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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Ⅰ. 일반 개황
1. 지원자 현황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1월 23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되었다.
이번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593,527명으로, 이 중 재학생은 444,873명
이고 졸업생 등은 148,654명이었다.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국어 영역은
591,324명, 수학 영역은 562,731명(가형 185,971명, 나형 376,760명), 영어
영역은 587,497명, 사회탐구 영역은 303,720명, 과학탐구 영역은 264,201명,
직업탐구 영역은 6,625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2,831명의 수험생이,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593,527명의 수험생 전원이 지원하였다.

2. 시험 시간
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되어 1교시 국어 영역(08:40～10:00),
2교시 수학 영역(10:30～12:10), 3교시 영어 영역(13:10～14:20), 4교시
한국사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17:00～17:40)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문제지 및 정답표는 매 교시
별로 특별관리 대상자(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시험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개하였다.

3.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시험 운영
수험생 중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28명)에게는 점자 문제지와 음성 평가
자료(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용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배부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며, 시험 시간을 1.7배 연장하였다.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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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신청한 바에 따라 축소(71%)･확대(118%, 200%, 350%) 문제지를
배부하고, 시험 시간을 1.5배 연장하였다.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200명)에게는
듣기평가를 지필검사로 대체하고, 시험 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게 하였다.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157명)에게는 시험 시간을 1.5배 연장하였다.

4. 응시 수수료 환불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군입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가 없거나 응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환불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7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5일간이며, 신청 장소는 응시원서 접수 장소와 동일하다.

5.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및 심사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이의신청 접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
○ 접수 기간: 2017. 11. 23.(목) ～ 11. 27.(월) 18:00
○ 심사 기간: 2017. 11. 28.(화) ～ 12. 4.(월)
○ 정답 확정 발표: 2017. 12. 4.(월) 17:00
※ 이의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 채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하여 접수되지 않은 사안은 심사
하지 않음.

6. 채점 및 성적 통지
2018학년도 수능 성적은 12월 12일(화)에 수험생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학교 혹은 시험지구 교육청은 온라인
으로 성적 자료를 제공받은 후에 성적통지표를 출력하여 수험생에게 배부
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단, 한국사 및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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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제의 기본 방향
2018학년도 수능 출제위원단은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였다. 특히,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
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하여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일지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다소 수정하여 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수학 영역과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함으로써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셋째,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추리하며, 분석하고 탐구하는 사고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하였다.
넷째, 각 문항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사고 수준, 문항의 난이도 및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배점하였다.
다섯째,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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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화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년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
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올해 2차례에 걸쳐 시행된 모의평가를
통해 파악된 수험생들의 학력 수준과 모의평가 대비 수능 학습 준비
향상 정도를 고려하였다. 또한 선택과목 간 응시집단의 수준과 규모가
유동적인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2018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7.10.)』
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영역/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붙임 1-1> 참조)
이며, 연계 대상은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교재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붙임 1-2> 참조) 및 이를 이용하여
강의한 내용이다. 연계 방식은 영역/과목별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영어 영역은 2017학년도 수능
(2016.11.17.)과 마찬가지로 대의파악(중심내용과 맥락 파악)과 세부정보

(세부내용)을 묻는 연계 문항의 경우 EBS 연계 교재의 지문과 주제·소
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되, 단어·문장 등이 쉬운 지문
을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붙임 1>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EBS 연계율 요약 및 연계
대상 교재
<붙임 2>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출제 방향
※ 매 교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시험 종료 직후 별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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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EBS 연계율 요약 및 연계 대상 교재

2017. 11. 23.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 제

본 부

붙임 1-1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EBS 연계율 요약

Ⅰ. 영역별 연계율
영역

국어

연계율
(%)

71.1

수학
가형

나형

70.0

70.0

영어 한국사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직업
탐구

제2외/
한문

71.1

70.0

70.0

70.0

70.0

70.0

Ⅱ. 선택과목별 연계율
1. 사회탐구 영역
과목

연계율(%)

과목

연계율(%)

생활과 윤리

70.0

세계사

70.0

윤리와 사상

70.0

법과 정치

70.0

한국 지리

70.0

경제

70.0

세계 지리

70.0

사회․문화

70.0

동아시아사

70.0

2. 과학탐구 영역
과목

연계율(%)

과목

연계율(%)

물리Ⅰ

70.0

물리Ⅱ

70.0

화학Ⅰ

70.0

화학Ⅱ

70.0

생명 과학Ⅰ

70.0

생명 과학Ⅱ

70.0

지구 과학Ⅰ

70.0

지구 과학Ⅱ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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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탐구 영역
과목

연계율(%)

과목

연계율(%)

농업 이해

70.0

회계 원리

70.0

농업 기초 기술

70.0

해양의 이해

70.0

공업 일반

70.0

수산․해운 산업
기초

70.0

기초 제도

70.0

인간 발달

70.0

상업 경제

70.0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70.0

과목

연계율(%)

과목

연계율(%)

독일어Ⅰ

70.0

러시아어Ⅰ

70.0

프랑스어Ⅰ

70.0

아랍어Ⅰ

70.0

스페인어Ⅰ

70.0

베트남어Ⅰ

70.0

중국어Ⅰ

70.0

한문Ⅰ

70.0

일본어Ⅰ

70.0

4. 제2외국어/한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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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영

역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EBS 연계 대상 교재

책수

교

재

명

1. <수능특강> 화법‧작문‧문법
국어

4책

2. <수능특강> 독서
3. <수능특강> 문학
4. <수능완성> 국어
1. <수능특강> 미적분Ⅱ

가형

4책

2.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3. <수능특강> 기하와 벡터
4. <수능완성> 수학 (가)형

수학

1. <수능특강> 수학Ⅱ & 미적분Ⅰ
나형

3책

2.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3. <수능완성> 수학 (나)형
1. <수능특강> 영어

영어

4책

2. <수능특강> 영어듣기
3.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4. <수능완성> 영어

한국사

1책

1. <수능특강> 한국사
과목별 2권
1. <수능특강>
2. <수능완성>

사회탐구

18책
※ 9개 과목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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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책수

교

재

명

과목별 2권
1. <수능특강>
2. <수능완성>
과학탐구

16책
※ 8개 과목
물리Ⅰ, 화학Ⅰ, 생명 과학Ⅰ, 지구 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 과학Ⅱ, 지구 과학Ⅱ
과목별 2권
1. <수능특강>
2. <수능완성>

직업탐구

20책

※ 10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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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 2권
1. <수능특강>

제2외국어/
한문

2. <수능완성>
18책
※ 9개 과목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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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 역 별 출제 방 향

2017. 11. 23.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 제

본 부

□ 1교시: 국어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국어 영역은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에 기초하여 ‘대학 과정의 학업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평가 목표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기초하여 설정하였다.
◦ 평가 문항은 국어 영역의 출제 과목들인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교과서들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평가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개발
하였다.
◦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출제 과목별 교과
서를 통해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기초하여 출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EBS 수능 교재를 연계하여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2. 출제 범위
국어 영역은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등 출제 과목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출제하되, 폭넓고 다양한 국어 능력을 평가
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그에 따라 지문의
소재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두루 취하였다.

3. 문항 유형
국어 영역에서 출제된 대표적인 문항 유형과 하위 평가 영역별 문항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화법과 작문’ 및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 학
습 활동으로 자주 등장하는 ‘독서 토의 활동’을 문제화한 4～7번 문항, ‘독서와 문
법’ 교과서에서 독서 영역의 중요한 학습 활동으로 설정하고 있는 ‘특정한 주제 혹
은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분야의 글들을 종합적으로 읽는 활동’을 문제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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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번, ‘문학’ 교과서의 중요 학습 단원 중 하나인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등
의 학습 내용을 문제화한 33～37번 문항 등이다.
‘독서 토의 활동’을 소재로 한 4～7번 문항은 현대소설 ‘허생의 처’를 읽고 실시
한 독서 토의의 일부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 글의 초고를 제시하고, 화법과
작문 활동을 통합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환율의 오
버슈팅 현상과 관련한 정부 정책 수단’을 소재로 한 27～32번 문항은 정부 정책
수단의 특성에 대한 행정학적 설명과 ‘환율의 오버슈팅’ 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설
명을 융합한 지문을 제시하고, 동일한 화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병자호란 직후 창작된 이정환의 연시조
‘비가(悲歌)’와 이병기의 현대 수필 ‘풍란’을 소재로 한 33～37번 문항은 고시조와
현대 수필, 수필에 삽입된 현대 시조 등 다양한 갈래의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 갈
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이러한 문항 유형들은 과목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출제 상황에 맞게 변형한 문항들로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국어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하위 평가 내용 영역별로 살펴보면 ‘화법’의 경우, 총 5개 문항(1～5번)을 출제
하였다. ‘화법과 작문’ 중 화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법의 개념, 원리, 과정
등에 대한 이해 및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의 실제적인 화법 능력’을 평가 목표로
하여, ‘수라상’에 관한 학생 발표를 소재로 한 문항(1～3번), ‘현대소설 ‘허생의 처’
에 대한 독서 토의’를 소재로 한 문항(4～5번) 등을 출제하였다.
‘작문’의 경우, 총 5개 문항(6～10번)을 출제하였다. ‘화법과 작문’ 중 작문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문의 개념, 원리, 과정에 대한 이해 및 다양한 작문 상황
에서의 실제적인 작문 능력’을 평가 목표로 하여, ‘독서 토의를 바탕으로 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를 소재로 한 문항(6～7번), ‘봉사의 날 운영 방식 변경을 주장하는 글
쓰기’를 소재로 한 문항(8～10번) 등을 출제하였다.
‘문법’의 경우, 총 5개 문항(11～15번)을 출제하였다. ‘독서와 문법’ 중 문법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어의 구조, 국어의 변천, 국어 생활에 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을 평가 목표로 하여, ‘국어 단어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설명한 지문을 바탕으
로 출제한 문항(11～12번), ‘부사어에 대한 탐구’를 소재로 한 문항(13번), ‘음운 변
동 현상의 분석’을 소재로 한 문항(14번), ‘사전의 개정 내용’을 소재로 한 문항(15
번) 등을 출제하였다.
‘독서’의 경우, 총 15개 문항(16～19번, 27～32번, 38～42번)을 출제하였다. ‘독서와
문법’ 중 독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서의 개념과 원리, 다양한 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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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대한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독서 능력’을 평가 목표로 하여, ‘아리스토텔레
스의 목적론’을 소재로 한 철학 지문(16～19번), ‘환율의 오버슈팅 현상과 관련한
정부 정책 수단’이라는 화제에 대해 경제학적 설명과 행정학적 설명을 융합한 지
문(27～32번),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부호화 과정’을 소재로 한 기술 지문(38～42
번) 등 다양한 분야와 제재를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문학’의 경우, 총 15개 문항(20～22번, 23～26번, 33～37번, 43～45번)을 출제하
였다. ‘문학’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문학과 삶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 목표로 하여, ‘시의 현실 반
영’에 관한 설명과 이육사의 ‘강 건너간 노래’, 김광규의 ‘묘비명’ 등을 소재로 한
현대시 지문(20～22번), 김만중의 ‘사씨남정기’를 소재로 한 고전 소설 지문(23～
26번), 이정환의 연시조 ‘비가(悲歌)’와 이병기의 현대 수필 ‘풍란’을 소재로 한 고
전시가와 현대 수필 복합 지문(33～37번), 이문구의 ‘관촌 수필’을 소재로 한 현대
소설 지문(43～45번) 등 현대와 고전의 다양한 갈래의 작품들을 활용하여 출제하
였다.

4.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사고 수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2점(35문항), 3점
(10문항)으로 차등 배점하였다.
◦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글에 대한 독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를
활용하여 풀 수 있는 문항을 중점적으로 출제하였다.
◦ 문항의 형식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평가 목표에 충실하게 출제하고자 하였다.

5. EBS 연계 예시 문항
국어 영역에서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을 EBS 연계 교재 문항과 비교하여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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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1】 국어 38~42번 세트의 지문과 문항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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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완성 - 국어｣ 141~143쪽 16~19번 세트의 지문과 문항

(중략)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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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2】 국어 33~37번 세트의 지문과 문항

(중략)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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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특강 - 문학｣ 270~271쪽 1~3번 세트의 지문과 문항

(중략)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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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교시: 수학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수학 영역은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하여,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출제 원칙
은 다음과 같다.
◦ 평가 목표는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기초하여 설정하였다.
◦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하였다.
◦ 고등학교까지 학습을 통해 습득한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이
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복잡한 계산을 지양하고,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보다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
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하였다.

2. 출제 범위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은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였다. 수학 가형
은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의 내용 전체에서 출제하였다. 수학 나형
은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의 내용 전체에서 출제하였다.

3. 문항 유형
수학 영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학의 기본 개념, 원리, 법칙
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기본
계산 원리 및 전형적인 문제 풀이 절차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규칙과 패턴, 원리를 발견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문항, 주어진
풀이 과정을 이해하고 빈 곳에 알맞은 식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과 실생활 맥락에서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문항도 출제하였다.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의 출제 범위 및 수준 차를 고려하여 각 30문항 중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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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공통으로 출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서로 독립인 두 사건에 대하여 확률의
덧셈정리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가형 4번, 나형 10번),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전개식에서 항의 계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가형 6
번, 나형 12번), 표본평균의 분포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
(가형 10번, 나형 15번), 조합의 뜻을 알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문항(가
형 22번, 나형 22번)을 출제하였다.
이외에 수학 가형에서는 지수함수의 성질을 알고 최댓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
는 문항(5번),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14번), 로그함
수의 미분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1번), 미분법
을 이용하여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고, 부분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30번),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4번),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벡터와 속도의 의미를 알고 이
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16번), 좌표공간에서 평면과 구의 위치 관계를 이
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9번), 중복순열의 의미를 이해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18번), 주어진 상황을
조건부 확률 문제로 이해하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13번), 정규분
포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6번) 등을 출제하였다.
수학 나형에서는 두 집합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번),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1번), ∑의 성질을 이해하
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7번), 로그의 성질을 이
용하여 주어진 식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16번),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19번),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
는 문항(25번), 미분가능성을 판별하고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임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9번), 이차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30번), 자연수를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묻는 문항(8번), 여사건의 확률과 독립시행을 활용하여 확률
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8번),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분산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17번) 등을 출제하였다.

4.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수학 영역에서는 출제 범위에 속하는 과목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적합한 문항을 출제하였다.

- 9 -

◦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내용 수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2점, 3점, 4점으로
차등 배점하였다.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 모두 전체 문항 수의 30%를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하였고, 답은 세 자리 이하 자연수가 나오도록 하였다.
◦ 수학 가형은 ‘미적분Ⅱ’ 12문항, ‘확률과 통계’ 9문항, ‘기하와 벡터’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학 나형은 ‘수학Ⅱ’ 11문항, ‘미적분Ⅰ’ 11문항, ‘확률과 통계’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확률과 통계’의 4문항을 공통으로 출제하여 공통
문항 수를 2017학년도 수능과 같게 하였고, 공통 문항 중 3문항은 문항 번호를
달리하였다.

5. EBS 연계 예시 문항
수학 영역에서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을 EBS 연계 교재 문항과 비교하여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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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1】 수학 가형 12번

EBS 교재 「수능특강 – 미적분Ⅱ」 105쪽 유제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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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2】 수학 나형 20번

EBS 교재 「수능완성 – 수학 나형」 85쪽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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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교시: 영어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영역은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상대
평가 체제의 출제 기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에서 수
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하였다. 영어
영역의 구체적인 출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되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하여
출제한다.
◦ 동일한 능력을 측정하는 유사한 문항 유형을 가감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모듈형 원칙에 따라 검사지를 구성한다.
◦ 영어의 유창성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강조하여 균형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어법과 어휘 문항을 포함한다.
◦ 듣기는 원어민의 대화·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직접 측정하고, 말하기는
불완전 대화·담화를 듣고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을 적용하여 이를 완성하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 읽기는 배경 지식 및 글의 단서를 활용하여 의미를 이해하는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을 직접 측정하고, 쓰기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문장으로 요약하
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2. 출제 범위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에 속하는 ‘영어I’과 ‘영어II’ 과목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3. 문항 유형
영어 영역의 문항 유형은 기존의 문항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듣기와 읽기
영역별로 출제된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듣기 영역의 전체 17문항 중, 순수 듣기 문항은 12문항을 출제하였으며, 간접
말하기 문항은 5문항을 출제하였다. 순수 듣기 문항은 대화나 담화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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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대화자의 관계 등과 같은 중심내용과 맥락에 대한 추론적 이해(대의파
악)를 평가하는 문항이 3문항, 그림이나 담화‧대화 내용‧5W1H와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세부정보 파악) 평가하는 문항이 7문항, 복합 문항
1문항이 출제되었다. 간접 말하기 문항은 짧은 대화 응답 2문항과 대화 응답
2문항, 담화 응답 1문항을 출제하였다. 복합 문항 유형은 1대화‧담화 1문항과
달리 2회 들려주어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읽기 영역의 전체 28문항 중, 순수 읽기 문항은 22문항을 출제하였으며, 간접
쓰기 문항은 6문항을 출제하였다. 순수 읽기 문항은 중심내용과 맥락을 추론
하는 문항 유형(목적, 심경, 요지, 주제, 제목 등) 6문항과 세부내용을 파악하는
문항 유형(실용자료, 도표, 지문의 내용 일치‧불일치 등) 4문항을 출제하였다.
빈칸 추론 유형은 빈칸이 ‘구’ 단위에 해당하는 문항 3문항, ‘절’ 단위에 해당
하는 문항 1문항 등 모두 4문항을 출제하였다. 간접 쓰기 문항은 ‘글의 흐름’
1문항, ‘문장 삽입’ 2문항, ‘글의 순서’ 2문항, 그리고 ‘문단 요약’ 1문항을 출제
하였다. 또한 어법과 어휘 문항 유형 3문항, 그리고 1지문 2문항 유형과 1지문
3문항 유형을 각각 1개씩 출제하였다.

4.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내용 영역(인문, 사회, 자연, 예술, 문학 등)별로 균형 있게 출제하여 수험생의
학습 성향에 따라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하였다.
◦ 수험생의 인지적 과정에 따라 문항 유형을 배열하였다. 즉 지문(대화문)의 중심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는 유형을 먼저 제시하고, 세부 내용 파악 유형, 문법‧
어휘 유형, 빈칸 추론 유형, 쓰기 유형, 복합 문항 순으로 제시하였다.
◦ 학교 현장의 실제 영어 사용 상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사고 수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2점(35문항), 3점
(10문항)으로 차등 배점하였다.
◦ ‘중심내용과 맥락(대의파악)’, ‘세부내용(세부정보)’을 묻는 문항은 EBS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5. EBS 연계 예시 문항
영어 영역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방안(2015. 3. 31.)’에 따라
읽기의 ‘중심내용(요지, 주제, 제목)’, ‘맥락(목적, 심경, 주장)’, 그리고 ‘세부내용(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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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일치/불일치)’를 묻는 문항의 경우는 EBS 문항의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되, 단어‧문장 등이 쉬운 지문을 활용하여 연계하였
다(【예시 문항 2, 3】참조). 이외의 다른 EBS 연계 문항은 기존의 연계 방식을 유
지하였다. EBS 연계 비율은 70%이상을 유지하였으나, EBS 변형 기출로 인한 지문
고갈에 따라 빈칸 추론 문항의 연계가 올해 모의평가와 달리 2문항에서 1문항으로
감소하였다. 영어 영역에서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을 EBS 교재 문항과 비교하여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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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1】 영어 6번

<Script>
M: Honey, Aunt Sophie just called me and said we can stay at her house next
weekend.
W: Wonderful. I really like the family room there.
M: She said she rearranged it and emailed me a photo. [Clicking sound] Here.
Look.
W: Wow, the curtains on the window are pretty. I like their star pattern.
M: That’s her favorite style.
W: Do you see the chair next to the sofa? It looks comfortable.
M: Maybe we should get one like that.
W: Good idea.
M: What do you think of the vase between the lamp and the book?
W: Oh, it’s lovely. I also like the flowers in the vase.
M: Wait. I know those two candles on the fireplace. They were our gift for her
birthday.
W: That’s right. Hey, look at the round mirror on the wall.
M: It looks cute. I can’t wait to see it all i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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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완성–영어」 159쪽 실전모의고사 5회 6번(그림 내용일치)

<Script>
W: Honey, guess what? Aunt Hailey is going to let us stay in her winter home
in Colorado during the winter holidays.
M: That’s great news! Hasn’t she renovated the family room recently?
W: Yeah, it looks totally different. Actually I have a picture of it in my cell
phone.
M: Oh, really? Let me see it. [Pause] Wow, that’s a great picture of a mountain
on the wall.
W: Yes. I think it looks good above the fireplace.
M: Yeah. And there is a fire burning in the fireplace. That looks cozy.
W: I think so, too. Do you see the round table in front of the fireplace? I like the
square rug beneath it.
M: That’s unique. It’s also interesting that the sofa is L-shaped.
W: Yeah. Actually she had it custom-made.
M: It looks very comfortable. And she put a floor lamp behind the sofa.
W: Yes. It has three lights, so it’ll be nice and bright when we read lying down
on the sofa.
M: W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is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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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2】 영어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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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특강-영어」 72쪽 11강 5번(빈칸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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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3】 영어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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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완성-영어」 49쪽 11강 Let’s Check It Out(지칭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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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4】 영어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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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특강-영어」 145쪽 24강 4번(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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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한국사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한국사 영역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갖추
어야 할 한국사 기본 지식의 이해 정도와 역사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하였다.
◦ 단원･시대별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하여
학교 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2. 출제 범위
한국사 영역의 출제 범위는 한국사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추었다. 문항의
소재는 8종 교과서에 공통으로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활용되었다.

3. 문항 유형
한국사 영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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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지 평가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하였다. 일제 강점기 산미
증식 계획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이해(15번), 1970년대 경제 성장과 노동 운동 관
련 지문을 통해 이 시기 경제 정책에 대한 연대기적 이해(18번), 6월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를 통한 당시 상황 및 쟁점 인식(20번), 지도를 활용한 동학 농민 운동의
탐구(12번), 제시된 사료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한 원효의 활동 이해(3번), 별기군 창
설 관련 가상 대화를 통한 개화 정책의 판단(11번) 등 다양한 유형의 문항들을 출
제하고자 노력하였다.

4.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한국사 영역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을 출제에 적극
반영하였다. 또한 특정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는 지엽적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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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BS 연계 예시 문항
한국사 영역에서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을 EBS 연계 교재 문항과 비교하여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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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1】 한국사 3번

EBS 교재 「수능 특강 – 한국사」 30쪽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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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2】 한국사 6번

EBS 교재 「수능 특강 – 한국사」 52쪽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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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사회탐구 영역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윤리적,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상황
등을 소재로 제시하고, 인문·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대학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인문·사회과학적 탐구 능력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2. 출제 범위
출제 범위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9개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
준에 맞추었다. 문항의 소재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및 이와 연계된 일상생활적
인 내용, 기타 시사적인 내용 등이 활용되었다.

3. 문항 유형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시사적인 소재들을 활용하여 개념・원리의 이해, 문제 파
악 및 인식,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 가치 판
단 및 의사 결정 등 6가지 평가 요소를 골고루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고
자 하였다.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 대한 가치 판단(생활과 윤리 3번),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에 대한 결론 도출(생활과 윤리 18번), 소크라테스의 주지주
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지주의 및 주의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탐구(윤리와 사
상 6번), 왕도와 패도에 대한 맹자와 순자의 개념 차이 파악(윤리와 사상 9번),
대동여지도의 특징을 통한 고지도의 개념 이해(한국 지리 1번), 강수량과 연교차
를 이용한 지역의 기후 특성 도출(한국 지리 8번), 국가별 출생률과 사망률 변화
를 통한 국가별 인구 특성 탐구(세계 지리 7번), 식량 작물의 대륙별 생산 및 소
비 자료 분석(세계 지리 16번), 현장과 엔닌의 활동을 통한 동아시아의 교류 상
황 파악(동아시아사 2번), 열하일기 자료를 통한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 분석(동아
시아사 8번), 양세법의 개념 이해(세계사 7번), 베스트팔렌 조약의 자료 해석(세
계사 11번),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 파악(법과 정치 12번), 범죄와 형
벌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내용 탐구(법과 정치 16번), 신용 등급 관리 방
안에 대한 의사 결정(경제 3번), 외부 경제와 정부 개입의 효과 탐구(경제 10번),
노인 소외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의 결론 도출(사회·문화 7번), 가족 제도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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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가설 탐구(사회·문화 10번) 등 다양한 유형의 문항들을 출제하고자
노력하였다.

4.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학문적으
로 중요한 가치가 있거나 시사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출제에 반영하였다. 특정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는 지엽적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

5. EBS 연계 예시 문항
사회탐구 영역에서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을 EBS 연계 교재 문항과 비교하여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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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1】 생활과 윤리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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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수능특강 – 생활과 윤리」 129쪽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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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2】 한국 지리 19번

EBS 교재 「수능완성 – 한국 지리」 71쪽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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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3】 동아시아사 19번

EBS 교재 「수능완성 – 동아시아사」 100쪽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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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4】 법과 정치 6번

EBS 교재 「수능특강 – 법과 정치」 58쪽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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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과학탐구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및 과학적 탐구 사고력을 2009 개정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탐구 상황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출제하였다.

2. 출제 범위
선택 과목인 ‘물리Ⅰ’, ‘화학Ⅰ’, ‘생명 과학Ⅰ’, ‘지구 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
과학Ⅱ’, ‘지구 과학Ⅱ’의 8개 과목이 출제 범위에 해당한다. 이들 과목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을 고루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3. 문항 유형
과학적 상황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소재로 하여 이해, 적용,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
가의 6가지 행동 영역을 준거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
제하였다.
문항 소재는 과학계의 학문적 동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학문적 소재를 활용함과
동시에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실험 상황 등을 문항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실생
활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발전(물리Ⅰ 2번), 전자기파(물리Ⅰ 3번), 송전(물리Ⅰ 18
번), 동계 스포츠(물리Ⅱ 1번), 물과 에탄올(화학Ⅱ 5번), 화학 전지(화학Ⅱ 12번),
사람의 질병(생명 과학Ⅰ 8번), 동물의 분류(생명 과학Ⅱ 18번), 지하자원(지구 과학
Ⅰ 1번), 화산(지구 과학Ⅰ 5번), 지질 명소(지구 과학Ⅰ 7번), 태풍(지구 과학Ⅰ 10
번), 대기 오염(지구 과학Ⅰ 12번), 푄현상(지구 과학Ⅱ 7번), 엘니뇨와 라니냐(지구
과학Ⅰ 14번, 지구 과학Ⅱ 11번), 지진(지구 과학Ⅱ 16번) 등을 소재로 활용하였으
며, 실험 상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전기 유도 실험(물리Ⅰ 4번), 교류회로 실험
(물리Ⅰ 13번), 빛의 회절 실험(물리Ⅱ 4번), 전자쌍 배열 확인 실험(화학Ⅰ 6번),
중화 반응 실험(화학Ⅰ 20번), 반응 속도 측정 실험(화학Ⅱ 19번), 생쥐의 방어 작
용 실험(생명 과학Ⅰ 16번), 세포 분획법(생명 과학Ⅱ 1번),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 실험(생명 과학Ⅱ 15번), 폐렴 쌍구균의 형질 전환 실험(생명 과학Ⅱ 16번),
지진 규모 확인 실험(지구 과학Ⅰ 11번), 해수의 밀도 실험(지구 과학Ⅱ 2번) 등을
문항의 소재로 활용하여 과학 탐구에서의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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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소재들을 활용할 때는 표, 그림, 그래프, 삽화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여
문항을 출제하였다.

4.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평가 목표의 내용 영역은 2009 개정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8개 선택
과목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고, 행동 영역에는 이해와 적용을 포
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탐구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출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 문항 번호는 교육과정의 순서와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부여하였고, 문항
당 배점은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개념의 중요도, 풀이 시간, 단원별 배점 총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점 혹은 3점을 부여하였다.
◦ EBS 연계는 연계율 70%를 목표로 설정하고 EBS 수능 연계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들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를 잘 이해하면 문항을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연계 방식은
EBS 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 및 원리를 활용하는 방식, EBS
교재의 그림, 도표 등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변형하는 방식, 답지나 보기의 일
부를 활용하거나 변형하는 방식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5. EBS 연계 예시 문항
과학탐구 영역에서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을 EBS 연계 교재 문항과 비교하여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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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1】 물리Ⅰ 15번

EBS 교재 「수능완성 - 물리Ⅰ」 143쪽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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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2】 화학Ⅰ 13번

EBS 교재 「수능완성 - 화학Ⅰ」 131쪽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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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3】 생명 과학Ⅰ 20번

EBS 교재 「수능특강 - 생명 과학Ⅰ」 195쪽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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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4】 지구 과학Ⅱ 15번

EBS 교재 「수능특강 - 지구 과학Ⅱ」 184쪽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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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직업탐구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직업탐구 영역 시험의 목적은 직업계열에 해당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수험생이 동일‧유사계열 대학에서 전공 내용을
수학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따라서 직업탐구 영역 시험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의 수준과 범위에 기초하여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으
며, 출제 교과의 주요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요구되
는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행동 영역에 맞추어 출제하였다.

2. 출제 범위
직업탐구 영역은 5개 계열의 10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계열별로 해당하는 과목을
살펴보면, 농생명 산업은 ‘농업 이해’와 ‘농업 기초 기술’, 공업은 ‘공업 일반’과 ‘기
초 제도’, 상업 정보는 ‘상업 경제’와 ‘회계 원리’, 수산‧해운은 ‘해양의 이해’와 ‘수
산‧해운 산업 기초’, 가사‧실업은 ‘인간 발달’과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과목이
해당된다. 10개 과목의 문항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의 수준과 범위에 근거하
며 인정 교과서 전 범위를 활용하여 출제되었다. 특히 과목의 성격과 내용의 중요
도 등을 고려하여 내용 영역 간의 출제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수험생이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문항의 소재는 교육 내
용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문 및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3. 문항 유형
직업탐구 영역은 과목의 성격과 내용 특성에 맞추어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
해 가는 문제 해결 능력 중심의 5개 행동 영역을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즉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교과 개념 및 원리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
하는 ‘개념 및 원리 이해’, 교과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
속에 내포된 의미나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명료화하는 능력을 측정하
는 ‘문제 인식 및 명료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
여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대안 탐색 및 선택’, 최적의 대안을 실행 및
적용하는 ‘대안 실행 및 적용’, 실행 및 적용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 해결에 활용한
대안을 평가하고 일반화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대안 평가 및 일반화’ 등 5가지 행
동 영역을 균형 있게 출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문두 표현 방식, 제시문의 문제 상황 구성 방식,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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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각 행동 영역에서 측정하고자하는 평가 요소 등에 따라 기출 문항들과 차별
화되는 다양한 형태의 문항 유형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문제 상황은 해당 교육과정에 근거하면서
평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문·이론, 일상생활, 직장생활, 실험·실습 등을 중심
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학문‧이론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고품질 와인 생산에 최적화된 포도 재배
방법을 제공하는 농업 과학 기술의 종류(농업 이해 9번), 신제품 개발 기사를 통해
벤처 기업의 제품 인증과 산업 재산권의 취득 및 에너지 활용 방법에 대한 분석
(공업 일반 1번), 환율의 변동에 따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방안 수립(상업 경제 14번),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해양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연료로 추출하는 사례(해양의 이해 5
번),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프로이트의 성격 구성 세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인간 발달 2번) 등이 출제되었다.
둘째,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는 학생이 외갓집 마당에서 이루어진 열매 건조 작업
을 보고 해당 열매를 맺는 작물에 대해 검색하는 사례 분석(농업 기초 기술 2번),
IT 기술을 이용한 자전거용 스마트 자물쇠를 개발 상황 분석(기초 제도 4번), 기사
내용에서 본사 건물을 위한 계약금을 지급했을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
는 방법(회계 원리 3번), 실생활에서 마리나를 방문하여 체험할 세일 요트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수산·해운 산업 기초 8번),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적절하게
처치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 인력의 중요성 파악(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4번) 등이 문항 소재로 활용되어 출제되었다.
셋째, 직장 생활과 관련해서는 축산업에서 최신 신기술인 바이오 캡슐 기술이 적
용되었을 때 축산 농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 파악(농업 이해 19번), 산업 현장에
서 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결과를 보고 안전한 산업 현장을 유지, 개선하기 위
한 해결 방법의 적용(공업 일반 4번), 실제 직장 생활 중 나타날 수 있는 주주총회
회의록을 근거로 결의된 사항을 회계 처리 하는 방법(회계 원리 13번), 태풍권역에
서 관측된 태풍 관련 기상요소인 기압, 풍속, 풍향을 분석하여 본선의 상황 파악
(해양의 이해 12번), 졸업식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졸업 축사 소재를 바탕으로 자
아 정체감 유형을 적용(인간 발달 19번) 등의 소재가 활용되어 출제되었다.
넷째, 실험·실습과 관련해서는 학생이 진단표를 개발하기 위해 소의 주요한 질병
을 흐름에 따라 분류하는 사례 분석(농업 기초 기술 12번), 시제품 개발을 위하여
각 부품들에 대한 스케치 작업과정에서 각 부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스케치
방법 선택(기초 제도 10번), 대금 지급 수단을 이용한 대금 지급 사례를 소재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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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지급 수단의 특성을 이해(상업 경제 3번), 실생활에서 낚시를 하는 과정에
서 밑밥을 이용하여 유집을 하는 상황 분석(수산·해운 산업 기초 9번), 전통 문화
와 관련된 테마 여행을 통해 김치를 만드는 발효과정과 전통건축원의 제작과정을
경험하는 사례 분석(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11번) 등의 소재가 활용되었다.

4.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직업탐구 영역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 내용이라도 학문‧기술적으로 변
화‧발달하였거나 전공과 관련된 각종 법률‧규칙‧기준‧용어 등이 변화하여 그 내용
이 상이한 경우 최근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출제하였다. 특히 상업 정보 계열의
‘회계 원리’ 과목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한 ‘일반기업회계기
준(2015년 12월 16일 공표)’을 적용하여 출제하였다.

5. EBS 연계 예시 문항
직업탐구 영역에서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을 EBS 연계 교재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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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1】 농업 이해 5번

EBS 교재 「수능완성 - 농업 이해」 8쪽 1회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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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2】 공업 일반 14번

EBS 교재 「수능완성 – 공업 일반」 3쪽 1회 9번

- 45 -

【예시 문항 3】 상업 경제 19번

EBS 교재 「수능특강 - 상업 경제」 93쪽 12강 정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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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4】 해양의 이해 10번

EBS 교재 「수능특강 – 해양의 이해」 119쪽 15강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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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5】 인간 발달 20번

EBS 교재 「수능특강 - 인간 발달」 71쪽 9강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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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학습자의 기
초적인 외국어 능력과 한문 이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출제하였다.
◦ 제2외국어 교과는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중심
으로 출제하였다.
◦ 한문 교과는 실용 한자 및 어휘의 이해와 활용 능력,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2. 출제 범위
출제 범위는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
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등 9개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맞추었다. 제2외국어 교과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 과목별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참고하여 출제하였다. 한문 교과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를 사용하되, 이 기초 한자에 포함되지 않은 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석을
달았다.

3. 문항 유형
제2외국어 교과는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대화문과 서술문 등을 활용하여 문항을 출제하였다. 또한 광고
(독일어Ⅰ 10번, 베트남어Ⅰ 24번), 안내문(프랑스어Ⅰ 12번), 게시문(중국어Ⅰ 7
번, 일본어Ⅰ 11번, 아랍어Ⅰ 18번), 포스터(중국어Ⅰ 15번, 일본어Ⅰ 29번), 문자
메시지(독일어Ⅰ 9번, 스페인어Ⅰ 12번, 중국어Ⅰ 13번, 아랍어Ⅰ 17번, 베트남어
Ⅰ 20번), 표지판(아랍어Ⅰ 5번), 통계(프랑스어Ⅰ 24번), 지도(독일어Ⅰ 24번), 전
자 우편(스페인어Ⅰ 20번, 러시아어Ⅰ 23번), 일기(아랍어Ⅰ 12번), 길찾기 검색(프
랑스어Ⅰ 14번), 블로그(중국어Ⅰ 17번), 인터넷 댓글(중국어Ⅰ 20번), 인터넷 사전
(베트남어Ⅰ 4번) 등의 사실 자료뿐만 아니라, 삽화(독일어Ⅰ 3번, 스페인어Ⅰ 7
번, 중국어Ⅰ 10번, 러시아어Ⅰ 25번, 아랍어Ⅰ 14번, 베트남어Ⅰ 16번), 명화(스페
인어Ⅰ 28번) 등 시각적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출제하
였다.
한문 교과는 실용 한자와 성어(12번), 명언과 명구(13번), 경서(23번), 고전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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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한시(30번) 등을 활용한 문항과 문학․역사․철학 및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7번)과 관련된 문항을 출제하였다. 아울러 수묵화(1번), 삽화(17번) 등 시각적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4.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제2외국어>
문항의 소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밖에서 접할 수 있는 일상
생활적인 내용, 기타 시사적인 내용 등이 활용되었다. 이들 소재를 중심으로 발음·
철자(문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문화 영역에서 언어 이해와 언어 표현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고루 출제하였다.
<한문>
지문과 소재의 범위는 현행 10종의 고등학교 ‘한문Ⅰ’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 일부 소재의 경우 언어생활 및 한자문화권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한문, 한문 지식 영역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균형 있게
출제하였다.

5. EBS 연계 예시 문항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을 EBS 연계 교재 문항과 비교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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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1】 독일어Ⅰ 26번

EBS 교재 「수능완성 – 독일어Ⅰ」 40쪽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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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2】 스페인어Ⅰ 10번

EBS 교재 「수능완성 – 스페인어Ⅰ」 7쪽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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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3】 중국어Ⅰ 19번

EBS 교재 「수능완성 – 중국어Ⅰ」 45쪽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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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4】 일본어Ⅰ 24번

EBS 교재 「수능완성 – 일본어Ⅰ」 69쪽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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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5】 한문Ⅰ 19번

EBS 교재 「수능특강 – 한문Ⅰ」 35쪽 7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홍보출판실 김은미 담당(☎ 02-3704-38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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