명일을 기다려 친히 경업을 가 보려 하시더라.
[B]

차시,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많이 받아 천명이 진하게 되매 분기대발하여
신음하다 죽으니, 시년 사십팔 세요, 기축(己丑) 9월 26일이라(후략)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물들의 대립 구도를 통해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② 주인공의 죽음을 제시하여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다.
③ 대화의 내용을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④ 악인의 횡포를 징벌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적대자와의 지략 대결을 통해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2019학년도 수능 국어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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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연계 부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략)
이때 경업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이면 높은 데 올라 호적이 오기를 기다리더니,
문득 바라본즉 호병이 승전고를 울리며 세자·대군을 앞세우고 의기양양하여 의주로 나오거늘,
경업이 분기 대발하여 절치부심하여 소리치기를
“이 도적을 편갑(片甲)도 돌려보내지 말고 무찌르리라.”
하고, 갑주(甲冑)하고 말에 올라 큰 칼 들고 나가며 중군에 분부하여,
“군사를 거느려 뒤를 따르라.”
하더니, 호장이 정제히 나아오는지라. 경업이 노기충천하여 마주 내달아 칼을 들어 호장의
머리를 베어 내리치고 진중을 짓쳐 들어가 좌우충돌하여 호병을 베기를 무인지경같이 하니,
호병이 황겁하여 각각 헤어져 목숨을 도모하여 달아나고, 남은 군사는 어찌할 줄 몰라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호장이 상혼낙담(喪魂落膽)하여 십 리를 물려 진을 치고 패잔군(敗殘軍)을 모아 의논하며,
“경업은 용맹하니 장차 어찌하리오.”
하더니, 문득 생각하되
‘경업은 충신이라. 이제 조선 왕의 항서와 전교한 공문을 내어 뵈면 반드시 귀순하리라.’
하고, 진문에 나와 외치기를
“임 장군은 나아와 조선 왕의 전지를 받아 보라.”
하거늘, 경업이 의아하여 크게 꾸짖으며,
“네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용골대가 군사로 하여금 문서를 전하니, 경업이 문서를 받자와 보고 앙천 탄식하는지라.
호장이
“너희 국왕이 항복하고 세자·대군을 볼모로 잡아가거늘, 네 어찌 감히 왕명을 항거하여
역신이 되고자 하느뇨.”
하고 만단개유(萬端改諭)하거늘, 경업이 또한 하교(下敎)를 보았는지라. 할 수 없이 환도를
집에 꽂고 호진을 통하고 들어가 세자·대군을 뵈옵고 실성통곡하니, 세자·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유체(流涕)하며
[B]

“국운이 불행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거니와, 바라건대 장군은 진심하여 우리들을 구하
여 다시 부왕(父王)을 뵙게 해 주시오.”

경업이
“ 신이 이 기미를 알았으면 몸이 전장에 죽사온들 이런 망극하온 일을 당하리잇고.
[C] 신의 몸이 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니, 복원 전하는 슬픔을 관억하시고 행차하시
면, 신이 진충갈력(盡忠竭力)하여 호국을 멸하고 돌아오시게 하오리이다.”
- 작자 미상, 「임장군전」
(2019학년도 수능완성 국어 200~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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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능 국어 36번~38번 세트는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국어
영역 국어의 200~201쪽에 수록된 지문을 활용하여 새롭게 지문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한 것이다.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에는 임경업이 호국으로 끌려가는 세자와 대군을 구하려다
임금의 하교를 받고 포기하는 작품의 전반부 장면이 수록되었다. 이러한 작품 감상을 바탕으로
임장군전의 결말부를 활용하여 출제한 것이 2019학년도 수능 국어 36번~38번 지문과 문항
세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의 지문이나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한 후 이와 연관되는 주제나 내용을 담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글이나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찾아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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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제재·논지 활용 유형
핵심 제재·논지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화법, 작문, 독서 지문에서 다루
고 있는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여 담화나 작문 상황 등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만약 Q이
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
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
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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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
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
계는 없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
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
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
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
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2019학년도 수능 국어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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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연계 부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딜레마 논증은 토론에서 상대방이 피하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논증 형식이다. p와 q가 진술이라고 할 때 딜레마 논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다.
p이거나 q이다.
만약 p라면 r이다.
만약 q라면 r이다.
따라서 r이다.
p를 선택하든 q를 선택하든 r이라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라고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딜레마 논증도 실패하고 만다. 위 논증은 첫 번째
전제인 “p이거나 q이다.”에서 p와 q가 모순 관계여야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되는데, 만약 p와
q가 반대 관계여서 p도 아니고 q도 아니게 된다면 상대방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어떤 두 진술 사이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옳으면 다른 진술이 그를 수밖에 없고, 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그르면 다른 진술이 옳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아래에
짝을 이루고 있는 두 진술은 모순 관계이다.
“지금 이곳에 비가 오고 있다.” – “지금 이곳에 비가 오고 있지 않다.” (이하 생략)

◉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각 진술의 관계를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가)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고 있다.” - “우리 반 학생들은 아무도 교복을
입고 있지 않다.”
(나) “가수로 데뷔한 아이돌은 모두 연기자가 된다.” - “가수로 데뷔했지만 연기자가
되지 않은 아이돌이 있다.”
(다) “이 소시지에는 돼지고기가 적어도 50%가 들어 있다.” - “이 소시지에는
돼지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50%가 안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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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①

모순 관계

반대 관계

반대 관계

②

모순 관계

모순 관계

반대 관계

③

모순 관계

반대 관계

모순 관계

④

반대 관계

반대 관계

모순 관계

⑤

반대 관계

모순 관계

모순 관계
(2019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75~76쪽, 77쪽 2번)

2019학년도 수능 국어 39번~42번 세트는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국어
영역 독서의 75~78쪽에 수록된 지문 및 문항의 핵심 제재를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에 수록된 지문 및 문항에서는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딜레마 논증의 활용 양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중 모순 관계의 특성을 활용하여
가능세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 39번~42번 세트 지문이며, 이를 반대 관계의 상황에 적용하는
문항을 개발한 것이 2019학년도 수능 국어 42번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의 화법, 작문, 독서 지문의 핵심 제재나 논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보는 국어 활동을 수행하며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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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활용 유형
자료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한 자료, 문항에서
제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화법, 작문, 문법 영역 등에서 지문이나 <보기>, 답지의 사례 등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글을 쓰기 위해 (가)의 메모를 작성한 후, (나)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학습 활동 과제 :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급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글을 쓴다.
◦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
∙ 일부 학생들은 로봇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로봇세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들도 있다. ·
·
·
·
·
·
·
·
·
·
·
·
·
·
·
·
·
·
·
·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한 설문 조사에서 ⓐ 전체 응답자 중 86.6%가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52.2%는 자신의 직업이 로봇으로 인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과거에도

ⓑ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가 있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증가했다. …(중략)… ⓒ 로봇 기술 중 상당수는
특허권 등록의 대상이므로, ⓓ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략)…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로봇세가 로봇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 로봇 전문 잡지 ○○ -

(다) 학생의 글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로봇세는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다. 하지만 나는 로봇세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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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기술로 인해 전체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 산업
[A] 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걱정은 늘 존재했지만,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
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는 로봇
하나당 대체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로봇
사용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로봇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① 로봇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던 산업 혁명의
경험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② 로봇의 생산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사례만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③ 로봇 사용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로봇세를 도입해 기업이 로봇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인간의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다.
⑤ 산업 혁명의 경우와 같이 로봇의 생산성 증가는 인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19학년도 수능 국어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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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로봇세 부과’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최근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로봇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이나 기업에
로봇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찬반 양측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1: 저희는 로봇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 생활이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봇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이나 기업에 로봇세를 부과하여,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재교육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1: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기술로 인해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의 경제학자 ◯◯◯은 20세기 중반 이전까지 섬유 산업에서 급속히 진행된 자동화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자동화로 인해 일부 제조업 등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산업 전반으로
볼 때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략)
반대 2: 최근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산업 현장에 활용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작년 기준 총 4만여 대의 로봇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간 어떤 산업 분야가 발전하게 되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하며 혁신을 유도해 온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인류의 혁신과 기술의 진보에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만약 산업 혁명 때 대량 실업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방직기나 증기 기관에
세금을 매겼더라면 과연 지금과 같은 기술의 발달과 문명의 진보가 가능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회자: 네, 지금까지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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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의 ⓐ~ⓔ 중,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

② ⓑ

③ ⓒ

④ ⓓ

⑤ ⓔ

(2019학년도 수능완성 국어 183쪽 2번)

2019학년도 수능 국어 8~10번 세트는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의 182~183쪽에 수록된 지문 및 문항을 활용하여 <보기>와 답지를 새롭게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에 수록된 지문 및 자료에는 ‘로봇세’를
논제로 한 토론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이 지문과 문항에서 활용한 내용 및 사례들을 활용하여
자료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문항을 개발한 것이 2019학년도 수능 국어 10번 문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에 제시된 지문이나 <보기>, 답지의 자료 등을 통해
익힌 내용을 새로운 사례들에 적용해 보는 활동을 수행하며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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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항 아이디어 활용 유형
문항 아이디어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문항의 내용 및 형식을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화법, 작문 등 모든 영역에서 활용한다. 국어교육 평가의 관점에서 보편성을
지닌 문항 유형, 참신성을 지닌 문항 유형을 개발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학생 3’이 (나)를 참고하여 (가)를 고쳐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표제 수정하기
→ ‘작은 물방울들 하나 되어 희망 만든 사제동행 마라톤’
으로 수정해야겠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 수정하기
→ ‘지난 10월 4일 △△공원 일대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
들과 학생들은 K 군을 돕기 위해 응원 메시지를 달고
사제동행 마라톤 행사를 함께했다.’로 고쳐야겠군. ·
·
·
·
·
·
·
·
·
·
·
·
·㉯
◦ 본문 수정하기
→ 첫째 문단 마지막 문장을 ‘또한 행사 참가자들 중 선생
님은 1만 원씩, 학생은 5천 원씩의 성금을 내고 학교
인근 △△공원 일대 4km 구간을 완주했다.’로 수정해
야겠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둘째 문단 첫 문장을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마라톤을 즐겼던 K 군을 생각하며 응원 메시지를
·㉱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었다.’로 고쳐야겠군. ·
·
·
·
·
·
·
·
·
·
·
·
·
·
·
·
·
→ 둘째 문단에서 ‘이날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
다.’를 삭제해야겠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2019학년도 수능 국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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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에 따라 기사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

② ㉡

③ ㉢

④ ㉣

⑤ ㉤

(2019학년도 수능특강 화법·작문·문법 141쪽 1번)

2019학년도 수능 국어 4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의 141쪽에 수록된 1번 문항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에 수록된 문항은 특정한 글 유형이 갖추어야 할 구조적 특징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그동안 수능 기출 문항뿐만 아니라 EBS 연계 교재에서 자주 제시되었던 문형이다. 2019학년도
수능 국어 4번 문항은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활용하여 고쳐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이처럼 문항 아이디어 활용 연계 방식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 기출 문항은
물론 EBS 연계 교재에서 자주 다뤄지는 문항 유형에 대해 주목하며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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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념·원리 활용 유형
개념·원리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국어과 교육과정상의 기본적인 개념·원리를
설명한 부분 또는 이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수록하고 있는 문항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는데, 이 선어말 어미는
음운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다.
어간 말음 조건

형태

용례

‘ㄱ, ㅂ, ㅅ, ㅎ’일 때

--

돕고

‘ㄷ, ㅈ, ㅊ’일 때

--

묻고

모음이나 ‘ㄴ, ㅁ, ㄹ’일 때

--

보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 --, --’으로 실현되었다.
∙ 아래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

㉠

)이다.

- 王(왕)이 부텻긔 더옥 敬信(경신)  내
[왕이 부처께 더욱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어]
∙ 어간 ‘듣-’과 어미 ‘-며’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활용했다.
- 내 아래브터 부텻긔 이런

몯 (

㉡

)

[내가 예전부터 부처께 이런 말을 못 들으며]

㉠

㉡

① 王(왕)

듣며

② 王(왕)

듣며

③ 부텨

듣며

④ 부텨

듣며

⑤ 

듣며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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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능특강 화법·작문·문법 221쪽)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14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221쪽에 수록된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개발한 문항이다. 이러한 내용은 문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 EBS
연계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어 영역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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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의 성격
수학 영역의 시험은 고등학교까지의 수학 학습을 통해 습득한 수학의 기본 개념·원리·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추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대학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나. 평가 목표
수학 영역의 시험은 대학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을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하여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학 영역 평가 목표의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내용 영역
수학 영역의 시험은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며, 수학 가형의 출제 범위는 ‘미적분 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이고, 수학 나형의 출제 범위는 ‘수학 Ⅱ’, ‘미적분 Ⅰ’, ‘확률과 통계’이다. 수학
가형의 경우 출제 범위 이외 일반 과목의 내용은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되며, 수학 나형의
경우 ‘수학 Ⅰ’의 내용이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내용 영역은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을 기준으로 세분된다.
가) 수학 가형
• 미적분 Ⅱ: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미분법, 적분법
•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
• 기하와 벡터: 평면곡선, 평면벡터,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나) 수학 나형
• 수학 Ⅱ: 집합과 명제, 함수, 수열, 지수와 로그
• 미적분 Ⅰ: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
•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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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 영역
수학적 사고력은 크게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해결 능력으로 구분된다.

계산
능력

계산 능력은 연산의 기본 법칙이나 성질을 적용하여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는 능력,
수학의 기본적인 공식이나 계산법을 적용하는 능력, 수학의 전형적인 풀이 절차(알고
리즘)를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해
능력

이해 능력은 문제에 주어진 수학적 용어, 기호, 식, 그래프, 표의 의미와 관련 성질을
알고 적용하는 능력,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예제나 정형화된 응용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주어진 문제 상황

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수학적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추론
능력

추론 능력은 나열하기, 세어보기, 관찰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 유추를 통해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 수학의 개념·원리·법칙
을 이용하여 참인 성질을 이끌어 내거나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능력,

주어진 정의를 이해하고 참인 성질을 이끌어 내는 능력, 반례를 들어 주어진 명제가 거짓임을 판단하
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조건 명제의 증명, 삼단 논법에 의한 논리적 추론, 반례에 의한 증명,
모순법, 동치 명제의 증명, 수학적 귀납법에 의한 증명 등을 이해하는 능력과 주어진 증명을 읽고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등도 이에 해당한다.

문제
해결
능력

문제해결 능력은 두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종합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두 단계 이상의 사고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실생활 상황에서 관련된 수학적 개념·원리·법칙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타 교과의 소재를 사용한 상황에서 관련된 수학적 개념·원리·법칙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 학습 방법
1) 수학 가형
기본적인 계산 능력, 수학적 절차의 이해와 적용 능력,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수학적 용어·기호·식·그래프·표의 의미와 관련 성질을 알고 수학적 표현을 변환
하고 분석하며 이해하는 능력,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추론 능력,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
는 능력,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수학 문제나 실생활을 소재
로 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 4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본적인 계산 원리나 연산 법칙, 성질을 적용하기
예시 문항

◉ 좌표공간의 두 점 A       , B       에 대하여 선분 AB 를    로 내분하는
점이  축 위에 있을 때,  의 값은? [2점]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3번)

이 문항은 좌표공간에서 두 점의 내분점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
기 위하여 학생은 주어진 두 점에 대하여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기본 계산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 문항


◉


ln    

 
lim  의 값은? [2점]
→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2번)

이 문항은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알고 로그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로그함수 ln 로 표현된 형태의 식에 극한의 계산 원리를
적용하여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계산 원리, 연산 법칙,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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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예시 문항

 
◉ 좌표평면에서 두 점 A     , B      에 대하여, 두 초점이 F  F′ 인 타원     


  PF
 를 만족시킨다. 사각형 AF′BP 의 둘레의 길이가   
위의 점 P 가 AP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단, PF
PF′ 이고  ,  는 자연수이다.) [4점]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27번)

이 문항은 타원의 정의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은 타원의 정의, 타원의 방정식을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건들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적용하여 문제 상황을 재조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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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언어(용어, 기호, 식, 표, 그래프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예시 문항


AB   , ∠B   인 직각삼각형 ABC 에서 ∠C 를 이등분하는 직선과 선분
◉ 그림과 같이 

AB 의 교점을 D , 중심이 A 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AD 인 원과 선분 AC 의 교점을 E 라
하자. ∠A   일 때, 부채꼴 ADE 의 넓이를    , 삼각형 BCE 의 넓이를    라 하자.

 

lim  의 값은? [4점]
  
→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18번)

이 문항은 도형과 관련된 삼각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그림은 해당 문제의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은 주어진 그림에서 점과 선분의 위치 등과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를 이용하여 도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용어,
기호, 식, 표, 그래프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건을 구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그림은 해당 문제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문구가 없는 경우 그림은 보조 자료이다. 수능에서 ‘그림을 보는 능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갖출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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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이차함수      의 그래프와 일차함수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


 




 


≥ 


 

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의 값의 합은? [4점]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14번)

이 문항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알고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은 지수함수의 성질,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지수의 대소 관계를
파악한 후, 주어진 일차함수와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용어,
기호, 식, 표, 그래프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건을 구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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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이용하여 참인 성질을 이끌어 내거나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기
예시 문항

◉ 열린 구간     에서 정의된 함수     cos   sin  가    와    에서 극값
을 가진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 [4점]
<보 기>

ㄱ. tan       
ㄴ.     tan  라 할 때,  ′       ′   이다.
    
ㄷ.   sec

① ㄱ

②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③ ㄱ, ㄴ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20번)

이 문항은 삼각함수의 미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
기 위하여 학생은 삼각함수의 미분을 이용하여 <보기>에 제시된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나타나는
성질을 이용하여 <보기>의 명제가 참임을 연역적으로 추론하거나 명제를 만족하지 않는 반례를
찾을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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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빈 곳에 알맞은 값이나 식을 추론하기
예시 문항

◉ 다음은 집합            에 대하여 함수    →  의 치역  가     이고,
집합  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인 함수  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ⅰ) 공역  의 원소 중 짝수인 원소가 개이므로 집합  의 네 원소 중 세 원소는
홀수이고 한 원소는 짝수이다. 따라서 집합  의 원소 중에서 집합  의 네
원소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다.
(ⅱ) 정의역  를  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할 때,  개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  ,  ,  ,  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합  를  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가)

이다.

(ⅲ) (ⅰ)과 (ⅱ)의 각 경우에 대하여 집합  를 분할한  개의 부분집합을 집합
(나)

 의 네 원소에 하나씩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는

(ⅰ), (ⅱ), (ⅲ)에 의하여 구하는 함수  의 개수는

(다)

이다.

이다.

위의 (가), (나), (다)에 알맞은 수를 각각  ,  ,  라 할 때,

     의 값은? [4점]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18번)

이 문항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을 분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빈 곳의 의미를 이해하고 알맞은 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수학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방법에 따른 문제 해결 과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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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관련된 모든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을 찾아보고, 그것의
의미와 관련 성질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예시 문항






◉ 좌표공간에서 점 A      와 평면    위의 세 점 P  , P  , P  이



 

 
 
OA⋅
OP    , 
OA⋅
OP    , 
OA⋅
OP    


을 만족시킨다. 점       을 지나고 방향벡터가        인 직선을  이라 하고, 직선

 에 의해 나누어지는  평면의 두 영역을 각각  ,  라 하자.
세 점 P  , P  , P  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모두  에만 포함되거나 모두  에만
포함되도록 하는 양의 정수 의 최솟값을  , 음의 정수  의 최댓값을  이라 할 때,   
의 값을 구하시오. (단, O 는 원점이다.) [4점]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29번)

이 문항은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된 조건을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은 벡터의 내적이
방향벡터, 직선의 방정식, 수선의 발과 같은 다양한 수학적 개념·원리·법칙과 연계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얻은 조건들을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관련된 여러 가지 수학 개념·원리·법칙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조건을 찾아 이를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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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문제를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하여 문제 해결하기
예시 문항

◉ 어느 회사 직원들의 어느 날의 출근 시간은 평균이  분, 표준편차가  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날 출근 시간이  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  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서  %가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 이 날
출근한 이 회사 직원들 중 임의로 선택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였을 확률은? (단,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P  ≤  ≤     로 계산한다.) [4점]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15번)

이 문항은 정규분포의 뜻을 알고, 조건부확률을 이용한 확률의 곱셈정리를 이해하여 확률을 계산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은 정규분포, 조건부확률과
같은 개념·원리·법칙을 이용해 주어진 실제의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해석, 조직,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 문항

◉ 네 명의 학생 A , B , C , D 에게 같은 종류의 초콜릿  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3점]
(가) 각 학생은 적어도  개의 초콜릿을 받는다.
(나) 학생 A 는 학생 B 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12번)

이 문항은 중복조합의 뜻을 알고 중복조합을 활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
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은 구하고자 하는 실생활 문제 상황의 경우의
수가 중복조합임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을 통해 실생활에
서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수학적 문제 상황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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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 나형
기본적인 계산 능력,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수학적 용어·기호·
식·그래프·표의 의미와 관련 성질을 알고 수학적 표현을 변환하고 이해하는 능력, 명제의 참·거
짓을 판별하는 추론 능력,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는 능력,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수학 문제나 실생활을 소재로 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기본적인 계산 원리나 연산 법칙, 성질을 적용하기
예시 문항



◉ 





×  의 값은? [2점]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1번)

이 문항은 지수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교과서 유형의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은 지수의 정의, 지수의 유리수로의 확장, 지수의 성질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지수법칙을
주어진 식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 문항

◉ 두 집합

     ,    
에 대하여 집합  의 모든 원소의 합은? [2점]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 2번)

이 문항은 집합을 연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은
집합의 연산을 이해하고 주어진 집합의 차집합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기본적
인 계산 원리, 연산 법칙,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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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예시 문항

◉ 등차수열   에 대하여

     ,       
일 때,   의 값은? [3점]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 13번)

이 문항은 등차수열을 이해하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은 등차수열의 뜻을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 문항

◉ 실수  에 대한 두 조건  ,  가 다음과 같다.

         ,
  ≤
∼ 가  이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도록 하는 실수  의 최솟값은? [3점]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11번)

이 문항은 조건의 진리집합을 이용하여 충분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은 충분조건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두 조건의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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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언어(용어, 기호, 식, 표, 그래프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예시 문항

OA   , 
OB  
 인 직각삼각형 OAB 이 있다. 중심이 O 이고 반지름의
◉ 그림과 같이 
길이가 
OA 인 원이 선분 OB 과 만나는 점을 B 라 하자. 삼각형 OAB 의 내부와 부채꼴

OAB 의 내부에서 공통된 부분을 제외한

모양의 도형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이라

하자.
그림  에서 점 B 를 지나고 선분 AB 에 평행한 직선이 선분 OA 과 만나는 점을 A ,

 인 원이 선분 OB 와 만나는 점을 B 이라 하자. 삼각형
중심이 O 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OA



OAB 의 내부와 부채꼴 OAB 의 내부에서 공통된 부분을 제외한

모양의 도형에 색칠하

여 얻은 그림을  라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번째 얻은 그림   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이라
할 때,

lim  의 값은? [4점]

→∞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16번)

이 문항은 등비급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그림은 해당 문제의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은 주어진 그림에서 점, 선분, 직선의 위치 등과 같은 정보를 파악하여
도형의 닮음비와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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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함수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lim    lim    의 값은? [3점]
→  

① 

→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7번)

이 문항은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여 함수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이다. ‘그림과 같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그림은 해당 문제의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학생은 주어진
그림에서 함숫값, 함수의 극한값, 좌극한과 우극한과 같은 정보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수능에서 ‘그림을 보는 능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갖출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에 따라 주어진
용어, 기호, 식, 표, 그래프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성질을 파악하여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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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이용하여 참인 성질을 이끌어 내거나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기
예시 문항

◉ 닫힌 구간       에서 정의된 함수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닫힌 구간       에서 두 함수  ,  가

     ,      
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점]
<보 기>

ㄱ.

lim   
→

ㄴ. 함수  는    에서 연속이다.
ㄷ. 함수    는    에서 연속이다.
① ㄱ

②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③ ㄱ, ㄴ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 18번)

이 문항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의 뜻을 알고 좌극한, 우극한을 통하여 극한값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은 좌극한, 우극한, 극한과 연속의
정의 등을 이용하여 <보기>에 제시된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나타나는 성질을 이용하여 <보기>의 명제가
참임을 연역적으로 추론하거나, 명제를 만족하지 않는 반례를 찾을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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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빈 곳에 알맞은 값이나 식을 추론하기
예시 문항

◉ 다음은 집합              과 함수    →  에 대하여 합성함수  ∘ 의 치역
의 원소의 개수가  인 함수  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함수  와 함수  ∘ 의 치역을 각각  와  라 하자.

    이면 함수  는 일대일 대응이고, 함수  ∘ 도 일대일 대응이므로
    이다.
또한   ≤  이면  ⊂  이므로   ≤  이다.
그러므로     , 즉    인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

(i)     인  의 부분집합  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가)

이다.

(ii) (i)에서 선택한 집합  에 대하여,  의 원소 중  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라
하자.

    이므로 집합  에서   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나)

이다.

(iii) (i)에서 선택한            와 (ii)에서 선택한   에 대하여,

 ∈ 이며    이므로

                 ⋯ (✽)
이다. (✽)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집합  에서 집합  로의 일대일 대응의 개수와
같으므로

(다)

이다.

따라서 (i), (ii), (iii)에 의하여 구하는 함수  의 개수는
(가)

×

(나)

×

(다)

이다.

위의 (가), (나), (다)에 알맞은 수를 각각  ,  ,  라 할 때,      의 값은? [4점]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19번)

이 문항은 순열과 조합을 이용하여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은 주어진 조건과 전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빈 곳의 의미를 이해하여 알맞은
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수학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방법에 따른 문제 해결 과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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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수학 문제 해결하기
예시 문항

◉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    와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이차함수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곡선      위의 점     에서의 접선과
곡선      위의 점     에서의 접선은 모두

 축이다.
(나) 점     에서 곡선      에 그은 접선의 개수는  이다.
(다) 방정식        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인 모든 실수  에 대하여
   ≤    ≤   
 이다.
를 만족시키는 실수  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각각  ,  라 할 때,       
   의 값을 구하시오. (단,  ,  는 유리수이다.) [4점]
(2019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30번)

이 문항은 함수의 접선과 그래프 개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은 접선의 방정식, 이차함수와 삼차함수 그래프의 개형, 방정식의
실근과 같은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두 함수    와    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건을
찾고 이를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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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문제를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문제 해결하기
예시 문항

◉ 여학생이  명이고 남학생이  명인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축구와 야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 학교 학생의  %가 축구를 선택하였으며, 나머지  %는 야구를


선택하였다. 이 학교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명이 축구를 선택한 남학생일 확률은  이다.

이 학교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명이 야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단, 조사에서 모든 학생들은 축구와 야구 중 한 가지만 선택하였다.) [3점]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 12번)

이 문항은 실생활 문제 상황에서 조건부확률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은 주어진 실생활 문제 상황이 조건부확률에 관한 상황임
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 문항

◉ 어느 지역의 고등학생 중에서  명을 임의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최근  년 이내에 헌혈을
한 학생이  명이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이 지역 전체 고등학생 중 최근  년 이내에 헌혈을
한 학생의 비율  에 대한 신뢰도  %의 신뢰구간을 구하면

   × 
 ≤  ≤    × 

이다. 상수  의 값은? (단,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P  ≤  ≤     로 계산한다.) [4점]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 17번)

이 문항은 표본비율을 이용하여 모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은 주어진 실생활 문제 상황을 모비율, 표본비율과 같은 개념·원리·법칙
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해석, 조직,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을 통해 실생활
상황을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실생활 문제 상황을 수학적 문제 상황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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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능- EBS 연계 방식 및 유형
학습자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수능-EBS 연계 출제 정책’에 따라 수학 영역에서는
3가지 유형의 연계 방법을 활용하여 연계 문항들을 개발하고 있다. 각 유형별 특징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수능 수학 영역을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한다.

1) 개념·원리 활용 유형
개념·원리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 및 원리 중 수학적으로
중요한 개념 및 원리를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ln    

◉ lim  의 값은? [2점]

→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2번)

EBS 연계 부분







◉ lim  의 값은?
 →  log   


ln 

① 


② ln 



③ 


④ ln 

⑤ ln 

(2019학년도 수능특강 미적분Ⅱ 19쪽 예제 2번)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2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미적분Ⅱ의 19쪽 예제 2번 문항을 바탕으로 개발한 문항이다. 수능특강 미적분Ⅱ의
19쪽 예제 2번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2번 문항은 이러한 개념과 원리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로그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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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어느 마을에서 수확하는 수박의 무게는 평균이  kg, 표준편차가  k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고 한다. 이 마을에서 수확한 수박 중에서 개를 임의추출하여 얻은 표본평균을 이용하여,
이 마을에서 수확하는 수박의 무게의 평균  에 대한 신뢰도 %의 신뢰구간을 구하면

 ≤  ≤  이다.  의 값은? (단,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P    ≤    로 계산한다.) [3점]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12번)

EBS 연계 부분

◉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숟가락의 무게는 평균이  g, 표준편차가  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숟가락  개를 임의추출하여 얻은 표본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숟가락 무게의 평균  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이  ≤  ≤ 
이다.      일 때, 상수  의 값은? (단,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P    ≤    로 계산한다.)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101쪽 예제 3번)

2019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12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의 101쪽 예제 3번 문항을 바탕으로 개발한 문항이다.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의 101쪽
예제 3번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신뢰구간, 모표준편차, 표본의 크기,
표본평균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019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12번 문항은 이러한
개념과 원리 사이의 관련성을 실생활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교과서, EBS 연계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학적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항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념·원리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개념·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는지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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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활용 유형
자료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그래프, 도형, 표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항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과
◉ 그림과 같이 한 초점이 F      인 타원 



두 점 A    , B    가 있다. 점 B 를 중심으로 하고 점 F 를 지나는 원이  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좌표가 양수인 점을 C 라 할 때, 직선 CF 와 직선 CA 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라 하자. tan ∠CFB    일 때, tan 의 값은?


(단,  ,  ,  는 양수이다.) [4점]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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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연계 부분







       과 두 점 A    , B   
◉ 그림과 같이 두 초점이 F , F′ 인 타원 



에 대하여 직선 AB 와 직선 FB 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라 하자. 
FF′  
O B 일 때,
tan    
 이다. 두 정수  ,  에 대하여    의 값을 구하시오. (단, O 는 원점이

고, 점 F 의  좌표는 양수이다.)

(2019학년도 수능특강 기하와 벡터 7쪽 예제 2번)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17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기하와 벡터의 7쪽 예제 2번 문항을 바탕으로 개발한 문항이다. 수능특강 기하와
벡터의 7쪽 예제 2번 문항에서는 제시된 타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tan 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17번 문항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제시된
도형의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tan 의 값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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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함수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lim    lim   의 값은? [3점]
→

→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 10번)

EBS 연계 부분

◉ 함수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    에 대하여
  

lim  , lim     , lim     
 →     
→
→
의 값이 모두 존재할 때,  의 값을 구하시오.

(2019학년도 수능특강 수학Ⅱ&미적분Ⅰ 132쪽 1번)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 10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수학Ⅱ&미적분Ⅰ의 132쪽 1번 문항을 바탕으로 개발한 문항이다. 수능특강 수학Ⅱ&
미적분Ⅰ의 132쪽 1번 문항에서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여 삼차함수를 구할 수 있어
야 한다.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 10번 문항에서는 연계 교재에 수록된 그래프를
활용하여 두 점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EBS 연계 교재의 문항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래프,
도형, 표와 같은 자료의 구성 요소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후 EBS 연계 교재에서 제시된 자료, 그 자료가 이용되는 문제 상황의 조건과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변형해 봄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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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항 변형 유형
문항 변형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문항에 제시된 식, 함수, 조건, 구하고자
하는 것 등을 변형하여 문제 상황을 재구성하거나 보완하여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실수  에 대하여 함수











    cos      cos     


의 최댓값은  , 최솟값은  이다.    의 값은? [4점]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14번)

EBS 연계 부분











◉ 함수     sin     sin      의 최댓값은  이다. 함수    의 최솟값을


 이라 할 때,    의 값은? (단,  는 상수이다.)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완성 가형 18쪽 9번)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14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가형의 18쪽 9번 문항을 바탕으로 개발한 문항이다. 수능완성 가형의 18쪽 9번
문항에서는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14번 문항은 함수를 변형시켰으며, 이를 통해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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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연속확률변수  가 갖는 값의 범위는  ≤  ≤  이고,  의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림






과 같을 때, P  ≤  ≤  의 값은? (단,  는 상수이다.) [3점]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10번)

EBS 연계 부분

◉ 연속확률변수  가 갖는 값의 범위가  ≤  ≤  이
고, 확률변수  의 확률밀도함수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P  ≤  ≤    이다.   의

값을 구하시오. (단,  는    인 상수이고,  와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2019학년도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85쪽 유제 2번)

2019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10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의 85쪽 유제 2번 문항을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의 85쪽
유제 2번 문항은 확률밀도함수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는 문항이다.
2019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10번 문항은 연계 교재에 수록된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를 변형시켰으
며, 이를 통해 연속확률변수의 확률분포 및 확률밀도함수의 뜻과 성질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계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EBS 연계 교재의 문항의 문제 해결에서 요구하는
기본 개념과 원리, 절차 등의 평가 요소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후 EBS 연계 교재의 문항의 조건,
식들을 변형하여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써 그 평가 요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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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의 성격
영어 영역의 시험은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한다.

나. 평가 목표
영어 영역의 평가 목표는 간접 말하기를 포함한 듣기 이해 능력과 간접 쓰기를 포함한 읽기 이해
능력 측정을 기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하위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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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내용 파악

중심 내용 파악 능력이란 대화·담화를 듣거나 글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추론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대화·담화 또는 글의 주제, 요지, 제목 등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세부 내용 파악

세부 내용 파악 능력이란 대화·담화나 글에 제시된 특정 정보를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이해
하는 능력으로서, 대화·담화나 글의 내용 일치/불일치, 그림·도표 등의 시각 자료와의 일치/
불일치, 화자의 할/한 일, 부탁할/한 일, 숫자 정보나 기타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논리적 관계
파악

논리적 관계 파악 능력이란 대화·담화를 듣거나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인 관계(예를 들어,
원인과 결과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으로서, 대화·담화의 5W1H(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대화자의 관계, 장소 등을 파악하는 능력, 글에서 빠진 정보(단어, 구, 절,
문장, 연결어)를 글의 내용에 의거하여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맥락 파악

맥락 파악 능력이란 대화·담화를 듣거나 글을 읽고 말하는 이나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등을
파악하는 능력으로서, 말하는 이나 글쓴이의 목적, 의견, 주장 그리고 글의 분위기나 등장인물의
심경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간접 말하기

간접 말하기 능력이란 가상의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대화나 담화를 듣고 전체적인 맥락과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응답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간접 쓰기

간접 쓰기 능력이란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장 간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여 가상의 글쓰기
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읽기 자료를 통해 흐름에 무관한 문장이나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 글의 순서 파악, 그리고 문단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문법·어휘

문법·어휘 능력이란 글의 전체적인 의미나 문장 간의 의미적 관련성을 통하여 어법의 적합
성이나 어휘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능력으로서, 문맥에 따른 어법, 어휘의 정확성 파악 및
지칭 추론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 학습 방법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의 다양한 대화·담화와 읽기 자료를 ‘문항 유형’과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중심 내용 파악 유형
중심 내용 파악 능력은 대화·담화를 듣거나 글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이다. 중심 내용 파악 유형에는 대화·담화나 글의 주제, 요지, 제목 등을 추론하는 문항 등이
있다. 일상생활 관련 소재는 물론 인문, 사회, 예술, 과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대화·담화를
듣거나 글을 읽으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여 핵심 내용을 유추하고, 대화·담화나 글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을 추론하여 파악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담화의 주제 찾기
예시 문항

◉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 Hello, students. Previously, we discussed traditional foods in different countries.
Today, I’ll talk about surprising birthplaces of everyday foods. First, people
believe the Caesar salad is named after a Roman emperor. But a well-known story
is that the name came from a chef in Mexico. He created it by putting together
some basic ingredients when running out of food. Second, bagels are a famous
New York food. But they’re likely from central Europe. A widely repeated story
says that they were first made in Vienna to celebrate the defeat of an invading
army. Third, many people think kiwis are from New Zealand. It’s probably
because a small flightless bird from New Zealand has the same name. In fact, the
food is from China. Last, if there’s any country known for potatoes, it’s Ireland.
That’s because crop failures of this food caused extreme hunger in Ireland in the
19th century. However, the food is believed to come from South America. Now,
we’ll watch a short video about these foods.
(2019학년도 수능 영어 16번)

① why traditional foods are popular
② misconceptions about organic foods
③ unexpected origins of common foods
④ when foods spread across countries
⑤ importance of eating fresh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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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은 담화를 듣고 담화의 주제를 파악해야 하는 문항이다. 담화의 주제를 파악하려면 담화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담화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듣기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소 교과서의 대화나 담화와 같은 듣기 자료를 들으며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 내용을 유추하고,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글의 요지 찾기
예시 문항

◉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With the industrial society evolving into an information-based society, the concept
of information as a product, a commodity with its own value, has emerged. As a
consequence, those people, organizations, and countries that possess the
highest-quality information are likely to prosper economically, socially, and
politically. Investigations into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encompass a variety of
categories including the costs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the effects of
information on decision making; the savings from effective information acquisition;
the effects of information on productivity; and the effects of specific agencies (such
as corporate, technical, or medical libraries) on the productivity of organizations.
Obviously many of these areas overlap, but it is clear that information has taken on
a life of its own outside the medium in which it is contained. Information has become
a recognized entity to be measured, evaluated, and priced.
* entity: 실재(물)

① 정보화된 사회일수록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② 정보의 효율적 교환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③ 정보 처리의 단순화는 신속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
④ 정보 기반 사회에서 정보는 독자적 상품 가치를 지닌다.
⑤ 정보 기반 사회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2019학년도 수능 영어 22번)

이 문항은 ‘정보 기반 사회에서 정보의 가치’라는 내용을 다룬 글의 요지를 파악해야 하는 문항이
다. 평소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즉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해독하여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글의
전체를 훑어 읽어 가며 필자가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유추하는 방식의 학습이
효과적이다. 다양한 소재와 종류의 영어 지문을 읽으면서 글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며, 논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리해 보는 것도 글의 요지 파악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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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내용 파악 유형
세부 내용 파악 능력은 말이나 글에 제시된 특정 정보를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다. 듣기의
세부 내용 파악 유형에는 말하는 이의 할/한 일, 부탁할/한 일, 숫자 정보, 도표나 그림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한 대화 내용의 일치/불일치, 대화·담화 내용의 일치/불일치, 언급 유무를 묻는 문항
등이 있다. 읽기의 세부 내용 파악 유형에는 내용 일치/불일치와 실용 자료 내용 일치/불일치 및
도표 내용 일치/불일치를 묻는 문항 등이 있다. 세부 내용 파악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비롯하여 인문, 사회, 예술, 과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대화·담화나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고, 직접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필요로 한다.

대화를 듣고, 말하는 이가 할 일 찾기
예시 문항

◉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 Tammy, what’s up?
W: Hi, Billy. How’s the semester going?
M: I’m so busy preparing for the play.
W: That’s right. You’re producing a play for the autumn festival. How’s it going?
M: Pretty well. The first performance is in three weeks.
W: Great. Is everything ready?
M: Not yet. We’re still making the stage background. Students from the school art club
are helping us.
W: I see. Anything I can help with? I can put up posters.
M: Thank you. But we’ve already put them up.
W: I wish I could help with something.
M: Well, we need someone to do the make-up for the actors. Didn’t you take a course
on that before?
W: Yes, I did. Okay, I’ll do the make-up for the actors.
M: Thanks. I appreciate it.
① 소품 구매하기

② 포스터 붙이기

④ 가을 축제 기획하기

⑤ 무대 배경 제작하기

③ 배우들 분장하기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영어 7번)

이 문항은 대화를 듣고 구체적인 정보(여자가 할 일)를 파악해야 하는 문항이다. 듣기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과 전개 방식에 비추어 제시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며, 요구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찾아본다. 이때, 대화나 담화에 제시되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 일’, ‘할 일’, ‘부탁한 일’,
‘부탁할 일’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평소 사실적 정보를 담고 있는 듣기 자료를
많이 듣고, 들은 내용을 메모해 보는 연습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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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자료 내용 일치
예시 문항

◉ Wireless Charging Pad 사용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Wireless Charging Pad
－ Instructions －

Wireless Smartphone Charging:
1. Connect the charging
pad to a power source.
2. Place your smartphone on the
charging pad with the display
facing up.
3. Place your smartphone on
the center of the charging
pad (or it will not charge).
Charge Status LED:
∙ Blue Light: Your smartphone is charging. If there’s
a problem, the blue light will flash.
∙ White Light: Your smartphone is fully charged.
Caution:
∙ Do not place anything between your smartphone and
the charging pad while charging.
∙ The charging pad is not water-resistant. Keep it dry.
① 스마트폰의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두어야 한다.
② 스마트폰을 충전 패드 중앙에 놓지 않아도 된다.
③ LED 빛이 흰색이면 스마트폰이 완전히 충전되지 않은 것이다.
④ 스마트폰과 충전 패드 사이에 어떤 것도 놓지 않아야 한다.
⑤ 충전 패드는 방수가 된다.
(2019학년도 수능 영어 28번)

이 문항은 안내문이나 광고문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글을 읽고, 글에 제시된
정보와 답지의 일치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문항이다. 따라서 글에 제시된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추론에 의해 내용을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글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에 대한 사실적 이해에 근거하여 답지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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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리적 관계 파악 유형
논리적 관계 파악 능력은 말이나 글 내용의 논리적인 관계(예를 들어, 원인과 결과 관계)를 파악하
는 능력이다. 듣기의 논리적 관계 파악 유형에는 5W1H(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묻거나 대화자의 관계, 장소 등을 묻는 문항 등이 있다. 읽기의 논리적 관계 파악 유형에는 글에서
빈칸(단어, 구, 절, 문장, 연결어)을 추론하는 문항이 있다.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의 대화·담화를 듣거나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 글의 흐름을 이해하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유추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대화를 듣고 이유 파악하기(5W1H)
예시 문항

◉ 대화를 듣고, 여자가 기숙사에서 나가려는 이유를 고르시오.
M
W
M
W
M
W
M
W
M
W
M
W

:
:
:
:
:
:
:
:
:
:
:
:

Hello?
Hello, Joe. How’s your university life?
It’s awesome, except I spend too much time doing assignments.
I know! I didn’t think I’d have to study this much.
And I heard you’re living in your school dorm.
You know what? I’m moving out of the dormitory.
Why? Do you have problems with the facilities?
No, I don’t. The facilities are quite nice. It’s something else completely.
Oh, are you having trouble with your roommate?
No. She’s great. She helped me to adjust to university life.
Then, I don’t get why you made that decision.
Actually, my family recently moved near the university. So I’m going to live
with them.
M : Ah, now I understand.
① 과제에 집중할 수 없어서

②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③ 조부모를 병간호하기 위해서

④ 이사 온 가족과 살기 위해서

⑤ 룸메이트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영어 8번)

이 문항은 대화를 듣고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이유를 파악해야 하는 문항이다. 이유와 같은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화에서 제시되는 특정 사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야 한다.
듣기에서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대화와 담화의
듣기 자료를 들으면서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유추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말하는 이가 대화나 담화에서 제시하는 5W1H(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나 대화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말하는 이들의 관계나 대화 장소를 추론해 보는 연습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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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에 들어갈 말(단어, 구, 절, 문장, 연결어) 추론하기
예시 문항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mong the most fascinating natural temperature-regulating behaviors are those of
social insects such as bees and ants. These insects are able to maintain a nearly
constant temperature in their hives or mounds throughout the year. The constancy of
these microclimates depends not just on the location and insulation of the habitat, but
. When the surrounding temperature
on
increases, the activity in the hive decreases, which decreases the amount of heat
generated by insect metabolism. In fact, many animals decrease their activity in the
heat and increase it in the cold, and people who are allowed to choose levels of
physical activity in hot or cold environments adjust their workload precisely to body
temperature. This behavior serves to avoid both hypothermia and hyperthermia.
* insulation: 단열 ** hypothermia: 저체온(증) *** hyperthermia: 고체온(증)

① the activity of the insects in the colony

② the interaction with other species

③ the change in colony population

④ the building materials of the habitat

⑤ the physical development of the inhabitants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영어 31번)

이 문항은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해야 하는 문항이다. 글의 핵심적인 내용(주제문이나
주요 세부 내용)과 글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하여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선택한다.
다양한 소재의 글을 빠르게 읽어 가면서 글의 중심 내용과 전체적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빈칸에 적절한 말을 대입하여 앞뒤 문맥이 자연스러운지 검토해 보는 연습도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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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맥락 파악 유형
맥락 파악 능력은 대화·담화를 듣거나 글을 읽고, 말하는 이나 글쓴이의 의도 또는 목적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듣기의 맥락 파악 유형에는 말을 하는 목적, 말하는 이의 의견이나 주장 등을 파악하는
문항이 있다. 읽기의 맥락 파악 유형에는 글을 쓴 목적, 글쓴이의 주장, 글의 분위기나 등장인물의
심경 등을 파악하는 문항이 있다. 맥락 파악은 평소 다양한 소재의 대화·담화나 글을 듣거나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말하는 이나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의도, 목적 등을 추론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대화나 담화를 듣고 말하는 이의 의도나 목적 추론하기
예시 문항

◉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 Attention, Whittenberg Dragons and Westbrook Whales fans. This is an
announcement about today’s game at Estana Stadium. Today’s baseball game
was supposed to begin in twenty minutes. But it started raining one hour ago, and
has not stopped. According to the forecast, the weather will only get worse.
Because of this, we have decided to cancel today’s game. Tickets you purchased
for today’s event will be fully refunded. And information about the make-up
game will be updated on our website soon. Once again, today’s game has been
canceled due to heavy rain. Thank you for visiting our stadium, and we hope to
see you again at our next game.
① 경기 취소를 공지하려고

② 팬클럽 가입을 권유하려고

③ 경기장 개장을 홍보하려고

④ 웹 사이트 점검을 안내하려고

⑤ 시상식 일정 변경을 사과하려고
(2019학년도 수능 영어 3번)

이 문항은 담화를 듣고 화자가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문항이다. 대화나
담화의 도입부를 통해 대화·담화가 일어나는 상황이나 장소 그리고 대화자의 관계를 유추해 보고
전체적 맥락과 흐름을 파악하여 화자의 의도나 대화·담화의 목적을 추론해 본다. 대화·담화에서
반복되거나 강조되어 나타나는 핵심 단어와 표현에 유의하여 듣는 연습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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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 필자(글쓴이)의 주장 파악하기
예시 문항

◉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War is inconceivable without some image, or concept, of the enemy. It is the
presence of the enemy that gives meaning and justification to war. ‘War follows from
feelings of hatred’, wrote Carl Schmitt. ‘War has its own strategic, tactical, and other
rules and points of view, but they all presuppose that the political decision has already
been made as to who the enemy is’. The concept of the enemy is fundamental to the
moral assessment of war: ‘The basic aim of a nation at war in establishing an image
of the enemy is to distinguish as sharply as possible the act of killing from the act of
murder’. However, we need to be cautious about thinking of war and the image of the
enemy that informs it in an abstract and uniform way. Rather, both must be seen for
the cultural and contingent phenomena that they are.
* contingent: 불확정적인

① 전쟁과 적을 추상적이고 획일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② 적에 따라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한다.
③ 보편적 윤리관에 기초하여 적의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④ 전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
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
(2019학년도 수능 영어 20번)

이 문항은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해야 하는 문항이다. 글의 목적이나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에서 일관되게 진술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읽기에서 일관되게 진술
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글의 배경 등 글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파악하여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추론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글쓴이가 반복하거나
강조하는 핵심 단어와 표현에 유의하여 읽는 연습도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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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접 말하기 유형
간접 말하기 능력은 가상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나 담화를 듣고, 전체적인 맥락과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간접 말하기 유형에는
짧은 대화 응답과 대화 응답 그리고 담화 응답 문항 등이 포함된다.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대화·
담화를 듣고 전체적인 흐름과 의사소통 상황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단원 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사소통 기능의 중요한 표현들을 학습한다.

대화를 듣고 대화의 마지막 말에 대한 적절한 응답 찾기
예시 문항

◉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 : Thank you for waiting, sir. How can I help you?
M : My son wants to join the road safety program. Are there any seats still
available?
W : It’s your lucky day! Somebody just canceled. So your son can have that seat.
M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Be careful. The roads are slippery.
② I agree. The seats are very comfortable.
③ Wonderful. Let’s attend the program together.
④ Great. I’ll register my son for the program.
⑤ I’m sorry. Your son has to wait longer.
(2019학년도 수능 영어 2번)

이 문항은 대화를 듣고 해당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응답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 문항이다.
이때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사소통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단원 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사소통 기능의 중요한 표현들을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화를 들으면서 이어지는 응답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직접 표현하는 연습도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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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접 쓰기 유형
간접 쓰기 능력은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장 간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여 가상의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간접 쓰기 유형으로는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주어진 문장의
적절한 위치 찾기, 글의 순서 찾기, 다소 긴 글을 문장으로 요약하기 등이 있다.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문학, 시사 문제 등의 다양한 글을 읽으며 글의 중심 내용과 전개 방식을 파악해 본다.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여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글의 핵심
적인 내용이 하나의 문장으로 잘 표현되었는지 판단해 보는 연습이 효과적이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찾기
예시 문항

◉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ost of us have a general, rational sense of what to eat and when ― there is no
shortage of information on the subject.
(A) Emotional eating is a popular term used to describe eating that is influenced by
emotions, both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may affect various aspects of your
eating, including your motivation to eat, your food choices, where and with whom
you eat, and the speed at which you eat. Most overeating is prompted by feelings
rather than physical hunger.
(B) Yet there is often a disconnect between what we know and what we do. We may have
the facts, but decisions also involve our feelings. Many people who struggle with
difficult emotions also struggle with eating problems.
(C) Individuals who struggle with obesity tend to eat in response to emotions. However,
people who eat for emotional reasons are not necessarily overweight. People of any
size may try to escape an emotional experience by preoccupying themselves with
eating or by obsessing over their shape and weight.
* obsess: 강박감을 갖다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영어 36번)

이 문항은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문장들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야 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에서는 문장 간 문법적 연결 관계나 내용적 연결 관계를
파악하여, 글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며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어진 문장들의 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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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이를 위해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어지는 문장들에서 논리적 흐름에 따른 문장
간의 연계성을 유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명시적 단서인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등의 쓰임뿐
아니라 내용상의 연결을 고려하여 문제를 풀어 보는 연습을 한다. 글의 중심 내용과 논리적 전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으면서 글의 중심 내용과 전개 방식을
파악해 본다.

7) 문법·어휘 유형
문법 능력은 암기를 통한 문법 지식의 습득뿐 아니라 문단의 전체적 의미나 문장 간의 의미적
관련성을 고려한 문법성 판단 등과 같은 적용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맞은 문법 형태를 주어진
보기 중에서 선택하거나(박스형) 잘못 사용된 문법적 표현을 찾아내는(밑줄형) 유형이 있다. 평소에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문법 요소에 관한 지식을 익히고, 글을 구성하는 다양한 문장 구조의
특성을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휘 능력은 문맥에 알맞은 어휘를 사용하는 능력으로, 문법과
마찬가지로 박스형과 밑줄형 유형이 있다.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으며 글의 전체적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여 어휘의 의미를 유추하되, 어휘의 1차적, 2차적, 3차적 의미까지 고려해서 문맥에 가장
적절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연습이 효과적이다. 이외에 대명사와 같은 지칭어가 가리키거나 의미하
는 바를 문맥을 통해 파악하는 지칭 추론 문항도 문법·어휘 유형에서 출제되므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한 학습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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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을 활용하여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예시 문항

◉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For every toxic substance, process, or product in use today,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 either already in existence, or waiting to be discovered th rough the
application of human intellect, ingenuity, and effort. In almost every case, the safer
alternative is (A) available / unavailable at a comparable cost. Industry may reject
these facts and complain about the high cost of acting, but history sets the record
straight. The chemical industry denied that there were practical alternatives to
ozone-depleting chemicals, (B) predicting / preventing not only economic disaster
but numerous deaths because food and vaccines would spoil without refrigeration.
They were wrong. The motor vehicle industry initially denied that cars caused air
pollution, then claimed that no technology existed to reduce pollution from vehicles,
and later argued that installing devices to reduce air pollution would make cars
extremely expensive. They were wrong every time. The pesticide industry argues that
synthetic pesticides are absolutely (C) necessary / unnecessary to grow food.
Thousands of organic farmers are proving them wrong.
* deplete: 고갈시키다 ** synthetic pesticide: 합성 살충제

①
②
③
④
⑤

(A)
available
available
available
unavailable
unavailable

……
……
……
……
……

(B)
predicting
preventing
predicting
preventing
predicting

……
……
……
……
……

(C)
necessary
necessary
unnecessary
unnecessary
necessary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영어 30번)

이 문항은 박스 안의 어휘 중에서 문맥에 알맞은 어휘를 찾는 문항이다. 글의 요지나 주제를
빨리 파악하여 글의 흐름상 의미가 적절한 어휘를 찾는다. 어휘의 의미를 많이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글의 중심 내용과 전체적 흐름을 고려하여 문맥에 적절한 어휘의 의미를 유추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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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능- EBS 연계 방식 및 유형
학습자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수능-EBS 연계 출제 정책’에 따라 영어 영역에서는
3가지 유형의 연계 방법을 활용하여 연계 문항들을 개발하고 있다. 각 유형별 특징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수능 영어 영역을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한다.

1) 지문 활용 유형
지문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직접 사용하여 문항
을 개발하는 유형이다.

예시 문항

◉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The advent of literacy and the creation of handwritten scrolls and, eventually,
handwritten books strengthened the ability of large and complex ideas to spread with
high fidelity.
The printing press boosted the power of ideas to copy themselves. Prior to low-cost
printing, ideas could and did spread by word of mouth. While this was tremendously
powerful, it limited the complexity of the ideas that could be propagated to those that
a single person could remember. ( ① ) It also added a certain amount of guaranteed
error. ( ② ) The spread of ideas by word of mouth was equivalent to a game of
telephone on a global scale. ( ③ ) But the incredible amount of time required to copy
a scroll or book by hand limited the speed with which information could spread this
way. ( ④ ) A well-trained monk could transcribe around four pages of text per day.
( ⑤ ) A printing press could copy information thousands of times faster, allowing
knowledge to spread far more quickly, with full fidelity, than ever before.
* fidelity: 충실 ** propagate: 전파하다

(2019학년도 수능 영어 3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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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The printing press boosted the power of ideas to copy themselves. Prior to low-cost
printing, ideas could and did spread by word of mouth. While this was tremendously
powerful, it ① limited the complexity of the ideas that could be propagated to those
that a single person could remember. It also added a certain amount of guaranteed
② error. The spread of ideas by word of mouth was equivalent to a game of telephone
on a global scale. The advent of literacy and the creation of handwritten scrolls and,
eventually, handwritten books ③ weakened the ability of large and complex ideas to
spread with high fidelity. But the incredible amount of time required to copy a scroll
or book by hand limited the ④ speed with which information could spread this way.
A well-trained monk could transcribe around four pages of text per day. A printing
press could copy information thousands of times faster, ⑤ allowing knowledge to
spread far more quickly, with full fidelity, than ever before.
* propagate: 전파하다 ** fidelity: 정확도, 충실도

(2019학년도 수능완성 영어 159쪽 29번)

2019학년도 수능 영어 38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영어의
159쪽에 수록된 29번 지문을 활용하여 문맥에 맞게 알맞은 자리에 문장을 삽입하는 문항으로 개발
한 것이다. 수능완성 영어에 수록된 지문에서는 인쇄술 발전 이전의 지식과 사상의 전파 방식을
역사적으로 설명한 후, 이전 방식의 단점과 비교하며 지식과 사상의 힘을 증진시킨 인쇄술의 장점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전체 내용의 흐름과 맞지 않게 쓰인 낱말을 찾아야 한다. 2019학년도 수능
영어 38번 문항에서 주어진 문장은 필사에 대한 내용으로, 필사 방식의 단점에 대한 내용 이전에
위치해야 하는 문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 지문의 핵심
내용과 그러한 핵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항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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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제재·논지 활용 유형
핵심 제재·논지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의 지문과 주제, 요지, 소재가 유사한 지문을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Dear Mr. Reese,
A few days ago, I submitted my application and recipe for the 2nd Annual DC Metro
Cooking Contest. However, I would like to change my recipe if it is possible. I have
checked the website again, but I could only find information about the contest date,
time, and prizes. I couldn’t see any information about changing recipes. I have just
created a great new recipe, and I believe people will love this more than the one I have
already submitted. Please let me know if I can change my submitted recipe. I look
forward to your response.
Best Regards,
Sophia Walker
① 요리 대회 일정을 안내하려고
② 요리 대회 심사 결과를 확인하려고
③ 요리법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려고
④ 새로운 요리법 개발을 요청하려고
⑤ 요리 대회 불참을 통보하려고
(2019학년도 수능 영어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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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d Annual DC Metro Kids Cook Recipe Contest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참가자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저녁 메뉴를 만들어야 한다.
② 참가자들이 상위 25개의 독창적인 요리법을 선별한다.
③ 요리 시합은 일부 Yummy Table 지점에서만 진행된다.
④ 대상 수상자는 유명 요리사가 함께하는 요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⑤ Yummy Table 사은품 가방은 결승전 진출자에게만 주어진다.
(2019학년도 수능완성 영어 124쪽 27번)

2019학년도 수능 영어 18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영어의
124쪽 27번 지문과 유사한 소재의 지문을 활용하여 목적을 찾는 문항으로 개발한 것이다. 수능
완성 영어에 수록된 지문은 요리 대회에 대한 안내문이다. 한편, 2019학년도 수능 영어 18번은
요리 대회 참가자가 요리 대회 주최 측에 보낸 편지를 제시하고 있다. 두 개의 지문은 ‘요리 대회’라는
공통의 소재와 주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 지문의 주제,
요지, 소재와 유사한 다양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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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원리 활용 유형
개념·원리 활용 유형은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문장 구조나 어휘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수능-EBS 연계 교재의 지문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Monumental” is a word that comes very close to ① expressing the basic
characteristic of Egyptian art.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been achieved as fully as it ② did in Egypt. The reason for this is not
the external size and massiveness of their works, although the Egyptians admittedly
achieved some amazing things in this respect. Many modern structures exceed ③
those of Egypt in terms of purely physical size. But massiveness has nothing to do with
monumentality. An Egyptian sculpture no bigger than a person’s hand is more
monumental than that gigantic pile of stones ④ that constitutes the war memorial in
Leipzig, for instance. Monumentality is not a matter of external weight, but of “inner
weight.” This inner weight is the quality which Egyptian art possesses to such a degree
that everything in it seems to be made of primeval stone, like a mountain range, even
if it is only a few inches across or ⑤ carved in wood.
* gigantic: 거대한 ** primeval: 원시 시대의
(2019학년도 수능 영어 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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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Many modern structures surpass those of Egypt in terms of purely physical size.

“Monumental” is a word that comes very close to expressing the basic
characteristic of Egyptian art.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been achieved as fully as it was in Egypt. ( ① ) The reason for this is
not the external size and massiveness of their works, although the Egyptians
admittedly achieved some amazing things in this respect. ( ② ) But massiveness has
nothing to do with monumentality. ( ③ ) An Egyptian sculpture no bigger than a
person’s hand is more monumental than that gigantic pile of stones that constitutes the
war memorial in Leipzig, for instance. ( ④ ) Monumentality is not a matter of external
weight, but of “inner weight.” ( ⑤ ) This inner weight is the quality which Egyptian
art possesses to such a degree that everything in it seems to be made of primeval stone,
like a mountain range, even if it is only a few inches across or carved in wood.
* gigantic 거대한 ** primeval 원시 시대의
(2019학년도 수능완성 영어 95쪽 38번)

2019학년도 수능 영어 29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영어의
95쪽 38번 지문을 활용하여 어법 문항으로 개발한 것이다. 수능완성 영어에 수록된 지문은 이집
트 예술 작품의 ‘monumentality’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항 유형은 문맥의 흐름에 맞게
문장을 삽입하는 유형이다. 2019학년도 수능 영어 29번은 기존의 문항을 활용하여 문법 사항을
묻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영어 문법 지식과 글을
구성하는 다양한 문장 구조의 특성을 학습한 뒤, 주어진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문법성을 판단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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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teachers work in isolation, they tend to see the world through one set of eyes
─ their own. The fact that there might be someone somewhere in the same building
or district who may be more successful at teaching this or that subject or lesson is (A)
based / lost on teachers who close the door and work their way through the school
calendar virtually alone. In the absence of a process that (B) allows / forbids them to
benchmark those who do things better or at least differently, teachers are left with that
one perspective ─ their own. I taught various subjects under the social studies
umbrella and had very little idea of how my peers who taught the same subject did
what they did. The idea of meeting regularly to compare notes, plan common
assessments, and share what we did well (C) mostly / never occurred to us. Rather,
we spent much time in the social studies office complaining about a lack of time and
playing the blame game.

①
②
③
④
⑤

(A)
based
based
lost
lost
lost

……
……
……
……
……

(B)
allows
forbids
allows
allows
forbids

……
……
……
……
……

(C)
never
mostly
mostly
never
never
(2017학년도 수능 영어 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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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teachers work in isolation, they tend to see the world through one set of eyes
─ their own. The fact that there might be someone somewhere in the same building
or district who may be more successful at teaching this or that subject or lesson is lost
on teachers who close the door and work their way through the school calendar
virtually alone. In the absence of a process that allows them to benchmark those who
do things better or at least differently, teachers are left with that one perspective ─
their own. I taught various subjects under the social studies umbrella and had very
little idea of how my peers who taught the same subject did what they did. The idea
of meeting regularly to compare notes, plan common assessments, and share what we
did well never occurred to us. Rather, we spent much time in the social studies office
complaining about a lack of time and playing the blame game.
① Learn from Other Teachers
② Learn to Apologize for Your Mistakes
③ Good Teachers Practice What They Preach
④ Try to Give Positive Signs to Your Students
⑤ Teachers Should Believe in Every Student’s Potential
(2017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203쪽 2번)

2017학년도 수능 영어 29번 문항은 2017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영어독해연
습의 203쪽 2번 지문을 활용하여 어휘 문항으로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에 수록
된 지문은 ‘교사들 간의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글로, 제목을 추론하는 문항이다. 2017학년도 수능
영어 29번은 ‘고립된 상황에 놓인 교사는 자신보다 더 나은 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과정의 부재로 좁은 시각을 갖는다’ 그리고 ‘의견이나 정보의 교환 등을 하지 않았다’
등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핵심 어휘를 묻는 문항이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글의 전체적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주어진 어휘의 다양한 의미를 고려하면서 글의 흐름에 적합한
어휘의 의미를 유추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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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활용 유형
자료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사용된 시각 자료(그림 또는 도표 등)를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M : Mom, I think the backyard is ready for Dad’s birthday party.
W : Really? Let’s see.
M : I hung a screen between the trees.
W : That’s nice.
M : I think he’ll enjoy watching our old family videos there.
W : I’m sure he will. Oh, did you buy the heart-shaped cake on the table?
M : Yes. I got it from Dad’s favorite bakery.
W : He’ll love it. What are the two boxes under the chair?
M : They’re gifts from Grandma and Grandpa.
W : How nice of them. Hmm. I think the striped mat on the grass is too small. We
cannot all sit there.
M : You’re right. I’ll bring more chairs.
W : Good idea. And you put the grill next to the garden lamp.
M : Yeah. As you know, Dad loves barbecue.
W : Right. We’re almost ready for the party.

(2019학년도 수능 영어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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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M: Honey, I’ve finished setting up for the family movie night.
W: Great. Oh, you hung the screen between the trees. Good idea.
M: Did you see the flowers I put in front of the screen?
W: The flowers are beautiful, but they’ll block our view of the movie there.
M: You’re right. I’ll move them before we start the movie.
W: I see you put popcorn and soft drinks out on the table already.
M: Yeah, the kids love them. I also put that checkered mat on the grass. What do you
think?
W: Great. I think we’re ready for the kids. They’re going to love that balloon tree you
put on the right.
M: Then, I guess we just need the kids.
W: I’ll go get them.

(2019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듣기 195쪽 6번)

2019학년도 수능 영어 6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영어듣기의
195쪽에 수록된 6번 문항의 그림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영어듣기에 수록된 문항은
대화를 듣고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그림에서 고르는 유형으로, ‘가족 영화의 밤’
준비에 관한 부부의 대화를 담고 있다. 2019학년도 수능 영어 6번은 EBS 연계 교재 문항의
그림과 유사하게 가족이 함께 동영상을 볼 장소의 그림과 이와 관련된 모자의 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에서 그림이나 도표 등에 제시된 주요 사항을
빠르게 검토하고, 제시된 대화 또는 담화에서 묘사된 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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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op Ten Origin Countr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School Years 1979-1980 and 2016-2017)
School Year 1979-1980
Country
Number
Iran
51,000
Taiwan
18,000
Nigeria
16,000
Canada
15,000
Japan
12,000
Hong Kong
10,000
Venezuela
10,000
Saudi Arabia
10,000
India
9,000
Thailand
7,000
Other countries
129,000
Total
286,000

School Year 2016-2017
Country
Number
China
351,000
India
186,000
South Korea
59,000
Saudi Arabia
53,000
Canada
27,000
Vietnam
22,000
Taiwan
22,000
Japan
19,000
Mexico
17,000
Brazil
13,000
Other countries
311,000
Total
1,079,000

∙Note: Detail may not add to total shown because of rounding.

The tables above show the top ten origin countries and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wo school years, 1979-1980 and 2016-2017.
① The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2016-2017 was over three times larger than
the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1979-1980. ② Iran, Taiwan, and Nigeria were
the top three origin countr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1979-1980, among which only
Taiwan was included in the list of the top ten origin countries in 2016-2017. ③ The number
of students from India was over twenty times larger in 2016-2017 than in 1979-1980, and
India ranked higher than China in 2016-2017. ④ South Korea, which was not included
among the top ten origin countries in 1979-1980, ranked third in 2016-2017. ⑤ Although
the number of students from Japan was larger in 2016-2017 than in 1979-1980, Japan ranked
lower in 2016-2017 than in 1979-1980.
(2019학년도 수능 영어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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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two tables above show the country-of-origin composition of the U.S. international
student population in the school year 1979–1980 and in the school year 2014–2015. ① Iran,
which was the top country of origin in 1979–1980, wasn’t among the top ten countries of
origin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2014–2015, whereas the opposite was true for China. ②
Taiwan, Canada, Japan, Saudi Arabia, and India were among the top ten international student
countries of origin both in 1979–1980 and in 2014–2015. ③ Between the two school years,
the number of students from India increased more than thirteen fold. ④ In 1979–1980, the
number of students from Nigeria was larger than that of students from Hong Kong and
Thailand combined. ⑤ In 2014–2015, the number of students from South Korea was more
than three times larger than that of students from Vietnam.
(2019학년도 수능완성 영어 27쪽 4번)

2019학년도 수능 영어 25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영어의
27쪽에 수록된 4번 문항의 도표를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수능완성 영어에 수록된 문항은
‘미국 대학교에 등록한 국제 학생의 상위 10개 출신국과 그 국가별 학생 수’를 표 형식으로
제시하고 표에 제시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2019학년도 수능 영어 25번은 같은 내용
중 일부를 도표로 제시하고 그 도표에 제시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조 등을 나타내는 영어 구문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EBS 연계 교재에서 그림
이나 도표 등에 제시된 주요 사항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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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의 성격
한국사 영역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한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사 기본 지식의 이해 정도와 역사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 영역의 평가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사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과 사고력을 평가한다.

나. 평가 목표
한국사 영역 시험은 역사 지식의 이해, 연대기적 사고, 역사 상황 및 쟁점의 인식, 역사 탐구의
설계 및 수행, 역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역사적 상상 및 판단 등 6가지 평가 요소를 고르게 측정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에서는 지식의 탐색 과정을 묻는 탐구형 문항을 중심으로 출제하되,
탐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개념 또는 탐구의 결과로 산출되는 지식이나 개념을 묻는
문항도 함께 출제한다. 각 행동 영역별 문항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
지식의
이해

• 역사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 기억하기
• 사실 간의 관계, 용어, 개념을 이해하기

• 역사의 연속성과 변화 및 발전을 이해하기
연대기적
사고

역사 상황
및 쟁점의
인식

역사
탐구의
설계 및
수행

• 역사 사건이나 상황의 시간 순서 및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 복합적인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적 상황을 인식하기
• 역사적인 갈등 관계 속에 내재된 주장이나 쟁점을 인식하기

•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질문을 선정하기
• 역사 탐구의 절차 제시와 적합한 사료 수집 및 방법을 선택하기
•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역사 탐구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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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역사적
상상 및
판단

• 역사 자료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과 정보를 분석하기
• 역사 자료의 분석을 통한 역사적 사실을 추론하기
• 역사 자료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해석하기

• 주어진 사실이나 자료를 토대로 있을 법한 역사적 상황을 추론하기
•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역사적 사실이나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다. 학습 방법
• 한국사의 주요 사건과 개념을 이해한다.
- 역사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실, 개념을 기억하기
- 사실 간의 관계, 용어, 개념을 이해하기

역사 학습에 필요한 중요한 개념 이해하기
예시 문항

◉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을 가져온 대동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원의 특권을 폐지하였다.
② 수확량의 절반을 농민에게 거두었다.
③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④ 특산물 대신 쌀 등을 세금으로 거두었다.
⑤ 군역을 면제받던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었다.
(문항 유형으로 알아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학습 안내)

대동법은 조선 후기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용어이다. 조선 정부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공물로 납부하게 하였다. 공물을 특산물로 납부하면서 방납의 폐단이 생기게
되자, 조선 정부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쌀이나 베,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대동법을 실시하게
된다.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공인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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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에서는 주요 용어에 관해서 관련 교과목 내용 영역의 개념들을 서로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습 과정에서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역사의 변화와 연속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 역사적 사건의 흐름 파악하기
-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역사적 사건의 흐름 파악하기
예시 문항

◉ (가)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① 강화도 조약 체결

②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③ 갑신정변 발생

④ 청·일 전쟁 발발

⑤ 을사조약 체결
(문항 유형으로 알아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학습 안내)

이 문항은 동학 농민 운동의 흐름과 청일 전쟁 발발의 관계를 이해하는지 묻고 있다. 동학 농민군은
청과 일본이 개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청을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으며, 동학 농민군은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해서 우금치
전투를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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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과 같이 중요한 사건의 원인과 경과, 결과를 전체적인 줄거리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굳이 세부적인 시점을 외우지 않아도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연도나 순서의 단순 암기가
아닌 역사적 자료와 증거를 활용한 논리적 이해가 효과적이다.
• 역사적 상황을 인식한다.
- 현재 남아 있는 유물이나 유적, 사료 등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 모습을 인식하기

유물을 통해 당시의 사회 모습을 인식하기
예시 문항

◉ 다음 도구가 제작되기 시작했던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① 율령이 반포되었다.

② 농경 생활을 하였다.

③ 고인돌이 만들어졌다.

④ 비파형 동검이 사용되었다.

⑤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행해졌다.
(문항 유형으로 알아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학습 안내)

이 문항은 선사 시대의 대표적 유물 사진을 통해 해당 시기의 모습을 묻고 있다. 제시된 사진은
모두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이다. 왼쪽 유물은 넓적한 돌 위에 둥근 돌을 올려놓은 갈판과
갈돌이고, 이 돌들은 곡식을 가는 데 사용되었다. 오른쪽 유물은 바닥이 뾰족한 빗살무늬토기로,
이 토기는 곡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두 유물 모두 신석기 시대 농경 생활과
관련이 있다.
역사 학습에서는 각 시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물이 있다. 그러한 유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유물의 쓰임새와 당시의 사회 모습을 관련지어
공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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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시대 상황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 다른 시대의 역사 자료를 통해 두 시대의 사회 모습을 서로 비교하여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기
- 역사의 연속성과 변화 및 발전 이해하기

다른 시대의 역사 자료를 통해 두 시대의 사회 모습을 서로 비교하기
예시 문항

◉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가), (나) 시기의 일반적인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재판을 맡은 손변이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에게나 다 같은 법이다. 어찌
성장하여 이미 결혼한 딸에게만 잘해 주고, 어머니도 없는 어린 아들에게는 매정하게
하겠는가?”라고 타일렀다. 잘못을 깨달은 누이와 동생이 서로 껴안고 울었다. 마침내
남매에게 재산을 반씩 나누어 주었다.
- 「고려사」 -

(나)우리 집안은 일찍이 사위와 외손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딸은 부모를 모시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으니 어찌 재산을 아들과 똑같이 나눌 수
있겠는가? 딸은 삼분의 일만 주어도 된다.
- 조선 시대 부안 김씨 고문서 -

① (가) - 아들을 딸보다 우대하였다.
② (가) - 아들과 딸에게 차별 없이 재산을 분배하였다.
③ (나) - 아들과 딸이 부모의 제사를 돌아가며 맡았다.
④ (나) - 딸이 재산을 상속받으면 제사를 지내야만 했다.
⑤ (가), (나) - 남성 중심의 가족 질서가 정착되었다.
(문항 유형으로 알아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학습 안내)

이 문항은 고려와 조선의 가족 제도를 비교하는 문항이다. 고려 시대는 가족 내의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대등하였고,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재산도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상속되었다.
그러나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이 건국되면서 가족 제도에도 성리학적 질서가 적용되었다.
그 결과, 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재산 상속과 제사 시행이 남성 위주로 변화하는 등 조선 중기
이후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른다. 역사 학습에서는 특정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역사에서 사상이나 제도는 일정
기간 지속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변화되곤 한다. 사례를 통해 어떤 사상이나 제도가 유지되는
원리와 그것이 변화되는 계기를 알아보는 것이 좋은 학습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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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탐구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 탐구 활동을 수행한다.
-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에 대한 탐구 방법을 계획하기
- 관련된 자료를 찾아 탐구 활동을 수행하기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탐구 활동을 수행하기
예시 문항

◉ 다음은 수행 평가 보고서의 개요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탐구 주제 : ○○○ 전쟁의 진행과 결과
2. 해당 시기 : 1950∼1953년
3. 수집 자료
－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는 유엔 관련 자료
(가)

－

－ 군인 및 민간인 사망자 통계 자료
－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내용
4. 자료 분석 결과
－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 휴전 이후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강화되었다.
① 인천 상륙 작전 사진

② 5·10 총선거 포스터

③ 베트남 파병 관련 신문 기사

④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내용

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
(문항 유형으로 알아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학습 안내)

이 문항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6·25 전쟁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탐구 활동을 묻고 있다. 6·25 전쟁의 진행과 결과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야 한다. 인천 상륙 작전은 6·25 전쟁의 전세를 바꾼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진은 수행 평가 보고서의 수집 자료로 적합하다. 탐구는 알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조사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탐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학교 수행 평가 과제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다. 역사의 내용만이 아니라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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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의 핵심 내용을 분석한다.
- 역사 자료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 역사 자료가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을 분석하기
- 자료 분석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 추론하기

자료 분석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 추론하기
예시 문항

◉ (가)의 시기에 나타난 경제 변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농지 개혁으로 자작농이 늘어났다.
② 서울 올림픽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③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 제품의 인기가 높아졌다.
④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외환 위기를 극복하였다.
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수출 산업이 육성되었다.
(문항 유형으로 알아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학습 안내)

이 문항은 그래프에 나타난 국민 소득 변화의 원인을 묻고 있다.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1970~1978년
에 1인당 국민 소득이 이전 시기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달러를
돌파하였다. 이 시기에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수출 산업을 육성하여 1인당 국민 소득이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사 영역에서는 사료뿐만 아니라 통계, 사진, 그림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된다. 각각의 자료를
역사적 배경이나 의미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그래프나 통계는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통계 자료를 통해 역사적 상황이나 사회적 변화를 이해해 보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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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를 통해 개연성 있는 상황을 상상하거나 역사 속에 나타난 주장이나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역사 자료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거나 그 상상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 주장의 근거를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주장이나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주장이나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예시 문항

◉ 밑줄 친 ㉠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섬에서 서북 85리에 있는 무인도는
다른 나라가 점유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지난 1903년 이래 나카이라는
자가 이 섬에서 어업에 종사한 바, …(중략)… 이 섬을 본국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
현에서 관할하도록 한다.
－일본 내각회의 결정, 1905－

① 백두산정계비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발표한다.
② 대한제국이 파견한 간도 관리사의 활동을 조사한다.
③ 관련 사료를 통해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밝힌다.
④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분석하여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한다.
⑤ 고구려, 발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동북공정을 비판한다.
(문항 유형으로 알아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학습 안내)

이 문항은 일본의 허구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역사 속에서 찾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자료는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 주장하며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고자 한 일본 내각회의 결정문이다. 일본의 무주지 선점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이미
주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최선의 반박 논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기록되어 있는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과 같은 사료를 검토해서
구체적 근거를 찾아보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한국사 영역에서는 역사 학습을 통해서 가치 판단이 따르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항에 대해서는 개별 사실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사실을 묶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주어진 조건에서 합당한 결정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학습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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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능- EBS 연계 방식 및 유형
1) 개념·원리 활용 유형
한국사 영역에서 개념·원리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 본문과 자료에 소개된 개념이나
원리를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하되 정답을 찾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는 그대로 연계하여
문항을 개발하는 유형이다.

예시 문항

◉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② 원산 학사를 설립하였다.
③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였다.
④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다.
(2019학년도 수능 한국사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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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연계 부분

(2019학년도 수능특강 한국사 105쪽)

2019학년도 수능 한국사 14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한국사의
105쪽에 수록된 ‘독립 협회의 창립과 활동’에 대한 내용을 활용하여 개발한 문항이다. 수능특강
한국사의 105쪽에 수록된 ‘독립 협회의 창립과 활동’은 한국사 교육과정과 8종 교과서에서 기본적으
로 다루고 있는 구국 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의 전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교과서, EBS 연계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국사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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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지문 활용 유형
한국사 영역에서 자료·지문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소개된 자료나 지문 또는 문항의
자료나 지문을 전부 또는 부분 인용, 축소, 확대, 추가하여 자료나 지문으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예시 문항

◉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오군란에 가담하였다.
②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④ 오산 학교와 대성 학교를 설립하였다.
⑤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2019학년도 수능 한국사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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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연계 부분

(2019학년도 수능특강 한국사 152쪽 7번)

2019학년도 수능 한국사 16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한국사의
152쪽에 수록된 문항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문과 답지를 개발한 것이다. 16번 문항의
제시문은 EBS 본문 자료를 변형하여 작성되었고, 추가로 김익상과 김상옥의 사진을 추가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를 통해 익힌 개념을 여러 형태로
적용해 보는 학습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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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항 변형 유형
한국사 영역에서 문항 변형 유형은 문항이 다루는 핵심 개념이나 출제 의도는 수능-EBS 연계
교재의 해당 문항과 일치하되 지문이나 답지의 핵심 내용 및 표현을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여 문항을 개발하는 유형이다.

예시 문항

◉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좌우 합작 위원회가 주도하였다.
② 수신사를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집강소를 통해 폐정 개혁을 추진하였다.
④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발생하였다.
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쳤다.
(2019학년도 수능 한국사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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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연계 부분

(2019학년도 수능특강 한국사 133쪽 1번)

2019학년도 수능 한국사 15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한국사의
133쪽에 수록된 1번 문항을 변형하여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한국사 133쪽 1번의 사진 자료를
문장 형태로 제시하여 핵심 내용 및 표현을 유사하게 변형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민족 운동’인
3·1 운동을 파악하게 하고 3·1 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을 찾도록 하였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에 나오는 지문을 이해한 후 유사한 내용이나 주제를 포함한 문항의 사례들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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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의 성격
사회탐구 영역의 시험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윤리적·지리적·역사적·사회적 상황을 소재로
제시하고, 인문학적·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대학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사회과학적
탐구 능력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즉, 사회탐구 영역의
평가는 대학에서 인문·사회 계열의 학문을 수학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탐구 능력뿐 아니라,
고등학교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를 통해서 함양되어야 할 민주 시민의 자질을 측정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평가 목표
사회탐구 영역의 시험은 개념·원리의 이해, 문제 파악 및 인식,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 가치 판단 및 의사 결정 등 6가지 평가 요소를 고르게 측정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지식의 탐색 과정을 묻는 탐구형 문항을 중심으로 출제하되,
탐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개념 또는 탐구의 결과로 산출되는 지식이나 개념을 묻는
문항도 함께 출제한다. 각 행동 영역별 문항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념·
원리의
이해

• 교과의 개념이나 원리 등 기본적인 지식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 교과의 개념이나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 자료에 나타난 핵심 논쟁점, 주장, 문제 등 탐구해야 할 주제 찾기
문제 파악
및 인식

• 자료에 나타난 주장이나 관점에 내재된 기본 전제나 가정 찾기

• 자료에서 개념이나 요소 간의 연관 관계를 추론하여 가설 설정하기
탐구 설계
및 수행

•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 절차나 방법 제시하기
• 가설이나 주제를 탐구하는 데 적합한 조사 내용 및 자료 찾기

•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적절하게 분석하기
자료 분석
및 해석

•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시대적 배경, 사회적 의미, 관련 이론 등과 연관 지어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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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정보를 기초로 하여 결론을 적절하게 도출하기
결론 도출
및 평가

• 도출된 결론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 제기되는 문제의 쟁점에 담긴 가치 식별하기

가치 판단
및
의사 결정

•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평가하여 선택하고, 이 선택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하기

다. 학습 방법
1) 공통되는 학습 방법
• 사회탐구 영역을 구성하는 교과목 내용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이해한다.
- 여러 사실과 개념 등을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서로 관련지어 이해하기
- 교과서의 단원별 목표와 주요 개념을 요약 정리해 보기
- 주요 개념이나 원리를 다른 사례에 적용해 보기

여러 사실과 개념 등을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서로 관련지어 이해하기

예시 문항

◉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탐구 주제로 삼아
바람직한 삶의 이상을 제안하고 올바른 판단과 행위의 근거인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실생활의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탐구 주제로 삼아
환경오염, 연명 치료 중단, 사형 제도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한 규범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① (가) :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② (가) :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의 실태 조사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③ (나) :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검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④ (나) : 윤리학은 현실 문제에 대한 도덕 원리의 적용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⑤ (가), (나) :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배제한 결론 도출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2019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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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은 윤리학의 종류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문항이다. (가) 제시문은 이론 윤리학의 주장으로,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의 가치 탐구’, ‘바람직한 삶의 이상 제안’, ‘보편적 도덕원리 정립’ 등의
내용이 풀이의 단서이다. 그리고 (나) 제시문은 응용 윤리학의 주장으로, ‘실생활의 도덕적 문제
해결 탐구’, ‘현안에 대한 규범적 해결책 제시’ 등의 내용이 풀이의 단서이다. 이론 윤리학은 일반적인
삶의 이상과 가치관을 다루고 도덕의 근거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반면, 응용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을 기초로 실생활의 현안에 대한 도덕적 해법을 탐구한다.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다양한 개념어나 일반화된 명제 등의 교과 지식을 실제 생활의 사례에
적용하거나, 실제 생활의 사례와 관련을 지어 이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사회탐구 영역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기르고 실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탐구의 일반적 절차인 문제 인식 및 정의 ⇨ 가설 수립 ⇨ 가설 검증(증거 자료 수집
및 분석) ⇨ 결론 도출 및 일반화의 의미 파악하기
-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수집하기
- 수집한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환하기
-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고 가치 판단하기
- 여러 가지 사회문제 해결에 탐구 절차를 적용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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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의 일반적 절차인 문제 인식 및 정의 ⇨ 가설 수립 ⇨ 가설 검증(증거
자료 수집 및 분석) ⇨ 결론 도출 및 일반화의 의미 파악하기
예시 문항

◉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연구 주제: 중·고등학생의 게임 몰입이 주변 사람과의 대화에 미치는 영향
◦ 연구 가설
<가설 1> 게임을 적게 할수록 부모와 대화는 많을 것이다.
(가)

<가설 2>

◦ 자료 수집
- 조사 방법 : 중․고등학생 1,00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설문 조사
- 조사 내용 : ㉠ 게임 시간 정도, ㉡ 부모와 대화 정도, 친구와 대화 정도
◦ 자료 분석 결과
- 자료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부모와 대화 정도 및 친구와 대화 정도는
게임 시간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게임 시간 정도
대화 정도

많음

중간

적음

부모와 대화

친구와 대화 많음

78

100

120

많음

친구와 대화 적음

52

70

80

부모와 대화

친구와 대화 많음

172

100

A

적음

친구와 대화 적음

48

B

C

* 무응답이나 복수 응답 없음.
** A + B = C = 3A
<보 기>

ㄱ. 게임을 많이 한 집단은 실험 집단, 게임을 적게 한 집단은 통제 집단이다.
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 ㉡은 양(＋)의 관계이다.
ㄷ. 부모와 대화 정도가 적다는 응답자가 친구와 대화 정도가 적다는 응답자보다
많다.
ㄹ. (가)가 ‘게임을 적게 할수록 친구와 대화는 많을 것이다.’라면, <가설 2>는
기각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9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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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은 양적 연구 방법 중 질문지법을 이용한 연구 설계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제시문은 질문지법을 이용한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과정을 나타
낸 것으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개념과 관계, 가설 설정과 검증에 대한 이해, 질문지법을 통한
사회․문화 현상의 기초적인 탐구 절차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방법에 대한 주요 용어(개념) 및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시된 자료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해석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탐구의 과정과 그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탐구 과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탐구 방법 및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기보다는 탐구
과정을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표 및 그래프 등의 자료에 적용해보는 연습이 학습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사회탐구 영역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기르고 실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교과서에 제시된 통계, 도표, 지도, 연표, 그림 등을 해석하기
- 통계, 도표와 지도 등의 작성 원리와 과정 등을 이해하고, 실제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여
도표 등을 직접 만들어 보기
- 통계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고, 규칙성과 경향성을 파악하여 예측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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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제시된 통계, 도표, 지도, 연표, 그림 등을 해석하기

예시 문항

◉ 그래프는 식량 작물 (가), (나)의 대륙별 생산량과 수출량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밀, 쌀, 옥수수 중 하나임.) [3점]

<보 기>

ㄱ. (가)는 대부분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재배된다.
ㄴ. (나)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이다.
ㄷ. (가)는 (나)보다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다.
ㄹ. (가)와 (나)의 기원지는 동일한 대륙에 위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9학년도 수능 세계 지리 20번)

이 문항은 그래프에 제시된 두 가지 주요 식량 작물의 생산량과 수출량의 대륙별 비율(%)을 자료로
삼아, 해당 식량 작물 및 그 식량 작물의 특징을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그래프에 나타난
수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해당되는 식량 작물을 추론한 후, 각 식량 작물의 특성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는 교과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분석·해석해 볼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
사회탐구 영역의 문항 해결을 위해서는 지도나 그래프 등 다양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관련 개념과
핵심 주제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습 과정에서 주요 개념 및 핵심 주제와
관련된 지도, 그래프, 도표 등을 충분히 분석·해석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 사회탐구 영역의 내용은 인간 사회의 현상을 주요 대상으로 함을 인식하고 현재의 가치 및
사회 현상과 시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 언론 매체 등에서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가치 등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의미 파악하기
- 현재의 가치 및 사회 현상이나 시사적인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고, 학습한 내용과 탐구
절차를 적용하여 대처 방안 찾아보기

| 1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언론 매체 등에서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가치 등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의미 파악하기

예시 문항

◉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그림은 유럽 열강 중 하나인 이 나라의 국왕 레오폴드(레오
폴트) 2세가 아프리카인들에게 행한 가혹한 착취를 풍자한
것이다. 그는 고무, 상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인들
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학살을 자행하였다.

① 파쇼다에서 영국과 충돌하였다.
② 모로코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대립하였다.
③ 아도와 전투에서 에티오피아에 패배하였다.
④ 줄루족과 벌인 이산들와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⑤ 프랑스 등과 함께 콩고강 일대를 분할 지배하였다.
(2019학년도 수능 세계사 17번)

이 문항은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의 일환이었던 벨기에의 콩고 지배에 대해 알아보는
문항이다. 자료의 그림은 벨기에의 콩고 식민지 수탈을 그린 풍자화로,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2세가 벌인 착취와 학살 등을 묘사하였다. 그림과 제시문을 통해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점령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그 의미를 파악하고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사회과학적 개념과 원리를 신문 기사, TV 뉴스, 정부 보도 자료 등과 같은
언론 매체의 시사적 자료를 통해 묻는 문항 형식이 자주 활용된다. 이는 단순히 개념과 원리에
대한 암기 여부를 넘어서, 실제 생활 사례에 적용하거나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생활 사례와 사회과학적 개념 및 원리를 연계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과목별 학습 방법
• 윤리(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교과서의 핵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기
- 다양한 심화 읽기 자료를 통해 교과서의 관련 개념이나 원리를 도출해 보기
- 현실의 다양한 이슈들을 응용 윤리 이론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 교과서에 제시된 윤리 사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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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안 찾아보기
- 교과 지식을 적용하여 실생활의 가치 갈등 사례를 이해해 보는 훈련을 위해 신문 등의
보도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다양한 심화 읽기 자료를 통해 교과서의 관련 개념이나 원리를 도출해 보기

예시 문항

◉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유덕한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서 위인들의 업적을 모범으로 삼는다. ‘실천’은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의 품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전통의 업적을 배우는
방법이다.
을 : 여성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인간관계에서의 보살핌과 책임에 있다. 정의의 입장이
전제하는 공정성보다 인간관계에 내포된 인간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 기>

ㄱ. 갑 :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ㄴ. 을 : 공정성의 가치와 보살핌의 가치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ㄷ. 을 : 배려보다 권리를 도덕성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
ㄹ. 갑, 을 : 추상적 도덕 원리보다 삶의 구체적 상황을 중시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③ ㄷ, ㄹ

(2019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17번)

이 문항은 행위자의 성품과 공동체의 전통을 강조한 덕 윤리 사상과 구체적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배려 윤리 사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문항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되며,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는 공동체의 전통적 가치를 체화한
덕의 소유자에 의해 실천된다는 것이 덕 윤리 사상의 입장이다. 반면 배려 윤리 사상에서는 보편적
자유와 정의(正義)를 추구하는 남성 중심적 윤리가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추구하는 여성주의
윤리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현대 윤리 사상으로서 덕 윤리와 배려 윤리 사상이 지니는
특징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제시된 자료를 분석적으로 읽음으로써 이를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와 사상 과목은 제시 지문의 자료 내용을 통하여 특정의 사상이나 사상가를 분별해 내는
능력과 함께 그 사상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시대의 사상들에 대한 비교 뿐 아니라 상이한
시대의 사상들에 대한 비교에도 충분히 유의하여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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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다양한 이슈들을 응용 윤리 이론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예시 문항

◉ 갑, 을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신을 찬양하고 덕을 찬양하는 시(詩)만을 이 나라에 받아들여야 한다. 시를 통해
즐거움만 누리려 한다면 이성 대신 즐거움과 괴로움이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을 : 예술가는 도덕적 공감을 지니지 않는다. 예술가에게 도덕적 공감은 용납될 수
없는 구태의연한 양식에 불과하다. 예술가는 단지 아름다움의 창조자일 뿐이다.

<사례>
A는 웹툰 작가로 포털 사이트에 작품을 연재할 예정이다. 어떤 작품을 그려야 할지
A는 고민하고 있다.
① 갑 : 독자들이 오로지 즐거움만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② 갑 : 독자들이 도덕적 이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
③ 을 : 독자들에게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달하도록 하세요.
④ 을 : 독자들에게 도덕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
⑤ 갑, 을 :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세요.
(2019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5번)

이 문항은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도덕주의와 심미주의의 관점에서 작가에게 주는 적절한
조언을 판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도덕주의는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며, 예술이 인간의 올바른 도덕적 품성 함양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심미주의는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는 무관하다고 보며, 예술은 예술 자체만을 위하여 미적
가치 추구만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도덕주의와 심미주의는 각각 참여 예술론과
순수 예술론을 지지한다. 이 문항은 도덕주의와 심미주의의 특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
을 바탕으로 갑과 을의 입장이 어느 관점에 해당하는지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도덕주의와
심미주의 각각의 관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조언을 판별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생활과 윤리 과목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실의 도덕 문제들에 대해 특정한 윤리적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주장이나 논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윤리적 입장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실적 도덕 문제에 적용해 봄으로써 다양한
윤리적 입장의 특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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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한국 지리, 세계 지리)
- 여러 가지 현상을 지리학의 기본 개념이나 법칙에 근거하여 이해하기
- 지리적 정보를 담은 지도나 도표를 분석하여 변화된 내용을 파악하기
- 인간 생활의 모습을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기
- 시사성을 띤 문제나 관심이 집중된 지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학습하기
- 한국 지리에서는 국토의 다양한 지리적 현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 및 공간 구조를 자연환경, 산업, 인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기
- 세계 지리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세계
여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주제를 탐색하며, 지역 간 상호 공존 및 갈등 해결의 다양한
방안 학습하기

지리적 정보를 담은 지도와 도표를 분석하여 변화된 내용을 파악하기

예시 문항

◉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는 (라)보다 거주 외국인 수가 많다.
ㄴ. (나)는 (다)보다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ㄷ. (나)는 (라)보다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ㄹ. (가)와 (다)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③ ㄴ, ㄹ

(2019학년도 수능 한국 지리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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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은 수도권 내 주요 지역별 인구 변화를 통해, 해당 지역을 파악한 후, 그 지역의 특성을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지도에 제시된 지역의 위치와 지리적 특색을 파악하고, 이를
그래프에 제시된 인구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연결하여 해당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추론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한국 지리 과목의 문항 해결을 위해서는 지도, 통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국토의 다양한 지리적
현상에 대해 추론하거나, 각 지역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학습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간 생활의 모습을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기

예시 문항

◉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에너지원별 공급량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수력, 지열, 태양광(열), 풍력 중 하나임.)

① (가)는 낙차가 크고 수량이 풍부한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② (나)는 연간 일조량이 많은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③ (다)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부는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④ (라)는 해령이 위치한 곳에서 이용이 활발하다.
⑤ 세계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라) 중 (다)가 가장 크다.
(2019학년도 수능 세계 지리 13번)

이 문항은 자연지리적 특성이 뚜렷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주요 에너지원 공급량 비중을 통해
해당 에너지원의 특성을 묻고 있으며, 수력, 지열, 태양에너지, 풍력을 사례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및 결과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고 있다. 산지가 높거나, 화산 활동이 활발하거나, 바람이나
일조량이 많은 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징이 에너지원 활용이라는 인간 활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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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리 과목의 문항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 및 인문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사례로 제시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생활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과도한 개발의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사례 지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역사(동아시아사, 세계사)
- 동아시아사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핵심적인 사건, 제도의
실시 배경, 내용, 영향 등을 정치･사회 세력의 동향에 유의하면서 전후 시대와 관련지어
주제별로 정리하기
- 세계사에서는 각 지역별로 전개되는 중요한 사실을 고르게 이해하면서, 대표적인 역사
적 자료와 관련지어 정리하고 지도나 도표화해서 해석해 보기

핵심적인 사건의 배경, 내용, 영향 등을 정리하기

예시 문항

◉ (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제11조 청 정부는 영국 정부에 상하이, 닝보, 푸저우 등의 항구에 더하여 뉴좡,
덩저우, 타이난 등에서도 항구를 추가로 개항한다.
(나) 제10조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었거나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보 기>

ㄱ. (가) - 외국군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였다.
ㄴ. (가) -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ㄷ. (나) - 영토 할양 규정이 포함되었다.
ㄹ. (나) -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9학년도 수능 동아시아사 15번)

이 문항은 중․영 톈진조약과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를 통해 서양 세력의 등장과 동아시아
국가의 개항 당시의 불평등 조약의 내용에 대해 묻고 있다. 제시문은 중․영 톈진조약과 조일수호조규
(강화도 조약)의 일부로, 해당 조약의 배경, 내용,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동아시아사 과목은 한·중·일·베트남 등의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주제에 따라 비교·조망할
수 있도록 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사 과목에서는 제시된 주제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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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개념의 이해가 한 나라의 역사에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해당하는 주제와 개념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각각 무엇인지
비교하여 이해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지역 세계의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예시 문항

◉ 밑줄 친 ‘독립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카리브해의 섬에서 독립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공식적으로 독립 선언이 발표된 후
이를 축하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당시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 행사장을 방문한
에드워드 코벳 씨의 눈에 이곳은 환희의 현장으로 비쳤다. 그에 따르면, 이는 그동안
흘린 흑인 노예들의 피와 땀이 새로운 조국의 탄생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식민지에서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이 위 절반은 푸른색, 아래 절반은 붉은색인 깃발을
휘날리며 축제를 벌였다고 한다. 이 깃발이야말로 카리브해에서 처음 탄생한 독립국의
강렬한 상징물이었다.
① 미국 독립 전쟁에 참여하였다.
② 크리오요가 독립 운동을 주도하였다.
③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다.
④ 먼로 선언이 독립 운동을 자극하였다.
⑤ 프랑스 혁명의 자극을 받아 수립되었다.
(2019학년도 수능 세계사 14번)

이 문항은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인 아이티 공화국의 수립 과정에 대해 묻고 있다. 이
시기에 대한 학습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와 서양 열강의 관계,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나라들 사이의 종교, 기술, 학문의 전파나 교역로의 형성, 국제 무역이 ‘지역
세계’ 간에 상호 영향을 끼치는 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 파악하고 그 내용을 시대별로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교류’에 해당하는 주제뿐 아니라, 지역별·시기별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정리할 때, 유사한 주제 아래 묶일 수 있는 사건과 그 역사적 의의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검토하는
학습도 필요하다.
세계사 과목은 동아시아, 서아시아, 인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같은 ‘지역 세계’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자적 성취와 더불어 ‘지역 세계’ 사이의 상호 관계를 조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 세계’ 역사 발전의 내부적 계기뿐 아니라 ‘지역 세계’ 사이의 통합이 활성화되는
데 전환점이 되는 주요 사건과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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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회(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한 후, 다양한 소재나 문제 상황에서 이를 분석·도출하기
- 신문 기사, 논설 자료, 통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 찾아보기
- 법과 정치에서는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판례 해석이나 법·정치 관련 사례, 시사
문제 등을 분석하기
- 경제에서는 기본적인 경제학적 개념, 원리, 이론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기사, 도표, 그래프 등 각종 자료 분석하기
- 사회·문화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된 각종 기사, 도표, 그래프, 그림 등을 분석하기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판례 해석이나 법·정치 관련 사례, 시사 문제
등을 분석하기
예시 문항

◉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우리나라 헌법 기관이다.)
A는 공직 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 갑은 공직 선거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건이 없어 다른 권리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없었기에 A의 헌법상
입법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B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B는
A가 위 표를 개정하지 않아 갑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나, 그 사이 위 표가 헌법에
맞게 개정되어 갑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실익이 소멸하였기에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① A의 헌법상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갑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② 갑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B에 신청하였을 것이다.
③ 갑이 B에 청구한 심판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④ 갑은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B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의 장(長)은 B의 장(長)과 달리 헌법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탄핵 소추될 수 있다.
(2019학년도 수능 법과 정치 4번)

이 문항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제도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제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제시문 자료는 실제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교육과정 수준에 맞게 발췌 및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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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A는 국회, B는 헌법 재판소임을 파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과 정치 과목에서는 법·정치 현상과 관련된 실제 사례 및 판례, 시사 문제 등을 자료로
활용하는 빈도가 높다. 응시생은 이를 분석하여 기본 개념과 원리 등을 적용하고 주어진 사례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례 및 판례 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적절하게 대입하고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관련 개념을 실제 또는 가상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을 미리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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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경제학적 개념, 원리, 이론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도표,
그래프 등 각종 자료 분석하기
예시 문항

◉ 다음은 갑국의 경제 뉴스이다. 밑줄 친 ㉠, ㉡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그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ㄴ.

ㄷ.

ㄹ.

㉠

㉡

①

ㄱ

ㄴ

④

ㄴ

ㄹ

㉠

㉡

②

ㄱ

ㄷ

⑤

ㄷ

ㄹ

③

㉠

㉡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경제 7번)

이 문항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원인에 관한 문항이다. ㉠의 주요 수입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
총공급의 감소를, ㉡의 민간 소비의 감소가 총수요의 감소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이 각각이
그림 ㄱ~ㄹ 가운데 어떤 그림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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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목에서는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요 경제 개념 및 원리를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학습 과정에서 경제 현상을
표현한 다양한 자료들(예: 그림, 그래프, 도표 등)을 자주 접하면서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 현상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된
각종 기사, 도표, 그래프, 그림 등을 분석하기
예시 문항

◉ 표는 갑국의 가구 구성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가구 형태 이외의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위 : %)
구분

2015년

2017년

부부

21.7

22.0

부부와 미혼 자녀

44.9

45.0

한부모와 미혼 자녀

15.1

14.5

부부와 양(편)친

1.1

1.1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4.2

4.2

1인 가구

13.0

13.2

계

100.0

100.0

* 2015년 대비 2017년 전체 가구 수는 10% 증가함.

① 2015년 대비 2017년 2세대로 구성된 핵가족 가구 수는 증가하였다.
② 2015년 대비 2017년 ‘부부’ 가구 수 증가율이 전체 가구 수 증가율보다 크다.
③ 2015년 대비 2017년 ‘1인 가구’ 수 증가율은 확대 가족 가구 수 증가율의 2배를 넘는다.
④ 2015년과 2017년 모두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는 핵가족 가구 전체의 50% 이상이다.
⑤ 2015년과 2017년 모두 1세대로 구성된 핵가족 가구 비율이 확대 가족 가구 비율보다
높다.
(2019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9번)

이 문항은 가구 구성비 변화를 나타낸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문항이다. 자료에 나타난 ‘부부’
가구는 1세대 핵가족, ‘부부와 미혼 자녀’는 2세대 핵가족, ‘한부모와 미혼 자녀’는 2세대 핵가족,
‘부부와 양(편)친’은 2세대 확대 가족,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는 3세대 확대 가족,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통해 가족 및 가구와 관련된 자료를 탐구하는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및 가구와 관련된 주요 용어(개념) 및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시된 자료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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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과목에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표현한 여러 유형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는 연습은 물론,
사회·문화 현상을 다양한 자료로 표현해 보는 연습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라. 수능- EBS 연계 방식 및 유형
1) 개념·원리 활용 유형
사회탐구 영역에서 개념·원리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 본문과 자료에 소개된 개념
및 원리를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하되 정답을 찾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는 그대로
연계된 유형이다.

예시 문항

◉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앎[知]은 실행[行]의 시작이고 실행은 앎의 완성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가)

다면 앎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실행은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되고, 실행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앎은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된다.

(나)

[가로 열쇠]
(A) : 말한 그대로 실천하여 말[言]과 행위[行]가 하나로 같아짐
(B) :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예) 플라톤의 4주덕 : ○○, 용기, 절제, 정의
[세로 열쇠]
(C) : … 개념

① 도덕적 인식[知]을 도덕적 실천[行]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경전에 대한 학습에 의존하여 양지(良知)를 최대로 확충하는 것이다.
③ 마음 밖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지극한 데까지 궁구하는 것이다.
④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를 각각의 사물에서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⑤ 마음의 본체인 성(性)과 그 작용인 정(情)을 통괄하여 주재하는 것이다.
(2019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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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과 양명학의 차이

(2019학년도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23쪽)

2019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4번 문항은 왕수인의 ‘치지(致知)’ 개념을 주희의 ‘치지’ 개념과
비교하여 명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의 23쪽에 수록된 ‘성리학과 양명학의 차이’의 설명 내용과 주희와
왕수인의 ‘격물치지’에 대한 입장 설명 내용, 30쪽의 관련 문항 등을 바탕으로 개발한 문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 교과서, EBS 연계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사상 및 사상가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들을 분명하고도
깊이 있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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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지리 정보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라)에는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② (가)는 (나)보다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이 이르다.
③ (나)는 (다)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④ (라)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⑤ 영해 설정에 (가)는 통상 기선, (라)는 직선 기선이 적용된다.
(2019학년도 수능 한국 지리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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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를 토대로 우리나라 및 (가)~(라)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가)~(라)는
우리나라 영토의 4극 중 하나임.)

①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② 겨울철에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③ 서울에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은 12시이다.
④ (가)는 (라)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⑤ (다)는 (나)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2019학년도 수능완성 한국 지리 9쪽 8번)

2019학년도 수능 한국 지리 1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한국
지리의 9쪽에 수록된 8번 문항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극북, 극남, 극동, 극서의
위치는 한국 지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EBS 연계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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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송의 유학자들은 오경보다 사서를 더 중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상적 흐름 속에서
대학을 새롭게 해석하여 대학장구라 하고, 중용에 대한 새 해석을 더해
중용장구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논어와 맹자에 대한 새로운 주석서로서
논어집주와 맹자집주를 저술하였다.
① 국학을 연구하여 고사기전을 저술하였다.
② 황제의 명에 따라 오경정의를 편찬하였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몽요결을 집필하였다.
④ 풍기에 백운동 서원을 세워 선현을 배향하였다.
⑤ 유학에 형이상학적 이론을 보강하여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2019학년도 수능 동아시아사 7번)

EBS 연계 부분

(2019학년도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80쪽)

2019학년도 수능 동아시아사 7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동아시
아사의 80쪽에 수록된 ‘주희의 사서집주’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개발한 문항이다. 수능특강
동아시아사의 80쪽에 수록된 자료에 대한 설명은 동아시아사 교육과정과 3종의 교과서에서 기본적
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성리학의 성립과 발전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교과서, EBS 연계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동아시아사 전개의 핵심적인 사건과 이를 포괄하는 주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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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친 ㉠ ~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다.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을 따른다.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⑤ ㉠, ㉡,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에 의해 설명된다.
(2019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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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능완성 사회･문화 126쪽 1번 )

2019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1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 완성 사회･
문화의 126쪽의 1번 문항에 나타난 개념･원리를 토대로 개발한 것이다. 제시된 문항에서 ㉠은
자연 현상, ㉡은 사회․문화 현상, ㉢은 사회․문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BS 연계
교재에 근거하여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에 부합하는 답지의 설명을 찾아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 교과서, EBS 연계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초적인 개념을 충분히 습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분석 및 적용 원리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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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지문 활용 유형
사회탐구 영역에서 자료·지문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소개된 자료나 지문 또는
문항의 자료나 지문을 전부 또는 부분 인용, 축소, 확대, 추가하여 자료나 지문으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예시 문항

◉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인권에 대한 강조는 무능한 정치체제나 국민의 복지에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작용할 수 있으며 기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바뀌도록 돕는 데 있다.
을 : 인권 유린이 없거나 절대 빈곤 상태가 아니라 해서 개인을 돕는 일에 관계하지
않는 국제 정의의 원칙은 옳지 않다. 우리는 지구상 모든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기본적 필요조차 충족되지 못한 개인들을 도와야 한다.
① 갑 :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경제적 평등을 위한 분배 정의 실현이다.
② 갑 : 원조 대상국에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권고해서는 안 된다.
③ 을 : 원조 대상은 최대 효용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④ 을 : 원조 주체의 과도한 희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조해야 한다.
⑤ 갑, 을 :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들 간의 부의 수준 조정을 지향해야 한다.
(2019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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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도움을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인류에게는 이웃의
고통을 감소시켜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익 관심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절대 빈곤에 처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
원조를 해야 한다.
을 : 고통받는 국가에 대해서는 원조를, 무법 국가에 대해서는 압력 등을 사용하여
국제 관계가 궁극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가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단, 원조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① 해외 원조는 자선이 아니라 윤리적 의무인가?
② 해외 원조는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중단해야 하는가?
③ 해외 원조의 대상에 모든 국가의 절대 빈곤층이 속하는가?
④ 해외 원조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가?
⑤ 해외 원조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가?
(2019학년도 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152쪽 18번)

2019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7번 문항은 현대 사회 사상가인 롤스와 싱어의 ‘해외 원조’와
관련된 자료 및 지문을 통해 해당 사상가의 입장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 문항은 싱어와
롤스의 해외 원조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152쪽에 수록된 18번 문항의 지문을 원전에 충실하게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의 본문 및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나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원전 자료를 탐색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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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의 군대가 고조선으로 침입하니 우거왕은 군사를 보내 험준한 곳에서

대항하였다. 고조선은 1년여간 저항하였으나 결국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가)

은/는 낙랑, 진번, 임둔, 현도의 4군을 설치하였다.

①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②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하였다.
③ 백강 전투에서 왜를 격파하였다.
④ 정강의 변을 겪고 수도를 옮겼다.
⑤ 어울락(어우락) 왕국을 정복하였다.
(2019학년도 수능 동아시아사 2번)

EBS 연계 부분

(2019학년도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24쪽 6번)

2019학년도 수능 동아시아사 2번 문항은 고대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국가가 성립되고, 상호
교섭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을 묻는 문항으로, 한의 대외관계를 다뤘다. 이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24쪽에 제시된 자료 (나)의 사료 원문을 활용하여
개발한 문항이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의 본문 및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원사료
등 자료 내용을 정리하고, 해당 자료를 시대상의 파악과 관련지어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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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은 갑의 월간 수입과 지출 항목을 나타낸다.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은 이전 소득에 해당한다.
ㄴ. ㉡은 비경상 소득에 해당한다.
ㄷ. ㉢의 사례로 국민 건강 보험료를 들 수 있다.
ㄹ. ㉣은 소비 지출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9학년도 수능 경제 2번)

| 13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 연계 부분

(2019학년도 수능완성 경제 101쪽 5번)

2019학년도 수능 경제 2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경제의
101쪽 5번 문항에 제시된 월급 명세서의 지급과 공제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입과 지출 항목으로
제시한 것이다. 연계 교재에서는 본봉,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수능 문항은 월급, 사회 보험료, 대출 이자 등이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있어 체감 연계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에 제시된 자료나 지문을 구체적인 수준
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여 이를 다른 사례에 적용·분석하는 학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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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항 변형 유형
사회탐구 영역에서 문항 변형 유형은 문항이 다루는 핵심 개념이나 출제 의도는 수능-EBS
연계 교재의 해당 문항과 일치시키되 지문이나 답지의 핵심 내용 및 표현을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여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다음 글은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민족)과 언어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C는 원주민, 유럽계, 혼혈 중 하나임.) [3점]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아프리카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지만, 국내
인종(민족)별 인구 구성에서는

A

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멕시코는 국내

인종(민족)별 인구 구성에서

B

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페루의 인구

비중 상위 두 인종(민족)은

B

와/과

C

유럽 국가의 식민 지배 영향으로 브라질에서는

이다.
㉠

을/를, 멕시코에서는

㉡

을/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보 기>

ㄱ. A는 C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경제적 지위가 높다.
ㄴ. B는 C보다 라틴 아메리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ㄷ. C는 A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거주 역사가 짧다.
ㄹ. ㉠은 에스파냐어, ㉡은 포르투갈어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9학년도 수능 세계 지리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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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료의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라)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 중 하나임.)[3점]

① (가)의 주민들은 주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② (나)는 대서양 연안 국가이다.
③ (라)의 일부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④ (가)는 (다)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⑤ (라)는 (나)보다 구리 매장량이 많다.
(2019학년도 수능완성 세계 지리 119쪽 16번)

2019학년도 수능 세계 지리 5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세계
지리의 119쪽에 수록된 16번 문항을 변형하여 개발한 것이다. 수능완성 세계 지리에 수록된
문항은 남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별 민족 구성에 관한 것이다. 지도에는 국가를 표시하고, 지문에서
국가별 민족 구성에 대하여 서술한 후, 빈칸에 알맞은 국가에 대한 특성을 찾도록 설계한 문항이다.
남미의 국가별 민족 구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단원별 핵심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및 자료
분석 능력은 물론 단원 통합적인 추론 능력과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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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밑줄 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민공사가 설치되었다.
② 경제 특구가 지정되었다.
③ 개성 공단이 조성되었다.
④ 천리마 운동이 실시되었다.
⑤ 제1차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2019학년도 수능 동아시아사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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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연계 부분

(2019학년도 수능완성 동아시아사 101쪽 1번)

2019학년도 수능 동아시아사 20번 문항은 중국의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수능완성 동아시아사
101쪽에 수록된 1번 문항에 제시된 대화문의 내용을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특히, 대화문 내용을
새로운 대화문으로 재구성하고 정답 내용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유사한 형태로 변형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의 본문 및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나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원전 자료를 탐색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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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표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3점]

국가
질문
(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가?

갑국

을국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보 기>

ㄱ. (가)가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가?’라면 갑국에서는 연립 내각 구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ㄴ. (가)가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가?’라면 을국에서는 의회 내 다수석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ㄷ. 갑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면 (가)에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ㄹ. 을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면 (가)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9학년도 수능 법과 정치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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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연계 부분

(2019학년도 수능특강 법과 정치 37쪽 4번)

2019학년도 수능 법과 정치 5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 특강
법과 정치 37쪽 4번 문항을 변형하여 개발한 것이다. 문항에서 활용하는 소재와 묻고자 하는
핵심 개념 및 출제 의도를 모두 유사하게 제시하여 연계도를 유지하면서도 문항 형식에 변형을
가하여 변별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제도적 특성
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의 의회 과반 의석 차이 여부라는 상황을 주고, 이를 통해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의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핵심 개념,
출제 의도, 문항 형식, 자료와 답지 간 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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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의 성격
과학탐구 영역의 시험은 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과학 개념1)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및 과학적 탐구 사고력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탐구 상황에서
측정하는 시험이다.

나. 평가 목표
과학탐구 영역 평가 목표의 틀은 다음과 같이 내용, 행동, 탐구 상황을 각각 축으로 하는
3차원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과학탐구 영역의 평가 문항은 다양한 탐구 상황에서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의 요소를 평가하도록
구성한다. 내용 영역에는 과학 교과 각 과목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며, 행동 영역에는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와 같은 탐구 기능 요소가
포함되고, 주요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도 포함된다. 또한, 탐구 상황 영역에는 순수
과학적 상황뿐만 아니라 실생활 상황의 소재도 사용된다.

1) 여기서 개념은 과학 개념뿐 아니라 원리, 법칙, 이론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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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 방법
과학탐구 영역의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학탐구 영역의 각 과목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개념들을 연관 지어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과학탐구 과정에 대한 이해와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이나 표 등을 해석하는 능력, 실험 방법과 실험 기기에 대한 이해 등도 중요하다.

1) 기본 개념의 이해
수능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므로
핵심이 되는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각 과목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요 내용과 관련된 개념 이해하기
• 실험, 자료 해석 등 탐구 활동에 관련된 과학 개념 이해하기
• 자주 출제되는 주요 개념 이해하기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요 내용과 관련된 개념 이해하기
예시 문항

◉ 표는 사람의 질병을 A와 B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
성 질병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의 병원체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ㄴ. ㉡의 병원체는 스스로 물질대사를 하지 못한다.
ㄷ. 혈우병은 B의 예에 해당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생명 과학Ⅰ 7번)

이 문항은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 및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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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및 관련 개념들을 명확하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험, 자료 해석 등 탐구 활동에 관련된 과학 개념 이해하기
예시 문항

◉ 다음은 지구에서 위도에 따른 천체의 일주 운동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탐구 과정]
(가) 둥근 플라스크에 식용 색소를 넣은 물을 반쯤 채우고 고무마개로 막는다.
(나) 둥근 플라스크의 표면에 별 스티커  개를 고르게 붙인다.
(다) 둥근 플라스크를 연직 방향에 대하여 그림 A , B , C 와 같이 잡고 한 바퀴
돌려보면서 수면에 대한 별 스티커의 경로를 확인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 는 극 지역에서 관측되는 별의 일주 운동을 알아보는 모습이다.
ㄴ. B 에서 별 스티커의 이동 경로와 수면이 이루는 각은 ° 이다.
ㄷ. C 에서 별 스티커 ㉠은 주극성에 해당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지구 과학Ⅰ 11번)

이 문항은 탐구 과정을 통하여 지구에서 위도별로 관측되는 별의 일주 운동의 차이와 주극성,
출몰성, 전몰성에 대한 과학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도 지역, 극 지역,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천체 일주 운동 경로와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주극성, 출몰성, 전몰성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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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이나 과학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여야 하며, 탐구 활동에서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는 데
올바른 개념을 적용하여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 출제되는 주요 개념 이해하기
예시 문항

◉ 그림은 분자 (가)~(다)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는 극성 분자이다.
ㄴ. (나)의 분자 구조는 평면 삼각형이다.
ㄷ. 결합각은 (나) > (다)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화학Ⅰ 2번)

이 문항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주요 개념인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전자쌍 반발 이론은 공유 결합 분자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루이스 점전자식에 표현된 전자쌍의
종류와 수, 분자의 결합 방식을 토대로 분자의 구조를 파악하고 극성의 여부에 대해 판별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들 중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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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탐구 과정에 대한 이해
수능에서는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와
같은 과학 탐구 과정에 대한 이해와 탐구 기능을 평가하는 문항이 자주 출제된다.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탐구 활동에 대한 내실 있는 학습을 통해 탐구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 인식하기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가설 세우기
• 실험 설계를 보고 그 실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또는 가설을 생각해 보기
• 문제 및 가설에서 변인을 확인하고 독립 변인(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 종속 변인(측정 변인)을
구분하며, 변인을 통제하는 방법 익히기
• 변인이 잘 통제된 실험과 통제되지 않은 실험 구분하기
• 사물이나 사건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거나, 분류된 결과로부터 분류 기준 찾기
• 측정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해석하기(조작 변인을 x축, 측정 변인 또는 종속 변인을
y축에 나타내고, 변인 x와 변인 y의 관계를 진술하기)
• 표나 그래프에서 경향성(규칙성)을 찾거나 내삽·외삽하기
•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가설 검증에 필요한 추가 자료 확인하기
•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 도출하기
• 다양한 실험, 관찰 결과를 설명하는 일반화된 진술문을 만들고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기
• 관찰이나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결론이나 일반화된 진술문의 타당성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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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및 가설에서 변인을 확인하고 독립 변인(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
종속 변인(측정 변인)을 구분하며, 변인을 통제하는 방법 익히기
예시 문항

◉ 다음은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그림과 같이 직선 도선이 수평면에 놓인 나침반의 자침과 나란하도록 실험 장치를
구성한다.

(나) 스위치를 닫고 , 나침반 자침의 방향을 관찰한다.
(다) (가)의 상태에서 가변 저항기의 저항값을 변화시킨 후, (나)를 반복한다.
(라) (가)의 상태에서

㉠

, (나)를 반복한다.

[실험 결과]
(나)

(다)

(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나)에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b 방향이다.
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
ㄷ. ‘전원 장치의 ( ), (  ) 단자에 연결된 집게를 서로 바꿔 연결한 후’는 ㉠으로
적절하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물리Ⅰ 4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

149 |

이 문항은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알아보는 실험에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 생략된 실험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관련된 변인을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구분하고, 실험 결과로
부터 조작 변인의 변화를 유추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인이 통제된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사물이나 사건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거나, 분류된 결과로부터 분류 기준 찾기
예시 문항

◉ 다음은 4 가지 생물 ㉠∼㉣에 대한 자료이다. ㉠∼㉣은 김, 솔이끼, 아메바, 검은빵곰팡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 ㉠과 ㉡은 원생생물계에 속한다.
○ ㉠과 ㉣은 종속 영양 생활을 한다.
○ ㉢과 ㉣은 포자로 번식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ㄱ. ㉠은 위족을 형성한다.
ㄴ. ㉢은 엽록소 b를 갖는다.
ㄷ. ㉣은 다핵성 균사를 갖는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생명 과학Ⅱ 16번)

이 문항은 균류, 원생생물, 식물에 속하는 생물들의 분류학적 특징에 대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생물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을 토대로
㉠∼㉣에 해당하는 생물이 각각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각 생물들이 속한 분류군의 특징을 바탕으
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에 대비하여 각 분류군의 특징과 분류군에
속한 생물의 예를 구체적으로 학습해야 하며, 각 생물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생물들을 분류해 보는 탐구 활동을 수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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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해석하기
예시 문항

◉ 그림 (가)는 어느 날  시부터  시간 동안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을,
(나)는 이날  시의 우리나라 주변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관측 기간 동안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중 하나가 이 관측소를 통과하였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관측소를 통과한 전선은 온난 전선이다.
ㄴ. 관측소의 지상 평균 기압은 ㉢ 시기가 ㉠ 시기보다 높다.
ㄷ. ㉢ 시기에 관측소는 A 지역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지구 과학Ⅰ 10번)

이 문항은 기온 관측 자료와 지상 일기도를 분석하여 전선이 통과할 때 기온 및 기압 변화의
양상을 기단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기온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축과 값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나라 주변 일기도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활동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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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나 그래프에서 경향성(규칙성)을 찾거나 내삽·외삽하기
예시 문항

◉ 다음은 A (g )가 분해되어 B (g )와 C (g )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 (g ) → B (g )  C (g ) (  : 반응 계수)
표는 온도  에서 같은 부피의 강철 용기에서 A (g)의 농도를 다르게 하여 반응시킨
실험 Ⅰ과 Ⅱ의 자료이다.  는 반응 시간이다.
실험

 A  ( mM )

 B  ( mM )

 C  ( mM )

초기



  분



  분



  분

반응 속도

Ⅰ















Ⅱ















   분일 때,

① 


Ⅰ에서 A 
Ⅱ에서 C 


② 


는? (단, 온도는 일정하다.) [3점]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화학Ⅱ 16번)

이 문항은 반응 속도의 농도 의존도와 반감기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된 자료에서 경향성을
찾고 내삽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실험에서 제시된
물질들의 농도 변화량과 초기 반응 속도 차이의 경향을 해석하여 화학 반응식의 계수와 반감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물질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시간 동안 반감기가 몇
회 반복되었는지 파악하여 내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주어진 값들의 의미와 관계를 해석하고, 자료에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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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 도출하기
예시 문항

◉ 다음은 힘,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그림과 같이 수평인 실험대 위에 운동 센서를
놓고 도르래를 통해 수레와 추를 실로 연결한다.
(나) 수레를 가만히 놓고 수레의 속력을 운동 센서로
측정한다.
(다) 추의 질량을 바꾸어 과정 (나)를 반복한다.
[실험 결과]
그래프는 실험 Ⅰ, Ⅱ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수레의
질량

추의
질량

Ⅰ





Ⅱ



㉠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중력 가속도는

 이고, 모든 마찰,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3점]
<보 기>


ㄱ. Ⅰ에서 추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다.

ㄴ. ㉠은  이다.

ㄷ. Ⅱ에서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물리Ⅱ 4번)

이 문항은 실험 과정과 실험 결과로부터 수레와 추에 관련된 물리량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속력 그래프에서 실험 조건이 명확한 경우인 실험Ⅰ
의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Ⅱ의 결과에 해당하는 실험 조건을 완성해야 하며 나아가
실험에 제시되지 않은 물리량(실이 추를 당기는 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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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제시된 주요 실험에 대하여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실험과 관련된 다양한 물리량을 도출해보는 활동과 실험 조건을 바꾸었을 때의 결과를
추론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3) 기호와 단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수능에서는 과학에서 사용하는 기호나 단위가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된다.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위나 기호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힘, 속도, 가속도, 전기, 에너지 등에 관한 단위를 이해하고, 수식 계산 등을 통해 각 단위
간의 상호 관계 파악하기
• 전기 회로, 화학 반응식, 일기도, 지질도 등에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를 이해하고, 여러 현상을
기호를 사용하여 간단히 나타내기

전기 회로, 화학 반응식, 일기도, 지질도 등에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를 이해하기
예시 문항

◉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도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정단층이 있다.
ㄴ. 배사 구조가 나타난다.
ㄷ. 지질 주상도를 작성하면 개의 지층이 나타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지구 과학Ⅱ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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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은 주어진 지질도를 해석하고 지질 단면도로 분석하여 지하의 층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려면 지질도에 나타난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 단층선의 관계를
바탕으로 지질 단면도를 그려 지층의 선후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질
단면도에서 나타나는 단층의 종류와 지질 구조, 지질 주상도에서 볼 수 있는 지층의 수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질도 등에 사용되는 각종 기호와 그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4)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 그래프, 표 등의 해석
수능에서는 문제 상황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 그림, 그래프, 표 등을 사용한 문항이 많이
출제된다.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 그래프, 표 등을 해석하고
스스로 다양한 문제 상황을 구성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 표, 그래프를 해석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경향성을 파악하기
•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 표, 그래프를 해석하고 결론 도출하기

그림, 표, 그래프를 해석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경향성을 파악하기
예시 문항

◉ 그림 (가)와 같이 단색광 A 가 입사각  로 매질 Ⅰ에서 매질 Ⅱ로 진행하고, (나)와 같이

A 가 입사각  로 매질 Ⅱ에서 매질 Ⅲ으로 진행한다. 원의 중심 O 는 A 의 경로와 매질의
경계면이 만나는 점이고,      이다.

(가)

(나)

Ⅰ, Ⅱ, Ⅲ의 굴절률을 각각 Ⅰ , Ⅱ , Ⅲ 이라 할 때, 굴절률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Ⅰ  Ⅱ  Ⅲ

② Ⅰ  Ⅲ  Ⅱ

③ Ⅱ  Ⅰ  Ⅲ

④ Ⅲ  Ⅰ  Ⅱ

⑤ Ⅲ  Ⅱ  Ⅰ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물리Ⅱ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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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은 빛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그림 자료를 해석하여 여러 가지 매질의 굴절률을 비교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질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빛의
진행 경로 변화에서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를 파악하고, 두 매질의 상대 굴절률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교과서에 제시된 그래프나 표에서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나 변화의 경향성을 파악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림, 표, 그래프를 해석하고 결론 도출하기
예시 문항

◉ 다음은 사슬 모양 탄화수소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탄화수소

(가)

(나)

(다)

분자식

C H 

C H 

C H 

원자  개와 결합한 C 원자 수







원자  개와 결합한 C 원자 수







원자  개와 결합한 C 원자 수







◦ H 원자  개와 결합한 C 원자 수는 (가), (나), (다)에서 각각 , ,  이다.
◦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에서 H 원자  개와 결합한 C 원자 수는  이다.
ㄴ. (나)에서 결합각( ∠CCC )은 모두 같다.
ㄷ. (다)에서 H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C 원자가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화학Ⅰ 17번)

이 문항은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여 탄화수소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분자식의 일부 정보와 구조에 대한 자료로부터 탄화수소 (가)~(다)의 분자식과
구조를 판별할 수 있다.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탄화수소를 구성하는 결합의 종류와 방식을 판별하여
각 탄화수소의 구조를 그려봄으로써 보기에 제시된 구조적 특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 그림, 그래프 등의 자료에 담긴 기본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자료들 사이의 관계를 해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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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황사와 스모그가 각각 관측될 때 입자상과 기체상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이다.
[탐구 과정]
(가) 황사와 스모그가 각각 관측된 날에 동일한 조건으로 공기 시료를 채취한다.
(나) 각 시료에 함유된 PM 질량 농도( A )와 PM 질량 농도( B )를 측정한다.
(다) 각 시료에 함유된 기체상 오염 물질인 NO  , SO  의 질량 농도를 측정한다.
[탐구 결과]
◦ (나)의 결과

◦ (다)의 결과


(단위: mg/m  )

(단위: μg/m )
A

B

황사가 관측된 날





황사가 관측된 날

스모그가 관측된 날





스모그가 관측된 날

NO  ㉠ SO 







※ PM 와 PM 은 지름이 각각  μm 와  μm 이하인 입자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B A
ㄱ.  는 황사가 관측된 날이 스모그가 관측된 날보다 크다.
B
ㄴ. 두 기체상 오염 물질의 총 농도는 황사가 관측된 날이 스모그가 관측된 날보다 높다.
ㄷ. 런던형 스모그의 주요 원인 물질은 ㉠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지구 과학Ⅰ 11번)

이 문항은 황사와 스모그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입자상 및 기체상 오염 물질에 의한 대기 오염
특성과 관련하여 탐구 활동의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탐구 결과로부터 황사가
관측된 날과 스모그가 관측된 날의 입자상 오염 물질의 농도와 기체상 오염 물질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황사가 관측된 날 입자상 오염 물질 중 입자가 큰 오염 물질의 양이 더 많다는
것과 황사가 관측된 날보다 스모그가 관측된 날 기체상 오염 물질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림이나 자료에 담긴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자료들 사이의 관계를 해석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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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과정에 대한 이해 및 실험 도구 사용법 익히기
수능에서는 과학적 발견이나 이론과 관련된 실험을 소재로 하는 문항이 자주 출제된다.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을 중심으로 실험 방법과 순서가 갖는 과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실험에 사용되는 도구의 특성과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험 과정의 각 단계에 적용되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 실험을 통해 측정 도구, 천체 망원경, 현미경 등 실험 기기 사용법 익히기
• 측정 오차, 실험에서의 안전 사항 이해하기

실험 과정의 각 단계에 적용되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예시 문항

◉ 표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림 (가)와(나)는
실험 Ⅰ과 Ⅱ의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실험

실험 과정

Ⅰ

○ 오일이 담긴 페트리 접시에 잘게 자른 머리카락을 넣고 두 전극의 끝을
담가 고정시킨다.
○ 두 전극에 고전압 전원 장치를 연결하고 머리카락이 배열된 모습을 관찰한다.

Ⅱ

○ 수평으로 고정시킨 종이판의 두 구멍에 두 직선 도선을 수직으로 통과시킨
후 판 위에 철가루를 뿌린다.
○ 두 직선 도선에 같은 세기의 직류 전류를 흐르게 하고 철가루가 배열된
모습을 관찰한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Ⅰ은 전기장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이다.
ㄴ. (가)는 Ⅱ의 결과이다.
ㄷ. Ⅱ의 결과에서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물리Ⅰ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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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은 제시된 두 가지 실험 과정을 바탕으로 각 실험의 목적과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험 과정에 나타난 실험 기구나 변인의 조작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험 과정의
각 단계에서 실험 기구나 변인의 조작과 관련된 물리량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과학적 원리나
법칙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실험을 통해 측정 도구, 천체 망원경, 현미경 등 실험 기기 사용법 익히기
예시 문항

◉ 그림 (가)는 100 배의 현미경 배율에서 대물 마이크로미터와 접안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일치된
부분을, (나)는 (가)의 현미경에서 대물렌즈의 배율만 4 배 높여 세포 A를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와 ⓑ는 각각 대물 마이크로미터와 접안 마이크로미터 중 하나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대물
마이크로미터 1 눈금의 길이는 10 m이다.) [3점]
<보 기>

ㄱ. (가)에서 ⓑ는 현미경의 재물대 위에 놓는다.
ㄴ. (나)에서 접안 마이크로미터 1 눈금의 길이는 1 m이다.
ㄷ. 100 배의 현미경 배율에서 A는 접안 마이크로미터 120 눈금과 겹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생명 과학Ⅱ 2번)

이 문항은 현미경과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세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
다. 이 문항을 해결하려면 현미경 배율에 따른 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물 마이크로미터, 접안
마이크로미터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탐구 활동을 수행하면서 직접 실험 기구를 조작해보고, 각 실험 기구의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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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습한 과학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기
수능에서는 순수 과학적 상황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관련된 상황도 문제 상황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과학 개념을 실생활의 문제나 자연 현상 설명에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학교에서 배운 과학 개념을 주변의 생활이나 자연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적용하여 설명해 보기
• 과학 잡지나 신문의 과학 관련 글을 읽고 일상의 문제와 자연 현상에 과학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설명해 보기

과학 개념을 주변의 생활이나 자연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적용하여 설명해 보기
예시 문항

◉ 그림은 학생 A , B , C 가 전통 악기인 가야금 연주 장면을 보고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① A

② C

③ A, B

④ B, C

⑤ A, B , C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물리Ⅰ 3번)

이 문항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전통 악기인 가야금을 소재로 하여 소리의 특성과 정상파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야금의 구조와 가야금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소리의 발생, 정상파, 소리의 높낮이 등 과학적 개념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연 현상이나 과학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한 과학적 원리나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의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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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다음은 뇌우와 우박에 대하여 학생 A , B , C 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A

② B

③ A, C

④ B, C

⑤ A, B, C

(2019학년도 수능 지구 과학Ⅰ 5번)

이 문항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뇌우와 우박과 같은 기상 현상을 과학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뇌우는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 적란운이 발달하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이며 간혹 우박을 동반하기도 한다. 뇌우와 같은 기상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한 과학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을 해석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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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합적 사고력 키우기
수능에서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과학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활용하여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므로 학습한 여러 과학 개념들을 연관 지어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
이 필요하다.
• 같은 과목 내에서 여러 단원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연관 지어 문제 해결이나 자연 현상 설명에
적용해 보기
• 각 개념을 별개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개념을 상호 관련지어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여러 단원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연관 지어 문제 해결이나 자연 현상 설명에
적용해 보기
예시 문항

◉ 다음은 탄산수소 나트륨( NaHCO  )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NaHCO  → NaCO   HO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ㄴ.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는 같다.
ㄷ.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물( HO )보다 작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화학Ⅰ 6번)

이 문항은 화학 반응식을 완결하고 각 물질의 루이스 구조와 결합의 극성에 대한 특징들을 통합적
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식의 완결
방법을 이해하고 해당 물질이 이산화 탄소임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산화 탄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원자가 전자, 루이스 구조, 쌍극자 모멘트와 분자의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원에 걸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며, 서로 다른 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연관
지어 이해하고 실제 현상에 적용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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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설명하는 데 요구되는 개념을 상호 관련지어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예시 문항

◉ 어떤 동물 종(2n ＝ 6)의 유전 형질 ⓐ는 2 쌍의 대립 유전자 H와 h, T와 t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은 이 동물 종의 세포 (가)~(라)가 갖는 유전자 ㉠~㉣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동물 종의 개체 Ⅰ에서는 ㉠~㉣의 DNA 상대량이 (가), (나), (다)와 같은
세포가, 개체 Ⅱ에서는 ㉠~㉣의 DNA 상대량이 (나), (다), (라)와 같은 세포가 형성된
다. ㉠~㉣은 H, h, T, t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동물 종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으며, (가)와 (다)는 중기의 세포이다. H, h, T, t 각각의 1 개당 DNA
상대량은 같다.) [3점]
<보 기>
ㄱ. ㉠은 ㉣과 대립 유전자이다.
ㄴ. (가)와 (다)의 염색 분체 수는 같다.
ㄷ. 세포 1 개당

① ㄱ

X 염색체 수
는 (라)가 (나)의 2 배이다.
상염색체 수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생명 과학Ⅰ 13번)

이 문항은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의 행동과 유전자 구성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염색체, 염색 분체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세포 분열과 생식 세포 분열의 각 단계에서 염색체
의 행동과 대립 유전자 구성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연계성을 가진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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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능- EBS 연계 방식 및 유형
학습자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수능-EBS 연계 출제 정책’에 따라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3가지 유형의 연계 방법을 활용하여 연계 문항들을 개발하고 있다. 각 유형별 특징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고 학습할 때,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한다.

1) 개념·원리 활용 유형
개념·원리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설명이나 자료에 포함된
개념 및 원리를 활용하여 <보기>나 답지를 구성하는 유형이다.

예시 문항

◉ 그림은 알류샨 해구와 그 주변의 화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점 A , B , C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A 하부의 마그마는 주로 압력 감소에 의해 생성되었다.
ㄴ. 진원의 평균 깊이는 A 가 B 보다 깊다.
ㄷ. 평균 지각 열류량은 A 가 C 보다 높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지구 과학Ⅱ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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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2) 수렴형 경계
①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판의 경계에
해구가 형성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며, 진원 깊이 300km 이상의 지진도 활발하게 발생한다.
해구와 나란한 호상 열도나 습곡 산맥이 형성되기도 한다. 예: 페루 ․ 칠레 해구-안데스 산맥
②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 두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습곡 산맥이 형성된다.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진원 깊이 300km 이내인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한다. 예: 히말라야 산맥

③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판의
경계에 해구가 형성되고, 화산 활동에 의해 해구와 나란한 호상 열도가 형성되며, 진원 깊이
300km 이상의 지진도 활발하게 발생한다. 예: 마리아나 해구-마리아나 제도
(2019학년도 수능특강 지구 과학Ⅱ 51∼52쪽)

2019학년도 수능 지구 과학Ⅱ의 3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지구 과학Ⅱ의 51쪽과 52쪽에 제시된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에 대한 설명 부분을 바탕으로 개발되
었다. 이 문항은 알류샨 해구와 그 주변의 화산 분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수렴형 경계의 특징을
기술한 설명을 토대로 보기를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의
핵심 개념 정리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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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그림 (가)는 그리피스가, (나)는 에이버리가 수행한 실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과 ㉡은
각각 R 형균과 S 형균 중 하나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는 DNA가 유전 물질임을 증명한 실험이다.
ㄴ. (나)에서 ㉡이 ㉠으로 형질 전환되었다.
ㄷ. 살아 있는 ㉠은 피막(협막)을 갖는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생명 과학Ⅱ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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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증거
(2) 그리피스의 폐렴균 형질 전환 실험(1928년)
① 형질 전환：한 생물의 유전 형질이 외부로부터 도입된 유전 물질에 의하여 바뀌는 현상이다.
② 그리피스는 폐렴을 유발하는 S형균과 폐렴을 유발하지 않는 R형균을 이용해 형질 전환 현상을
발견했다.

(3) 에이버리의 폐렴균 형질 전환 실험(1944년)
① 그리피스의 실험을 발전시켜 어떤 성분이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지 알아보았다.
②유전 물질이 DNA 임을 증명하였지만 단백질이 유전 물질일 것이라는 당시 학계의 강한 믿음
때문에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략) …
(2019학년도 수능특강 생명 과학Ⅱ 102~103쪽)

2019학년도 수능 생명 과학 Ⅱ 13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생명 과학Ⅱ』의 102쪽과 103쪽에 수록되어 있는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증거’에 대한 핵심 개념들
을 문항의 소재와 보기 구성에 활용한 것이다. EBS 연계 교재에서는 그리피스의 폐렴균 형질 전환
실험과 에이버리의 폐렴균 형질 전환 실험의 과정과 결과, 각 실험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며,
수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료와 보기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계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과 원리를 꼼꼼하게 학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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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활용 유형
자료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그림, 도표, 상황, 그래프 등)를
활용하여 문항의 상황, 보기, 답지의 사례 등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는 유형이다.
아래의 방법들이 자료 활용 유형에 해당된다.
• EBS 교재의 자료를 동일하게 활용하고 보기나 답지를 수정하여 연계
• EBS 교재의 자료 일부를 제외하거나 수정하여 연계
• EBS 교재의 여러 문항들에서 묻는 자료를 결합하여 하나의 문항으로 연계

예시 문항

◉ 그림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a , b , c 를 나타낸 것이다. a , b , c 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각각  a ,  b ,  c 이다. 그림
(나)는 (가)의 a , b , c 에서 방출되는 빛의 선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나)의 ㉠은 a 에 의해 나타난 스펙트럼선이다.
ㄴ.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a 에서가 b 에서보다 크다.
ㄷ. 전자가    에서    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   c  와
같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물리Ⅰ 8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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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수능완성 물리Ⅰ 53쪽 2번)

2019학년도 수능 물리Ⅰ 8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물리Ⅰ의
53쪽에 수록된 2번 문항의 그림과 내용을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한 것이다. 이 문항은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전이와 선스펙트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전자의 전이 과정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선을 찾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EBS 연계 문항에서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전이 과정과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그림 자료로 제시하고, 전자의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와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다. 수능 문항에서는 EBS 연계 문항에 제시된 자료의
일부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EBS 연계 문항에 있는 보기의 내용 요소를 유사하게 구성하되 진술문
형태를 바꾼 형태로 보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의
문항들에서 자료로 제시되는 문제 상황과 관련된 기본적인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항에서 제시된 조건을 달리하였을 때 물리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 물리량들의
관계를 탐구해 보는 학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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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그림은 화합물 XY 와 ZY  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Z Y 

XY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X ~ Z 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3점]
<보 기>

ㄱ. XY 에서 Y 과 ZY  에서 Y 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ㄴ. ZY  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ㄷ. 분자 Z 에서 구성 원자가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할 때,
공유 전자쌍 수

  이다.
비공유 전자쌍 수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ㄷ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화학Ⅰ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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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특강 화학Ⅰ 70쪽 10번)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화학Ⅰ 8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
강 화학Ⅰ 70쪽 10번 문항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 문항은 화학 결합 모형을 통해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의 의미를 이해하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EBS 연계 교재에서는 공유 결합
화합물의 화학 결합 모형을 제시하고 공유 결합과 관련하여 원자가 전자 수,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수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모의평가 문항에서는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 화합물을 함께 제시하여 결합의 종류와 특성을 묻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는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들을 충실히 학습하고, EBS 연계 교재에서 제시되는 사례들을 다양한
개념들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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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가)는 어떤 동물(2n ＝ 4)의 체세포 Q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
수를, (나)는 Q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 ㉠ 시기에서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동물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은 Rr이며, R와 r는 대립 유전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3점]
<보 기>
ㄱ. 구간 Ⅰ에는 간기의 세포가 있다.
ㄴ. 구간 Ⅱ에는 ㉠ 시기의 세포가 있다.
ㄷ. ⓐ에는 대립 유전자 R가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생명 과학Ⅰ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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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가)는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양에 따른 세포 수를, (나)는 이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은 각각 G1기, G2기, S기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핵형 분석에는 구간 Ⅰ의 세포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ㄴ. ㉡ 시기에 DNA 복제가 일어난다.
ㄷ. 세포 주기는 ⓐ 방향으로 진행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019학년도 수능특강 생명 과학Ⅰ 53쪽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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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가)는 어떤 동물(2n ＝ 4)의 체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핵 1개당 DNA양을, (나)는
(가)의 구간 Ⅰ~Ⅲ 중 한 구간의 특정 시기에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으며, 세포에 들어 있는 염색체는 모두 나타내었다.)
<보 기>

ㄱ. ㉠은 ㉡의 상동 염색체이다.
ㄴ. (나)가 관찰되는 시기는 구간 Ⅱ에 있다.
ㄷ. 이 동물의 감수 2분열 중기의 세포 1개당 염색 분체 수는 4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019학년도 수능완성 생명 과학Ⅰ 28쪽 2번)

2019학년도 수능 생명 과학Ⅰ 8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생명
과학Ⅰ의 53쪽 8번 문항과 수능완성 생명 과학Ⅰ의 28쪽 2번 문항의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문항과 보기를 구성한 것이다. 수능특강에 제시된 문항의 자료 중 (가)는 체세포를 배양하여 세포당
DNA양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낸 것이고, 수능완성에 제시된 문항의 자료 중 (나)는 체세포 분열
과정 중 분열기의 후기 단계에서의 염색체 행동을 나타낸 것이다. 수능 문항에서는 두 자료를 활용하
여 세포 주기 각 단계의 특징과 분열기에서의 염색체 행동에 대한 보기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에 제시된 그림, 도표, 상황, 그래프 등의 의미와 관련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일 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문항의 자료들이 서로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고려하며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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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항 변형 유형
문항 변형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와 함께 추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하는 유형이다. 아래의 방법들이 문항 변형 유형에 해당된다.
• EBS 교재의 자료에 다른 자료를 추가하여 연계
• EBS 교재의 지문과 핵심 개념 원리가 일치하고 형태가 유사하지만 소재를 달리한 다른 지문으로
교체하여 연계

예시 문항

◉ 그림과 같이 기준선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하여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한다. 자동차는
구간 A 에서 등가속도, 구간 B 에서 등속도, 구간 C 에서 등가속도 운동한다. A , B , C 의
길이는 모두 같고, 자동차가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린 시간은 A 에서가 C 에서의  배이다.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자동차의 크기는 무시한다.) [3점]
<보 기>

ㄱ. 평균 속력은 B 에서가 A 에서의  배이다.
ㄴ.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린 시간은 B 에서가 C 에서의  배이다.
ㄷ. 가속도의 크기는 C 에서가 A 에서의  배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물리Ⅰ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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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수능완성 물리Ⅰ 7쪽 6번)

2019학년도 수능 물리Ⅰ 11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물리Ⅰ의
7쪽에 수록된 문항 6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항을 변형하여 구성한 유형이다. 이 문항은 구간에
따른 자동차의 운동 상황을 이해하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EBS 연계 문항과 수능 문항 모두 등속
운동과 등가속 운동 구간으로 이루어진 운동 상황을 제시하고 각각의 운동을 이해하는지를
묻고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 EBS 연계 문항에서 물체가 등가속 운동하는 구간을 경사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수능 문항에서는 자동차가 직선 경로 상에서 힘을 받아 등가속하는 상황으로
변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 상황을 다양하게 바꾸어가며 학습한 과학 지식을 적용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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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그림은  ℃에서 물이 들어 있는 두 실린더에 A (g )와 B (g )를 각각  몰씩 넣은 후 기체가
물에 용해되어 도달한 평형 상태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평형 상태
수용액에 용해된
용질의 질량( g )
물의 증기 압력(기압)
(가)

(가)

(나)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온도와 대기압
은 각각  ℃,  기압으로 일정하고, 물에 대한 기체의 용해는 헨리 법칙을 따른다. 기체
의 용해에 의한 물의 부피와 증기 압력의 변화,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한다.)
<보 기>

ㄱ. (가)에서 A (g )의 부분 압력은  기압이다.
ㄴ.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이  기압일 때 물에 대한 용해도(gL )는 A (g )와 B (g )가
같다.
ㄷ. (가)에서 고정 장치를 제거하여 새롭게 도달한 평형에서

A (g )의 부분 압력
HO (g )의 부분 압력
① ㄱ

② ㄴ

  이다.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화학Ⅱ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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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수능완성 화학Ⅱ 76쪽 13번)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화학Ⅱ 14번은 2018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화학Ⅱ 76쪽의 13번 문항을 바탕으로 변형하여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기체의 용해도와 부분
압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EBS 연계 교재에서는 한 종류의
기체가 물과 함께 실린더에 들어 있을 때 압력이 변하는 상황으로 구성하였으나 수능에서는 두
종류의 기체가 각각 물과 함께 실린더에 들어 있는 상황을 비교하는 문항으로 변형하였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들을 충실히 학습하고 연계 교재의 문항에 제시된
자료가 복합적인 형태로 제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 개념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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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표는 지구계의 각 권역에 존재하는 탄소 질량비를, 그림은 각 권역 사이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권역

탄소 질량비 (%)

생물권



기권



수권



지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수권은 B 이다.
ㄴ. 화석 연료의 연소는 ㉠ 과정에 해당한다.
ㄷ. 탄소의 양은 A ～D 중 D 에 가장 많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지구 과학Ⅰ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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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은 지구계에서 탄소의 저장량과 연간 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탄소는 지권보다 수권에 더 많이 존재한다.
ㄴ. 기권의 탄소 중 일부는 수권에 녹은 후 지권으로 이동한다.
ㄷ. 지구의 기권은 탄소량이 증가하고 있다.
① ㄱ

②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③ ㄱ, ㄴ

(2019학년도 수능완성 지구 과학Ⅰ 14쪽 9번)

2019학년도 수능 지구 과학Ⅰ의 6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지구 과학Ⅰ의 14쪽의 9번 문항을 변형하여 개발되었다. 이 문항은 지구계 탄소 순환 과정을
이해하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수능에서는 EBS 연계 교재에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료로부터
탄소의 저장량을 탄소 질량비로 바꾸어 표로 제시하고 탄소 순환 과정은 그림에서 일부만 제시하는
것으로 문항을 변형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들을
충실히 학습하고 연계 교재의 문항에 제시된 자료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경우를 생각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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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의 성격
직업탐구 영역의 시험은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기초한 교과 내용을 보다 쉽게 학습하고,
각종 문제 상황을 통해, 직업 계열에 해당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동일·유사 계열 대학에서 전공 내용을 수학하는 데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나. 평가 목표
직업탐구 영역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및 특성화 고등
학교의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따라 각종 문제 상황을 소재로 활용하여 교과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고력을 측정한다. 이러한
평가 목표에 따라 내용과 행동, 문제 상황을 축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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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영역
직업탐구 영역 평가 목표상의 ‘내용’은 10개 과목에 해당하며, 이들 선택 과목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직업 계열 전공 필수로 지정된 각 계열별 2개 과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농생명
산업 계열의 필수 이수 과목인 ‘농업 이해’와 ‘농업 기초 기술’, 공업 계열의 필수 이수 과목인 ‘공업
일반’과 ‘기초 제도’, 상업 정보 계열의 필수 이수 과목인 ‘상업 경제’와 ‘회계 원리’, 수산·해운
계열의 필수 이수 과목인 ‘해양의 이해’와 ‘수산·해운 산업 기초’, 가사·실업 계열의 필수 이수
과목인 ‘인간 발달’과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가 선택 과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직업탐구 영역
시험의 내용 영역은 각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 체계(대·중영역)가 되며, 2019학년도
수능에는 2016년도에 입학하였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수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2> 직업탐구 영역 선택 과목별 내용 체계
계열

선택 과목

내용 체계

농업 이해

• 농업과 인간 : 농업의 뜻과 현황, 인간 생활과 농업, 농업과 농촌 문화, 자연 자원 관리와
농업
• 농업 과학 기술 : 과학과 농업 기술, 농산물 생산 기술의 발달 과정, 농산물 가공 기술의
발달 과정, 농산물 유통 기술의 발달 과정, 농업 기계 기술의 발달과정, 생명 공학 기술의
발달 과정
• 농업 학습과 청소년 조직 : 과제 활동, 체험 활동, FFK 활동, 4-H 활동
• 농업과 진로 : 농직업의 범위와 종류, 농직업의 계획과 준비, 농직업에서의 직업윤리와
태도
• 외국의 농업 : 아시아 지역의 농업, 미주 지역의 농업, 유럽 지역의 농업

농업 기초
기술

• 기초 실험·실습 : 실험·실습의 자세와 안전 수칙, 실험·실습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
용액의 조제 및 무게, 부피 측정, 현미경 관찰, 제도용 기구 사용과 실습, 기본 공구
사용
• 식물 자원 기술 : 작물의 분류, 작물의 형태와 관찰, 작물의 재배 관리, 토양과 양분
및 작물 보호 관리, 조경 관리, 친환경 농업 기술
• 동물 자원 기술 : 동물의 종류, 동물의 번식, 동물의 사육, 동물의 위생
• 농업 관련 기술 : 식품 가공 기술, 농업 기계 기술, 농산물 유통 기술, 생물 공학 기술

공업 일반

• 산업 사회와 공업의 개요 : 산업 구조와 공업의 발달, 경공업의 개요, 중화학 공업의
개요, 첨단 공업과 미래 사회
• 제품의 생산 : 제품과 제조 과정, 제품의 표준화, 생산 공정 개발, 생산과 생산 관리,
생산 혁신 활동 연구, 생산 정보 시스템 활용, 공장자동화와 로봇의 활용
• 기업 경영 활동 : 구매, 자재 관리, 제조 현장 관리, 품질 관리, 경영지원 활동, 기술경영과
창업
• 산업 안전과 환경오염 : 사고와 산업 안전, 공해와 환경오염, 자연환경 보전
• 직업 사회와 진로 계획: 직업 사회, 직업 윤리,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진로 계획 수립과 실천

기초 제도

• 제도의 개요 : 도면 분류하기, 제도 용구와 제도 준비하기
• 제도 규격과 통칙 : 제도 규격 알기, 도면의 크기와 척도 알기, 선과 문자 그리기, 치수
기입하기
• 기본 도법에 의한 도면 그리기 : 평면 도형 그리기, 정투상도 그리기, 단면도 및 여러
가지 도형 그리기, 특수 투상도 그리기, 전개도 그리기
• 스케치도 그리기 : 스케치선 그리기, 스케치도 그리기

농생명
산업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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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선택 과목

내용 체계
• 기본적인 도면 그리기 : 기계요소 도면 그리기, 전기·전자 도면 그리기, 화공 도면
그리기, 건축 도면 그리기, 유선체 도면 그리기, 디자인 기초 도면 그리기
• 컴퓨터를 이용한 제도 : CAD로 도면 준비하기, CAD로 도형 그리기, CAD로 정투상도
그리기
• 도면의 검사와 관리 : 도면 검사하기, 도면 관리하기

상업 경제

• 경제 활동과 상업 : 경제 활동의 의의, 상업의 중요성, 산업 분류와 산업 구조, 경제
발전과 환경
• 기업과 경영 : 기업의 분류, 경영 관리의 의의, 경영 관리 요소,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 창업과 기업가
• 유통 : 매입과 판매, 유통 관리, 물류 관리
• 금융 : 금융의 기능과 종류, 은행 업무, 증권 업무, 보험 업무, 국제 금융과 환율
• 비즈니스와 상업 정보 : 정보 통신과 상업, 비즈니스 콘텐츠 개발, 전자 상거래와 인터넷
쇼핑몰
• 무역과 글로벌 경영 : 무역과 국제 수지, 세계 경제 환경, 기업의 글로벌 경영

회계 원리

• 회계의 기초 : 회계의 의의와 목적, 회계의 분류, 회계의 구성 요소, 거래와 회계의
등식, 회계윤리
• 회계의 순환 과정 : 거래의 기록, 시산표 작성, 결산 수정 분개, 장부 마감, 재무제표
작성
• 자산의 회계 처리 :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 부채·자본의 회계 처리 :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자본의 회계 처리
• 수익과 비용의 회계 처리 : 수익과 비용의 뜻, 수익과 비용의 구분
• 결산과 재무제표 : 상품 매매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해양의
이해

• 해양과 인류 : 해양의 생성, 해양 개척의 역사, 해양 산업과 경제, 해양의 구분과 지형
• 해수의 성질과 운동 : 해수의 물리적 성질, 해수의 화학적 성질, 파, 조석과 해류
• 해양과 생물 : 해양 생태계, 플랑크톤과 미생물, 유영 동물, 저서 생물, 해양 생물 산업
• 해양 개발과 자원 이용 : 탄소 배출권의 배경과 효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의, 미래
녹색성장 해양 자원, 해양 환경 조사
• 대기 해양 상호 작용 : 기상 요소 및 관측, 기단과 전선, 고기압과 저기압, 구름과 안개
• 해양 일기도와 해색 위성 정보 : 일기도와 해양 기상, 태풍과 항해, 해색 위성 정보의
활용

수산·
해운
산업 기초

• 인간 생활과 배 : 배의 역사와 종류, 배와 동력, 바다와 진로
• 자원의 보고 바다와 수산업 : 수계 자원과 이용, 수산업의 종류와 산업적 역할, 수산업과
정보 관리
• 지구를 하나로 묶는 해운업 : 해상 운송, 항만, 해운업과 정보 관리
• 변화하는 해양 산업 : 해양 레저 산업, 조선 산업, 해양 관광 산업

인간 발달

• 인간 발달의 기초 : 발달의 성격, 인간 발달 이론
• 인간 발달 단계 :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 전·
후기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 생활 서비스 산업 발전과 전망 : 생활 서비스 산업의 발전, 미래 사회의 변화와 생활
서비스 산업의 전망
• 생활 서비스 산업과 직업 : 식생활 관련 분야, 의생활 관련 분야, 주생활 관련분야,
미용 관련 분야, 보건·복지 관련 분야, 관광 관련 분야
• 생활 서비스 산업 정보의 활용과 관리 : 생활 서비스 산업 정보의 종류와 활용 의의,
생활 서비스 산업 정보원과 정보 윤리, 생활 서비스 산업 정보의 활용과 관리 실제
• 직업 사회와 진로 계획 : 직업 사회, 직업 윤리,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진로 계획
수립과 실천

상업 정보

수산·
해운

가사·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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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 영역
직업탐구 영역 평가 목표상의 ‘행동’은 각 선택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중심으로 분류된다.
즉 개념 및 원리 이해, 문제 인식 및 명료화, 대안 탐색 및 선택, 대안 실행 및 적용, 대안 평가
및 일반화 등의 5개 영역은 직업탐구 영역에서 교과 중심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안된
행동 영역 분류 체계이다. 이들 행동 영역을 측정하는 데 요구되는 문제 상황은 각 선택 과목의
학습 내용과 관련이 깊은 최근의 학문·이론적 동향이 반영된 내용, 실제적인 실험·실습 상황이나
내용, 일상생활 중에 접할 수 있거나 언론 매체 등에서 다루었던 현실적인 문제 또는 시사적인
내용, 직장 생활 중에 접할 수 있거나 관련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직업적 상황이나 내용 중심의
각종 자료 및 지문들로 구성된다. 직업탐구 영역의 5개 행동 영역과 각 행동 영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하위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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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교과 개념 및 원리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개념 및
원리 이해

측정하는 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하위 요소들을 평가한다.
• 문제 상황에 나타난 교과 개념 및 원리를 기억하기
• 문제 상황 속에 내포된 교과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기

교과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 속에 내포된 의미나 관련
문제 인식
및 명료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명료화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하위 요소들을 평가한다.
• 문제의 구조적 상황 및 원인 등을 분석하여 문제 상황을 인식하기
• 문제 상황 속에 내포된 의미나 관련 변인들의 기본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 문제 상황 속에 내포된 의미나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기초하여 사안의 핵심이나
제기되는 문제를 명료화하기

문제 해결에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여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대안 탐색
및 선택

토대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하위 요소들
을 평가한다.
• 문제 해결에 유용한 자료와 정보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기
•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창출하고 범주화하여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기
• 다양한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문제 해결에 적합한 실행 절차를 수립하여 최적의 대안을 실행 및 적용하고,
대안 실행
및 적용

이 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하위 요소들을 평가한다.
• 문제 해결에 적합한 실행 절차를 수립하여 당면 문제 상황에 최적의 대안을 실행
하기
•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나 사례에 최적의 대안을 적용하기
• 최적의 대안을 실행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실행 및 적용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 해결에 활용한 대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안 평가
및 일반화

바탕으로 문제 해결책을 일반화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하위
요소들을 평가한다.
• 대안의 실행 및 적용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기
• 실행 및 적용 결과를 종합하여 문제 해결책으로서 대안의 적절성이나 타당성을
평가하기
• 문제 해결에 활용된 대안 및 실행 방법을 유사한 문제 상황의 해결책으로 일반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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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 방법
교과서에 소개된 개념 및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주요 개념 및 원리를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밖의 각종 지문 및 자료들과
관련지어 정확히 이해한다.
예시 문항

◉ 다음 뉴스에서 A 씨 부부가 취득한 인증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리적 표시제
③ 저탄소 농산물 인증
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② 유가공 식품 인증
④ 전통식품 품질 인증

(2019학년도 수능 농업 이해 18번)

이 문항은 농업인의 경영 사례를 소개하는 뉴스 형태로 구성된 제시문에서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인증 받은 농산물 인증 제도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즉, 교과서의 농산물 인증 제도의 종류와 개념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또한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을
숙지하고, 유사한 농산물 인증 제도 간의 차이를 파악하며, 다양한 사례와 연계하여 이해하는 방법으로
학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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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다음 자연 환경 보전 사례와 관련된 국제 협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은 유리병 무게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기업이 만드는 180 mL 용량의 유리병은 생산 과정에서
259 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유리병 무게를 1%만
줄여도 2∼3 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노력
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① 바젤 협약
③ 람사르 협약
⑤ 몬트리올 의정서

② 교토 의정서
④ 사막화 방지 협약

(2019학년도 수능 공업 일반 5번)

이 문항은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 유리병 무게를 줄임으로써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사례를
통해 관련 국제 협약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위한
관련 국제 협약은 교토 의정서이며, 이 협약은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 협약인 기후 변화
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이 문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토 의정서의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고, 제시문의 사례에서 이산화 탄소 배출량
을 줄이는 노력이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파악한다. 결국 이 내용이 교토
의정서의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선택지에 제시된 교토
의정서 이외의 다른 국제 협약이나 의정서의 개념과 내용도 함께 파악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정확하
게 맞는 국제 협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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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다음은 ○○(주)의 업무 일지 일부이다. 이에 나타난 거래 내용을 분개할 때 대변 계정과목이
속하는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① 자산

② 부채

③ 자본

④ 비용

⑤ 수익
(2019학년도 수능 회계 원리 2번)

이 문항은 제시문의 업무 일지 내용에서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를 찾는 것으로,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개념과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주)의 업무 일지에 나타난 거래 ‘본사 건물 일부에 대한 당월분 임대료 ￦ 500,000을 현금으로
받음.’ 을 분개하면 차변에는 자산 계정인 현금 ￦ 500,000 이며, 대변에는 수익 계정인 임대료
￦ 500,000 이다. 따라서 이 문항은 본사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 수익에 속하는 것임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수험생은 교과서에 소개된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해당 개념들이 가진 특징을
파악하여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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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기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양 환경 동아리 학생들은 ‘해양 산성화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해 ○○해양과학기술원을 방문하였다. 인솔 연구원은 강의 중, “해양
(가)

의 산성화는 해수 중에 녹아 있는

때문입니다. 이 기체는 해수에

15% 정도 녹아 있는데, 해양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하며 수심이 깊어질수록
농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기체입니다.”라
고 설명하였다.
<보 기>

ㄱ. 동물이 호흡할 때 배출된다.
ㄴ. 조개류의 껍데기 형성에 이용된다.
ㄷ. 해수의 pH 변화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해양의 이해 13번)

이 문항은 해양 용존 기체가 이산화 탄소라는 개념을 탐색하고 이산화 탄소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
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수험생은 해양의 산성화에 있어서 해수에 15%정도 녹아 있는 것,
해양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하며 수심이 깊어질수록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기체에서 이산화 탄소를 유추하고 이에 근거하여 답지에서 이산화 탄소의 특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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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다음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그레이징(graz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ㄴ. 컨버전스(convergence) 마케팅을 사용하고 있다.
ㄷ. QR 코드에 담긴 상품의 정보는 정보 원천에 따라 나누었을 때 개인적 정보
원천에 해당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8번)

이 문항은 채소류 대파에 QR 코드를 부착한 뉴스를 소재로 컨버전스 마케팅 개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소개된 생활 서비스 산업의 정보와 관련된 개념 및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들 개념 및 원리가 일생생활이나 직업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활용되
고 있는지를 교과서 밖의 다양한 사례들과 연관시켜 학습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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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세요!

학문·이론, 실험·실습, 일상생활, 직장 생활 등의 각종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

문제 인식 및 명료화
예시 문항

◉ 다음 과제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 조가 조사한 토양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이타이이타이병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ㄴ. B 조가 조사한 하천으로 유입된 물질에는 질소(N), 인(P)이 포함될 수 있다.
ㄷ. C 조가 측정한 빗물은 건물, 교량 등의 콘크리트를 부식시킬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공업 일반 9번)

이 문항은 공업이 발달됨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공해의 종류 및 원인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수험생은 카드뮴으로 인한 이타이이타이병, 수은으
로 인한 미나마타병 등 공해 물질에 따른 질병에 대한 내용,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 물질이 증가하면
영양소의 순환 속도가 빨라져 조류의 성장과 번식이 빠르게 일어나는 영양 염류 증가의 현상, 산성비
의 pH 및 이로 인한 건축물의 부식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인식하고 명료화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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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다음 상황에서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교사 A, B가 사용한 방법을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학습 이론적 관점에 근거한다.) [3점]

<보 기>

ㄱ. 교사 A가 사용한 방법은 부적 강화이다.
ㄴ. 교사 A가 사용한 방법은 조작적 조건화를 적용한 것이다.
ㄷ. 교사 B가 사용한 방법은 대리적 강화이다.
ㄹ. 교사 B가 사용한 방법은 고전적 조건화를 적용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9학년도 수능 인간 발달 15번)

이 문항은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교사들이 사용한 방법을 학습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
여 조건 형성과 강화 방법과 관련된 핵심 개념을 명료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즉 이
문항은 사례 속에서 교사 A와 B는 조작적 조건화를 통해 교사 A는 스키너의 정적 강화, 교사
B는 반두라의 대리적 강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인식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
다. 따라서 인간의 성격, 사회성과 정서, 인지, 도덕성 발달 등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들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들 개념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이나 실험
상황 등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면서 학습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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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탐색 및 선택

예시 문항

◉ 다음은 ◯◯(주)의 조직 구조에 관한 컨설팅 보고서 일부이다. 해결 방안에 나타난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컨설팅 보고서
∙평가 의견
-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문제 해결의 기동성이 떨어짐.
∙해결 방안
- 과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해 기존 부서에서 인원을 선발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성함.
- 과제가 해결되면 조직을 해체하여 기존 부서로 복귀시킴.

① 명령 일원화 원칙이 강조되는 조직이다.
② 개방형 조직으로 탄력성이 높은 조직이다.
③ 라인 조직과 스태프 조직이 상호 연결된 조직이다.
④ 사업 단위별로 조직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조직이다.
⑤ 부문별 전문가를 두어 지휘․감독하는 상시적인 조직이다.
(2019학년도 수능 상업 경제 3번)

이 문항은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 탐색 및 선택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제시문은 ○○(주)
의 조직 구조 개편 내용이 나타난 보고서 형태의 제시문을 통해 기존 조직 구조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업무 중복에 따른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조직의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우며, 문제 발생 시 조정이
곤란한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새로운 조직
구조가 프로젝트 조직임을 유추하고, 이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조직 구조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수험생은 이처럼 기본 개념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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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다음 기사에서 △△군이 설치하고자 하는 항만 시설의 설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은 해안가의 월파로 인해 잦은 피해를 보고 있는 항구에 대해 월파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항내에
파도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관계자는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내에 정박한 어선 및 해안가 시설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신문, 2018년 6월 24일 자 -

① 부두와 떨어진 곳에 돌핀을 설치한다.
② 항내 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방파제를 설치한다.
③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 시설을 설치한다.
④ 토사가 항내에 쌓이지 않도록 도류제를 설치한다.
⑤ 대형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해 안벽을 설치한다.
(2019학년도 수능 수산·해운 산업 기초 17번)

이 문항은 해안가의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항만 시설의 설치를 위한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월파 방지 시설을 설치,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항내에 파도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항내에 정박한 어선 및 해안가 시설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 등의 설명을 통해 항만 시설이 방파제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항만 시설의
분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항만 시설별 특징에 대해서도 학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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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다음 기사에 나타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추석이 다가오면서 스미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직장인 A 씨는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커피 전문점의 이름이 적힌 할인 쿠폰 제공 문
자 메시지를 받았다. 무심코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A 씨는 스마트폰으로 소액 결제가 발생한 사실
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 ◯◯신문, 2018년 9월 19일 자 -

<보 기>

ㄱ.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ㄴ. 가입한 통신사에 소액 결제 서비스 차단을 요청한다.
ㄷ. 발신인이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클릭하여 확인한 후
삭제한다.
ㄹ.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악성 코드를
검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9학년도 수능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20번)

이 문항은 정보 사회의 역기능 중 전자 금용 사기 수법인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따라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보 사회의 역기능이 내포된 기사 내용이나 관련 자료들과 연관시켜 정보 사회의 대표적인
역기능 사례 및 유형에 따른 피해나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탐색하
고, 이들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하면서 학습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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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실행 및 적용

예시 문항

◉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각법으로 그림 (가)와 같이 정면도를 완성한 후, 일부만 그려진
평면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나)와 같이 좌표를 입력하였다. 완성된 정면도와 평면도로 나타날
수 있는 입체 형상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등각 모눈 한 눈금의 크기는
10 mm이다.) [3점]

<보 기>

① ㄱ, ㄴ

ㄱ.

ㄴ.

ㄷ.

ㄹ.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9학년도 수능 기초 제도 19번)

이 문항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좌표 입력 방법(절대 좌표, 상대 좌표, 극좌표 방법)을 이해하고,
제3각법의 정면도와 평면도를 통해 물체를 형상화한 투상도를 이해하여 입체도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
하는 문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시된 절대 좌표, 상대 좌표 및 상대 극좌표를 입력하여 평면도를 완성하
고, 제3각법의 정면도와 평면도를 보고 입체 형상을 유추하여 투상도와 입체를 연계하여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한 입체도를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교과서에서 소개된 CAD 시스템의
기본적인 좌표 입력 방법과 제3각법의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에 대한 투상도의 원리를 적용하여
표현될 수 있는 입체도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 19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시 문항

◉ 다음은 △△(주)의 제9기 경영 활동에 관한 기사이다. 이에 나타난 거래 내용을 모두 회계
처리한 결과가 제9기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제시된 자료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3점]
△△(주)는 전월에 투자 목적의 토지를 500만 원에 현금으로 매각하여 시세 차익
40만 원을 실현하였고, 이 중에서 30만 원은 지난 1일 신상품 홍보를 위해 3개월간
(2017. 9. 1. ~ 2017. 11. 30.)의 TV 광고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 ◯◯신문, 2017년 9월 15일 자 -

① ￦ 100,000 감소

② ￦ 100,000 증가

④ ￦ 300,000 증가

⑤ ￦ 400,000 증가

③ ￦ 300,000 감소

(2019학년도 수능 회계 원리 16번)

이 문항은 영업외수익과 판매비와 관리비의 회계 처리에 대한 대안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주)의 경영 활동을 회계 처리 하면 투자자산처분이익 ￦400,000과 광고
선전비 ￦300,000이 발생한다.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영업외수익에 속하는 투자자산처분이익은 영업이익 계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광고선전비 ￦300,000 지출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300,000 감소하게 된다.
이 문항은 이와 같은 영업이익과 관련된 회계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은 교과서에서 언급된 회계 처리 과정이 실제 상황에 적용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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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다음 기사의 ㉮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다.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20대 후반까지 증가하다가, 30대에서 급감하고 40
대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 결혼, 출산, 육아기를 거치는 30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 단절
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 ◯◯신문, 2017년 10월 31일 자 -

<보 기>

ㄱ. 육아휴직제도
ㄴ. 탄력근무제도
ㄷ. 기초노령연금제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인간 발달 2번)

이 문항은 성년기 직업 발달 특성 중 경력 단절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따라서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이나 문제들과 관련 시켜 인간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제도, 관계
법령 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현상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
면서 학습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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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평가 및 일반화

예시 문항

◉ 다음에서 A 씨가 적용한 친환경 방제 방법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친환경 방제 방법은 재배적, 물리적, 생물적 방제로만 한정한다.)
A 씨는 사과나무를 친환경으로 재배하기 위해 복숭
아순나방의 방제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막
걸리가 이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방법은 오른
쪽 그림과 같이 페트병의 옆면을 𝈈 자 형태로 잘라
막걸리, 설탕, 주정을 넣어 사과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이다. A 씨는 이 방법대로
막걸리 트랩을 사과나무 가지에 설치하여 복숭아순나방을 방제하는 데에 효과를
보았다.
① 우렁이를 방사하여 잡초를 방제하였다.
② 칠레이리응애를 방사하여 응애를 방제하였다.
③ 저항성대목을 이용하여 포도뿌리혹벌레를 방제하였다.
④ 유리 온실에 포충기를 설치하여 나방류를 방제하였다.
⑤ 호밀을 재배한 후 고추를 돌려짓기하여 고추풋마름병을 방제하였다.
(2019학년도 수능 농업 기초 기술 15번)

이 문항은 농업인 A 씨가 사과나무를 재배하기 위해 병충해방제를 위해 막걸리 트랩을 설치한
내용의 제시문에서 친환경 방제 방법의 물리적 방제를 알고, 이를 작물 재배에 이용한 사례로 일반화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병충해 방제의 종류와 기능을
일반화된 작물 재배 이용 사례와 연계하여 이해하고, 친환경방제 방법 간의 유기적 작용에 의한
기능과 일반화된 작물 재배 이용 사례 또한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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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다음은 두 연구 보고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A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1회 추적 조사를 하였다.
∙ B 연구는 ㉮ 초등학생의 운동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학년별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학년별로 각
100명씩 표집하여 2018년 ◯월 ◯일에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인간 발달의 세 영역 중 위 보고서의 ㉮에 나타난 두 영역이 모두 반영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표상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용하는 단어 수가 증가한다.
② 뇌 좌반구가 발달하면서 순차적 정보 처리 능력이 발달한다.
③ 의사소통 능력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맺게 된다.
④ 유혹에 대한 저항을 잘한 유아가 아동기에 학업 성적도 우수하다.
⑤ 거울신경세포가 손상된 사람은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2019학년도 수능 인간 발달 4번)

이 문항은 인간 발달의 세 영역 중 운동 능력이 신체 발달, 사회적 유능성이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이들 발달 영역을 유사한 사례에 일반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따라서 인간 발달의 영역과 같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 개념 및 원리 등을 실제적이고 구체적
인 상황이나 유사한 사례들과 연관시켜 학습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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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소개된 실험·실습 방법과 개념·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근거하는 각종 실험·실습 상황 및 방법과 그 속에 내포된 개념
및 원리, 그리고 기자재 종류와 용도, 사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험·
실습 활동을 통해 실제로 적용해 본다.
예시 문항

◉ 다음은 과제 활동에 대한 사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 학생은 ○○연구소 견학 중에 ‘무농약 재배에 의한 고품질 쌀 생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볍씨 소독법으로 사용된 냉수온탕침법의 효과가 궁금하여 과제
로 이수해 보았다. 볍씨 150 g씩을 준비하여 한쪽은 15℃ 냉수에 60분간 침지한
후 2분간 자연 탈수하여 58℃ 온수에 15분간 침지 처리하였고, 다른 쪽은 냉․온수
침지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 볍씨들을 싹을 틔워 육묘 상자에 각각 파종하고
동일한 재배 조건으로 관리하였다. 약 3주 후, 냉․온수 침지 처리한 육묘 상자에서
는 키다리병이 발생한 개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처리하지 않은 육묘 상자에서는
키다리병 발생 개체가 관찰되었다.
위 A 학생이 이수한 과제 활동의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동일한 재배 조건’은 종속 변인이다.
ㄴ. ‘냉․온수 침지 처리’는 독립 변인이다.
ㄷ. ‘키다리병 발생 여부’는 통제 변인이다.
ㄹ. ‘냉․온수에 침지 처리한 볍씨’는 시험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9학년도 수능 농업 이해 4번)

이 문항은 학생이 볍씨 소독법으로 냉수온탕침법의 종자소독 효과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내용에서 수행한 실험의 과학적 탐구 방법을 인식하고, 각 항목별로 명료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즉, 대조구, 시험구, 변인(독립 변인, 종속 변인, 변인 통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적 탐구 방법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학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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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다음 사례에서 K 씨가 은행나무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 적용한 번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은행나무 묘목을 생산하는 K 씨는 최근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의 열매
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수나무 묘목만을 대량 생산하고자 재배 중인 묘목에 다음과 같은 번식 방법
을 적용하였다.

① (가)는 암나무 가지이다.
② (가)는 접수이고, (나)는 대목이다.
③ (다)는 형성층 부위가 일치되도록 한다.
④ (라)의 A 부위에 도포제를 바른다.
⑤ (가)～(라)에 해당하는 번식 방법은 깎기접이다.
(2019학년도 수능 농업 기초 기술 8번)

이 문항은 은행나무 묘목 생산을 위해 적용한 법식 방법에 대한 내용의 사례 형태로 구성된 제시문
에서 수나무 묘목만을 생산하기 위한 접붙이기 방법 중 깎기접인 것을 인식하고 [작업 과정]의
각 단계에서 이를 찾아 명료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즉, 깎기접 과정의 단계별 작업
목적과 수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접붙이기의 종류 및 관리를 위한
실무 작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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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그림은 주어진 삼각형 ABC를 이용하여 [작도 순서]에 따라 평면도형을 그리는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삼각형 ABC 세변의 길이는
각각 서로 다르다.)

[작도 순서]
(1) 점 A, B에서 선분 AB의 1/2보다 길고 선분 AB보다 짧은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호를 각각 그려 만나는 두 교점D, E를 구하고,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 선분 AB의 교점 F를 구한다.
(2) 점 B, C에서 선분 BC의 1/2보다 길고 선분 BC보다 짧은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호를 각각 그려 만나는 두 교점G, H를 구하고,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 선분 BC의 교점 I를 구한다.
(3) 점 D, E를 지나는 직선과 점 G, H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점 O라고
하고, 점 O를 중심으로 선분 AO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보 기>

ㄱ. 선분 AF와 선분 BF의 길이는 같다.
ㄴ. 선분 GH는 선분 BC의 수직 2등분선이다.
ㄷ. 삼각형 AFO와 삼각형 BFO를 그리면 두 삼각형의 면적은 같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기초 제도 7번)

이 문항은 삼각형의 외접원을 그리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평면 도형의 여러 가지 작도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의 해결과 대안을 탐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주어진 삼각형
ABC를 이용하여 교점 F와 H를 구하고, O를 중심으로 선분 AO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작도함으로써 삼각형의 외접원을 그리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 도형과 관련된 선분의
길이나 면적 등에 관한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삼각형 외접원을 작도하는데 적용하는 능력을 학습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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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다음 [조사 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해양 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양 생물 동아리 학생들은 ○○해역에서 원뿔형 네트로 해양 생물을 채집한 후,
다음과 같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분류

∙ 절지 동물의 소형 갑각류에 속한다.
∙ 더듬이와 가슴다리가 있다.

형태

∙ 몸의 길이는 1∼4 mm 정도이다.
∙ 몸이 체절 구조이고, 좌우 대칭이다.
∙ 어린 물고기의 먹이이다.

특징

∙ 일주기 수직 이동을 한다.
∙ ‘해양의 쌀’이라고 불린다.
∙ 수적으로 풍부하고, 서식 분포 범위가 넓다.

① 단세포 생물이다.
③ 적조를 발생시킨다.
⑤ 이분법으로 번식한다.

② 동물플랑크톤이다.
④ 자포를 가지고 있다.

(2019학년도 수능 해양의 이해 9번)

이 문항은 해양 생물의 형태와 생태적 특징 자료를 근거로 플랑크톤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동물플랑크톤은 대부분 초식성으로 식물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1차 소비
자이며, 단세포의 원생동물, 척색동물인 어류의 알, 자․치어, 무척추동물의 알과 유생에 이르기까지
여러 동물 무리를 포함하고 있다. 동물플랑크톤에는 원생동물, 자포동물, 유즐동물, 환형동물, 연체
동물, 모악동물, 절지동물, 극피동물, 척색동물 등이 있다. 제시문에서 채집한 생물은 절지동물문의
소형 갑각류에 속하는 요각류(Copepoda)이다. 이것은 동물플랑크톤 중 양적으로 가장 풍부하며
어류 등의 먹이로 이용되어 해양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무리이다. 몸은 체절로 되어있고 좌우대칭
이며, 촉각 및 부속지를 움직여 헤엄을 치고 동시에 수류를 일으켜 먹이가 되는 식물플랑크톤이나
유기 쇄설물을 여과하여 먹는다. 그리고 하루를 주기로 수직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험생
들은 플랑크톤의 생태적, 형태적 특징에 중심으로 학습해야 한다.

| 20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시 문항

◉ 다음 실험에서 아동 A의 대답을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실험 상황]
∙ 단 계 1 : 실험자는 아동 A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민수는 그림책을 보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그 그림책을 초록색
바구니에 두고 방을 나갔어요. 그 사이 방으로 들어온 엄마는 그 그림책
을 초록색 바구니에서 꺼내 빨간색 바구니에 옮겨 두었어요.
∙ 단 계 2 : 실험자는 아동 A에게 질문한다.
실 험 자 : 화장실에 갔다가 방으로 돌아온 민수는 그 그림책을 어디에서
먼저 찾을까요?
아동 A : 빨간색 바구니에서 찾아요.
① 가역적 사고를 하고 있다.
② 다중 서열화를 하고 있다.
③ 추상적 사고를 하고 있다.
④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다.
⑤ 동일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2019학년도 수능 인간 발달 10번)

이 문항은 피아제의 틀린 믿음에 대한 내용을 실험 상황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유아기 인지
발달 특성 중 자기중심적 사고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실험 상황으로 발달 이론의 핵심 내용을 재구성하고, 그 속에 내포된 발달 단계별 특성을
파악하는 유형은 기출 문항에서 자주 다루었던 유형이다. 따라서 기출 문항에서 다루었던 각종
실험 상황을 참고하여 유아기 혹은 아동기 등의 발달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다양한
실제 생활에 발달 단계별 특성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연관시켜 학습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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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변화 · 발전된 교과 내용을 확인하며 공부하세요!

최근에 전공과 관련된 각종 법률이나 제도, 규칙, 기준, 용어, 기술 등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달되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한다.
예시 문항

◉ 다음 기사에서 설명하는 국제 협약의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 법률인 유전자원법을 제정하면서 지난해
8월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됐으며, 절차 준수와 신고 등 이행 의무 사항이 1년간
유예된 후 2018년 8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국제 협약에 따른 ABS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문, 2018년 9월 4일 자 -

① 유전자원의 발굴․보존을 강화한다.
② 유전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한다.
③ 유전자원에 대한 외부 접근을 차단한다.
④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⑤ 유전자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2019학년도 수능 농업 이해 2번)

이 문항은 2018년 8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
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 방안을 탐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국제 협약의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 방안을 최신 법률과 관련지어 이해한 후, 기술과 자원 등 다양한
내용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학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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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다음은 김○○학생이 작성한 기업 탐방 보고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 자료에 나타난 주식 시세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 종목의 당일 가격 변동 폭은 5,000원이다.
ㄴ. B 종목의 전일 종가는 당일 시가와 일치한다.
ㄷ. A 종목과 B 종목이 매매된 증권 시장은 유통 시장이다.
ㄹ. A 종목이 거래되는 시장은 한국거래소, B 종목이 거래되는 시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9학년도 수능 상업 경제 7번)

이 문항은 □□증권(주)의 주식 시세표로 작성된 제시문을 통하여 KOSPI 지수가 유가 증권 시장
에서 사용되는 지표이고, KOSDAQ 지수가 KOSDAQ 시장에서 사용되는 지표임을 이해하여 A,
B 종목별 내용을 유추하고, 이에 근거하여 답지에서 종목별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제시문은 증권회사의 주식 시세표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보험의 종류별 내용을 먼저 이해한 후, 최근 법률이나 제도, 규칙, 기준, 용어, 기술
등이 변화되었는지 확인하면서 학습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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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능-EBS 연계 방식 및 유형
학습자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수능-EBS 연계 출제 정책’에 따라 직업탐구 영역에서는
3가지 유형의 연계 방법을 활용하여 연계 문항들을 개발하고 있다. 각 유형별 특징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고 학습할 때, 수능 직업탐구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한다.

1) 개념·원리 활용 유형
개념·원리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본문 및 문항 내용 중 중 평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교과의 핵심 개념이나 원리를 활용하여 지문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1

◉ 그래프는 ○○국의 2018년 8월과 9월의 국제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수지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3점]

① 8월의 국제수지 중 국제 기구에 대한 출연금 지급액이 속한 수지는 적자이다.
② 9월의 국제수지 중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단기로 국내에 취업하여 받은 임금이 속한
수지는 적자이다.
③ 9월의 경상수지 흑자 전환에 가장 크게 기여한 수지는 해외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가 속한 수지이다.
④ 8월에 비해 9월에는 내국인의 해외 이주비가 속한 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⑤ 8월에 비해 9월에는 국내 기업이 해외 건설을 통해 수취한 공사 대금이 속한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2019학년도 수능 상업 경제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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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연계 부분

(2019학년도 수능특강 상업 경제 108쪽)

2019학년도 수능 상업 경제 12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상업
경제의 108쪽 본문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상업 경제에
제시된 국제 수지의 이해 중 국제 수지표 항목에 대한 개념을 활용하여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여
출제한 것이 2019학년도 수능 12번 문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의 본문과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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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2

◉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해양 광물 (가)로 옳은 것은?
석유, 석탄 등의 에너지 자원 고갈 위기에 직면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대체
에너지 자원이 개발되고 있다. 그중에서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가)

은/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자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해양 광물이다. 이 해양 광물은 세균이
해저 퇴적물의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스가 저온과 고압의 환경에서
고체화된 것이다.
① 암염

② 규조토

④ 인회석

⑤ 메탄 하이드레이트

③ 리튬광

(2019학년도 수능 해양의 이해 1번)

EBS 연계 부분

(2019학년도 수능특강 해양의 이해 5쪽)

2019학년도 수능 해양의 이해 1번 문항의 제시문과 문항 형태는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해양의 이해의 5쪽 본문에 수록된 내용을 활용하여 새롭게 지문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해양의 이해에 수록된 본문에서는 메탄 하이드레
이트에 대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해양 광물 자원에 대해 상세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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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3

◉ 다음 대화에서 A, B 씨의 직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근거한다.) [3점]
A 씨 : 오늘은 수술 환자가 있어서 수술 준비를 도왔어. 의사의 지시로 간호 보조
업무와 진료 보조 업무를 하는 날보다 수술 환자가 있을 때는 더 긴장되고
힘들어. 너는 오늘 하루 어땠어?
B 씨 : 나는 그 수술 환자의 수술 과정이 녹음된 테이프의 내용을 기록했어. 그리고
환자들의 질환을 등록하고 의료정보 통계를 생성하느라 바쁜 하루였어.

<보 기>

ㄱ. A 씨의 직업은 의료기구 및 물품을 소독․살균하는 일을 한다.
ㄴ. B 씨 직업의 역할과 자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ㄷ. A 씨와 B 씨의 직업은 동일한 소분류 항목에 속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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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연계 부분

(2019학년도 수능특강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79~80쪽)

2019학년도 수능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2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의 79~80쪽 본문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중 대표적인 보건서비스 분야 직업인 간호 조무사와 의무
기록사 직무와 분류 항목, 역할과 자격 규정 관련 법률 등에 대한 본문 내용에 근거하여 문항으로
구성한 것이 2019학년도 수능 2번 문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의 본문에서 예시하고 있는 보건 복지 관련 직업들이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어떻게
분류되고, 이들 직업의 활동 영역, 요구 능력, 자격 요건, 관련 법규, 자격 및 전망 등이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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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지문 활용 유형
자료·지문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본문 내용이나 문항에 사용된 지문(표,
그림, 그래프, 도형, 삽화 등)의 형태와 내용을 변형하여 지문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1

◉ 다음에서 알 수 있는 가축에 대한 사양 관리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옛날 한 나그네가 멀리서 검은색과 누런색의 커다란 가축에 쟁기를 달아 밭을
갈고 있는 농부에게 “저 뿔이 달린 두 마리 중 어느 것이 더 일을 잘하오?”라고
크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일하다가 말고 나그네에게 다가와서 귀에 대고
말하길, “저들 중 누렁이가 일을 더 잘한답니다. 검둥이는 아주 게으르지요.” 이에
나그네가 말하길 “밭에서 말씀하시지 왜 가까이 와서 대답을 하시나요?” 하자 농부는
“한낱 동물도 감정이 있어 검둥이가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에 나그
네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 남미영, 생각하는 사과나무 -

<보 기>

ㄱ.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 거세를 한다.
ㄴ. 다두사육에서 상처 예방을 위해 제각을 한다.
ㄷ. 사료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부리 다듬기를 한다.
ㄹ. 질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9학년도 수능 농업 기초 기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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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서 알 수 있는 가축의 형태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옛날 어느 날 길을 가던 나그네는 밭에서 일하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그 농부는
검은색과 누런색의 커다란 동물이 끄는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지요. 나그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두 마리의 뿔 달린 동물들 중 어느 것이 더 일을 잘하오?”
이렇게 물어보니 갑자기 농부가 일하다가 말고 나그네에게 다가와서는 귀에 대고 말했
습니다. “저들 중 누렁이가 더 일을 잘한답니다. 검둥이는 아 주 게으르지요.” 나그네는
굳이 거기서 말하면 될 것을 왜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말하는지 묻자 농부가 대답했습
니다. “한낱 동물도 감정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이를 검둥이가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에 나그네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 남미영, 『생각하는 사과나무』 -

① 볏이 있다.
② 반추위가 있다.
③ 총배설강이 있다.
④ 모이주머니가 있다.
⑤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
(2019학년도 수능완성 농업 기초 기술 46쪽 11번)

2019학년도 수능 농업 기초 기술 3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농업 기초 기술의 46쪽에 수록된 11번 지문을 활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한 것이다.
수능완성 농업 기초 기술에 수록된 지문에서는 옛날 우화의 내용을 글 형태로 다루고 있다. 이
지문에 나타난 누렁이와 검둥이 소에 관한 부분을 활용한 형태로 제시하여 지문을 구성한 문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통해 동물의 사육관리, 위생적, 이용학적 분류
등을 이해하고 다양한 기사와 사례 등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학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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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2

◉ 다음은 ○○기업 단체 협상 결과에 대한 사원들의 대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합의한 임금 체계는 직무급제이다.
ㄴ.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였다.
ㄷ. 모든 사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법정 외 복리 후생에 해당한다.
ㄹ. 노동조합 가입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③ ㄴ, ㄹ

(2019학년도 수능 공업 일반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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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수능완성 공업 일반 53쪽 2번)

2019학년도 수능 공업 일반 13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공업
일반의 53쪽에 수록된 2번의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활용하여 새롭게 지문과 <보기>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한 것이다. 수능완성 공업 일반의 지문은 임금, 복리 후생, 노동조합
유형, 노동조합 가인 제도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은 사원들의 대화 내용
형식을 활용하여 제시된 자료와 지문의 임금 체계, 노동 3권, 법정 외 복리 후생 제도, 노동 조합
가입 제도의 요소들을 변형하여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서는 EBS 연계 교재의 자료 및 지문에 나타난 임금, 노동조합, 복리 후생에 관한 내용을 익히고
이를 적용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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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3

◉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 발달의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물행동학자 로렌츠는 어미 오리가 낳은 알을 부화기에서 부화시켰다. 새끼 오리들
은 부화하자마자 맨 처음 로렌츠를 보게 되어 그를 어미로 생각하는 것처럼 졸졸 따라
다녔다. 그 후, 로렌츠는 이 새끼 오리들이 어미를 만나 함께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들은 어미 오리를 따라다니지 않았다. 로렌츠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각인’이라는 동물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다.
- 로렌츠, 진화와 행동수정 -

① 발달은 가소성이 크다.
② 발달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③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④ 발달은 백지상태에서 이루어진다.
⑤ 발달은 양적으로 증가하는 변화 과정이다.
(2019학년도 수능 인간 발달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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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인간 발달의 쟁점에 대한 입장과 같은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로렌츠는 회색기러기에 대한 각별한 애정 덕택에 커다란 성과를 올린다. 어느
날 그는 회색기러기 새끼가 막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알에서 나온 꼬마 새가 느닷없이 그에게 ‘인사’를 하더니 그때부터 한시도 그에게
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새끼 새를 어미의 품속에 머물러 있게 하려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작은 회색기러기는 로렌츠가 어디를 가든 그의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이 새를 양녀로 받아들였고, ‘마티나’라는 이름도
지어주었다. 마티나 덕택에 로렌츠는 오늘날 ‘각인’이라고 불리는 동물 행동의 기본
적 현상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다.
① 중년에 접어들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다.
② 사춘기가 되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다.
③ 외국인과 꾸준히 대화한 결과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다.
④ 어린 시절 언어 습득의 기회를 놓친 아동은 언어를 배우지 못하였다.
⑤ 아기 때 토끼 때문에 깜짝 놀란 이후로 털 달린 동물은 모두 무서워하게 되었다.
(2019학년도 수능특강 인간 발달 7쪽 8번)

2019학년도 수능 인간 발달 8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인간
발달의 7쪽에 수록된 8번 문항 지문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인간 발달에 수록된
8번 문항은 로렌츠가 새끼 오리 행동을 통해 탐구한 각인 현상에 내포된 결정적 시기의 개념을
인간 발달 사례에 일반화하는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서, 이 문항에 활용된 각인 현상 사례를 인용하여
지문을 구성하되 그 속에 내포된 발달적 쟁점/의미를 유추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출제의도를
변경한 것이 2019학년도 수능 8번 문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의 본문 및 문항에 제시된 관찰이나 탐구, 실험‧실습 등의 사례들을 관련 발달 이론 및 개념과
연관시켜 발달적 측면에서 어떤 쟁점이나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인간 발달의 여러 사례에
적용해 보면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

| 2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문항 변형 유형
문항 변형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문항의 내용 및 형식을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하
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1

◉ 그림의 입체도를 보고 제3각법으로 정투상도를 작성할 때, (가)에 들어갈 정면도의 치수 기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②

③

④

⑤

(2019학년도 수능 기초 제도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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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수능완성 기초 제도 28쪽 14번)

2019학년도 수능 기초 제도 15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기초
제도의 28쪽에 수록된 14번 문항을 활용하여 새로운 입체도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한 것이다. 수능완성 기초 제도에 수록된 문항에서는 제시된 입체도를 보고 제3각법으로
작성된 평면도 및 우측면도를 보고 정면도에 해당하는 치수 기입의 내용을 묻고 있으며, 수능 문항에
서는 우측면도가 필요 없는 형상의 정면도 치수 기입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제시문을 변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항의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체도를 보고 투상도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치수
기입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투상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의 문항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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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2

◉ 다음은 ◯◯(주)의 자금 조달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 일부이다. 이를 실행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 자본 총액의 증감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자료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3점]

① ￦ 100,000 증가

② ￦ 100,000 감소

④ ￦ 500,000 감소

⑤ ￦ 600,000 증가

③ ￦ 500,000 증가

(2019학년도 수능 회계 원리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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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주)의 자금 조달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 일부이다. 이를 실행하여 회계 처리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자료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3점]

① 자본금이 ￦600,000 증가한다.
② 유동자산이 ￦500,000 증가한다.
③ 자본잉여금이 ￦100,000 증가한다.
④ 이익잉여금이 ￦100,000 증가한다.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00,000 증가한다.
(2019학년도 수능특강 회계 원리 118쪽 3번)

2019학년도 수능 회계 원리 12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회계
원리의 118쪽 3번 문항을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회계 원리에 수록된 문항은
주식 할증 발행의 회계 처리 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계정 과목을 묻는 문항이었으나, 수능 문항에서는
제시문은 유사하지만 자본 총액의 증감 변화를 묻는 문항으로 일부 변형하였다. 주식의 발행 방법에
대한 문항은 수능뿐만 아니라 EBS 연계 교재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문항이므로 동일한 평가 요소
일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문항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 2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시 문항3

◉ 다음 보고서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 학생은 ‘전자파를 이용하는 ○○원격 탐사’에 대해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종류

◯◯원격 탐사

구분

∙ 바다의 색깔 변화를 감지하는
원격 탐사 방법임.
탐사
방식

∙ 해수면에서 반사되는
가시광선을 위성에 탑재된
센서로 감지함.

활용

(가)

분야
<보 기>

ㄱ. 염분 측정

ㄴ. 적조 감시

ㄷ. 해저 지형 관측

ㄹ. 클로로필 농도 측정

① ㄱ, ㄴ

②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③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해양의 이해 4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

223 |

EBS 연계 부분

◉ 다음에서 원격 탐사 (가), (나)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보 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수동형 센서이다.
ㄴ. 날씨의 제약을 받는다.
ㄷ. 자료 처리가 복잡하다.
ㄹ. 마이크로파를 이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③ ㄴ, ㄷ

(2019학년도 수능완성 해양의 이해 47쪽 12번)

2019학년도 수능 해양의 이해 4번 전자파를 이용한 위성원격탐사 중 해색 원격 탐사에 대해
묻는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해양의 이해의 47쪽에 수록된 12번
문항을 활용하여 문항을 변형하여 개발한 것이다. 수능완성 해양의 이해에 수록된 문항은 그
동안 모의평가나 수능 기출 문항에서뿐만 아니라 EBS 연계 교재에서 보편적으로 제시되었던 문항들
이다. 이처럼 보편성을 지닌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 요소로 강조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필요한 내용 영역을 묻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항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의평가나 수능 기출 문항에 대해 소홀하게 여기거
나 지나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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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4

◉ 다음 기사에서 △△회사가 도입할 화물 운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회사는 해상 및 육상 운송 체계를 연결하여 일괄 운송이 가능한 화물 운송
방식을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이 방식은 컨테이너 화물을 한국에서 중국까지 선박으
로 운송한 후에 기차 및 트럭 등의 육상 운송 수단으로 유럽 각지에 보내는 것이다.
관계자는 “이 운송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선박만을 이용한 운송 방식보다 운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항공 운송만을 이용하는 것보다 운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 ○○신문, 2017년 6월 29일 자 -

<보 기>

ㄱ. 화주는 운송 수단별 운임을 지불한다.
ㄴ.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을 이용한다.
ㄷ. 운송 구간별 선하 증권(B/L)이 발행된다.
ㄹ. 문전 운송(door to door) 서비스가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③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수산·해운 산업 기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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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운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속초시는 북쪽으로는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TSR), 중 국 횡단 철도(TCR) 등과
연계해 몽골,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 문지역이며, 동쪽으로는 일본과 연결돼 태평양을 통해 미국 등지로의 진출
교두보로써 속초항 항만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허였다. 또한 속초시 관계자는
앞으로 철도 ~해상~항공의 정기선 복합 운송망을 구축하여 명실상부 한 동북아
국제 물류의 중심지로서 성장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 ◯◯신문, 2017년 1월 12일 자 -

<보 기>

ㄱ. 하역 횟수가 줄어든다.
ㄴ. 전 구간에 단일 운임이 적용된다.
ㄷ. 자본 집약도 보다 노동 집약도가 높다.
ㄹ. 컨테이너에 의한 문전 운송이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③ ㄴ, ㄷ

(2019학년도 수능특강 수산·해운 산업 기초 102쪽 3번)

2019학년도 수능 수산·해운 산업 기초 8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
특강 수산·해운 산업 기초의 102쪽에 수록된 3번 문항을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한 것이다. 수능
특강 수산·해운 산업 기초에 수록된 문항은 그 동안 모의평가나 수능 기출 문항에서뿐만 아니라
EBS 연계 교재에서 보편적으로 다루어졌던 문항들이다. 이와 같이 보편성을 지닌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 요소로 강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필요한 내용 영역을 묻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항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의평가나 수능 기출 문항에 대해 소홀하게 여기거나 지나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 2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시 문항5

◉ 다음 아동 A가 사용한 기억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아동 A는 정교화 기억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ㄴ. 아동 A는 공통적인 특성으로 묶어서 외우는 기억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ㄷ. 이삿짐 센터가 전화번호 뒷자리를 2424(이사이사)로 정하는 것은 아동 A가
사용한 기억 전략에 해당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학년도 수능 인간 발달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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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연계 부분

◉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아동 A, B가 사용한 기억 책략을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아동 A는 반복 시연을 사용하고 있다.
ㄴ. 아동 B는 조직화를 사용하고 있다.
ㄷ. 아동 B는 아동 A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억 책략을 사용하고 있다.
ㄹ. 아동 A, B가 사용한 기억 책략은 단기 기억에 효과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③ ㄴ, ㄷ

(2019학년도 수능특강 인간 발달 86쪽 4번)

2019학년도 수능 인간 발달 14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인간
발달의 86쪽에 수록된 4번 문항의 내용 및 형식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인간 발달
에 수록된 4번 문항은 아동이 사용한 반복 시연과 정교화 기억 전략을 소재로 이들 기억 전략의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서, 이 문항의 선택지에 제시된 조직화 기억 전략을 상황/지
문으로 구성하였으나 평가 요소와 함께 문항풀이에 요구되는 접근 방식 및 문제 상황 구성 방식을
유사하게 구성한 것이 2019학년도 수능 14번 문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의 본문 및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발달 단계별 주요 특징들을 관련 발달 이론 및
개념들과 연관시켜 비교하면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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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시험 범위와 수준은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이 정한 범위와 수준에 따른다. 다만 제2외국어와 한문의 교육과정 진술 내용이 상이하므로
제2외국어와 한문을 구분하여 기술한다.

8.1 제2외국어
가. 시험의 성격
제2외국어 시험은 교육과정(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
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의 내용과 수준에 의거하여 일상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나. 평가 목표
제2외국어 시험의 평가 목표는 발음·철자(문자)의 이해 및 식별력, 어휘의 이해 및 활용 능력,
문법의 이해 및 적용 능력, 의사소통 표현의 이해 및 활용 능력, 문화의 이해 및 활용 능력을 기본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하위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발음ㆍ철자
(문자)의 이해
및 식별력

• 발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어휘의 이해 및
활용 능력

• 낱말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문법의 이해 및
적용 능력

•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 철자(문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낱말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가?

• 문법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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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표현의 이해 및
활용 능력

• 의사소통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가?

문화의 이해 및
활용 능력

• 해당 외국(어권)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가?

• 의사소통 관련 실제 자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 해당 외국(어권)의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가?

다. 학습 방법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는 물론 교육과정에 과목별로
제시된 해당 외국어의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기본 어휘’를 철저히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음 및 철자(문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다루어진 낱말을 중심으로
발음과 철자(문자)를 학습한다. 과목별 특성에 따라 강세, 억양, 성조, 장단음, 청탁음, 한자 표기
등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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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모음)

예시 문항

◉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 있는 것은? [1점]

번 역

A : 너 아이디어 있니?
B : 응, 물론이지!
① 길

② 돈

④ 책장

⑤ 아침

③ 이름

(2019학년도 수능 독일어Ⅰ 1번)

이 문항은 발음 및 철자 영역에서 독일어의 모음 [e:] 발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독일어의 모음이 장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밑줄 친 발음처
럼 중모음(aa, ee, oo)인 경우, 단음절어의 모음이 하나의 자음 앞에 있는 경우(예: Weg), 강세가
있는 음절의 모음이 하나의 자음 앞에 있는 경우(예: geben), 모음 다음에 묵음인 h가 오는 경우(예:
Fehler) 등이다. 정답 ① Weg을 제외하고 답지에서 제시된 ‘Geld’, ‘Name’, ‘Regal’, ‘Morgen’과
같은 낱말들은 이러한 장음 규칙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발음에 관한 평가는 첫 문항에서 매번 다루어
지므로, 모음과 자음의 발음 규칙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제시된 낱말을 중심으로, 발음 기호를 참고하여 실제로 발음해 보면서 정확한 발음을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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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성조 배열)

예시 문항

◉ 밑줄 친 ‘cảnh sát’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은?

번 역

나의 형은 경찰(cảnh sát)이야.

A : 나의 취미(Sở thích)는 야구(bóng chày)야.
(a)
(b)
한가할(rảnh rỗi) 때, 너는 무엇을 해?
(c)
B : 나는 주로 운동(thể thao)을 하거나 텔레비전(truyền hình)을 봐.
(d)
(e)

(2018학년도 수능 베트남어Ⅰ 3번)

이 문항은 발음 및 철자 영역으로, 옳은 성조가 표기된 밑줄 친 낱말(cảnh sát)과 성조 배열이
동일한 낱말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성조 배열’은 베트남어 시험에 처음으로 적용된 개념으
로, 제시된 낱말의 정확한 의미와 그에 부합하는 성조 표기를 확인한 후 성조 배열을 대조해야
하는 다소 복합적인 문항이다. 베트남어는 6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조는 낱말의 뜻을 변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새로운 낱말을 학습할 때 철자뿐만 아니라 성조를 정확히 파악한 후 소리
내어 읽기를 반복하고, 특히 써 보면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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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자

예시 문항

◉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글자는? [1점]

(2019학년도 수능 아랍어Ⅰ 2번)

이 문항은 발음 및 철자 영역으로,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글자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밑줄 친 두 낱말을 구성하고 있는 아랍어 알파벳의 어두, 어중, 어말 형을 정확히 숙지하
고 있어야 한다. 아랍어 알파벳 ﻱ의 경우 어두형은

ﻳـ,

어중형은 ـﻴـ, 어말형은 ـﻲ이다.

본 문항에서는 알파벳 ﻱ의 어중형과 어두형이 제시되었다. 첫 문장에 제시된 낱말은
‘

’(동물들)이다. 두 번째로 제시된 낱말은 ‘

’(그가 마

신다)이다. 따라서 제시된 낱말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ﻱ이므로 정답은 답지 ⑤이다.
기초 생활 어휘에 대한 알파벳 철자의 어두, 어중, 어말 형 문제는 빈번히 출제되고 있으므로 아랍어
알파벳 철자를 학습할 때 독립형뿐 아니라 어두, 어중, 어말 형을 함께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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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타카나 표기

예시 문항

◉ □에 들어갈 (a)~(c)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1점]

(2019학년도 수능 일본어Ⅰ 1번)

이 문항은 가타카나 표기를 묻는 문항이다. 현대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로 표기한다.
가타카나는 주로 외래어, 외국인 명, 외국 지명 등을 표기할 때 사용된다. 그림에 해당하는 낱말을
가타카나로 표기하면 각각 ‘スカート’(치마), ‘タクシー’(택시), ‘ラーメン’(라면)이다. 따라서 (a)는
‘ス’, (b)는 ‘ク’, (c)는 ‘ラ’이고, 이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クラス’(학급)이다. ‘기본 어휘표’
에 제시된 가타카나 낱말을 중심으로 장단음, 촉음에 유의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음
및 문자에서는 청·탁음, 장·단음, 한자 읽기, 오쿠리가나에 유의하여 학습하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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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휘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다루어진 낱말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낱말을 학습할 때는 문장에서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고 관용적인 표현도 함께 익히도록
한다.

낱말의 의미(다의어)

예시 문항

◉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 C’ est la dernière

de gâteau. Tu la veux?

B : Non, c’est pour toi.
A : Merci. C’est gentil de ta
① part

② boîte

④ chance

⑤ recette

.
③ pièce

번 역

A : 이것이 마지막 케이크 조각이야 . 너 이거 원하니?
B : 아니야. 그건 너를 위한 거야.
A : 고마워. 너 참 친절하구나.
① 조각/입장

② 상자

④ 행운

⑤ 조리법

③ 조각

(2019학년도 수능 프랑스어Ⅰ 3번)

이 문항은 어휘 영역 중 낱말의 다양한 의미를 묻고 있다. 프랑스어의 ‘part’라는 명사는 ‘조각/입장’
이라는 의미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케이크 ‘조각’이라는 뜻으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소유형용사
‘ta’와 함께 쓰여 ‘네 입장에서는’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다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된
의미의 학습 뿐 아니라, 각각의 다른 의미들이 어떤 문맥과 상황에서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예를 학습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의어에 관한 문항은 자주 출제되므로 ‘기본 어휘표’
의 낱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미와 표현들을 상황에 맞게 연관시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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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의 의미(유의어)

예시 문항

◉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번 역

◦ 너 가고 (a) 지 않으면 가지 마.
◦ 이 일은 (b) 니，방법 좀 꼭 생각해줘.

(a)

(b)

(a)

(b)

① 좋아하다

급하다

② 좋아하다

조급해하다

④ 유쾌하다

급하다

⑤ 유쾌하다

조급해하다

(a)
③ 관심갖다

(b)
조급해하다

(2019학년도 수능 중국어Ⅰ 5번)

이 문항은 어휘 영역 중 유의어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빈칸 (a)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인 ‘高兴’과 ‘愉快’는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愉快’는
형용사로만 사용되는 반면, ‘高兴’은 동사(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다. 빈칸 (b)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인 ‘急’와 ‘着急’는 모양이 비슷한 낱말이지만, 의미상 ‘急’는 긴급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반면
‘着急’은 조급해 하는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에 위 문장에는 사용될 수 없다. 유의어 학습에 있어
낱말의 기본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 안에서의 활용 용법을 함께 학습한다면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며, ‘기본어휘표’에 포함된 낱말의 다양한 예를 활용하여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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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적 표현

예시 문항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① así

② vez

④ mejor

⑤ menor

③ mayor

번 역

A : 이번 휴가에 계획 있니?
B:

칠레에 갈 거야.

A : 정말? 나도 갈 생각이야.
(2019학년도 수능 스페인어Ⅰ 5번)

이 문항은 관용적 표현에 사용되는 낱말의 쓰임을 알고 관련 표현을 대화에 활용할 수 있는지
를 묻고 있다. ‘mejor’는 ‘bueno’의 비교급 형태인데 ‘a lo mejor’ 표현은 우리말의 ‘아마(도)’라
는 의미에 해당한다. 어휘를 학습할 때는 인터넷 검색이나 사전을 통해 해당 낱말의 일차적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례를 함께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면, 관용적 표현을 다루는 문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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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법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법 사항을 충분히 학습해야 한다. 문법 사항을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 또는 ‘기본 어휘표’의 낱말과 관련지어 학습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육과정의 문법 항목에 제시된 내용들을 참고하여 학습하되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아랍어Ⅰ은 제외 문법 사항을 참고하도록 한다(<표 3> 참조).
<표 3>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에 규정된 제외 문법 사항
과목명

제외 문법 사항
• 사용 빈도가 낮은 불규칙 명사와 외래 명사의 변화
• 4격 목적어를 2중으로 취하는 동사
• 복합 시칭 중 미래 완료

독일어Ⅰ

• 2격 목적어를 취하는 재귀 동사
• 수동형 중 미래 수동, 미래 완료 수동 및 과거 완료 수동
• 현재 분사나 미래 분사에 의한 분사적 표현
• 준관계 대명사
• sein 동사를 제외한 접속법 Ⅰ식 형태
• sein, haben, werden 그리고 화법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의 접속법 Ⅱ식 형태
• 부문장의 단축
• 직설법 대과거, 단순과거, 전과거, 단순미래, 전미래
• 명령법 과거

프랑스어Ⅰ

• 공손한 표현의 용법을 제외한 조건법
• 접속법
• 제롱디프를 제외한 분사 구문
• 수동태
• 관계대명사

스페인어Ⅰ

• 직설법 과거완료, 직전과거, 단순미래, 미래완료
• 공손한 표현 용법을 제외한 가능형(hablaría), 가능형완료
• 접속법
• 수동태(ser+pp.)
• que를 제외한 관계대명사
• 관계부사와 관계형용사
• 함자(
)의 난해한 받침 규칙
• 불규칙 복수 유형
• 수사를 제외한 탐이즈(
)

아랍어Ⅰ

• 미완료 동사 강세형
)과 제외문
• 난해한 강조 구문(
• 관계대명사와 지시어의 쌍수형
• 축소 명사

| 23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치사

예시 문항

◉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①a

② en

③ con

④ por

⑤ para

번 역

A : 산티아고 행 11시 표 부탁합니다.
B : 죄송합니다. 오늘은 표가 없습니다.
A : 그럼 내일 표는요?
B :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스페인어Ⅰ 27번)

이 문항은 시간을 표현하는 전치사들(preposiciones)의 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대화에서 구체적 시간 표현인 ‘las once’, ‘mañana’와 함께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전치사는
답지 ⑤번의 ‘para’이다. 전치사에 관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전치사가 포함된 표현을 문장을 통해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의 예시문과 스페인어 교재에
등장하는 다양한 대화를 소리 내어 읽는 연습을 통해 전치사의 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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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배

예시 문항

◉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a

② a, d

③ b, c

④ b, c, d

⑤ a, b, c, d

번 역

a.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테이블 위에 놓으셨다.
b. 곧 우리 학교의 개교 60주년이 된다.
c. 너는 그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d. 에르미타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들 중 한 곳이다.

(2019학년도 수능 러시아어Ⅰ 30번)

이 문항은 러시아어 ‘동사와 전치사구’, ‘동사와 명사’의 결합 어구에서 나타나는 격지배와 ‘명사와
수사’의 일치에 관한 문항이다. 동사가 전치사구와 결합하여 사용될 때 전치사구의 격은 동사에
의해 결정된다. 문장 a에 사용된 ‘~에 놓아두다’를 의미하는 ‘поставить’ 동사는 행위, 운동을
의미하는 자동사이므로 전치사구의 명사는 목적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장 b에서는 ‘몇 살(년)이
되다’라는 동사는 여격을 지배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문장 c에서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의
구는 ‘на+대격’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장 d에서 수사 ‘один’과
일치되는 명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 어휘표’,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있는 낱말, 표현을 중심으로 동사, 전치사, 수사의 격지배와 명사, 형용사, 수사의 성,
수 일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학습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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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활용

예시 문항

◉ 포스터의 ☐에 들어갈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1점]

번 역

제대로 챙겨 먹 시다

바르게 쥐 자

아침밥

젓가락

(2019학년도 수능 일본어Ⅰ 29번)

이 문항은 동사의 활용을 묻는 문법 영역의 문항이다. 일본어의 ‘取る’는 5단 동사(1류 동사)
로 ‘~ます’, ‘~ましょう’와 연결되면 어미 ‘る’가 い단인 ‘り’로 바뀐다. ‘持つ’도 5단 동사(1류
동사)로 권유를 나타내는 ‘~う’와 연결되면 어미 ‘つ’가 お단인 ‘と’로 바뀐다.
일본어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활용형이 달라지므로 ‘기본 어휘표’의 동사들이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표현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고 학습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포스터 등과 같은 시각 자료들을 활용하면 문법을 쉽고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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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소통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의 항목과 예시 표현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 표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안내문, 게시문,
광고, 인터넷, 교통 표지판, 지도 등의 사실 자료뿐만 아니라 삽화, 약도, 전자 우편, 편지 등의
자료를 통해 학습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물건 사기

예시 문항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번 역

상인 : 어서 오세요. 오늘 과일이 신선해요. 무엇을 원하세요?
파티마: 포도와 바나나 좀 사려고요.
상인 : 몇 킬로 원하세요?
파티마: 포도 1킬로와 바나나 1킬로 주세요.

(2019학년도 수능 아랍어Ⅰ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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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 중에서 물건 사기에 대한 표현을 묻고 있다. 과일 가게에서 상인과
손님이 물건을 사고 파는 대화 속에서 파티마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아랍의
화폐 단위와 아랍어 숫자는 물건 사기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므로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내가 원하다)라는 표현과 ‘

’(얼마)라는 표현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 중에서도 중요하고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용 빈도가 높으므로 다양한 역할 놀이 등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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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예시 문항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번 역

(Luc의 집에서)
Léa : 저녁식사 준비 정말 잘 했어. 저녁 정말 맛있었어.
Luc

: 고마워. 다음에 보자.

Léa : 안녕.
Luc

: 알았어. 잘 들어가.

① 곧 도착해.

② 밥 먹자!

③ 조만간 연락하자.

④ 괜찮아.

⑤ 와 줘서 고마워.
(2019학년도 수능 프랑스어Ⅰ 17번)

이 문항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 중 ‘인사하기’와 관련된 의사소통 영역의 문항이다. 친구를 집에
초대해 함께 저녁을 먹은 뒤, 헤어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다.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과
문맥을 잘 이해한 후에 해당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은
대화 상황, 대화자들의 관계,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표현과 문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제시된 관련 표현을 다양한
상황의 역할 놀이 등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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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예시 문항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번 역

A : 이번에 그토록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 : 우리 사이에 뭘 그러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① 가족들과 자주 한담을 나누세요
② 말씀해 놓고 책임지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③ 두 집 사이에 예의를 지켜야죠
④ 우리의 생각이 일치점을 찾았네요
⑤ 충분히 가까운 관계라면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 중국어Ⅰ 19번)

이 문항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기본 표현’ 중 ‘감사’에 대응되는 표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대화에 사용된 관용 표현의 의미를 알아야 하기에 ‘의사
소통 기본 표현’뿐만 아니라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풀 수 있다. 관용 표현과 겸양어가
특히 발달한 중국어의 특성상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관련된 관용 표현을 자주 접하도록 하고,
대화 맥락 이해를 위해 소리 내어 읽으면서 상황과 주요 내용을 동시에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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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예시 문항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번 역

펠릭스

: 크리스마스 때 우리 집에 올래?

민호

: 미안해.

펠릭스

: 아쉽네. 그러면 내년에나 보자.

① 매우 기꺼이 갈게.
② 그때 나는 빈에 가.
③ 뭘 좀 가져갈까?
④ 너희 집에 어떻게 가니?
⑤ 나는 그것에 아주 만족해.
(2019학년도 수능 독일어Ⅰ 13번)

이 문항은 의사소통 영역에 속하며, 초대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거절 이유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제안이나 초대를 거절하는 상황은 자주 일어나
므로,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거절의 이유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제시된 생각 및 입장, 제안이나 요청, 초대에 대한 표현을 다양한 상황의
역할 놀이 등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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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예시 문항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번 역

A : 선생님이 11과를 설명하셨는데, 난 잘 이해를 못하겠어. 나에게 설명해주겠니?
. 도서관에서 만나서 내가 도와줄게.

B:
A : 좋아, 고마워.

<보 기>

a. 천만에

b. 물론이지

c. 당연히 아니지

d. 물론이지

(2019학년도 수능 스페인어Ⅰ 14번)

이 문항은 제시된 대화문의 내용과 흐름을 이해하고, 긍정 표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제시된 긍정 관련 표현들을 역할 놀이 등의 간단한 대화 상황을
가정하여 학습하면 스페인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면서 학습 능률도 올릴 수 있다. 역할 놀이는 친구와
짝을 만들어 하면 좋지만, 혼자서도 A와 B의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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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예시 문항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번 역

A : 히로시마 음식 중 뭐가 맛있었어?
B : 당연히 오코노미야키지.
A : 아, 메밀국수가 들어간 오코노미야키 말하는 거지?
.
B : 그래? 그럼 다음에 같이 먹으러 가자.
A : 응. 그러자.
① 그거 만들어 볼게

② 한번 먹어보고 싶어

③ 언젠가 (네가) 가봐

④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⑤ 전부터 (제3자가) 먹고 싶어 했었어
(2019학년도 수능 일본어Ⅰ 13번)

이 문항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 중 자신의 ‘희망’을 표현할 때 어떤 문형을 사용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すしが 食べたい’, ‘新しい ケータイが ほしい’와 같이 ‘~たい’ 또는 ‘~が ほしい’ 형태로
화자가 직접 자신의 희망을 청자에게 전할 때 사용하며, ‘前から 食べたがって いるんだ’와 같이
‘~たがって いる’ 형태는 제3자의 희망을 청자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희망 표현이
드라마나 만화 등의 다양한 실제 자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학습하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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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묻기와 길 안내

예시 문항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 기>

번 역

А : 실례합니다, 카잔사원에 가려고 하는데
Б :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А:
Б : 거리 풍광을 보고 싶으시다면 버스를 타시고, 서둘러야 한다면 지하철을
이용하세요.
А:
Б : 버스는 25분 정도, 지하철은 10분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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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a. 어떻게 가는 게 더 나을까요?
b. 어떻게 가야 할까요?
c. 이동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019년도 수능 러시아어Ⅰ 20번)

이 문항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 중에서 길 묻기와 길 안내하기를 다루고 있다. 길 묻기와 길
안내 표현을 익힐 때는, 특정 장소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묻는 표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러시아어 ‘прямо’, ‘направо’,

‘налево’와

같은 낱말의 의미와 이 낱말들이 포함되어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소
표현과 관련된 몇몇 전치사들의 의미와 용법도 중요하므로 ‘기본 어휘표’에 있는 전치사들을 중심으
로 용례와 함께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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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
해당 외국(어권)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와 관련한 표현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해당 외국(어권)의 대표적인 언어문화, 생활문화, 전통문화, 예술, 지리,
역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학습하도록 한다.

언어문화

예시 문항

◉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韓国語には 口や 耳などを 使った 表現が すくない。
② ｢口が かるい｣と いう 表現は 日本語でも つかわれる。
③ ひみつを 守る ことを 日本語では ｢口が おもい｣と 言う。
④ 韓国語と 日本語には にて いるようで にて いない 表現は ない。
⑤ 日本語では 言っては だめな ことまで 言う ことを ｢耳が とおい｣と 言う。

번 역

일본어와 한국어는 입이나 귀 등을 사용한 표현이 많다. 예를 들면 ‘입이 가볍다’는
일본어도 한국어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말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밀을
지킨다는 일본어인 ‘입이 무겁다(口が堅い)’는 한국어에서는 ‘입이 무겁다(口が重い)’
라고 표현한다. 또한 잘 들리지 않는 것을 일본어에서는 ‘귀가 멀다(耳が遠い)’라고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귀가 어둡다(耳が暗い)’라고 표현한다. 이렇듯 일본어와 한국어
는 같아 보이지만 표현이 다른 것도 있으므로 사용법에 유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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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어에는 입이나 귀 등을 사용한 표현이 적다.
② ‘입이 가볍다’라는 표현은 일본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③ 비밀을 지킨다는 것을 일본어로는 ‘입이 무겁다(口が おもい)’라고 한다.
④ 한국어와 일본어는 같아 보이지만 표현이 다른 것은 없다.
⑤ 일본어에서는 말하면 안 되는 것까지 말하는 것을 ‘귀가 멀다(耳が とおい)’라고 한다.
(2019학년도 수능 일본어Ⅰ 8번)

이 문항은 문화 영역의 언어문화 문항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쓰임이 달라 주의해야 하는 표현에
대한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지문에 있는 표현 이외에도 ‘顔が 広い’,
‘頭が かたい’, ‘トイレが 近い/遠い’ 등 한국어와 일본어가 같아 보이지만 표현이 다른 것이 있으므로
사용법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문항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 형용사, 관용구로
사용되는 형용사 등을 학습할 때 일본인의 언어문화적인 특징을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함께 학습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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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예시 문항

◉ ‘西红柿炒鸡蛋’에 관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a. 10분 안에 만들 수 없다.
b. 요리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
c. 볶은 토마토를 꺼낸 후 달걀을 볶는다.
d. 중국인들이 집에서 흔히 만드는 음식이다.

① a, b

② a, c

③ b, c

④ b, d

⑤ c, d

번 역

A: 이것은 중국인이 집에서 흔히 해 먹는 음식인데 토마토 달걀볶음이라고 해. 맛이
어떤지 한 번 먹어봐.
B: 정말 맛있다! 나도 만들어 보고 싶어. 어떻게 만들었니?
A: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10분도 걸리지 않아. 먼저 달걀을 풀어서 중국식
냄비에 넣은 다음 살짝 볶아. 그 다음에 달걀을 꺼낸 후 토마토를 볶아. 마지막으로
다 볶은 달걀을 다시 토마토와 같이 좀 더 볶으면 토마토 달걀볶음이 완성돼.
B: 이렇게 간단하다니. 나도 집에 가서 만들어 봐야겠다.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중국어Ⅰ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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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은 문화 영역 중 생활문화에 해당되며, 중국 음식 조리법에 대한 대화 내용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평소 중국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를 이해하
고, 이를 의사소통에 직접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 기본적
인 문화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이를 일상적인 대화문으로
활용하여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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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예시 문항

◉ ‘tuồng’에 관한 글이다. 글의 내용에 언급된 것은?

① 공연 순서

② 공연 시기

③ 공연 유래

④ 공연 주제

⑤ 분장 재료

번 역

‘Tuồng’은 베트남의 전통 무대예술 중 하나다. Tuồng의 주제는 주로 역사에 관한
것이다. Tuồng은 노래, 음악, 춤 등을 결합하여 이야기를 표현한다. 그 밖에도 tuồng
연기자는 특이한 분장을 하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아주 매력적이다.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베트남어Ⅰ 28번)

이 문항은 문화 영역 중 전통문화에 해당하며, 베트남 전통 악극의 일종으로 문학, 회화, 음악,
춤, 희곡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tuồng’에 관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평소에 베트남 전통 예술과 관련된 주요 어휘 및 표현들을 주제와 연결 지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베트남 전통 예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주요 예술 분야, 주제, 형성 및 발전 과정 등을 유사한 주제별로 묶어 문화적
측면에서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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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시 및 관광지

예시 문항

◉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① a, b

② a, d

③ b, c

④ b, d

⑤ c, d

번 역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남서부 네카 강변에 있고 주민이 약 16만 명이다. 여기에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상징은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성이다. 매 년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이때 그들은 구시가도 지나가
고 알테 브뤼케(Alte Brücke)에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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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a.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의 북동부에 위치한다.
b.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큰 대학을 가지고 있다.
c. 하이델베르크 성은 하이델베르크 시를 상징한다.
d. 매년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이델베르크 성을 방문한다.

(2019학년도 수능 독일어Ⅰ 22번)

이 문항은 문화 영역의 역사 및 지리 문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주요 도시 및 관광지 중에서
하이델베르크에 관한 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독해 능력을 키우고, 평소에 독일의 주요 도시를 비롯한 역사 및
지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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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인물)

예시 문항

◉ 멘델레예프(Д. И. Менделеев)에 관한 글이다.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a.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다.
b. 러시아 화학회를 설립하였다.
c. 모스크바 대학교 화학 교수였다.
d. 화학원소 주기법칙을 발견하였다.
① a, b

② a, d

③ b, c

④ b, d

⑤ c, d

번 역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멘델레예프는 위대한 러시아 학자이다. 그는 1834년 토볼스크
에서 태어났다. 1855년 대학 졸업 후 멘델레예프는 오데사와 페테르부르크에서 교수로
일했다. 다른 많은 학자들과 함께 러시아 화학회를 설립하였다. 1869년 멘델레예프는
화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화학원소의 주기 법칙을 발견하였다.

(2019학년도 수능 러시아어Ⅰ 6번)

이 문항은 학문(과학) 관련 문항으로 멘델레예프의 생애와 화학원소 주기 법칙 발견에 관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평소에 역사적인 인물과 관련된 어휘 및 표현들을
관련 주제와 연결 지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러시아 문화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주요 인물·지역·도시 등 유사한 주제별로 분류하
여 문화(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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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능- EBS 연계 방식 및 유형
제2외국어 영역에서는 6가지 유형(개념·원리 활용, 자료·지문 활용, 개념·원리 + 자료·지문
활용, 개념·원리 + 유형 변형 활용, 자료·지문 + 유형 변형 활용, 개념·원리 + 자료·지문
+ 유형 변형 활용)의 연계 방법을 활용하여 수능-EBS 연계 문항들을 개발하고 있다. 각 유형별
특징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학습할 때, 제2외국어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한다.

1) 개념·원리 활용 유형
개념·원리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해당 외국어의 발음, 철자 규칙,
문법 개념 등을 활용하여 문항을 출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a, b

② a, c

③ b, d

④ a, c, d

⑤ b, c, d

번 역

a. 테오가 이 영화를 좋아했지? - 응, 나에게 그 영화의 좋은 점에 대해 말했어.
b. 그가 언제 도착하지? - 모르겠어. 그에게 빨리 물어봐.
c. 그는 이 차를 사고 싶어 하지? - 그래, 정말 그래.

(2019학년도 수능 프랑스어Ⅰ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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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능특강 프랑스어Ⅰ 42쪽)

2019학년도 수능 프랑스어Ⅰ 30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프랑스어Ⅰ의 42쪽에 수록된 문법의 개념과 원리를 활용한 문항이다. 수능특강 프랑스어Ⅰ
‘수능 문법 포인트’에서는 다양한 중성대명사를 용법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9학년도 수능 30번 문항은 중성대명사 중 ‘le’가 바르게 사용된 문장을 찾아내는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설명하는 프랑
스어 문법 내용을 철저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문법 내용이 포함된 문장을 의미와
함께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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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지문 활용 유형
자료·지문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다양한 자료나 지문 등을 전부 또는
부분 인용, 축소, 확대, 변형, 추가하여 문항을 출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의 일과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보 기>

번 역

수미는 아침 7시에 일어난다. 9시에 학원에 가서 아랍 서체를 배운다. 그녀는 정오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다. 점심 식사 후에 그들과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그리고 저녁에
귀가한다.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아랍어Ⅰ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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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의 일과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 기>

(2019학년도 수능특강 아랍어Ⅰ 185쪽 3번)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아랍어Ⅰ 24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아랍어Ⅰ』의 185쪽 3번 문항의 지문 내용과 답지를 활용하였다. 『수능특강 아랍어Ⅰ』과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24번 문항은 대화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소개하고 있는 인물의
하루 일과 내용을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제시된 어휘(소개, 묘사 및 설명, 여가 활동 등)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따라서 사용된 기본 표현들을 폭넓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의 논리적 순서를
묻는 유형은 의사소통 전체 기능에 걸쳐 출제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대화의 전체
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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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 기>

\

번 역

,

A : 빨리 (인터넷으로) 숙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B : 컴퓨터를 일단 끈 다음 좀 기다렸다가 다시 켜 봐.
.
A :

, 하지만 역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었어.

B : 그럼 내 컴퓨터 사용해.
A : 정말 고마워.
<보 기>

\

a. 이미 그렇게 해봤어
b. 컴퓨터를 아무리 조작해 봐도 인터넷 연결이 안 되네
c. 예전에 그렇게 해봤더니 인터넷 연결이 되더라고

(2019학년도 수능 중국어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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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 기>

\

(2019학년도 수능특강 중국어Ⅰ 101쪽 7번)

202019학년도 수능 중국어Ⅰ 14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중국
어Ⅰ』의 101쪽에 수록된 문항의 지문 내용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수능특강 중국어Ⅰ』의 지문
내용을 재구성하였으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대화의 중심 내용과 상황이 유사하
며, ‘上不了网’, ‘打不开’와 같은 인터넷 관련 의사소통 표현이 그대로 활용 되었고, 대화의 흐름
이해 여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문항 유형도 동일하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 영역의 문항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제시된 지문을 활용하여 출제되
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능-EBS 연계 교재에 제시된 자료 및 지문들을 충실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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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번 역

야마우치: 나카타 씨, 가게를 오픈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나카타 : 예, 근데

(a)

걱정이에요.

야마우치: 무슨 말씀을, 걱정하지 마세요.
나카타 씨라면

. 힘내세요.

(b)

(a)

(b)

① 좋아질지

분명 잘 될 거예요

② 잘 할까

꽤 잘해요

③ (가게가) 잘 될지 어떨지

전혀 걱정 없을 거예요

④ 문제없이 넣을 수 있을지

잘 될 거예요

⑤ 손님 입맛에 맞을지

아마 잘 갈 거예요
(2019학년도 수능 일본어Ⅰ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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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능특강 일본어Ⅰ 35쪽)

2019학년도 수능 일본어Ⅰ 25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일본어
Ⅰ 35쪽의 ‘자료·지문’을 활용하여 출제한 문항이다. 지문에는 칭찬 ‘すごいですね’, 격려 ‘うまく
いきますよ’, ‘がんばって ください’, 의지 ‘店を 出そうと 思って いる’, ‘がんばります’ 등 다양한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자료․지문 활용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한 EBS 연계 교재의 대화문
이나 문항의 지문 등의 내용을 꼼꼼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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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원리 + 자료·지문 활용 유형
개념·원리 + 자료·지문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해당 외국어의
발음, 철자 규칙, 문법 개념 등이 포함된 자료나 지문 등을 전부 또는 부분 인용, 축소, 확대,
추가하여 문항을 출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1점]

(2018학년도 수능 러시아어Ⅰ 2번)

EBS 연계 부분

◉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서로 다른 것은? [1점]

(2018학년도 수능완성 러시아어Ⅰ 28쪽 2번)

2018학년도 수능 러시아어Ⅰ 2번 문항은 2018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러시아
어Ⅰ 28쪽에 있는 문항을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이 문항은 러시아어 자음 ‘г’의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발음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수능완성 러시아어Ⅰ
문항의 선택지 ①번을 학습하였다면 자음 ‘г’의 특수한 발음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
들은 러시아어 자음 발음을 학습할 때, 자음동화 현상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환경에 따르거나 예외적
인 발음 현상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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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념·원리 + 유형 변형 활용 유형
개념·원리 + 유형 변형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의 문항에서 해당 외국어의 발음,
철자 규칙, 문법 개념 등을 활용하면서 문항의 유형(정답형, 완성형, 부정형, 최선답형, 합답형,
세트형 등)을 변형하여 출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같은 것을 고른 것은? [1점]

번 역

우리 누나는 공원 안(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다.

(2018학년도 수능 베트남어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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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 있는 것은? [1점]

(2018학년도 수능완성 베트남어Ⅰ 1쪽 2번)

2018학년도 수능 베트남어Ⅰ 2번 문항은 2018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베트남어Ⅰ 1쪽 2번 문항의 ‘동음이철자’ 개념과 답지를 활용하였고, 정답형을 합답형으로 변형하
여 출제한 문항이다. 특히 형태가 유사한 단·복자음 ‘g’, ‘nh’, ‘gh’, ‘ngh’를 초성으로 활용한 낱말로
문장을 구성하여 문항의 매력도를 높였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설명하는 베트남어 발음 규칙을 정확히 익힌 후, 동일한 발음이 나는 철자를 분류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실전 문제를 통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발음 요소 및
낱말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 26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 자료·지문 + 유형 변형 활용 유형
자료·지문 + 유형 변형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의 문항에 사용된 자료나 지문
등을 활용하면서 문항의 유형(정답형, 완성형, 부정형, 최선답형, 합답형, 세트형 등)을 변형하
여 출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Julia의 일상을 소개한 글이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번 역

율리아는 6시 30분에 일어난다. 그녀는 아침 식사 후에 집을 나선다. 그리고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간다. 학교는 대개 1시에 끝난다. 학교가 끝난 후 그녀는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 그녀는 주중에 한 번 피아노 수업을 받는다.

(2019학년도 수능 독일어Ⅰ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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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on의 자기 소개문이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13살이며 7학년이다.
② 주 5일 수업을 받는다.
③ 점심시간 전까지 6교시 수업을 받는다.
④ 6시 30분에 일어나 7시 15분에 집을 나선다.
⑤ 7시 40분부터 4시 45분까지 학교에서 지낸다.
(2019학년도 수능완성 독일어Ⅰ 27쪽 6번)

2019학년도 수능 독일어Ⅰ 18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독일어
Ⅰ 27쪽에 수록된 ‘Leon의 자기 소개문’ 의 지문을 활용하였다. Leon의 자기 소개문 중에서 일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췌하여 문항화하면서 ‘Julia의 일상’을 소개하는 글이라는 문두로 변형하였다.
문항 형식면에서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부정형 문항에서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는 정답형 문항으로 변형하였다. 자료․지문+유형 변형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
-EBS 연계 교재에서 실전 문제를 학습할 때, 제시된 지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확한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 사항과 어휘 및 표현을 충분히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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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념·원리 + 자료·지문 + 유형 변형 활용 유형
개념·원리 + 자료·지문 + 유형 변형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의 문항에서 해당 외국어
의 발음, 철자 규칙, 문법 개념 등과 자료나 지문 등을 활용하면서 문항의 유형(정답형, 완성형,
부정형, 최선답형, 합답형, 세트형 등)을 변형하여 출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번 역

소라 : 아, 어떡해. 돌아가야 하는데.
역까지 배웅해줄게.

에리 : 그래?
소라 : 고마워. 그럼 부탁해.
① 돌아가면

② 돌아가면

④ 돌아간다면

⑤ 돌아가고 싶다면

③ 돌아가면

(201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일본어Ⅰ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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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연계 부분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山田 きのう 家に

、 電気が ついて いたので、びっくりしました。

中村 消すのを 忘れたんですか。
山田 いえ。 いなかの 母が 来て いたんです。 れんらくも しないで……。
中村 それは、 びっくりしたでしょうね。
＊いなか : 시골

<보 기>

a. 帰ると
① a, b

② a, c

b. 帰れば
③ b, c

c. 帰ったら
④ b, d

d. 帰るなら
⑤ c, d

(2017학년도 수능특강 일본어Ⅰ 138쪽 27번)

201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일본어Ⅰ 27번 문항은 2017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일본어Ⅰ 138쪽 3번 문항의 ‘가정법’ 개념과 답지를 활용하였고, 합답형 문항을 완성형
으로 변형하여 출제한 문항이다. 일본어는 일반적으로 가정을 나타낼 때 ‘と·たら·ば·なら’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개념이나 원리 등을 활용한 EBS
연계 교재의 문항을 학습할 때 문법적인 개념이나 원리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제시문이나 답지의
내용도 충분히 익히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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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한문

가. 시험의 성격
한문 시험은 ‘한문Ⅰ’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의거하여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한문의 ‘독해’, ‘문화’, ‘한문 지식’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나. 평가 목표
한문 시험의 평가 목표는 한문에 대한 언어적, 문학적, 사상적 이해 전반을 다루는 ‘독해’
영역(읽기, 이해), 문화적 이해 전반을 다루는 ‘문화’ 영역(한자 문화,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한문에 대한 문법적 이해 측면을 다루는 ‘한문 지식’ 영역(한자, 어휘, 문장)을 기본으로 설정하
였으며 구체적인 하위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한문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읽기

• 소리 내어 읽기
• 끊어 읽기

• 풀이하기
이해

• 이해하기
• 감상하기

2)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한자 문화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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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문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한자

• 한자의 특징
• 한자의 짜임

• 단어의 짜임
어휘

• 단어의 갈래
• 성어의 의미

문장

• 문장의 구조
• 문장의 수사

다. 학습 방법
현재 발행된 교과서는 총 10종으로 이 교과서를 모두 공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특정 교과서의 학습 여부에 관계없이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출제한다. 따라서 2018학년도 수능
역시 학생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충실히 숙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 독해
독해 영역에서는 ‘읽기(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이해(풀이하기, 이해하기, 감상하기)’
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 읽기
읽기에서는 한문 단문(短文), 한문 산문, 한시 등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지문을 바르게 읽고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문항을 출제한다. ‘한문 단문’은 예로부터 널리
전해지거나 알려진 격언(格言), 속담(俗談), 명언(名言)·명구(名句), 기타 한문 교육에 활용하
기 위하여 만든,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글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개 기존의 특정
작품 또는 저술의 일부에서 발췌(拔萃)하거나 가공(加工)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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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소리 내어 읽기)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와 ㉯의 음이 모두 옳은 것은? [1점]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한문Ⅰ 20번)

이 문항은 ‘소리 내어 읽기’와 관련하여 제시한 단어를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단어를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위해서는 단어로 사용된 한자의 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한자의 발음이 다른 한자의 발음과 결합할 때 일어나는 소리의 변화에도 유의해
야 한다. 또 단어로 사용된 한자는 원래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여러 개의 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개의 음을 가지는 한자는 그 한자가 사용된 문맥에서의
의미에 따라 음이 정해진다. 따라서 교과서에 수록된 글감을 중심으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단어, 구절, 문장을 그 뜻에 유의하여 바르게 소리 내어 읽으면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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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이해에서는 한문 단문, 한문 산문, 한시 등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지문 풀이, 지문의 내용과 주제,
표현 방식, 형식과 특징 등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한문 단문, 한문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 속에서 사용된 단어나 구절,
문장 또는 문단의 구체적인 의미, 글의 구조와 내용의 전개 방식 등 글의 내용을 그 주제와 관련지어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제’는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적인 의미, 내용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중심 내용을 말한다.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시에서 사용된 시어(詩語)나 시구(詩句)의 의미와 이미지, 한시의 구조와 시상(詩想)의 전개 방식
등 한시의 내용을 한시의 주제와 관련지어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시의 시체(詩體), 압운법(押韻法), 대우법(對偶
法) 등에 대해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평측법(平仄法)은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니
이해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학습하면 된다.

이해(이해하기)

예시 문항

◉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

(2019학년도 수능 한문Ⅰ 19번)

이 문항은 ‘이해하기’와 관련하여 한문 단문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단문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글감을 중심으로 정확한 내용 파악과 감상 능력을 기르도록 학습하고, 처음 보는
지문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독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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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문화 영역에서는 ‘한자 문화(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언어
생활과 한자 문화(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 한자 문화
한자 문화에서는 한문 단문, 한문 산문 등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지문에 담겨 있는 선인들의
삶과 지혜, 가치관, 전통문화,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한자 문화권의 문화 상식에 대한 이해는 한자 문화권에 공통된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한문의 읽기와 풀이 및 이해와 감상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자 문화권의 중심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등은 역사적으로 한자가 통용되었고, 한자를 이용해 자국의 문화를 기록하였으며, 현재
까지도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가 여전히 중요한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한문의 학습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여러 나라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단, 한자
문화권의 문화 상식을 학습할 때에는 한문의 읽기, 이해 및 감상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학습하
되, 특정 문화 상식 자체를 지나치게 학습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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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문화(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예시 문항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알맞은 것은?

(2019학년도 수능 한문Ⅰ 11번)

이 문항은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와 관련하여 한자 문화권에 속한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상 어휘 중 상당
부분은 한자 어휘에서 유래한 것인데, 나라마다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학습을 통하여 선인들의 삶과 지혜, 가치관, 전통
문화,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익히고,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글감을 중심으로
정확한 내용 파악과 감상 능력을 기르도록 학습하고, 처음 보는 지문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독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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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에서는 일상 언어 속에서 개념적, 추상적 의미를 표현하거나 심오한 사상이
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한자 어휘를 제시하고, 이러한 한자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언어생활에
서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한자 어휘 가운데는 역사 속의 특수한 사건, 인물, 이야기나 한문 전적(典籍)에서 유래한 어휘가
많다. 이러한 한자 어휘는 한자의 음, 뜻과 함께 그 내력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건, 이야기, 경전, 고문헌 등 한자 문화에서 유래한 한자 어휘의 뜻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개인적
차원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언어
생활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

예시 문항

◉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것은? [1점]

(2019학년도 수능 한문Ⅰ 9번)

이 문항은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와 관련하여 우리가 언어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한자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한자 어휘 가운데는
역사 속의 특수한 사건, 인물, 이야기나 한문 전적에서 유래한 어휘가 많다. 이러한 한자 어휘는
한자의 음, 뜻과 함께 그 내력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수록된 글감을 중심으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어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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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문 지식
한문 지식 영역에서는 ‘한자(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 ‘어휘(단어의 짜임, 단어의 갈래, 성어의
의미)’, ‘문장(문장의 구조, 문장의 수사)’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 한자
한자에서는 한자의 형(形)·음(音)·의(義), 한자의 짜임, 한자 자체(字體)의 변천 과정을 바르게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한자 문항은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 한자는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사용하되, 이 기초 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석을 단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는 2000년
12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표한 것을 가리킨다.

한자(한자의 짜임)

예시 문항

◉ ㉠과 ㉡에 해당하는 한자의 음이 모두 옳은 것은? [1점]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한문Ⅰ 4번)

이 문항은 ‘한자의 짜임’과 관련하여 뜻과 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좌우와 상하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형성자의 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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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한자의 짜임’을 이해하면 한자의 모양과 소리와 뜻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한자의 짜임
중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은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원리이고,
‘전주(轉注)’와 ‘가차(假借)’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응용하는 원리이다. ‘전주’와 ‘가차’는
학설이 다양하므로,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을 위주로 학습한다. ‘한자의 짜임’은 글자에
따라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중에서 그 특징이 뚜렷한
한자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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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어휘에서는 단어의 짜임, 단어의 갈래, 성어의 의미 등을 바르게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어휘(성어의 의미)

예시 문항

◉ 그림의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계있는 것은?

(2019학년도 수능 한문Ⅰ 12번)

이 문항은 ‘성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성어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된 8개의 한자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성어의 의미와 관계있는 말을 찾게 하되,
다양한 경우의 수를 배제하기 위해 ‘사자성어’라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답지에는 성어의
사전적 의미 대신 속뜻에 해당하는 말을 구어체의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순 지식보다는 적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문 학습을 통하여 성어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언어생활과 문장 독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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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문장에서는 문장의 성분과 구조, 문장의 수사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단순한 지식 위주의 문법 사항 출제를 지양하고 문장 독해와 관련지어 출제한다.

문장(문장의 수사)

예시 문항

◉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의 카드를 활용하여 완성하고자 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1점]

(2019학년도 수능 한문Ⅰ 10번)

이 문항은 ‘문장의 수사’와 관련하여 자수(字數)와 구법(句法)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어구의 표현을
이용하여 상반되거나 상관된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인 대우(對偶)를 알고, 이와 관련하여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구절을 정확히 유추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문장의 구조와 수사를 바르게 이해하여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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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능-EBS 연계 방식 및 유형
한문 영역에서는 6가지 유형(개념·원리 활용, 자료·지문 활용, 개념·원리 + 자료·지문 활용,
개념·원리 + 유형 변형 활용, 자료·지문 + 유형 변형 활용, 개념·원리 + 자료·지문 + 유형
변형 활용)의 연계 방법을 활용하여 연계 문항들을 개발하고 있다. 각 유형별 특징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고 학습할 때, 수능 한문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한다.

1) 개념·원리 활용 유형
개념·원리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한문에 대한 언어적·문학적·사상적 이해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감상하기 등) 및 한문에 대한 문법적 이해(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 단어의 짜임, 단어의 갈래, 문장의 구조, 문장의 수사 등)와 관련하여 다뤄지고
있는 개념·원리를 활용하여 문항을 출제하는 유형이다.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중 짜임이 다른 하나는?

(2017학년도 수능 한문Ⅰ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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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단어의 짜임 <수능 기출>
⑴ 주술 관계(주어+서술어)
단어

풀이

단어

풀이

家貧(가빈)

집이 가난하다.

年長(연장)

나이가 많다.

骨折(골절)

뼈가 부러지다.

日沒(일몰)

해가 지다.

霜降(상강)

서리가 내리다.

日出(일출)

해가 뜨다.

夜深(야심)

밤이 깊다.

花開(화개)

꽃이 피다.

年少(연소)

나이가 어리다.

⑵ 술목 관계(서술어+목적어)
단어

풀이

단어

풀이

耕田(경전)

밭을 갈다.

受業(수업)

학업의 가르침을 받다.

讀書(독서)

책을 읽다.

植木(식목)

나무를 심다.

放火(방화)

불을 놓다(지르다).

作文(작문)

글을 짓다.

成功(성공)

공을 이루다.

積功(적공)

공을 쌓다.

修身(수신)

몸을 닦다.

(2017학년도 수능특강 한문Ⅰ 186쪽)

2017학년도 수능 한문Ⅰ 21번 문항은 2017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한문Ⅰ의
186∼188쪽에 수록된 ‘단어의 짜임’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한문Ⅰ의
186∼188쪽에는 ‘주술 관계’,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수식 관계’, ‘병렬 관계’ 등 교육과정과 교과서
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어의 짜임’에 대한 설명과 각 짜임에 대한 예시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원리와
제시한 사례를 관련지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교재를 통해 익힌 개념·원리를 새로운 사례에 적용해
보며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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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지문 활용 유형
자료·지문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다양한 자료나 지문 등을 전부 또는
부분 인용, 축소, 확대, 추가하여 문항을 출제하는 유형이다.

예시 문항

◉ 시의 주제와 관계있는 것은?

(2019학년도 수능 한문Ⅰ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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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적 화자의 바람과 관계있는 것은?

(2019학년도 수능완성 한문Ⅰ 7쪽 10번)

2019학년도 수능 한문Ⅰ 20번 문항은 한문 단문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한문Ⅰ의 7쪽에 수록된 문항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다. 수능-EBS 연계 교재에는 어휘, 성어, 한문 단문, 한문 산문, 한시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한문 관련 자료나 지문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한문 관련 자료·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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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원리 + 자료·지문 활용 유형
개념·원리 + 자료·지문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한문에 대한 언어적·문학적·
사상적 이해 및 한문에 대한 문법적 이해와 관련하여 다뤄지고 있는 개념·원리를 활용하면서 자료나
지문 등을 전부 또는 부분 인용, 축소, 확대, 추가하여 문항을 출제하는 유형이다.

예시 문항

◉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2019학년도 수능 한문Ⅰ 4번)

EBS 연계 부분

◉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2019학년도 수능완성 한문Ⅰ 31쪽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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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능 한문Ⅰ 4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한문Ⅰ의
31쪽에 수록된 문항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 문항은 같은 뜻을 지닌 한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구성하면서, 수능완성 한문Ⅰ 31쪽에 제시된 문항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EBS 연계 교재의 문항과 설명에서 다뤄지고 있는
개념·원리를 제시된 자료·지문과 관련지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개념·원리 + 유형 변형 활용 유형
개념·원리 + 유형 변형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의 문항에서 한문에 대한 언어적·
문학적·사상적 이해 및 한문에 대한 문법적 이해와 관련하여 다뤄지고 있는 개념·원리를
활용하면서 문항의 유형(정답형, 완성형, 부정형, 최선답형, 합답형, 세트형 등)을 변형하여
출제하는 유형이다.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과 다른 뜻으로 쓰인 것은?

(201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한문Ⅰ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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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2017학년도 수능완성 한문Ⅰ 8쪽 17번)

201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한문Ⅰ 19번 문항은 ‘여러 가지 뜻을 지닌 한자’의 쓰임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2017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한문Ⅰ의 8쪽에
수록된 문항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다. 수능완성 한문Ⅰ의 문항이 지문에 사용된 ‘與’와 같은
쓰임으로 사용된 사례를 답지에서 고르도록 하였다면, 201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의 문항은
지문에 사용된 ‘與’와 다른 쓰임으로 사용된 사례를 답지에서 고르도록 하고 있다.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정답형이었던 문항 유형을 부정형으로 변형하여 출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EBS 연계 교재의 문항 및 설명에서 다뤄지고 있는 개념·원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답 찾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문두 표현이나 지문 등을 차분히 읽어 보며
문항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 29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 자료·지문 + 유형 변형 활용 유형
자료·지문 + 유형 변형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의 문항에 사용된 자료나 지문 등을
활용하면서 문항의 유형(정답형, 완성형, 부정형, 최선답형, 합답형, 세트형 등)을 변형하여 출제
하는 유형이다.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한문Ⅰ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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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9학년도 수능특강 한문Ⅰ 114쪽 4번)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한문Ⅰ 20번 문항은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
특강 한문Ⅰ의 114쪽에 수록된 문항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 문항은 제시된 한문 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세부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수능-EBS
연계 교재에 제시된 지문을 활용하면서 문항의 유형을 합답형에서 부정형으로 변형하여 출제하였
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독해 능력을 길러 수능-EBS 연계 교재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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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념·원리 + 자료·지문 + 유형 변형 활용 유형
개념·원리 + 자료·지문 + 유형 변형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의 문항에서 한문에
대한 언어적·문학적·사상적 이해 및 한문에 대한 문법적 이해와 관련하여 다뤄지고 있는 개념·
원리와 자료나 지문 등을 활용하면서 문항의 유형(정답형, 완성형, 부정형, 최선답형, 합답형, 세트형
등)을 변형하여 출제하는 유형이다.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의 풀이로 옳은 것은?

(201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한문Ⅰ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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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의 풀이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7학년도 수능완성 한문Ⅰ 30쪽 25번)

201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한문Ⅰ 23번 문항은 2017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
완성 한문Ⅰ의 30쪽에 수록된 문항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 문항은 ‘독해’ 영역 ‘이해’의
‘풀이하기’ 및 ‘한문 지식’ 영역 ‘한자’의 ‘한자의 특징’과 관련하여 한문 문장에 사용된 한자의 뜻을
문맥에 맞게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수능-EBS 연계 교재 문항에
사용된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문항의 유형을 합답형에서 정답형으로 변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EBS 연계 교재의 문항과 설명에서 다뤄지고 있는 개념·
원리 및 자료·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변화된 유형에 대처하는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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